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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과학실이란?

구분

기존 과학실

창의융합형 과학실

지능형 과학실

정의

Hands-on 위주 실험및 강의식
수업활동이 주가 되는 공간

다양한 과학현상에 대한 실험활동과 함께
실생활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창의적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 교육이 구현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공간

기능

물/화/생/지의 세부 영역에
따른 구분

전통적인 과학실험을 통한 창의적
탐구활동이 가능한 과학실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창의융합형
탐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학실

공간

실험활동에 최적화된 획일적
공간 구성

발표, 실험, 토론 등의 세부 영역으로 공간
고정화

활용 영역과 수업 구성에 따라 학생 참여
활동에 적합한 유동적 공간 운영 가능

수업

결과 확인 위주의 교사 주도
수업

과학탐구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활동
단계에 따른 별도 수업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업 구현

효과

과학 개념 학습 및 원리 이해

학생 주도적, 학생 참여적인 교수학습 혁신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실생활 기반
데이터 및 첨단 학습콘텐츠 활용이
가능한 미래 지향적 학습 환경 구현

지능형 과학실 개념
[지능형 과학실] 지능정보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및 탐구 역량 함양을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Ⅰ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 창의융합형 과학실에서 지능형 과학실로의 변화 >

기반**의 과학교육이 가능한 수업 공간
* AI(인공지능)의 ‘지능’과 ICBM(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에 기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

지능형 과학실 추진방향

**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22.1.구축 예정)’ 및 첨단탐구기기 등 연계 활용

제공하는 과학탐구활동 지원 온라인 플랫폼

Ⅲ. 수업 운영 이해

[지능형 과학실 ON] 과학 수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빅데이터와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습 콘텐츠, 최신 분석 도구 등을
사업 목표

※ 데이터 기반 탐구, AR/VR 등 활용 콘텐츠, 분석 모듈 및 시각화 도구 등 지원

미래 핵심역량 함양이 가능한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과학교육 환경 구축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지능형 과학실’을 선도적으로 구축하고, ‘지능형 과학실 ON’ 등을 활용한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지역 거점학교로서
역할 수행

추진내용

지능형 과학실
문서

환
경

AR

VR

첨단과학기술 활용한 학생
사진

주도적 실험·탐구 활동이

첨단기술 활용
과학탐구 플랫폼
실험노트

데이터수집도구

오픈소스
코드
데이터분석도구
데이터도식화

4

수
업

· IoT 기기, AR/VR,
데이터 활용 탐구 활동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 블렌디드 러닝 등 학생
참여중심 협력적 과학수업

온·오프라인 창의
융합 탐구활동
· STEAM, PBL 수업 등
융복합적 학습 공간

연구결과 공유

공공데이터

통계청

이루어지 수업공간

시뮬레이션

미래형 과학실로 공간혁신
*첨단 학습 환경, 학생 참여 중심, 융복합 과학 학습 공간

첨단과학기술
활용 탐구 활동

지능형 과학실

연구소

기상청

추진내용

지능형 과학실 ON
•다양한 외부자원(과학관, 기상청,
통계청, 연구소 등) 제공
•실제 데이터(Real Data) 수집축적
및 분석탐구 활동 툴 제공
•학급 및 학교간 공유 활동 지원

지능형 과학실 ON
지능형 과학실과 연계한
첨단기술 활용 온라인
과학탐구 플랫폼

수
업
플
랫
폼

· 과학탐구 시뮬레이션 SW,
AR/VR 등 활용

데이터 공유 플랫폼
· 데이터 수집·분석·
공유, 공공 빅데이터 활용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아카이브

참고

•가변적, 융합적인 유연한 과학탐구
및 학습 공간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한
탐구활동의 공간

추진전략

Ⅳ. 유형별 소요예산

< 지능형 과학실 >

· 탐구활동 보고서,
외부 링크, 미디어자원 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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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과학실
(첨단과학기술 활용 탐구 활동)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 탐구·참여 중심의 수업 환경 조성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지능형 과학실 조성 방향
(미래형 과학실로 공간혁신)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학생 주도적 창의융합 탐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능형 과학실 환경조성
01

02

03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유연한 과학 탐구 공간

첨단기술 활용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공간

•학생 주도적 학생 참여형 과학수업
공간

•교육과정 및 자율탐구, 동아리 활동
등이 가능한 유연한 실험·탐구 공간

•지능정보기술 데이터 탐구기반
미래교육 공간

•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습방법을 통해 학생 참여
활성화

•실 생 활 연 계 된 데 이 터 활 용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공간

•AR/VR/MR(증강현실/가상현실/
복합현실) 기술을 활용한 과학실험
공간

- 지능형 과학실 ON에 탑재된 AR/VR, 시뮬레이션 등 콘텐츠 활용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과학 수업 운영
(온오프라인 창의융합 탐구 활동) STEAM, PBL(Project based learning) 등 다양한 형태의 학생 주도적 융·복합적 탐구 활동 실시

지능형 과학실 ON
(첨단기술 활용 과학탐구 플랫폼) 실물 활용 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 스스로 다양하게 설계·실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공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 실생활 데이터 활용 탐구활동을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결하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공유 및 토론

온라인 플랫폼 ‘지능형 과학실 ON’ 연계

* (1차년도) AR/VR 가상실험, 저작도구, 시뮬레이션 등 관련 콘텐츠 조사하여 연계
(2차년도∼) 온라인 실험 도구로 조작할 수 있는 과학 시뮬레이션 개발 예정

지능형 과학실 모습

- 지능형 과학실에서의 수업 활동 시 탐구 설계, 데이터 수집, 저장, 가공, 도식화, 분석 및 공유 등에 필요한 온라인 도구 지원

•학생 활동 중심으로 가변적, 융합적 공간 구성
•지능형 과학실 ON으로 연결

- 교육과정 연계 데이터 활용 과학 탐구 실험 선도 콘텐츠 서비스
<데이터 탐구활동 예시>

•탐구목표 및 방법 설계
- 전국의 수질 오염도
조사·분석
- 측정 센서 결정

- 지능형 과학실은 창의융합형 과학실에서 제안했던 공간요소를 활용하되, 창의융합형 과학실과는 다르게 영역의 구분보다는

데이터 수집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 자료 및
영상

데이터 분석

공유 및 토론
- 데이터 공유를 통해
지역별 차이 토의

- 수집 데이터 분석 및
그래프 시각화

•인근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도 측정·수집

- 보고서 작성

맞춤형으로 서비스
<지능형 과학실 ON 개념도>

수
업
설
계

안내

실험설계

전개

실험

수집

온라인
실험도구

VR

AR

시뮬레이션

실험
데이터

분석

실시간 데이터
오픈 소스 공공데이터

실험 결과 데이터 저장

구분

공유/평가

수
업
참
여

분석
도구

계산기

실험 데이터 분석

실험노트

교구 및 기자재 예시

교사의 코칭과 학생 발표 등 상호작용 지원하는 전자교탁, 단초점 프로젝트, 스마트 TV,
설비와 도구 구비
미러링 시스템 등

학습

개인별 학습이나 모둠별 토의학습이 가능하도록 가변형 테이블과 의자, 이동형 칠판, 태블릿PC,
구성
AR/VR기기 등

토론

분석도구

기존 과학실

발표

실험

CO2

측정도구 관찰도구 실험도구 센서도구

< 지능형 과학실 공간 요소 >

정리

온오프라인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과학탐구활동
오프라인
실험도구

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 도구를 학교 환경 및 수업 목적에 맞게 갖추어야 함

학습자

첨단기술 활용 과학탐구 플랫폼
도입

- 온라인 지능형 과학실(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기본으로 갖추고 VR, IoT 센서 기기 등 지능

-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과
실천방안 토론

(교육과정 연계 교수학습자료 아카이브) 과학수업이나 탐구과정에서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습자

교 사

발표, 학습, 실험, 토론 등 학생 활동 중심으로 가변적·융합적인 유연한 공간을 구성함

Ⅳ. 유형별 소요예산

사전학습

관련 역량

과학적 의사소통능력,
교육과정 실험교구, MBL, 디지털 영상장치, 과학적 사고력,
실험을 포함한 과학 탐구활동 지원하는
데이터센서, AR/VR기기, 테블릿 PC, 각종
설비와 도구 구성
과학적 탐구능력,
안전장치 및 용구 등
과학적 문제해결력,
협업테이블, 노트북PC, 스마트TV, 웹캠, 모둠용
과제연구나 학생들의 협업 활동, 토론활동
과학적 참여와 평생학습능력
화이트 보드 등

창작

탐구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하거나
크로마키, 캠코더, 3D프린터 등
산출물 창작

전시

학생의 과학탐구 결과물을 전시하고 참고할 모니터, 진열장, 포스터대, 테블릿 PC, 입체
오픈데이터를 전시
산출물 전시 가능 타공판 등

준비

실험재료 및 도구를 보관하고 준비

참고

탐구설계

Ⅲ. 수업 운영 이해

(데이터 공유 플랫폼) 실시간 데이터 수집하여 탐구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과학탐구활동 온라인 플랫폼 지원

밀폐 환기 시약장, 기자재 보관함, 태블릿PC
충전 및 보관함, 폐수·폐시약 보관함 등

※ 각 공간요소는 학생 활동에 맞추어 구현할 수 있도록 가변적, 유동적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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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활동 기반 공간조성 >

실험

발표

토론

학습

•모둠별 토의활동
•교사 코칭 및 학습활동
•정보검색 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활동
•AR/VR 탐구활동

Ⅱ

학습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2021년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도움 자료

지능형 과학실 구축

•모둠별 토의 결과

발표활동
•교사 코칭 및 학습활동 등

구축 과정

※ 구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로 학교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 가능

① 계획수립

토론

② 예산확보
•계획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계획 수립

•교사협의체 구성
•위시리스트 작성

•학교 자체 예산 등 확보
방안 마련

•자료 탐색
•벤치마킹

•탐
 구 결과의 전시활동
•자
 유 토론 및 탐구활동 등

•컨설팅 등 조언구하기

과학 준비실 공간

③ 환경조성

•가구 DIY 등 예산 절감
방안 모색

•공사 계획 및 시행

④ 가구선택

⑤ 기기선택

- 학교 행정부서 협력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구 선택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
와이파이 구축

- 공간구성 뿐 아니라
조명, 색상 등 종합적
인 인테리어 고려

•학생들 신체조건 고려
하여 이동이 편리한 가
구 선택 및 배치

•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탐구활동에 필요한
기기 선택

1 계획수립

준비

Ⅲ. 수업 운영 이해

전시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복도, 교실 벽면 여유공간

(교사협의체 구성) 교사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과학실의 비전 설정, 자료 탐색,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계획 수립
실험

창작

실험

전시

< 교사협의체 구성 예시 >

학습

총괄
•정보 검색 활동
•데이터 측정 활동
•탐구 결과 전시활동
•창작 결과 전시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 실험활동
•AR/VR 탐구활동
•창작활동 등

•역할: 지능형 과학실 운영 총괄
•담당: 교장, 교감, 관련 교사

수업자료 개발

수업자료 적용

사례 확산

•역할: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적용
및 분석

•역할: 지능형 과학실 성과 확산(연수,
사례발표 등) 및 일반화(학생동아리)
추진

Ⅳ. 유형별 소요예산

•밀폐시약장, 약품장 등 비치
•각종 실험 도구 관리

*(사진) 충남 백화초등학교

•역할: 교육과정 분석· 개발
•담당: 과학교사 전원 권장

•담당: 과학교사 및 타교과 교사(융합
수업 실시하는 경우) 전원 권장

• 담당: 관련 교사

(운영학교 방문) 교사협의체를 통해 기획·운영하고 타학교 사례 및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상황에 적합한 공간 구성
<우수 학교 방문 절차 >
ㅣ AR/VR 활용 탐구활동 ㅣ

ㅣ 실험활동 ㅣ

학교검색
•타학교 사례 참고를 위하여 우수사례집,
네이버 카페 자료 및 온라인 컨설팅
자료 등 참고
※ 카페: https://cafe.naver.com/ccslab

방문신청

방문실시

•학교에 직접 연락하여 신청

•방문 일시를 조율하여 현장 방문

•재단 및 교육청을 통해 희망학교 방문
신청

•구축 경험이 있는 교사에게 효과적인 구축
방법 등 컨설팅 실시

참고

ㅣ 정보검색 및 발표 ㅣ

(도면·조감도 구상) 구축하고자 하는 지능형 과학실 공간 개발을 위한 전략 및 실천 계획수립 후 공간 특성, 비전, 예산을 고려하여
ㅣ 3D프린터 활용 창작활동 ㅣ

8

ㅣ 전시 및 정보 검색 활동 ㅣ

ㅣ 준비실 ㅣ

과학실 도면·조감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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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확보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예산확보) 교사, 학생 수를 고려하여 구축 예산 규모 및 자금 조달 방안을 탐색 및 계획한 후 국고지원금, 시·도교육청 지원금, 학교
자체 예산 등 다양한 재원을 적극 활용
※ 재원별 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시설비와 기자재비를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 계획수립

(예산절감) 교구 및 가구 DIY 등을 통한 공간 구축과 더불어 새롭게 구비 하는 교구·기자재가 학교의 타 기기와 호환하여 기존
기기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3 환경조성
(공사 계획) 기존 공간의 감사를 통해 공간의 효율성을 평가한 후 여러 업체를 통한 공사 비교 견적 산출 및 도면 구체화
Tip

3년간 운영계획을 고려하고 1차년도에는 공간 구축에 집중 투자

(공간 구성) 다양한 공간 요소*가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되어 유연하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색상, 조명 등

ㅣ 기자재 선정 평가 기준표(예시) ㅣ

ㅣ 기자재 최종 평가표(예시) ㅣ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구성
* 준비, 학습, 발표, 토론, 실험, 창작, 전시 등 과학 학습을 위한 공간 요소

(공사 시행) 나라장터·학교장터 등을 통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지능형 과학실 공간 구축 실시
향후 유지보수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가능한 1개 업체와 전체 공사 진행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지원하는 유연한 공간과 학습 목적에 맞는 기기 구성
Ⅲ. 수업 운영 이해

Tip

가구 및 기자재 구성

가구 및 기본 설치물 목록 [참고2] ☞ 29페이지

4 가구선택

기자재 목록 [참고3] ☞ 31페이지

(가구선정) 가구 선정 시 기자재 교사협의체, 학부모·학생 의견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기자재 선정 위원회, 별도 TF팀을
< 다양한 형태의 수업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학습 목적에 맞는 기기 구성 >

Ⅳ. 유형별 소요예산

꾸려 심의를 받아서 최종 선정

지능형 과학실 가구 및 기본 디지털 기기(예시)
ㅣ 학교운영위원회 실시(예시) ㅣ

(가구배치) 학생들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이동이 편리한 가구* 배치를 통해 공간 요소별로 가구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 가변형 책상, 이동식 화이트보드, 낮은 서랍장 등

5 기기선택
(기기선정) 구축된 공간의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기 위주로 지능형 과학실 운영계획에 따라 선정하며, 기자재 선정 위원회나

•조합형 책상, 의자 및
협업테이블
•수납장
(책장, 기기보관장 등)
•실험대 및 개수대
•밀폐형환기시약장 및
폐수, 폐시약 보관장
•간이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비상샤워기, 눈세척기
•작품전시대, 파티션,
이동용화이트보드

•전자칠판, 전자교탁
•단초점프로젝터,
스마트 TV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태블릿 PC
•무선AP
•태블릿PC 충전보관함
•협력시스템도구
(미러링 등)
•음향시설

지능형 과학실 탐구 기자재(예시)
•MBL, 아두이노 등 센서
•스마트폰(휴대전화)
•VR(가상현실) HMD
•디지털현미경

참고

ㅣ 학부모·학생 의견 조사 실시(예시) ㅣ

•캠코더, 웹캠 등
영상장비
•3D프린터/3D펜
•3D 스캐너
•드론 교구

별도 TF팀을 꾸려 심의를 받은 후 기기 선정
※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 필수
※ 개별 업체를 통한 구매보다는 나라장터·학교장터를 통한 구매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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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교실을 조합형 책상 및 파티션 등을 이용하여 유연한 공간으로 구성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노출 천정 등 카페형 과학실로 개방감 있게 설계

구축 사례

②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과학실 면적: 58.5㎡

① 대전봉산초등학교

•기존 회의실을 과학실로 용도 변경
•학습·실험·토론·발표·전시영역이 공존하는 과학실로 구축하였으며, 공간감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출 천정을 가진 카페형 과학실로 설계

•과학실 면적: 30㎡ / 준비실 면적: 10㎡
•기존 습식 실험이 가능한 과학실을 건식 과학수업 및 모둠 중심의 탐구활동이 가능한 별도의 과학실(창의교실)이 있음

Ⅳ. 유형별 소요예산

Ⅲ. 수업 운영 이해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실험, 협업, 토의 토론 영역 구축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모델수업 적용 가능

실험대

전시영역(과학실 밖 측면)

학습 및 토론 공간

측변 벤치형 의자 배치

전시공간(과학실 밖 측면)
참고

토론영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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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 공간을 검색 및 전시영역으로 활용

③ 울산중앙고등학교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벽면을 발표, 협업 및 전시영역으로 활용

④ 경기 언남초등학교
•과학실 면적: 96㎡ / 준비실 면적:32㎡

•과학실 면적: 86.4㎡
•STEAM 탐구활동, 과제연구 및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과학을 즐기고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협업 및 공간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테이블을 활용하여 과학실 구축

Ⅳ. 유형별 소요예산

Ⅲ. 수업 운영 이해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협업 공간 인테리어를 도입하여 다변형 책상을 활용하였으며, 각 모둠 수만큼 칠판(화이트보드)을 벽면에 설치하여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14

발표공간

토론/학습공간

협업, 토의, 검색 영역

실시간 영상 전송 시스템

검색 및 전시 공간(복도)

참고

협업공간(벽면 활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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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실 면적: 1실 91㎡, 2실 91㎡ / 준비실 면적:30㎡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복도 공간을 전시 및 창작영역으로 활용

⑤ 울산 이화중학교

⑥ 전남 순천복성고등학교

•학습 및 토론영역은 가변형 책상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 배열로 바꾸어 활용
•과학실 면적: 96㎡ / 준비실 면적:62㎡
•토론, 발표, 실험, 학습 공간 구성

Ⅲ. 수업 운영 이해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창작, 전시 및 검색을 위해 복도 공간 활용

발표공간

전시공간

Ⅳ. 유형별 소요예산

학습 및 토론 공간

실험공간

창작공간

참고

발표 및 학습공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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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운영 이해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Ⅲ

수업의 변화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요구]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수학습의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학습 경험을 제공
-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구성
- 탐구·실험 활동, 협력적 문제 해결, 실생활 맥락의 학습, 토론·토의 학습과 ICT 기반 교육환경 구축 등 미래형 교수학습 편성 및 운영
지능형 과학실은 공간혁신을 통해서 과학탐구를 활성화하고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혁신을 추구

교수학습 변화

신규 및 계속 학교 운영 방안

중점 추진 사항

- (환경)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교수학습 영역을
- 온·오프라인 지능형 과학실은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형태의
확장하는 학습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학습 환경 조성
수업 가능
- (교사)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의 촉진자, 학습 경험의
-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수업 실천
설계자로서 변화
- 협력적 문제해결 학습

계속학교

교수학습 방향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미래형 과학실로 공간 혁신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 프로그램 개발
적용

지능형 과학실 활용 수업모델 고도화 및
확산

지능형 과학실에서의 수업

- 실세계 삶과 연계된 실생활 맥락의 학습
- 능동적 참여를 필요로 하는 토의·토론 학습

- 학생이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기능에 따라
공간을 구성(학습, 실험, 토론, 발표, 전시 등)
- 실생활 기반, 데이터 중심,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된
미래지향적 학습 환경 구현
- 첨단 기술 활용 및 융합적 탐구활동

- 문제중심 학습, 프로젝트 학습
교수학습 방법

- 에듀테크 활용 교육(모바일 탐구, 시뮬레이션 등)
- 다양한 온라인 학습 활동(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Ⅲ. 수업 운영 이해

구분

신규학교

교수학습 변화 요구 사항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구분

- 교육과정 및 자율탐구, 동아리 활동 등이 가능한 유연한
실험·탐구
- 교과용 도서 이외 다양한 교수·학습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아카이브 활용
- 실생활 연계된 데이터 활용 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
- 거꾸로 학습, 블렌디드 러닝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실천

Ⅳ. 유형별 소요예산

공간 구성

• 공간요소: 학습(A), 발표(B), 토론(C), 실험(D), 준비(E), 창작(F), 전시(G)
※ 해당 공간요소를 학생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융합적인 유연한 공간을 구성

필요 기자재

•디지털 스마트 기기(태블릿 PC 및 •센서교구(스마트 센서, MBL, 무선 •센서교구(스마트 센서, MBL, 무선
충전함, 노트북 등)
센서, 아두이노 센서 등)
센서, 아두이노 센서 등)
•무선통신구비
•VR 기기
•VR 기기
•창작기기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팅 등)

선택 기자재

•창작기기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팅 등)
•센서교구(스마트 센서, MBL, 무선
•센서교구(스마트 센서, MBL, 무선
센서, 아두이노 센서 등)
센서, 아두이노 센서 등)
•VR 기기
•VR 기기
•창작기기(3D 프린터기, 레이저 커
•창작기기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팅 등)
팅 등)
•교내 교사협의체 구성

•교내외 교사협의체 구성

•지역 간 교사 협의체 활성화

•수업프로그램 연구·개발

•수업프로그램 개발·적용

•수업프로그램 적용·확산

수업모델개발
및 확산

18

참고

•센서교구(스마트 센서, MBL, 무선
센서, 아두이노 센서 등)
•VR 기기
•창작기기 (3D 프린터기, 레이저 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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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교

수업사례
1 초등학교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센서를 활용한 데이터 측정 탐구활동 (순천이수중학교)
- 물질의 상태변화에 대해 학습하고 실험을 위해 센서 활용하기

실감형 콘텐츠(AR) 및 코딩(네이버 엔트리)을 활용 수업(인천청라초)
학년

중학교 1

과목명

차시
5학년

과목명

차시

과학, 창체

단원(주제)

1차시

[6과06-02]
1차시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패드

500,000원

AR마커

무료(출력)

활용 교구

[9과05-03]

활용 교구*

구름, 비, 눈의 생성과정을 알아보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을 찾을
수 있다.
원격(구글 meet)을 통해 물을 가열할 때 물의 온도 변화가 어떻게 변할지 그래프를
그려보고 구글 문서를 통해 학급 전체에 공유한다.그 후 교사가 센서활용 방법을 알려주고,
학생들은 실험을 직접 설계한다.

디지털교과서 AR 마커를 활용하여 구름, 비, 눈의 생성과정을 알아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학습한다.

[9과05-03]

이슬, 안개, 구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비와 눈이 내리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3차시
스마트패드와 AR마커를 이용하여 날씨 관련 생활용품을 살펴보고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록과 추가 함수를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최고기온/최저기온/강수 확률/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날씨 알리미를 프로그램을 만들어본다.

노트북

1,250,000원

스마트패드

500,000원

온도센서

16,000원

노트북

1,250,000원

스마트패드

500,000원

온도센서

16,000원

물의 끓는점 설계하고 실험하기

인공지능 날씨 알리미를 만들기
[6과06-02]

물의 끓는점

물의 끓는점 설계하고 실험하기

3. 날씨와 우리 생활

수업 내용(성취기준)

단원(주제)

스마트패드

500,000원

AR마커

무료(출력)

노트북

1,250,000원

스마트폰

500,00원

2차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 변화에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을 찾을
수 있다.

Ⅲ. 수업 운영 이해

학년

과학1
수업 내용(성취기준)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 구름, 비, 눈의 생성과정을 알아보고 인공지능 날씨 알리미를 만들기

모둠별로 센서를 활용하여 실계한 실험을 수행해본 후 결과물을 스마트 칠판을 통해
발표하고 공유한다.
* 활용 교구는 1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급 규모와 수업계획에 맞추어 구비해야 함

수업결과

스마트기기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수업 (부원중학교)

학년

중학교 3

과목명

차시

과학

단원(주제)

수업 내용(성취기준)

Ⅳ. 유형별 소요예산

- 조도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별의 밝기와 거리 구하기

별의 밝기 측정하기
활용 교구

물의 끓는점 설계하고 실험하기
[9과23-01]
별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별의 표면 온도를 색으로 비교할 수 있다.
3~4차시

스마트패드

500,000원

광섬유 무드등

10,000원
참고

* 활용 교구는 1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급 규모와 수업계획에 맞추어 구비해야 함

손전등 밝기를 측정할 수 있는 조도측정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제 밝기가 같더라도
손전등의 위치에 따라 밝기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한다. 이후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차이를 이용하여 별의 상대적인 거리를 비교할 수 있음을 학습한다.
별자리를 선택하여 별자리를 구성하는 별의 밝기를 조사하고, 광섬유 무드등 키트를
이용하여 표현하며 별의 등급에 대해 내용을 정리한다.

* 활용 교구는 1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급 규모와 수업계획에 맞추어 구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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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업(저현고등학교)

3 고등학교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 경향성을 분석하고 토론하기

마이크로비트(코딩)를 활용한 과학수업(의정부여자고등학교)
-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 학습하고 나만의 전자악기 만들기

학년

차시

과목명

물리학Ⅰ

단원(주제)

마이크의 원리 이해하기

수업 내용(성취기준)

차시

노트북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전자기 유도현상에 대해 학습한다. 일상생활에서 전자기유도가 이용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마이크의 원리를 이해한다.
구리용수철 자기장 기차
[12물리Ⅰ02-07]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구리용수철 자기장 기차를 만들어본 후, 구리용수철 자기장 기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찾아보고 토의한다.

수업 내용(성취기준)

활용 교구

혹은
스마트패드

500,000원

LED세트

20,000원

네오디움자석

100원

구리용수철

12,000원

건전지

1,000원

노트북

[12물리Ⅰ02-07]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마이크로비트의 작동 원리와 여러 가지 센서의 기능을 이해하고, Makecode for Micro:b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의 코드를 구성한다. 악기 제어에 있어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구상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엘니뇨, 사막화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과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찾아 토론할 수 있다

1,250,000원

마이크로비트로 전자 악기의 알고리즘 구상하기

3차시

지구 환경의 변화

[10통과 08-03]

[12물리Ⅰ02-07]

2차시

단원(주제)

관측 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경향성 분석 및 비교하기

활용 교구

마이크의 원리 이해하기

1차시

통합과학

1,250,000원

혹은

2차시

공간분리를 통해 수업 내 활동을 분리하는 수업을 설계하여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지구의
온도 변화를 탐구 활동과 여러 나라의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온도 변화를 검색하여
찾아보고 자료를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예방책을 탐구한다. 지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함양하고, 2인·4인 협력학습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료와 협동심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트북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고등학교 2

과목명

1,250,000원

혹은
스마트패드

500,000원

<수업 내 활동 분리>
(실험팀) CO
 2와 대조군과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기체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활동 실시
(토론팀) 태블릿을 사용하여 국가별, 연도별로 CO2 기체 변화량과 온도 변화량을 찾아서
그래프로 표현하기, 그래프 기후 변화 추이로 향후 기후 변화 경향성을 자료해석을
바탕으로 토론 후 결론도출

Ⅲ. 수업 운영 이해

학년

고등학교 1

참고) 국가별, 연도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http://adnoong.tistory.com/269

스마트패드

500,000원

마이크로비트

20,000원

마이크로비트

20,000원

연결케이블

2,000원

구리테이프

500원

두꺼운 종이

9,000원

기후변화 영향 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effect.do

수업결과

[12물리Ⅰ02-07]
4차시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마이크로비트에 저장된 프로그램대로 소리가 나기 위해서 회로를 구상하고 연결한다.
스피커와 전자 악기를 이용하여 코딩한 결과대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 후 마이크로비트에
소리가 나는 원리를 스스로 정리하고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생각해보며 정리한다.

Ⅳ. 유형별 소요예산

마이크로비트로 나만의 전자 악기 만들기

참고

수업결과

* 활용 교구는 1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급 규모와 수업계획에 맞추어 구비해야 함
* 활용 교구는 1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학급 규모와 수업계획에 맞추어 구비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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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3차년도] 첨단 교구 구비

유형별 소요예산(예시)

구분

단가(원)

개수(개)

가격(원)

평균 단가

무선 센서

500,000

5

2,500,000 • 온도, 압력, 전압, 전류, 검류, pH, 자기장, 미세먼지센서 등

아두이노 센서 키트

200,000

5

1,000,000 • 1
 세트 8모둠 기준 200,000원

디지털 현미경,
웹카메라 외

200,000

5

1,000,000 • 웹카메라, 현미경 등 디지털 교구

VR 기기

500,000

4

2,000,000

탐구실험 소프트웨어

1,000,000

1

1,000,000 • VR 콘텐츠 소프트웨어 등

온오프라인 촬영장비

-

-

-

1,500,000

1

1,500,000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연번

디지털

\

탐구
도구

VR

기본소요 예산(예시)

• VR
 기기 개당 500,000원 수준이지만, Class VR 같은
경우 1세트 9,900,000원(1세트 8대 포함)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Ⅳ

기기

[1차년도] 공간 구축 및 필요 기기 구비
수량

가격(원)

평균 단가
• 1실 기준 17,000,000원 ~ 25,000,000원

리모 델링

기본 리모델링

20,000,000

1

20,000,000 • 기본설비, 벽, 바닥 공사 등 포함
• 개수대(싱크대) 설치 시 개당 700,000원 내외

기본 가구

디지털 기기

3D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25

2,500,000

의자

100,000

25

2,500,000 • 개당 35,000원 ~ 100,000원

※ 수업 구성에 따라 필요한 교구와 기자재를 연차별로 계획하여 구입

선반, 서랍장 등

500,000

4

2,000,000 • 개당 300,000원 ~ 700,000원

※ 수업 구성 및 기자재 성능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선택)시약장

-

-

- • 화학약품 구비시 필요(8,000,000원 내외)

(선택) 폐수·폐시약
보관함

-

-

- • 화학약품 구비시 필요(2,700,000원 내외)

• 실험대 (700,000원 내외)

7,000,000

1

7,000,000 • 이동형 화이트보드(300,000원내외), 스마트 TV
(2,500,000원), 미러링시스템(500,000원~1,500,000원)

무선통신 설치

1,500,000

1

1,500,000 • 기기비 및 인건비 포함 1,500,000원 ~ 2,800,000원

500,000

2

1,000,000 • 학생 팀구 활동 발표 및 공유, 개당 500,000원~800,000원

1,250,000

2

2,500,000 • 개당 1,000,000원 ~ 1,500,000원 수준

500,000

8

4,000,000 • 개당 362,000원 ~ 800,000원

2,000,000

1

2,000,000 • 필요에 따라 1개 ~ 2개 구입

테블릿PC 보관함

합계

9,000,000

※ 교사협의체 운영비 및 활동비 등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 가능

• 스마트칠판 3,000,000만원 ~ 13,000,000원

전자교탁,
스마트TV 등

테블릿PC

• 개당 280,000원 ~ 1,500,000원 정도 수준으로
1~2개 박스형으로 구입

• 가변형 책상 1인용 100,000원 내외

100,000

노트북

(선택)
첨단 교구*

창작 기기

테이블

실물화상기

• 필요시 온오프라인 촬영장비, 크로마키 외
1,000,000원 내외

Ⅲ. 수업 운영 이해

단가(원)

VR 기기

-

• VR 기기 개당 500,000원 수준이지만, Class VR 같은 경우
1세트 9,900,000원(1세트 8대 포함)

센서교구

-

•온도, 압력, 전압, 전류, 검류, pH, 자기장, 미세먼지센서 등
500,000원(1종, 8모둠 기준)

합계

Ⅳ. 유형별 소요예산

내용

참고

구분

45,000,000

※ 지능형 과학실 모델학교 사용예산을 토대로 산출
※ 교사협의체 운영비 및 활동비 등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편성 가능
※ 수업 구성 및 기자재 성능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음
* (선택) 예산 범위 내에서 첨단 교구 구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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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신 수업에 VR 기기가 필요한 경우는 구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 제작 및 학생들이 VR 영상을

참고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제작하는 과제 수행 시 구입을 추천드립니다. 일부 콘텐츠 활용을 위한 경우에는 전체 수업을 VR로 운영하시기 보다는
흥미유발, 3D 탐구활동 등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질문 수업에서 활용할 탐구기기들의 가격대와 구입방법 및 구입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능형 과학실에서 필요한 기자재는 본 도움자료에 예시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자재 구입 시에는 비품 선정

참고1

FAQ

위원회나 TF팀을 구성하여 선정하시면 되며, 가격대는 나라장터 혹은 개별 업체 카탈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능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계획하신 수업에 적절한 성능을 보고 선택하셔야 하며 구입 시에는 개별 업체를 통한 구매보다는

답변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위해서 반드시 물리적으로 구분된 영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과학실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
가변형 책상이나 이동형 칠판, 낮은 장 등을 통해 유동성 있게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단, 지능형 과학실 ON과 연계되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디지털 기본 기기가 필요합니다.
질문 지능형 과학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공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능형 과학실은 학생들이 과학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므로 실험, 학습
토론 및 발표 등이 가능한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창의융합형 과학실처럼 영역 간 구분이 아닌 공간 기능을
중심으로 가변적·융합적으로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질문 학교 과학실 공간이 넓지 않은데, 반드시 공간 요소별로 별도 공간을 구성해야 하나요?

나라장터나 학교장터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좋습니다.
질문 적은 예산으로 공간 구축과 탐구기기를 구비하여야 하는데, 기존 학교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답변 1차년도에는 공간 구축 중심으로 예산 사용을 집중해주시고 2~3차년도에 수업에 적합한 기기들을 구입하시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재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로 배포된 탐구활동(예: 디지털교과서,
사이언스레벨업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업 운영
Ⅲ. 수업 운영 이해

1 공간 구성

질문 지능형 과학실에서의 수업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답변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수업 형태가 가능하며 첨단기술 활용 과학수업, 학생참여형 과학수업,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을 교수학습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생활 연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센서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질문 크로마키 스크린을 활용한 영상 제작 공간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과학실 내 작은 규모로 만들 예정이라 꼭 칸막이로 공간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탐구활동을 개발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해야 할지, 개방형으로 설치할지 궁금합니다.

요구되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공간을 구분하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질문 수업자료 개발 시 산출물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답변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 PPT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보통 교수학습 지도안에는 활동지, 평가지 등을 포함합니다.
Ⅳ. 유형별 소요예산

답변 제대로 된 크로마키 스크린 영상 제작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음향시설, 방음시설, 추적식 카메라, 조명 등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으며, 현재 조명이 구축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크로마키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질문 3년차에 어떤 활동을 통해 환류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역 거점학교로서 3년차에는 주변 학교로의 확산할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 학교 대상으로 공개수업이나

질문 지능형 과학실에서 필수로 구비해야 하는 기자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역 교사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운영 및 수업 노하우를 주변 학교에 확산하는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교육청과

답변 지능형 과학실은 기본적으로 설계하신 교수·학습 중심으로 교구와 시설을 마련하게 되며, 협업 중심의 수업과 기자재 구성이

협력하시어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지능형 과학실의 수업을 공유하고, 신규로 구축하는 학교 대상으로는 노하우를 잘

필요합니다. ICT 기반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정적인 무선인터넷 환경과 모둠별로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 PC나

전달해줄 수 있는 컨설턴트로 활동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수업 환류의 정량적인 확인을 원하시면

노트북 등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학습 유형에 따라 활용하실 수 있는 기자재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단에서 실시하는 과학 긍정경험 데이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협력학습: 공유칠판, 여러개의 칠판, 빔프로젝터, 모둠 활동용 가구 등
•데이터 탐구: 와이파이, 센서 중심 탐구도구, 빅데이터 접근 단말기 등
•블랜디드 러닝: 스마트 전자칠판, 이동형 빔프로젝트 등

참고

2 기자재 구비

질문 과학실 공간구축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 계획에서 변경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을
사용해야하나요?
답변 기존 계획과 대비하여 목그룹 간 금액 변경이 발생하거나 세목 간 금액 변경이 20%이상 발생하는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질문 VR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교육 현장에 필수인 기자재일까요?
답변 지능형 과학실에서는 필수 구비 기자재를 먼저 정하기보다는 수업을 계획한 후 이에 필요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6

공문을 통해 예산변경승인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경하는 예산이 목그룹 및 세목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주의해주십시오. 다른 기관을 통해 예산을 교부받은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을 숙지하여 예산 활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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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가구 및 기본 설치물 목록

내용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참고2

1 가구 및 기본 설치물 목록
※ 본 목록은 예시이며 각 학교 여건에 맞게 구비 가능

구분

내용

실험대

• 학생들 키를 고려하여 구매 및 설치 필요
• 공간활용도가 높은 분리가능한 실험대 설치 가능(예: 반원형)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조합형 책상
개수대
• 학생이 조사 및 탐구하는 과정을 논의하는 협업 활동 운영
• 공간이 넓지않은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책상을 배열하여 다양한 학습 영역으로 활용 가능

Ⅲ. 수업 운영 이해

밀폐형 환기
시약장

협업
테이블

• 모둠별 조사, 토론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원형, 타원형, 육각형 테이블 등

폐수·폐시약
보관함

파티션

• 폐수, 폐시약을 산, 염기, 무기, 유기에 맞추어 4단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할 수 있음

이동형 화이트
보드

Ⅳ. 유형별 소요예산

• 초등학교에 흄후드를 비치하기 어려운데 간이용 흄후드 겸용으로 좁은 공간 내에서 시약 등의 조제와 혼합 등이 용이

• 공간이 넓지 않은 경우 파티션을 통해 학습 영역 분리

간이 소화기,
자동 확산
소화기 등
• 모둠별 칠판으로 활용 가능하며 공간 구분하는 기능

• 학생들이 자유롭게 가열, 전기 실험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부착

• 이동형 화이트보드 중 빔프로젝트 활용가능한 칠판을 사용할 경우, 이동용 빔프로젝트로 발표공간으로 활용가능

• 간이소화기를 이용하여 바로 화재에 대비, 자동 확산 소화기는 천장에 설치, 전선은 안전릴을 이용하여 바닥에 있지 않도록 함

비상 샤워기,
눈세척기 등

작품
전시대
• 학생들의 산출물을 전시할 수 있는 설비
• 영상을 통한 산출물 전시를 위해 모니터 구비 가능
• 입체 작품 전시대의 경우 학생들의 입체 작품 및 산출물을 고리나 거치대를 활용하여 전시가능하며, 미활용 시 일반 평면
전시대로도 활용 가능

28

참고

• 개별 구입 금액(예): 간이 소화기(15,000원), 확산장치(30,000원), 안전릴레이 전선 시공(200,000원)

• 비상 샤워기와 눈 세척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물로 설치 가능하며 이 또한 좁은 공간에 설치 가능
• 비상 시에만 활용하므로 부스형, 일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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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자재 목록

• IEEE802.11a/b/g/n/ac Wave2

1 기본 디지털 기기

• 4 MU-MIMO
• 보안 WPA/WPA2

※본 목록은 예시이며 각 학교 여건에 맞게 구비 가능

구분

내용

무선AP

• 이더넷인터페이스 10/100/1000 BASE-T 2Port
• 주파수대역 2.4/5 GHz

• Core i5급 이상
노트북

내용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참고3

• 무선단말기 40대 이상 동시 스트리밍 가능

• RAM: 8G 이상

• AP 설치에 따른 케이블 공사 UTP(Cat.6)

• HDD: SDD 256GB 이상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 Windows 10 이상
• 10/100/1000 Base-TX*8Port(Full PoE)
• Core i5급 이상
데스크톱
컴퓨터

POE스위치

• RAM: 8G 이상

• 1G SFP * 2Port 이상
• PoE: 802.3af 8Ports(15.4W), 802.3at 8Ports (30W)
• 설치에 따른 케이블공사 UTP(Cat.6)

• HDD: SDD 256GB 이상
• Windows 10 이상

• 충전가능 디바이스 개수: 40대 이상

태블릿PC

• 케이블: 무선단말기 충전기 내장
Ⅲ. 수업 운영 이해

충전보관함

• 도어락 타입: 키(Key) - 버튼 일체형

• 안드로이드 및 iOS 최신버전

• 해상도: 1920*1080 Full HD
• 모니터 암(보조기기) 구비 권장
- 지탱무게: 12kg 이상
- 위치 조절 및 각도 조절 가능

단초점
프로젝터

• 해상도: 3840*2160
스마트TV

• 화면크기: 65인치(163cm) 이상 권장
• 기능: 화면공유기능 권장

• 밝기: 3300 ANSI 이상
• 해상도: WXGA(HD)
Ⅳ. 유형별 소요예산

• 최대주사율: 60Hz 이상
모니터

• 전자칠판 및 화이트보드 기능
인터렉티브
화이트보드

• 터치스크린
• 펜 제공

• 해상도: 3840*2160
전자칠판

• 크기: 이동형-55인치, 벽걸이형-65인치 이상

• 화면공유, 판서공유, 미러링, 파일전송, 학생 화면 모니터링 등
기능
(예: U-Class)
참고

• 펜 제공

협력시스템
도구

• 모니터 해상도: 1920*1080 Full HD 이상
• 외부입력 케이블 함/케이블 제공
전자교탁

• 모니터 각도조절장치 내장
• 녹화장치 내장 권장

음향 시설

• 마이크: 주파수 900MHz
• 앰프(필요시): 출력 4Ω

• 빌트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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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역학 수레

• 기존의 역학 수레에 힘 센서, 3축 가속도 센서, 3축 자이로 센서 등을 내장하고 있어 등속 운동 및 가속도 운동
실험, 운동량 및 충격량 실험, 운동량 보존 실험, 역학적 에너지 보존 실험 등에 활용

※ 본 목록은 예시이며 각 학교 수업 및 환경에 맞게 구비 가능

자이로스코프 센서

소리 센서

• MBL 센서

• 3축 가속도 센서로 움직임, 중력가속도, 진동(충격) 등 측정에 활용
• 스마트폰

소리 센서

• 기울기와 방향을 측정하여 보행한 걸음 수, 회전 속도 측정 등에 활용
• 스마트폰

전압 센서

• 소리의 진폭, 파장, 소음 등을 측정할 수 있어 음파 실험 등에 활용
• 스마트폰

전류 센서

• 지구의 자기장을 탐지해 방위 확인 가능
지자기 센서

• 방위, 자기장 측정에 활용

3축 자기장 센서

• 스마트폰
조도 센서

압력 센서

GPS

미세먼지 센서

• 주변 빛의 조도 측정에 활용

조도 센서

• 스마트폰
• 주변의 공기 압력을 측정하여 고도의 차이, 수직 속도 및 운동 검출 등에 활용(미세한 압력 차이 측정 어려움)

이산화 탄소 센서

• 스마트폰
• 위도, 경도, 방위 측정에 활용

산소 센서

• 스마트폰
• 적외선 송·수신기가 먼지에 의해 반사되는 빛의 양을 파악해 대기 중 미세먼지를 측정하며, 미세먼지 측정 등의
실험에 활용

날씨(기상 관측) 센서

• 아두이노 센서
압력 센서
• 신경이 내보내는 스파이크를 잡아내는 센서를 부착하여 활용
백야드 브레인스

• 휴먼 투 휴먼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내 팔을 움직일 때 나오는 척골 신경의 신호로 친구의 팔도 함께 조종할 수
있으며, 곤충 다리, 로봇 팔 등과 연동해 놓은 프로그램도 있음

온도 센서

• 소리의 진폭, 파장 등을 측정할 수 있어 음파 실험 등에 활용(별도 앱 설치 필요)
• MBL 센서
• 전압 측정에 활용
• MBL 센서
• 전류 측정에 활용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가속도 센서

내용

• MBL 센서
• 자기장을 3축으로 측정할 수 있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뿐 아니라 지구 자기장 측정 등에 활용
• MBL 센서
• 빛의 조도와 자외선 지수 측정 등에 활용
• MBL 센서
•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식물의 광합성 실험, 효모의 세포 호흡 실험 등에 활용
• MBL 센서
• 기체 상태의 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어, 광합성 및 호흡, 산소 순환, 운동으로 인한 산소 소비 실험 등에 활용

Ⅲ. 수업 운영 이해

구분

• MBL 센서
• 온도, 습도, 이슬점, 기압, 풍속 등을 측정
• MBL 센서
• 기체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어 보일-샤를 법칙 실험, 효소-촉매 반응 실험 등에 다양하게 활용
• MBL 센서
• 매우 정확한 온도 측정이 가능하므로, 비열 실험, 증류 실험, 아스피린의 합성 등에 활용
• MBL 센서

Ⅳ. 유형별 소요예산

2 센서 교구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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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과학, 신경과학, 인공지능 등에 대해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교구들이 있음
• 아두이노 센서

포토게이트

• 전송된 데이터는 PC에 전달하여 저장 가능
• 광센서에 들어오는 빛을 인식하여 빛이 차단되는 시간을 이용하므로 진자 실험 뿐 아니라 물체의 속도, 가속도
측정 등에 활용

전도도 센서

용존산소 센서

• 장력 센서 및 3축 가속도, 3축 자이로센서를 내장하고 있어, 용수철 실험, 각종 가속도 운동 실험, 회전 운동
실험 등에 활용

혈압 센서

• MBL 센서
심장 박동 센서
운동 센서

회전 운동 센서

• 초음파를 이용하여 물체의 위치, 속도, 가속도 측정에 활용
• MBL 센서

분광계

• 매우 작은 각도의 변화 뿐 아니라 속도, 가속도 등을 측정할 수 있어 역학 및 광학, 전자기학 실험 등에 매우
광범위하게 활용
• MBL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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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L 센서,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 호환 가능

• MBL 센서와 연동하여 MBL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하여 인터페이스에 전송

• MBL 센서

힘/가속도 센서

• 수용액의 pH를 측정할 수 있어, 수질 연구, 산-염기 적정 실험 등에 활용

그래픽 칼라 디스플레이 모듈

• 수용액의 전도도를 측정할 수 있어, 이온의 확산, 농도에 따른 이온량의 변화, 전도도 적정 실험 등에 활용
• MBL 센서
• 용존산소, 대기압,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어, 수질 및 광합성 등의 실험에 활용
• MBL 센서, 아두이노 및 라즈베리파이 호환 가능
• 수축기 및 이완기 동맥 혈압(mmHg)과 심박수(맥박 (bpm))를 측정할 수 있어, 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실험 등에 활용

참고

인터페이스

pH 센서

• 운동 전후의 심장박동 비교, 카페인 함유 음료와 같은 흥분제 효과 측정 실험 등에 활용
• MBL 센서
• 빛의 상대강도, 기체 방전관의 선스펙트럼, 흡광도, 투과도, 형광 측정, 람베르트-비어의 법칙을 이용한 시료의
농도 분석, 화학 반응속도론 등 다양한 분광 실험에 사용
• 센서의 측정 값을 디지털 및 그래픽 형식으로 표시하며, 센서의 실험 설정을 프로그래밍하여 하여 사용
• MBL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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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인원 HMD

내용

• 개별·모둠별 원격학습에 활용

• 실감형 콘텐츠(VR) 활용
• 내부에 AP, 디스플레이, 센서 등 모든 부품이 내장되어있어 별도 PC, 스마트폰, 케이블 불필요

스마트 폰용 무선 마이크

• 렌즈가 삽입된 틀에 스마트폰을 끼워서 활용
• 교사가 콘텐츠를 찾아서 활용

• 온라인 수업 시 활용 가능
• 2채널 무선 마이크의 경우 수업자와 발표자의 음성을 함께 저장 가능하여 다양한 공개 수업에서 활용 가능
• 학습활동에 활용

드론 교구

• 개별·모둠별 원격학습에 활용
• 코딩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움직임 및 각종 촬영 등을 제어, 탐구 활동 등에서 활용 가능 (예: 코드론)

• 실감형 콘텐츠(VR) 활용
PC 플랫폼 HMD

• 학습활동에 활용

웹캠

• 실감형 콘텐츠(VR) 활용
스마트폰 HMD

내용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구분

구분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3 VR 및 창작 기기 외

• PC/게임 종속형으로 PC와 케이블 연결을 통하여 활용
• 교사가 콘텐츠를 찾아서 활용
• 창작활동에 활용
• 박스형(밀폐형) 프린터 사용

3D 프린터

4 응용 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구분

내용

• 결과물 출력에 시간이 오래걸림
• 기계식 환기 시설 필수
• 출력물 크기 150*150*150 이상

Vernier Video
Analysis

•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으로, 데스크탑, 태블릿 또는 스마트 폰에서도 구동
• 자동 트래킹 가능하며, 정량적인 분석 가능

• 창작활동에 활용
3D 펜

• 저온/고온
• 결과물 출력 시간이 짧음

Action
Sequence
Shot

Ⅲ. 수업 운영 이해

• 히팅보드, 오토레빌링 옵션 추가 권장

• 다중 섬광 사진과 같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 궤적을 촬영할 수 있음
• 캡쳐 간격을 10~10,000ms까지 디테일하게 조절 가능

• 화상에 주의하며 환기 필수
• 창작활동에 활용
• 3D 프린터/펜에 활용
• PLA(주원료: 사탕수수) 사용
* ABS(주원료: 석유)는 발암 물질 생성으로 학교에서 사용 금지

Human
Anatomy Atlas • 신체 내부의 근육, 기관, 혈관 등을 구체적으로 3D로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2021
Ⅳ. 유형별 소요예산

3D 프린터/
펜 필라멘트

• 창작활동에 활용
3D 스캐너

• 물체를 3차원으로 캡쳐하여 3D 프린터로 출력가능한 stl 파일 형태로 출력 가능
• 해상도 수준에 따라 가격이 매우 상이

디지털현미경

• 실험활동에 활용
• 관찰된 영상을 외부 디지털 단말기로 무선 전송

Physics
Toolbox
Sensor Suite

•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간단히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창작 및 학습활동에 활용
•개별·모둠별 원격학습에 활용
•코딩을 통해 초음파 센서, 자이로 센서, 컬러센서, 터치센서 등을 조작 가능
•교사의 활용방법 숙지 필요
•다양한 주제에 적용 가능(예: 카미봇, 레고마인드스톰)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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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의 센서를 이용하여 다양한 물리 실험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다양한 모양으로 조립이 가능하여 여러 가지 창작물 구현 가능
Phyphox

참고

코딩기기

• 다양한 실험에 대한 실험 방법과 데이터 측정 및 분석 방법에 대해 유튜브
영상으로 안내
•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

• 창작활동에 활용
• 크로마키 촬영 및 기타 수업 촬영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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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ker
by THIX

내용

구분

내용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구분
• 스마트기기 어플리케이션을 (iOS 앱스토어)

• Beaker by THIX, Chemist by THIX, Space by THIX, LIFE by THIX, Micro
by THIX 등 영역별로 활용 가능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 인구, 가족, 건강, 교육, 소득과 소비, 주거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통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관련 주소 https://kosis.kr/index/index.do

기상청 날씨누리

• 날씨, 바다, 영상 일기도, 태풍, 지진, 화산, 황사 등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실시간, 또는 누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음

• 심장 박동 수 측정 당시 상태를 설정하여 기록 가능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심전도

•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해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하는 어플리케이션(Android
Play스토어)

관련 주소 https://www.weather.go.kr/

생활안전지도

• 지도를 기본으로 재난, 치안, 교통, 보건, 생활, 시설 등에
대한 실시간 또는 누적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주제별로
세부화 되어 데이터를 제공
관련 주소 http://www.safemap.go.kr/

•스 마 트 폰 진 동 센 서 를 활 용 해 스 마 트 폰 의 진 동 / 충 격 을 측 정 하 는
어플리케이션(Android Play스토어)

• 미국의 국립해양대기국으로 날씨, 기후, 바다, 어류, 위성 등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

Ⅲ. 수업 운영 이해

지진계

NOAA
(National Oceanic • 각각의 항목은 다른 사이트로 모두 연동되며, 각 연동된
and Atmospheric
사이트는 주제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
Adminstration) • education 항목에는 여러 정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근하고 깜끔하게 정리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MMI scale 기준 스마트폰이 느끼는 지진 규모를 표현

관련 주소 https://www.noaa.gov/

구분

국립해양조사원

Ⅳ. 유형별 소요예산

5 오픈 데이터 소스
내용

• 해양정보서비스에는 조위, 수온, 파고, 기온, 기압, 풍향, 풍속,
유속, 실시간 염분 자료 등 다양한 (준)실시간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 여러 연구보고서가 탑재되어 있음
관련 주소 https://www.khoa.go.kr/

• 수온 위성 영상, 해어황 예보,적조, 패류독소 등 다양한 데이터
제공, 실시간 NOAA 인공위성 사진이 업로드 되어 있음

참고

국립수산과학원

관련 주소 http://www.nifs.go.kr

Earth Nullschool
Net

• 실시간 지구 대기의 흐름, 미세먼지, 기상 등 다양한 항목을
우리나라 또는 전세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음
관련 주소 https://earth.nullschoo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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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센서 교구 유형
교육적 한계

② [독립센서] 센서가 인터페이스 없이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하므로 간편하게 실험을 준비하고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수동인식

자동인식

단일센서

정의

코딩을 통해 하나 이상의 센서를 코딩 없이 자동으로 하나 이상의 두 가지 이상의 변인이 측정
한 가지 변인 측정이 가능한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변인을 센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여러 가능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센서
측정 가능한 센서
변인을 측정 가능한 센서
센서

장점

다양한 변인을 동시 측정 가능
센서 종류 다양
가격 저렴

다양한 변인을 동시 측정 가능
센서 종류 다양
코딩 부담 없음
센서의 정확성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의 용이성

다양한 변인을 동시 측정 가능
복합 센서에 비해 데이터 변형이
변인 간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쉬움
유리함
센서의 종류가 다양함

코딩에 대한 부담
센서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필요

비싼 가격

센서 종류가 다양하지 않음

하나의 요인만 측정 가능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MBL

스마트 워치, 스마트폰,
공기질 측정기

토양 PH 측정기
MBL 무선 센서

단점

Vernier Graphical Analysis

특징

• 코리아디지털사(사이언스큐브)의
MBL 유·무센서 사용 시 컴퓨터 및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 기기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 파스코사의 MBL 유·무센서 사용 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안드로이드 및
애플 계열 모두 가능)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 버니어사의 MBL 유·무선 센서 사용
시 컴퓨터 및 스마트 기기(안드로이드
및 애플 계열 모두 가능)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소프트웨어

• [다양한 탐구 가능] 108개 유무선의
다양한 센서가 등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도구를 만들
수 있음(2021.06.23. 기준)

• [다양한 탐구 가능] 80개유무선의
다양한 센서가 등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도구를 만들
수 있음(2021.06.23. 기준)

• [다양한 탐구 가능] 146개 유무선의
다양한 센서가 등록되어 있어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도구를 만들
수 있음(2021.06.23. 기준)

• 4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음. 최대
포트 연결 단자 5개 가능함

• 4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음. 최대 포트
연결 단자 12개 가능함

• 4종류의 인터페이스가 있음. 최대
포트 연결 단자 5개 가능함

•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의 용이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이 용이함. 또한 데이터
변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탐구 결론
토의 등의 활동으로 변형하여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 기여

•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의 용이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이 용이함. 또한 데이터
변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탐구 결론
토의 등의 활동으로 변형하여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 기여

•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의 용이성]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데이터 저장 및 변형이 용이함. 또한
데이터 변형에 소요되는 시간을 탐구
결론 토의 등의 활동으로 변형하여
과학적 의사소통 역량 함양 기여

- 수동인식 확장센서

특징

교육적 기회

• 아두이노와 비슷한 개념의 원칩 컴퓨팅 도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하나의 세트로 제공

•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하며,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작성하여 업로드하면 명령에 따라 작동

• 기본 센서(온도, 빛, 지자기, 중력가속도, 흔들림) 및
블루투스 통신 기능 내장

• [구매 편의성]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 [구매 편의성]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

• [사용의 편리성] 사용자의 명령이나 주변의 물리적
상황에 따라 스스로 제어하는 제어장치 개발과정의
문턱을 낮추어 줌

• [사용의 편리성] 아두이노에 비해 훨씬 간결한 형태의
블록형 코딩 도구, 크롬 웹브라우저로 코딩 가능

• [탐구의 주도성] 학생들이 필요한 탐구 도구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므로 탐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 [기대되는 역량]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기초 전자회로,
실험 데이터 처리, 전자 제어 기술
• [기대 활용 방법] 다양한 센서를 원하는 형태로 실험에
적용하여 데이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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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이노보다 하드웨어 지식은 줄고, 개발 코딩 단순화

• [코딩 부담] 텍스트 코딩에 비해 쉬운 블록 코딩이라도,
코딩 경험이 없는 경우 추가 학습이 필요

PASCO SPARKVue

① 확장센서

• 전자 제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원칩 컴퓨팅 개발
시스템

•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보드에는 CPU 및 연결 단자만 존재,
여기에 다양한 센서와 출력 장치 연결 필요

사이언스큐브 Science #

2 센서 교구 유형

마이크로비트

• [활용의 보편성]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는 외부 센서의
연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코딩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음

구분

교육적
기회

아두이노

• [코딩 부담] 텍스트 위주의 프로그래밍 과정이 필요

- 자동인식 확장센서

예시

구분

•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원하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코딩
과정 필요

• 고정밀 전용 센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추가
후 텍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필요

독립센서: 센서가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복합센서

•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기본 소프트웨어가 있지만,
기능이 한정됨. 센서값을 PC로 이동, 또는 재가공을 위해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Ⅱ. 지능형 과학실 구축

확장센서: 인터페이스 또는 보드 사용

종류

마이크로비트

Ⅲ. 수업 운영 이해

① [확장센서] 인터페이스 또는 보드를 기반으로 다양한 센서를 연결하여 학생들이 탐구 주제에 적합한 탐구 도구를 만들 수 있음

아두이노

Ⅳ. 유형별 소요예산

센서 교구의 이해

• [다량 구매의 어려움] 인터페이스 및 센서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소규모로 동시에 진행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또한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이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됨
교육적
한계

• [탐구 수행 및 결과 분석의 어려움] 센서의 민감도가 매우 높으므로 오히려 간단한 실험 또는 기체에 관련된 실험에서는 실험
과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므로, 교사가 센서 사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 실험해야 함
• [데이터 변형에 대한 연습 기회 부족] 자체 소프트웨어에서 그래프 작성 및 변형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이 직접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

참고

참고4

Ⅰ.지능형 과학실이란?

2021년 지능형 과학실 구축·운영 도움 자료

• 기본 내장된 센서에 접근하기 위한 코딩 블록들이 기본
제공되며, 한두 개 코딩 블록 조합만으로도 작동
• [탐구의 주도성] 학생들이 필요한 탐구 도구를 스스로
만들 수 있으므로 탐구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음
• [기대되는 역량] 컴퓨팅적 사고, 정보처리, 실험 데이터 처리
• [기대 활용 방법] 실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하는 과학 실험, 실험 데이터의 무선 전송, 간단한 로봇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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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센서
구분

특징

복합센서

단일센서

•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독립적으로 센서 작동이 가능함.
두 가지 이상의 변인을 측정할 수 있음.

• 별도의 인터페이스 없이 독립적으로 센서 작동이 가능함.
한 가지 변인을 측정할 수 있음

•자 체 적 으 로 데 이 터 를 저 장 하 고 인 출 할 수 있 는
데이터로거 기능이 있어야 탐구에 활용할 수 있음

•자 체 적 으 로 데 이 터 를 저 장 하 고 인 출 할 수 있 는
데이터로거 기능이 있어야 탐구에 활용할 수 있음
• MBL의 무선 센서 대부분이 단일 센서로 작동 가능하며
데이터 로거 기능을 가지고 있음

교육적 기회

• [탐구의 편이성] 여러 개의 센서를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센서로 간단히 설치가 가능함

• [측정 시간이 긴 탐구 가능] 단일 센서의 경우 배터리
소모가 적어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함

• [변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탐구 가능] 여러 개의 변인이
동시에 측정되므로, 변인 간의 상관 관계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상관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현상에 대한 발견을 통해 새로운 탐구 문제를 제시할 수
있음

• [탐구 지도의 용이성] 하나의 변인을 측정하므로 탐구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의 탐구를 지도할 때 용이하게 적용
가능함

• [과학적 호기심 유발] 여러 개의 측정값이 동시에
표시되며, 자체 배터리를 가진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값을
측정할 수 있음. 지속적인 실시간 데이터 값에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음

교육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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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탐구 가능] MBL 기반 다양한 종류의 무선
센서가 시판되고 있으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다양한 주제의 탐구가 가능함

• [센서 종류의 제한] 데이터 로거 기능을 갖고 있는
복합 센서의 종류가 많지 않음. 따라서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는데 제약이 따름

• [개별 소프트웨어의 활용] 단일 센서마다 데이터를
인출, 변형하기 위한 개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개별 소프트웨어의 활용] 복합 센서마다 데이터를
인출, 변형하기 위한 개별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업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 [다량 구매의 어려움] 데이터 로거 기능을 가진 단일
센서의 경우 대부분 가격이 높아 여러 개를 구매하여 학급
전체가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다량 구매의 어려움] 데이터 로거 기능을 가진
복합센서의 경우 대부분 가격이 높아 여러 개를 구매하여
학급 전체가 활용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 [탐구 장소의 제약] MBL 기반의 무선 센서를 이용할
경우 자체 데이터 저장 기능이 없으므로, 태블릿이나
컴퓨터와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활용함. 따라서 야외에서
긴 시간 지속해야 하는 탐구에 적절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