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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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팜과 관련된 Big Data(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 하는 작업을 통해 창의 산출물을
제작해 봄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의 중요성과 함께 수학ㆍ
과학의 학문적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여 적극적 참여와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
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은 전문적인 용어와 고도화된 분석 툴로 인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갖는 다양한 관심 분야에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창의적인 산출물을 얻기까지의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콘텐츠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라는 주제로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을
통해 수집된 정보(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적절한 시각화 기법을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만
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빅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기법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목표
로 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빅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Data visualization)’ 등을 바탕으
로 실생활의 문제를 탐구해 보고,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
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 빅 데이터에서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
게 되고 이는 창의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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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내용요소)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내용요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 산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취기준) [9과10-04]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의 특징을 알고, 목성형 행성과 지구형 행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11-01] 식물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이해하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국어
국어
1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정보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미술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 산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11-01] 식물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학

과정을 이해하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국어
2

정보
수학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미술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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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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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 산물,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11-01] 식물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
과정을 이해하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국어
과학
국어

(내용요소) 듣기･말하기
(성취기준) [9국01-04] 토의에서 의견을 교환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성취기준) [9국01-08]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한다.

3

정보
정보
수학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미술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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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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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성취기준) [9미02-04] 주제의 특징과 표현 의도에 적합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효과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과학
(내용요소) 전기와 자기
(성취기준) [9과09-02]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전압이 전자를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하여 전류를
형성함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표현, 자료와 정보의 분석,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의 분석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
태로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4

과학

(성취기준) [9정02-03] 실생활의 정보를 표, 다이어그램 등 다양한 형태로 구조화하여 표현한다.
(성취기준) [9정05-02] 센서를 이용한 자료 처리 및 동작 제어 프로그램을 구현한다.

정보
미술
미술

(내용요소) 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성취기준) [9미01-02] 시각 문화 속에서 이미지의 다양한 전달 방식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 4 -

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

■ 주제 개요
중학교 학생용 프로그램인 ‘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는 공공분야의 빅 데이터를 분
석하여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고, 이를 시각화 기법을 활용해 이해 자료를
만들어 봄으로서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활동내용을 구성하였
다. 해당 학년군의 국어(듣기･말하기), 수학(좌표평면과 그래프, 자료의 정리와 해석, 확률과
통계), 과학( 생물의 분류, 생물 다양성의 보전, 전기와 자기, 자극과 반응), 사회(생활 속 환
경 이슈), 정보(자료와 정보의 표현,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 자료와 정보의 분석), 미술(이미지
전달 방식, 조형 요소와 원리), 기술가정(기술 활용) 단원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공분야의
빅 데이터를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단순 설
문 분석에서의 Data Mining과 함께 SNS에서의 Opinion Mining, 연설문 분석을 위한 Text
Mining 실습을 통해 비정형 Data Mining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공공분야 빅 데
이터를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픽과 시각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디자인하여 창의 산출물로 발표하는 모둠별 활동
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빅 데이터와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개념적 이해 및 우리
주변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집단 지성의 활용 과정에서 수학적 탐구력, 문제해결
력, 예술적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학습목표
1) 식물의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수직 농업을 통해 무공해 유기농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3)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사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물의 인식을 위해서는 패턴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5) IOT(Internet Of Things)를 통해 원격으로 식물을 재배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6)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센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 Arduino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8)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예시)
○ S :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식물 잎의 인식 패턴 경험을 통해 사물
인식 과정 체험
○ T/E：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
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및 설계
○ A：스마트 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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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경험
○ M：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간이 스마트 팜이 작동될 수 있
도록 LCD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코딩 작업
■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 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실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과 관련된 빅 데이터
에서 Data Mining을 통해 의미 있는 자료를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을 제공하였다. 학생 주도적으로 Data Mining을 체험하고 빅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과정을 통해 탐구력,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시별 상황 제시는 다
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 1차시에서는 화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잡초와 잔디 사진을 제시하고 잡초와 잔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농사를 하는 사진과 여행 동영상을 자료를 제시하고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Arduino가 유용한 소형 컴퓨터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Arduino를 효과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빅 데이터의 Data Mining과 이를 시각화하는 활동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설계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활동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 1차시에서는 토양이 없이도 광합성을 통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직농업 장치를 설계
하는 과정을 통하여 Smart City에서 무농약 유기농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시각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물 잎을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로서 빅 데이터를 통한 사물 인식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활

동으로 구성하였다.
• 3차시에서는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
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및 발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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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시에서는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 설계 및 제작을 하고 간이 스마트 팜이 작
동될 수 있도록 LCD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코딩하는 작업을 통해 창의적 설계 과정을 경험
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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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식물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차시에서는 자주 보기 어려운 꽃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꽃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아보고
발표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차시에서는 스마트 팜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 적게 재배되는 작물 두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4차시에서는 학생들이 스마트 팜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서 작물 재배 방식의 혁
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 수업 세부 단계별 STEAM 단계 요소
차시

활동 안내

STEAM 단계 요소

주요 활동
다음은 영화 마션(Martian)에서 주인공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각 열기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화성에서 작물을 어떻게 하
면 재배할 수 있는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세요.
그림은 토양 없이 식물을 재배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정상적으로

생각 펼치기

식물이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부 장치가 있어야 할까요? 모
둠별로 논의해보고 장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1

공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토양이 없이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
생각 키우기

막이 대부분인 나라나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토의하고 발표해 보도록 합니다.
최근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각 다지기

반려식물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식물 중 반려 식
물로 적당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투표를 통해 정해 보도록 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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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열기

두 그림 중 하나는 잡초인 바랭이이고 또 하나는 잔디입니다. 어떤 것이
바랭이 인지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해 보세요.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 펼치기
2

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같이 본인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밭에서 잡초만
제거할 수 없을까?

잡초를 제거하려면 잡초 잎의 특성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아래의 다양
생각 키우기

한 잎에서 잎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얼굴 그림을 그리
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려 보세요.

생각 다지기

다음은 우리가 자주 보기 어려운 꽃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꽃
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아보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농사에 있어 아주 바쁜 계절입니다. 작물 수확량은 농부의 손길이
얼마나 자주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시 농부인 철수는 여

생각 열기

행을 무척 좋아해 5월에 유럽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농사를 하면서 여행
을 갈 수 있을까요?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해 보고 발표하도록
합니다.
스마트 팜 장치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3

원격으로 작물을

생각 펼치기

배치되고 이용되어야 작물 수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재배할 수 있을까?
생각 키우기

스마트 팜을 원격으로 운영하려면 스마트 폰으로 조정하여야 합니다. 스마트 폰
에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팜 장비에 대한 아이콘을 제작해 보세요.

스마트 팜을 이용한 작물 재배가 다양한 품종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특정 작물
생각 다지기

위주의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작물 중 적게 재배되는 작물 두 가지
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보고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왼쪽은 Arduino이고 오른쪽은 286 컴퓨터입니다. 두 장치는 크기

생각 열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컴퓨터로서 성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Arduino를 우리
생활의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펼치기
4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자!

생각 키우기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둠별로 간이 스마
트 팜을 설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둠별로 간이 스마트 팜을 Arduino를 이용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마트 팜은 스마트폰으로 작물 재배

생각 다지기

를 조절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사람이 해야 되는 농사를 로봇이 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미래 사
회를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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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학습목표

주요내용
• 화성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고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공중에서
1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
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 실내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
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토양이 없이도 광합성을 통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수직농업 장치를 설계하는 과정을 통하여 Smart City에서
무농약 유기농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장치에 개한 시각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 반려식물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발표하고 논의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잡초와 잔디 사진을 제시하고 잡초와 잔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밭에서
2

잡초만
제거할 수
없을까?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사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사물 인식을 위해서는 패턴화
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식물 잎을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
로서 빅 데이터를 통한 사물 인식의 원리를

체험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꽃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아보고
발표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농사 짓는 사진과 여행 동영상을 자료를 제시하고 여행을 하
면서 동시에 농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시설에는 무엇이 있는지와 스

원격으로 • IOT를
3

작물을

통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재배할 수 •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있을까?

센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토의
및 발표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 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들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
해보고 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경험하
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 스마트 팜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 적게 재배되는 작물 두
가지를 고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둠별로 토의해 보는
경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Arduino가 유용한 소형 컴퓨터라는 자료를 제시하고

4

간이 Smart • Arduino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Farm을
수 있다.
만들어
보자!

Arduino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둠
별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 설계 및 제작을 하
팜을 만들 수 있다.
고 간이 스마트 팜이 작동될 수 있도록 LCD 라이브러리
를 설치하고 코딩하는 작업을 통해 창의적 설계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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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도록 하였다.
• 학생들이 스마트 팜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미래 사회에서
작물 재배 방식의 혁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체험을
통해 학습 내용을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평가 계획
○ 수행⋅관찰 평가 계획
평가영역

평가 척도

평가항목

상

중

스마트 팜
설계

스마트 팜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함

스마트 팜
시각화

스마트 팜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효과적으로 수행함

창의적
설계

평가영역

체험

스마트 팜
설계를 수행하였으나 문제를
발견하지 못함
스마트 팜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지 못함

평가 척도

평가항목

감성적

스마트 팜
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문제를 발견하였으나 문제
해결 과정이 미흡함
스마트 팜
시각화를 주제에 맞게
설계하였으나 의미전달이
효과적이지 못함

하

우수함

다소 노력이 필요함

많은 노력이 필요함

집중과
끈기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
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함

과제에 대한 집중력은 있으
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 노력하지 않음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해결
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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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스마트 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번호 이름

감성적 체험

스마트 팜 시각화에
관련된 과제 수행에서의
창의적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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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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설계와 제작을 통해 얻어 데이터에 담긴 정보를 잘 이해하여 창의
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자기
평가

평가 척도
평가기준

설계
동료

창의적

평가

설계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밀한 스마트 팜 제작 탐구 활
동을 수행하였는가?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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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

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

1차시

공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공중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을까?
• 실내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STEAM

상황제시

교수학습준거

창의적 설계

자료
학습
단계

1/4

•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교수학습

차시

화성에서 채소 재배 영상 제시하기
실내에서 채소 재배를 위한 장치 설계하기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반려식물(다육이, 틸란드시아, 아
이비, 스투키, 스타티필름, 아비스, 수경재배 장치)
시간
자료 및
교수·학습 활동
(분)
유의점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5‘

▣ 교사활동 : 과제 수행 및 토론을 위해 모둠을 구성하겠습니다.

Ÿ수업 시작 후 학습
동영상이 바로

모둠은 4명 내외로 하며 4차시 활동과 발표 시간을 고려하여 6모둠을 넘지

플레이 될 수

않도록 구성한다.

있도록 준비한
다.

▣ 교사 활동 : 다음은 화성에서 살아남기 위해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
화상의 한 장면입니다. 화성에서 식물을 어떻게 재배할 수 있을까요?

도입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 시간을 준다.

▣ 교사 활동 :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35‘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 활동 : 교사 질문에 답변한다.
예시
빛, 물, 이산화탄소, 토양(토양속의 양분), 적당한 온도 등
▣ 교사 활동 : 화성에서는 광합성을 위한 물, 이산화탄소, 무기양분을 어떻게 공급
할 수 있을까요?

전개
Ÿ사전 학습을 통해
광합성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광합성을 위해 필요한 물, 이산화탄소, 무기양분을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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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 교사 질문에 답변한다.
예시
화성의 경우 빛, 이산화탄소(대기 중), 토양(토양속의 양분), 적당한 온도(실내 재배) 등
의 요소는 가능하나 물의 경우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화성에서 물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물이 발견되는 시점에서 화성에서도 광합성을 통한
식물 재배 가능성을 설명함.

Ÿ학생들이 인터넷에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표는 간단하게 진행한다.

접속하여 다양
한 주제를 검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색하고 결과를

▣ 교사 활동 : 아래 그림은 토양 없이도 식물을 재배하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에서

토의할 수 있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일 필요할까요? 모둠

도록 지도한다.

별로 식물이 토양 없이도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 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Ÿ작물 재배장치
설계를 위한 각종
필기구를 미리
▣ 학생 활동 : 논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예시

■ 물과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빛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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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한다.

■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장치 구성(이미지 스케치)

수업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발표는 간단하게 진행한다. 사전 과제로
주어 학생들이 모둠별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한다.
■ 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교사 활동 :
토양이 없이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막이 대부분
인 나라나 사막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모둠별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Ÿ토양 없이 작물을
재배하는 장치를
그리기 위한 각종
필기구를 미리
준비한다.

▣ 학생 활동 : 모둠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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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 교사 활동 :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반려식물을 가꾸는

5‘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 중 반려 식물로 적당한 것
은 무엇인지 각자 생각해보고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Ÿ모둠별로 4차시

교사 준비자료

에 만들 간이
스마트 팜 하
우스의 디자인
주제에 대해 논
의하고 아크릴
로 만들 수 있
는 방법에 대
해 사전 준비
를 할 수 있도
록
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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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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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EN ISS 프로젝트
지구가 아닌 우주 공간에서 채소를 재배해 먹을 수 있을까? 독일항공우주센터(DLR)에서 우주 등 어느 공
간에서라도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한 '온실'에서 약 3.6kg의 채소와 18개의 오이, 70개의 무를 수확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EDEN ISS' 이다. 우주 공간이나 달 혹은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서도 식물을 재
배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제작한 온실은 극한의 추위도 견디도록 설계됐다. 'EDEN ISS 프로젝트'는
시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를 겪기도 했지만 첫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앞으로 다른 작물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딸기, 피망, 허브도 심었는데 일주
일에 약 4.5kg씩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한다. 지구에서도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EDEN ISS 프로젝트는 이번 성공을 통해 우주에서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화성으로의 여행이나 혹은 화성에 정착
해 살아가려면 재생 가능한 식량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DEN ISS 프로젝트는 어떤
공간일지라도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채소를 기를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되었다. 온
실 안의 환경은 바깥 환경과 거의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설계됐다. 극한의 우주 상황에서도 내부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량을 조절하고, 토양 대신 액체 양분 용액을 이용
했다. 햇빛은 LED가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온실 속 식물들을 위해 공기까지 조절하고 있다고 한다.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여 박테리아와 곰팡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살충제 없이 깨끗한 농작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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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농업

미래 농업 기술 중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
는 것이 식물 농장이다. 식물 농장이란 건물
의 한정된 공간에서 식물을 키우는 농장으로
도시와 같이 경작 면적이 없는 곳을 생각하
고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 농업이라고 부르기
도 하고, 고층으로 쌓아 올린 건물의 각 층
에서 식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기존에 들판에
서 하던 전통적인 농업 방식과 비교해 수직
농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존 농업의 한계를 극복한 수직 농업
수직 농업의 전형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실내에 선반을 여러 개로 쌓아 올리고 각 선
반에는 흙이 담긴 화분과 빛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LED, 물과 비료 등을 줄 수 있는 파이프 등을 설
치한다. 화분에 종자를 파종하고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온도와 습도 물과 비료 그리고 LED의 점
등 시간을 조절하여 식물을 키워낸다. 기존의 농업 방식과 매우 다른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A. 날씨나 계절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재배할 수 있다.
B. 좁은 면적에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어서 토지 활용률이 기존 경작보다 월등하다.
C. 외부의 해충이나 병원균과 차단된 환경에서 재배할 수 있어서 무균 제품을 만들 수 있다.
D. 수확 시기를 프로그램해서 조절할 수 있다.
미래의 농업 방식이라고는 하나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로
우주인 식량이나 여객기 기내 음식, 외식 전문 업체에 공급하는 작물을 생산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1990
년대에 연구가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반도체 업체였던 파나소닉이나 후지쯔 등이 반도체 공장의 청정 설
비를 이용하여 채소 재배를 시도하기도 했다. 아직 모든 작물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고 주로 상추와 같
은 옆 채소를 재배하는 데 사용되며 태양 빛을 받으며 자란 작물에 비해서 맛이 없는 것이 문제이나 좀
더 연구가 이루어지면 중요한 농업 방식으로 각광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마트 팜과 드론으로 도전하는 농업의 무인화
우리나라 농업인구는 2016년을 기준으로 257만 명으로, 전체 인구 100명 중의 5명 정도이다. 거기에 농
가 인구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업인구는 빠르게 줄어들 예정이다. 따
라서 부족한 농업 인력을 대신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연구가
많이 되는 스마트 팜이나 농업용 드론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된다. 스마트
팜이란 비닐하우스나 축사와 같은 건물에 IoT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작물이나 가축의 생육 상태를 조
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을 말한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A. IoT sensor를 이용하여 작물의 키와 크기, 색깔과 같은 생육 상태를 조사하고 습도나 온도, 일사량과
같은 환경 정보를 측정하는 일들을 많은 인력을 사용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다.
B. sensor를 이용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서버에 자동으로 주기적으로 저장되며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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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육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이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C.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습도 조절, 온도 조절, 물 주기와 같은 일을 해야 할 시점을 정확
하게 알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일들을 대신하는 드론
들이 개발되고 있다. AGRAS MG-1은 드론 업계의 최강
자인 DJI에서 2016년에 선보인 농업용 드론이다. 주요
용도는 액체 분사인데 한꺼번에 10L의 액체를 운반하고
분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살충제나 액화 비료
와 같은 것을 뿌리는 데 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기존보다
40~60배나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기존의 헬기
를 이용한 것에 비하면 비용은 절반에서 사분의 일만 들
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살포용 드론 외에도 토양 및 농경지 조사용 드론,
파종용 드론, 작물 모니터링 드론, 관개 모니터링 드론,
작물 생육 평가 드론, 수확용 드론과 같은 것들이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다. 앞으로 들판에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
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

■ 반려 식물

평균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노년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1인 가구 숫자는 800만에 육박하고 있다. 이제
는 ‘혼족’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요즘이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
해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반려동물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반려
동물을 가족같이 여기며 지극정성으로 챙기는 펫팸족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버려
지는 동물들이 늘어나면서 유기견, 유기묘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인 비용이나
관리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책임지지 못하는 동물보다는 책임질 수 있는 식물
을 찾게 되면서 반려식물이 등장하게 되었다. 반려식물은 집을 비우고 외출을 해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
으며, 비용적인 부분이나 돌보는 과정에 있어서도 훨씬 쉽고 수월하다. 또한, 공기 오염 등 환경적 문제로
미세먼지를 제거하거나 공기 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들이 주목을 받게 되면서 반려식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을 인테리어에 활용하는 플랜테리어로도 활용되면서 그 인기가 더욱 높아지
고 있다.
식물과 어떻게 정서적 교감을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 영화 ’레옹’에 등장하는 화분처
럼, 반려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마음을 옆에 있어 주는 식물에 기대고 의지한다고
한다. 날로 성장하는 모습에 마치 자식이 자라고 있는 듯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고, 물을 주는 정도의 작
은 활동으로 무언가를 보살피고 있다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등 정서적으로 힐링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
다. 반려식물을 고를 때는 키우기 쉬우면서도 보기에 좋거나 공기를 맑게 하는 등 뛰어난 효능을 가진 것
을 고르는 게 좋다.

- 20 -

몬스테라

오르비폴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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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

2차시

밭에서 잡초만 제거할 수 없을까?

■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밭에서 잡초만 제거할 수 없을까?

차시

2/4

• 얼굴인식 기술을 통해 사물을 확인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 사물 인식을 위해서는 패턴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할 수 있다.

STEAM

상황제시

교수학습준거

창의적 설계

잡초(바랭이)와 잔디 사진 제시하기
개인 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표현하기

교수학습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학생 개인 스마트폰,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네임펜, 자, 투

자료
학습

명필름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5‘

Ÿ수업 시작 후 바

▣ 교사 활동 : 아래 두 그림 중 하나는 잡초인 바랭이이고 또 하나는 잔디입니다.

로 바랭이와 잔디

어떤 것이 바랭이 일까요?

사진을 제공해서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

도입
Ÿ사전 학습을 통
해

생체

인식

기술에 대한 간
단한

개념학습

을 진행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 교사 활동 : 예전에는 농사를 지을 때 사람이 일일이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최근에는

35‘

드론을 이용해 제초제를 뿌려 잡초를 제거하기도 합니다. 제초제를 쓰
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
을까요?

전개
▣ 학생 활동 : 교사 질문에 답변한다.
예시

Ÿ미리 학생 개인

잡초 모양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잡초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뽑아내는 로봇을 이용한다.

사진을 A4 사이
즈로 인쇄해 놓
는다. 학생들의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얼굴 크기는 가

▣ 교사 활동 : 사람 얼굴에서 다양한 지점을 잡아 이들을 선으로 연결하면 사람마다
다른 얼굴 패턴이 형성됩니다. 각자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얼굴 인식
과정과 같이 본인의 얼굴을 그려보세요. (아래 얼굴의 특징점 28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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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적 동일한 크
기로 인쇄될 수
있도록 한다.

얼굴인식 과정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거나 사전 학습으로 개념 학습을 진행한 후 실시
한다.
■ 얼굴인식 과정
1. 캡처링(Capturing) : 카메라나 CCTV를 통해 얼굴 이미지를 캡처한다.
2. 추출(Extracting) : 캡처한 이미지로부터 얼굴 특징점 정보를 추출한다.
3. 대조(Comparing) :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사진 정보와 대조한다.
4. 매칭(Matching) :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사진과 데이터베이스 일치 결과를 확인한
다.

Ÿ네임펜, 자, 투
명필름을

사전

에 미리 준비한
다.
Ÿ모둠별로 스마트
폰, 노트북을 미
리

준비할

있도록 한다.

▣ 학생 활동 : 자신의 사진 위에 투명 필름을 올려놓고 네임펜과 자를 이용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얼굴을 그린 후 모두 모은 다음 칠판에 붙여서 하나씩 누구의 얼굴인지를 알아맞히기
게임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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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 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교사 활동 : 잡초를 제거하려면 잡초 잎의 특정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잡초는 식물이
므로 아래의 나뭇잎에서 잎을 구별할 수 있는 특정 패턴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얼굴 그림 그리는 방법과 동일하게 그려 보도록 합니다. 각 모둠별 활동
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
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구글 렌즈, 네이버 스마트렌즈, 카카오 검색 등의 방법을 이용해 어떤 식물의
나뭇잎 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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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5‘

▣ 교사 활동 : 다음은 우리가 자주 보기 어려운 꽃들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
꽃들이 무슨 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Ÿ모둠별로 4차시에
만들 간이 스마
트 팜 하우스의
디자인
대해

주제에
논의하고

아크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사전에 준
비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⑥

정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검색할 시간을 준다.
▣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기록하고 발표한다.
① 홍노루귀

② 풍도바람꽃

③ 금낭화

④ 현호색

⑤ 물무궁화

⑥ 복수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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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빅 데이터를 통한 얼굴인식

Google의 페이스 넷은 지금까지 나온 얼굴인식 시스템 가운데 가장 정확한 99.96%의 얼굴 인식률을 실
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1만 3천명의 데이터 이미지를 사용해서 거의 100%에 이르는 얼굴 인식률을 기
록했다. 인공지능 신경망이 얼굴인식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데이터 마이닝 방식으로 본인
과 일치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얼굴사진을 가져와 무작위로 배열해 놓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Google의 접근방식은 얼굴 당 128바이트만 사용하고도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얼굴인식 효율
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Google의 페이스 넷은 얼굴의 반 정도가 그늘질 정도로 빛이 약한 곳에서도 얼
굴도 인식할 수 있다.

■ 드론을 이용한 방제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시대를 대표해 온 농기구들이다. 하지만. 요즘 뜨는 최고의 농기구는 단연 드
론이다. 무엇보다 병해충 방제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
한 병해충 방제로 효과를 보고 있다. 충북 △△군은 지난 4월 2천여만 원을 들여 병해충 방제 드론을
구입했다. 가로·세로 1.5m, 높이 0.5m, 무게 24.5㎏으로 물탱크 10ℓ를 달고 있으며, 10~15분 한 차례 비
행에 1㏊에 이르는 면적에 병해충 방제용 약제를 살포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3~5월까지 석 달 동안 조종술을 익힌 뒤 ‘무인 항공 멀티콥터 조종사’ 자격증까지 따고 드론을 운용하
고 있다. 이 드론은 6월부터 현장에 투입됐다. △△군 특산물인 포도·복숭아 등 과수 피해를 안기는 미
국선녀벌레, 꽃 매미나 유충 등이 서식하는 계곡, 산간 등이 주 타깃이었다. 이곳은 방제용 차량 접근이
어려운 곳이다. 전문 구조대에게 맡겼던 말벌 퇴치도 드론을 투입해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워 30㏊를 방제했다. △△군 담당자는 “적재적소에 드론 방제를 하면서 효과가
매우 좋다. 저공·근접 비행으로 정밀 타격할 수 있어 다른 작물에 거의 피해를 주지 않고, 폭염과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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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우려를 줄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군은 밤낮 수색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 드론, 홍보 방송용 드론, 수상 드론 등 특수 드론 7대를 보
유·운용하고 있다. 김 팀장은 “요즘 드론은 시쳇말로 열 일하는 일꾼이다. 비용대비 효과가 좋아 사용 폭
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로봇을 이용한 잡초 제거
스위스 사탕무 밭에서는 테이블 모양을 한 바퀴 로봇이 농작물 사이를 이동하며 탑재된 카메라로 잡초
를 발견, 기계 촉수 끝에서 파란 액체(제초제)를 정확하게 분사해 나간다. 일반 출시 전 최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태양 전지식 로봇은 스위스 벤처 기업 '에코로보틱스(Ecorobotix)'가 개발한 차세대 AI(인공
지능) 잡초 제거 로봇이다. 이러한 신형 로봇의 등장으로 만능 제초제와 그에 견디는 유전자변형(GM) 작
물의 필요성이 적어져 약 1,000억달러(약 107조 8,000억원) 규모의 제초제 종자 산업을 변화시킬 가능성
이 있다고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독일 제약·화학 기업 바이엘(Bayer AG)과 미국 화학 기업 다우듀폰
(DowDuPont),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BASF SE), 바이오 농업 기업 신젠타(Syngenta AG)가 좌지우지하는
이 업계는 이미 이러한 디지털 농업 기술의 영향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
인 스타트업 기업도 출현했다.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 제초제의 연간 매출액
은 260억달러(약 28조 28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어 전 세계 농약 연매출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GM 종자의 90%에 제초제에 대한 내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잡초 제거 로봇이 제초제 시
장을 크게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농업 화학 대기업의 수중에
있는 수익의 일부는 농가와 로봇 제조업체에 넘어 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픽테트-뉴트리션 펀드는
현재 식품 공급망 관련 기업에 10억달러(약 1조 780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실제 이에 대비해 바이엘 등
기업들은 독자적인 제초제 분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파트너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 또한 지난해 인
수한 국영 화학 기업인 중국화공그룹공사(켐차이나, ChemChina) 산하의 신젠타를 통해 새로운 장비에서
작물을 보호하는 제품 개발에 대해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는 몬산토(Monsanto)
의 라운드 업과 같이 식물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효과를 발휘하는 비차별성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제초
제에 내성이 있는 GM 종을 뿌린 넓은 밭에 제초제를 일괄 살포하는 것이 가장 수익성 높은 농업 경영
모델이었다.
하지만 AI 잡초 제거 로봇이 실용화된다면 농업 경영 모델에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 농작
물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작물을 돌보는 기술은 지금까지 작물을 생산하던 일반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차
별화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인간에게 해롭지 않은 청정 농산물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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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신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에코로봇은 AI 로봇을 이용한 농작으로 농
약 사용량을 2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 구글 렌즈
인공지능으로 구현하는 증강현실 사진 기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 하면서 누구나 멋진 사진을 스마트폰 하나로 담아낼 수 있는 1인 1카메라 문화가
자리 잡았다. 더 좋은 화질, 시야각을 넘어서 피부를 깔끔하게 보정해주는 기술, 다양한 분위기 필터에
이어 얼굴에 여러 가지 독특한 효과가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초반엔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
거나, 얼굴의 이목구비에 잘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엔 내 이목구비에 맞춰 가상으로
화장을 해주거나, 아예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얼굴을 바꿔주는 기술까지 등장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
러운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스마트폰의 AI 카메라 기능으로 AI가 촬영 화면의 피사체를 감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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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의 AI 촬영 기능은 기존의 초점, 조도 조절 기능을 넘어, 주변 환경과 촬영 대상에 따라 어울리
는 색상 필터를 입히거나 아웃 포커싱을 지원하는 등 최적화된 모습으로 피사체를 담아낸다. 예를 들어
태양빛이 강렬한 야외에서 셀카를 촬영하면 밝기를 낮춰 얼굴이 잘 보이도록 조절하고, 실내에서 탁자
위에 올린 책을 찍을 땐 초점과 수평을 조정해 균형 잡힌 구도에서 책이 강조되도록 촬영한다.

구글 렌즈로 글자를 번역하고 사물을 인지하는 모습
구글은 단순히 대상을 분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품명이 무엇인지, 건물의 이름이 무엇인지,
작품의 이름과 작가명, 식물의 품종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낸다. 특히, 사진 속 글자는 구글 번역이 제
공하는 언어 번역 기능을 활용해 해석하며, 이와 같은 기능들은 한글로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이와 같은 기능은 식물 재배 과정에서 질병을 감지하는 기술에도 사용됐다. 나이지리아 플랜트 빌리지
(Plant Village)팀의 아만다 람차란(Amanda Ramcharan) 박사는 구글의 텐서플로(TensorFlow)를 활용해,
작물 카사바(Cassava)의 이미지 5000여 개를 분석해 촬영만으로 식물의 질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누
루(NuRu) 앱을 개발하기도 했다.
카메라 필터 효과로 즐기는 AR
카메라로 얼굴을 촬영할 때 눈을 키워주고, 인중에 수염을 달아주고, 머리에 모자를 씌워주는 필터는 순
간의 즐거움을 선사하지만, 단순한 기술로 나타나는 효과는 아니다. 촬영하는 사람의 얼굴 윤곽을 파악하
고, 이목구비와 얼굴 구조를 구별해내 정확한 위치에 효과를 실행시켜야 하는데 이를 AI가 해내고 있다.
AI는 촬영하는 화면을 픽셀 단위로 분석해, 픽셀별 밝기와 조합에 따라 대상이 사람인지 물체인지 구별
하고, 이목구비 위치까지 세세하게 분별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광대뼈 부분은 밝고, 코 주변은 어둡고,
콧대는 밝으며, 상대적으로 패인 눈 부분은 어두운 점을 감지해 ‘사람의 얼굴’로 인식해낸다. 그만큼 너무
어두운 환경이나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엔 AI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기도 한다. 사람이 수동으
로 조절하거나 배경 효과만 제공하는 고정적인 효과가 아니라, 카메라가 담아내는 화면을 AI가 분석해
사용자에게 알맞은 효과를 가상으로 덧씌워주는 것으로, 이런 필터 효과는 증강현실(AR)의 일례로 볼 수
있다. AR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공간에 구성되는 가상현실(VR)과 달리 현실에 가상의 이미지를 적용시키
는 기술이다. 최근 스냅챗은 얼굴에 부분적으로 꾸밈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기 필터(Baby filter)’를
제공해 사용자의 얼굴 전체를 자연스럽게 어린 모습으로 바꿔주는 효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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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pchat의 babyfilter를 조지 워신텅에 적용한 모습
반복 학습으로 더욱 정확해지는 AI
AI는 어떻게 사진의 픽셀을 분별해 사람, 동물, 밝기, 수평 등을 감지해낼까? AI는 알고리즘을 활용해 데
이터를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학습을 하면서 상황에 대해 결정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
(Machine Learning) 기술이다. 머신 러닝을 위한 알고리즘에도 의사 결정 트리 학습, 귀납 논리 프로그래
밍, 클러스터링, 강화 학습 등이 있으나 이는 개발자가 상황에 맞춰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계속적으로 개
발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조금이라도 물체가 가려지거나 초점이 흐리면 알고리즘이 대상을 분
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뇌 연결 구조를 본 뜬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
알고리즘은 사람처럼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대상을 인지해내고 데이터를 분석해낸다. 이를 바탕으로 발
전한 딥 러닝은 데이터를 구축해나가며, 학습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는 결과값이 부정확할 확률이 높다.
이때 빅 데이터를 활용한 수많은 연산을 통해 이미지의 경우엔 날씨, 밝기, 장애물에 상관없이 이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낼 수 있게 된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AI
AI는 이제 현실, 가상 어느 한 쪽 영역에만 국한되는 기술이 아니다. 우리는 보다 사실적인 풍경을 담아
내기 위해 AI 카메라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어린 시절 얼굴로 돌아가기 위해 AI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더욱 정밀한 작업, AR 환경 구축은 사진 보정 분야뿐만 아니라 포켓몬고와 같은 게임,
복잡한 기계 조작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 사방을 감지해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미래에는 AI가 현실을 직시하고, 사람들은 AI가 만들어 낸 가상의 이미지가 뒤
섞인 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아이러니한 세상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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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

3차시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 3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까?
• 스마트 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sensor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STEAM

상황제시

교수학습준거

창의적 설계

자료
학습

3/4

• IOT를 통해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교수학습

차시

여행 영상 제시하기
스마트 팜 장치 설계하기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색연필 세트, 스케치 북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5‘

Ÿ수업 시작 후 학

▣ 교사 활동 : 5월은 농부에게 아주 바쁜 계절입니다. 작물 수확량은 농사 짖는 사람의

습

동영상이

손길이 얼마나 자주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도시 농부

바로

플레이

철수는 여행을 좋아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농사를 하면서 여행을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을까요?

준비한다.

도입

학생들이 생각할 시간을 준다.

▣ 교사 활동 :

35‘

철수가 여행을 하려면 원격으로 농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
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Ÿ학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양
한 주제를 검
색하고 결과에

▣ 학생 활동 : 교사 질문에 답변한다.

토의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예시
철수가 여행을 하려면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재배하는 작물의 최적 생육환경

전개

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 교사 활동 :
원격으로 농사에 필요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장치가 스마트 팜입니다.
스마트 팜에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이용되어야 작물 수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 팜 구축에 필요한 다양한 장치들
이 어떻게 구축되어야 하는지 모둠별로 논의해보고 그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
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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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활동 : 토의를 통해 모아진 의견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한다.
예시

Ÿ작물 재배장치
설계를 위한 각종
필기구를 미리
준비한다.

■ 물을 주기 위한 장치 설명
■ 빛을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한 장치 설명

■ 뿌리에 영양소를 주기 위한 장치 설명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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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교사 활동 :
여러분이 스마트 팜을 운영하는 도시 농부입니다. 원격으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기 위
해 스마트 폰 웹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웹으로 스마트 팜을 조정하기 웹용 아이콘을
제작해 보세요. 각 모둠별 아이디어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ZOO
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5‘

Ÿ모둠별로 4차시

▣ 교사 활동 : 스마트 팜을 이용한 작물 재배는 보통 특정 작물 위주로 진행되고 있

에 만들 간이

습니다. 아래 식물 중 스마트 팜 시설에서 잘 재배하는 식물은 무엇일

스마트 팜 하

까요?

우스의 디자인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아크
릴로 만들 수
있는

정리
딸기

버섯

파프리카

방법에

대해 사전 준
비를 할 수 있
도록 준비시킨
다.

블루베리

토마토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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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각종 사물에 sensor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 즉, 무선 통신을 통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
한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물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아 스스로
분석하고 학습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이
를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여기서 사물이란
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임베디드
시스템이 된다.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들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IP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데이터 취득을 위해 sensor를 내장할 수 있다.
모든 사물이 해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물인터넷의 발달과
블록체인 보안기술의 발달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정보 기술 연구 및 자문회사 가트너에 따르면 2009년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을 사용하는 사물의 개수는 9억
여개였으나 2020년까지 이 수가 260억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많은 사물이 연결되면 인터
넷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기존 기술로 분석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
해진다. 이것을 빅 데이터라고 부른다. 따라서 빅 데이터를 분석하는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기술의
필요성이 사물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함께 대두되고 있다.

■ WiFi sensing 기술
휴대폰을 소지한 사람의 휴대폰에서 발신되는 WiFi 신호를 감지하여 실시간 유동 방문객 및 방문 패턴을
분석하는 빅 데이터 분석 관련 기술이다. 특정 장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 양상에 대한 빅 데
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함으로써 방문자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미래가치에 핵심
이 되는 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다. CCTV 영상 정보 입력 시 얼굴의 3차원 Image Cutting 정보를 추출
을 위한 자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중객체 식별 및 타켓을 분석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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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블록체인 기술
많은 금융 회사들이 기존에는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여 보안을 유지하는 중앙 집권형 네트워
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숨기는 것으로 보안을 유지했던 기본의 방식에서 벗
어나 새로운 장부를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고 이를 사용자들의 기존 장부와 대조해 데
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이다. 즉, 거래 정보를 참여자들 간(P2P)에 분산 및 저장하여 공동으로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블록(BLOCK)을 잇따라 연결(CHAIN)한 블록체인이라는 이름은
이러한 분산형 네트워크의 성향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각 블록에는 일정 시간 동안 확정된 거래 내역이 담기며, 모든 거래 사용자들은 이러
한 블록들이 연결된 블록체인 사본을 갖게 된다. 여기서 과반수가 넘는 사용자들이 동의한 거래내역만 진
짜 블록으로 인정되어 영구적으로 보관할 블록으로 묶여진다.

송금 거래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송금하면
송금 거래 정보가 하나의 블록으로 생성된다. 이때 A의 거래 정보가 기록된 블록은 네트워크의 다른 사
용자들에게 전달되고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블록들과 비교하여 생로 생
긴 블록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 검증과정을 거친 후 블록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블록은 각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블록체인에 추가되고 실제 A의 송금이 완료된다. 사물인터넷
(IoT)에서 중앙화 된 단일 시스템 구조는 늘어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 용량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따
라서 사물인터넷(IoT)에 블록체인을 결합한 기술은 단일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데이터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블록체인 기술은 사물인터넷(IoT)에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간 연결
에 있어 보안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빅 데이터 처리의 핵심 시술로 성장해 가리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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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운영을 위해 필용한 각종 장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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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산업인 농업이 첨단 IC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다. 스마트 팜 기술은 기존
의 농산업에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 및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유통·소비 등 농산업 전체에 생산성, 효율성, 품질 향상 등과 같은 고부가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기
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스마트 팜(Smart Farm)이란?
스마트 팜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 더욱 진화하고 있다. ICT, IoT, 빅 데이터, Cloud, AI 등의
신기술을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환경에 접목한다. 자동화, 지능화, 연결화 등의 서비스뿐 아니라 원격

- 41 -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농장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제어 동작을 비롯해 다양하게 필요한 작
업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 팜은 과거 스마트 원예 분야에 집중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대표적
인 분야로 ‘스마트 원예, 스마트 축산, 스마트 노지, 스마트 유통’이 있다. 사실 이 4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기반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 원예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해 원예 농산물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팜 기
술. 유리 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 PC나 모바일로 온·습도, CO2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한다. 이를 통해 작물의 최적 생장 환경을 유지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여주게 된
다.

스마트 원예 구성도
스마트 축산
가축의 사육과정에 ICT 기술을 접목해 축산업의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기술. PC나 모바일
로 축사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료 및 물 공급 시기와 양을 원격 자동으로 제어한다. 축산의 경우 특히
소, 양돈, 양계를 중심으로 계열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타 농업 분야보다 자본 축적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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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축산 구성도
스마트 과수원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IC T기술을 접목해 농산물의 품질,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스마트 팜
기술로 온·습도, 기상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관수(농작물이 침수되는 상태), 병해충 관리 등을
한다. 토양이나 환경 sensor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최적의 생육환경을 만들고, 관련 정보를 DB에
저장, 분석해 농가에 제공한다.

스마트 과수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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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유통
농업 분야에서 유통은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게 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스마트 유통은 유통 경로상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교환과 공유체계가 잡힌
시스템을 제공하게 된다. 즉, 스마트 유통에서는 농축산물의 생산, 가공, 물류, 판매, 소비까지 모든 일련
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해준다.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팜(스마트 팜)
스마트 팜의 확대는 세계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난과 연관이 깊다. 세계 인구 증가로 식량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사를 지을 사람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즉, 인
구는 증가하는데 도시화로 인해 농작물 재배 면적은 줄어들고, 생산 현장의 농업인은 고령화(국내 2017
년 기준 농업인 최고 경영자 평균 연령 67세)되고 있기에 스마트 팜의 확대 보급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팜에 ICT 핵심 기술과 드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 트랙터 등과 같은 응용 기술을 적용하
여, 앞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농산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Self-Propelled Forage Harvester Precision Ag Technology
세계적인 농기계 업체인 존디어(John Deere)는 농기계에 달린 다양한 sensor와 IoT 기술을 통해 정밀농
업(Precision Agriculture)을 추구하고 있다. 원격 상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개발된 스마트 트랙터는 전국
농지의 기후, 토질, 농작물 발육 등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존디어는 이렇게 수집, 분
석된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도의 농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precision weed control machine
실리콘 밸리에 위치한 SW 기업인 Blue River Technology는 트랙터에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엔진
을 탑재한 잡초 제거 로봇(LettuceBot)을 개발했다. LettuceBot의 See & Spray 기술은 실시간으로 농지를
촬영하면서 0.02초 만에 0.635mm 반경에 있는 상추 싹과 잡초 싹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제거한다. 또한

- 44 -

해당 로봇을 투입할 경우 현재보다 제초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기도 하다.
프리바(Priva)는 네덜란드 대표 시설 원예 온실 솔루션 기업으로, 시설원예 온실 내부 환경을 작물의 필
요 조건에 맞게 유지하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물 생육
알고리즘을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트 팜 관련 유망 스타트업
스마트 팜의 부상과 함께 농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들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소개되는 기업들은 포브
스(Forbes)에서 소개한 ‘2018 스마트 팜 관련 유망 스타트업 기업’ 중 일부이며, 향후 스마트 파밍(smart
farming) 기술 산업의 진화 방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들이다.
Bright Farms는 하이드로포닉스(HYDROPONICS)를 통한 온실 수경재배 관련 기업이다. 하이드로포닉스
시스템을 통해 물을 재활용해 기존 농업보다 7배적은 물을 사용하며, 상추와 허브 등 재배 면적은 일반
밭농사보다 최대 10배적은 토지를 사용한다. 온실에서 재배하여 기후, 병해충을 통제하고 각 작물에 필
요한 최적의 영양소를 첨가할 수 있다.
Farmer’s Business Network는 작물 가격, 수익률 및 마케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현재 약 6,500여 농장에 작물 종자 및 농업 분석, 입력 가격 투명성, 농장 운영, 데이터 통합 및
스토리지, 모바일 앱과 같은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Pivot Bio는 화학 비료를 대신하기 위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관리하는 기
술을 개발하였다. 화학비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요즘 이 같은 바이오 기술의 활용은 비료나 농
약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트렌드이다. 생물학, 기계학습,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미생물의 자연
질소 능력을 재현, 농작물의 일일 질소 요구량을 충족시켜주는 기술을 개발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Bext360은 커피업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다. 커피 원두 생산과 소비의 투
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는 농장에서 커피콩의 품질을 확인하고, 로봇의
광학 분류(Bextmachine)를 통해 3단계 등급으로 분별 및 무게를 측정하여 공정한 가격을 결정한다. 또한,
거래된 커피콩을 블록체인 기술로 기록,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마시는 커피가 어느 지역의 농장에 어떻게
거래되었는지를 공개한다. 결과적으로 원두의 생산자나 생산지는 물론 누가 얼마에 구매했는지와 같은
정보가 블록체인에 의해 기록된다.
스마트 팜 기술은 현재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모든 산업 분야의 변화를 가져
오고 있는데 스마트 팜도 그 중심에 서 있다. 앞서 소개한 스마트 팜 기술 및 여러 기업의 사례에서 살
펴본 것과 같이 스마트 팜 관련 산업은 여러 ICT 기술을 농업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함으로써 가장 역동
적인 산업의 하나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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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 스마트 팜(Smart
Farm)

4차시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자!

■ 4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학습목표

간이 Smart Farm을 만들어 보자!

•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 수 있다.
상황제시

교수학습준거

창의적 설계

자료
학습

4/4

• Arduino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STEAM
교수학습

차시

Arduino와 286 컴퓨터 제시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위한 설계하기

인터넷, 컴퓨터(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Arduino 식물 키우기 세트 스마트 팜
교수·학습 활동

단계
■ 생각 열기 <상황 제시>

▣ 교사 활동 : 아래 그림에서 왼쪽은 Arduino이고 오른쪽은 286 컴퓨터입니다. 두 장치

시간

자료 및

(분)

유의점

5‘

Ÿ수업 시작 후
바로 학습 사

는 크기 차이가 많이 나지만 컴퓨터로서의 성능은 거의 유사합니다. 우

진을 제공해서

리 생활에서 Arduino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
다.

도입

Ÿ 사전 학습을
통해 Arduino
에 대한 기본
개념과

함께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다.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140‘

■ 생각 펼치기 <창의적 설계>

Ÿ학생들이

인

▣ 교사 활동 :

터넷 에 접속

Arduino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마트 팜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

하여

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스마트 팜에 대한 도면을 디자인해야 하고 공학적

주제를

으로 각 모듈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식물을 재배하기

하고

위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스마트 팜을 작동시킬 수 있도록 블록코딩도 진

토의할 수 있

행해야 합니다. 모둠별로 간이 스마트 팜을 설계해 보고 준비된 스마트 팜 KIT를 이용해

도록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개
간이 스마트 팜을 설계하는 과정이 중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시간을

갖고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정보교과

선생님과의

Co-Teaching을 통해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간이 스마트 팜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품이 필요하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팜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활동이 주 활동이므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러 스
마트 팜 KIT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 활동을 진행한다.
▣ 학생 활동 : 스마트 팜 KIT를 이용해 간이 스마트 팜을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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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검색
결과에
지도한

예시

Ÿ사전에

모둠

별 숫자에 맞
게

Arduino

식물

키우기

세트

스마트

팜 세트와 도
구를 준비한다.
■ 필요한 물품

본체 아크릴

LED 아크릴판

하부 아크릴판

LCD

미니 브레드보드

RGB LED 모듈

토양습도sensor

고무발

펌프 모터

모터 드라이버

실리콘 튜브

M3×10 볼트

M3×6 볼트

M3×10 서포트

M3×20 서포트

ㄱ자 브라켓

M3 너트

무지개 점퍼선 수-수 무지개 점퍼선 암-수 무지개 점퍼선 암-암

▣ 교사 활동 : 지금부터 모둠별로 간이 스마트 팜을 Arduino를 이용해 만들어 보는 시
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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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Arduino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 교육을 실시한다.
Arduino 사용 전 주의사항
1. 사용하기 전 설명서를 꼭 읽어본다.
2. 키트에는 다양한 부품이 있다. 사용하기 전 구성품을 잘 확인한다.
3. 부품과 점퍼 선은 끝이 뾰족하므로 사용할 때 조심한다.
4. 전기를 사용하므로 선을 연결할 때 잘 확인한다.

학습을

Ÿ사전

통해 Arduino
에 대한 기본

제작 예시

개념과

-자세한 사항은 교사용 PPT 참조
① 본체 프레임에 플라스틱 서포트를 조립한다. M3 6mm 볼트를 사용해 단단하게 조여
준다.

함께

사용

방법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다.
Ÿ사전에

모둠

별 숫자에 맞
게

매뉴얼을

준비한다.

② 본체에 LCD, 토양습도sensor 회로, Arduino를 조립한다. LCD의 적당한 밝기를 위해
서 조립하기 전 뒷면의 가변 저항을 3시 방향으로 가도록 조절한다.

③ 본체 프레임에 미니 브레드 보드를 조립한다.

④ 밑면 프레임을 본체 프레임에 조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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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본체 프레임에 모터드라이버를 조립한다.

⑥ 펌프에 물 호스를 연결하고 양면 폼 테이프를 부착한다. 본체 프레임에 DC 펌프를
조립한다. 본체 프레임에 DC 펌프를 단단하게 고정한다.

⑦ 조명 프레임에 ㄱ자 브라켓과 LED 모듈을 조립한다.

⑧ 아래 그림의 회로연결을 참고하여 점퍼선을 연결한다. 점퍼선 연결이 끝난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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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타이 등으로 점퍼선을 깔끔하게 정돈한다.

■ 완성 작품

▣ 교사 활동 : 그럼 지금부터는 간이 스마트 팜이 작동될 수 있도록 LCD 라이브러리
를 설치하고 코딩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Arduino 사용을 위한 과정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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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에서 LCD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 Arduino 프로그램의 libraries 폴더에 넣
는다.
② 스케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예제 파일을 수정하여 간
이 스마트 팜을 작동시킨다.
- setup() 함수에서 LCD 객체 및 각 입출력 핀을 설정하고 LED 조명을 켠 후
에 loop() 함수로 넘어간다.
- loop() 함수에서는 토양습도sensor 입력에 따라서 표시내용이 바뀌고 일정
습도 이하로 내려갔을 때 DC 펌프가 동작하도록 한다.
- 소스코드를 이해하고 나서 임의로 여러 가지 형태로 변경하실 수 있다.

■ 생각 키우기 [모둠별 과제 활동]
▣ 교사활동 :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려면 Arduino를 통해 광합성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명령을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Arduino 운영을 위한 코딩 작업을 해
야 합니다. 간이 스마트 팜 운영을 위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에는 아래의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모둠별로 프로그램을 정해 코딩을 하고
코딩 소스를 스마트폰에 업로딩하여 간이 스마트 팜을 작동시켜서 식물에게 물을 주는 동
영상으로 제작하고 ZOOM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scratch

mblock

entry

정보교과 선생님과의 Co-Teaching을 통해 공동수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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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참고 자료
■ 초기변수 및 초기화 함수 수정

■ LCD 표시 함수/토양습도 계산 함수
/LED 조명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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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다지기 <감성적 체험>

5‘

▣ 교사 활동 :
오늘 간이 스마트 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스마트 팜은 스마트 폰으로 작물 재배를 조
절하는 것이지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미래 사회 농
업은 어떻게 변해갈까요?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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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자료

■ Arduino(아두이노)

아두이노(이탈리아어: Arduino)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
(상품)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2005년 이탈리아의 IDII(Interaction Design Institutelvera)에서
하드웨어에 익숙지 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디자인 작품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하려고 Massimo
Banzi가 고안한 Arduino는 처음에 AVR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아트멜 AVR 계열의 보드가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다. ARM 계열의 Cortex-M0(Arduino M0 Pro)과 Cortex-M3(Arduino Due)을 이용한 제
품도 존재한다.
Arduino는 다수의 스위치나 sensor로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
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임베디드 시스템 중의 하나로 쉽게 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을 이용하여, 장치를 제어할 수 있다. Arduino 통합 개발 환경(IDE)을 제공하며, 소프트웨
어 개발과 실행코드 업로드도 제공한다. 또한 어도비 플래시, 프로세싱, Max/MSP와 같은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다. Arduino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이크로컨트롤러를 쉽게 동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적으로 AVR 프로그래밍이 AVRStudio(Atmel Studio로 변경, ARM 도구 추가됨)와 WinAVR(avr-gcc)의 결
합으로 컴파일하거나 IAR E.W.나 코드비전(CodeVision)등으로 개발하여, 별도의 ISP 장치를 통해 업로드
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비해 Arduino는 컴파일된 펌웨어를 USB를 통해 쉽게
업로드 할 수 있다. 또한, Arduino는 다른 모듈에 비해 비교적 저렴하고, 윈도를 비롯해 맥 OS X, 리눅스
와 같은 여러 OS를 모두 지원한다. Arduino 보드의 회로도가 CCL에 따라 공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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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 Arduino가 인기를 끌면서 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기업들도 늘어나
고 있다. 장난감 회사 레고는 자사의 로봇 장난감과 Arduino를 활용한 로봇 교육 프로그램을 학생과 성
인을 대상으로 북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회사 포드는 Arduino를 이용해 차량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차량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오픈 XC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 Scratch(프로그래밍 언어)
MIT에서 개발한 스크래치(Scratch)는 레고 블록처럼 화면상의 여러 형태의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Drag
& Drop)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툴이다. 스크래치를 사용하면 어려운
코딩 프로그래밍을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기법을 재미있게 익힐 수 있다.
스크래치(Scratch)는 아이들에게 그래픽 환경을 통해 컴퓨터 코딩에 관한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계된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및 환경이다. 스퀵을 기반으로 스몰토크라는 언어로 작성되었다. 코딩
을 주로 하는 C++, C#, 비주얼 베이직 등과 달리 블록을 끌어당겨 탑을 쌓는 것처럼 코딩을 하기 때문
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는 입문자들에게 권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스크래치 체험용의 하위 버전인 1.4 버전은 오픈 소스라서 누구든지 스크래치 모딩(스크래치 모드를 만
드는 행위)을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스크래치 1.4 모드에는 Bingo, Dream, Insanity, BYOB, Snap, Explore
등이 있다. 스크래치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소개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의 학교에
서 사용된다. 또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도 사용된다. 어린이, 심지어는 어른도 스크래치 프로
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자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겨간다.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동안, 사람들은
스크래치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리믹스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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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lock

엠블록(mBlock) 5는 스크래치 3.0 기반으로 만들어져 스크래치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스
크래치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으로 Arduino 보드를 통하여 물리적인 장치와 연결하고 로봇 또는 자동차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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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제어할 수 있다. 엠블록은 윈도우즈 또는 애플 맥에서도 사용가능하며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상에서
도 구동이 가능하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며 윈도우즈 익스플로러 등 기타 웹브라우저에서
는 동작하지 않는다.)

■ 엔트리(entry)
엔트리(ENTRY)는 우리나라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 플랫폼이다. 블록형 언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크게 학습하기, 만들기, 공유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엔트리는 미래창조과학부, SW창의캠프, 한국과학창의
재단 'SW방과후학교' 시범사업과, SD 선도학교 등 학교 현장에서 주로 쓰이고 있으며 네이버의 '소프트
웨어야 놀자' 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한국형 스크래치라고도 불리기도 하지만, 플래시 기반인 스크래치와
달리 HTML과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웹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엔트리의 개발사인 엔트리교육연구소는 2014년 10월 네이버에 인수되었고 이 후
비영리로 사업 목적을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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