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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1차시: 까다로운 주차 문제들, 그 해법은 없을까?

¦ 주차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짚어낼 수 있다.
¦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주차요금을 걷고 어떤 방식으로 주차시스템을 구
축할지 말할 수 있다.
¦ 주차 효율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이를 적용한 주차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 인터넷 연결, 2인 1 데스크탑(또는 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생각 열기
◆ 다음은 좁은 골목길에서 자동차를 주차하고 빠져나오는 방법을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 초보 운전자로서 좁은 골목길에 주차를 할 경우 어떤 점이 힘들지 토의해 봅시다.

[출처 : youtube채널. : https://youtu.be/QKnhgJg7B6M?t=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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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선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밀집해 사는 아파트
에 주차난이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총1,000가구가 거주하고 주차면 수는 1050개인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아파트 가구별로 자동차 보유수는 다음과 같으며 주차면 수 부족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
니다. 모든 세대원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있게 주차할 수 있고 주차비를 낼 수 있게 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대 당 자동차 수

가구 수

0대

30

1대

200

2대

400

3대

60

4대 이상

30

생각 펼치기
◆ 이번에는 주차 공간 선점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봅시다. 아래 그림은 어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단면
도입니다. 주차공간의 선호도에 따라 주차비를 차별화하여 책정한다면 각 층, 위치에 따라 월별 주차료
를 토의를 통해 결정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주차료 책정 시 고려사항]
주차장 사이의 거리와 해당 아파트의 세대 수, 세대 당 차량 수, 주차공간의 넓이와 방범 시설, 주차구역
을 찾는데 걸리는 시간, 청결 상태,

매우 늦게 주차하러 오는 주민들을 위한 자리를 남겨놓거나 그 사

람들이 돈을 더 지불함으로서 혜택을 주는 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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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앞서 이야기한 골목길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에는 편안한 주차를 방해하는 요인들이 늘 존재하
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잡한 시내의 주차장은 항상 만차이기 때문에 차를 댈 수가 없다거나 주차한
차들이 문을 여는 과정에 문콕이 발생한다거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한다거나 주차장을
걸어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차장을 설계한다고
해봅시다. 최대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이 되기 위해 어떤 설비(센서 등)들이 있어야 할까요? 모둠
별로 토의합시다. 앞서 한 활동을 통해 조별로 모은 의견을 주차장 설계도로 구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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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앞서 여러분이 구현한 설계도로 실제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한 손님이 차를 몰고 그 주차장
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친구들에게 설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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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학생용 활동지

2~3차시 : RC카 자동 주차 시키기

¦ 주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기술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라인트랙킹센서와 초음파거리감지 센서를 코딩을 활용해 통제할 수 있다.
¦ 코딩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창의적인 코딩을 구현할 수 있다.
¦ 자동차 스마트 주차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다.

¦ 인터넷 연결, 2인 1 데스크탑(또는 노트북), 학생용 활동지, 마이크로비트, RC카 퀸

생각 열기
◆ 다음은 주차장에서 원격 자동 주차(무인 주차)를 하는 동영상의 장면입니다.

[ 출처 ; youtube채널. : https://youtu.be/fNz-q4pCcT4?t=324 ]

이와 같은 무인 주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들
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둠별로 토의해보고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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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비트 설명
마이크로비트는 기존에 교육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와 같은 SW 교육용 보드이
며 외부 입출력을 할 수 있는 많은 단자들이 있고 자체 나침반 센서, 온도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을 내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마이크로비트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며 통신을 위한 블
루투스 4.0을 내장하고 있어 블루투스 모듈 없이 스마트폰 및 스마트 기기와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 RC카 마퀸 조립

바퀴 끼우기

프러그 꽂기

양면테이프를 베터리 상자에 붙이기

배터리상자를 차에 붙이고 마이크로비트를 꽂기

◆ 라이브러리 설치
makecode.microbit.org접속 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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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모터를 조작해보겠습니다. 다음의 코딩을 통해 모터를 조작해봅시
다.

◆ 모터의 설정값을 변화시키거나 명령어를 다양하게 해보세요. (스스로
코딩을 입력해보고 변형시켜보며 마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피드백
한다. )
◆ 다음은 초음파센서를 활용해서 거리 측정을 출력해보겠습니다. 거리
출력이외에도 다양한 명령어를 추가해보세요. (스스로 코딩을 입력
해보고 변형시켜보며 마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피드백한다. )

◆ 다음은 검정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조건문을 활용해서 두 개의 센서에 들어오
는 값과 모터의 움직임을 통제해서 라인을 따라가도록 설정해봅시다. (스스로 코딩을 입력해보고 변형시
켜보며 마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피드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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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초음파를 활용해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해본 초음파 센서에 따라 모터의 움직
임을 통제해보세요. (스스로 코딩을 입력해보고 변형시켜보며 마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피드백한다. )

◆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검정색 라인이 그려진 다음과 같은 주차장에 자동차를 자동으로 세울 수
있도록 코딩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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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다음은 자동 주차과정에서 차량의 오작동으로 추정되는 사고영상의 캡쳐부분입니다.

[ 출처 youtube채널. : https://youtu.be/Lk3yyq5AU5s?t=87 ]
[ 출처 youtube채널 : https://youtu.be/9wuKAEOtOlM?t=16 ]

이와 같이 자동주행 또는 자동주차 중에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을지 또한 이 두 가
지 경우 어떠한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을지 토의 후 발표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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