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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수업대체용 프로그램 안내

1. 프로그램 특징
- 본 프로그램은 학생 참여 기반 협력 중심 학문분야 융합형 탐구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실생활 맥락
에서 학생들이 접하는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경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견의
즐거움과 탐구의 기쁨, 과학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 Smart Logistics과 관련된 기업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하고 전문 소프트웨어 Tableau의 조작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시각화해보고 데이테 분석에 대한 창의 산출물을 제작해 봄으
로써 학생들이 데이터 분석의 실제적인 의미와 유용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래를 예
측을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을 학
생들이 인식할 수 있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
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의 중요성과 함께 수학ㆍ사회ㆍ과학ㆍ
정보의 학문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적극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 물류산업에서 각광 받고 있는 드론배송의 현재 위치를 알아보며 학생들이 최신 트렌드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드론배송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고민해볼 수 있는 과정을 담았습니
다. 실제로 드론배송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 새롭게 드론배송을 적용할 수 있
는 사업아이템을 고민해보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실제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듯한 상황
설정으로 수업에 흥미도를 높이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재의 상
황을 이해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입니다.

2. 프로그램 사용 방법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교사용은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학교 급별로 연계된 과목별 교육과정과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차시별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여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과정안이나 수업 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수업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자유학기제용 교수 학습 자료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 학교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을 전체 또는 차시(부분) 등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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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육과정 연계
차시

관련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 요소 및 성취수준)

교과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정보
(내용요소) 아날로그, 디지털, 자료 수집, 자료 분류, 자료 관리 , 자료 공유, 정보의 구조화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
리한다.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사회
국어
1,2

정보
수학
미술

수학
(내용요소) 좌표평면과 그래프, 자료의 정리와 해석
(성취기준)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
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3]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회
(내용요소) 희소성, 합리적 선택, 비용과 편익, 경제적 유인, 세계 시장과 교역
(성취기준) [12경제01-01] 사람들의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 선택의 필
요성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12경제01-02] 다양한 사례를 통해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능력을 계발하고
매물 비용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함과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
을 인식한다.
(성취기준) [12경제04-03] 상품과 서비스 및 자본의 변화에 따른 국제 수지 변화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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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정보
(내용요소) 아날로그, 디지털, 자료 수집, 자료 분류, 자료 관리 , 자료 공유, 정보의 구조화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2-02] 인터넷,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
리한다.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과학
국어
3,4

수학
(내용요소) 좌표평면과 그래프
(내용요소) 자료의 정리와 해석
(성취기준) [9수03-02]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
(성취기준) [9수05-01] 자료를 줄기와 잎 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으로 나
타내고 해석할 수 있다.

정보
수학
미술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
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내용요소)
(내용요소)
(성취기준)
(성취기준)

중력, 질량, 마찰력, 탄성력, 부력
등속 운동, 자유 낙하 운동, 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과학 원리와 공학적 설계
[9과02-01] 무게가 중력의 크기임을 알고, 질량과 무게를 구별할 수 있다.
[9과02-03]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원인으로써 마찰력을 알고, 빗면 실험을 통해 마찰
력의 크기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19-03] 일의 의미를 알고,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서 중력이 한 일을 위치 에
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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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물류(Smart Logistics)

■ 주제 개요
중학교 학생용 프로그램인 ‘Living Lab 스마트 물류(Smart Logistics)’는 물류회사의 판매 데이
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판매에 대해 예측하여 더욱 빠른 배송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전문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 자료제작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구성하였다. 해당 학년군의 국어(듣기･말하
기), 수학(자료의 정리와 해석, 확률과 통계), 과학(중력, 질량, 자유 낙하 운동, 운동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사회(합리적 선택, 시장경제의 특징), 정보(문제해결을 위한 자료
수집, 정보의 구조화), 미술(표현의 과정, 조형 요소와 원리), 기술가정(드론) 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데이터분석의 필요성과 분석한 자료의 시각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잘 전달할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과학적 사고를 통해 드론배송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또한 배송박스 설계 및 제
작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드론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고민
하고 박스를 설계하여 창의 산출물로 발표하는 모둠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미래를 예측
할 수 있는 데이터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실제적인 데이터 시각화 경험을 할 수 있
도록 하고, 드론 배송과 관련한 문제를 극복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구조
화와 다양한 표현, 수학적 탐구력, 과학적 문제해결력,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학습목표
1) 물류산업의 동향을 알고 물류산업의 주요 이슈를 알 수 있다.
2) Tableau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을 다룰 수 있다.
3) Tableau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4)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송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5) 드론배송의 현황을 이해하고 드론배송 기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6) 드론배송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을 수 있다.
7) 낙하방법의 드론배송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8) 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 알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예시)
○ S : 공중 낙하식 드론배송을 위한 박스 설계시 공중낙하시 바람의 저항, 바닥 충격시 충
격량 흡수 등 물리학적 요소를 고려한 박스 설계 체험
○ T/E：드론배송이 원활하게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점(베터리 문제, 항공규제 등)에는 무엇
이 있는지 토의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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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데이터시각화에서 색상 배치 등 미술적 요소가 데이터를 파악하도록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험, 공중 낙하식 드론배송을 위한 박스제작시 구매자가 2차적으
로 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적 요소를 가미해보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과
정을 경험
○ M：공중 낙하식 드론배송을 위한 박스 설계시 바닥의 충격으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바닥 구조(각도 계산 등)를 찾아보는 과정 체험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
터 분석과 시각화 자료를 직접 제작해보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학생 주도적으로 데이터분석,
시각화자료 제작을 통해 탐구력,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시별 상황 제
시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1차시에서는 물류기업에서 배송 혁신 전략 회의 상황을 설정하고 경쟁사(아마존, 이마트몰,
마켓컬리 등)의 전략을 분석해보고 우리 기업의 전략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
간을 갖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물류기업에서 배송 혁신 전략 회의 상황에서 구매 데이터분석을 통해 미래의
구매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데이터분석과 시각화를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배송시장의 혁신을 가져온 드론배송을 통해 다양한 분야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
고 있음을 알고, 드론배송을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구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
고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집라인의 혈액배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간단한 아이디어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배송을 위해 박스를 제작하는 아이디어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보
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자료를 제작하는 활동, 안정적인 드
론배송을 위한 설계, 제작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활동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데이터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강력한 데이터분석 도구인 Tableau프
로그램의 기본적인 조작법에 대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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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에서는 슈퍼마켓의 판매데이터를 분석하고 Tableau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시각화 자
료를 만들어 판매데이터에 숨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경험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
석의 중요성과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을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3차시에서는 드론배송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에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모
둠별로 논의해보고 모둠별로 사업아이템을 선정하여 <드론배송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 4차시에서는 주어진 재료를 통해 공중에서 낙하해도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는 박스를 설계,
제작해보고 낙하테스트 보고서를 작성해보도록 하여 창의적 설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
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창의적 설계 과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감성적인 체험을 통해
체득화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활동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잘 분석해야한다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역사를 배워야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활용되는 미술적요소에 대해 알아보고 발표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드론배송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어떤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직접 설계, 제작한 배송박스를 구매자가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스
제작에 미술적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보고 학생들이 학습 내
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업 세부 단계별 STEAM 단계 요소
차시

활동 안내

STEAM 단계 요소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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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기업의 전략회의로 상황을 가정하고 제시된 아마존의 배송예측시스
생각 열기

템, 이마트몰 물류센터 소개, 새벽배송 마켓컬리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며
타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마존과 이마트몰, 마켓컬리의 물류기술 중
인상깊은 물류 기술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아마존의 배송예측기술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분석과정의 중요성을

생각 펼치기

배송 속도와의
1

강조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 Tableau에 대한 소개하고 기본적인
조작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전쟁:
데이터분석(1/2)
생각 키우기

모둠별로 데이터분석 도구 Tableau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물류 혁신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해봅시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
생각 다지기

점을 바탕으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안
내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사업에 적용한 사례 영상소개, 구글트렌드를 소개합니

생각 열기

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언급하고, 데이터 분
석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간단하
게 키워드를 통한 트랜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생각 펼치기

배송 속도와의
2

데이터 분석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슈퍼마켓 물품구매 데이터 쌤플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구매 성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전쟁:
Tableau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어떤 상품을 많이 준비해놓아

데이터분석(2/2)
생각 키우기

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
둠별로 토의하고 시각화자료를 제작해보자.
데이터를 표현한 방법 중 적절한 시각화 자료 사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생각 다지기

경우를 비교하며 근거 자료에도 도형, 형태, 배치, 색상 등 미술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집중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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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윙, 아마존, 국내의 드론 배송에 대한 영상 소개를 보고 물류산업이
생각 열기

뛰어넘어야하는 벽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 중이 드
론배송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드론배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어
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드론배송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드론배

생각 펼치기
3

송을 적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둠별로 한가지를 정
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보자.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1/2)
생각 키우기

생각 다지기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드론배송 신규사업을 위
한 <드론배송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봅시다.

드론배송을 적용할 새로운 분야 중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스타트업기업 집라인의 혈액배송 드론 영상소개를 보고 상공에서 배송물
생각 열기

건을 투하하는 형태인 집라인의 드론배송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생
각해보도록 한다.

모둠별로 디자인한 배송박스를 주어진 재료로 제작해보고 박스에 담긴
생각 펼치기

내용물(쿠키)이 충격에 어느 정도 강한지 테스트해 보고 낙하테스트 보고
서를 작성도록 안내한다.

4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2/2)
각 모둠별로 박스의 모양과 낙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생각 키우기

논의해봅시다. 각 모둠이 발표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생각 다지기

사용자가 배송을 받고 난 후 배송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미술적 요소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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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주요내용
• 아마존의 배송예측시스템, 이마트몰 물류센터 소개, 새벽배
송 마켓컬리 영상을 시청하고 물류기업의 전략회의로 상
황을 가정하고 영상으로 시청하며 타기업의 사례를 바탕
으로 아마존과 이마트몰, 마켓컬리의 물류기술 중 인상깊

배송

• 물류산업의 동향을 알고 물류

속도와의
1

전쟁:
데이터분석 •
(1/2)

산업의 주요 이슈를 알 수 있
다.
데이터

시각화

프로그램인

Tableau의 기본기능을 익힌다.

은 물류 기술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아마존의 배송예측기술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분석과
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
Tableau에 대한 소개하고 기본적인 조작방법에 대해 안내
한다.
•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야 합
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라
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감성적으로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빅데이터 분석을 사업에 적용한 사례 영상소개, 구글트렌
드 소개를 시청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언급하고,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보
를 얻을 수 있는지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간단하게 키워드

를 통한 트랜드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Tableau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 데이터 분석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슈퍼마켓 물품구매 데
속도와의
슈퍼마켓 판매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터 쌤플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구매
배송

2

전쟁:

시각화자료를 만들어보며 데이터

성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Tableau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불러

데이터분석

분석의 중요성을 경험해 볼 수 있

들이고 어떤 상품을 많이 준비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

다.

한 시각화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둠별로 토

(2/2)

의한다.원리를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데이터를 표현한 방법 중 적절한 시각화 자료 사용한 경
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며 근거 자료에도 도형,
형태, 배치, 색상 등 미술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할지 고민
해보면서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구글 윙, 아마존, 국내의 드론 배송에 대한 영상을 제시하
고 물류산업이 뛰어넘어야하는 벽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 중인 드론배송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
물류산업의 • 드론을 이용한 물품 배송시장
3

희망:

의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분야

드론배송

가 드론배송을 적용하면 효과

(1/2)

적일지 고민해보기

하며 드론배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
을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드론배송이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로 드론배송을 적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지 모둠별로 한 가지를 정하고 <드론배송
사업계획서>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

화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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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의
4

희망:
드론배송
(2/2)

• 공중에서 배송물품을 낙하시키
는 방법을 이용한 드론배송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 낙하방법의 드론배송의 사례를 알아보고 이 방법의 장
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박스를 설계, 제작해보며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다.

■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 척도

평가영역

평가항목

창의적

Smart
Logistics
설계

Smart Logistics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

설계

Smart
Logistics
시각화

Smart Logistics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함

평가영역

평가항목

감성적
체험

상

중
Smart Logistics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였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Smart Logistics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였으나 의미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함

하
Smart Logistics
설계를 수행하였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Smart Logistics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지 못함

평가 척도
우수함

다소 노력이 필요함

많은 노력이 필요함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
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
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
나 끈기가 부족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끈기
가 부족함

흥미와
참여도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도전 과제 해결을 위
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간의
흥미가 있으며 도전 과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도전 과제 해
결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음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
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
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
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 수행⋅관찰 평가 기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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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Smart Logistics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Smart Logistics
시각화에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집중과 끈기

흥미와
참여도

창의성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계획
평가

평가

방법

영역
감성적

상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였는가? (흥미, 참여도)

체험

모둠별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기여했다고 생각하는가? (성취감, 보람)

창의적

Smart Logistics 설계와 제작을 통해 얻어 데이터에 담긴 정보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자기
평가

평가 척도
평가기준

설계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Smart Logistics 제작
탐구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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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Living Lab 스마트 물류
(Smart Logistics)

1차시

배송 속도와의 전쟁: 데이터분석

■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배송 속도와의 전쟁: 데이터분석

단계

1/2

• 물류산업의 동향을 알고 물류산업의 주요 이슈를 알 수 있다.
• Tableau 소프트웨어 기본기능을 다룰 수 있다.
상황제시

물류기업의 배송 혁신 전략 회의 상황

창의적 설계

물품판매데이터 분석의 필요성 인식과 데이터분석 도구 학습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10‘

Ÿ수업 시작 후 학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3단계 활동과 발표시간을 고려
하여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습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도록
▣ 교사 활동 : 아마존의 배송예측시스템, 이마트몰 물류센터 소개, 새벽배송
마켓컬리 영상소개

https://youtu.be/BrJaIG4ia5Y

https://youtu.be/1C1Wpktw9q8

도입

https://youtu.be/VN4nMB7t_GM
물류기업의 전략회의로 상황을 가정하고 영상으로 시청하며 타기업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마존과 이마트몰, 마켓컬리의 물류기술 중 인상깊은
물류 기술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토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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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 교사 활동 : 아마존의 배송예측기술의 사례를 소개한다. 데이터 분석과정

30‘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도구로 Tableau에
대한 소개하고 기본적인 조작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Ÿ데이터분석을
위해

A.I.기술

이 왜 필요한
지 느낄 수 있
도록 안내

Ÿ Tableau 프로
▣ 학생 활동 : Tableau의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 학습하고, 질의사항이 있
으면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한다.

그램은

미리

설치해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Ÿ 학 생 들 이
Tableau 프로그
램의 기본 조작
법을 스크린에
안내하여 빠르
게

사용법을

익힐 수 있도
록 안내한다.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앞서 배운 Tableau의 조작법을 이용하여 다음 “인천지하철 역
별 수송인원 데이터“자료를 분석하고 시각화 데이터를 제작
한 후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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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 분석한 시각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모으기
▣ 교사 활동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각 모둠이 발
표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발표한다.

■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정리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안내한다.

5‘

Ÿ역사를 기록하
고 후대에 그
것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의미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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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생각
해본다.

교사용 자료
■ 스마트 물류 서비스의 종류
- 물류 서비스
A전자상거래 업체는 창고를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 포장, 발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A업체는 딥러
닝 기술을 사용하여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고 창고 내 물품 이동을 위한 최적의 동선을 설계
한다. 배송 차량도 최적의 경로와 배송 순서를 정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활용하며, 빠른 시간 내의
물품 배송을 위한 최적화 경로를 제안한다.
- 스마트 운송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이용하여 공장에 각 구성 요소에 필요한 부품과 장비를 운송하며, 상태 감시를
통해 스마트 센서로 프로세스의 전 과정 및 부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사전에 손상될 가능성이 높은
부품을 식별하며, 교체 또는 부품 주문 여부를 확인한다.
- 고객관리와 마케팅
A업체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고객이 과거에 구매한 물품 정보를 토대로 추가 구
매물품을 추천한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의 경우 고객 이 부족한 시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고객을
대신해 자동주문 한다. 아울러 고객이 즐기는 음악이나 영상 등과 같은 온라인 미디어 추천 서비
스도 추가로 제공해 준다.
- 스마트 챗봇
고객과의 친밀감 있는 대화를 통해 개인 성향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주고 고객에게 원하는 상품의
판매 위치를 알려주며, 고객이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상품의 세부 정보를 알려준다.
- 택배기사의 비서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된 AI 비서는 택배차량의 배차 시스템에 있는 배송정보, 운송장 정보를 기반
으로 택배기사에게 예상 배송완료시간을 알려주고 중앙 시스템에 곧바로 배송완료 처리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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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다.
- 불량품 판단

사전에 상품 불량 검색 기준을 정해 놓고 인공지능의 시각적 인식 기능
을 활용하여 배송 상품을 스캔하면서 불량품을 제거한다.
- 데이터 변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유통물류 업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비정 형 데이터(제안서, 계약서
등)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사용자의 검색 및 재활용에 도움이 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재설계
한다.
- 가상증강현실 지원
유통물류관리 요원에게 가상증강현실 서비스를 제공하여 물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운영관리 방안을 체험하게 한다.
- 그 외에도 화물을 스스로 인식하여 들어 올리는 AI 로봇, 알아서 이동하며 화물을 싣는 적재 자
율운송 로봇, 무인 지게차, 드론을 활용한 유통물류 서비스 등 첨단 신기술 활용으로 가까운 시일
내 유통물류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된다.

■ 스마트 물류의 새로운 개념
지능형 기반 시설로 물류 개선과 국제 무역의 체계적 지원, 물류 서비스 기업에 대한 가치 생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형 통로(CaaS)’라는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서비스형 통로가 스마트 물
류를 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로운 이 운영 모델은 물류를 개선하고, 국제 무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물류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기업들에게 가치 생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형성되고 있다.
서비스형 통로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핀란드에서 정부·민간 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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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Scanway II 실행 가능성 연구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
2017년부터 지능형 기반시설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지능형 기반시설이 실현되면 앞으로 이
지역에서 물류의 접근성과 실적은 현저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서비스형 통로라는 개념은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지만, 연방과 市 정부 등 여러 핀란드
의 정부 조직에 의해 다각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 서비스형 통로는 기업에게는 기존 형태의 사
업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사업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네트워
크의 형성과 운송 관련 운영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서비스형 통로는 기존의 기반 시설
에 의존하는 교통 관리를 벗어나 기반시설과 이와 결부된 개별 시스템, 그리고 차량들이 서로 통
신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능형 사물인터넷에 기반을 둔 통신 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서비스형 통로를 기반으로 물류 사슬의 효과적 추적이 가능하며 앞으로 자동화, 인공지능이 적
용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서비스형 통로를 기반으로 가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
는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초기에는 우선적으로 물류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투명도를 제고할 수 있는 물류 사슬의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해질 것이다.
미래에는 서비스형 통로를 기반으로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서비스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의해 서비스형 통로는 1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물류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에너지 절감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과 스마트 도시의 새로운 축으로 기능할 이 서비스형 통로 개념은 승객 운송으로 영역을 확대
하게 될 것이다. 민간 부문이 기반시설 투자를 하게 될 경우 이와 연계된 도시는 서비스형 통로를
일종의 개발 플랫폼으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물류 접근성과 선호도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5G로 대표되는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 역시
중요한 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통신 기술은 스마트 도시의 새로운 축을 형성하는 중
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현재 서비스형 통로는 주로 물류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 지능
형 기반시설에 기초하여 승객의 운행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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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물류(Smart
Living Lab 스마트 물류
Logistics)
(Smart Logistics)
2차시

배송 속도와의 전쟁: 데이터분석

■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배송 속도와의 전쟁: 데이터분석

단계

2/2

• Tableau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송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상황제시

물류기업의 배송 혁신 전략 회의 상황

창의적 설계

물품판매 데이터분석을 통한 배송예측시스템 설계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15‘

Ÿ수업 시작 후 학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3단계 활동과 발표시간을 고려
하여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습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도록
▣ 교사 활동 : 빅데이터 분석을 사업에 적용한 사례 영상소개, 구글트렌드 소

준비한다.

개

도입

https://youtu.be/KlFLbyLDnkk?t=240

Ÿ조작

방법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모둠이
있을 때 조작
법을 설명해준
다.
https://trends.google.co.kr/
데이터 분석을 통해 판매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언급하고,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여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구글 트렌드를 통해 간단하게
키워드를 통한 트랜드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학생들이 구글트렌드에 접속하여 조작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다양한 키워드로 분석해본 후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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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트렌드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 교사 활동 : 데이터 분석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사무용품 판매기업의

25‘

물품구매 데이터 쌤플을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
들의 구매 성향에 대해 분석해본다.

Ÿ데이터분석을
위해

A.I.기술

이 왜 필요한
지 느낄 수 있
도록 안내

▣ 학생 활동 : Tableau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불러들이고 어떤 상품을 많이
준비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시각화 방법 중 어떤 방
법을 선택해야 할지 모둠별로 토의한다.
예시

Ÿ Tableau 프로
그램은

미리

설치해놓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

전개

Ÿ 학 생 들 이
Tableau 프로그
램의 사용법 때
문에 시간을 지
체하지

않도록

스크린을 통해
사용법에 대해
안내를 한다.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물류 혁신을
위한 전략에 대해 발표해봅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분석한 시각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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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모으기
▣ 교사 활동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각 모둠이 발
표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발표한다.
■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데이터를 표현한 방법 중 적절한 시각화 자료 사용한 경우와

5‘

Ÿ적절한 시각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하며 근거 자료에도 도형, 형태, 배

자료의 중요성

치, 색상 등 미술적 요소가 반영되어야 집중할 수 있음을 안

에 대해 토의

내한다. 제시된 2가지 시각화 자료를 비판적으로 평가해보도

하고 적절함의

록 안내한다.

의미에

대해

생각해본다.

정리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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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네이버 데이터랩

네이버 데이터 랩은 네이버 검색 빅데이터를 통해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이다. 쇼핑 분
야별 인기 검색어, 급상승 검색어, 검색어 트렌드, 지역통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MC 미디어의
'2018 포털사이트 이용 행태 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1개월 이내 포털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에서 네이버가 71.5%를 차지했어요. 국내 이용자가 많은 네이버 데이터 랩
은 국내 트렌드를 알아볼 때 유용하다.

■ 구글트렌드
네이버 데이터 랩은 네이버 검색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검색 트렌드를 확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 세계 트렌드를 확인하려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야 할까? 바로 세계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엔진 구글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이용하면 된다.

구글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다. 우리가 검색하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그
검색하는 행위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가 된다. 구글 트렌드는 최신 인기 검색어부터 연도별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과 뉴스, 그리고 카테고리 별 인기 검색어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 범주
도 대한민국은 물론 중국, 미국, 심지어는 전 세계까지 지정할 수 있고, 특정 단어의 검색량 및 지
역별 관심도까지 한눈에 알려준다. 검색량 비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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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au
Tableau Software, Inc.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IT 회사로써, 데이터 시각화 툴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Tableau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 Drag &
Drop 으로 다양한 데이터 자료들을 시각적으로 쉽게 표현할 수 있다.

위에 그림은 Tableau를 처음 켰을 때 보이는 화면이다. 왼쪽에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고, 가운데에는 예전에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태블로 파일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태블
로를 공부할 수 있는 비디오들이 있다.
빅데이터가 큰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 분석 능력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데
이터 분석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툴 등 엄청나게 많이 있다. 물론 데이터 시각화 쪽에서도 다양
한 툴이 존재한다. 최근에 가트너(Gartner In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usiness Intelligence 분야
에서 태블로(Tableau)를 최고의 리더로 선정했다.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소프트웨어 자리
에 오름으로써 인정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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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물류
(Smart Logistics)

3차시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

■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

단계

1/2

• 드론배송의 현황을 이해하고 드론배송 기술의 특징을 알 수 있다.
• 드론배송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을 수 있다.
상황제시

물류기업의 드론배송 적용분야 선정 회의 상황

창의적 설계

배송예측시스템 설계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10‘

Ÿ수업 시작 후 학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3단계 활동과 발표시간을 고려
하여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습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도록
▣ 교사 활동 : 구글 윙, 아마존, 국내의 드론 배송에 대한 영상 소개

https://www.youtube.com/watch?v=BeD77_aarc0
https://www.youtube.com/watch?v=-8K4927yBmk

도입

https://www.youtube.com/watch?v=ynr3-lnM9hg
물류산업이 뛰어넘어야하는 벽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
중인 드론배송과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며 드론배송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토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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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 교사 활동 : 드론배송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창의적인 아이디

30‘

어로 드론배송을 적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어떤 것이 있을
지 모둠별로 한가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어보
자.
(1) 구글윙, 식료품 드론배송

Ÿ다양한 분야에
드론배송을 활
용할 수 있다
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안
내

(2) 월마트, 코로나 셀프진단키트 드론배송

Ÿ드론배송을 적
용할 때 어떤
제약이 있는지
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
도록
다.

(3) 집라인, 오지 혈액 긴급 드론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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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한

▣ 학생 활동 : 제시된 분야 이외에 드론배송을 적용하면 좋을 만한 분야가

Ÿ모둠원들의 다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하고 모둠별로 한 가지를 정한 후, 구

양한

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보자.

반영되도록 모
둠원

의견이
모두가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참여할 수 있

▣ 교사 활동 :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드론배송 신규

도록

사업을 위한 <드론배송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해봅시

안내한

다.

다.

< 드론배송 사업계획서 >
모둠명(

)

드론배송을 적용 시킬
새로운 분야는?
어떤 장점이 있나?
고려해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
성공적인 사업을 위한
Ÿ고려해야

핵심기술은?

할

점에 대해 비
판적으로 상세

기타 아이디어

하게 기술하도
록 안내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분석한 시각화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표한다.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모으기
▣ 교사 활동 : 각 모둠별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각 모둠이 발
표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발표한다.

■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드론배송을 적용할 새로운 분야 중 ‘사랑’이라는 가치를 더욱

정리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분야가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안내한
다.

5‘

사랑,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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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

대한 사랑 등
열린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대한

Ÿ인간에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사용 자료

■ 물류로봇 시장 현황

- 국내시장 현황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국내 물류로봇 시장 규모는 2013년 66억 원에서 연
평균 13.1% 성장하여 2018년에는 12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망치는 국
내 물류로봇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현재 시장규모를 기준으로 예측한 것으로 실제 국내 물
류로봇 시장규모 및 성장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 세계시장 현황 및 전망
물류로봇의 사업화는 크게 공장/물류센터, 병원, 요양원, 호텔 등과 같은 대형건물을 주요 타겟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아시아 태평양(40.5%), 유럽(32.2%), 북미(24.7%)의 순으로 시장 규모
를 형성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고른 성장세가 예상되나, 물류로봇의 생산지 비중은 북미
(81.1%), 아시아 태평양(10.7%), 유럽(8.1%) 순으로 북미 편중 현상이 심한 편이다. 해외의 경우 대
부분의 기업이 물류센터 적용을 위한 로봇 제품을 개발 배송 속도와의 전쟁: 데이터분석며, FMs
(Fleet Management system) 또는 WMs (Warehouse Management system)과 연동이 되는 솔루션
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병원, 요양원에서 의약품 및 검체와 같은 저용량 물류 및 식사, 린
넨 및 폐기물과 같은 대용량 물류 배송이 가능한 로봇으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호텔에서는
로봇을 이용한 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 소개되고 있다.

- 국내 시장 현황 및 전망
물류센터/창고를 위한 자동화 솔루션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해외에서 사업화가 이미 진행된
자율주행, 다중로봇, WMs 연동 등의 기능을 가지는 물류로봇은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기술개발 및
시험 단계이다. 전문 물류기업 주도하에 기존 인프라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최소화하면서, 24시간
작업이 가능한 물류로봇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 드론배송

드론 배송,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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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Drone)이라는 명칭이 등장한 계기는 명확치 않으나, 1936년 경 미국에서 생산된 원격조종
비행기에 대한 연구자료에서 무인기를 드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드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아마존과 구글에서 드론을 택배업에 이용할 계획이라는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이다. 아마존
(2013) 에서는 전체 배송되는 제품의 86%가 2.27kg 이하이며 이 소포에 한해 24km까지 배송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구글에서는 2030년에는 음식 배송의 35%를 드론 배송이 점유할 것이라고
했으며, 미국의 대표적 컨설팅 펌인 맥킨지(2016) 에서는 2020년대가 되면 전체 택배 소포의 80%
가 드론이나 로봇을 통해 배송될 것이라 전망했다. 교통 물류에서는 교통 체증 때문에 화물 운송
이 비첨두 시간(예: 새벽 1시 ~ 6시)에 이루어지곤 한다. 이로 인한 운전자의 피로누적, 그리고 졸
음운전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드론 배송을 상용화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
다. 이처럼 드론 배송은 택배 산업의 일부를 처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상용화
하기 전에 규제 및 기술적인 부분 등 해결하여야 하는 숙제가 많다.

드론 배송의 현재: 아마존과 구글
드론 배송의 상용화에 대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기계공학적 검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
에 필요한 센서 가격이 현저하게 저렴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드론을 띄우고 물
건을 집는 행위 등을 가능케하는 알고리즘들을 많은 유저들이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점도
기여가 크다. 이는 드론 비행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에 내포된 지식이나 기술, 센서 등이 대중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기술이 대중화되었다는 말은 그 의미가 크다. 온라인 기반의 경쟁 연구를
통해 드론 배송의 자동화와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대표적 물류기업인
아마존에서는 드론 관련 기술 및 특허를 다수 제작, 발표하였다.
특히 아마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은 2017년 기준 65개 이상으로 드론 산업을 이끌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배송 전반에 대한 시스템 디자인부터 도착지 근방에서 수취인의 음성이

- 31 -

나 제스처를 영상으로 인식하는 기술, 또한 배송되는 물건을 최종 목적지에 낙하하는 기술 등 드
론 배송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마존 이외에 드론 산업에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구글이다. 구글에서 배송(Google Express)을
한다는 게 생소하긴 했지만, 2013년부터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택배업을 확장하고 있다. 기술
적인 스펙을 보면 드론 자체의 무게는 4.5kg 정도로 자체 무게의 1/3인 1.5kg의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점은 최고 속도가 135kph까지 운행이 가능하며 <그림 3>에서 보다시
피 수직이륙(VTOL)과 수평 운행(CTOL)을 동시에 가능케했다는 것이다.
현재 드론 배송을 시도하고자 하는 기업은 많아 보인다. 하지만 아마존, 구글과 같이 실증적인 연
구를 바탕으로 이를 상용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은지는 의문이 든다. 업체 광고의 일환으로 도미
노피자나 타코벨에서 상품 배달을 드론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추후 지켜볼 만한 움직임이 없
고, 여하 기업에서는 물건에 드론만 붙여 놓고 사람이 직접 조종하여 배송 후 드론 배송이라고 주
장하는 경우도 있다.
드론 배송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을 기준으로 아마존, 구글, DHL, USPS, Taobao 등 드론 배송
을 시작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었고, 2017년 UPS에서는 트럭을 기반으로 한 드론에 대한 시
범운영이 있었다. 국내에서도 이에 발맞춰 드론 배송에 대한 시도가 있었는데 우체국 우정사업본
부가 2017년 전남 고흥과 강원도 영월 도서 산간 지방에서 배송 테스트를 성공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드론 배송을 실용화 및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드론 배송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
-배터리
현재 상용화된 드론에서는 30분 이상 비행이 가능한 배터리를 갖춘 제품을 보기 힘든 실정이다.
사이즈가 커지면 배터리 용량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겁고 비행에서 발생하는 저항(항력)이
있어 배터리 크기와 비행시간이 비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
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드론의 이착륙과 관련이 있는데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VTOL) 방식을 제외한 드론은 배송에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동으로 드
론을 공중에 띄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이를 극복하고자 UPS에서는 트럭이나 고
정된 물체에서 뚜껑을 열고 드론을 띄우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리튬배터리의 혁신적인 발전 없이 현 기술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방법이 현재 가장 유력
하다고 생각한다. 트럭 운전자는 중간 목적지 또는 최종 목적 근접지에서 드론으로 최종 배송지까
지 배터리가 허용하는 거리에 한하여 배송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하다. 이 외
에도 배터리 스와핑 스테이션을 두어 최종 배송지까지 중간 중간 배터리를 교환하여 배송을 완료
하는 방법도 제안되고 있다.

-항공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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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항공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 기준으로 몇 가지 정리해보았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비
행고도, 최대 무게, 금지구역이다. 우선 고도는 400ft.로 모든 드론은 122m 이하에서 운행하여야
한다. 물건의 탑재와 동체를 포함한 무게는 55lbs.(25kg)까지 허용하고 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드론을 전자동으로 운행하고 있어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의 시야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내용
·55파운드(25kg) 이하
운행
제한(Remote
Pilot in
Command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면허 및
책임(Remote
Pilot in
Command
Certification
and
Responsibilities)
항공기 요건
(Aircraft
Requirements)
모형 항공기
(Model Aircraft)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시야에서만 운영 가능
·군중, 덮개가 있는 시설, 고정차량 위에서 운영 금지
·일몰 전 운영 가능(충돌방지 등 부착 드론은 일출 및 일몰 전후 30분까지
가능
·속도, 고도 및 가시거리 제한(100마일/400피트(혹은 구조물로부터 400피트
이내/3마일)
·공역등급 Class B~E는 항공교통관제센터(ATC) 허가필요
·이동 항공기, 이동 차량 위에서 운영 금지
·해외 등록 드론은 14 CFR part 375 조항 충족 필요
·원격 조종 면허 소지 또는 면허자의 감독 필요
·해외 면허 취득자는 FAA로부터 면허취득 필요
·원격 조종자 준수사항
- FAA의 요청이 있을 시 드론 관련 서류 및 기록 제공의무
- 드론으로 인한 부상 및 500달러 이상의 재산손실 보고의무
- 비행 전 기체 및 제어시스템 점검
- 91.203(a)조항의 민간항공기 등록 요구사항 충족
·FAA 감항성 기준 충족은 필요 없으나 비행 전 점검 반드시 필요
·본 규정 적용 제외 모형항공기 규정 안내
·국가공역체계(NAS) 내 금지 모형항공기 규정 안내
<미국의 상업용 드론 개정안 주요 내용>

다시 말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항상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드론은 항시 국가 시스템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드론을 운영하는 민간은 일정시간 교육을 받아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행 금지 구역은 공항 근처 혹은 백악관 등 주요 건물 근처이다. 국내의 경우 안전을 더 강
화하여 규제가 심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손발을 다 묶어 놓는다면 드론을 통한 배송 상용화가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https://m.blog.naver.com/koti10/221589887843)

Living Lab 스마트 물류
(Smart Logistics)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

4차시

■ 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융합준거
교수학습
자료
학습

물류산업의 희망: 드론배송2

단계

2/2

• 낙하방법의 드론배송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다.
• 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해 알 수 있다.
상황제시

낙하방법의 드론배송에서 안정적인 배송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 상황

창의적 설계

배송박스 설계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활동

단계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5‘

Ÿ수업 시작 후 학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겠습니다.
모둠은 4명 내외를 구성원으로 하며 3단계 활동과 발표시간을 고려
하여 6모둠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습
바로

동영상이
플레이

될 수 있도록
▣ 교사 활동 : 스타트업기업 집라인의 혈액배송 드론 영상소개

도입

https://www.youtube.com/watch?v=sA2eg67rA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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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상공에서 배송물건을 투하하는 형태인 집라인의 드론배송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도록 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토의 및 자료수집을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 교사 활동 : 상공에서 낙하하는 방식의 배송방법은 원하는 위치에 낙하시

35‘

키는 것, 배송물품이 파손없이 안전하게 배송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집라인의 경우 종이박스 위에 종이 낙하산을 붙여
이러한 점을 극복하고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물품을 포장
하는 배송박스를 디자인해서 극복해보도록 아이디어를 내보도
록 안내한다.

Ÿ배송박스를 디
자인할 때 재
질,
열린

모양

등

사고로

다양한게 생각
할 수 있도록
안내

전개
▣ 학생 활동 : 물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하는 곳에 낙하시킬 수 있는 배
송박스를 어떻게 디자인할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배송박스
설계도>를 작성한다.

Ÿ 재료: 골판지,
하드보드지,
비닐,
칼,

테이프,
가위, 풀,

A4종이, 쿠키

Ÿ박스제작 도중
안전사고예방
을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
고 예의주시하
며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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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앞서 모둠별로 디자인한 배송박스를 주어진 재료로 제작해보
고 박스에 담긴 내용물(쿠키)이 충격에 어느 정도 강한지 테
스트해 보고 낙하테스트 보고서를 작성도록 안내한다.

낙하높이

1단계(약

쿠키 파손정도

m)

개선 사항

비고

사진첨부

□□□□□

2단계(약

m)

사진첨부

□□□□□

3단계(약

m)

사진첨부

□□□□□
▣ 학생 활동 : 디자인한 박스를 만들어보고 낙하테스트를 해보며 시행착오를
겪는 시간을 가진다.

- 36 -

학생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토의를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생각 모으기
▣ 교사 활동 : 각 모둠별로 박스의 모양과 낙하테스트 결과를 발표하고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봅시다. 각 모둠이 발표한 내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발표한다.

5‘

■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사용자가 배송을 받고 난 후 배송박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미술적 요소를 반영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도록

정리

안내한다.

Ÿ미술적 요소를
통해

박스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적절함의 의미
에 대해 생각
해본다.

교사용 자료

■ Zip-Line(집라인)
전 세계에 무려 20억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백신, 혈액과 같은 필수 의료품을 제 때에 공급받을
수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 진료소나 병원이 없는 지역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도 없는 곳이 많다.
이렇게 낙후된 곳에 물품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최근 드론이 각광받고 있다. 드론은 매우 빠를 뿐
만 아니라 도로가 없는 산악 지역에도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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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설립한 미국 캘리포니아 기반의 한 스타트업도 드론을 이용해 르완다와 같은 아프리카
대륙의 낙후된 지역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어 화제다. 이 스타트업의 이름은 바로 '집라인(Zipline)'
이다.
수년 동안의 수천 가지 물품의 실제 배송 실험을 통해 탄생한 집라인의 배송 서비스는 매우 저렴
한 비용으로 병원 또는 의약품 유통센터와 낙후된 지역에 파견된 원격진료소를 연결해 혈액과 의
약품을 공급해오고 있다.
일반 비행기처럼 고정익 형태의 드론을 채택한 집라인은 프로펠러 형태의 드론보다 속도가 빠르고
배송 거리도 훨씬 더 길다. 참고로 집라인의 드론의 속도는 시속 100km이며, 이동 거리는 150km
나 된다.
집라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전용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혈액은 아이스팩이 담긴 종이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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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을 통해 담겨지며, 드론의 낙하산 투하 방식을 통해 최종 목적지에 안전하게 배송된다.

르완다에서 약 1년간 혈액 공급의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해온 집라인은 현재 탄자니아 지역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집라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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