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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특성화된 기술교육모델과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부차원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기관으로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성과

(2010~2013) 모로코 카사블랑카 자동차 직업훈련원 지원사업 PMC용역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교재개발, 기자재 지원, 사업관리 등
 2018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추진실태 감사원 모범사례 선정

(2013~2017)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교육 역량강화사업 PMC용역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교재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 지원, 사업관리 등
 2019년 종료평가 결과 만점(16점)으로 매우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

(2013~2017) 르완다 키추키로 종합기술훈련원 2차지원사업 PMC용역
 전문가파견, 초청연수,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 지원, 기자재 지원, 사업관리 등
 2018년 교육분야 ODA 종합평가 결과 사업계획 및 사업종료 부분 ‘매우 잘 되었음’ 으로 평가

(2018~2019)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연구용역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수행 기준 및 조사 도구 개발 및 매뉴얼 개발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개발 연구’ 발간(2019.01월)

초청연수

모로코 연수생 문화탐방
(경복궁 견학)

건축지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

전문가파견

르완다
RTTI Stakeholder meeting

https://tti.koreatech.ac.kr/

Making a better world with us!
우리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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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사)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는 실천공학교육 방법론 및 교수법, 첨단 교육훈련

매체 활용, 평생직업능력개발, 산학연계교육, 개도국기술협력 등을 연구 주제로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산업적,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예

상치 못한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새로운 Untact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분야의 혁

신과 더불어 평생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중심에 한국

실천공학교육학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실천공학교육과 평생 직

업능력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학문적 연구 활동과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2020년 종합학술대회는 ‘Untact 시대의 실천공학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선

도모델 확산’을 주제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Untact 시대 대학교육 혁신의 핵심기

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교육사례, 실천공학교육을 위한 온라인 플랫

폼 사례, 국가 직업능력개발 선도를 위한 정책사례, 개도국 기술협력 사례 등 특별 초청강연 및 특별 세

션을 통해 최신의 학문적 경험 등을 공유하고자 하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다

양한 분야의 학술논문 발표가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제9회 ‘창의적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경연대회(대상: 고용노동부장관상)’를 동시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부문’과 더불어 ‘AI 활용 교육 및 비대면 교육 부문’을 추가하여 대회가 진행될 예정

이며, 본 경연대회를 통해 참가자분들의 평소 자신의 전공분야 교육·훈련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나 매

체 아이디어를 제출하시거나 작품을 개발해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천공학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

하시어 학회 발전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6

(사)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회장 오 창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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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프로그램

시간 행사내용  및  장소
10:00~ 입장 (발열 체크 및 명부 작성)

10:30~10:40 개회식 - 개회사: 오창헌 학회장(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 감사패 증정: ㈜새온 외

10:40~12:00 특별초청강연
기조강연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공학교육의 활성화
기조강연 2: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학교육 사례

Session

Session Ⅰ:
국가 직업능력개발 
선도모델

- 장소: 온라인
- 좌장: 김우철 교수(한기대)

Session Ⅱ: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및 
발전방안

- 장소: 온라인
- 좌장: 김태성 팀장

(일학습병행 허브사업단)

Session Ⅲ:
스마트 VR/AR 기술응용

- 장소: 온라인
- 좌장: 김상연 교수(한기대)

Session Ⅳ:
개도국기술협력

- 장소: 온라인
- 좌장: 이우영 교수(한기대)

1부

13:30~14:00
훈련교·강사 의무 보수교육 
제도수립 현황
이재철 연구원(능력개발교육원)

13:30~13:50
인사말 및 일정 안내

13:30~14:20
인공지능과 법률

이상용 교수(건국대)

13:30~13:40
인사말 및 안내
13:40~13:55
개발도상국 노동시장 수요조사 
방법론

강선애 박사(한기대)

13:50~14:10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브랜드가치 향상방안
이승율 연구원(도제 허브사업단)

14:00~14:30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른
훈련시장 효과분석

박혜민 대리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4:10~14:30
허브사업단 컨설팅의 개선방향

황태람 주임연구원
(IPP·Uni-Tech 허브사업단) 13:55~1410

코로나 이후의 직업훈련 및
교육분야 ODA 과제와 전망

임진호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13:55~1410
코로나 이후의 직업훈련 및
교육분야 ODA 과제와 전망
임진호 교수(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
14:10~14:25
직업기술교육 ODA 성과관리 
방안

엄기용 교수(한기대)
14:30~14:50
단기복무 전역장병의 
일학습병행 참여 방안

최주한 전임연구원
(재직자 허브사업단)

14:25~14:40
삼각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다변화

최성주 교수(한기대)
Coffee Break

2부

15:00~15:30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일학습병행

김광연 팀장(㈜피씨엠)

15:30~16:20
가상촉감 및 응용

최승문 교수(포항공대)

15:00~15:15
개도국 기술교육 품질향상을 
위한 공학인증

강승찬 교수(한기대)

15:30~16:00
NCS를 활용한 우수기업 사례

이정현 차장(㈜에타)

15:15~15:30
네팔 기술훈련교사연수원 IS
교육과정 개발

양기훈 교수(용인대)
16:00~16:30
IPP와 일학습병행의 
연계방안(연계 운영 모델)

이항수 단장(한라대)

15:30~15:45
이집트 Assiut대학 교육 및
산학협력역량 강화

정종대 교수(한기대)

16:30~16:40
총평

15:45~16:00
ODA를 통한 개도국
직업훈련교사 향상훈련

황석 박사
16:00~16:15 종합토론

16:40~17:00 Coffee Break
17:00~17:10

폐회식
우수논문상 및 경진대회 수상 발표

17:10~17:15 폐회
17:20~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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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및  장소

사회: 조영복 교수(대전대) / 장소: 담헌실학관 102호

연사: 임경화 교수(온라인평생교육원) / 장소: 담헌실학관 102호
연사: 김상연 교수(한기대) / 장소: 담헌실학관 102호

Session Ⅴ
<학술발표대회>
- 장소: 온라인

Session Ⅵ
<매체경진대회>

-장소: 온라인

구두1 구두2 포스터1 포스터2 포스터3 장비1 장비2

Coffee Break

구두3 구두4 포스터4 포스터5 - 아이디어1 아이디어2

Coffee Break

폐회식
우수논문상 및 경진대회 수상 발표
폐회

정기총회

13:30~15:30

13:3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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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조영복 교수(대전대)

조직위원

행사          민준기 교수(한기대), 우성희 교수(교통대), 이문수 교수(한기대), 김민경 교수(협성대)

편집/출판   문일영 교수(한기대), 이성옥 교수(배재대), 하준홍 교수(한기대), 김성애 교수(덕성여대)

워크숍       박천수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홍기천 교수(전주교대), 박지원 교수(한기대)

논문발표    김세민 교수(전주교대), 이상찬 교수(목포대), 채수 교수(오산대), 권오영 교수(한기대)

경진대회    김유두 교수(한국폴리텍대), 장은영 교수(공주대), 이정원 이사(빅데이터센터),

김형오 교수(한국폴리텍대), 임재열 교수(한기대), 김미화 교수(한기대), 박현주 대표(인포웍스)

홍보          김봉환 교수(숙명여대), 장봉석 교수(목포대), 송은지 교수(남서울대), 이종길 교수(안동대),

강혜영 교수(한기대), 엄기용 교수(한기대), , 김영철 교수(ICT폴리텍대), 신좌철 교수(호서대),

김옥분 교수(인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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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Ⅴ-1. 학술발표대회

-  구두 발표 Ⅰ: IT융합1 좌장: 송은지 교수(남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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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발표 Ⅲ: IT융합2  좌장: 조영복 교수(대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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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Ⅴ-2. 학술발표대회

-  포스터 발표 Ⅰ: 실천공학교육관련/실천공학교수법 좌장: 장봉성 교수(목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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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Ⅲ: 교육매체/실천공학교육방법론 좌장: 송정범 박사(충남교육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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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Ⅳ: 산학연계교육/평생능력개발/NCS  좌장: 김세민 교수(전주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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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발표 Ⅴ: ICT융합2 좌장: 이성옥 교수(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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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Ⅵ. 매체경진대회

Ⅰ-1: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부문 (1부) 좌장: 김유두 교수(한국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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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2: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부문 (1부) 좌장 : 정재승 교수(한국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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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sion Ⅵ. 매체경진대회

Ⅱ: AI 활용 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아이디어 부문 (2부) 좌장: 김종민 교수(한국폴리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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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각 학교에서는 오 라인 수업을 신해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갑작스런 온라인 

수업진행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랫폼들이 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랫폼들의 특징을 분석하고 네트워크상에 발생되는 다양한 보안 이슈를 분석해 

정리함으로 향후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을 기 한다.

Key Words :  Untact, Real-time, COVID-19, Video remote education, Security

Ⅰ. 서 론 

  ICT의 발 과 더불어 교육환경은 변화되고 있다. MOOC, KOCW등 동

상 강의를 통한 학습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었고 일부 강좌에서는 온라

인과 오 라인을 병행한 립러닝, PBL등 학습방법을 이용해 학습효과를 

증 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COVID-19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부분의 수업이 면 수업보다는 비 면 수업으로 환되어 

진행되었고 각 수업에서는 다양한 랫폼을 이용해 교수법이 진행되었다. 

공과 의 특징은 부분 실험실습교과로 단순히 온라인강좌만 진행해서

는 학생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공과 학의 

실험/실습교과에 참여하는 교수들은 주어진 다양한 랫폼을 이용해 수업

을 운 하 다. 이에 활용된 표 인 랫폼은 Zoom, Google Hangout, 

Youtube, Rsupport 등으로 각각의 랫폼들의 여러 특징과 장단 으로 인

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일부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설

문응답이 있었다[1].

본 논문에서 코로나19로 각 수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랫폼의 특징을 분

석하고 정리함으로 수업의 목 에 맞게 활용될수 있기를 기 한다. 

Ⅱ. 련 연구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있으며, 표 으로 E-learning, 

OCW, MOOC, 립 러닝, PB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되어왔다. 이러한 

온라인 수업의 형태는 수업 환경에 따라서 교내 LMS, OCW, KMOOC 등

교내 환경에 맞게 선택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2][3]. 재는 코로나19 데믹으로 인해 온라인 기반의 다양

한 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비 면 온라인 수업 방식이 진행

이다. 수업을 진행하는 환경마다 다양한 랫폼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

한다. 

  재 수업에 활용되는 랫폼은 (1) 호스트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가

능한 양방향 랫폼(Zoom과 Teams 등), (2) 호스트와 참여자 간 상호작용

이 불가능한 단방향 랫폼(Youtube, Naver Bands)등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재 수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튜 의 경우, 호스트와 수업참여자

간의 문자 채 을 활용해 질의응답을 수행하는데 이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다소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 한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zoom의 경우 

무료사용자에게는 사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수업을 개설하는 호스트의 

경우 수업시간을 해서는 유료 가입이 필요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반면 Rsupport의 경우는 크롬 라우 에서만 동작한다는 문제  등 각각

의 랫폼은 호스트와 사용자간의 의사소통  사용환경에 제약을 가지고 

있다. 

Ⅲ. 온라인 수업을 한 랫폼 연구

  온라인 수업에 활용되는 다양한 실시간 랫폼들은 사용자의 개인별 환

경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 과 랫폼 사용에 따른 통신상 보안 이

슈를 가지고 있다.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기 한 실시간 랫폼으로 양방

향 랫폼은 수업  상호 화면을 공유하거나 화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

는 Zoom, Google Hangout, Teams, Rsupport, Amazone Chime, Webex, 

Slack, Gotomeeting, Uberconference, Bluejeans, Voov Meeting 등이 활용

되고 있다. 한 단방향 랫폼은 호스트의 화면  음성 달로 일방 인 

수업을 진행하는 네이버밴드, 유튜  등이 사용되고 있다. 표 1은 각 실시

간 랫폼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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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특징 장 단

ZOOM
최  1만명 

속 가능

피교육자의 

참여 과정 간단
무료 40분 제한

Hangout
최  250명

속 가능

다른 구  

서비스 연동 가능
화질

Teams
최  250명 

속 가능

MS오피스와 

연동 가능

소기업/스타트업 

무료버  지원

RSupport
최  30명

속 가능
고화질 크롬만 지원

WebeX
최  250명

속 가능

용량 일

송 지원

화질  음성의

질이 낮음

Band
최  1천명

속 가능
무료 사용 가능 참여과정 복잡

YouTube
최  인원

제한 없음

고화질  무료 

사용 가능
참여자 확인 힘듬

Chime
최  250명

속 가능

설치 과정이

없음

모바일 기기 

화면공유 불가

Slack
최  15명

속 가능
고화질

무료 버 은

1:1만 지원

Voov

Meeting

최  300명

속 가능
고화질

무료 인원수, 

시간 제약 존재

Blue

Jeans

최  100명

속 가능
고화질  고음질 무료 미제공

Uber

conference

최  100명

속 가능

간단한 

인터페이스 제공

라우  

호환성 낮음

Gotomeeting
최  3천명

속 가능
고화질 무료 미제공

표 1 랫폼별 특징  장/단

  표 1에서 분석한 특징을 기반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실시간 랫폼으

로 보안 이슈를 정리하 다. 

 Zoom은 각 회의의 속 번호만 알아내면 구나 회의에 참여할 수 있

을 만큼 보안 조치가 약해서 올해 4월 해커들이 진행 인 상 회의

에 무단으로 참여하여 오 발언과 외설  이미지로 도배하여 회의를 

단시키는 문제가 발생하 다. 한 개인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지 과 제로데이 취약 , 의 데이터가 국 서버를 경우 한

다는 사실 등이 밝 졌다[4].

 Teams는 올해 4월 사용자에게 일반 GIF 이미지를 보내 계정을 탈취

할 수 있는 취약 이 발견되었다. 이는 데스크톱  웹 버 에서 한번

에 여러개의 계정에 근  스 드 탈취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5].

 Rsupport는 실시간 랫폼에 속하기 해 사용되는 인증서가 외부

로 유출가능 험성이 발견되어 재는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신규

인증서로 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WebEx는 XML programmatic interface 취약 으로 인해 공격자가 

특수하게 조작한 URL을 보안이 취약한 장비에서 요청될 경우 

CWE-200 취약 이 발생하게 되고, 이후 추가 인 공격에 노출될 

험이 있다. 올해 1월 웹엑스 미 즈 스 트 사이트들과 웹엑스 미 즈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발생한 익스 로잇  취약 으로 인해 인증을 통

과하지 않은 공격자가 비 번호로 보호되어있는 회의 세션에 무자격

으로 참가하게 되는 보안문제가 발생되었다[6][7].

 slack은 해커가 슬랙 계정을 가로챌 수 있다는 보안 문제가 이미 보고

된바 있다. 이 취약 을 이용해 해커는 피싱 페이지로 사용자를 유도

한 후 사용자의 슬랙 토큰을 몰래 탈취할 수 있게 된다. 탈취한 토큰은 

연속된 문자에서 구별할 수 있는 단 로, 사용자 권한 인증에 사용되

고, 토큰을 훔치면 사용자 계정에 한 근 권한을 얻는 용도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 

Ⅴ. 결 론 

  최근 COVID-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

다. 올해 1학기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된 고와 마찬가지로 2학기

도 면과 비 면을 함께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 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  상황에 맞는 랫폼을 찾기는 힘들며 매우 다양한 랫폼이 존재

하는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랫폼들을 환경  상황에 맞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특징  장/단 과 보안 문제를 정리하 다. 이러한 특징  

장/단 과 보안 문제를 정리하여 자신에게 맞는 랫폼을 찾을 수 있도록 

하 다. 이 논문을 보고 특징  장/단 과 보안 문제를 고려하여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필요한 랫폼을 찾아서 안 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 논문을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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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COVID-19가 장기화 되면서 등학교부터 , 고등학교, 학교까지 비 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다. 비 면 온라인 강의에 

사용되는 로그램의 경우 기존 양방향 원격수업 랫폼  ZOOM, Google Meet, WebeX, Teams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한다. 

비 면 수업에활용되는 랫폼들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되는 보안 이슈가 문제가되고 있다. 

개인별 참여에 따른 개인정보와 녹화 상 유출  권한이 없는 사람의 근이 발생할수 있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양방향 원격수업 랫폼  표 으로 사용되는 ZOOM과 Teams의 보안 이슈를 분석한다. 

Key Words : Untact, real-time, class, security, zoom, teams

 

Ⅰ. 서 론 

 COVID-19의 상황이 장기화 되고, 사회  거리두기의 단계가 상향되면

서, 기존의 면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실시

간 원격수업 랫폼 ZOOM, Google Meet, Teams등을 이용하여 비 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비 면 수업으로 인

해 기존 랫폼들은 서버 트래픽 문제, 화질 하, 보안 문제 등이 발생하

게 되었다. 특히 보안 문제로는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비인가자의 속으

로 인해 개인민감정보  수업정보 탈취공격, 랫폼에서 제공되는 내장 

채  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삽입공격과 같은 보안 사고들이 발생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시간 원격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

는 ZOOM과 Teams의 최근 보안 사고와 발생 가능한 보안 이슈를 분석한

다. 

Ⅱ. 련 연구

 실시간 원격수업 랫폼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토콜은 표 으로 

XMPP, 종단간 암호화, TCP,UDP등을 사용한다. XMPP(Extensible 

Messaging and Persence Protocol)은 XML에 기반한 메시지 지향 미들웨

어용 통신 로토콜으로써 연결된 지 간의 메시징, 상태값들을 실시간으

로 달이 가능하게 하는 규격이다[1]. 인스턴스 메신 (Instant 

Messenger)을 해 사용되었으며, ZOOM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채 을 실

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TC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은 연결 지향 로토콜로 네트워크

를 통해 시스템간에 송되는 통신 로토콜이다. 장치간 통신을하기 에 

연결을 설정하고, 데이터를 송한 후 연결을 종료한다. 상 라우터로 데

이터를 달을 보장하므로 신뢰성이 있다. 한 오류검사를 제공하므로 데

이터의 한 무결성이 성립한다. HTTP, HTTPS, FTP, SMTP등에서 쓰

인다[2].

 UDP(User Datagram Protocol)은 비연결 로토콜로 DNS, DHCP, 

TFTP, RIP, VoIP등에서 사용되며 수신자의 IP주소로 데이터를 송한다. 

간단한 체크섬 검사만 지원하며 목 지로의 데이터 달을 보장할 수 없

다[5]. UDP는 TCP는 데이터를 송만하기 때문에 빠르고 효율 이나 재

송이 불가능한 단 이 있고 로드 캐스 을 지원하며, 이 과정에서 

간자 공격이 가능하다[3].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은 메시지를 보내는 곳부터 받는 

곳까지 모든 과정에서 암호화된 상태로 메시지를 달하는 암호화 방식이

다. 통신 과정을 A->B->C 라 가정한다면 사용자A가 보낸 메시지는  서

버B를 지나 사용자C가 받는 형태가 된다. 통신 과정에 종단간 암호화가 

용되면 서버B는 A가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메시지의 

내용은 A, C 만 확인이 가능하다. 즉 양 끝에 있는 사용자만 메시지를 볼 

수 있으며, 간에 그 구도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원격

수업의 내용이 서버에 장이 되더라도 내용은 암호화 되어 서버에서 확

인할 수 없는 장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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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시간 원격수업 랫폼의 보안성 연구

1. ZOOM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시간 원격수업 랫폼 zoom의 경우 보안 문

제 으로 일반 인 취약성  노출, 채 을 통한 스니펫 취약  그리고 마

지막으로 종단간 보안 문제가 있다. 일반 인 취약성  노출(CVE)에서 

알려진 ZOOM의 첫 번째 보안 취약 인 CVE-2020-6109는 ZOOM이 

GIPHY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에 존재했다. 사용자가 ZOOM의 채  서비

스를 이용하여 GIF 그림을 찾아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GIPHY서비스가 실

제로 애 리 이션에 로드되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공격자가 보낸 GIF로 

인해 공격자가 디 토리 근 공격을 실행하여 악성 일을 피해자 시스템

내 원하는 치에 장하도록 허용하게 되었다.

 두 번재 취약 인 CVE-2020-6110은 채 을 통해 공유되는 ZOOM 응용

로그램 로세스 코드 스니펫의 취약한 버 에 존재한다. ZOOM의 채

기능은 XMPP표 을 기반으로 하며, 코드 스니펫 기능을 지원한다. 

ZOOM에서는 ZIP 일을 압축 해제하기  압축 일의 내용을 확인 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자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을 수 있다. 재 두 취약

은 ZOOM 클라이언트 버  4.6.10에서 수정했다.

 세 번재 취약 인 종단간 보안문제는 재 AES-256-GCM을 이용하여 

원격 수업을 호스 하거나 참여하는 기 과정은 암호화되어 있다. 그러나 

실시간 수업 상의 경우, 그림1와 같이 TCP와 UDP 통신을 기반으로 동

작되기 때문에 실시간 상의 경우 간자공격등에 취약하다. 

그림 1 ZOOM 랫폼 패킷

2. Teams

 Microsoft Teams는 GIF이미지를 보내 계정을 탈취할 수 있는 취약 이 

발견되었다. 이 취약 의 경우 데스크톱  웹 버 에서 여러 계정에 근

하고 화와 스 드를 탈취 가능한 보안상 문제 이 있다. 한 즈의 경

우 스크립트 기반으로 동작되기 때문에 쿠키정보 탈취를 통해 권한 획득

이 가능하다는 보안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림 2는 즈에서 쿠키정보 

획득을 통한 인증키를 획득할 수 있는 서버 인증서를 도식화 한 것이다[4]. 

그림 2. 쿠키를 이용한 권한 획득

Ⅴ. 결 론 

 COVID-19로 인해 갑작스런 언택트 기반 온라인 교육이 실시되면서 수

업에 사용되는 실시간 원격수업 로그램의 개인정보 유출, PC감염 등의 

보안문제가 두되고 있다. ZOOM의 경우 채  서비스를 이용시 GIF 그

림 이용  일 공유시에 발생하는 보안문제 은 수정되었지만, 음성통신

이 UDP로 이루어져 있어 데이터의 유출문제의 험성과 확실하지 않은 

종단간 보안의 문제 이 남아있다. 한 부분 실시간 원격 수업 로그

램의 경우 해외업체에서 개발된 것으로 개 서버가 외국에 치해 서버

의 안 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향후 지속 으로 상 압축  보안 

기술이 용된 종단간 암호화 기법이 용된 랫폼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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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 장의 물건 운반 방법들은 인간이 직 으로 힘을 사용하여 자동화 시스템에 부합하 다. 본 작품은 외선 센서, 블루투스 

모듈, 모터 드라이버, 온습도 센서를 이용하여 무선 조종, 라인 트래킹 시스템을 사용하여 흐름도에 따라 동작한다. 장의 차를 자동

화시킴으로써 인건비 감  생인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동  자동 시스템으로 구성된 차를 통해 잔 내 물건 운반을 효울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Key Words : Carrying, Automation, Infrared Rays sensors, Motor driver, Temperature and Humidity sensors

Ⅰ. 서 론 

 무인 운반차의 도입으로 일부 작업장에서는 사고 발생률이 감소했다. 사

람들은 더 이상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지 않아도 되며, 자재 운반 시 발

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잠재  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 작업

자의 업무 재해의 험을 여주고 무인운반차는 재의 인력을 체하기 

한 것이 아니라 재의 인력을 지원하기 한 것이다. 차량들은 반복

인 작업에도 끊임없이 움직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가 다른 

부분에 집 할 수 있게 만들어 결과 으로 생산성 극 화에 도움을 다. 

물체 감지  회피 시스템과 같은 무인 운반차의 안내 시스템은 하게 

평가되지 않으면 잠재 으로 험을 래할 수 있다. 흔히 공장에서 사용

하는 무인 운반차는 생산라인에서 물건을 옮기는 역할을 하고 인건비 

약과 시간단축에 도움 된다. 사내에서는 수동 으로 차를 움직여 라인마

다 운반을 했던 차를 AGV로 체라기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 이 있

으며 크기 등 소한 공간 때문에 도입하기 어려웠다. 이 단 들을 보완하

기 해 AGV의 기능을 모방한 사내 재료, 코딩을 통해 가 비용으로 IO

T 차를 고안했다.

Ⅱ. 본 론 

 그림 1은 Inventor 3D 설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 완성 작품을 스

치한 모습이다. 기본 베이스인 철제 임을 바탕으로 외부에는 외선 

(Infrared Rays) SENSOR 와 I2C LCD Module, 컨트롤 박스 내부 형태, 

여러 층으로 PCB를 재하는 매거진을 볼 수 있다.

그림 1. 셀  워킹 카트 모델링

1. 시스템 구성

 그림 2. 반자동 이동 차 기능 블록도

 그림 2는 Self Working cart의 기능 블록도이다. 로세서가 치한 제어

부를 심으로 조작부, 입력부, 출력부, 통신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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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부는 입력부의 센서들의 값을 받아 출력부의 장치들을 구동시키는 두

뇌 역할에 해당한다. 외선 센서가 라인 감지를 통해 0과 1로 된 값을 

로세서로 달하면 미리 로그램이 된 코딩이 한 의 모터를 제어 한다.

조작부는 사용자의 의도(수동, 자동) 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애 리 이

션을 제작하고, 로세서와 차사이의 명령 달을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이루어진다. 후좌우로 이동을 하거나 장에 설치된 검은 라인을 인식하

여 지정된 경로로 이송할 수 있게 해 다. 라인을 추 하는 원리는 왼쪽 

외선 센서가 입력이 되고 오른쪽 외선 센서가 입력되지 않으면 왼쪽

바퀴보다 오른쪽 바퀴의 회 을 더 빠르게 시켜 방향을 조  가능하게 한

다. 반 의 경우도 이와 같은 원리로 동작 시킨다. 입력부에서는 외선 센

서와 DHT-11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 는데 센서의 측정치를 제어부의 

로세서로 값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출력부는 제어부의 명령을 받아 차

를 동작하기 해 L298N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 하 다. 외선 센서로부

터 오는 값을 로세서에서 디지털 핀을 통해 모터 드라이버의 EN1~EN4

를 통해 모터드라이버에 신호를 달하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모터 1과 

모터 2에 동작 신호를 보내게 된다.

LCD 모니터에 온습도 센서의 온도, 습도를 측정하여 띄우는 역활을 한다. 

온습도 센서를 사용한 이유는 SMT(Surface Mounter Technology) 장 

Printer 공정에서 사용하는 Solder Paste라는 땜납 분말에 럭스를 혼합

하여 페이스트 상으로 한 것으로 린트 배선 기 의 땜납에 사용되는데, 

이 Solder Paste가 온습도에 민감해 도가 약해짐에 따라 제품의 불량을 

래할 수 있는 한 리 사항이기에 차를 사용할 때 시각  동선

을 고려하여 배치하 다.

2. 기  배선  어 리 이션

그림 3. 반자동 이동 차 기  배선도

그림 3은 Fritzing 로그램을 이용하여 배선을 한 모습이다. 앙의 로

세서를 기 으로 L298N 모터 드라이 , 2개의 외선 센서, LCD 모니터, 

배터리, 2개의 모터가 배치되어있고 드보드에 HC-06블루투스 모듈, 

DHT-11 온습도 센서가 배치되어있다. 실제로 회로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

능, 품명, 규격을 표 1에 나타낸다.

표 1. 부품 규격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차의 자동/수동 조작을 무선으로 명령하기 하여 

App Inventor를 사용하여 애 리 이션을 제작했다. 디자이  화면에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을 통하여 애 리 이션 화면을 디자인하고 기능

을 수행하는 버튼, 블루투스 연결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화살표의 수동 

조작 버튼, 그리고 라인 추 에 사용할 사인 추  버튼을 볼 수 있다. 그림 

4는 애 리 이션의 디자인이다.

그림 4. 어 리 이션 디자인 설계\

Ⅴ. 결 론 

 기존의 장에서 사용하던 차와 외선 센서, 모터, 모터 드라이 , 블

루투스 통신을 결합하여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 움

직일 수 있는 차 시스템을 구성하 다. 장에 라인을 구성하여 실제 동

작을 확인 하 다. 차의 임 부분은 무거운 짐을 올리기에 괜찮지만 

캐스터 부분의 보강을 조  더 한다면 더 무거운 짐을 재할 수 있을 것

이다. 장에서 추구하는 자동화 시스템에 물건 운반 공정에 사용된다면 

인건비 약, 생인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수의 차

들이 이런 조종이 가능한 차로 개조가 된다면 컨트롤 타워에서 제어를 

하고 달하는 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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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품명 규격

제어부 MEGA 16MHz

모터드라이 L298N 5~35V

DC모터 MV-37 12V

외선센서 외선센서 3.3~5V

통신모듈 HC-06 9600[bps]

배터리 HY-2600 2600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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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an air -cleaning system to help r emove fine dust and r elieve str 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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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폐된 실내의 미세 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를 표시하며, 미세 먼지 오염 단계별로 다단계 필터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 청정 시스템 구성에 해 설계 차와 시작품 결과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스트 스 완화을 한 방향 기능을 보강하고, 

무선 표시 기능을 부가한 결과,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가 30
보다 낮은 상태의 공기 청정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실제 환경에 

용시 제한사항들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확인하 다.

Key Words : Fine dust air purifier, Fine dust sensor, DC fan motor, App Inventor, Bluetooth module, Humidifier-

Module, light Sensor, stress relief, lavender fragrance

Ⅰ. 서 론 

미세먼지는 육안으로 찰하기 힘든 매우 작은 먼지이기 때문에 만성 

기 지염, 폐기능 손상, 면역력 약화 등으로, 천식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유발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 zation)로부터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기 의 미세먼지는 

입자의 직경이 10보다 작은 PM 10과 2.5보다 작은 PM 2.5로 

나뉜다.[1]

  그림 1. 측별 평균 미세먼지(PM 2.5) 농도(
)

 그림 1은 실내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외부의 농도와 비례하는 것을 나

타낸다.[2][3]  

  미세먼지 센서와 온⋅습도 센서를 사용하여 외부 환경값을 측정하고, 

지정괸 환경 상태에 따라 필터 사용, 환풍시설 동작, 방향 기능 수행의 과

정이 진행되도록 설계한다.

공기청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라벤더향이 첨가된 용액의 표면에 있는 가

습 모듈이 동작하여 방향 기능을 수행한다.

Ⅱ. 시스템 구성  

그림 2. 하드웨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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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는 하드웨어 구성도이며, 앙제어부, 팬 모터 제어부, 미세먼지 제

어부, 온․습도  조도 감지부, 가습기 모듈, 통신 모듈, 스마트폰으로 구

성한다. 앙제어부는 미세먼지 농도와 온․습도를 측정하고, 팬 모터 제

어부의 동작을 결정한다.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가 특정 값을 과할 경우 

팬 모터의 동작  속도를 제어한다. 이 때 미세먼지 필터에서 외부의 공

기를 빨아들여 미세먼지를 걸러냄으로써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다. 이후에 

가습기 모듈이 30  동안 동작하여 라벤더향 방향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으로 통신 모듈을 사용하여 미세먼지와 온습도 제어값을 무선으로 송

한다. 한 조도가 특정 값보다 낮게 측정되면 팬 모터 동작이 자동으로 

종료된다.

그림 3. 동작 흐름도

그림 3은 시스템의 동작 흐름도이다. 미세먼지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

로 2 마다 값을 받아들인 뒤 미세먼지 농도가 80 
보다 높을 때, 

내(외부) 공기청정용 팬 모터를 동작시킨다. 이것으로 환기가 안 되는 실

내 공기 의 먼지를 미세먼지 필터가 흡착하고, 깨끗한 공기만을 실내로 

방출시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

공기청정이 완료된 후, 가습 모듈이 30  동안 동작한다. 이 때 라벤더향

이 첨가된 용액이 분무되어 스트 스를 완화시켜주는 방향 기능을 한

다.[4]

공기 청정 기능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는 두 가지이다. 공기청정을 시작후 

미세먼지 농도가 30 
 보다 낮아지면 공기 청정 기능을 종료한다. 

한 조도 값이 100 lux 보다 낮으면, 늦은 밤 는 사용자가 없는 환경이

라고 인식하여 공기 청정을 종료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동으로 시스템을 

ON/OFF시키는 무선 제어기능도 부가한다. 그림4는 무선 송 로그램

의 흐름도와 표시장치의 화면 설계를 나타낸다.

표시 로그램의  화면 구성으로 무선 연결 버튼,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온도, 습도 표시, ON/OFF 제어, 자동⋅수동 설정 메뉴들을 나타낸다. 미

세먼지 농도를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 어 화면에 미세

먼지 농도를 표시한다. 미세먼지 농도를 단계별로 나 는 기 은 한민

국 미세먼지 기 법을 참고한다.[1]

그림 (a) 로그램 흐름도

그림(b) 로그램 화면 구성

그림 4. 무선 송 로그램의 흐름도와 표시장치의 화면 설계

Ⅲ. 결 론 

 제작한 공기청정 시스템은 자동으로 설정된 4단계에 따라 다단계 필터 

기능을 수행하 고, 라벤더향 방향 기능을 통해 스트 스 완화가 가능

한 상태까지 개선하 다. 한 무선 표시 기능을 부가하여,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범 에서 사용자가 환경 데이터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

으로 인해 사용자의 공간 제약 없이 공기 청정시스템을 ON/OFF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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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활동 심 비 면 수업 사례를 통한 공학기술분야 교양 교육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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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면 비 면 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 교양 컴퓨  사고 교과목의 수업 사례를 바탕으

로 향후 공학기술분야 교양 교육의 방향에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실험·실습과  활동이 많은 공학기술교육의 특성 상 비 면 수업에  

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비 면 수업  실시간 방향 수업의 경우 원활한 상호작용, 실시간 피드백, 학습 리의 

효과성 등으로 인해 이에 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학기술분야 교양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시간 

방향 수업 사례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해 D 학의 컴퓨  사고 교양 교과목에서 실시간 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12개 반의 교육 자료를 목  표집하여 수집하 으며 이를  귀납  근방식을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학교 자체 학습 리시스템(LMS)과 실시간 방향 수업 랫폼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의 상호 극 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며 소그룹 

활동 심의 다양한 활동에 한 구체 인 피드백이 제공되고 있었다. 그러나, 로그래  실습 수업 운 에 있어서는 실시간 방향 

수업과 콘텐츠 활용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 이었으며 이는 제공된 콘텐츠가 학습자의 자기주도학습을 한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를 통해 비 면 교육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학기술분야의 교양교육이 2020년에 이루어진 다양한 비 면 

수업 사례의 장단 을 보완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로 발 되어야 할 것이다 .

Key Words : Covid-19 pandemic, Engineering & Technology education, Non-face-to-face class, Real-time 

Two-way class, Case study, Computational Thinking

Ⅰ. 서 론 

 COVID-19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교육부는 학에 4주 이내 개강 연기를 

권고하고, 2020학년도 1학기 학 학사운  권고안을 통해 코로나19가 안정

될 때까지 비 면 수업을 하도록 권고하 다[1]. 이에 따라 학은 2학기인 

지 까지 비 면 수업을 연장하여 학사 운 을 하고 있다. 이에 공 교과목 

뿐 아니라 교양 교과목도 비 면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COVID-19 팬데믹 상황 이 에는 교양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 하는 교

과목의 비율이 체의 20%미만이었음[1]을 감안하면 교양교육에서 온라인 

수업, 즉 비 면 수업에 한 비가 일반 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한국 학교육 의회 연구에 따르면 K-Mooc 등 온라인기반 학습 활동의 

심도와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온라인 교양교육강좌의 개발  

활용 등을 모색해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2].  

 통 인 교양 교과목인 인문학 기반의 수업과는 달리  실험실습 수업,  

 기반 학습, 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 기반 학습 등 면 수업을 통해 이

루어져야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공학기술분야 교양교과목 수업은 비 면 

수업이 되면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많은 학에서 실험 

실습 과목을 주로 면 수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등 비 면 수업의 한

계 을 극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사 운

도 부분 공 교과목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학의 교양교육이 운

 사각지 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 면 수업의 지속가능성에 비하여 공학기술분

야 교양교육의 발  방향을 모색하기 해 D 학 공학기술분야 교양교과목

인 ‘컴퓨  사고’ 12개 분반의 수업을 목  표집을 하 다. 이 때 수집된 수

업 사례를 분석하기 해 귀납  근법에 의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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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학기술분야 교양교육의 비 면 수업 방안과 련

한 발  방향을 모색하 다.  

Ⅱ. 비 면 수업 유형별 사례

  수업 사례에 한 분석 결과 비 면 수업의 유형은 크게 실시간 방향 수

업, 콘텐츠 활용 심 수업, 과제 수행 심 수업 등으로 나  수 있었으며 

각각의 수업을 통해 활동 심의 비 면 수업 활동이 이루어졌다.  

1. 실시간 방향 수업

  수집된 12개의 수업은 1학년 필수교양과목으로서 실시간 원격 교육 랫

폼을 활용하여 실시간 방향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활용하는 수업 랫

폼은 학교 자체 학습 리시스템(LMS)과 연동된 ZOOM이었다. 학생수가 많

은 경우 방향 수업의 효과성  랫폼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개 

강좌 당 30~32명의 학생이 수강인원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2개 강좌의 경

우 60~62명의 수강인원으로 실시되고 있었다.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수업 랫폼의 소그룹 활동 기능을 사용하거나 

구  잼보드, 패들렛을 활용하여 소그룹 활동 시 필요한 메모  보드의 기

능을 신하 으며 구  chat, 카카오톡 상 통화, LMS 내  채 방 등을 

활용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의 창구로 활용하 다. 비 면 활동의 특성상 면 

수업 때와 같이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보드 등을 활용하여 활동 상황이나 내

용을 정리할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었으나 구  잼보드를 활용하면서 온

라인 상에서도 서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느끼

고 있었다. 한, 구  설문, 네이버폼을 활용하여 활동 상황을 수시로 검

하고 활동 과정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a) google jamboard              (b) naver form

(c) LMS 내 기능 활용

그림 1. 비 면 활동의 편의성을 극 화시킨 온라인 툴 활용 사례

  비 면이지만 화상으로 소그룹 활동을 하는 이 있는 반면 처음부터 끝

까지 화상이 아닌 온라인으로만 활동을 마무리하는 도 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비 면 수업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채 창을 통해 의사소통

하는 것이 익숙한 학생들이 화상으로 조차 면하지 않고도 온라인 툴을 통

해서만도 의견을 교환하는 것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한, 평가요소를 세분화하여 극 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

도록 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 면 활동에서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진 후,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을 발

표 하게 될 경우 시간의 효율성을 해 학생들이 발표 상을 제작하도록 하

여 이를 공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때에도 학생들이  타 학생의 발표를 확

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도록 구  설문이나 네이버 폼을 활용하 으며 동료평

가를 통해 능동 이고 극 인 평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다. 

한, 구  잼보드에 자기 성찰을 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평가  자기 

반성의 기회를 미련하 다. 이는 온라인 수업 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취감을 통해 가장 큰 교육 효과를 나타냈으며 자기 평가  

자기 반성 활동 참여를 통해 온라인 학습의 성취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상 D 학의 실시간 방향 수업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기존 온라인 

수업의 단 으로 지 되어온 상호 력을 통한 력 수업[4]의 어려움은 개

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활동 과제 제시, 소그룹 활동 과정

을 확인하는 시스템과 온라인 툴, 활동 과정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온라

인 활동지 개념의 온라인 설문 등의 다채로운 방법들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라

고 할 수 있다.  

2. 콘텐츠 활용 심 수업

  콘텐츠 활용 심의 수업은 교수자가 제작한 녹화 강의를 학습자가 시청

하면서 학습을 하는 형태이다. 이 수업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 에 다음 차시에도 계속 활용되게 될 내용들을 심으로 콘텐츠 활

용 심 수업의 만족도가 높았다. 

  콘텐츠 활용 수업은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업 시간 체를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법과 실시간 방향 수업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안내한 후, 즉각 인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이 때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해 시청하는 동 상의 경우는 이 수업 유형에서 제외하

으며 도입- 개 – 정리의 교수-학습과정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이 유형으

로 분류하 다. 

  콘텐츠 활용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이는 추후 학습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경우, 계속 반복하여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컴퓨

 사고 과정 에 자동화를 해 알고리즘을 구 하기 시작하면서 콘텐츠 

활용 심 강의에 한 학생들의 요구가 더 높았다. 

3. 과제 수행 심 수업

 과제 수행 심 수업은 교수자가 학습자가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학습한 내

용을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과제 수행 심 수업은 많

은 부분을 차지할 수 없으며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숙지한 후, 심화된 학습

이 필요로 할 때 교과목의 목표  빅아이디어를 수행해야 하는 장기간에 걸

친 로젝트형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 이 때 공정하

고 객 인 평가를 해 과제 평가에 한 루 릭을 제시해야 하며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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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기 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 과제 수행 시 어려움이 있거나 질문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D 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코스모스라

는 애 리 이션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간에 질의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 으며 교수자는 이메일 등으로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었

다. 한, 실시간 방향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요청하여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과제 수행에 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실시간 방향 에 이루어지는 과제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해결할 수 있

는 난이도와 분량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기간에 걸친 로젝트의 경우에는 

교수자가 로젝트 활동의 진행 상황을 체크하여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 한 

긴장감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Ⅲ. 비 면 수업의 지속가능성에 비한 공학기술분야 교양교

육의 방향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 면 수업의 지속가능성에 

비한 공학기술분야 교양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해 목 표집을 통해 12

개반의 수업사례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 다. 분석결과 비 면 수업 유형에 

따라 3가지의 수업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학기술분야의 가치를 실 하기 한 노력이 계속이어져야 할 것이

다. 공학기술분야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반 학습을 통해 상호 력

인 공학기술을 다루어왔다. 하지만 가정에서 비 면 수업을 듣는 경우에는 

집에 다양한 도구나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한된 수업 주제는 

공학기술분야의 가치를 실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

서 학습 환경과 도구, 장비를 최소화하거나 집안에 있는 도구를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여 교양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를 들면 컴퓨

사고와 같은 과목은 등학교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 러그드 활동

에 한 학교양교육 차원의 연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공학기술분야의 교양교육에서는 새로운 분야의 내용을 습득하게 되

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콘텐츠 활용 심의 수업이 실시간 방향 수업과 병

행되어야하며 이에 한 피드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이 교수자가 될 수 있도록 보

다 빠르고 극 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빠르고 극 인 피

드백은 특히, 공학기술계열의 공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더욱 효과

이고 의미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셋째, 공학기술분야의 교양교육에서는 보다 명확한 강의 주제와 체계 인 

교수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한, 분량에 있어서도 면 수업에 

비해 차이가 나는 부분이 많으므로 더욱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비할 필요

가 있다. 방 한 양의 내용을 가르치기보다 핵심 인 내용을 재구성하여 체

계 인 교수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공학기술분야 교양교육에 

맞는 온라인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공유함으로써 공학기술분야 교양 교육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학기술분야의 교양교육에서는 공학기술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공학기술  리터러시의 표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공학기술분야의 교양교육에서는 디지털 리

터러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비 면 환경에

서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공학기술분야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학습 방법  자료 등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 을 한 공학

기술분야 교양교육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활동을 통

해 비 면 수업 활동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비 면 수업의 

개선에 한 연구도 지속 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교육부 코로나 19 련 교육 분야 정보, Available at: https://www.moe.go.kr/s

ub/info.do?m=580101&page=580101&num=03&s=moe

[2] 유기웅, 정종원, 박지 , “우리나라 4년제 학 교양교육 황 실태 분석 연구“, 

한국 학교육 의회, 2014. 

[3] Wang. F. H..“An exploration of online behav- iour engagement and achievem

ent in flipped classroom supported by learning management system.” Comput

ers & Education, 114, 79-91, 2017.. 

[4] 이동주(2004).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상호 작용증진을 한 공동체의식 

형성에 한 고 찰. 교육공학연구, 20(3), 51-71.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393 -



립 러닝 모델을 활용한 학생 야구선수 비 면 지도방안

신동찬*,  김세민**

*인하 학교,  ** 주교육 학교
*12184934@inha.edu, **imsil303@hotmail.co.kr

                           

Fl i pped Lear ni ng Model  based
Soci al -Di st ance Coachi ng Pl an for  St udent  Basebal l  At hl et es

　Dong-Chan Shin*,  Semin Kim**

*Inha University,    **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  약

본 연구는 교수설계 과정 모형인 ADDIE 모델을 기반으로 립 러닝 모델을 학교 야구부 훈련에 목하여 비 면 지도방안을 연구하

고, 요구되는 교육 여건을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통해 야구부의 훈련을 립 러닝 모델로 완 히 체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일부 훈련의 

체는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립 러닝을 통한 학생 야구선수 지도를 해서는 어느 정도의 ICT 인 라 구축이 요구되

는 어려움이 있다. 결국 ICT 인 라 구축의 원가를 감할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학생 야구선수의 비 면 지도도 실 될 수 있다.

Key Words : ADDIE, Flipped Learning, Student Athletes, Coaching Plan, Sports Education, Data

Ⅰ. 서 론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선수들의 훈련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

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간 학교 야구부는 합숙을 통한 면 지도로 경험을 

쌓아왔지만, 사회  거리두기로 이와 같은 면 지도가 지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DIE 기반의 립 러닝 모델을 기존의 훈련 방식

에 목시켜 학생 야구선수들을 한 비 면 지도 방식을 연구하고, 방안 

실행에 요구되는 교육 여건을 밝힌다. 비 면 교육에 보편화된 블 디드 

러닝 모델이 아닌 립 러닝 모델을 활용하는 이유는, 연구 상이 체육활

동이므로 신체활동을 통한 학습의 비 이 크기 때문이다[1]. 한 립 러

닝이 온라인에서 개별 학습을 진행하고 활용 학습을 오 라인에서 진행하

는 것과 달리, 블 디드 러닝 방식은 오 라인 활동이 필수불가결한 모델

이기에 면 비 면 상황을 가정한 연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2].

  본 논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련 연구를, 3장에서는 연구 

차를 기술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다루고, 5장에서 이에 한 결론

과 제언을 맺는다.

Ⅱ. 립 러닝 모델

  이동엽(2013)에 따르면 립 러닝은 ADDIE 모델을 통해 수업 요소 분

석과 수업 설계, 수업 실행, 수업 평가 그리고 성찰의 5단계 구조로 재구성

된다. ADDIE 모델은 교수설계 과정을 일반 으로 형상화한 모형인데, 이 

모델의 5단계를 통해 립 러닝을 재구성한 모델은 표 1과 같다[3].

표 1. ADDIE 모델 기반 립 러닝 모델 (이동엽, 2013)

Stage Elements of Each Stage

Analysis

Teacher and 

Student’s 

Characteristic

Digital Literacy

Teaching Method

Learning Method

Goal of Class and 

Content’s 

Characteristic

Class Goal’s 

Analysis

Class Content’s 

Analysis

Characteristic of 

Class 

Infrastructure

ICT Infrastructure 

of Students

ICT Infrastructure 

of Classroom

Classroom Style

Design

Class Contents Selection and 

Reorganization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Selection 

for Prior Learning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 Selection 

for Classroom Learning

Strategy Establishment for Flipped 

Learning’s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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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Class Material and Tool’s Development 

for Prior Learning

Teaching & Learning Method and 

Material’s Development for Classroom 

Learning

Establishing Activities for Each Stage of 

Class

Implementat

ion

Preparing Class Materials and Setting-up 

Teaching & Learning Environments

Strategy Practice for Class 

Implementation

Giving Feedback for Individualized 

Learning

Evaluation 

and 

Reflection

Class Implementaion’s Evaluation and 

Reflection

Class Result’s Evaluation and Reflection

Instructional Design Models for Flipped 

Learning’s Evaluation and Reflection

Ⅲ. 연구 차 

  우선 ADDIE 모형을 통한 립 러닝 모델에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5단계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인  물  환경을 확인했다. 이를 확

인하는 것은 립 러닝이 성립되기 해 요구되는 여건을 악하는 사  

조사와 같다. 한 립 러닝의 구성을 세분화하여 악함으로써 연구 

상에 목할 때 논리의 오류나 간과를 방지하기 한 것이다.

  그 다음, 립 러닝 모델을 학교 야구부 훈련이라는 연구 상에 목시

켜 비 면 지도방안을 연구하고, 해당 지도방안의 실용화에 있어 필요한 

교육 여건이 무엇인지를 밝혔다. 디지털 리터러시와 같이 학생과 지도자 

개인에 따라 합성이 변동되는 요소는 평가 기 에서 제외한다.

Ⅳ. 연구 결과

그림 1. 학교 야구부 훈련의 ADDIE 기반 립 러닝 모델 목

  

  수업의 분석(Analysis)에서 수업의 목표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야구

부의 훈련이 이미 회 비를 통해 목표 지향 이므로 가능한 일이다. 한

편 기존 선수 지도법의 완 한 정보화는 야구부 훈련을 한 별도의 ICT 

인 라가 없으므로 어려운 일이다. 다만 지도자와 학생선수 간의 단순한 

화상연결 수 의 ICT 강의환경만을 필요로 하는 훈련은 실  가능하다.

  수업의 설계(Design)는 지도 활동 선정과 략 수립이 주를 이룬다. 이

는 코치가 어떤 훈련을 수행할지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설계 자체를 

행함에는 기존 수업 방식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ICT 환경이 미비 되었다

면 그만큼 지도자가 설계 가능한 활동의 폭이 어든다. 잘 구축된 ICT 환

경이 곧 양질의 온라인 수업의 거름이 되기 때문이다[5].

  수업의 개발(Development)은 지도법  지도용 자료 개발이 해당된다. 

면 훈련의 체 지도방안의 개발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코로

나19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학 교양 체육 실기 수업 사례에서 교육자들

이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를 보면, 야구부 

지도자들 한 지도법을 개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1].

  이 의 단계에서 지도자가 지도법의 수행 가능성을 검토하 다면 수업

을 실행(Implementation)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단, 네트워크 오류와 

같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한, 지도자가 학생 선수 개인에 맞추어 

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해 학생의 신체능력을 객

으로 단할 만한 데이터가 수집되고 지도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수업의 평가(Evaluation and Reflection)에서는 수업에 한 성찰이 이

루어지는데, 이때 지도자는 자신의 지도법에 한 평가 피드백을 학생 선

수로부터 받게 된다. 만일 수업의 평가가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후 수업의 실행에 있어 한 지도와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ADDIE 기반 립 러닝 모델을 학교 야구부의 훈련에 

목시켜 지도방안과 그의 실용화에 요구되는 교육 여건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야구부의 모든 훈련을 립 러닝 모델로 체하는 것은 어려우나, 일

부 훈련은 충분히 지도자의 지도법 개발로 비 면 지도가 수행 가능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는 지도자의 교육법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립 러닝은 선수 지도를 원활하게 하기 한 ICT 인 라 구축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ICT 인 라의 구축과 활용에 있어 원가를 감하고 

보편화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립 러닝을 통한 학생야구 선수 비 면 

지도의 장 실용화와 보편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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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4차 산업 명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육까지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수요가 차 증가하

고 있다.  세계 으로 정규 교과과정에 소 트웨어 과정을 편성하며 IoT 생태계, 코딩교육에 을 두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2018년도부터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보 과목을 필수 교과 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며 소 트웨어 교육을 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해  세계 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범용 개발 환경 도구인 아두이노를 기반으

로 하여  IoT 교육 활성화를 한 아두이노 코딩 교육의 체계를 연구한다.

Key Words : Arduino, Cording Education, SW Education, Creative Education

Ⅰ. 서 론

 우리는 재 4차 산업 명 시 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명이란? 인

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이 경제, 사회 반에 융합

되어 신 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  산업 명입니다. 4차 산업 명의 

핵심 기술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

행, 가상 실, 핀테크 등이 있습니다. 4차 산업 명시  인간의 일상생활과 

모든 산업 장이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교육 장

에서도 소 트웨어 교육을 수행함에 있어 일상에 활용하는 컴퓨터 과학  

사고력을 기르고 문제를 창의 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바 고 있다[1]. 한, 지식기반의 사회를 넘어 인공지능, 로 , 빅데이터 

등 창의성의 요한 시 가 도래되었다. 이에 창의  역량 강화 교육을 

심으로 한 코딩 교육 과정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2]. 

 이러한 사회  상황에 따라 입․출력 방식이 간단하며 개인이 로그램

한 결과를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코딩 교육이 아두이노 코딩 교육이

다. 아두이노는 “인공지능 교육”을 한 요소와 “메이커스 교육”을 한 

요소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을 해서, 음성 인식, 음성 합

성, 화와 같은 요소를 직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으며, 카메라 비 을 

활용한 사람과 사물을 인식하는 기능도 가능합니다. 한, 기 자 기

소자  센서, 그리고 모터를 사용하여 창의 인 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 

ICT 기반의 메이커스 교육도 가능하며, 인공지능 요소가 가미되어 더욱 

재미있고 창의 인 활동도 해볼 수 있다. 

 최근 교육 장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화하고 4차 산업 명시 에 맞는 다양한 교육 활동이 시도되고 있다. 그 

에서 가장 범용 으로 수행되는 교육 로그램이 아두이노를 활용한 코

딩 교육이다. 이와 같이 보자도 쉽게 근할 수 있는 아두이노 교육은 

코딩 교육의 입문자가 쉽게 근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체계  교육을 

한 참여자 교육 수 에 맞는 맞춤형 교육 로드맵의 구성이 필요하다. 한, 

교육 수 에 맞게 필요에 따라 이  단계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재학습

의 교육 로드맵을 구성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두이노 기 교육부터 심화교육까지 IoT분야 활성화를 

한 맞춤형 교육과정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는 아두이노 기

술  교육수 에 맞게 필요에 따라 이  단계 반복학습을 통한 재학습하

는 구조 설계를 한다. 마지막으로 제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1. 아두이노의 특징

  아두이노는 오  소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 AVR기반의 

보드와 이와 련된 개발 도구  환경을 말한다. 아두이노는 USB커넥터

를 통해 PC와 연결이 되며 별도의 추가 장비 없이 스 치라는 아두이노 

용 개발 환경 소 트웨어 작성한 로그램을 업로드 할 수 있다. 이러한 

스 치 로그램에서는 로그램의 개발부터, 업로드, 시리얼통신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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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3]. 그림 1은 아두이노 교육에 사용하는 보드와 

스 치 로그램이다 한, 아두이노는 다양한 센서와의 확정성이 가능하

다. 스 치, 버튼, 여러 가지 센서 등을 통해 입력신호를 받으면 이를 사용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래  하여 LED, 모터 제어 등을 함으로써 주

변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보드를 직  

조립, 배선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공개한 오  소스를 활용하여 보자

들이 쉽게 근할 수 있다[4]. 그림 2는 아두이노 운  시 활용되는 센서 

부품이다.  

그림 1. 아두이노 우노 보드  스 치 로그램

그림 2. 아두이노 센서

2. 교육 로드맵 구성

 4차 산업 명 시 의 변화에 따라 교육 장에서도 창의  활동을 유도

하기 한 소 트웨어 교육의 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교육 로그

램의 일환으로 소 트웨어 교육에 한 요성이 두되었으며, 그 방법으

로 범용성이 높은 랫폼인 아두이노 교육에 해 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두이노 교육에 한 교육 로드맵이 체계 으로 구성되지 않은 

일선 교육 장에서는 체험 주의 교육 는 외부강사를 빙하여 단순하

게 실습에만 치우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5]. 이에 교육 장에서 효과

으로 활용 가능하며 피교육자의 교육 수 에 맞는 맞춤형 교육로드맵의 

구성이 필요하다. 기 교육부터 창의창조교육까지 이루어지는 지속 인 

교육과정의 제공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 이  단계 반복학습을 통해 재

학습하는 교육로드맵을 그림 3과 같이 구성한다. 

그림 3. IoT 교육 로드맵

 

 도입 교육에서는 실제 하드웨어가 없이 코딩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활동

(자기주도형 교육)을 의미한다. 기 교육은 실제 하드웨어를 활용한 기 ‧

심화‧확장 기술을 모듈화해서 운 하며, 로젝트 교육은 코딩기술을 실

제 사물을 제작해서 용하는 활동이다. 창조 교육은 로젝트의 응용‧확

장 과정으로서 완  새로운 아이디어 기반의 로젝트‧멘토링 교육 과정

이다. 아두이노 교육을 해 그림 4와 같이 교육지도안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로드맵을 구성하여야 한다.  한, 그림 5와 같이 각 단계별 

다양한 교육 과정의 제공이 필요하다.

그림 5.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3.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

 아두이노 교육 과정을 구성함에 있어 회로의 이론 교육, 기  학습, 기  

실습, 로젝트 실습  응용으로 이어지는 교육 과정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표 1의 단계별 교육 과정은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홈 제작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

그림 4. 교육지도안  강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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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스마트홈 제작 교육 단계별 교육과정 구성

구분 내용 세부내용

도입교육 회로 기  학습

기와 회로에 한 기  학습하기

- 기란 무엇인가?

-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무엇인가?

- 펄스 폭 변조(PWM)란 무엇인가?

- 회로에서 항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 아두이노 IDE( 로그램) 설치는 어떻게 

하는가?

기 교육

소 트웨어

기 로그램 

기  실습

로그램 기  실습하기

- LED 깜빡이기

- RGB LED(모듈) 사용하기

- 버튼으로 LED 제어하기

- 피에조 부 로 멜로디 만들어보기

- 시리얼 통신 사용하기

- 조도센서(모듈)로 어두워지면 켜지는 

LED 만들기

- 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로 장애물 

감지하기

- 서보모터 움직이기

- 온‧습도 센서(모듈)로 온‧습도 확인하기

- I2C LCD로 문자 출력하기

로젝트

교육
로젝트 실습

로젝트 실습하기

- 스마트 홈 외  제작  회로 연결하기 

- 아침이 오면 알려주는 스마트 침  만들기 

(조도센서+피에조센서) 

- 가까이 오면 꺼지는  지킴이 TV 만들기 

(LCD+ 외선 감지 센서) 

- 햇빛에 따라 움직이는 스마트 블라인드 

만들기 (조도센서+서보모터) 

- 우리집 쾌 함을 책임지는 스마트 에어컨 

만들기 (온습도 센서+RGB LED) 

- IoT 스마트 홈 시스템( 로젝트 융합) 

만들기 

 

 도입교육에서는 아두이노 실습 교육을 진행하기에 회로기  학습을 한  

기와 회로 기  이론에 해 학습하도록 한다. 한, 아두이노 실습을 

한 아두이노 용 로그램 설치 과정에 해 학습한다. 

 기 교육에서는 소 트웨어  기 로그램 실습을 한 단순 LED 실

습이 아닌 그림 6과 같이 RGB 모듈을 이용한 LED 사용 등의 실습을 진행

한다. 한, 그림 8은 장애물이 감지 되었을 때 LCD로 문자 출력을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센서(버튼, 피에조부 , 조도센서 등)을 부착하

여 모듈 실습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회로기 학습  기 로그램 실습

을 활용한 로젝트 실습을 진행한다. 

 로젝트 교육은 기 교육에서 학습한 다양한 기  실습을 바탕으로 회

로 연결을 실시하며 스마트 홈이 가능한 IoT 제품을 만들도록 한다. 그림 

8은 스마트 홈 회로 연결을 스 치 로그램을 활용하여 스마트 홈을 회로

를 완료한 회로도이다.

그림 6. RGB LED 센서를 통한 LED제어

그림 7. 외선 장애물 감지 센서  LCD 문자 출력하기

그림 8. 스마트홈 회로 연결

Ⅲ. 결 론 

 미국은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신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 

랑스에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소 트웨어를 편성하며 IoT 생태계, 코딩

교육에 을 두고 있다. 이에 맞추어 한국도 2018년도부터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보 과목을 필수 교과 는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며 

소 트웨어 교육을 극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차 산업 명 시 의 변화에 따라 소 트웨어 교

육의 요성  교육 장에서 창의  활동을 유도하기 한 아두이노 코

딩 교육을 도입교육, 기 교육, 로젝트교육, 창조교육으로 체계화하여 

교육로드맵을 구성하 다. 지 까지의 아두이노 교육은 꾸 히 수행되고 

있지만 체계화된 학습 과정에 한 논의는 부족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

로 후속 연구로 아두이노 교육에 한 체계화된 커리큘럼에 해 논의하

고 로젝트 교육의 연장으로 창조교육의 일환인 산업체에서도 응용하여 

활용이 가능한 아두이노 체계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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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 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인  교육을 한 제반 로그램을 의미하며, 비교과 로그램을 

체계 으로 운 하기 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악하는 것이 필수 이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비교과 로그램에 한 학생들

의 인식을 통해 비교과 로그램의 운  방향성  개선방안을 IPA-Kano 모델을 용하여 탐색하 다. 이를 해 비교과 교육을 “학교 

운  비교과 로그램”과 “학생 주도 비교과 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연구자가 소속된 학의 재학생을 상으로 참여했던 비교과 로그램

의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 다. 조사는 2019년 11월 비교과 최종 발표회에 참여한 재학생을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되었

고, 총 313명이 응답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비교과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매력

으로 다가오는 비교과 로그램이 무엇인지 살펴 학교의 정책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Key Words : College Life Satisfaction, Extra-Curricular, IPA, IPA-Kano Model, Student Perception

Ⅰ. 서 론 

  학은 사회  요구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해 정규 교육과정 이

외에 비교과 교육에 해당하는 학습 공동체, 사활동, 취창업 컨설 , 외국

어, 독서 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도

록 노력하고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율 인 참여가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의 요구를 반 하여 학생 심 으로 다양한 로

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생역량 강화  체계  수립을 해

서는 비교과 교육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악해야 한다[1]. 이

에 본 연구는 학생들이 비교과 로그램에 한 학생들의 인식을 통해 비

교과 로그램의 운  방향성  개선방안을 IPA-Kano 모델을 용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Ⅱ. 이론  배경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1977년 Martilla and James가 개발하여 Journal of Marketing에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알려진 

IPA는 요도와 성과 두 가지 차원에서 품질의 특성을 분석하는 효과 인 

분석 방법이다.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의 상 인 요도와 성과를 악

하여 요도 비 성과가 낮은 변수를 우선 개선한다는 논리로서 요도

와 성과를 숫자로 표 하여 그림 1과 같은 매트릭스로 시각화할 수 있다. 

를 들어 2사분면인 “Concentrate Here” 역에 속한 변수들은 상 으

로 요도가 높고 만족도는 낮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 

상으로 선정하게 된다[2].

“Concentrate Here”

Quadrant Ⅱ

“Keep Up the Good Work”

Quadrant Ⅰ

“Low Priority”

Quadrant Ⅲ

“Possible Overkill”

Quadrant Ⅳ

그림 1.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2. Vavra’s Revised IPA

  IPA는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한 마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요도의 정성  비 칭성 등 IPA의 문제 이 제기되면서 수정된 모델

이 요 연구 상으로 부각되었다[3]. 그 안으로 Kano의 3요인 이론

(three factor theory)이 제시되었는데, 그림 2와 같이 품질 속성을 기본요

소, 실행요소, 매력요소로 구분하여 요도와 성과가 갖는 선형  계의 

문제를 해결하 다. 하지만 이 모델은 다소 복잡한 통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IPA의 간단명료한 분석 로직을 어렵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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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Kano Model

  이러한 단 을 보완하기 해 Vavra(1997)은 Kano의 이론을 바탕으로 

응답자가 직  평가하는 명시  요도(explicit importance), 반  만족

도와 속성의 표 화 회귀계수 값을 통해 도출된 내재  요도(implicit 

importance)로 구축되는 IPA 매트릭스를 제시하 다. 그림 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실행요소인 Ⅰ, Ⅲ사분면은 충족되면 만족도에 정  향을 미

치고, 충족되지 못하면 만족도에 부정  향을 미치게 된다. Ⅱ사분면은 

충족되지 못하면 불만을 주지 않지만, 충족되면 크게 만족을 주는 매력요

인이 된다. Ⅳ사분면은 당연한 기본요소로서 충족하면 만족이 높아지지 않

지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을 래하게 된다[5].

Low Explicit Importance /

High Implicit Importance =

Excitement Factors

High Explicit Importance /

High Implicit Importance =

Key Performance Factors

Low Explicit Importance /

Low Implicit Importance =

Unimportant Performance 

Factors

High Explicit Importance /

Low Implicit Importance =

Basic Factors

그림 3. Vavra’s Revised IPA Matrix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비교과 교육을 “학교 운  비교과 로그램”과 “학생 주도 비

교과 로그램”으로 구분하고, 연구자가 소속된 학의 재학생을 상으

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비교과 로그램의 요도와 만족도를 조사하

다. 조사는 2019년 11월 비교과 최종 발표회에 참여한 재학생을 상으

로 진행되었고, 총 313명이 응답하 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IPA-Kano 모델을 활용하여 비교과 로그램에 한 요구와 

만족 수 을 악하여 비교과 교육의 우선순 를 도출하고, 개선의 방향성

을 제시하 다. 학생들이 이 에 기 하지 못했던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비

교과 교육에 정 인 반응을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악하여 비교과 로그램의 매력 인 요인

을 찾아 학교 차원에서 행‧재정 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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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AI 리터러시 함양을 해 인공지능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한 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AI 리터러시는 인공지능의 시 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필수 이고 보편 인 능력이며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인지하

고 이를 시의 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때 인공지능 기술을 아는 능력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국가지능화 종합계획의 핵심  하나인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실 하기 해 , , 고, 학생을 비롯한  국민은 AI 리터러

시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AI 리터러시 함양을 한 AI 융합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 장에 용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인공지능 교육을 처음 받는 학생들과 교사들은 언 러그드 활동에 

큰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코딩과 연계된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느끼는 만큼 큰 성취감과 도 의식을 나타냈다.     

  

Key Words : AI literacy, AI Convergence Education, Technology & Engineering Education, Informatics Education 

Ⅰ. 서 론 

 정부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를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한 ‘인

공지능 국가 략’을 발표하 다. 이는 ‘IT강국을 넘어 AI강국으로’를 비

으로 하여 AI생태계 구축,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사람 심의 AI구  

3가지 략을 통해 국민, 기업, 학계 그리고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  역량

을 총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1]. 

 특히,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국가로 도약하기 해  분야에 AI를 도입하

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 , 고 학생들에게 

SW와 AI 필수교육을 확 함은 물론이며모든 군 장병과 공무원 임용자를 

상으로도 AI 소양 교육의 필수화를 확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람 심의 

AI 구 을 해 AI 윤리기  확립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보

할 정이다[2]. 이를 해 통령직속의  4차 산업 명 원회를 AI 범

국가 원회로 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같이 인공지능이 디지털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AI 소양 

교육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3,4]. AI 소양, 즉 AI 리터러시를 언

하기에 앞서 우리는 3Rs, 비주얼 리터러시, 텔 비 리터러시, 컴퓨터리터

러시, 멀티미디어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정보통신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

시, 디지털리터러시 등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리터러시가 차 

다양해지고 그 수 도 높아지고 있다[5,6], 원래 리터러시라 함은 5000여년

부터 이어지고 있는 읽고, 쓰고, 셈하기 기 (기본)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었

으며 에 이르러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 

, 고, 학에 이르기까지 주요역량으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정의가 있지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흔히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아는 능력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능력이라고 정의되고 있다[7] 미국도서 회에서는 발견, 

평가, 창조, 정보통신을 해 정보와 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능력으로 인지  

능력과 기술  능력이 요구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8]. 즉,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차원의 개인 이면서도 사회  역량과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미디어리터러시와도 구분되기도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

한 이유는 우리가 디지털 기술, 환경에 의존하고 있는 바라 차 증가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이나 환경에 해 무지하다면 그 향에 해서도 무

감각할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소극  이용자가 되어 수동 으로 이끌

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에 해 무지하지 않다면 디지털 기술

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향을 잘 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체가 

되는 극 인 이용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주요 타겟은 

어떤 기술이 우리 생활 속의 심이 되느냐에 따라 바 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술 리터러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기술 리터러시는 기

술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기술의 향력에 한 이해에서 비롯되는 매우 포

인 의미이다. 다양한 기술  디지털 기술에 한 리터러시를 특별히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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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데 기술리터러시가 곧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해도 과

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은 디지털 기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재는 디지털 기술의 일부분이 인공지능 기술로 체되고 있지만 차

으로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질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투입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잘 이해하고 그 향력까지

를 단하여 시의 하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AI 

리터러시라고 명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재는 우리 삶의 일부분에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으므로 디지털 리터러시에 AI 리터러시가 진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의 삶 반에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된다면 디지털리

터러시가 곧 AI 리터러시가 될 것이다. 

 정부가 AI 강국으로의 비 을 선포한 가운데 우리의 삶 반에 AI 가 도입

될 것이며 우리 국민들에게 일정 수 의 AI 리터러시가 요구될 것이다. 이에 

인공지능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던 보 인공지능 교육 상자들이 AI 리

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도록 AI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이  일

부를 등학생에게, 일부를 교사에게 용하 다. 용한 후 만족도를 조사

하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보았다. 

Ⅱ. 연구 방법

  AI 융합 교육 로그램은 비, 개발, 개선의 3단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비단계에서는 인공지능 교육 련 선행연구를 통해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한 목표와 핵심 내용을 추출하 으며 개발 단계에서는 핵심 내용에 따라 

5개의 활동으로 나 어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선 단계에서는 field 

test와 피드백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등학생과 교사에게 각각의 교육 로

그램을 용하여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로그램을 개선하 다.

Ⅲ. 연구 결과

1.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그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그램 목표를 설정하 다. 목

표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그램을 통해 AI 리터러시를 함양할 수 있다.’

이다. 한, 내용요소를 추출하 으며 핵심내용은 그림 1과 같다. 모든 내용

요소들은 그림 1과 같이 인공지능의 사회  향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공지능의 사회  향력을 별도로 교육을 할 뿐 아니

라 로그래 , 물리 상호작용, 메이킹 교육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인공지능 융합 교육의 내용 요소  

 핵심내용을 바탕으로 융합교육 로그램을 구체화하 으며 교육 주제를 내

용요소에 따라 구분하여 5가지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의 

주제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인공지능 융합 교육 로그램(5가지) 

 AI 리터러시 함양을 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은 AI + 

understanding을 기본으로 하며 이 때 포함되는 내용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 특징과 역사, 생활 속 인공지능 사례 등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무

엇인지 알고 인지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게 된다. 

 AI + understanding 교육 로그램이 마무리 되면 AI 리터러시에서 가장 

요한 사회  향력에 해 교육한다. 이 때 학생들은 속하게 발 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한 지식과 함께 이에 한 사회  향에 한 균형 인 

시각을 길러주는데 을 맞춘다[9]. 인공지능 기술과 련한 윤리매트릭스

를 활용하여 이해 계자라는 개념을 인식하고 이를 통해 사회  향력과 연

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I에 한 이해와 사회  향력을 교육했다면 이제 AI + coding 교육 

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AI를 구 할 수 있는 로그램은 다양하다, 인공지

능 교육을 받는 상자의 수 에 맞추어 구 하는 로그램은 변경할 수 있

다. 를 들어 보자나 코딩 수 이 낮을 경우 엔트리나 mblock, 머신포러

닝키즈, 티처블 머신 등으로 근할 수 있을 것이며 로그래  수 이 높은 

경우 이썬, 텐서 로우 등을 활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이 때는 로그래  

만을 문 으로 하는 수업과는 달리 AI를 구 해보는 것, 체험하는 것에 

을 맞추도록 하면서 간단한 미션이라도 수행하고 나면 그에 한 사회  

향력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코딩까지 마무리가 되었다면 AI+Interaction을 통해 인공지능이 외부세계

와 인터랙션하는 것을 교육하게 된다. 이 때에도 코딩 단계와 마찬가지로 학

습자의 수 에 맞춰 진행하도록 한다. 학습자의 센서, 모터의 이해도에 따라 

보자나 기  수 의 경우 교구용 로 을 활용하거나 일체형 센서보드 등을 

활용하고, 수 이 높은 경우에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이 등 직  회로를 구

성할 수 있는 메이킹 도구들을 활용하여 교육하게 된다. 이 때에도 로 이나 

피지컬 컴퓨  도구를 집 으로 다루는 교육 로그램과는 달리 인공지능

을 간단하게 구 하고 체험하는데 을 맞추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

회  향력을 고려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AI+colaboration을 통해 사회  향력을 고려한 인공지능 창

작물을 만드는 교육을 한다. 이 교육 로그램에서 가장 요한 것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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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고려한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다. 별로 혹은 개인으로 주제를 설

정하도록 하되 시간의 제한을 두어 주제가 무 범 하거나 실  불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2.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 용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교육 로그램은 10시간동안 ‘AI+understanding’, 

‘AI+social influence’를 등학생에게 용하 다. 한, ‘AI+coding’, 

‘AI+interaction’, ‘AI+colaboration’을 10시간 동안 교사교육에 용하

다. 

 용한 결과, 학생들과 교사 모두 인공지능에 해 처음으로 교육받는 것에 

한 만족도가 매우 컸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인공지능  활동에 한 이해 

 이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경우 언

러그드 활동을 진행하 으므로 인지  부하가 걸리거나 활동 흐름이 끊기

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나, 교사교육의 경우 언 러그드 활동이 아닌 코딩이 

병행되는 활동을 하 으므로 인지  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하 다. 그러

나 이러한 인지  부하에 한 경험은 그 만큼의 높은 성취감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AI+colaboration 활동의 경우, 생활 착형 주제

를 선정했던 것이 만족도 뿐 아니라 몰입감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학생들은 교육 내용보다는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했으며, 교사

들은 시간의 확장과 함께 코딩의 어려움을 지 하며 수 에 맞는 로그램 

언어, 시간, 교수 스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기존 교육과정

에서 등학교의 경우에는 로  련 단원, 등학교의 경우에는 발명 련 

단원과 연계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Ⅳ. 결론  논의 

 구나 AI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AI 리터러시를 

함양하기 한 AI 융합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용하여 장 용성

을 검토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융합 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기 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개

념과 원리(인공지능 인지) - 인공지능의 사회  향력을 그리고 코딩 - 물

리  상호작용 – 메이킹 5가지로 핵심요소를 추출하 다. 

 둘째, AI 융합 교육 로그램의 핵심 요소에 따라 5가지 교육 로그램이 개

발되었으며 그 주제는 ‘AI+understanding’, ‘AI+social influence’, 

‘AI+coding’, ‘AI+interaction’, ‘AI+colaboration’이다. 이 때 주요한 은 

모든 로그램에서 사회  향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콜라보 이션은 

사회  이슈가 있는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셋째, 용 결과 평가 상자들은 체 으로 만족도를 나타냈으나 코딩과 

인터랙션, 콜라보 이션의 경우 인지  부하가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나 

더 큰 성취감과 몰입도를 나타냈다. 

 향후에는 개발된 융합교육 로그램을 더욱  구체화하여 활동과제를 개발하

거나 로그램에 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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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감지를 이용한 자동 창문 제어  환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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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matic window contr ol and ventilation system by using senso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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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시스템은 미세먼지 센서, 빗물감지 센서, 음  센서와 환풍 팬을 이용한 스마트 창문 제어  환기 장치이다. 미세먼지 센서를 

이용하여 외부 미세먼지 변화를 측정하고 변화가 감지 될 경우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수동으로 환풍 팬을 가동하여 환기가 가능하다.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사람 는 사물이 음  센서에 의해 감지되거나 빗물감지 센서에 빗물이 감지되면 창문을 닫는다. 한 

사용자가 원할 경우 모바일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창문 개폐  환풍 팬을 수동으로 조작이 가능하다.

Key Words : fine dust, ventilation, fan, Bluetooth

Ⅰ. 서 론 

 최근 계 을 막론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가 

맑은 날보다 미세먼지 ‘나쁨’ 상태의 날씨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세먼지로부터 최소한의 

노출로 자연 환기를 할 수 있는 센서 감지를 이용한 자동 창문제어  환

기 시스템을 구 하려 한다.

표1 시스템 설계 규격

구분 수치

사용 압 DC 5V

소비 력 1W(모터+FAN)

모터동작범  0(닫힘)~50(열림)

음 센서동작범 20cm 이내

빗물감지센서동작범 물 유/무

미세먼지센서 35~60

창문은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제어하고 외부 침입 는 물체 감지를 한 

음 센서, 빗물감지센서, 미세먼지센서 그리고 환기의 효율성을 증  

시키는 팬으로 구성하 다

Ⅱ. 센서 감지를 이용한 자동 창문 제어  환기시스템 

그림 1. 체 구성도

 시스템은 제어부, 센서부, 구동부로 구성되어 있다.

1) 창문이 자동으로 개폐가 감능 하도록 서보 모터와 환풍 팬 부착

2) 미세먼지 센서, 빗물감지 센서, 음  센서는 창문 외부에 부착하여 기  

   값을 충족할 경우 신호를 발생하여 창문제어 설정.

3) 센서들을 제어할 로세서와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로  

  세서와 통신이 가능하도록 블루투스 모듈 설정.

4)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센서 측정값들을 받고 원격으로 제어 가능  

  하도록 설정.

사용자가 어 리 이션을 실행하게 되면 먼  수동/자동 모드를 선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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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설정한다. 자동 모드 선택 시 시스템은 센서감지에 의해 제어가 

되며 수동모드 선택 시 사용자가 원하는 데로 창문개폐  팬 on/off제어

가 가능하다. 어 리 이션 우측 하단에는 블루투스 연결 상태 확인이 가

능하다. 앱 실행화면 상단에서 센서들로부터 받은 값들이 표시됨을 확인할 

수 있다. 미세먼지 상태, 우 감지, 거리감지 3가지 정보가 확인가능하다.

 회로는 MCU(Atmega128a)와 센서(미세먼지센서, 빗물센서, 음 센서), 

팬, 그리고 팬 제어를 한 모터드라이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를 보면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부품들과 MCU에 연결 핀과 구성을 확인 할 수 있

다.

그림 2. 시스템 회로도

 

표 1. 사용된 부품

재료 규격 수량

로세서 Atmega128a 1

먼지센서 GP2Y1014AU 1

서보모터 MG-90S 1

빗물감지 빗물감지모듈 1

FAN MGA4005LR-A10 1

음 센서 HC-SR04P 1

블루투스모듈 HC-06 1

그림3은 제작된 시스템의 외 도이다. 제품 하단에는 MCU가 포함된 제어

보드가 있고 상단에는 우측부터 시계방향으로 환기를 한 팬, 물체감지를 

한 음 센서, 미세먼지변화 감지를 한 미세먼지센서, 빗물감지를 

한 빗물센서가 탑재되어 있다. 창문은 외부 침입을 원천 으로 차단하기 

해 상단 개폐형으로 제작되었으며 측면에 서보모터를 이용하여 창문 개

폐를 제어한다.

창문이 열려있는 동안 먼지센서가 실외 먼지의 변화를 실시간 감지하고 

미세먼지 는 담배연기 등에 의해 변화가 감지 될 경우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의 실내유입을 차단한다. 한 빗물감지 센서와 음 (물체 감지) 센

서의 출력이 발생하면 창문을 닫아 비와 외부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 사용

자는 휴 화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블루투스 통신으로 창문을 여닫

고 팬을 동작 시킬 수 있고 실외 온/습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 가능하다.

그림 3. 작품 외 도

 

Ⅲ. 결 론 

 센서 감지를 이용한 자동 창문 제어  환기 시스템을 통하여 미세먼지

로부터의 노출을 최소화 하여 자연환기가 가능한 장치를 제안하 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제안된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기 상태 악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제어 없이 자동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치로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 한다.

 한 센서로부터 측정된 데이터들과 사용자의 사용 환경(시간, 횟수 등)

을 로그화하여 추후 빅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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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인식 분석

장 석*, 윤소희**

                                         *국립목포 학교, **동신 학교
*bsjang@mokpo.ac.kr, **vivaolga@dsu.ac.kr

                           

Analysi s of percepti on on per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Bong Seok Jang*,  So Hee Yoon**

*Mokpo National University    **Dongshin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비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인식을 분석하기 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해 151명의 비 

유아교사가 작성한 설문지를 분석하 다. SPSS 22.0 로그램을 활용하 으며, 기술 통계 분석과 독립표본 t검증, 일원변량분석을 실시

하 다. 비 유아 교사를 상으로 TPACK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3.41로 나타났다. 이는 간 수 이며, 교원양성기 에서 교직 는 공 

과목 수업에 있어 TPACK 활용 능력 제고를 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여학생을 상으로,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ey Words : TPACK, Preservice teacher, Teacher Education, Kindergarten

Ⅰ. 서 론 

  교육 분야에서 테크놀로지의 융합 시도가 늘어나면서, 테크놀로지는 

통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효과 인 교수학습 과정의 비와 실행을 

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

황에서 등장한 개념이 테크놀로지 교육학  지식(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PACK)이다. Koehler와 Mishra(2005)

이 제안한 TPACK는 테크놀로지에 한 지식을 습득하고, 교육 상황과 맥

락  교육내용을 감안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운 할 수 있는 지식을 뜻한

다[1]. 테크놀로지가 지속 으로 발달함에 따라 TPACK에 한 교육 계

자들의 심은 지속 으로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어 왔다. 여러 학교 과 과목을 통해 TPACK 수 을 제고하기 한 노력

이 지속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원 교육 장에 한 시사 을 제공하기 

해 실시되었다.

Ⅱ. 련 연구 

 

1. TPACK

  Mishra와 Koehler(2006)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내용학  지식(CK)과 교

육학  지식(PK)과 함께 테크놀로지 지식(TK)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

다[2]. 이와 함께 각 역에 한 학습이 독립 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는 교육  상황에서 세 역을 히 통합하여 효과 인 수업을 설계하

고 진행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함을 설명하 다. 이러한 맥락에서 TPACK

에 한 개념을 제시하 다. 

Ⅲ.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분석

  자료 수집을 해 충북 청주시에 치한 문 학 유아교육과에 재학 

인 학생 151명의 설문 자료가 활용되었다. SPSS 22.0 로그램을 활용

하 으며, 기술 통계 분석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2. 연구 결과

  TPACK의 평균은 5  만   3.41로 나타났으며, 응답별 빈도수는 다

음과 같다. 

 표 1. TPACK 기술 통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퍼센트
 그 지 않다 3 2.0 2.0 2.0

그 지 않다 10 6.6 6.6 8.6
보통이다 67 44.4 44.4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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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라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의 평균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이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TPACK 차이

*** p<.001

학년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년이 높을수록 TPACK 수 도 

높게 나타났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2, 3학년의 평균이 1학년 보다 높게 나

타났다.

표 3. 학년에 따른 TPACK 차이

*** p<.001

Ⅳ. 논의

  비 유아 교사를 상으로 TPACK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3.41로 나타

났다. 이는 간 수 이며, 교원양성기 에서 교직 는 공 과목 수업에 

있어 TPACK 활용 능력 제고를 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 여

학생을 상으로, 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 유아교사의 테크놀로지 교수학  내용 지식에 한 

인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원 교육 장에 한 시사 을 제공하기 

해 실시되었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 에서 비 교사들을 추가 으로 지

도해야 함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학년과 여학생에 한 지원이 필요함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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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 63 41.7 41.7 94.7
매우 그 다 8 5.3 5.3 100.0

합계 151 100.0 100.0

성별 N 평균 표 편차 t

TPACK 남자 3 4.667 .5774 2.878***
여자 148 3.392 .7616

학년 평균 표 편차 N F Scheffe
1학년 3.082 .8123 49 7.632*** 1 < 2, 3
2학년 3.527 .7417 55
3학년 3.638 .6733 47
합계 3.417 .7777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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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배달의 애 리 이션 발달 등으로 인한 배달 증에 따른 음식매장의 상태 리에 한 

문제를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한 효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다. 배달만 실시하는 매장들이 늘어나면서 한 매장에서 여러 이름

을 가지고 애 리 이션에 등록하여 장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손님이 직  매장에 방문할 일이 없어지면서 매장 상태에 한 

확인이 불가능해 졌다. 따라서, 식약처에서 음식 에 한 검사가 지속 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행정처분에 한 내용이 사람들

에게 효과 으로 달되어 음식 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은 안 한 먹거리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따

라서 안드로이드 기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행정처분 결과 알림앱을 개발하 다. 

Key Words :  식약처 공공데이터, GPS 기반 행정처분 알림, 비 면 기술 활용, Google Map API

Ⅰ. 서 론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물리  이동이 

감소하고 비 면 활동이 증가했다. 뉴노멀 시 의 변화는 우리 생활 곳곳

은 물론 산업 반에 걸쳐 확 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일상 으로 이루

어졌던 우리의 생활 자체를 완 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물리

, 사회  거리 두기를 실행하다 보니 ‘비 면(언택트 : untact)’이 보편

화되면서 에는 실행하기 어려웠던 화상회의, 화상 수업 등 온라인으

로 연결된 일상을 이어가고 있다.].  펜데믹에 한 처방안은 국가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

지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정보 사회 패러다임의 환과정에서 

그동안 논의의 쟁 으로만 언 던 상황들이 실제 생활 속으로 더 빠

르게 다가오고 있다. 데이터는  더 방 하고, 다양하고, 빠르게 축

되고 있으며, 사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데이터를 사용해 새로운 가

치를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에 안 한 데이터의 

활용이 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데이터에 반 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거나 오·남용돼서는 안 된다는 을 주목하고 있다.

Ⅱ. 본 론 

1. 안드로이드 랫폼

Google Android 는 모바일 오  소스 랫폼으로, 리 스 기반의 운 체

제이다. 즉, 미들웨어, 키 application 들을 포함한 모바일 디바이스 소

트웨어의 집합으로, Dalvik 가상 머신상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CPU 에 의

존하지 않고, 어느 모바일에서도 같은 application 의 동작이 가능하다. 

한, 자바 기반의 핵심 라이 러리와 다양한 컴포 트에서 사용이 가능한 

C/C++ 라이 러리를 지원하며, 보안  메모리 리 등 핵심 서비스는 

리 스 커 에 기반하고 있다. [그림 1]은 안드로이드 구조를 나타낸 것

으로 Android 의 application은 activity, intent receiver, service, content 

provider 총 4 가지로 구  할 수 있다. 

그림 1 안드로이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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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생명주기를 가지는 응용 로그램에서 하나의 화면을 지칭하며, 

사용자에게 View 와 Event 응답으로 이루어진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모바일은 PC처럼 화면이 크지 않기에 여러창을 동시에 표시하는 것이 어

렵기 때문에 모든 Activity 는 화면 체를 사용하되, 각 응용 로그램 마

다 존재하는 History Stack을 이용하여 응용 로그램의 실행상태를 보존

한다.   Intent Receiver 는 모바일 내에서 화면과 화면 사이를 이동할 때 

사용되는 이벤트 핸들러로 다른 Activity 로이동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받으며, 이벤트 발생 시, 새로운 Activity 로 데이터를 달한다. Service

는 UI 와 상 없이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실행되는 코드이다. 기본 으로 

Android는 여러 응용 로그램의 상태를 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

의 로그램만 동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Service를 이용하여 이 상태를 백그라운드로 실행하

도록 한다. Content Provider 는 장치에 있는 데이터들의 보 소로, 다른 

Application 에서 데이터를 장하거나, 가져오는 작업을 가능하게 한다.

Android application 의 가장 기본 인 구성 단 는 Activity 로 View 와 

ViewGroup 클래스를 이용하여 트리 구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

한다. 본 논문에서 구 한 로그램은 공공데이터를 기 으로 싱정보

를 구  맵을 이용해 표시하는 activity부분은 구 하 다. 

2. 구 맵 연동 application

식품의약품안 처에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  행정처분 데이터를 기

으로 GoogleApiClient와 FusedLocationApi를 사용하여 구 맵에 재 

치를 표시해 주기 해 제공되는 API를 연동하 다. 스마트폰의 이동에 

따른 구 맵의 기 치를 해 싱정보를 기 으로 지오코딩을 수행하

다.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종  지번주소 체계에서 2007년 국제  보

편성 확보  치 식별의 편리성을 하여 도로명 주소 체계로 변환되어 

이를 법정주소로서 활용하고 있다. 국내 도로명 주소는 각 도로구간에 인

한 좌·우측 건물에 도로명과 함께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주소체계로, 그

림2와  같이 구성·표기된다.

그림 2 국내주소 체계

도로 기반 주소의 지오코딩 기법  가장 잘 알려진 방법은 미국 센서스 

국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각 도로 세그먼트 데이터에 부여된 주소 범  

속성을 기반으로 선형 내삽을 통해 지오코딩을 수행하 다. 그림 3은 알

고리즘에서 재 치이동과 싱  마커에 활용된 코드이다

 그림 3 재 치 이동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식품의약안 처에서 제공된 공공빅데이터를 

시각화하과 마커를 통해 치를 표시함으로 보다 안 한 언택트 사회에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 구 맵 연동 결과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안드로이드 기반으로 비 면 시  안 한 식품 달 서

비스를 지원하고자 식품의약안 처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처분 공공데

이터를 활용해 구  맵과 연동해 시각화 하 다. 향후 지속 으로 스마트

폰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시스템 연동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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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탁하는 구조에서 개인 정보를 사용하는 수탁사를 통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  거성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개인 정보 향 평가 

법  거성 확보를 해 탁 기 으로 한 제3자의 정보 제공 시  수탁사의 문제 을 도출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 정보 

향 평가 강화 방안으로 수탁사 리 표 양식을 마련하고, 개인 정보 책임자를 상으로 주기 인 정보보호 교육을 통해 수탁사 리, 

감독을 강화가 필요함을 도출하 다. 한 개인 정보 처리 업무  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를 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impact assessment,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data protection, controller

Ⅰ. 서 론 

  사회가 발 하고 개인 정보가 요한 시 가 된 지  개인 정보 유출 사

고는 꾸 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 정보보호 원회 통계자료를 보면 2017

년에는 105,122건, 2018년에는 164,497건, 2019년에는 159,255건으로 해마

다 10만 건 이상 개인 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침해 건수

에 포함된 제3자 제공 련 침해 건수는 2017년에는 3,881건( 년 비 약 

24% 증가), 2018년에는 6,457건( 년 비 약 66% 증가), 2019년에는 6,055

건( 년 비 약 6% 감소)로 제3자 제공 련 문제도 매년 나날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다[1]. 추가로 재 기업의 개인 정보 수탁업체에서 94%가 개

인 정보처리 시스템 안정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거나 /수탁 계약이 미비

하다는 문제들을 갖고 있다는 통계를 통해 우리는 개인 정보 향 평가 강

화가 필요하게 되었다[2].

Ⅱ. 본 론 

  최근 격히 증가하고 있는 침해 사고로 향후에는  AI, 블록체인 등 다

양한 신기술 서비스 확   이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에 한 심 증가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상담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상되고 있고, 데

이터 3법 련,「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 시행 등 개인 정보 활용 범

가 확 에 따라 침해 원인 등이 다양해질 것으로 측된다[3]. 따라서 기업

들은 침해 행 로부터 개인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해 개인 정보보호

를 강화하고 다양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기 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

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 정보 생명주기를 살펴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

공자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도록 개인 정보 생명

주기별 보안 리 모델(TTA S.KO-12.0053)을 표 으로 제시하면서 수집, 

장, 기 부분에서의 보안 수 은 높아졌다. 그러나 개인 정보 이용, 제

공 부분에서 개인 정보들의 침해 사고가 여 히 상승하면서 잠재되어 있

는 보안 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 국내 기업 개인 정보 리 구조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표 인 법률은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일반법으로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체에 용되며,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특별법으로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를 용 상으로 한다. 개인 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서는 개인 정보 처리 업무 탁 시 개인 정보 라이  사이클(수집, 장, 

이용  제공, 기) 별로 탁사가 수해야 할 법률 사항을 명시하고 있

다. 그림1은 국내 기업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정보 이용  제공 구조

를 도식화 한 것이다. 국내 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장 데이터베이스를 기

업의 개인 정보 리 시스템에 의해 리되며 개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

보 이용 동의를 통해 리 시스템에 장된다. 이때 기업에서는 개인 정보 

리 책임자에 의해 개인 정보 리 시스템이 운 되고 있다.  업무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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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이 증가한다는 것은 개인 정보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

다. 

 

그림 1. 국내 기업 개인 정보 리 구조

  재 연구를 통해 개인 정보 향 평가에서 수탁자에 한 책임성을 강

화하고 리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상기 들의 개인 정보 침

해 발생 가능성을 사 에 조치함으로써 개인 정보 침해 피해를 사 에 

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정보의 "제공"이란 개인 정보의 장 매체나 개인 정보가 담긴 출

력물·책자 등을 물리 으로 이 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 정보의 

송, 개인 정보에 한 제3자의 근 권한 부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 정보 공유 등 개인 정보의 이  는 공동 이용 상태를 래하는 모

든 행 를 말한다[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

보주체에 한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

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리인(명백히 리의 범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개인 정보의 

제공은 개인 정보의 처리 업무 탁과 제3자 제공으로 분류될 수 있다.[4]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탁과 제3자 제공은 나 어져 있으며, 탁은 개인

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정의되어 있고,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18조에서 정의되어 있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첫째, 정보

주체가 사 에 측이 가능한지의 유무성. 둘째, 이익을 탁자가 보면 

탁, 제3자가 이익을 얻으면 제3자 제공으로 이익의 주체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리의 주체에 따라 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 구분이 된다.

2. 탁과 제3자 제공 구분의 법  문제

 법  례를 살펴보면 탁의 경우 법  문제에서 각 카드사가 한 보

호 조치를 하 는지, K사가 직원인 갑의 유출 행 에 사용자책임을 부담

하는지에 한 문제가 쟁 이 되었다. 한 제3자 정보제공 시 법  문제

의 경우 행정 소송에서는 A사가 경품 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 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과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 응모가 되지 않는다는 을 고하지 않은 이 표시․ 고의 공정

화에 한 법률(이하 ‘표시 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 반에 해당하는지

의 여부가 쟁 이 되었다. 이에 하여 서울고등법원은 A사가 표시 고법

을 반하 으므로 공정거래 원회의 과징  등 처분이 법하다고 단

하 고 이 행정 결은 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이 사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서는, ① 경품행사를 이용하여 A사가 개인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 는지(개인정보 보호법 련)와 련하여 응모권 등의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등에 한 동의 사항이 약 1㎜ 크기의 자로 인쇄되어 개인 

정보 주체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는지의 여부가 쟁 이 되었다. 한 

② 사  필터링을 하여 A사가 보험회사들에게 개인 정보주체(보 스카

드 고객)의 제3자 제공에 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정보를 제

공하 는지(개인정보보호법 반  정보통신망법 련) 련하여 A사가 

사  필터링을 목 으로 보험회사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 개인 정보

의 탁인지 제3자 제공인지의 여부가 쟁 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에 한 표 인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

보통신망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일반법으로써 공공부문과 민

간부문 체에 용되며,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특별법으로써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를 용 상으로 한다.  개인 정보의 처리 탁의 경우, 비록 

제3자가 개인 정보를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이용 목 이 본래 개인 정보를 

수집한 탁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정보 

반 사유에 한 책임은 탁자에게 귀속된다[5]. 이러한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 정보 처리 업무 탁 시 개인 정보 라

이  사이클(수집, 장, 이용  제공, 기) 별로 탁사가 수해야 할 

법률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Ⅴ. 결 론 

 개인 정보 향 평가에 해 다양한 시스템들을 살펴보면서 법  거성

을 논리 으로 수립하기 해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탁 기업의 안 성

을 확보하기 해서는 개인 정보 향 평가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인 정보 책임자를 상으로 한 평가 제도의 객 성과 실용성을 확보해

야 할 것이다. 미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3법 련한 

가명 정보 도입을 통한 정보들에 한 결합과 익명 처리에 한 정성 평

가에 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지면서 개인 정보 향 평가가 더욱 확장

될 것이다. 재 본 논문에서는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개인 정보 

처리 업무를 탁하는 구조에서 법  거성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인 정보를 안 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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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학 연계형 일학습병행제도의 학습근로자를 상으로 소속 기업의 조직유효성에 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이직

의사, 직무성과는 학습근로자가 비교 상인 일반 회사원(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몰입은 낮게 나타났다. 한 학습근로자의 학

년이 오르고 성 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높아지고 좋은 성 인 학습근로자의 직무소진이 어드는 경향을 보 으며 1학년에 비해 2, 3, 

4학년이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추가 으로 학습근로자의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의 조사 결과 학의 OFF-JT교육보다 장의 OJT 

리가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 다. 이러한 결과는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학습근로자의 역량개발 뿐 아니라 교육지원, 인사 리, 

OJT 운  등의 역에서 지 보다 수  높은 리가 필요하며 제도 인 측면에서는 학 연계형의 발 을 해서 학습시간  참여기업의 

학습자 리에 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을 보여 다. 

Key Words : 일학습병행제, 학 연계형, 학습근로자, 조직유효성

Ⅰ. 서 론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요성이 확산되면서 학 연계형 일학습병행제는 

이론과 실무를 장과 학이 가진 역량을 통해 효과 으로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에서 시행되었다. 일학습병행제는 독일과 스

스의 도제교육의 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NCS기반의 표 화된 교육훈련의 틀을 도입하고, 학의 문성에 기반한 

이론교육을 OFF-JT로 운 하는 방식으로 학연계형을 교육기회의 다변

화의 차원으로 활용하게 되었다[1].  학 연계형은 학사과정 외에 고숙련 

마이스터 과정으로 칭하는 석사과정까지 개설되어 있으며 한국기술교육

학교는 독립된 단과 학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학 연계형 일학습병

행제를 개설하여 운 하고 있다. 

 하지만 동 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지난 시 까지 학 연계형에 참여한 

학습근로자( 학생이자 재직자)를 통한 제도의 효과와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미흡했다.[2] 제도의 목 상 학습근로자는 각 기업에서 역량있는 

인재로 키우는 목 으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그 교

육훈련의 효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학습근로자를 통해 조직유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습근로자가 인식하는 조직몰입, 직무몰입, 

직무만족, 업무성과와 같은 정  조직유효성 수 과 이직의도와 직무소

진과 같은 변수가 어떠하며 학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회사원들의 인식수

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동 제도의 장기  발 방

향을 고려하는 측면에서 유용한 분석자료가 될 수 있다. 이는 공 자 시각

에서 동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훈련의 수요자 입장

에서 확인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성과극 화를 고려하는 발 방향에 더욱 

유용하다[3]. 

 본 연구는 따라서 상기 언 한 바와 같이 첫째, 한국기술교육 학교에 재

학 인 학습근로자와 비교 상군인 일반 회사원들을 비교하여 조직유효

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응답자의 성별, 학과, 학년, 소속기업, 성  

등과의 상 계도 분석했다. 둘째, 학습근로자가 학 연계형(고숙련마이

스터과정 포함)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내용을 만족  불만

족요인으로 구분하여  실태를 추가 으로 조사했다.  

Ⅱ. 본 론 

  주요 분석내용은 학습근로자 399명과 일반 회사원 426명의 조직유효성

의 차이를 분석하고 학년과 성 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과 성 ,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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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만족요인과 불만족요

인에 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1. 조직유효성에 한 두 집단 간 분산분석

  우선 두 집단(학습근로자와 일반근로자)간 직무몰입과  직무만족의 수

은 차이 없었으며 직무소진의 두 가지 구인인 업무로부터의 심리  이

탈과 고갈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조직몰입, 이직의사, 직무성과는 두 집단간에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표 1. 조직몰입 분석결과

표 2. 이직의도 분석결과

표 3. 직무성과 분석결과

즉 학습근로자가 일반 인 회사원에 비해서 조직몰입이 낮으며 이직의도

가 높게 나타났다. 한 학습근로자는 자신의 업무성과를 정 으로 인식

하는 경향을 보인다.. 

2. 성 과 학년에 따른 조직유효성 변수의 차이

  반 으로 고숙련과정의 조직유효성 변수가 정 으로 나타났으며 

학 연계형 2학년의 경우 조직몰입도가 낮고, 2, 3, 4학년은 이직의도가 높

게 나타났다. 학년이 오르고 성 이 오를수록 직무만족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 으며 성 이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

표 4. 성 과 학년에 따른 직무만족의 변화 

표 5. 성 과 학년에 따른 직무소진의 변화 

3.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에 한 실태조사

  주된 만족요인은 학교교육과 수업내용, 교수와의 계와 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품질제고보다는 다른 불만족요소를 살펴

야 한다. 주된 불만족요인은 회사의 교육훈련 지원수 과 여건, 토요일 

일제 수업에 한 내용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제도의 발 을 해서는  회

사의 지원, OJT 교육훈련의 성과 리 측면에서 방안을 마련할 필요[4]가 

있었다.

Ⅴ. 결 론 

 직무만족이나 직무몰입도는 비교 상군과 차이가 없음에도 상기 결과가 

보여주는 의미는 상황에 따라 직무나 조직에 몰입도가 달라지지 않고 근

본 으로 조직에 한 몰입, 애착이 낮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몰입도가 낮

으므로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나는 상은 당연하게 해석된다. 주목할 것은 

자신의 업무성과에 해서 정 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인데,

바로 이러한 상 때문에 조직몰입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업무성과를 정 으로 본다는 은 그만큼 상 으로 

조직의 지원이나 근무여건, OJT를 비롯한 교육훈련 지원에 해 불만족스

럽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상할 수 있으며 실제 불만족 요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회사의 지원과 OJT와 련된 부분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5]. 

 이직의도가 1학년 때에는 비교 상군과 유사하지만 2학년부터 높아지는 

이유는 조직에 한 몰입도가 낮아지는 것과 연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졸업생이 많아지면 향후 학습기업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직자 

리가 필수 인 요소가 될 것임을 상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강기호, 김의정, & 엄기용. (2019). 한국형 일학습병행제 학 계약학과의 NCS 

기반 표 운 모델 개발  용. 실천공학교육논문지, 11(1), 61-73.

[2] 김 . (2019).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이 주  경력 성공에 미치는 향: 로

티언 경력 태도의 매개 효과. 교육문화연구, 25(1), 203-223.

[3] 이동임. (2015). 국가직무능력표 에 기반한 자격제도 운 황과 과제.

[4] 김 태, 강호, & 박재민. (2019). 정부지원이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일학습병행을 심으로. 생산성논집 (구 생산성연구), 33(2), 91

-115.

[5] 엄기용, 강기호, & 임경화. (2016). 일학습병행을 한 계약학과 운 모델 개발 

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8(1), 63-68.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418 -



솔 노이드 밸 와 MOSFET을 이용한 자동 온도 조  수도 시스템 

장효원*,  송수림*,  장은 *

*공주 학교, 
*gydnjs123456@naver.com

                           

Automatic Temper atur e Contr ol Water  System Using Solenoid Valve and MOSFET

　Hyo-Won Jang*,  Su-Rim Song*, Eun-YoungChang*

*Kongju University       

요  약

사용자가 희망하는 온도의 물을 시스템에서 자동 으로 맞춰 실시간으로 반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솔 노이드 밸 로 각 수조에 

물의 유동을 통제하며 MOSFET을 사용하여 솔 노이드 밸 의 제어를 한다. 설계된 시스템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원격에서 온도를 

설정한다. 기존 수도 시스템은 사용 반에 낭비되는 물을 버렸지만 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수조에 일정 이하의 탁도를 가진 

물이 있을 경우 자동 으로 수를 멈추는 안 장치의 기능 가지고 있다.   

Key Words : automatic temperature, safrty, turbidity, mosfet

Ⅰ. 서 론 

 기존의 사용자가 수동으로 수온을 정확히 조 하는 것에 큰 불편이 있다. 

그래서 본 로젝트에서 수온 조 기능을 부가하여, 기존 수기에서의 불

편함과 사용자가 물의 온도를 조 하지 못하거나 보일러의 이상으로 갑작

스럽게 나오는 뜨거운 물에 의한 열상환자 발생이나 격한 수온의 변화

로 인해 반응이 늦어져 처를 하지 못해 욕실 같은 곳에서의 미끄러운 바

닥에 낙상사고를 방할 수 있을 것이라 망한다. 한 어 리 이션을 

이용하여 구동장치와 단말기 간에 통신을 활성화 시켜 원격에서도 사용자

가 편리하게 원하는 온도를 조 한다.

 한, 2020년 07월에 인천지역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가 있

다[1]. 과거 인천은 비슷한 사례로 인해 이미 정화시설을 새로 만든 후다. 

정수장의 물이 고여 있어 발생한 상이라는 겱론이 나왔다. 가정에서는 

별도의 정수장치 없이 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그 로  쓰고 있다. 별도의 

과정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탁도 센서를 이용하여 물의 부유물을 확인한다

면, 인천 수돗물 사태와 같은 경우를 방지한다.

Ⅱ. 본 론 

1. 수온 조  시스템 설계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의 물을 원격으로 설정하고 그 설정 온도 값이 

재 수온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기 해 재 수온을 재기 한 

DS18B20 수온센서를 사용한다. DS18B20수온센서에서 받은 값을 비교하

여 솔 노이드 밸 로 각 수조간에 물의 유동을 통제해서 한 비율로 

온수와 냉수를 섞는 방식이다. 허나 물이 섞여서 온도를 맞추는 방식이기

에 설정온도 값에 오차범 를 주어 재온도가 치하는 지 을 기 으로 

설정온도의 허용오차 범 를 주어 결과 값의 떨림을 최소화한다[2]. 한 

물의 온도가 설정 값에서 상 오차 이상이면 사용자의 안 을 하여 솔

노이드 밸 가 자동 으로 동작시켜 사용자의 안  보호와 불필요한 물

의 낭비를 인다.

재 사용하는 로세서의 출력 압이 5V이상 나오지 않는 ATMEGA 

328P로 동작 압이 12V인 솔 노이드 밸 를 제어하기 해서 

MOSFET을 사용하는데 PWM핀을 이용하여 펄스를 주어 솔 노이드 밸

를 포함하여 최  25V, 5A까지 제어할 수 있는 IRF520 모듈을 사용하

다. 

그림 1. 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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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탁도 측정 시스템 설계

 물의 흐림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시도와 같은 목 으로 탁도의 지표

가 사용되고, 탁할수록 빛의 통과를 방해하는 부유물이 많다. 탁도 센서는 

빛을 입사시켜 혼탁 입자들에 의하여 빛의 산란도를 측정하는 네펠로범을 

이용하는데, 네펠로법-혼탁도[NTU:Nepelometry-Turbidity-Unit]를 사용

한다[3]. 탁도 센서를 이용하여 물의 부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 탁도 

센서에서 빛을 방출하여 혼탁 입자들에 의한 빛의 산란도를 측정해서 나

오는 결과 압 값을 탁도에 비교해서 물속의 부유물 상태를 확인한다. 메

인 수조에 탁도 센서를 설치하여 이 게 실시간으로 검출된 탁도가 일정 

이상일 경우 즉, 메인 수조에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부유물이 많을 

경우 사용자가 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도록 필터링하는 과

정을 추가 하 다. 

 

그림2 탁도와 압과의 계[4]

표 1. 사용된 부품

기능 부품명 동작 압

앙제어부 ATmega328p 1.8V~5.5V

센서

탁도 SEN0189 5V

수온 DS18B20 3.3V~5V

수 SEN0204 5V~24V

솔 노이드밸
KAB21-02-02-1

2V
12V

통신 모듈 HM-10 2.5V~3.3V

MOSFET IRF520 3.3V~5V

부 ELB030300 5V

표1 은 설계된 기능을 가지는 사용된 부품들을 나타낸다.

Ⅲ. 결 론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도시스템을 좀 더 안 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했었다.

 수온센서를 사용하여 재 온도를 받아들이고 사용자가 설정한 온도 값

과 지속 으로 비교하여 실시간으로 솔 노이드 밸 를 MOSFET을 이용

하여 조작해 원하는 온도의 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설정 온도 ±3℃ 이상

의 온도의 물을 걸러내어 안 하게 사용 할 수 있었다. 한 물속에 혹시라

도 존재할 부유물들을 미리 감지하여 0.5NTU 이상일 경우, 사용자에게까

지 도달하지 못하며 LCD에 그에 한 경고문과 부 에서 일정한 패턴의 

소음을 일으켜 사용자가 이를 알아 챌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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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국제 력단(KOICA)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집트 베니스웨  기술 학 설립사업  기술교육 로그램

을 인증받기 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부분의 기술 학 설립 사업이 학 인 라와 교육 로그램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본 사업은 교육 로그램의 질 리까지 요구하고 있다. 교육 로그램의 질 리를 해 각 국가는 별도의 인증기

과 인증기 을 가지고 있고 국제 등가성을 해 국제 인증 의체에 가입하고 있다. 이집트의 경우는 공학기술에 한 자국의 인증기

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제인증 의체에 가입하고 있지 않아서 자국의 인증으로는 국제 등가성을 보장할 수 없다. 본 연구에

서는 이집트 베니스웨  기술 학의 교육 로그램이 국제등가성을 가지고 체계 인 질 리를 할 수 있도록 국제 인증 의체의 기 으

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다.

Key Words : Accreditation, Dublin/Sydney Accord, Engineering Technical Program

Ⅰ. 서 론 

  이집트의 고등교육은 23개의 공립 학, 22개의 사립 학 그리고 200여

개의 사립 고등교육 기 이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상당한 산을 투

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의 5년제 공과 학은 교원, 교육 기자재, 

실습 인 라, 교재 등이 미흡하여 산업 장의 요구를 반 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공학자를 양성하는 공과 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이

집트 고등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실용 인 기술인력을 배출하기 

하여 4년제 기술 학을 도입하여 고등교육의 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한국국제 력단의 지원을 받아 시범 으로  베니스웨 기술 학 설립을 

추진하 다. 본 사업의 특징은 교육과정 개발 뿐만 아니라 교육품질인증체

제 구축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국제수 의 공학교육 인증 리 체

계를 구축하고 인증 평가를 받을 정이다. 이집트의 공학교육 련 인증

은 국립교육인증원(NAQAAE, National Authority for Education Quality 

Assurance and Accreditation in Egypt)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NARS(National Academy Reference Standard)라는 공학 분야의 졸업생

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속성, 능력 등을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아직 이집트는 국제인증 의체에 가입하고 있지는 않다. 국제인

증 의체는 공학교육 인증을 담당하는 기 들끼리 각 국가의 공학교육 

등가성을 보장하기 하여 구성된 의체로 4년제 공학 로그램을 한 

워싱턴 어코드(Washington Accord), 4년제 컴퓨터·정보기술 련 로그

램을 한 서울 어코드(SEOUL Accord), 2/3/4년제 문 학 로그램을 

한 시드니 어코드(Sydney Accord)와 더블린 어코드(Dublin Accord)가 

있다. 이러한 국제인증 의체에 가입하기 해서는 회원국들의 세심한 직

 찰과 회원 체의 만장일치 승인 등 가입 차가 매우 까다롭다.  

  이집트 기술 학이 국제수 의 인증을 받기 해서는 이집트의 

NAQAAE 가 국제 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로젝

트사업 기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힘들기 때문에 국제인증 의체에 정회원

으로 가입하고 있는 한국의 공학교육인증원(ABEEK,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의 인증을 받는 방법이 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니스웨 기술 학의 교육 로그램이 

국제등가성을 가지고 체계 인 질 리를 할 수 있도록  ABEEK 인증 기

에 맞추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더블린/시드니 어코드

  더블린 어코드와 시드니 어코드는 공학기술교육의 등가성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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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하여 구성된 공학교육 인증기 들의 의체로서 더블린 어코드는 

2002년에, 시드니 어코드는 2001년에 설립되었다. 더블린 어코드는 2년제 

교육을 받은 Engineering Technician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드니 

어코드는 3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는 Engineering Technologist 양성을 목

표로 하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은 2013년 6월에 2개의 어코드에 정회

원으로 동시에 가입하 다. 재 더블린 어코드의 회원국은 9개국이며, 시

드니 어코드 회원국은 13개국이다[2].

2. 공학기술교육 인증 기

  ABEEK에서는 2년제, 3년제, 4년제 문 학 교육과정에 용할 인증 

기 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2년제 교육과정은 기술 학 과정, 3년제 교

육과정은 공학기술 학 과정, 4년제 교육과정을 한 공학(심화) 학 과정

을 규정하고 있다[3,4].  아래 그림 1. 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이집트 기술

학은 2년제와 4년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어서 기술학  과정과 공학

(심화)과정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사업에서는 2년제 교육과정에 

해서만 기술학  인증을 취득하고자 한다. 

                그림 1. 이집트 고등교육 체계도

따라서 2년제 기술학  인증 기 에 맟추어 교육과정이 운 되어야 하며 

이는 더블린 어코드에 해당된다. 표1은 기술학  과정 인증기  주요사항

이다.

표 1. 공학기술교육 인증 기

세부인증
기  기술학  주요 사항

교육목표
산업체를 포함한 구성원의 요구와 사회 환경 변화를 반

하여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리

졸업생역량
교육목표와 부합하도록 학습성과를 설정하고 성취도를 평

가라고 그 결과를 개선에 활용

교과과정
학습성과 달성을 해 교과 역별 최소 이수학 을 만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운 실 을 리

학생
학생에 한 체계 인 평가와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하고 

졸업기 과 졸업사정 차 마련

교수진
교과과정 운 , 학생지도, 교육개선 활동을 충실할 수 있

도록 교수진 구성 

교육환경
재정, 공간, 시설, 장비가 확보되고 행정체계와 교육보조 

인력이 하여야 함

3. 공학기술인증 기 과 베니스웨  기술 학 교육과정 비교

  베니스웨  기술 학에는 메카트로닉스와 ICT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매 학기를 16학 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졸업학 은 64학 이며 공

과 교양 교과목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운 하고 있다[5]. ABEEK 공학기

술인증 기 과 이집트 기술 학 교육과정의 학  체계를 표 2에서 비교하

고 있다. 베니스웨  기술 학의 교과과정에서는 MSC 역을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아서 교과목 내용으로 공과 MSC를 구분하 다. 재 

KTC 2015 인증기 으로는 최소 이수학 을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원에서는 2021년도부터 용될 KTC 

2021 인증기 에서 일부 기 을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 에 있으므로 베

니스웨  기술 학은 ABEEK 최소 이수학  기 은 만족할 수 있다고 

단된다.

표 2. 인증기 과 교육과정 최소 이수 학  비교

교과
역

2015 
인증기

(최소이수학 )

2021 
인증기

(최소이수학 )

베니스웨  기술 학 
교과과정

메카트로닉스 ICT

공 54 43 45 46

MSC 10 8 10 12

문교양 편성 편성 9 6

4. 공학기술교육 인증을 취득하기 한 방안

  베니스웨  기술 학이 ABEEK 공학기술교육인증을 취득하기 해서

는 최소 이수학 을 하여야할  뿐만 아니라 교육목표, 학습성과와 교과과

정 간에 유기 인 질 리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해  다음과 

같은 질 리 방안이 요구된다.

 교육목표의 성을 정기 으로 검토하기 한 차와 문서화된 체계 마련

 10개 이상의 학습성과를 정의하고 각 교과목에 한 학습성과 매핑

 학습성과 평가를 한 교과기반 평가 는 총 평가를 한 평가도구

와 채 기  마련

 각 교과목에 한 강의개선 CQI 보고서 양식 정의

 학습성과 심의 교과운  결과를 분석하는 도구 개발

 공 교과목 간의 선후수 지정

 종합설계 교과목의 선수 과목 지정

 학사 리 종합 시스템 구축

  에서 제시한 질 리 방안을 구 하고 하게 운 되는지 검증받기 

해 ABEEK으로부터 사 컨설 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문가들의 컨

설 을 통해 미비 을 보완한다면 2022년 정된 본 인증 평가를 통해 공

학기술교육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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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국제 력단 ODA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집트 베

니스웨  기술 학 설립사업  국제 으로 공인된 공학기술교육 인증을

받기 한 방안을 제안하 다. 교육 로그램이 더블린어코드에 하는 국

제등가성을 가지고 체계 인 질 리를 이룰 수 있도록 ABEEK 공학기술 

인증기 을 선택하 으며, 베니스웨  기술 학의 메카트로닉스와 ICT 

교육과정이 공학기술 인증을 취득하기 해 비해야 할 주요 사안들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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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에 해서 연구함으로써 시사 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해 20년 이상 이 분야에 종사한 직업훈련교사와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한 내러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

하 다. 연구문제인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은 무엇인가에 하여 입직 , 입직, 성장, 성숙의 과정을 거쳐 

총 15 가지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s : 직업정체성, 직업훈련교사, 내러티  연구, 내일이룸학교, McAdams

Ⅰ. 서 론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과 이들을 

상을 하는 문 인 직업훈련을 ‘내일이룸학교’(여성가족부 지원)를 통

해 지원하고 있다. ‘내일이룸학교’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을 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 인 사회 진출  경제  자립을 지원

하기 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기 은 

훈련생 모집과 비학교 운 , 직업훈련  특화 로그램 실시, 취업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

년"이란 등학교· 학교 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

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 하거나 면제받은 청소년, 고

등학교 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 ·퇴학처분을 받

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이 포함한다.  2011년도 청년고용종합 책(고용노

동부)에 따라 취업사 학교로 시범운  되었으며 2017년도 여성가족부 사

업으로 이 되어 2018년 ‘내일이룸학교’로 사업명칭 변경되었다. ‘내일이룸

학교’는 2020년 재, 국 15개 직업훈련기 에서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약 3~10개월 간 과정으로 이 진다[2]. 

 학교라는 공교육이 맞지 않아 학교 밖으로 이동한 청소년들을 상으로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직업훈련교사들은 성인들의 직업훈련교육과 강의 

방식이나 일반 직업훈련방식과 사뭇 다르다. 일반 공교육이 맞춰주지 못한 

부분을 훈련기 에서 해내야하는 부담감과 직업훈련의 본연의 목표인 취

업이라는 목 을 달성해야하는 데에 있어서 학생들과 장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이는 직업훈련교사이다. 

  2017년도 개정된 직업훈련교사의 참여 조건은 장 기술에 한 기본  

조건만 충족하여도 직업훈련교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있다[2]. 

따라서 채용될 수 있는 요건은 되지만 교육 으로 소양 없는 교·강사들도 

훈련 장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응하지 못해 

학교 밖으로 넘어온 훈련생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 훈련생들의 기술 습득

이 원활하지 않으면 취업률이 떨어지고 훈련 기 과 훈련교사에게 불이익

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 훈련생들이 심리 으로 불안하게 되어 지면 그

들이 공교육을 벗어난 것 같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게 될 것이다. 결론

으로 학생들이 불안하여 학습이 힘들어지면 훈련기 이 본연의 역할을 제

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어 교사의 고용 한 불안하게 되고, 불안한 훈련 

기 에서 근무하는 당사자인 직업훈련교사는 언제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열악한 고용환경에서 근무하게 된다. 총체 으로 훈련의 질이 낮아지게 된

다. 

  훈련생들에게 좋은 직업훈련교사는 훈련생이 원하고 훈련생들에게 좋

은 향을 끼치는 교사여야만 한다. 기술만을 달하는 기능인이 아닌 교

사로서 다른 역할도 수반된다. 교사의 정체성 확립은 교사 자신과 학생 모

두를 해서 매우 요하다. 직업정체성이 확립된 직업훈련교사는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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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내재된 능력을 발휘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자기를 실 하여 훈련생들의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한 연구는 ․ 등교원을 상으로 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룬다.  반면, 직업훈련교사가 학생들과 어떠한 교육을 하는 지, 

어떻게 성장하는 지, 어떻게 성숙해나가는 지에 한 직업정체성을 연구한 

문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 까지의 직업훈련교사 련 연구의 주된 

흐름은 직업훈련교사의 역할과 역량에 한 규명과 분석을 통하여 직업훈

련교사로서 업무를 효과 으로 수행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었다[3]. 직무

를  잘 아는 것도 요하지만, 교사로서의 자신의 일과 직업에 어떠한 의미

를 부여하는지도 요하다[4].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자 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직업훈련교사로 훈련교사의 인생에 한 내러티 를 살펴 으

로써,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에 향을 끼친 인생의 궤

을 악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은 문헌고찰, 제 Ⅲ장은 

연구 방법, 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문헌고찰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

득ㆍ향상시키기 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

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

에게 실시하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장은 훈련의 직종  내용에 따라 

15세 이상으로서 훈련 상자의 연령 범 를 따로 정하거나 필요한 학력, 

경력 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4조).

  직업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하여 심리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에서 자신의 직업이 차지하는 요도이다. 직업정체성은 

본질 인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유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사

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과되고 지각된 수많은 역할이다. 교사에게 있어 

직업정체성은 교사들이 자신에 해 정의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3].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한 연구는 주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체육 교사, 

문상담교사 등 일반 으로 정규 교과과목에서 벗어난 교사들을 상으

로 이루어졌다. 부분의 연구 상이 된 교사들이 직업정체성에 혼란을 느

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 

 교사의 직업정체성은 교사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인생에 

향을 미칠 수 있다. 교사 자신의 정체성이 수업 과정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고 학생들은 교사를 통하여 자기 정체성을 형성에 향을 받게 된다.

Ⅲ. 연구방법

 연구참여자 A교사는 직업훈련 기 에서 내일이룸학교(여성가족부)  

국가기간 략산업(고용노동부) 훈련을 주로 맡았으며 컴퓨터 일반, CAD, 

CAM 등을 통하여 기계설계  기계 가공의 분야를 지도하고 있다. 소속 

기 에서 93년부터 재까지 임으로 재직 에 있다.

 연구자는 A교사와 3회에 걸쳐 총 4시간 15분가량의 면담을 진행했다.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한 내러티  방식으로 연구를 진

행하 다.  McAdams는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인

생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며 살아간다고 보았으며, 이 역할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것, 한 인간 안의 서로 다른 자아들을 일 되고 역동 인 

체로 통합해 주는 것이 정체성이라고 말했다[5].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직업훈련교사로서 살아온 삶을 돌이켜 으로 

의미 있는 사건에 하여 재해석하 다. McAdams는 인터뷰에서 갖추어

야 할 여덟 가지를 제시하 다. 각각의 사건에 하여 무슨 일이 언제, 어

디서 일어났으며 이와 계된 사람은 구이고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구자는 McAdams의 면담 기법을 통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

를 충분히 구술할 수 있도록 배려하 다. 여덟 가지의 면담 주제에 해서 

연구자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태로 면담에 임했으며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연스럽게 여덟 가지 주제에 해 질문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하 다. 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추가 인 질문을 어느 정도 허용하

다. 연구 참여자의 내러티 를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직장, 커피 )에서 인터뷰를 진행하 다. 

Ⅱ. 본 론 

1. 입직

  직업훈련교사 입직 에 A교사의 과거의 경험은 학생들의 가난과 불우

함을 극복하도록 지도하는 동기가 되었다. 가난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자 

문계고에 진학, 아버지의 권유로 토목공학으로 학진학, 건설회사로 취

업, 일 년 후에 그만두며 교육계로 직 했다. 학교 당시, 선생님과의 

화를 통하여 교사가 되는 것의 환상이 생겼다. 

2. 입직

 입직을 하고 A교사는 독학으로 모르는 과목을 배워서 가르치기 시작하

다. 훈련 기 이 필요하면 뭐든 지 다하 다. 그 이후 무엇이든지 배우면 

가르치게 되고, 문성을 쌓아가게 되는 경험을 반복 으로 학습하게 되었

다(축척되는 자격증).

3. 성장

 성장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A교사는 훈련생이 자신의 유년기의 가난함

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월 과 상 없이 학생들을 지

도하 다. 학생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해 이벤트를 하 고 이는 학습효

과를 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성취감을 반복 으로 학습하는 효과를 불러일

으켰다. 사후 리를 해 학생들의 취업처를 직  방문하 다, 학생들이 

자립함을 바라보며 기 이라고 여기며,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만족한다.  

  한 그는  ‘일신우일신’의 모습으로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하고자한다. 

기 에서 시행하는 워크 을 통하여 기 의 교육 신념이 자신의 것으로 

체화된 경험을 한다. 그에게 오는 학생들을 외 으로 바라보면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그의 교육철학은 원인을 알면 심각한 심리  장애도 고칠 

수 있다고 믿는다. 도와주고 싶은 욕구에 의해 학생들을 지도하니 돈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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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만족감을 느낀다. 학생들의 변화는 기 이지만 그에게는 일상  경

험이 되었다. 돌이켜 보았을 때 자신이 겪었던 경험들은 이  곳에 오도록 

이끈 신의 부르심이라고 보았다.

4. 성숙

그는  이 의 삶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끼며, 계속 이 길을 가

야하는 목  느낀다. 한 자신이 경험한 기 을 나눠야한다고 믿는다. 퇴

직 후를 비하고 있으며 동료와 학생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나 고자 

한다. 직업훈련교사 제도 개선에 기여하고 한다. 

표 1. A교사의 직업정체성 형성과정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내일이룸학교 직업훈련교사로서 살아가는 교사의 직업정

체성 형성과정을 내러티  연구방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시사 을 도출하

고자 하 다. 

 A교사는 입직 , 입직, 성장, 성숙의 시간  흐름을 통하여 직업정체성 

형성 과정을 경험했다. 그는 입직 에 어려움이 가득한 유년기를 보냈다.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경제 인 여유를 얻게 되었지만 학교 때 심겨

진 교사에 한 꿈이 그를 직업훈련교사의 삶을 선택하도록 이끌었다.  자

신의 겪었던 어려움을 학생들이 겪지 않게끔 ‘학생을 살리는’ 일에 자기를 

내어던졌다. 제자들에게 거울이 될 수 있는 교사가 되고자 자기계발과 연

수에 정진하 다. 학생들과 부 끼며 살아가는 일련의 경험 속에 그는 신

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기 ’으로 바라

보며 삶의 만족감을 느 다. 

 교사로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학생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도하면서 그는 

이 직업을 통해 삶의 목 과 의미를 악했다. 기 의 일상은 지속 으로 

반복되어 그 동안 느껴왔던 교육  철학과 가치가 차 확신이 되었다. 

  그에게 자신의 직업은 다른 어떤 직업과 바꿀 수 없는 사람을 살리는 수

단이며, 자신의 인생 한 순간 한 순간 일어났던 일들이 이 자리에 오기 한 

부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퇴직의 시 에서 자신의 경험, ‘학생이 살아나

고 변화되어 직업인으로 자립하는 과정’을 자신만 리기 아쉽기에 다른 

교사들과 나 기를 열망하며 타인에 도움이 되는 삶, 의미있는 삶을 살아

가고자 희망한다. 이는 직업정체성이 개인의 삶의 목 과 직업에 한 지

속 의도를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6].   

 본 연구는 오랜 기간 직업훈련교사로서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하여 사회

으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을 직업인으로 길러낸 직업훈련교사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근무 기간, 소속 등에 따른 다양한 로그래

분야의 교사들을 상으로 탐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교사들에게 장에서 교육훈련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 등에 한 논의 한 연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훈련교사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에 한 보

다 정 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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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주제

입직

동생들을 돌 야 했던 맏이

드디어 돈을 벌다. 

‘선생님’ 내 마음의 로망

입직
필요한 사람이 되기 해 몸부림치다. 

배움에 날개 달다.

성장

학생들을 견인하다.

학생을 살리는 이벤트

졸업 후에도 직장까지 찾아가는 사후 리 

훈련교사로서 자기계발과 연수를 해내다.  

원인 없는 문제는 없다.

여와 상 없는 만족감을 경험하다. 

신의 은총과 기 을 경험하는 일상을 살아가다. 

성숙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다. 

노하우를 알리다.

퇴직의 시 에서 사회  의미를 갈구하다.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429 -



진로구성이론에 기반한 성인 상 국내 연구 동향

박승이*,  강혜 **

한국기술교육 학교 *테크노인력개발 문 학원 박사과정,  **교수
*green@koreatech.ac.kr, **hy97kang@koreatech.ac.kr

Domest ic Resear ch Tr ends for  Adult s Based on Car eer  Const r uct ion Theor y

　Seung-Yi Park*,  Hye-Young Kang**

Koreatech *graduate student,  **Professor  

요  약

 본 연구는 진로구성이론에 기반한 성인 상 연구의 국내 연구동향의 재를 악하여 성인 진로의 향후 연구  진로상담의 기틀 마련의 토 로 

삼고자 진행되었다. 분석 상 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검색된  총 14편이 연구이며, 연도별, 연구참여자 특성별, 연구참여 인원별, 연구방

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로는 2015년 3편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2019년에 6편으로 근래들어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연구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을 포함하는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 는 20 부터 60 까지의 성인을 상으로 연구되었으나, 

40 와 50 가 반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참여인원은 1명∼8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나타났다. 연구방법으로는 14편 모두 질 연구방법 이었으

며, 그  내러티  연구가 가장 많은 비 으로 나타났다. 

Key Words : 진로구성, 진로구성이론, 성인진로 

Ⅰ. 서 론 

 사회의 일자리 환경은 정규교육과정을 마치고 어른이 되었다고 하여 

진로에 한 고민도 마칠 수 있는 실은 아니다. 이는  사회의 일자리 

환경과 더 련이 많다. 세계경제의 흐름에 의해 야기된 직업 해체는 비정

규직, 견직, 임시직, 계약직이라고 불리는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불안

한 근로자를 양산했고[15], 국내 고용환경 역시 규모 구조 조정이 실시되

고 비정규직이 확 되었다. 직업 세계에 나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로를 발 시켜가기 보다는 불안정하고 유동 인 환경에서 자

기 주도의 진로를 리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9], 진로의 주체가 조

직에서 개인으로 이동되어, 자기 스스로 단하여 진로를 리하는 것이 

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17]. 이러한 환경 속에서 진로구성이론

(Career Construction Theory)은 시  요구를 반 하는 새로운 안  

모형으로 여겨지면서[3], 성인을 한 진로이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Savickas(2005)가 제안한 진로구성이론은 개인이 취업을 하고, 직업을 변

경하고, 고용되고, 해고되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당면한 환경의 

요구 사이에서의 진로를 구성, 재구성하게 하는 경험이므로[12], 진로를 구

성하는 것은 객  직업 경험이 아니라, 주체 인 의미 부여로 구성된 경

험이라 할 수 있다[6]. 시  요구에 의해 진로이론의 안으로 떠오르는 

진로구성이론의 국내 연구는 성인 상 연구에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인당 1,967시간으로 OECD 평균 1,763시간보다 12% 

높은 과로 사회다(연합뉴스, 2019.02.27.).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 이 이

토록 큰 사회에서 한 개인이 일과 련하여 삶의 의미와 주제를 어떻게 구

성하여 살아갈 것인가에 한 질문으로 성인 진로의 연구  상담에 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을 상으로 한 국내 진로구성이론에 

한 연구동향을 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로구성이론에 기반한 성인 

진로연구의 국내 동향의 재를 악하여 진로구성이론을 통한 성인 진로

의 향후 연구  진로상담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토 로 삼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연구문제 해결을 해 2020년 10월 20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진로

구성’, ‘구성주의’, ‘진로구성상담’으로 상논문을 검색하 으며, 연구 상

이 ‘성인’, ‘직장인’, ‘재직자’, ‘ 년’, ‘경력단 여성’인, KCI등재 후보지 이상

의 연구논문 14편을 선정하 다. 분석방법은 연도별, 참여자 특성별, 참여 

인원별, 연구방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논의

 성인을 상으로 한 진로구성이론 연구 14편에 한 빈도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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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빈도분석결과

연도별 성별

2020 2(14.3%) 남 5(35.7%) 남여 6(42.9%)

2019 6(42.8%) 여 3(21.4%) 계 14(100%)

2018 1(7.1%) 연구참여 인원

2017 1(7.1%) 1명 2(14.3%) 6명 1(7.1%)

2016 1(7.1%) 2명 1(7.1%) 7명 5(35.8%)

2015 3(21.5%) 3명 3(21.5%) 8명 1(7.1%)

계 14(100%) 4명 1(7.1%) 계 14(100%)

연령별 연구방법

20 3(15.8%) 근거이론 2(14.3%)

30 4(21.1%) 내러티 6(42.9%)

40 6(31.6%) 생애사 3(21.4%)

50 5(26.3%) 사례연구 1(7.1%)

60 1(5.2%) 상학 2(14.3%)

계 19(100%) 계 14(100%)

 성인을 상으로 한 진로구성이론에 기반한 연구는 2015년 3편으로 시작

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각 1편씩 연구되었고, 2019년에 6편으로 

증하는 등 근래 들어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성별분포는 남녀가 골고루 

연구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 는 20 부터 60 까지의 성인을 상

으로 다양하게 연구되었으나, 40 가 가장 많았고, 50 가 두 번째로 많아 

40 와 50 를 상으로 한 연구가 체의 반 이상 차지했다. 이는 이 

시기에 ‘나는 구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부일까? 남은 나의 인생은 무

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 등과 같이 사춘기 자아정체감 확립 시에 

가졌던 비슷한 질문들을 하면서 었을 때 수립해 놓은 목표를 성취하지 

못했거나 그 동안 해온 일이 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망감을 느

끼고 삶의 의미 상실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년 환기 남성 직장인 

 기혼여성 직장인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6],[7]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연구 상으로 삼은 연구 참여자의 숫자는 1명∼8명까지 다양하게 나

타났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성인 에서도 주로 경력단  여

성, 386세  신 년 남성, 특수고용노동자, IMF경제 기 직후 노동시장 진

입한 직장 남성 등 부분 특수한 상황, 환경, 시기 등을 경험한 성인들의 

진로 구성에 한 내용들이 많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진로 

경험에 한 삶과 일의 의미에 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일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고 재평가하 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14편 모두 질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그 에서도 내러티  연구가 42.9%로 가장 많았다. 진로구성이론에

서는 개인을 상으로 내러티 를 용하여 진로 흥미를 탐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주제를 이해하고 지속 으로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자신

을 둘러싼 외부 환경의 요구에 극 으로 처할 수 있는 진로 응성을 

함양하므로[14], 진로구성이론에 가장 합한 연구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내러티 는 개인을 새로운 사건으로 이끌어 의미체계 안으로 흡수하게 만

들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도록 하며, 그 다음 어떻게 진로 방향을 

설정해 나아가야 하는지 선택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17]. 변화하는 21세

기 직업환경에 진로 응성을 키우기 해 내러티 를 활용한 [3]의 연구

에서 연구참여자 6명  5명이 일반 인 내용에서 구체 인 내용으로의 

내러티  변화를 보인 연구결과를 통해 내러티  연구가 진로구성이론의 

효과 인 연구방법임을 확인  한다.

 이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변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진로의 주체로서 

응하고 일과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하는 성인들을 해 진로구성이론

의 역할이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KCI등재

후보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만을 상으로 하여, 분석 상 연구의 

수가 다는 제한 을 지니고 있어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을 극복하여 

진로구성이론의 국내 연구 동향이 더욱 명확해 지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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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회복탄력성 차이를 분석하 다. 이를 하여 학기 에 남학생과 여

학생으로 구분하여 KRQ-53 설문지를 활용하여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온라인 로

그래  수업에 하여 회복탄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남학생들은 회복탄력성 180이상의 고득 군이 많았고, 여학생

들은 집단의 평균치에 부분 수렴하는 결과도 보여주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수-학

습 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 Online Class, Programming Learning, Software Education, Resilience, Gender

Ⅰ. 서 론 

  2020년 재  세계 으로 COVID-19의 향을 받아 부분의 교육

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각  학교들은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1].  

  국어, 어, 수학, 사회, 과학 등의 이론 과목은 COVID-19 이 에도 다

양한 온라인 교육 업체와 기 들이 많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

었다. 그러나 이공계나 체능 등의 실기 과목에서는 시간과 장소의 문

제와 재료 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2]. 특히 컴퓨터 

로그래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흥미

까지 낮다.  한 각 학에서 소 트웨어 심 학 사업에 선정되었거

나 비하고 있는 학들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은 강제로 컴퓨터 로그

래  수업을 듣는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로그

래  학습은 학습을 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 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컴퓨터를 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디버깅은 늘 

하는 일이지만 학생들에게는 그 지 않다. 한 남학생과 여학생들의 차

이도 존재한다.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은 상 으로 기계에 한 

두려움이 있어서 다양한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의 컴퓨터 과목에 한 어

려움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수강생들의 회복탄력

성을 알아보려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교양 컴퓨터 과목의 수강생

들로 구성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류하여 연구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온라인 수업

에 하여 알아본다. 제 Ⅲ장에서는 연구 차  연구 결과를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1. 온라인 수업

  기존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로그래  수업을 진행한 로는 

e-Book을 보면서 로그래 을 실습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온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라이  스트리 이나 VOD로 강좌를 듣거나, 로그래 을 학

습할 수 있는 동 상 강좌를 활용하여 립 러닝을 실시하는 등의 종류가 

많았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학습은 온라인 교수실재감

이나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 

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로그래  학습에서의 무기력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회복탄력성은 크게 통제성, 사회성, 정성

의 하  요소가 있으며, 어려움을 성공 으로 극복하고 공감능력을 통하여 

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며 정서 으로 나아지기 한 노력을 뜻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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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차  결과 

 

1. 연구 차

  본 연구는 학기 에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 다. 회복탄력성 검사에 

활용된 도구는 KRQ-53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를 활용하 다[8]. 연구 상

은 A 학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학생 81명과 여학생 57명을 상으로 

하 다. 교양과목은 컴퓨  사고의 원리를 활용하여 Scratch로 로그래

을 실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 결과

  교양 컴퓨터 과목의 남녀 수강생의 회복탄력성 평균을 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남학생은 162.98의 평균이 나타났고 여학생은 173.51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결과 평균은 그림 1과 같다.

 한 각 집단 간의 회복탄력성 구간 별 인원으로는 남학생의 경우에는 회복

탄력성이 150미만이 24명, 150이상 180미만은 34명, 180이상은 23명으로 남

학생들 사이에서도 편차가 큰 반면에, 여학생은 150미만이 8명, 150이상 180

미만은 39명, 180이상은 10명으로 거의 평균에 가까운 수치에 모여있었다.

3.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본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회복탄력성이 

체 으로 높지만 남학생들은 180이상의 고득  군이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남학생들 에 컴퓨터에 심이 많은 남학생들이 많기도 

하지만 학습에 열의를 가지지 못하는 남학생들도 많았음을 유추할 수 있

다. 한 최근 들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학습에 충실한 경우가 많으

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회복탄력

성 차이를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수업

에서 학습자 특성에 따라 교수-학습 략을 체계 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회복탄력성의 사 -사후 검사와 

변인 추가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실습 수업의 발  방안을 모색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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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로젝트 학습에 참여한 국내 4년제 공과 학생들을 상으로 숙달 근목표지향성, 교수지원, 문제해결, 

업능력, 과목만족도 간 구조  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2019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총 283부의 응답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 다. 연구 결과, 숙달 근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이 문제해결, 

과목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고, 교수지원은 업능력에 정(+)의 향을 미치며, 문제해결이 업능력과 과목만족도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문제해결은 성취목표지향성과 교수지원이 업능력과 과목만족도에 미치는 

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취목표지향성과 업능력 간의 경로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문 ·실무  시사 을 제언하 다.

Key Words : mastery-approach goal orientation, instructor support, problem solving, collaborative skills, course 

satisfaction

Ⅰ. 서 론 

변화하는 시 에 응할 수 있는 학습자를 양성하기 해 고등교육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용하기 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과 맞물려서 각 학은 교육의 신을 한 실행  하나로,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방법을 용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로젝트 학습에 한 심이 높아져, 

몇몇 학교에서는 교과  일부 과목에 해 로젝트 학습을 용하는 것

을 의무화하고 있다. 로젝트 학습은 학습자로 하여  워크의 개발과 

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하며, 로젝트에서의 문제인식, 해결 과정에서의 주

도성 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장 이 있다[1].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한 변

화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로젝트 학습은 재 학교육 반에 도입

되고 있는 추세이나, 로젝트 학습에 한 교수자의 낮은 인지도, 학습자

의 학습과정의 어려움, 반 으로 낮은 교육성과에 한 인식 등으로 인

하여 아직 학 역의 새로운 교육 신 방법  하나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육 특히 공학교육 반의 로젝트 

학습의 성과를 정의하고, 성과를 높이기 한 향 변인을 찾아 운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표 인 교수학습모형인 3P모형을 기반

으로 로젝트 학습의 과정 반을 살펴보기 하여 학생 요인의 숙달

근목표지향성, 교수 맥락으로서의 교수지원, 학생 심활동으로서 로젝

트 학습의 특성을 반 한 문제해결, 그리고 성과로 업능력과 과목만족도

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고자 하 다.

Ⅱ. 본 론 

  본 연구의 맥락인 로젝트 학습은 학습의 한 형태로서 학습자가 업

을 통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으로 산출물을 제작함으로써 공동

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 한 3P모형은 학습

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모형으로, 학습자의 학습하는 과정을 비

단계(presage), 과정(process)  산출(product)로 구성하고, 특히 비단

계는 학생 요인과 교수 맥락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4]. 따라서 학생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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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학습을 통한 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숙달 근목표지향성, 교수 

맥락으로는 교수지원, 과정단계는 이 에 학습한 지식과 인지 략을 활용

하여 답을 찾는 문제해결[5], 산출단계의 변인으로 업능력과 과목만족도

를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변인들의 계는 부분 단

편 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3P모형에 근거하여 구성된 체 인 

로젝트 학습 맥락에서의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국내 4년제 공과 학생을 상으로 편의표집을 실시하여 최종

으로 283부의 응답을 연구에 활용하 다. 연구 모형 평가와 가설 검증을 

하여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진행하 다. 연구 차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동일방법편의, 정규성, 신뢰

도, 타당도에 한 검증 결과 주요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 연구모형 검증을 

실시하 다. 둘째, 측정모형, 구조모형 순으로 연구모형을 평가하 으며

(RMSEA≤.08, SRMR≤.08, TLI≥.90, CFI≥.90)[6], 잠재 인 부 해 여

부를 단하기 해 연구모형의 개별 모수에 한 추정치와 오차분산을 

확인하 다[7].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반  합도 지수는 표1과 같으

며, 기존 설정한 연구모형에서 숙달 근목표지향성과 업능력 간 유의하

지 않은 경로가 확인되어 해당 경로를 제거한 수정 연구모형을 비교하여 

연구모형2를 최종 연구모형으로 선정하 다. 수정된 연구모형2의 표 화 

경로계수 추정치는 그림 2와 같다. 셋째, 매개효과 검증을 해서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는 Bias-Corrected 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의 매개효과를 검정하 다[8]. Bias-Corrected bootstrapping 분석 결

과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통해 연구모형2의 모든 매개효과

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 다.

표 1. 측정모형과 연구모형의 반  합도 지수

그림2. 수정된 연구모형2의 표 화 경로계수 추정치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생 요인의 숙달 근목표지향성, 교수 맥락으로서의 교

수지원, 학생 심활동으로서 문제해결, 그리고 성과로 업능력과 과목만

족도를 선정하여 이들 간의 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숙달 근목표지향

성과 업능력 간 직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

는 숙달 근목표지향성이 개인의 발 과 련된 내  동기인 것과 무 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통한 간 효과는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교수지원은 모든 경로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결과 으로 

로젝트 학습 운 에 있어서 교수자는 역할의 요성을 인식하고, 학습자의 

문제해결이 성공 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리와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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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교 수업에 세컨드라이 라는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을 실시하고,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 활동에서 참여 유형(

력학습, 개인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고등학교 2학년 4개 학습을 선정 후, 이를 력학습 

집단(60명)과 개인학습 집단(59명)으로 무선 할당하 다. 학업성취도에 한 양 자료를 수집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가상 실을 활용한 력학습 참여 수행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가상 실을 활용하는 력학습의 교육 장에서의 활용  개선에 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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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 력  문제해결력, ICT 리터러시, 인성 

등의 21세기 역량이 교육계의 주요한 이슈로 꾸 히 논의되고 있다[1]. 

한 4차 산업 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변화에 응할 수 있는 미래사

회에 필요한 핵심역량 계발을 해서는[2] 여러 발 된 테크놀로지들을 활

용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실제 인 맥락을 제공하여야 한다[3][4]. 이 게 

변화된 교육의 패러다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업 능력이 학습자

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학습 방법으로는 력 학습이 제

시되고 있다[4]. 

  3차원 가상 실(virtual reality)은 실제 인 교실 맥락과 다양한 시도

를 실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안 한 공간을 제공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

기 때문에 학교 장에서 력 학습에 활용하기에 유용하다[5,6].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인 교실 맥락을 제공하는 첨단 테크놀로지인 

가상세계를 학교에서 활용해보고, 나아가 학습 유형( 력학습, 개인학습)

이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향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기반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둘째,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에서 참여 학습 유형( 력학습, 개인학습)

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향은 어떠한가?

Ⅱ. 본 론 

1. 3차원 가상 실  

 실과 매우 유사한 3차원의 공간인 가상 실은 그 속에서 물리  거리 

 시간의 제약이 없는 상호작용이 가능하다[6, 7]. 실제 3차원의 공간에 

있는 것과 같은 물리  실재감을 가지는 것은 물론, 아바타를 통해 다른 

사람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회  실재감 한 체험할 수 있다

[8, 34]. 가상세계 속 물체들도 실제와 매우유사하게 표 될 수 있으며, 소

리, 채  등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실재감을 향상

시킬 수도 있다[22]. 이러한 특징은 학습 환경을 실 으로 설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가상 실 속에서의 학습자의 극 인 학습 참여를 진시

킨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A고등학교 2학년 4개 학 (총 119명)을 선정하여 세컨드라

이  (SecondLife)를 활용한 학습을 실시하 다. 세컨드라이 를 용한 

학습에서 학습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기 해 을 구성하 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체 119명이며, 력학습에 2개 반(60명), 개인학습에 2개 

반(59명)이 각각 참여하 다. 력학습에서는 무선 으로 총 20개 으로 

구성하 으며 별 인원은 3명이며,  구성은 무선 할당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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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 활동에서 학습 참여 유형이 학업성취

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한 실험설계로, 력학습 집단과 개인학습 

집단으로 나 어 후 검증 방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계에 따라 첫째, 처치 에 력학습 집단과 개인학

습 을 상으로 교과학업성취도 사 검사를 실시하 다. 검사는 수업시간

에 집단별로 각각 실시하 으며, 약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둘째, 교과수업

을 가상 실 내에서 처치하 고, 수업시간은 차시별로 50분씩 3차시에 걸

쳐 진행되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학생들은 본인의 아바타를 활용하여 연구

를 해 설계된 가상 실인 세컨드라이  속 교육환경을 탐색하고, 주어진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학습 활동을 수행하 다. 셋째, 처치 후 집단별로 사

후검사가 진행되었으며, 검사방법과 시간은 사 검사와 동일하 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교과 학교성취도 검사는 개인의 교과 학업성 을 평

가하기 한 도구로 본 연구자와 고등학교 교사 2명이 상의하여 사 검사

와 사후검사 문항을 구성하 다. 사  학업성취도 검사는 총 20문항

으로 구성된 5지 선다형이었다.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는 사  학업성취도

에서 사용한 20개 문항과 10문항을 추가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한 5지 선

다형이었다.

4. 연구결과

 <표 1>에서와 같이 사  학업성취도 검사는 학습유형에 따라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 평균을 보면 력학습

집단(M=13.53)이 개인학습집단(M=11.6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72, p<.01). 이러한 결과는 세컨드라이 를 

활용한 국사교과 력학습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에 효과 임을 의

미한다.

표 1. 학습유형에 따른 사 사후 학업성취도

**p<.01

I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수업에 세컨드라이 라는 가상 실을 활용한 학

습을 실시하고, 가상 실을 활용한 학습 활동에서 참여 유형( 력학습, 개

인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고

등학교 2학년 4개 학습을 선정 후, 이를 력학습 집단(60명)과 개인학습 

집단(59명)으로 무선 할당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가

상 실을 활용한 력학습 참여 수행이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정

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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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고부가가치 고감성 소재로 사용되는 고가의 fine wool 제조를 한 연신 양모사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환원제의 

농도가 니트의 표면특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환원제는 디설 이트 결합을 괴하여 연신이 가능하게 한다. 꼬임수가 다른 양

모사 2종에 환원제의 농도를 0 ∼ 15g/l 로 변환시킨 후 양모사를 연신, 산화시켜 시료를 제조했다. 표면특성으로는 자 미경을 이용

한 표면 morphology와 표면 마찰계수 등을 측정하 다. 환원제의 농도 증가에 따라 wale 방향으로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course 방향으로는 농도 증가에 따라 마찰계수와 마찰계수의 평균편차는 증가하 고,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Key Words : knitted fabrics, course and wale, wool, surface properties, sodium metabisulphite

Ⅰ. 서 론 

 고부가가치 감성섬유는 주로 합성섬유를 이용하여 개발되어지고 있다. 

합성섬유는 물성을 인 으로 조  할 수 있고, 량생산이 가능해 가격

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의 합성섬유는 사용후 폐기할 때 

환경오염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인 천연섬유를 이용한 고

부가가치 감성섬유가 주목 받고 있다.

 천연섬유 에서 양모섬유는 면섬유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

섬유 의 하나이며, 주로 고  의류용 직물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면섬

유에 비해 양모섬유는 원료섬유의 단가가 비싸서 상품화에는 한계를 가지

고 있다. 한, 고감성 소재를 얻기 해서는 섬유의 굵기가 가늘어야 하는

데, fine wool의 경우 일반원사에 비해 가격이 격히 증가하여 화에 

한계가 있다[1].

 한편, 양모섬유의 라틴은 디설 이드(disulphide) 결합에 의해 3차원 망

목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30%정도 길이를 늘이더라도 원래의 모양으

로 회복이 가능하다. 한, 양모섬유의 디설 이드 결합은 끊어질 수도 있

고 재결합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가역결

합인 디설 이드 결합을 물리, 화학 으로 끊고, 재배열 후 완벽하게 복원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밝 졌다.[2,3]

  니트(knit)는 직물보다 신축성, 착용감, 보온성, 통기성, 유연성, 방추성 

등이 뛰어나므로 감성섬유에 합한 소재이다. 한, 특별한 비공정 없

이 원사에서 바로 니트를 제작할 수 있어서 제조비용이 렴하며, 다양한 

소재와 조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고기능성, 고감성 소재로 많이 사용되

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4㎛이상의 일반 양모를 사용하여 생산된 가의 

소모사를 실 상태에서 환원제를 사용하여 양모의 디설 이드 결합을 끊고, 

물리 으로 연신하여 세사를 제조하고, 제조된 원사를 이용하여 고감성 니

트를 제조하 다. 고감성 니트는 의류용으로 사용되었을 때 감과 착용감

이 매우 요한데, 물리  연신사는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4]하므로, 니트의 감이 거칠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디

설 이드 결합을 괴하기 해 사용한 환원제의 농도가 감과 착용감에 

향을 주는 니트의 표면특성에 주는 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실 험 

  본 실험에 사용된 양모사는 1,000TPM, 1,350TPM 두가지이며, 각 양모

사의 굵기는 2/60Nm이다. 환원제는 Sodium Metabisulphite(Na2S2O5)를 0

∼15g/l를 사용하 고, 산화제는 과산화수소(H2O2)를 사용하 다. 기타 시

료제조 조건은 표1과 같다.

 Processing factors  Conditions

 Yarn count and twist of yarn  2/60Nm 1,000TPM, 2/60Nm 1,350TPM

Na2S2O5 concentration(g/l)  0, 5, 10, 15

 Draw ratio(%) 150

 Setting time(min.) 10

 H2O2 concentration(g/l) 10

표1. 시료 제조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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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원제  연신처리 후 가공이 완료된 양모의 표면 morphology의 변화를 

보기 해 자 미경(HITACHI S-3500N, 1,000배)을 촬 하 다.

 니트는 16게이지 환편으로 평편조직을 편성하 으며, 니트의 표면특성은 

KES-FB-AUTO-A를 이용하여 시험하 다, 시험  시료는 실온 20℃, 

RH% 60의 조건에서 3일간 방치한 후 니트의 course와 wale 방향으로 각

각 측정하 다.

Ⅲ. 결과  고찰 

1. Morphology

 그림1은 환원제의 농도변화에 따른 양모섬유의 연신후 morphology 변화

를 보이고 있다.

TPM
Na2S2O5 concentration(g/l)

0 5 10 15

1,000

1,350

그림 1. 환원제 농도에 따른 morphology의 변화

 그림에서 보듯이 연신에 의해 양모섬유의 표면에 스크래칭이 발생하고, 

스 일이 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모사가 환원제에 의해 디설

이트 결합이 끊어진 상태에서 연신 작용을 받을 때, 양모사의 꼬임에 의해 

인장력이 집 되고 양모사 표면에서 내부로 압축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

신력이 달되었고, 이로 인해 내부 섬유간에 마찰에 의해 스크래칭과 스

일 괴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양모사의 표면구조 

변화로 니트의 감과 택의 변화를 기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2. 표면특성

 그림 2는 환원제의 농도변화에 따른 니트의 마찰계수(MIU)의 변화를 보

이고 있다. 그림에서 wale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course 방향의 

마찰계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연신작용이 원활히 일어나서 니트의 루  구조가 확연해지므로 마찰계수

가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에서는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wale 방향 마찰계수의 평균편

차(MMD)는 경향성이 없지만, course방향의 평균편차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연신되어진 양모사의 굵기가 

더 많이 감소하여 루 사이의 빈공간이 증가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4는 환원제의 농도 증가에 따른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SMD)를 보

이고 있다. 환원제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평균편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니트기의 게이지가 고정되어 있고, 니 후 수축이 일어나므로 니트 

두께의 편차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Ⅳ. 결론

 환원제의 농도에 따라 연신 양모사의 니트 표면특성을 고찰한 결과, 환원

제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양모섬유의 표면에 스크래칭이 발생하고 스

일이 괴되었으며, course 방향의 마찰계수와 마찰계수 평균편차가 증가

하 다. 한, 표면거칠기의 평균편차는 wale과 course 방향으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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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환원제의 농도에 따른 MIU(Coefficient of fricti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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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환원제의 농도에 따른 MMD(Mean deviation of MIU)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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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환원제의 농도에 따른 SMD(Geometrical roughness, micron)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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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교정분야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은 무엇인가?’에 해서 연구함으로써 시사 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이를 해 10년 

이상 재소자 직업훈련분야에 종사한 직업훈련교사와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한 내러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문제에 하여 총 5개의 범주(직업에 한 정  이미지,  교과 수업의 문가로서 지속  자기계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한 

문가로서의 몰입, 직업훈련 기회 창출을 한 주도  활동, 삶의 목표에 한 지속  추구)와 7개의 주제(.이 게 잘 맞을지 몰랐던 

‘신의 한 수’인 직업 선택, 교육매체 경진 회에서 입상함, 따뜻한 교사로 거듭나기, 수업 재료로 시각물을 활용하여 몰입도를 높임, 따뜻

한 사람으로 거듭남, 교육매체 경진 회 참여, 강의를 더욱 잘하기)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교정분야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형성과정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Key Words : 직업정체성, 직업훈련교사, 내러티  연구, 교정분야, 재소자 직업훈련, McAdams

Ⅰ. 서 론 

  교정의 목 은 재소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응을 도와 재범을 방지

하는 것이다. 2020년 10월 재 국에는 교도소 40개(민  포함) 기 , 

구치소 11개 기 , 지소 3개 기  등 총 54개의 교정기 이 있다. 교도소

는 수형자 형 집행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복귀 지원에 한 업무와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한 업무를 장하고, 구치소는 주로 미결수용 

업무를 장 한다.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구는 5만이 

넘었다. 수감자들의 재범률은 2013년의 통계에서는 2.2% 으나, 2016년에

는 24.8%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소자의 사회복귀와 응을 도

울 수 있는 극 인 교정교육과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1].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 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해 정부에서는 

수형자들을 상으로 다양한 교정교화 로그램을 제공한다. 직업훈련

은 수형자들이 출소후 삶을 살아가는데 방법을 길러 다는 차원에서 수

형자들을 해서 요한 로그램이다. 직업훈련에 한 교정분야에서

의 목 은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 인 생활을 하게끔 하여 재범을 방

지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력으로 양성에 있다[2].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교사란 그 어떤 직업훈련기 이나 공  교육기

보다 역할에 있어서 요하고 책임이 막 하다. 직업훈련에 한 목 을 

교정교화에 두다보니, ‘교사’라는 연결고리를 통하여 ‘교정’과 ‘교화’가 되어

야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소자 직업훈련에 종사하는 교사는 직업훈련이 

지향하는 가치와 사람에 한 애정, 그리고 교사로서의 정체성 확립 여부

가 요하다.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한 연구는 ․ 등교원을 상으로 하는 연구

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을 연구한 문헌은 찾

기 힘들다. 지 까지의 직업훈련교사 련 연구는 주로 직업훈련교사로서 

업무 수행과 련된 내용에 있었다[3].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 것은 직업

훈련교사가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는 가 즉 정체성에 한 인식이

다[4].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자 심을 가지고 오랜 기간 직업훈련교사

로 훈련교사의 인생에 한 내러티 를 살펴 으로써, 직업훈련교사로서

의 직업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술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은 문헌고찰, 제 Ⅲ장은 

연구 방법, 제 Ⅳ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문헌고찰

 직업(occupation)은 경제  소득의 방법이자 사회  가치를 실 하게 하는 

양식으로 부분의 사람들은 직업을 통한 삶을 한다. 직업을 통하여 자

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성공  인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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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해 어떻게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하여 

개인마다의 가치 과 의미부여의 정도가 다르므로 다양하다. 어떤 사람에게

는 생계를 유지를 한 방법일 수도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자아실 의 통로

일 수 있다. 직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가 개인의 직업정체성

(occupational identity)을 형성한다.   

  직업정체성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직업에 하여 심리  일체감을 가지고 

있는 정도와 자아상에서 자신의 직업이 차지하는 요도이다. 직업정체성은 

본질 인 자아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사유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사

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과되고 지각된 수많은 역할이다[4].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한 정의와 이해는 다양하지만 큰 틀에서 교사의 직

업정체성은 교사가 교육자로서 자기 삶을 이해하고 유사한 입장을 갖는 구

성원들과 공유하는 직업과 련한 심 , 일상 , 문화 , 존재론  상을 의미

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교사는 장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모순과 불

안정, 역동, 고민을 나름의 방식으로 해결하면서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해 간

다. 교사는 동료, 학부모, 학생 등 여러 인  계망 속에서 복합 인 정체성

을 형성한다.

 교사의 직업정체성에 한 연구는 주로 보건교사, 특수교사, 체육 교사, 

문상담교사 등 일반 으로 공교육에서도 주요 교과 이외의 교사를 상으로

한 연구가 많다. 이러한 문헌들은 부분 교사들이 직업정체성에 혼란을 느

낀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4]. 

Ⅲ. 연구방법

 Creswell은 질  연구의 에서 내러티 를 연 기 으로 이어져 있는 

하나의 사건·행동 혹은 일련의 사건·행동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음성 는 

문서 텍스트라고 정의한다[5].  McAdams는 인터뷰에서 갖추어야 할 여덟 

가지를 제시하 다. 각각의 사건에 하여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으

며 이와 계된 사람은 구이고 이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느끼고 깨달았는

지에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6]. 

  연구 참여자 B교사는 교정시설에서 재소자를 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교

사로서 기계설계  기계 가공의 분야를 지도하고 있다. 8년 에 직업훈련

분야에 첫 발을 내딛었고, 재소자 직업훈련기 에서는 10년 넘게 임으로 

재직 에 있다.  연구자는 B교사와 3회에 걸쳐 총 6시간 20분가량의 면담

을 진행했다.  McAdams의 Life Story 면담기법을 활용한 내러티  방식

으로 연구를 통하여, B교사의 자신의 내러티 를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도

록 원하는 장소(커피 과 식당)에서 인터뷰를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여러 가지 장 텍스트(면담 사본, 연구자  노트 

 연구자 , SNS 자료  기타 자료 등)를 여러 차례 반복하며 읽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러티  탐구의 3차원  공간을 인식하며 

장 텍스트를 시간의 연속성(continuity), 개인 이고 사회 인 상호작용

(interaction), 그리고 장소로서 상황(situation)의 세 개 차원으로 나 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에 한 각자의 시계열(timeline)을 구성하여 직업능

력훈련교사의 경험 속에서 시간에 따른 주요 사건, 인물, 계, 장소, 변화 

등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 다. 

시간의 연속성에 흐르는 개인  경험과 사회  맥락을 포함하는 주제와 

거리를 바탕으로 하나의 이야기로서 롯(plot)을 지닌 연구 참여자 내

러티 를 다시 구성하고자 노력하 다. 내러티  탐구에서 자료 분석 방법

의 가장 큰 특징은 자료를 세분화하여 이해하기보다는 자료를 체 이야

기의 배경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장 텍스트에서 연구의 목 에 맞는 

이야기를 추려내고 계속해서 하나의 패턴으로 나타내는 내러티 , 거리, 

주제 등을 찾아내고자 하 고, 이것을 다시 외부자  으로 맥락을 찾

고 분류하며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하 다[4].

Ⅱ. 본 론 

1. 직업에 한 정  이미지

  B교사는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 훈련기 으로 직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일컬어 ‘신의 한수’인 선택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직업훈련교사로

서 학생들의 을 쳐다보며 이야기하는 것과 자신을 통해 학생들이 정

인 향을 받는 것이 성에 맞았다고 표 한다. 

2.  교과 수업의 문가로서 지속  자기계발

 B교사는 교육매체 회에서 입상하면서 교수법과 교수설계, 교재 개발에 

한 문성을 획득하 다. 한 학생들을 궁극  변화로 이끄는 것은 기술 

달에 있는 것이 아닌 ‘따뜻함’에 기반한다고 생각하기에 자신이 먼  따뜻

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한다. 따뜻한 감성을 유지하고자 매일 퇴근길에 클래

식 음악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자신

을 이 게 단련시키면서 세상과 단 된 학생들을 해 PPT에 인문학  요

소가 묻어나는 시각자료를 넣어 흥미를 유발하고 강의 참여도를 높인다.

3.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한 문가로서의 몰입

 B교사의 제자들은 재소자들이다. B교사는 제자들이 자신의 과정을 수료하

는 것만으로도 큰 성취라고 바라본다. 그는 자신의 수업을 통해 따뜻함을 학

생들에게 달하려고 노력하며, 수료식에서는 노래를 불러 다. 사회에 나

온 학생들과도 지속 으로 연락하며 외로울 때 안부를 묻고, 때로는 취업에

도 도움을 다. B교사의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 노동을 하며 비로소 구성원

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장을 하게 된다. 

4. 직업훈련 기회 창출을 한 주도  활동

 B교사는 일반 훈련교사들이 일로 생각하여 꺼리는 교육매체 경진 회에 

주도 으로 참여하여 비하 고 입상하 다. 

5. 삶의 목표에 한 지속  추구

 B교사의 목표는 강의를 더욱 잘 하는 것이다. 그는 강의의 문성을 쌓기 

해서 자신의 강의를 연구하고 수강평을 읽어보면서 노력한다. 

범주 주제(내용)

1. 직업에 한 

정  

이미지(자신과 

1. 이 게 잘 맞을지 몰랐던 ‘신의 한 수’인 직업 

선택

(자신을 통해 사람들이 정 인 향을 받는 것에 

표 1. B교사의 직업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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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소자 직업훈련교사로서 살아가는 교사의 직업정체성을 

내러티  연구방법을 통하여 알아보고 시사 을 도출하고자 하 다. 

 A교사는 총 5가지의 범주(직업에 한 정  이미지, 교과 수업의 문

가로서 지속  자기개발,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한 문가로서 몰입, 

직업훈련 창출을 한 주도  활동, 삶의 목표에 한 지속 인 추구),  7

개의 주제의 직업정체성이 발견되었다. 

 B교사는 직업훈련교사가 된 자신의 선택을 ‘신의 한수’라고 여기면서 이 

직업을 애정하고, 사회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지른 재소자들도 애정한

다고 표 한다. 모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 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재소자들에게 편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한다. 자신의 기질상 직업훈련교사

가 성에 맞음(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이해할 때 희열을 느낌)을 깨닫고 

자신의 직업을 하면서 이 안에서 문 으로 자신을 개발시켜 나가면

서 희열을 느낀다. 

  재소자 직업훈련의 목 은 교열교정에 두며 그리하기 해서는 가르치

는 자신부터가 따뜻한 교사가 되어 따뜻함을 흘려 보내지 않으면 학생들

에게 변화가 없음을 구보다도 잘 안다. 폐쇄 인 공간에서도 인문학 인 

요소로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며 과정을 수료하도록 독려하여 성공경험

을 쌓도록 지도한다. 제자들이 출소하여 개인 으로 연락하며 거리를 두거

나 멀리 하지 않는다. 때로는 학생들을 취업시켜주기도 하며 세상가운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 다. 

  동시에 그는 교사로서 더욱 강의를 잘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다. 직업훈

련교사들의 교사로서 활동하는 그는 자신의 노하우와 훈련방식을 공유하

며 강의력을 높이고자 한다.  자신에 한 정  인식은 교사로서의 일에 

몰입과 정  이미지를 만들었으며, 직무의 숙련도가 높아질수록 문성

과 탁월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직업훈련에 자 심을 주었고

자기와 일에 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직업훈련교사라는 직업이 사회

으로 지 가 높거나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어도 다른 어떤 직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느끼며 자랑스러워한다. 지 에 이르기까지 직업훈련 분야

의 문가가 되기 하여 몰입하는 단계를 거쳤다. 

  B교사는 자신이 따뜻해야 자신의 학생들이 따뜻해진다는 믿음으로 퇴

근 후에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자 라디오의 클래식 채 을 청취하며 

자기 자신을 힐링하고 돌아본다. 그의 일에 한 개념은 이 직업이 힘들어 

쉽게 그만두는 직업능력훈련교사들뿐만 아니라 여느 직장인의 모습과도 

다르다. 직업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닌, 직업이 곧 삶이며 직업훈련교사

라는 직업을 통해 자신의 삶이 비로소 완성된다. 

  그는 삶의 목표를 지속 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 여 히 꿈을 꾸며 목

을 이루고자 애쓴다. 이러한 모습은 직업정체성이 개인의 삶의 목 과 

직업에 한 지속 의도를 미친다는 결과와 동일하다[7].   

 본 연구는 직업훈련교사로서 사회가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재소자들을 직

업인으로 길러낸 직업훈련교사의 직업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

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 근무 기간, 소속 등에 따른 다양한 로그래

분야의 교사들을 상으로 탐구가 이루어져야겠다.

둘째, 교사들에게 장에서 교육훈련 가운데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와 정책 등에 한 논의 한 연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직업훈련교사에 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에 한 보

다 정 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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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주제(내용)

맞음) 희열을 느낌)

2. 교과 수업의 

문가로서 지속  

자기개발 

2. 교육매체 경진 회에서 입상함

(교육 교보재를 만드는 회에서 입상함, 교육학  

지식과 교수설계, 교재 개발의 문성을 인정받음)

3. 따뜻한 교사로 거듭나기

(학생들을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해서는 

교사 자신부터 따뜻해지기 해서 노력해야 함)

4. 수업 재료로 시각물을 활용하여 몰입도를 높임

(세상과 분리된 재소자들을 해 인문학  요소와 

학생들이 궁 할 내용을 넣어 강의 참여도를 높임)

3.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을 한 

문가로서의 몰입

5. 따뜻한 사람으로 거듭남

(재소자들이 수료하게 됨(성공 경험 쌓음), 사회에 

나와서 노동을 하며 구성원으로 살아감)

4. 직업훈련 기회 

창출을 한 

주도  활동

6.  교육매체 경진 회 참여

(교육과 련하여 심있는 분야라 주도 으로 

비했음)

5. 삶의 목표에 

한 지속 인 

추구

7. 강의를 더욱 잘하기

(강의를 더욱 잘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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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국 으로 1% 미만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격한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체 으로 온라인 강좌 운

으로 진행한 바, 공과 학 수강 학생들은 이러한 온라인 교육이 어떠한 인식과 만족을 하는지를 조사하 다.  사용한 온라인 시스템은 

LMS를 활용하 고 사 에 강의를 녹화하여 주언진 일정 기간에 수강하도록 하 다. 조사결과 온라인 교육이 장 으로는 반복 으로 

수강이 가능하고 공간 으로 제약이 없음을 보 다. 온라인 교육의 단 으로는 장감이 없어 집 력이 떨어지고 강제성이 없어 불성실

해진다고 응답하 고 수업 내용 달력이은 기존의 면 강의 와 비교하 을 때 온라인 강의가 떨어진다고 나타났다. 그러나 체 으

로는 면강의에 비해 온라인 수업에 한 만족도는 크게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학에서의 향후 lms를 활용한 온라인 강의 진행시에 학생들의 집 력  수업 내용 달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진행 

한다면 온라인 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고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Key Words : lms, on-line, COVID-19, satisfaction, kmooc

Ⅰ. 서 론 

 학교육에서의 온라인 학습 형태의 수업은 미미하며 그동안 일부 과제

성격을 이용한 온라인 학습  는 의욕 인 교수  집단들에 의해 주도되

어 왔다.  교육부에서는 1996년 “사이버 학의 운 ”을 교육 과제로 선정

하고, 1997-1998년 2년간에 걸쳐 65개 학과 5개 기업이 참가한 시범운  

기간을 시작으로 본격 인 온라인 가상 학의 시작을 알렸다.[1] 인터넷의 

격한 기술 개발과 보 의 확 는 가상 공간에서의 학습 개념을 다양하

게 발 시켜왔으며 최근 들어 KMOOC의 확 로 이어지고 있다.[2] 이는  

종래의 오 라인을 통한 시간  공간  제약의 한계를 넘어서는 획기 인 

교육 방법으로의 환을 필요로 하는 시 이 되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속한 발 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교육에서는 이를 활용한 온라인 원격 

교육이 한계성을 지닌 채 운 되고 있다. 이를 나타내는 데이터로 2019년 

학에서의 오 라인 강좌는 총 58만 8450개이며 온라인 강좌는 5456개로 

체강좌의 0.93%로 집계된 바 있다.[3]]

  한국 학교수 의회 자료  2019년 기  학정보공시자료에 따르면 

국 유학생 1,000명 이상의 17개 주요 학의 온라인 동 상 강의비  실

태조사에서 일부 사립 학의 경우 온라인 강의 비율이 높은 학의  연간 

온라인 강의 비율은 1% ~4.66%로써 6개 학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거

의 모든 학은 1% 미만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 다.[4] 그동안 각 

학은 온라인 교육을 한 시설 투자나 주변 환경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

서 2020년 1학기 시작 에  COVID-19의 격한 확산으로 인하여 체 

강좌를 온라인으로 환하여 강좌를 진행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갑작스런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혼란은 교육과 

학습의  역에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교수와 

학생들의 2020년  원격 교육은 학습 질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인 온라인 학습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에서는 ICT 기술을 도입하여 운 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미네르바스

쿨(Minreva School)  칸 아카데미(Kahn Academy) 등 처럼 튜토리얼 

실무 주의 맞춤식 e-learning 원격 교육을 운 하는 등의 발 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강의 인식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공주 학

교 공과 학 학생들이 기존의 면 학습의 경우와 비교하여  LMS(학습

리시스템 : Learning Management System)  Zoom을 활용한 교육 환경 

하에서 어떠한 인식과 만족도를 나타내는지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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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본 설문은 공주 학교 공과 학 내 1개 학부  1개 학과의 2학년과 3학

년 학생들 에서 2020년 1학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4개 강좌를 이수한 

학생 132명을 조사 상으로 하 다.  참여 학생은 온라인 교육은 강좌를 

사 에 녹음하고 LMS를 활용하여 진행 하 다. 설문에 사용한 만족도 조

사는 경북 학교의 온라인 교육에 한 인식  만족도 조사 설문을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 다.

  그림1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가장 큰 장 에 한 문항으로서 1)어디서

나 수강이 가능하다, 2)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다, 3) 반복학습이 

가능하다, 4)출석부담이 다, 5) 기타  로서 2) 응답이 42%로 가장 많고 

3) 응답이 36%를 차지하 다. 이는 반복 학습과 어느 시간에나 들을 수 있

다는 온라인의 특징을 그 로 보여주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장

  그림 2는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 에 한 문항으로서 1) 충분한 질

문과 토론이 어렵다, 2) 장감이 없어 집 력이 떨어진다, 3) 수업의 강제

성이 없어 불성실 해지기 쉽다, 4) 교수와의 면이 없어 교수-학생 간 

계 형성이 어렵다, 5) 기타 에서 2)번 항목이 45%, 3) 항목이 24%를 나타

내었다. 이는 장감  수업의 강제성 부분이 LMS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의 가장 큰 단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단

  그림 3은 기존의 면 강의와 비교해 온라인 강의가 수업 달력이 어떻

다고 생각하는지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1) 면 강의 보다 좋지 않다가 

46%를 나타내었고, 2) 면 강의와 비슷하다가 25%, 3) 면강의 보다 좋

          그림 3. 온라인 수업의 수업 내용 달력

다가 11%를 나타내고 있어, 면 강의가 수업 달 내용이 좋지 않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비슷하거나 좋다는 응답이 약 

10% 정도 게 나타남으로서 온라인 강의 시에 수업 달력을 강화할 필

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림 4. 온라인 수업의 수업 만족도

   그림 4는 온라인 수업은 반 으로 만족하 는지에 해  1) 매우 그

다, 2) 그 다, 3) 보통이다, 4) 그 지 않다, 5)  그 지 않다의 응답 

에서 보통이상의 응답이 92%로 나타났으며 54%가 매우 그 다와 그

다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COVID-19의 세계 인 확산과 이에 따른 격

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과 학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에 

한 인식과 만족도 조사에서 많은 부분 정 인 인식과 만족도를 나타내

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2020년 갑작스런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의 학들

이 1% 미만으로 운 된  온라인 강좌를 격히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

으며 공주 학교 공과 학에서도 부분의 강좌가 온라인으로 진행 되었

다. 이에 학생들의 온라인 교육에 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해 보았다. 온

라인 학습을 통해 시공간 인 제약에서 벋어나 반복 으로 학습하는 부분

을 가장 큰 장 으로 나타났으며 단 으로는 집 력이 떨어지고 불성실해

지기 쉽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한 수업 내용의 달력 부분은  좋지 

않다가 가장 많고 비슷하거나 좋다는 의견이 약 10% 정도 게 나타남으

로써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체 으로 92% 이상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조사

를 통하여, 학에서 온라인 교육 과정에서 환류 될 부분을 고민하고 이를 

극 반  한다면 그동안 1% 미만의 온라인 교육의 확산이 미온 인 상황

에서 벋어나  다른 교육 환경으로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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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진 인 변화에 응하기 해서 지 까지 수행해오던 교수학습 지원의 방향성을 검해 보는 

차원에서 실제 온라인 기반 수업에 필요한 교수자의 역량에 한 탐색을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올해 갑작스럽게 수행된 온라인 재택수업의 실태조사를 토 로 학생과 교수자가 교수학습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교수학습 지원의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교수자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심으로 교수

자의 경력과 연령을 심으로 두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여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온라인 기반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교수학습 

차원에서 어떤 교육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한 방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Key Words : Faculty’s Competence, Student’s Competence, Digital Literacy, Computer Literacy,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System

Ⅰ. 서 론 

 우리의 교육문화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디지털 기기 

등의 발달과 손안에 들어오는 컴퓨터와 함께 매우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

다. 우리나라의 스마트기기의 양  확산은 사회 많은 분야에 새로운 자극

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교육에

서도 변화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1]. 미래에는 정보통신 기술, 디지털 미디

어, 기기의 발달 등은  더 가속화될 것이며, 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것

은 자명한 일이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반의 교수학습은 분명 일선 교육기

의 교육에도 큰 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교수자와 학습

자에게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정보통신 활용 능력의 증진과 같은 변화를 

요구한다. 

지난 10년간 국내 많은 학에서는 미래 인재 육성을 한 교육 체계 마련

의 일환으로 학생 핵심역량과 교수역량을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체계 구

축을 해 지속 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 사회의 변화에 응하기 

해 문성을 갖춘 ‘ 학 교원의 역량은 무엇인가?’에 한 많은 연구가 수

행되었으며[2][3][4][5], 교수역량 증진을 한 변화 요구와 분석도 이루어

졌다[2].

Ⅱ. 본 론 

  COVID-19(Corona Virus Disease-19)로 인해 각 학교들은 교수학습 

환경은 기존 수업환경에서 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 에서도 

학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더불어 교원의 교수역량, 디지털 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

를 분석하여 학차원의 교수학습 방법 지원의 방향을 고찰하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상자

 수도권 소재 4년제 사립 학인 A 학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비 면 강

의를 운 한 교원 102명을 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응답

결과를 분석하 다. 연구 상인 교원에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임

교원과 빙교수, 겸임교수, 강사 등 비 임교원이 포함되어있다.

2. 측정도구

(1) 온라인 수업 실태조사 

비 면 수업에서 사용한 교수학습방법, 사용한 랫폼, 의사소통 수단 등

에 한 총 12문항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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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역량

교원의 교수역량 하 요인의 하나인 ‘디지털 활용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TPACK(Technological, Pedagogical And Content Knowledge: TPACK)

을 사용하 다[6]. 

(3) 디지털 리터러시

교원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측정을 하여 신소 , 이승희(2019)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 다[7]. 

(4)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기 하여 김경희, 김 재, 이숙정(2017)

를 사용하 다[8]. 

Ⅳ. 연구결과

1. 교원의 경력에 따른 교수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분석

교원의 경력에 따른 차이 분석을 하여 교육경력이 6년 미만인 집단을 A,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집단을 B로 구분하 다. 교수역량  디지털 활용능

력을 측정하기 하여 TPACK을 사용하 다. 그 외 교수자의 교육경력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차이를 분석하 다(표 1참조). 첫

째, 교원의 교육경력 고 (高低)에 따른 수업에서 교원의 디지털 활용능력

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95, p>.05). 둘째, 교원의 교육경력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 6년 미만의 교원들의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기본역량 수가 

교육경력 6년 이상 교원들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435, p<.05). 셋째, 교

원의 교육경력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를 분석한 결과, 교육경력 6년 미만

의 교원의 인터넷 활용능력, 컴퓨터 이용능력, 모바일이용능력, 차단  조

능력 수가 교육경력 6년 이상 교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t=3.233~t=4.263, p<.01~p<.001).

표 1. 교육 경력에 따른 교수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구분
A (N=36) B (N=66)

t
M SD M SD

교수
①

3.89 .67 3.86 .60 .195

디 

지 

털

②
3.59 .91 3.44 .91 .837

③
3.87 1.00 3.62 .78 1.437

④
4.44 .55 4.13 .66 2.435*

⑤
4.46 .65 4.27 .82 1.173

미 

디 

어

⑥
4.91 .29 4.41 .67 4.263***

⑦
4.83 .35 4.42 .66 3.393**

⑧
4.86 .27 4.46 .71 3.233**

⑨
4.80 .47 4.32 .78 3.331**

*p<.05, **p<.01, ***p<.001 
①디지털 활용능력, ②SW 심사회 응능력, ③SNS 활용  업능력, 
④ICT 기본역량, ⑤기본업무 활용능력,⑥인터넷 이용능력, 
⑦컴퓨터 이용능력, ⑧모바일 이용능력, ⑨차단  조  능력

2. 교원이 인식한 컴퓨터 미디어 능력에 따른 교수 역량, 디지털 리터러

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분석

교원이 인식한 자신의 컴퓨터 미디어 활용능력 수 을 ‘상’, ‘ 상’ 이상

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A집단으로, ‘ ’, ‘ 하’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B

로 구분하 다. 교원의 컴퓨터 미디어 활용능력에 따른 디지털 활용능

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차이를 분석하 다(표 2참조). 

그 결과, 첫째, 교원의 컴퓨터 미디어 활용능력 고 에 따른 수업상황에

서 교원의 디지털 활용능력은 유의한 차이를 보 다(t=5.539, p<.001). 

둘째, 자신의 컴퓨터 활용능력 수 이 높다고 인식한 A집단의 교원들이 

B집단의 교원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4개 하 요인의 수가 모두 높았

다(t=3.194~t=6.938, p<.01~p<.001). 특히, ICT 기본역량 요인에서 두 집

단 간 가장 큰 차이를 보 다(t=6.938, , p<.001). 셋째, 컴퓨터 활용능력 

수  고 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 차이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4

개 하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3.408~t=4.212, 

p<.01~p<.001). 수업에서 컴퓨터 미디어 활용능력이 ‘상’이라고 생각한 

교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컴퓨터 이용능력 요인에서도 높은 수를 

보 다(t=4.212, p<.001).

표 2. 컴퓨터․미디어 활용능력 수 에 따른 교수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차이

구분
A (N=36) B (N=66)

t
M SD M SD

교수
①

4.12 .48 3.50 .63 5.539***

디 

지 

털

②
3.71 .94 3.16 .76 3.194**

③
3.93 .82 3.37 .83 3.409**

④
4.54 .46 3.80 .62 6.938***

⑤
4.66 .49 3.87 .86 5.911***

미 

디 

어

⑥
4.75 .49 4.34 .71 3.408**

⑦
4.76 .43 4.28 .72 4.212***

⑧
4.79 .45 4.31 .73 4.166***

⑨
4.70 .52 4.17 .86 3.900***

*p<.05, **p<.01, ***p<.001 
①디지털 활용능력, ②SW 심사회 응능력, ③SNS 활용  업능력, 
④ICT 기본역량, ⑤기본업무 활용능력,⑥인터넷 이용능력, 
⑦컴퓨터 이용능력, ⑧모바일 이용능력, ⑨차단  조  능력

Ⅴ. 결 론 

2020학년도 1학기에 COVID-19로 인한 비자발 인 비 면 강의운 을 경

험하게 된 교원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교육경력이 은 교원의 

집단이 디지털 리터러시  ICT 기본역량요인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평균

이 교육경력이 많은 교원보다 높았고, 컴퓨터․미디어 활용능력이 높은 교

원의 집단이 교수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평균이 컴퓨

터․미디어 활용능력이 낮은 교원의 집단보다 높았다. 비 면 강의운 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운 이 필수 인 만큼, 교원에게 있어 컴퓨터활용

능력과 인터넷 이용능력 등 ICT능력이 더욱 높게 요구되고 있다. 교육경

력이 많고, 컴퓨터․미디어 활용능력이 낮은 교원들은 상 으로 그 지 

못한 교원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이를 토 로 컴퓨터․미디어 활용 능

력이 낮은 교원에게 그 능력이 더 요구되며, 비 면 수업운 을 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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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함양  증 를 해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극 인 지원의 필요성

이 제기된다. 더불어 각 학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의 새로운 교수지원 

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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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공 유무에 따른 회복탄력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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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컴퓨터 공과목 수강자와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자와의 회복탄력성을 분석하 다. 이를 

하여 학기 에 KRQ-53 설문지를 활용하여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의 결과로는 컴퓨터 공과목 수강생들이 교양 컴퓨

터 과목 수강생들보다 회복탄력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공 실기과목 수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수업 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실기 수업에 하여 교수-학습 략을 도출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Key Words : Online Class, Programming Learning, Software Education, Resilience, Computer Education

Ⅰ. 서 론 

  최근 COVID-19에 의하여  세계 교육 장에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

면서, 각  학교들은 비가 덜 된 상태로 갑작스럽게 양질의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1].  

  이론 과목에서는 COVID-19가 창궐하기 이 에도 다양한 온라인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나 기 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혼란이 덜하지만, 

실기 과목에서는 장소, 시간, 기자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2]. 특히 로그래  련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흥미까지 낮다는 것이다. 특히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와 좌 을 겪는데 특히 로그래  수업에서는 실패와 좌

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과목과 교양과목 수강생

들의 회복탄력성을 분석하면 로그래  학습에 필요한 학습 략을 도

출할 수 있을 것이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수강생들의 회복탄력

성을 알아보려 하 다. 연구에 참여한 집단은 컴퓨터 련 공과목 학생

들과 교양 컴퓨터 수강생들로 구성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회복탄력성과 온라인 수업

에 하여 알아본다. 제 Ⅲ장에서는 연구 차  연구 결과를 기술하 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련 연구 

 

1. 온라인 수업

  기존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로그래  수업을 진행한 로는 

e-Book을 보면서 로그래 을 진행하면서 결과를 도출하거나, 로그래

을 학습할 수 있는 동 상 강좌를 활용하여 립 러닝을 실시하거나, 온

라인 학습 사이트에서 스트리 이나 VOD로 강좌를 듣는 등의 종류가 많

았다. 이들 연구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학습은 온라인 교수실재감이

나 성취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재와 같은 로벌 데믹 상황에서 본격 인 온라인 비 면 수업을 진

행한 것은 아니다. 특히 로그래  수업은 최근에 공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에서도 많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공과 교양을 아우르는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2. 회복탄력성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로그래  학습에서의 무기력을 

해결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회복’은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열

심히 공부하는 상태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활용하 고, ‘탄력성’은 정신

으로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항성과 그에 따른 성장을 뜻한다. 회복탄력

성은 선천 으로도 좋을 수 있지만 후천 으로도 발달시킬 수 있다. 한 

이를 자기 발 에도 활용할 수 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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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차  결과 

 

1. 연구 차

  본 연구는 학기 에 회복탄력성 검사를 실시하 다. 회복탄력성 검사에 

활용된 도구는 KRQ-53 회복탄력성 검사도구를 활용하 다[8]. 연구 상

은 A 학의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비 공자 47명과 B 학의 컴퓨터 련 

학과의 공과목을 수강하는 39명을 상으로 하 다. 교양과목은 Scratch

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고, 공과목은 Java 로그래 을 공부한다.

2. 연구 결과

  컴퓨터 공과목 수강생과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생의 회복탄력성 평균

을 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컴퓨터 공과목 수강생은 164.51의 평균이 

나타났고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생은 171.34의 평균을 나타내었다. 두 집

단의 회복탄력성 결과 평균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결과 평균

 한 각 집단 간의 회복탄력성 구간 별 비율로는 컴퓨터 공과목 수강생

보다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생들이 체 으로 회복탄력성이 좋았으며, 특

히 180 이상인 회복탄력성이 좋은 집단의 차이는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생

이 42.56%로 좋았다.

3. 논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교양 과목 수강생들이 공 과목 수강생들보

다 회복탄력성이 좋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로는 교양 과목 수강

생들은 Scratch를 배우는데,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보이는 것이 Java보다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공과목에서는 실습 로그래

도 좋지만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이 원활하지 않아서 학습

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공과목과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들을 상으로 회복탄력성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수업에서 공과목과 교양과목의 교수-학습 략을 체계 으

로 세워야 할 것이다. 한 향후 연구과제로는 회복탄력성의 사 -사후 검

사와 변인 추가를 통하여 온라인 로그래  실습 수업의 발  방안을 모

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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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공과목

수강생

교양 컴퓨터 과목 

수강생

150 미만 11(28.21%) 12(25.53%)

151 이상 180 미만 16(41.02%) 15(31.91%)

180 이상 12(30.77%) 20(42.56%)

합계 39(100.00%) 47(100.00%)

 표 1. 두 집단의 회복탄력성 구간 별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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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tracking and real-time map of firefighting equipment for fire 
suppression in the event of a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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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화재사고가 늘어남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 설비를 다루고 있다. 본 제품은 
화재 센서가 동작하였을 경우 동작하며, 화재가 발생한 위치와 화재가 발생한 건물 또는 장소에 설치된 소방장비의 
위치를 표시한다. 또한 탈출구와 탈출로를 제시하여 소화가 불가능할 경우 신속한 대피로를 제공하자 한다. 이러한 
화재사고를 초기에 막고 인명/재산피해의 규모를 줄이고자 본 논문에서 해당 제품을 개발(연구)하였다.

Key Words : 소방설비, 화재 피, 인명/재산피해감소

Ⅰ. 서 론 

  최근 화재사고가 늘어나면서 화재발생시 대피요령과 초기 
화재진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예전에 비해 화재안전
기준, 화재 의무보험(다중이용시설, 특수건물 등) 등에 있어 
많은 장치가 마련되고 있다.[1]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는 수많은 구멍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멍들의 원인은 
소방장비 설치의 미비함과 대피로 확보 미비, 비상구 관리소
홀, 소화기 관리소홀, 의무 규정위반 등  여러 가지 화재에 대
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하지 못할 시 실
제 사고발생시 화재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그림 1 인명피해 그래프

 그림 2 재산피해 그래프

  당해 5월 31일 신림동 다가구 주택에서 전기레인지로 인한 
화재발생 하였으나 주민의 침착한 초기진압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2]. 이처럼 초기에 화재를 진압과 대형화재 
발생 시 대피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제품을 본 논문에서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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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구 소방안전본부에서 발행한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중 ‘화재
가 발생하면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내소화
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 작업에 임해야 한다.’[3] 고 나와 있다. 
하지만  어떤 소화기건 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사용으로부터 3
분 이상 경과해도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소화를 포기하고 탈
출해야 한다. 이러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고자 본 논
문에서 설명할 본 제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능
  본 논문에서 설명하는 제품은(이하 제품)가로7cmX세로
5cm의 듀얼USB형 제품이며 제품은 화재 시 설치된 화면
의 장소 또는 건물의 소방장비, 탈출로의 위치를 보여준다.  
화재가 발생 시 경보가 울리며 제품의 화면에 화재가 발생
한 위치와 해당 장소 또는 건물의 모든 소화 장비 물품이 
있는 곳을 현재 위치 기준으로 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로를 제시한다. 

2)화재발생시 
  제품은 화재가 발생 시 제품이 설치된 화면에 화재가 발
생한 위치표시 와 해당 장소 또는 건물의 모든 소화 장비 
물품이 있는 곳을 현재 위치 기준으로 색으로 표현한
다.10m이내의 소화 장비는 초록색, 25m이내의 소화 장비
는 노란색, 50m이상의 소화 장비는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또한 현재에서 완강기를 포함한 가장 가까운 탈출로와 탈출
구를 제시한다. 화재발생 3분경과 시 즉, 화재발생 후 초기
진압에 실패하여 3분이 경과 되어 화재가 크게 번졌을 시, 
해당 제품은 화재가 크게 번져 센서에 180‘c 이상의 열이 
감지되었을 경우 해당 탈출로와 탈출구의 연결을 끊어 검은
색으로 표시하며 다른 탈출로 와 탈출구로의 대피를 제시한
다.

그림 3 설치예시 

그림 4 동선차단예시 

그림 5 동작 예시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해당 장소와 건물의 화재 센서를 기반으로 
화재 발생 시 본 제품을 통한 화재위치 파악과 화재가 발생한 
장소와 건물의 소화 장비를 제시하여 초기 화재진압을 제시하
여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 화재가 겉잡을 수 없이 번졌을 시 
탈출구와 탈출로를 제시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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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 시 로의 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양성이 요해 지고 있다. 이를 한 효과 인 인공지능 교육과정

이 설계되기 해서는 인공지능에 한 학습자의 감정  태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앞서 인공지능

에 한 학습자의 감성  태도를 평가하고자,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한 형용사를 추출하 다. 이를 해 선행연구 분석  

모형 분석을 통해 형용사 추출 과정을 설계하고, 인공지능 련 형용사를 추출하 다. 연구 결과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해 본 

연구에서 추출한 형용사는 즐거움, 각성, 지배, 기술, 인지의 5개 역, 30개의 형용사 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의 감성  태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구성하기 한 기 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 추출한 인공지능

에 한 형용사는 델 이 조사를 타당성 검증 과정에 있다. 본 연구가 향후 효과 인 인공지능 교육과정설계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Key Words : 형용사, 인공지능, 감성연구, 의미분별법, PAD모형

Ⅰ. 서 론 

  인공지능 기술이 발 해감에 따라 인공지능 시 로의 진입이 가속화되

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세계의 산업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신기술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로벌 주도권을 선

하기 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2019년 12월에  

 ‘인공지능(AI) 국가 략’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강국으로 나가기 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1]. 

  인공지능은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서 인지, 학습, 추론 기능을 통해 사회

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한 수단으로서 그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체계를 신하고 세계 최고 수 의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한 정부차원에서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더

불어 학에서는 인공지능 련 학과를 개설  확 하고, 인공지능융합 

교육 학원을 신설하고 있으며, 학의 교양교육  각종 연수를 통해 인

공지능 분야의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가 양성되기 해서는 무엇보다 체계 인 교육과

정에 근거하여 교육내용이 구성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해서는 우선

으로 인공지능에 한 생각과 태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교육내용에 

반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신 인 기술이 도입될 때에는 기술의 개

념에 한 학습자의 태도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고려한 교육내용을 제공

할 때 효과 인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

능 교육에 앞서 인공지능에 한 학습자의 감성  태도를 평가하고자, 인

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한 형용사를 추출하 다. 이는 학습자의 감성

을 고려한 인공지능 교육 설계를 한 기 연구로서 시사 을 제공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감성연구를 한 의미분

별법을 기술하고, 제 Ⅲ장에서는 형용사 추출을 한 모형 설계를 제안하

고, Ⅳ장에서 형용사 추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 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감성연구를 한 의미분별법

  감성연구는 인간이 느끼는 정의 인 역을 다루는 것으로, 정의  특성

을 측정하는 표 인 방법으로는 의미분별법(se,amtiv differential)이 있

다. 의미분별법은 Osgood(1957)이 발 시킨 방법론으로 여러 사물, 인간, 

사상 등에 한 개념의 의미를 의미 공간(semantic space) 속에서 측정하

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개념의 의미를 양극 인 뜻을 가지는 비되

는 형용사군에 의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과 거리 혹은 질과 강도를 

갖는 의미 공간에 치시킬 수있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2]. 사람들은 

각자가 사물, 사상, 개념들에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사

람마다 다르게 인식되고 해석되고 소통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의 다양한 

의미들을 의미공간의 치로 표시하여 의미의 명확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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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의미분별법에서는 형용사 그룹을 타당하게 설정하여 측정하는 

것이 요하다. 개인이 어떠한 단어, 주제, 는 자극에 노출되어 그 자극

을 형용사 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해 측정하기 때문이다. 각 형

용사는 7단계(-3, -2, -1, 0, +1, +2, +3)으로 구분하여 주로 평가된다. 

Ⅲ. 형용사 추출을 한 모형 설계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해 감성어휘를 추출하기 해 다음과 같

은 차를 거쳤다. 첫째,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분석하 다. 등학

생을 상으로 인공지능의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하고, 무섭고, 

친근하고, 착하고, 정확하고, 새롭고, 친 하고, 창의 이고, 재미있고, 비인

간 이고, 필요하고, 사랑스럽고, 편리하고, 다양하고, 복잡하고 앞서하고, 

혼자하고, 아름답고, 고맙고, 복종하고, 안심되고, 신나고, 안 하고 등의 

형용사가 사용되었다[3]. 그러나 이 연구는 등학생을 상으로 하 으며 

인공지능 련 문헌과 사이트에서 주로 나타난 형용사를 추출하 다는 

에서 한계 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감성연구를 한 PAD형용사 

모형을 검토하 다. PAD형용사 모형은 1974년 메라비안과 러셀이 개발한 

‘어떠한 자극이나 상황 변화에 해서 변하지 않는 감정 단의 척도’로서 

리 쓰이는 모형이다. PAD모형은 P(유쾌-불쾌)-A(각성-비각성)-D(우

세-순종)의 반의어 들을 기 으로 18 (각 6 )의 형용사로 구성되었다

[4]. 셋째, 감성공학, 감성시스템, 감성디자인 등에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다[5]. 그 결과 기능  기술과 련된 형용사들을 선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선정된 형용사들은 연구진 의를 통해서 검토되었고, 

최종 형용사 어휘가 5개 역에서 추출되었다. 추출한 형용사의 타당성 검

증은 델 이 조사로 진행 에 있다. 

  이러한 형용사 추출을 한 연구 설계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감성어휘 추출을 한 연구 설계

Ⅳ. 형용사 추출 결과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구를 해 본 연구에서 추출한 형용사는 즐거움, 

각성, 지배, 기술, 인지의 5개 역, 총 30개의 형용사 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는 표 1과 같다. 

표 1. 인공지능에 한 형용사 추출

P(Pleasure)_즐거움 A(Arousal)_각성

행복한 불행한 열 인 열 이지 않은

만족하는 불만족하는 각성된 각성되지 않은

희망 인 망 인 자극 인 자극 이지 않은

유쾌한 불쾌한 활기가 있는 활기가 없는

즐거운 지루한 불안해하는 확신하는

편안한 불편한 들떠있는 가라앉은

D(Dominance)_지배 T(Technology)_기술

우세한 열세한 신 인 진부한

주도하는 따르는 미래지향 인 과거지향 인

향을 미치는 향을 받는 정 한 조잡한

통제하는 통제받는 실용 인 이론 인

자신만만한 두려운 효율 인 비효율 인

자율 인 유도된 간단한 복잡한

R(Recognition)_인지

한 멍청한

빠른 느린

모순되지 않은 모순된

뛰어난 평범한

쉬운 어려운

섬세한 엉성한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의 감성  태도를 고려하여 인공지능 교육을 구

성하기 한 기 연구로서 이루어졌다. 이를 해 인공지능에 한 감성연

구를 한 형용사가 추출되었으며 타당성 검증 과정에 있다. 본 연구가 향

후의 효과 인 인공지능 교육과정설계에 활용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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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카라반은 이동식 주택이란 뜻으로, 차 모양으로 된 캠핑 트 일러이다. 카라반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여닫이문이 닫히지 않고 배수

구에 물이 고이는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긴다. 따라서 카라반을 한 지역에 정착시키려면 수평을 필수로 잡아야 하며 여기에는 수평계

가 쓰인다. 일반 으로 물방울 수평계를 사용하지만 수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수평을 맞추고 수평계를 일일이 보러가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물방울 수평계로 카라반의 수평을 맞추는 기존방식에서 실속성과 정확성을 보완한 블루투스 수평계를 제안하 다.

Key Words : Nano33 IoT Board, Level

Ⅰ. 서 론 

  국내 캠핑 시장이 2010년을 후로 꾸 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카라반

을 활용해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었다.  카라반 운용에 있어 수평이란 

단어는 상당히 요한 의미가 있다. 카라반의 수평이 맞지 않으면 미세한 

균열이 장기  발생하고 배수구에 물이 고이는 불편함이 생긴다. 한, 문

이 제 로 닫히지 않고 불편한 잠자리로 인한 수면 방해 등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카라반을 한 지역

에 정착시키려면 수평을 필수로 잡아야 하며 여기에는 수평계가 쓰인다. 

  기존에 카라반 수평을 맞추는 데엔 주로 물방울 수평계를 사용하 다. 

이 수평계는 수치를 정확히 알기 어렵고, 수평을 맞추고 수평계를 일일

이 보러가야한다는 단 이 있다. 이를 개선한 블루투스 수평계가 해외시

장에 있으나 국내엔 없어 가격이 비싸다. 하여 아두이노를 활용해 블루투

스 수평계를 직  만들어 보기로 하 다. 수평계를 만들기 해서는 기울

기 센서가 내장된 보드가 필요했고 Arduino Nano 33을 쓰기로 결정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제작한 수평계에 쓰이는 

Arduino Nano 33 IoT에 해 알아본다. 제 Ⅲ장에서는 제작한 카라반 블

루투스 수평계와 소 트웨어 화면을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

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아두이노 나노는 아두이노 우노와 성능이 같지만 크기가 작다. 이런 아

두이노 나노를 업그 이드 한 나노 패 리 시리즈 보드들이 출시되었다. 

이 보드들은 더 낮은 력을 사용하며, Arm Cortex-M 계열의 고성능 

로세서를 사용하며 WIFI, BLE와 같은 기능을 내장하고 있다. 아두이노 나

노 패 리의 보드들은 아두이노 나노 every, 아두이노 나노 33 IoT, 아두이

노 나노 BLE, 아두이노 나노 33 BLE Sense가 있다.[1] 본 논문에서 다루

는 보드는 “아두이노 나노 33 IoT”이다.

2.1 수평계에 내장된 6축센서 정보

  Nano 33 lot보드에 내장된 IMU(Inertial Measurement Unit)는 

LSM6DS3이며 3축 가속도계 · 3축 자이로스코 이다. LSM6DS3  

LSM6DSL은 실제 삼성 갤럭시 S7, S9에 포함된 6축 가속도계·자이로 센

서이다.[2] 이 센서에 내장된 6측 센서 값을 아두이노로 확인하면 그림 1과 

같은 화면이 나온다.

  가속도 센서의 측정 

단 는 g(=9.8m/s^2)이며, 

측정한계는 +-4g이고, 

분해능은 0.122g이다. 

자이로센서의 측정 단 는 

deg/s이며, 측정한계는 

+-2000deg/s, 분해능은 

0.07deg/s이다. 104Hz의 

진동수로 동작이 가능하다.

그림 1. 이  6축 가속도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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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속도센서

  아두이노 나노33 IoT보드는 6축 IMU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도 

값을 가지고 Roll(φ), Pitch(θ) 값을 구할 수 있다.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

한다.[3]

            tan   

  tan    

 
 (1)

   식에서 ax, ay, az는 각각 가속도 센서의 x, y, z축 방향으로

측정된 가속도 값이다. 센서의 방향은 그림 4와 같다.

Ⅲ.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구

3.1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하드웨어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하드웨어를 구 한 모습은 그림과 같

다. 카라반 외형을 구 한 뒤 가속도·자이로센서가 내장된 나노33 

IoT를 상 에 고정하 다.

그림 5.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하드웨어 구

3.2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소 트웨어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안드로이드 어  메인화면 구성을 나

타낸다. 내용은 그림과 같다.

그림 6. 카라반 블루투스 수평계 소 트웨어 메인화면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카라반 캠핑에서 필수로 해야 하는 수평 맞추기를 돕

는 수평계를 아두이노를 활용해 제작하 다. 기존에 사용하던 물방울 

수평계의 문제 을 보완하 다. 블루투스 수평계를 사용하게 되면 수평

을 맞추는 시간을 단축하고, 수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더 편

리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 결과 수평을 맞추는데 이용되는 시간을 가족

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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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나노33 보드 실물 그림 4. 보드 센서 방향

  Nano33 IoT보드를 가지고 

가속도 센서 값을 구한 후 Pitch와 

Roll값을 계산하여 출력하는 

소스코드를 아두이노에 올린다. 

시리얼 모니터를 확인하면 그림과 

같이 기울기에 따라 각도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기울기에 따라 

변하는 각도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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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방부에서는 “국방개  2.0”의 과학화 훈련체계 확 에 따라 가상 실·증강 실 기반의 실감형 투모의 훈련체계를 구축하기로 하

다. 실감형 투 모의 훈련체계는 훈련자간 교 을 통해 실 과 같은 긴장감 조성과 훈련효과를 극 화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엄폐훈련

을 통해 실 과 유사한 사격훈련과 동시에 생존훈련 효과 배가가 가능해야 한다. 선행 연구들은 훈련자의 사격 정 도를 향상 시키기에는 

합한 기술이지만 실 과 같이 방 교 을 연습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엄폐물을 활용한 투사격훈련을 하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사격 훈련자의 스크린에 상  훈련자의 사격 자세를 인식하여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하기 해 Depth센서 선정과 

깊이 정보 취득을 한 소 트웨어 구조를 설계하여 제시한다.

Key Words : Virtual combat shooting training, Recognition of the trainee's posture, Depth Sensor

Ⅰ. 서 론 

국방부에서는 “국방개  2.0”의 과학화 훈련체계 확 에 따라 가상 실·증

강 실 기반의 실감형 투모의 훈련체계를 구축하기로 하 다[1]. 선행 

연구 에는 AR훈련 시스템을 통해 훈련자 심의 공간 동기화 기법과 미

소각 근사 수정질 탄도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2] “가상 실형 사이버사

격장 개념 연구”를 통해 , 게임, 군사 분야 등에 다양하게 응 용 가능한 

실시간 상호작용(Interaction) 커뮤니 이션 모델을 제시하여 가상 실과 

사격훈련을 융합한 연구가 있다.[3]. 그리고, 360도 방향 트 드  기반 

이동 지원 인터페이스 기술을 분석하고, 효과 인 2차원 트 드 기반 이

동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기 한 하드웨어 시스템의 상  개념설계 결과를 

소개하기도 했다[4]. 한 화된 안드로이드 운 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폰을 한 가상 실 기반의 사격연습용 앱을 개발하고 K-2 소총과 K-5 

권총을 활용한 사격훈련을 모의한 연구도 있었다.[5]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훈련자의 사격 정 도를 향상 시키기에는 합한 기술이지만 실 과 

같이 방 교 을 연습하기는 어려우며 특히 엄폐물을 활용한 투사격훈

련을 하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상 사격 훈련자

의 스크린에 상  훈련자의 사격 자세를 인식하여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

하기 해 Depth센서 선정과 깊이 정보 취득을 한 소 트웨어 구조를 

설계하여 제시한다.

Ⅱ. 본 론 

 표 인 Depth 센서로는 스테 오 비 , ToF(Time of Flight)센서, 구조

 방식의 센서 등이 있다. 각자의 방식에는 장단 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용하고자 하는 실내 사격장의 특성을 고려하고 훈련자의 자세 인식까지

를 고려할 경우 스테 오 비 과 구조  방식을 융합한 센서가 필요하다.

로벌 회사인 Intel에서는 다양한 센서를 개발하 고 이를 RealSense라는 

제품군으로 묶어서 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Realsense D435i를 

선정하여 분석하 다. Depth 센서에 한 개략 인 성능은 아래와 표1과 

같다.

구분 성능

거리 0.12m∼10m

Depth해상도
1280×720@30fps

848×480@90fps

FoV 90°×63°°99°

표 1. Specification of Realsense D435i

 Realsens D435i는 pipeline, config, context 3가지 클래스를 통해서 소

트웨어 으로 센서를 제어할 수 있도록 SDK(Software Development Kit)

를 제공하고 있다. 아래 그림 1은 SDK를 이용하여 센서를 기화하고 뎁

스정보를 가져오는 과정을 로우차트로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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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lowchart of getting frame by D438i

Realsense D435i는 IR센서 2개를 사용하여 Depth 정보를 추출한다. 이 과

정에서 그림 2와 같이 구조 을 사용하여 스테 오 매칭의 정 도를 향상

시킨다. 그림2의 아래쪽 그림은 Depth 정보를 RGB 상으로 표 한 결과

이다.

그림 2. (Left Top)IR Left Image, (Right Top)IR Left Image, 

(Bottom)Depth Image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상 사격 훈련자의 스크린에 상  훈련자의 사격 자세를 

인식하여 가상의 아바타를 생성하기 해 Depth센서 선정과 깊이 정보 취

득을 한 소 트웨어 구조를 설계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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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 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하여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팡이를 개발하고자 설계되었다. 

지팡이의 하단부는 기존의 침 형식과 달리 360도로 회 이 가능한 볼 캐스터를 부착함으로써 기동에 편리함을 주고 센서에 충격을 직  

가하지 않도록 하여 오류를 이는 형식을 사용하 다. 한, 볼을 끼우는 틈새를 이기 해 나노 단 로 제작해 볼과 고정부 사이의 

홈을 최소화하여 이물질이 끼임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장애물 인식은 이두이노 키트와 센서를 연동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음 센서는 방, 상·하방을 인식하고, 외선센서는 계단이나 내리막길 등을 인식하여 진동 모듈을 이용해 장애물에 따라 진동에 

차별성 두어 사용자에게 주변 상황 정보를 더 정확히 달해 안 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색상 감지 센서는 신호등의 자 블록을 

감지하여 피에조 부 를 이용해 소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LED 센서는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LED를 등하여 주변인이 

시각장애인을 인식하여 야간 환경에서 보행에도 안 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볼 캐스터  오  소스와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스마트 지팡이의 개발 방법을 제안하고 그 성능을 시험하 다.

Key Words : AODV, ZigBee, Wireless Network, Mobility, Routing

Ⅰ. 서 론 

  4차 산업 명 시 의 부신 기술력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인들이 시각  정보가 부족하여 여러 상황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

끼고 있다. 인간의 오감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시각이고 기본

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 한 향을 미치는 감각이라는 을 고려

할 때 부족한 시각  감각을 보완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시각장애

인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1].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인구는 약 25만 명이며 이 에서 선천 이 아

닌 후천 으로 도에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89.1%에 달한다고 한

다[2]. 잠시라도 스마트폰에서 을 떼기 어려워하는  일상에서 시

각  피로도를 넘어 시력 하나 시력상실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

든 사람에게 열려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서 우리가 시각  감

각을 보완할 기술과 장치에 한 심과 필요성이 높아진다.

  시각장애인  55%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어 부

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부득이하게 외출해야 하는 경우 가격이 렴한 일

반 지팡이를 사용하게 된다. 부분이 사용하는 기존의 지팡이는 막

끝으로 지면을 툭툭 치면서 이동하는 방식이라서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틈새에 끼어 넘어지거나 타박상을 입는 사고 발생률이 높고, 장애물 인

식범 가 좁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을 보완하

는 스마트 제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으며 해외 제

품의 경우 고비용의 부담이 있어 오  소스와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스마트 지팡이를 설계하여 시험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스마트 지팡이 기술은 기동성의 편리함을  볼 캐스터와 장애물 인식

률을 높이기 한 다양한 센서들( 음  센서, 외선 센서, 색상감지 센

서, 조도센서),  야간 보행 시 시각장애인에 한 인식률을 높이기 한 조

도 센서와 아크릴 LED, 험 수 에 따라 사용자에게 경고 신호를 달하

기 한 피에조 부 와 진동 모듈로 구성되어있다. 

1. 볼 캐스터

  지팡이 하단부에 360도 회 이 가능한 볼 캐스터를 부착함으로써 기

동에 편리함을 주고 센서에 충격을 직  가하지 않도록 하여 오류를 

이는 형식을 사용하 다. 한, 나노 단 로 제작해 볼과 고정부 사이의 

홈을 최소화하여 이물질이 끼임을 방지하도록 하 다.

2. 장애물 인식을 한 센서

  음 센서는 음 를 발신하여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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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송신 후 수신까지 걸린 시간을 통해 거리를 계산하는 원리로 방, 

상·하방을 인식하고, 외선센서는 빛이 반사되는 양에 비례하여 아날

로그 방식으로 측정함으로써 계단이나 내리막길 등을 감지한 후 진동 

모듈을 이용해 이용자에게 정보를 달하며, 색상감지 센서는 빛의 색

깔과 에 지의 스펙트럼 강도를 검출하여 색을 구분함으로써 횡단보

도 앞 자 블록이나 계단의 안내선 등 황색 선을 감지하도록 하 다. 

이러한 정보는 진동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달되도록 하 다.

장애물에 따라 진동에 차별성 두어 사용자에게 주변 상황 정보를 더 정

확히 달해 안 성을 높 다.

3. 조도 센서와 아크릴 LED

  조도 센서는 빛의 양에 따라 변하는 항값으로 주변의 밝기를 측정하

여 어두운 밤길이나 주변이 어두워지는 것을 감지하고, LED 센서는 조도 

센서와 연동하여 작동되면서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LED를 등

하여 주변인이 시각장애인을 인식하여 야간보행에도 안 을 기할 수 있

도록 하 다.

4. 피에조 부 와 진동 모듈

  험에 한 경고 달의 방식은 험 수 에 따라 진동의 횟수와 세기

를 다르게 하고, 소리를 더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청각  각을 통한 장애

물과 험을 차별성 있게 감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5. 제품 무게의 경량화

  제품 소재를 티타늄으로 제작하여 여러 센서를 부착해도 사용자가 무

게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 고, 오  소스와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하여 제작 비용을 이고자 하 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을 한 스마트 지팡이 개발을 해 지팡이 끝

부분의 기동성을 높이기 해 볼 캐스터를 부착하여 보았고, 볼 장착 틈새

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실험하여 끼임을 최소화하는 규격을 도출하 다. 

장애물 인식은 이두이노 키트와 센서를 연동하는 방식을 이용하 다.

               그림 1. IOT Sensor Operation

Ⅳ. 연구결과

  본 연구의 실험 결과 기존의 스마트 제품과 그림 2와 같은 차별성을 도

출하게 되었다. 기존의 후방 움직임 바퀴형식의 지팡이에서 360도 회

이 가능하게 되어 사용자들의 이동성에 편리함이 증가되었다. 한 기존에 

없었던 야  기능이 장착되어 야간 보행시에 안 감을 높일 수 있게 되었

으며, 사운드 심의 험 경고 방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진동의 횟수와 세기의 조  방식을 주로 달하고 

고 험 상황에서만 사운드와 함께 경고음을 달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그림 2. 스마트 지팡이의 기술 구성

Ⅴ. 결 론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안 성과 이동성을 제고하기 하여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팡이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그 결과

오  소스와 아두이노 키트를 연동하여 활용함으로써 장애물 인식률을 높

이고 험 경고에 한 정보 달 방식을 보완하여 야간보행 시의 안 성

을 제고할 수 있었다. 추수 연구를 통하여 하단부 제어 장치의 내구성을 

강화하기 한 보완 조치와 GPS와 어 리 이션을 연동하여 제품 분실 

방지  시각장애인의 치 확인 기술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1] 이승주, 김석훈, 장원석, 좌정우, 김순환, "음향 신호기와 연동하는 시각 장애인

을 한 스마트 지팡이."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17.6 pp 137-143, 2017.

I2] 정 진, 박나원, 김동회, "비콘 통신을 이용한 시각 장애인을 한 스마트 지팡

이 구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1.3, pp 453-461, 2020.

[3] 변재우, 최용건, 권 , 윤지훈, 김정한, "헤드리스 조종을 이용한 구형 바퀴로

의 설계." 한국생산제조학회지 27.3, pp 286-292, 2018.

[4] 임수민, 신민재, 김동회, "손의 움직임에 의한 가속도 센서 기반 무선조종 자동

차의 구 ."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0.2, pp 261-270 2019.

[5] G. A. Mutiara, G. I. Hapsari, R. Rijalul, “SmartGuide Extension for Blind Can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oICT), pp.1-6, May 2016. https://doi.org/10.1109/ICoICT.2016.7571896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462 -



ICT융합교육에 한 고찰

1김 철,  2장선권

ICT폴리텍 학
1yckim@ict.ac.kr, 2skjang@ict.ac.kr

                           

A St udy on ICT Conver gence Educat i on

　Young-Chul Kim,  Sun-Kwon Jang

ICT Polytech Institute of Korea

요  약

본 논문에서는 ICT융합인증제품 제도에 하여 알아보면서, 재 교육과정에서 ICT융합의 의미와 산업체 등에서 ICT융합을 바라보

는 을 알아보고자 한다. ICT융합인증제도는 산업계에서 ICT를 이용하여 제품화함으로서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편리성과 

안 성 등을 도모하고자 제도화하 다. 그러나 창기에는 제도에 한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기 인증제품은 ICT와 ICT간에 

인증제품이 용이 두드러졌으나 재는 ICT융합인증제도가 정착됨으로서 ICT융합에 하여 재정의가 필요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방향도 단순한 융합이라는 의미보다 좀 더 세부 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융합인증제도를 활용한 ICT융합의 재정의와 실제 으로 교육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결과 으로 ICT융합

은 산업체에서 개발된 제품이 네트워크나 통신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처리하면서, 효율 인 기능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고, 교육 인 측면에서 ICT융합도 그 단계까지 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Key Words : ICT융합, ICT융합품질 인증제도, ICT융합교육 

Ⅰ. 서 론 

  최근의 교육은 ICT가 기본이 되고, 이를 응용하는 교육 방식이 선호가 

되고 있다. 과거 교육방송이 주를 이루었다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

인 방송으로 양방향성이 강조되었다가 번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다양한 

교육콘텐츠가 나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기반은 이미 비가 되어 있었고, 

활성화가 어떤 시기에 되느냐만 있었다고 보여 진다. 어떻게 보면 본 내용

을 ICT융합이라는 교육방법론으로 반 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ICT융합은 본질 인 내용이 아닌 것으로 단을 한다. 재 학 등

에서 마주치고 있는 ICT융합은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학분야의 교육을 ICT융합이라는 큰 틀에서 알아보고자 하며, 재의 교

육이 단순하게 로그램을 배우고 응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다시한번 

교육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는 ICT융합품질인증제도를 알아보고, 

산업계가 요구하는 ICT융합에 한 정의를 재정의 하면서,  ICT융합교육

의 방향성을 거론하고자 한다.

Ⅱ. ICT융합이란? 

  본 장에서는 ICT융합품질인증제도를 알아보고, 본 인증제도를 활용하

여 인증받은 제품들의 분야를 검토하면서 ICT융합의 방향을 알아본다. 

한 재 학의 공학계열에서 배우고 있는 ICT융합교육을 검토하여 보고

자 한다.

1. ICT융합품질인증제도

  ICT융합품질인증제도는 “정보통신 진흥  융합 활성화에 한 특별법

제17조(품질인증)”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TTA)에서 운 을 하고 있으며, 본 제도를 통하여 조달청 “우수조달품지

정제도”를 활용함으로서 정부기 , 지자체, 공공기  등에서 우선 으로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 최근에 산업계에서 심과 함

께 활성화가 되고 있다. 

  본 제도에서 정의하고 있는 ICT융합분야는 12개 분야이며, 그림 1과 같

이 다양한 ICT융합분야가 있다. 본 인증제도의 차는 품질인증신청 단계

에서 ICT융합제품으로 합당한지 ICT융합제품 원회에서 상여부 검토

를 하고 승인을 받게 된다. 이후 ICT융합제품기술심의가 진행이 되고, 기

술 원회에서 품질기  검토된 내용을 토 로 시험평가 는 장평가를 

받게 되고, 시험평가가 통과되어야만 인증심의 원회로부터 인증을 확정 

받게 된다. 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인증일자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연장

신청을 통해 1년간 인증 유효가 가능하다. 재까지 총95개의 인증제품이 

나왔으며, 최 의 인증제품은 14년도 “CCTV융복합 LED조명”이다. 따라

서 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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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요한 것은 창기에 융합제품으로 인증 받았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직은 제도의 성숙도가 낮았기 때문에 주 융합분야가 ICT+보안+ 기

자 그리고 ICT+ICT 등 동종 분야의 제품이 주로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재는 다양한 융합분야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ICT+보안이 36

건, ICT+기타산업이 15건, ICT+안 이 15건으로 되어 있으며, ICT+조선

과 ICT+국방은 1건으로 조한 편이다. 그리고 ICT+화학이나 ICT+소재

분야는 아직 1건도 제출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창기는 ICT융합제품에 한 상여부를 단하지 않았으나 ‘20년도 들어

서면서 ICT융합제품에 한 상여부를 단하게 되었고, 일부 제품은 

ICT융합제품에서 탈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는 제품이 ICT융

합제품이라고 단하여 제출하 지만, 단순한 서비스만을 기 으로 하여 

제출하 기 때문에 탈락한다고 하며, ICT융합제품은 기본 으로 유·무선

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하며, 클라우드나 서버 등이 동작하

여 제품의 정보를 가공·처리하고 재생산하여 활용하여야지만 ICT융합제

품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한 과거에 IP카메라가 ICT융합제품으로 인증

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으나 재는 산업이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ICT융

합제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특정한 에뮬 이터의 

경우도 단순하게 컴퓨터나 서버를 활용하여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하여 ICT융합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도 외부 인 

센서나 데이터를 가공·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림 1. ICT융합품질인증분야

 재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ICT융합제품으로서 단순하게 센서 등만을 이

용하여 IT나 CT가 있다고 하여 모든 제품을 ICT융합제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학의 교육방향도 검토가 필요한 시

이라 할 수 있다.       

 

2. 학에서 ICT융합교육

  최근의 학 내에서 ICT융합교육은 주로 로그램 개발 주로 흘러가

고 있다고 보여 진다. 가장 쉽게 근할 수 있는 것이 ICT융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인 IoT로서 로그램의 로직을 잘 알지 못하더라고 직

으로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에서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이

를 활용한 응용 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당연히 쉬운 방향성과 흥미로

운 교육을 해서는 단순한 근방법이 세이지만, 실제 으로 산업계에

서 요구하는 방향성과는 조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극단 인 로서 단

순하게 LED를 등하고 끄는 응용은 ICT융합까지 가기에는 먼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이를 

좀 더 한 단계 업그 이들 하여 서버단으로 끌어 올려야 하며 센서를 한 

가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최소 3개 이상이 동작하여 다양한 패턴이 나오

도록 하고, 이를 응용계층에서 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로

서 ICT+의료에 헬스 어제품으로 노약자를 돌보는 제품이 있는데, 인형의 

손을 만지면 인사를 하거나 노약자가 약을 드실 시간이 되면 알려주고, 움

직임이 없으면 이를 생활지도사에게 알려주는 등 다양한 센싱을 통신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교육  방향이 ICT융합이

라고 하 지만, 단순하게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받는 정도의 교육이 아닌 

실제 으로 교육단계에 깊이가 있도록 ICT융합에 한 기본 개념을 심도

있게  교육을 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분야에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

육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보여 진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재 산업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ICT융합제품인증제도를 

활용하여 ICT융합에 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ICT융합제품은 창기 

ICT+ICT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ICT+보안과 ICT+기타산업, 그리고 최근에 이슈화가 되었던 ICT+

안 이 인증제품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창기에 ICT융합제품이었던 IP

카메라 등은 이미 일반화가 되었기 때문에 ICT융합이라고 할수 없게 되었

다. 따라서 재 교육에서도 ICT융합에 한 단순한 개념보다는 좀 더 심

도 있는 ICT융합의 개념이 필요한 시 이라 하겠다. 로서 가장 많이 활

용되고 있는 공학분야의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이를 활용한 IoT 센싱 교

육은 단순하게 센싱만이 아니라 서버나 통신이 결부된 데이터를 가공·처

리하여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높여야지만, ICT융합을 한 기 단계가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재의 교육과정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

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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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의 로롯재활 효과에 한 결과를 체계  고찰함으로써  로 재활 재에 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출 된 국내논문을 상으로 하 다. 논문의 검색을 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은 국내의 표  검색원인 

한국 학술정보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가 운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4u.net)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하여  31편의 논문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31편의 국내 논문의 로 재활훈련 재에서 기능에 한 18편 

 단일 상 연구와 후향  연구를 제외한 9편이 유의한 변화를 보 고, 일상생활에 한 18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11편

이 유의한 변화를 보 다. 보행에 한 1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10편, 동 균형에 한 1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

한 10편, 근력에 한 6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3편, 인지능력에 한 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2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균형은 14편  11편, 정 균형은 6편  4편, 근긴장도는 5편  2편, 장악력은 4편  2편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재활동기, 낙상효능감, 자기효능감 각 1편씩 유의한 차이를 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뇌졸 환자에게 로 재활은 

일상생활활동, 보행, 동 균형, 근력, 인지능력 등을 평가하 고 그 효과를 증명하 다. 

Key Words : robot rehabilitation, stroke, function 

Ⅰ. 서 론 

 뇌졸 의 사망률은 시간이 지나 의학의 발달로 어들고 있지만, 뇌졸

을 앓은 환자  33%가 진단 받은 지 5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 으

로 기능  회복이 떨어지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1]. 부분의 뇌졸  

환자들은 균형, 보행등과 같은 운동기능과 인지의 손상을 안고 살아

간다[2]. 그리고 재활이 요구되는 뇌졸  편마비 환자  70%는 자기

리가 가능했지만, 남은 30%는 뇌의 침범 역에 따라 정서 장애 

 신체 인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게 된다.   다양한 로 들이 개발

되면서 재활 분야에 로 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뇌 가소

성을 진 시키고 운동 학습을 향상시키기 한 치료  근 방법으로 

개발 되고 있다[3].

로 재활이란 신체의 기능 회복  향상을 해 환자와의 물리 인 

을 통해 재활치료를 돕는 로 을 말한다[4]. 로 재활치료는 비용, 

시간, 효율 측면에서 장 이 있는데[5], 치료사의 노동 강도와 치료시간

을 이고, 정확하고 일 인 치료를 제공하며 재활 치료의 능률과 질

을 향상 시킨다[6].

  이에, 재까지의 뇌졸  환자를 상으로 로 재활에 해 연구한 선

행 논문을 재, 평가 등에 따라 분석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 인 방

법을 사용하여 임상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에게 보기 쉽게 정리된 로 재

활의 효과를 앞으로의 연구 계획 수립에 있어 객 인 근거를 제시하

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분석할 연구를 수집하기 한 논문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출

된 국내논문을 상으로 하 다. 논문의 검색을 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은 국내의 표  검색원인 한국 학술정보와 한국교육학술정보

원(KERIS)가 운 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http://www.riss4u. 

net)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했다. 검색어로는 뇌졸 과 로 을 RISS

에 삽입하여 2010년도부터 2020년 6월까지 검색된 체 153편의 국내논

문  학  논문과 국내 학술지 논문이 겹치는 연구, 검색이 불가능한 

연구, 고찰  메타분석 연구, 비 실험연구(개발  사례연구 포함)는 제

외하고 다양한 로 의 종류와 재 방법으로 측정한 총 31편의 논문을 

추출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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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독립변수  종속변수 

연구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보면 실험군, 조군을 사용한 논문이 

17편으로 가장 많았다. 실험군 단일 상연구를 사용한 논문이 5편으로 

실험군 1, 2를 사용한 논문이 3편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실험군과 조군으로 나  17편의 논문  로 보조재활을 이용한 

논문이 9편으로 가장 많았다. 로 보조보행훈련은 7편, 로  게임훈련 

논문은 1편이었다. 

종속변수는 기능에 한 논문이 19편, 일상생활에 한 논문이 19편, 

보행에 한 논문이 14편, 균형에 한 논문이 14편, 동  균형에 한 

논문이 13편, 정  균형에 한 논문이 5편, 근력에 한 논문이 6편, 근

긴장도와 한 논문에 5편, 가동범 에 한 논문이 4편, 장악력에 

한 논문이 4편, 재활동기에 한 논문이 3편, 자기효능감에 한 논문

이 1편, 낙상효능감에 한 논문이 1편이었다.

2. 실험 요결과

 기능에 한 논문은 18편  단일 상연구인 4편의 논문은 유의미한 변화

가 있었고 12편에서는 그룹간 비교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 다. 일

상생활에 한 논문 18편  단일 상논문 4편은 유의한 변화를 보 고 로

재를 한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변화를 보인 것이 13편이다. 

보행에 한 논문은 14편  단일 상연구를 한 논문은 모두 보행능

력이 향상되었다. 그룹 간 비교논문 8편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균형에 한 논문은 14편  11편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동 균

형에 한 논문은 14편  그룹 간 비교 논문 11편  9편은 유의미한 

변화를 나타냈고 2편 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 균형에 

한 논문 6편  4편은 두 군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근력에 한 논문은 6편  두 군을 비교하는 논문 5편  2편의 논

문은 MMT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고, 2편의 논문은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근긴장도에 한 논문은 5편 모두 두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장악력에 한 논문은 4편  3편은 실험군 조군 그룹간 비교에서 

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한 향상을 보 고 1편은 두 군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었다. 가동범 에 한 논문은 4편  2편은 가동범 의 

향상을 보 다. 인지능력에 한 논문 4편  단일 상논문 2편  유의

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두 그룹을 비교한 논문 2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재활동기에 한 논문은 3편  세 논문 모두 실험군 

조군 그룹간 비교에서 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한 향상을 보인다.

낙상효능감과 자기효능감에 한 논문은 각각 1편에서는 조군보다 

실험군이 유의한 향상을 보인다.

Ⅳ. 고 찰 

 본 연구는 뇌졸  환자들의 로 을 이용한 재활에 한 국내 문헌의 

체계 인 고찰을 통하여 로 재활의 특성과 재 방법  결과에 하

여 분석하고, 재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로 재활의 상자는 총 803명  뇌경색 환자

가 230명, 뇌출  환자가 202명이었고, 남성은 466명, 여성은 310명이며, 

상자의 평균 연령은 58.6세 다. 마비 부 는 좌측 편마비 355명, 우측 

편마비 36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 조군을 사용한 논문이 다른 논문에 비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는 로 보조재활을 사용한 논

문이 가장 많았고, 종속변수로는 기능과 일상생활에 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기능은 FMA를 이용하여 측정한 논문이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

은 K-MBI를 이용하여 측정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일반 인 물리, 작업, 재활치료보다는 로 을 이용한 재활치료가 이루

어지며, 상자들의 기능, 일상생활, 보행, 균형, 근력, 근긴장도, 장악력, 

가동범 , 인지능력, 재활동기, 낙상효능감, 자기효능감 총 13가지 항

목에서 부분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상자의 마

비 부 , 유병기간, 진단명과 같은 세부 인 특성의 편차가 크다는 것이

다. 근력, 가동범 , 근긴장도, 장악력, 자기효능감, 재활동기, 낙상효

능감에 한 연구결과가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는 것이다. 로 의 종류 

 형태가 다양하여 연구 간의 이질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로 재활훈련이 뇌졸  환

자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

지 RISS를 이용하여 검색된 31편의 국내 논문을 상으로 분석하

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31편의 국내 논문의 로 재활훈련 재에서 

기능에 한 18편  단일 상 연구와 후향  연구를 제외한 9편이 

유의한 변화를 보 고, 일상생활에 한 18편  단일 상 연구를 제

외한 11편이 유의한 변화를 보 다. 보행에 한 1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10편, 동 균형에 한 1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

한 10편, 근력에 한 6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3편, 인지능력

에 한 4편  단일 상 연구를 제외한 2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다. 균형은 14편  11편, 정 균형은 6편  4편, 근긴장도는 5편 

 2편, 장악력은 4편  2편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 다. 재활동기, 

낙상효능감, 자기효능감 각 1편씩 유의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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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생된 용어인 언텍트에 한 언론의 동향을 분석하기 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 다. 이 연구를 해 수집된 신문기사는 총 21개의 신문사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총 22,026건으로

서 복된 779건을 제외한 21,247건이 분석되었다. 체 키워드 빈도수는 코로나19, 비 면, AI, KT, 네이버 순이었으며 의미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나타낸 가 치는 코로나19, 비 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Untact, 포스트코로나 시  순이 다. 5월부터 련 

신문기사가 증하면서 포스트코로나시 , AI와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기업에 한 가 치도 높아졌다. 특히, 추석이 시작

된 9월에는  문화와 련된 용어가 등장하는 것이 매우 이례 이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포스트코로나시 에 한 기 가 낮아진 

8월 이후 문화의 힘과 확진자 감소 추이에 한 기 감으로 포스트코로나시 에 한 희망과 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언택트’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한민국에서 이와 련한 신문기사의 주요 토픽과 함께 어떤 변화들을 나타내는지에 해 확인할 

수 있었다. 

  

Key Words : Covid-19 pandemic, Unctact, Big Data, newpaper articles, Keyword analysis

Ⅰ. 서 론 

 COVID-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면서 신조어가 된 것이 바로 ‘언택트’이

다. 부정사 ‘un’과 의 뜻을 가진 ‘contact’를 합친 용어이다. 이 용어는 

신문, 방송, 심지어는 기업까지 홍보 마 에 언택트를 사용하고 있다.  

마치 어문화권에서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택트는 

한국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한국산 어이다. 

 2017년 무인 키오스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온라인 매, 온라인 상담 등

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기술을 통칭하는 용어로 탄생한 것이 바로 언택트이

다. 이 용어는 서울 학교 김난도 교수님 연구 에 의해 탄생한 것으로서 트

드코리아 2018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1]. 국내 트 드를 반 한 용어

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용이 격하

게 늘어났다. 물론 국립국어원에서는 외국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게 정보

를 취득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비 면 서비스를 언

택트 서비스의 체어로 선정하기도 했지만[2] 여 히 기업과 매체에서는 언

택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택트’라는 

용어와 련된 주요 토픽은 무엇이며 주요토픽들이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토픽들은 신문, 방송, 도서 등 다양하게 수집될 수 

있는데 그  신문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오랫 동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한 변화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

[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를 하고 있는 상

황에서 등장한 ‘언택트’라는 용어의 신문 빅데터를 통하여 주요 토픽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데이터는 코로나 19 감염증이 처음 발병된 1월부

터 9월까지의 신문기사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신문사는 조선일보, 앙일

보, 동아일보 등 앙지와 한국경제신문사, 매일경제신문사와 같은 경제지, 

자신문, 디지털타임즈와 같은 문지로서 총 21곳의 신문사이다. 21곳의 

신문사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집된 신문기사는 총 

22,026건이며 그림 1과 같이 월별로는 1월 15건, 2월 134건, 3월 889건, 4

월 2318건, 5월 3,478건, 6월 3935건, 7월 3740건, 8월 3393건, 9월 3997

건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수집, 데이터 처리, 빈도수  가 치 분석, 데이터 

시각화, 결과 해석의 4단계로 나뉜다. 빈도수 분석은 어떤 키워드가 주로 다

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지만 빈도수 만으로는 여러 분야의 트 드를 나타내는

데 한계가 있다[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ageRank를 텍스트에 용한 

TextRank를 사용하여 의미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 치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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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집된 신문기사 월별 빈도수

Ⅲ. 연구 결과

1. 신문기사의 키워드 분석

  2020년 9개월 간의 언택트 키워드 빈도수의 상  35개를 분석한 결과, 코

로나19, 비 면, AI, KT, 네이버, 포스트 코로나 시  순으로 키워드 빈도수

가 높았으며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최

로 나온 1월에는 신문기사가 15건에 불과하여 다음 달이 2월의 키워드 빈도

수와 가장 신문기사가 많이 수집된 6월의 키워드 빈도수를 시각화한 결과, 

2월에는 불안감이 있기는 했으나 신학기, 카드, 주문, 백화 , 손세정제 등 

생활과 련된 키워드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6월에는 기업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가 장기화될수록 경제  악화가 심화

되고 이에 한 기업의 응 략과 사례가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a) 2020.1 ~ 9

(b) 2020. 2

(c) 2020. 6

   그림 2 키워드 분석의 시각화 결과  

2. 신문기사의 가 치 분석

  2020년 9개월 간의 가 치 상  35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비 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Untact, 포스트 코로나 시 , 사회  거리, 장

기화, 네이버, untact비,SK텔 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상  10개

만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가 치의 경우 상  3개 링크는 3월부터 9월까

지 동일했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확진자 수가 다소 잦아들던 5,6월에는 포스

트코로나시  즉 코로나시  이후에 비하는 것과 련된 신문기사가 의미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시 장기화되면서 포스트코로나

시 에 한 가 치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례 인 것은 9월 

가 치 분석결과 untact보다 ‘나훈아’가 의미  유사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와 련된 ‘ 한민국어게인’도 상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지친 국민의 마음을 달래  문화의 힘

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꾸 히 AI가 10  권에 진입해있으며 SK, 네이버, 

기업들도 함께 꾸 하게 진입해있음을 볼 수 있다. 네이버의 경우 언택트 시

에 쇼핑몰이 SK의 경우 백신 생산과 련하여 의미  유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언택트 련 신문기사 가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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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AI기술은 4차 산업 명시 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를 한 교육에 한 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교육계에서

는 다양한 방법으로 AI를 교육하기 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컴퓨터공학에서 다루는 알고리즘 이론을 심으로만 다루어질 

뿐 AI를 활용하여 어떠한 시스템이 사용되고 미래에 활용될지를 보여  수 있는 다양한 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기술을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제를 선정하여 이를 교육에 활용함으로써 AI를 응용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  

교육 시스템으로의 발 을 한 제안을 하 다. 본 제안을 통해 AI 응용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다양한 AI 교육 매체가 

발 할 수 있는 기본 교육 시스템으로 발 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Key Words : AI, Text Analysis, Review, Machine Learning, Educational Tool

Ⅰ. 서 론 

  AI 응용 기술을 통해 AI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교육하면 기술 개발 분

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고민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AI의 교육은 알고리즘 기술 교육과 같은 공 분야의 교육 

뿐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비 공자 상의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오 된 데이터를 구하여 실제 머

신러닝을 통해 AI의 학습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최종 으로 문장의 감정

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제로 하는 AI교육 시스템을 설계하여 이를 다양

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

서 설계된 시스템을 통해 컨텐츠만 변경하여 다양한 제를 통해 교육에 

활용한다면 AI를 응용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매체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Ⅱ. 화 리뷰 텍스트 데이터 학습

  AI를 수행하기 해서는 우선 수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시키고 이를 

통해 AI가 학습된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 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해 교육에 사용할 데이터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 데이터의 양이 

충분한 무료 오  데이터를 활용하 다.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는 화를 본 사람들이 인터넷에 입력한 리뷰 

댓 과 리뷰 수를 활용하며 이는 화 리뷰 사이트를 운 하는 포털 사

이트에 의해 구할 수 있다.

1. 오  데이터 비

그림 1. Nvaer sentiment movie corpus 오  사이트

  텍스트를 입력하면 그 텍스트에 해서 정  표 인지 부정  표 인

지를 인식하는 AI를 만들기 하여 학습할 데이터는 화 리뷰 데이터로 

결정하 다. 화 리뷰 데이터는 Naver sentiment movie corpus v1.0에서 

네이버의 화 리뷰 데이터를 20만건 이상 모아서 오 하여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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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한 데이터로 보고 수집을 하게 되었다. 데이터는 다음의 표

와 같이 id, document, label로 구성되어 있다[1]. 

표 1. 화리뷰 오  데이터

id document label

8544678
뭐야 이 평 들은.... 나쁘진 않지만 10  

짜리는 더더욱 아니잖아
0

6825595
지루하지는 않은데 완  막장임... 돈주고 

보기에는....
0

7898805 음악이 주가 된, 최고의 음악 화 1

....

  오  데이터가 구성된 것을 보면, id는 데이터를 구분하는 id로 실제 학

습에는 필요가 없으며 document가 실제 댓  텍스트이고 이에 따른 label

이 결과로 0이면 부정, 1이면 정 댓 로 구분된 데이터 이다. 

2. 데이터 학습

  오  데이터를 다운받아 총 20만개의 데이터  15만개를 학습 데이터

로 하고, 5만개를 테스트 데이터로 하여 학습을 수행하 다. 그 결과 다음

과 같이 리뷰 데이터의 학습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텍스트

가 입력될 때에 결과를 추론하기 한 모델을 생성하여 장하게 하 다. 

그림 2. 오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학습하기 해서 오  인공지능 모듈인 Tensorflow를 활용하

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에 맞는 모델을 생성하여 텍스

트 분석을 한 기본 인 학습 수행을 진행하 다[2].

Ⅲ. 텍스트 감정 상태 분석

  텍스트 감정 분석을 해 화 리뷰 데이터의 댓 과 평 을 활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그에 맞는 모델이 생성되어 장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새로운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에 맞는 정 는 부정의 결과로 측하여 

주는 AI 시스템이 구 되어야 한다. 

  앞에서 수행한 머신러닝의 결과 모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해 그 감정 결과를 알려주는 부분

을 구  하 다. 

                         .........

def run_review(review):

    token = tokenize(review)

    tf = term_frequency(token)

    data = np.expand_dims(np.asarray(tf).astype('float32'), axis=0)

    score = float(model.predict(data))

    if(score > 0.5):

        print("{:.2f}% 확률, 정 리뷰\n".format(score * 100))

    else:

        print("{:.2f}% 확률, 부정 리뷰\n".format((1 - score) * 100))

while True:

    txt = input('감정 분석을 한 문장을 입력 하세요: ')

    if txt == '':

        break

    run_review(txt)

   코드와 같이 텍스트를 연속 으로 입력하면 그에 맞게 정 는 부

정 문장이라고 AI가 단하여 주는 시스템을 구축 하 으며 이를 통해 AI 

시스템이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하고 그 결과를 추출해 내는지에 

한 로세스를 학습할 수 있게 된다. 그림 3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텍스트 감정 인식 결과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화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AI 학습을 수행하고 입력

받는 텍스트를 통해 정인지 부정인지 별하는 AI시스템을 구축하 고 

이를 통해 AI의 체 인 응용  동작 형태를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시스

템을 제안하 다. 이를 통해 AI의 응용 학습에 다양한 분야의 학습자들이 

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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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변의 로 들은 생성된 가상의 로  심 (VRc)에 의해 결정된 안 구역으로 유도되어 하나의 로 그룹을 만들어낸다. 그런 다음 팔로

어 로 은 가장 짧은 거리를 찾아 안정 으로 VRc 안 지 로 들어가서 다양한 유형의 구조물을 형성한다. 로  간 충돌이 상되면 스 칭 

신호 알고리즘을 통해 형성을 형성하는 동안 로 의 충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제안된 알고리즘은 스마트팩토리에 용이 용이하며 물류의 

종류 는 크기에 따리 멀티로 을 가변성 있게 제어하여 형을 형성할 수 있다.

Key Words : multi-robots, VRc(Virtual Robot’s Center point), formation control

Ⅰ. 서 론 

기존 로  형성 제어에 한 연구는 지속 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산업 응용을 한 실제 응용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1-3].

 본 논문에서는 흩어진 로 의 안정 인 포메이션 제어에 한 연구를 수

행하고자한다. 안정된 포메이션 제어는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형성 될 포

메이션에 진입하여 정착 할 수있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업그 이드 된 VRc를 이용한 포메이션 제어 방법을 설명하고 포메이션  

충돌 회피 알고리즘에 해서도 언 합니다. 멀티 로 의 심 을 찾고 

지정된 리더 로 을 기반으로 VRc를 형성하면 본 연구에서는 흩어져있는 

로   목 지에 가장 가까운 로 이 리더가 되어 리더 로 을 기반으로 

가상 그룹 존을 형성한다.  그런 다음 VRc는 형성된 가상 그룹 역을 통

해 선택 될 수 있으며 나머지 로 은 모여서 그룹 역의 경계에 정착한다.

 

Ⅱ. 본 론 

1. 최 의 가상 로  심 을 이용한 형제어

멀티로  이동시 형을 형성하게 되고 형성된 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이다. 형유지 기법은 기존의 방식 즉, 기 치 설정 혹은 리더와의

일정거리 유지를 한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지만 제안한 기법은 리더를 

기 으로 일정한 거리 a 만큼 떨어진 치에 멀티로 의 심  

VRC(Virtual Robot’s Center)을 설정하고 이를 심으로 a와 동일한 거리

인 b, c를 동일한 각도로 나눠 추종로  1,2의 치를 계산한다. 여기서 멀

티로 의 심  VRC와 리더로  Li 간의 거리 a는 Li의 기 설정 거리가 

되고 a는 기설정 후 부터는 환경에 따라 유동성을 가진다.

그림 1. 가상 심 에 의한 멀티로  형 변형

멀티로 의 유연 형 제어를 해선 먼  기 설정치 a가 설정되어 기본 

형태가 형성 되어야 한다. 개별임무 즉, 분산형 제어 수행 후 앙집 형 

단일 제어를 해서 지속 인 치공유 후 원하는 형으로의 이동이 가

능하다. 기존의 형 형성은 특정 지 에서 로 들이 형을 유지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 지 에서 형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앙집 형 제어를 해 리더가 목 지로 이동  주변에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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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있던 로 들이 리더를 추종하며 이동  형이 형성되어 유지가 된다. 

이는 그림 1에서 보여 다.

2. 장애물 충돌 방지 기법

형을 형성한 멀티로 은 복잡한 형태의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통과해야

한다. 멀티로 은 이동시 리더가 추종로 들을 이끌고 장애물을 단하고 

형을 유동 으로 변형시켜 회피  통과한다. 이때 리더는 추종로 들과

의 실시간 통신을 통해 서로의 치를 공유하고 거리를 조 해 유동 으

로 VRC가 이동되어 장애물을 회피 는 통과하게 된다.

그림 4처럼 장애물 사이의 공간을 멀티로 이 통과하기 해선 리더와 추

종로 간의 거리   각도  , 리더의 감지거리  , 장애물과의 거리 

  각도  , 장애물간 공간 거리  가 고려되어야 한다. 

각 로 과 장애물의 치정보와 각도는 식(1),(2)에서와 같이 피타고라스

와 코사인 제2법칙을 통해 계산되어진다.

멀티로 의 기 형은 장애물 감지 후 변하게 형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형의 흐트러짐 없이 부드럽게 천천히 I(i=1,2,3, ...)번째 스텝 계산 

값에 의해 형이 변형되고 유지되게 된다.

그림 2. 멀티로 의 장애물 회피

 (1)

 (2)

멀티로 이 형을 유지하며 방향 환 시 추종로 간 이동경로가 겹치는 

경우 서로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Potential Field의 repulsive 

force를 이용해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회피를 한 새로운 waypoint

를 설정하게 되고 attractive force를 이용해 벗어난 경로를 다시 찾아가게 

한다. 추종로 에 한 attractive potential(  )과 attractive force(  )를 

계산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응용해 로 간의 충돌 회피 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에도 용되어 새로운 경로생성을 한 waypoint를 계산함으로써 충

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 가상로  심 을 생성을 통해 멀티로 이 좀더 안정 으로 

형을 유지하고 자유롭게 변형가능 할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을 제안했다. 

새로운 개념으로 근 한 형제어 방법은 기존의 형 형성 방법에서 벗

어나 가상의 로  형성을 통해 안 한 으로 변형 가능하다. 한 ,이 

과정에서, 충돌 방지를 한 알고리즘 제안으로 여러 의 로 이동시 하나

의 로 처럼 움직임이 가능하고 형 변형이 자유롭다. 추후에 시뮬 이션

과 실험을 통해 제시한 알고리즘을 검증할 것이다. 한 제시한 알고리즘

을 용한 멀티로 의 형제어는 스마트팩토리에서 어려운 작업을 손쉽

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물류의 크기에 따라 최 의 

가상로  심 을 통해 멀티로 을 유연성 있게 제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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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ting Yarn기술을 이용한 실내용 바닥재 선진제품에 한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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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생활용 섬유 에서도 건축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실내 인터리어 자재 분야에 있어 Coating Yarn을 이용한  

제품들 에서 실내용 카페트나 다용도 매트로 사용되는 선진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그 에서도 상층부(Front Layer)는 PVC소재로 코 된 Coating Yarn으로 직물의 형태로 구성되며 있으며 

그 구조는 Sheath/Core=PVC/PET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 인터리어용 소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VC 

Coating을 이용한 각종 실내용 카페트 혹은 매트류로 사용되는 선진 바닥재용 제품을 분석하여 특성을 악하고 연구하 다.  

Key Words : Home Textile, Carpet, Yarn Coating, Coating Materials, PolyvinylChloride Textile, Woven Mats

Ⅰ. 서 론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 섬유(Home 

Textile)의 용도와 시장규모가  확 되고 있다.  생활용 섬유 에서

도 건축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분야에 있어 생활수 의 향상

과 인테리어 분야의 심 증 , 심미 인 공간에 한 수요는 물론 친환

경성, 인체 유해성 유·무, 기능성에 한 제품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벽지  바닥재, 인터리어용 시트지가 제지류에서  섬유나 섬

유와 복합화 된 제품들, 화학섬유의 사용 빈도와 제품 출시가  늘어

나고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그 에서 가정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

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PVC소재를 Yarn Coating해서 코 사로 제조하

고 이를 직물화하여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최근 차양막이나 인테리어 

벽지로 용되고 있다.[2] Yarn Coating 공정은 일단 공정이 간단하고 단

 규모가 작고 비교  간단하며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코 소재(PVC, 

TPU 등)  Core Yarn 소재(PET, Aramid, 유리섬유 등)를 여러 종류를 

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히 Coating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각종 Polymer류에 항균성, 

내일 성, 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하기 해 구리(Cu), CNT(Carbon 

Nano Tube) 등의 물질들을 첨가함으로 다양한 성능을 부여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다.[3],[4] 이러한 장 으로 최근에는 Coating Yarn을 용한  실

내 건축용 소재들이 제품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의 개발 동향을 보아

도 그러하며 특히 가정용은 물론 업무용에 사용되는 카페트나 매트류 등

에 다양하면서도 많은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ating Yarn을 용하여 가정용 Carpet  Floor 매트 등 각종 매트류에 

용된 선진제품(미국)을 입수하여 분석함으로 Coating Yarn을 사용한 제품 

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입수,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상층부(Front Layer)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재 미주에서 각 받고 있는 실내용 카페트  Floor Mat의 선진제품

을 구매하여 분해한 후 제품 구조를 악하 다. 제품의 구조는 상층부 + 

층부 + 하층부 3 layer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트 드와 소재

를 용한 실내용  카펫트나 혹은 다양한 용도의 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체 바닥재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1)에서는 상층부의 

FT-IR(IRSpirit, Shimadzu Co., Japan), DSC(DSC-60, Shimadzu Co., 

Japan), SEM(EM-30, COXEM Co., Korea) 등을 활용하여 구조  성분 

분석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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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

[그림 .1] 상층부의 SEM 측정결과. (상-경사, 하- 사, 배율-×100. ×200)

  상기의 모식도에서와 같이 체 제품의 외  구조 확인 시 3개의 Layer

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층부는 코 사 직물이며 

평직으로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가닥의 코 사가 경사 1본을 이루

는 형태로 사 한 동일한 구조로 직물을 이루고 있으며 경· 사를 각각 

1본씩을 분리하여 [그림. 1]와 같이 SEM 측정을 진행한 결과 경· 사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Core Yarn 에 원형구조로 

코 층 두께는 부분 으로 편차는 있으나  평균 으로 105마이크로 정도이

며 코 층 내의 Core Yarn은 비교  편심이 없는 것으로 보 다. 

[그림 .2] 경· 사 Sheath  Core Yarn SEM 측정결과. (배율-×1000)

 [그림. 2]과 같이 Core Yarn의 경우 1가닥의 Filament는 30마이크로미터 

수 으로 완 한 원형이 아니라 원형이 깍이고 그러져 있는 것으로 보아  

960D/192F  DTY로 확인하 다. 따라서 경· 사 모두 코 사 구조이며 

Sheath/Core부가 모두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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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코 사의 경 사 Sheath부(좌)와 Core부(우)의 FT-IR 측정 결과.

 경· 사 Coating Yarn을 구성하는 Sheath/Core부분의 성분 확인을 해 

FT-IR 분석결과 코 사 Sheath부의 경우 형 인 PVC peak를 나타내

며, Core부의 경우 PET peak를 나타냄에 따라 PVC(Sheath)와 PET(Core)

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 으며, 경사와 사 모두 동일한 성분을 가

진 원사를 사용하 음을 확인하 다.

3.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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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 사 코 사의 Sheath부(좌)와 Core부(우)의 DSC 측정 결과.

  경· 사의 코 사를 구성하는 Sheath/Core부분의 열 거동을 측정한 결

과 Sheath부의 경우 PVC의 열  거동인 80℃부근의 유리 이온도(Tg), 

290℃부근의 분해 (Td)이 나타남을 확인하 으며, PVC의 경우 가소제와 

첨가제가 다량 함유됨에 따라 결정성이 매우 낮아 융 (Tm)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 Core부의 경우 경· 사 모두 형 인 PET의 열  거동을 

나타내며 70℃부근의 Tg, 260℃부근의 융 을 확인하 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Layer로 구성된 실내용 카펫트  매트 체용 바닥재의 

상층부 직물은 코 사로 구성되었고 조직을 분석한 결과 경사와 사는 

코 사 4가닥이 1본으로 이루어진 평직조직이었으며 경· 사 8본의 코

사는 모두 동일한 량, 굵기, 구조와 성분이었다. 단지 색상만 차이가 났

으며 직물의 도와 경· 사 본수에 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

사의 분석을 통해 구조  성분에 해 시험 분석하여, 사용된 코 사는 

Sheath-Core구조의 코 사로 Sheath부는 PVC, Core부는 PET로 

960D/192F  DTY사로 구성되어 있음을 최종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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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생활용 섬유 에서도 건축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실내 인터리어 자재 분야에 있어 Coating Yarn을 이용한  

제품들 에서 실내용 카페트나 다용도 매트로 사용되는 선진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 에서도 상층부(Front Layer)에 한 구조와 분석을 고찰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층부(Core 

Layer)의 구조와 성분을 분석한 결과 PET계 부직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층부와 하층부 양쪽으로 착제로 붙여져 있는  형태로 구성되

어 있음을 알았다. 카페트의 경우 원단의 폭이 넓고 길므로 이러한 각 층간의 원단 착도 기술 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기술로 사료된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 인터리어용 소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VC Coating을 이용한 각종 실내용 카페트 혹은 매트류로 사용

되는 선진 바닥재용 제품의 층부를 분석하여 특성을 연구하 다.  

Key Words : Home Textile, Carpet, Yarn Coating, Coating Materials, PolyvinylChloride Textile, Woven Mats

Ⅰ. 서 론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 섬유(Home Textile)

의 용도와 시장규모가  확 되고 있다.  생활용 섬유 에서도 건축

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분야에 있어 생활수 의 향상과 인테

리어 분야의 심 증 , 심미 인 공간에 한 수요는 물론 친환경성, 인

체 유해성 유·무, 기능성에 한 제품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벽

지  바닥재, 인터리어용 시트지가 제지류에서  섬유나 섬유와 복

합화 된 제품들, 화학섬유의 사용 빈도와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다

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그 에서 가정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

용되는 제품으로 PVC소재를 Yarn Coating해서 코 사로 제조하고 이를 

직물화하여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최근 차양막이나 인테리어 벽지로 

용되고 있다.[2] Yarn Coating 공정은 일단 공정이 간단하고 단  규모

가 작고 비교  간단하며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코 소재(PVC, TPU 등) 

 Core Yarn 소재(PET, Aramid, 유리섬유 등)를 여러 종류를 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

히 Coating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각종 Polymer류에 항균성, 내일 성, 

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하기 해 구리(Cu), CNT(Carbon Nano Tube) 등

의 물질들을 첨가함으로 다양한 성능을 부여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

다.[3],[4] 이러한 장 으로 최근에는 Coating Yarn을 용한  실내 건축용 

소재들이 제품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의 개발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며 

특히 가정용은 물론 업무용에 사용되는 카페트나 매트류 등에 다양하면. 

도 많은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ating Yarn

을 용하여 가정용  업무용 실내 Carpet  Floor 매트 등 각종 매트류

에 용된 선진제품(미국)을 입수하여 분석함으로 Coating Yarn을 사용한 

제품 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입수,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층부(Core Layer)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

자 한다. 

Ⅱ. 본 론 

  재 미주에서 각 받고 있는 실내용 카페트  Floor Mat의 선진제품

을 구매하여 분해한 후 제품 구조를 악하 다. 제품의 구조는 상층부 + 

층부 + 하층부 3 layer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트 드와 소재

를 용한 실내용 카펫트나 혹은 다양한 용도의 매트로 사용할 수 있는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476 -



체 바닥재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1)에서는 상층부의 

FT-IR(IRSpirit, Shimadzu Co., Japan), DSC(DSC-60, Shimadzu Co., 

Japan), SEM(EM-30, COXEM Co., Korea) 등을 활용하여 구조  성분 

분석을 진행하 다.

1.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량 분석

[그림 .1] 층부의 표면(좌)과 단면(우) SEM 측정결과.

[표 .1] 층부의 단섬유 단면 측정 결과

No. 1 2 3 4 5 6 7 8 9 10

Dia.

(um)
30.5 28.9 33.2 28.7 29.5 29.7 31.5 27.9 28.1 30.3

Max. 33.2

Min. 27.9

Ave. 29.65

[표 .2] 층부 부직포의 폭 치별 량 평균값

Positon. Left Center Right

Weight (g/m2) 183.5 188.8 180.6

 상기의 모식도 3 Layer  층부의 SEM 분석결과 [그림 .1]과 같이 부직

포 형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Black 컬러 

원착사 단섬유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평균 단면 직경은 

약 30um인 단섬유 Mono filament사를 부직포 제조방식으로 제조한 

Sheet를 상층부의 원단과 착제를 활용해 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부직포층은 상층부와 하층부의 분리시킴으로 어느 정도의 섬유 뜯

김에 의해 치별 량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나 측정된 량 평균값은 [표 

.2]와 같다.

3.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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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부직포층의 경· 방향 FT-IR 측정 결과.

 부직포층의 FT-IR을 통한 구조분석 결과 경방향(Mechanical Direction)

방향(Cross Direction)으로 가능한 샘 을 채취한 결과 모두 소재가 동

일한 peak를 나타냄을 할 수 있었으며, 1708~1720cm-1에서 Carbonyl(C=O)

과 1050~11500cm-1에서 Ether(-O-)기 peak가 강하게 찰되고 되는 등 

형 인 Ester Peak와 Benzene Peak들도 보이므로 PET섬유의 구조 peak

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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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직포층의 DSC 측정 결과.

  부직포층의 열 거동 측정 결과 일반 인 PET의 열  거동을 나타내며 

70℃부근의 유리 이온도(Tg), 250℃부근의 융 (Tm)을 확인하 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Layer로 구성된 실내용 카펫트  매트 체용 바닥재의 

층부를 자 미경, FT-IR  DSC 분석을 통해 구조  성분을 확인하

으며 사용된 부직포의 구조와 성분은 PET 단섬유 원착사(평균 단면 직

경은 약 30um)부직포임을 확인하 다. 상부층과 하부층간의 착제 통해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PET를 활용해 만들어진 부직포

층임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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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생활용 섬유 에서도 건축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실내 인터리어 자재 분야에 있어 Coating Yarn을 이용한  

제품들 에서 실내용 카페트나 다용도 매트로 사용되는 선진 제품을 입수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 에서도 상층부(Front Layer)에 한 구조와 분석을 고찰하 으나 본 논문에서는 하층부(Back 

Layer)의 구조와 성분을 분석한 결과  NR+SBR(합성부타디엔)계가 주성분인 발포 라텍스 고무층으로 여기에 라텍스 고무의 역학  성질과 

가공성을 향상시키고 단가를 낮추기 한 각종 진제와 첨가제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층부의 경우 카페트나 매트가 바닥

과 내Slip성을 향상시키기 해 라텍스 고무층을 사용하 고 이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엠보싱처리까지 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내 인터리어용 소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PVC Coating을 이용한 각종 실내용 카페트 혹은 매트류로 사용되는 선진 

바닥재용 제품의 하층부를 분석하여 특성을 연구하 다.  

Key Words : Home Textile, Carpet, Yarn Coating, Coating Materials, PolyvinylChloride Textile, Woven Mats

Ⅰ. 서 론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생활용 섬유(Home Textile)

의 용도와 시장규모가  확 되고 있다.  생활용 섬유 에서도 건축

물의 벽지, 바닥재 등의 건축자재 분야에 있어 생활수 의 향상과 인테

리어 분야의 심 증 , 심미 인 공간에 한 수요는 물론 친환경성, 인

체 유해성 유·무, 기능성에 한 제품의 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벽

지  바닥재, 인터리어용 시트지가 제지류에서  섬유나 섬유와 복

합화 된 제품들, 화학섬유의 사용 빈도와 제품 출시가  늘어나고 다

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1] 그 에서 가정용 뿐만 아니라 업무용으로 사

용되는 제품으로 PVC소재를 Yarn Coating해서 코 사로 제조하고 이를 

직물화하여 다양한 가공 공정을 통해 최근 차양막이나 인테리어 벽지로 

용되고 있다.[2] Yarn Coating 공정은 일단 공정이 간단하고 단  규모

가 작고 비교  간단하며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코 소재(PVC, TPU 등) 

 Core Yarn 소재(PET, Aramid, 유리섬유 등)를 여러 종류를 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차별화된 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특

히 Coating 소재로 많이 사용되는 각종 Polymer류에 항균성, 내일 성, 

도성 등의 성능을 부여하기 해 구리(Cu), CNT(Carbon Nano Tube) 등

의 물질들을 첨가함으로 다양한 성능을 부여하려는 연구가 진행 이

다.[3],[4] 이러한 장 으로 최근에는 Coating Yarn을 용한  실내 건축용 

소재들이 제품화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의 개발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며 

특히 가정용은 물론 업무용에 사용되는 카페트나 매트류 등에 다양하면. 

도 많은 종류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Coating Yarn

을 용하여 가정용  업무용 실내 Carpet  Floor 매트 등 각종 매트류에 

용된 선진제품(미국)을 입수하여 분석함으로 Coating Yarn을 사용한 제

품 류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 입수, 시험 분석한 Floor 

Mat는 3층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

으며 본 논문에서는 층부(Core Layer)에 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Ⅱ. 본 론 

  재 미주에서 각 받고 있는 실내용 카페트  Floor Mat의 선진제품

을 구매하여 분해한 후 제품 구조를 악하 다. 제품의 구조는 상층부 + 

층부 + 하층부 3 layer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새로운 트 드와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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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용한 실내용 카펫트나 혹은 다양한 용도의 매트로 사용할 수 있는 

체 바닥재로 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 (3)에서는 하층부의 

FT-IR(IRSpirit, Shimadzu Co., Japan), DSC(DSC-60, Shimadzu Co., 

Japan), SEM-EDS(S-3500N, Hitachi Co., Japan), TGA 등을 활용하여 구

조  성분 분석 등을 진행하 다.

1. SEM-EDS(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Morphology  성분 분석

[그림 .1] 하층부의 SEM-EDS 측정결과.

 상기의 모식도와 같이 체 바닥재용 3 Layer 하층부의 SEM-EDS 분석 

결과, 주성분은 발포 필름층으로 확인되며, 발포 라텍스 고무로 추측되어 

EDS 원소분석 결과 Ca 함량이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탄산칼슘, 카본

블랙이나 산화칼슘 등 라텍스 고무의 역학  성질을 높이고 고무의 단가

를 낮추고 가공성을 개선시는 활성제나 진제 등 첨가제로 많이 사용함

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값이라 단된다.

2. FT-IR(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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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포 라텍스 고무층의 FT-IR 측정 결과.

 발포 라텍스 고무층의 FT-IR 구조 분석 결과 형 인 NR(Natural 

Rubber)과 부타디엔(Butadiene)의 혼합된 화학  구조 peak를 나타내며, 

967 cm-1 피크는 trans-1,4-unit, 911 cm-1 피크는 1,2-unit, 740~720 

cm-1 역의 피크는 cis-1,4-unit, 그리고 699 cm-1 역의 피크는 

styrene에 해당되는 것으로 단되며, 따라서 SBR(합성부타디엔)

발포 고무층으로 단된다.

3. TGA(Thermo Gravimetric Analysis) 분석

[그림 .3] 발포 라텍스 고무층의 TGA 측정 결과.

  발포 라텍스 고무층의 TGA를 활용한 열 거동 측정 결과 먼  320℃ 

부근에서 Oil 6.72%, 400℃ 부근에서 Polymer 30.32% 정도가 분해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3Layer로 구성된 실내용 카펫트  매트 체용 바닥재의 하

층부의 구조  물성을 통해 사용된 발포 라텍스 고무층의 성분분석을 통해 

NR + SBR계 합성부타디엔임을 확인하 다.  그 이외에도 각종 라텍스 고무

의 물성과 가공성을 개선시키기 한 여러 가지 첨가제들을 확인하 으며 최

종 으로 상층부는 PVC(Sheath)+PET(Core)의 코 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부의 경우 PET 부직포층, 하층부의 경우 NR+SBR계 합성부타디엔으로 

발포 라텍스 고무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층부의 경우 

카페트나 매트가 바닥과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해 라텍스 고무층을 사용하

고 이 효과를 극 화하기 해 엠보싱처리까지 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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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군에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팀(Explosive Ordnance Disposal)이 편제되어 있어서 평시에도 군이나 사회에서 폭발물이 발견되

면 현장에 출동하여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폭발물 처리 교육은 생명을 위협하는 교육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커 실질적인 실습이 제한적이고 교보재를 이용한 실습만 가능하기에 교육적 효과가 미비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실제와 같은 체험훈

련으로 교육 성과를 높이는 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훈련비용을 낮추고 실제와 같은 체험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훈련시스템을 제안한다. 

  가상훈련시스템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비용을 낮추고 실제와 같은 훈련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3차원 디스플레

이 시스템인 HMD를 이용한 1인칭 시점의 가상훈련시스템은 폭발물 처리 교육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군의 폭발물 처리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Key Words : Explosive Disposal, HMD, Tree-dimensional Display System, Virtual Training System

Ⅰ. 서 론 

 폭발물 처리 요원이 되기 해서는 폭발물 처리 교육을 받고 교육 후에도 

많은 경험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폭발물 처리 요원을 양성하

는 데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폭발물 처리 교육은 안전

사고의 위험이 커 실습이 제한되고 교보재를 이용한 교육으로 대체되고 

있다. 현 교육방법으로는 인력과 시간 및 실습의 한계로 교육적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폭발물 처리 요원을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

대에 주목받고 있는 가상현실을 활용한 폭발물 처리 교육 훈련시스템을 

제안한다. 특히, 시스템 개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스템 구성을 제안

하고 현실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나리오 단계를 기획하 다.

Ⅱ. 본 론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획과 시스템 구성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기술

하 다.

1. 시나리오 기획

  폭발물 처리는 7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며 본 

시나리오는 군의 매뉴얼을 적용하였다..  

(1) 분석

현장에 도착한 폭발물 처리 요원은 폭발물 주위의 물리적, 지형적인 특

징을 분석하고 건물의 붕괴 여부나 접근의 용이성 등을 판단한다.

(2) 접근

발견된 폭발물에 접근 시는 세심한 주의하여 접근해야 하고 절대로 환

경변화를 주지 말아야 한다.

(3) 위험판단

폭발물 상태를 판단하여 장전 여부와 폭발의 위험성, 시기, 폭발 시 위

험 범위 등을 판단하여 탄의 종류를 식별해야 한다.

(4) 안전 보호 절차 결정

판단의 재원에 각종 기술서적이나 경험에 의거 가장 안전한 안전 보호 

절차를 결정하여 수행하며 폭발 시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호대책

도 병행해서 실시한다

(5) 안전 보호 절차 수행

사용 가능한 장비와 공구를 최대한 선택하며 폭발에 대한 안전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

(6) 야전평가

안전 보호 절차가 수행된 후에 폭발물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를 분석한

다. 재질, 폭약의 종류와 수량, 예상 피해 범위 등 기술사항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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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파괴

최종처리 분석 후 불필요한 폭발 구성품을 파괴하는 행위를 한다.

               그림 1. 시나리오 흐름도

2. 시스템 구성

시스템 구성은 VR 기반 시뮬레이터와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으

로 구성한다.

(1) VR 기반 시뮬레이터

VR 기반 시뮬레이터 해상도는 현실감을 증가시키기 위해 FHD급 이

상으로 제작하되 PC성능에 따라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출

력장치로는 HMD와 터치 컨트롤러를 준비하고 이를 개별 컴퓨터에 연

결한다. 개별 컴퓨터는 메인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다.

(2)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 시스템

훈련정보 수집 및 분석은 메인 컴퓨터에서 처리하고 교관은 모니터를 

통해 가상훈련상황을 관찰하고 필요하면 가상훈련을 조정한다.

시스템 구성은 그림 2와 같이 메인 컴퓨터와 개별 컴퓨터로 구성하며 

메인 컴퓨터는 폭발물 처리 시나리오를 탑재하고 입출력 신호 처리/생

성 및 관리를 하고, 개별 컴퓨터는 HMD와 터치 컨트롤러에 입출력 신

호를 송출 및 수신하며 수신한 데이터를 메인 컴퓨터로 송신한다.

그림 2. 시스템 개념도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3차원 디스플레이 시스템인 HMD(Head Mounted 

Display)를 이용한 폭발물 처리 교육용 가상훈련시스템을 제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가상훈련시스템은 기존의 폭발물 처리 교육에 

비해 시공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훈련시스템이다. 

 향후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만 추가하면 군의 폭발물 

처리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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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를 활용한 머신러닝 데이터 학습 교육매체의 설계

김유두*

                                         *한국폴리텍 학 분당융합기술교육원
*yudookim@kopo.ac.kr

                           

Desi gn of Machi ne Lear ni ng Educati onal Tool usi ng KIOSK

　Yu-Doo Kim*

*Korea Polytechnic

요  약

4차 산업 명 시 에서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로 자리잡을 것으로 상이 되면서 이에 한 다양한 교육 컨텐츠와 방법이 제안되어지

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교육내용은 인공지능의 핵심 엔진이 동작하는 알고리즘 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활용될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내용에 해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4차 산업 명에서의 인공지능은 엔진 개발의 성능 뿐 아니라 실제 다양한 서비스와

의 융합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서는 다양한 장비와 인공지능 기술인 머신러닝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개발되어야 

하는지를 교육시키는 것이 효과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키오스크 장비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머신러닝 분석

을 통해 결과를 형 스크린에 보여주는 형태의 시스템을 설계하여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다. 

Key Words : KIOSK, Machine Learning, Multi Screen, Big data, AI

Ⅰ. 서 론 

  AI(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오래 부터 시작되어 30년 에도 음성인식

을 통해 화를 걸 수 있는 휴 폰이 출시되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

다. 하지만 기존의 AI의 연구는 하드웨어의 제약과 네트워크 환경의 제약 

등 다양한 환경 인 한계로 인해 기술의 수 과는 다르게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제한 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재는 작은 모

바일 단말에서도 엄청난 컴퓨  워를 보여주고 있고, 클라우드 시스템 

등의 발 과 인터넷 망, 5G를 통한 모바일 망 등 다양한 환경이 축 되어 

있어 언제 어디서나 AI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최 의 상태가 되어있다. 

  이에 4차 산업이라는 구분이 시작되게 된 것이고 AI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재의 AI 교육은 기존에 연구되던 AI

의 엔진을 개발하는 알고리즘 주에 치 하고 있어  다수가 향후에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하는 응용 분야에는 어떻게 활용되어질 수 있

는지에 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차를 키오스

크 장비와 형 멀티비 , 그리고 서버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단계를 하

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실제 활용해 으로써 AI를 응용 하는 것에 

한 교육을 한 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체 인 시스템의 설계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시스템을 통해 머신러닝 

학습을 수행하는 구  부분을 보여 으로써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 다. 

Ⅱ. 키오스크를 활용한 머신러닝 학습 시스템 설계 

 그림 1. 머신러닝 학습 시스템 구성

  

  키오스크를 활용한 머신러닝 학습 시스템은 크게 키오스크와 머신러닝

서버, 그리고 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간의 데이터 통신

을 해서 웹 기반으로 동작하여 호환이 쉽도록 하는 웹소켓을 활용하

다[1].

1. 키오스크

  키오스크는 업무의 무인화를 해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주로 설치되는 

무인 단말기이다[2]. 키오스크는 주로 매장이나 매표소 등에서 무인으로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485 -



상품을 주문하거나 티켓을 발권하는 등의 업무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다양한 UI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장비로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키오스크에서 사용자가 

머신러닝 분석을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이를 서버에 송하는 부분을 구

하여 구나 쉽게 머신러닝을 한 데이터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 하 다. 

2. 머신러닝 서버

  머신러닝은 AI에서 가장 핵심 인 기술로 데이터가 입력되면 이를 분석

하여 특징 을 찾고 모델을 생성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3][4]. 이를 통해 

생성된 모델은 향후에 입력되는 데이터에 한 결과를 측하는데에 필요

한 계산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서버에서 분석하여 최종 결과를 스크린으로 

송함으로써 머신러닝 수행 차를 학습하는 교육매체로 활용하기 한 

핵심 서버라고 할 수 있다. 머신러닝 서버는 이썬으로 구 되어 다른 시

스템과의 데이터 달을 해 Flask API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REST API

형태로 달하도록 구 하 다[5].

3. 스크린

  키오스크를 통해 달된 데이터를 머신러닝 서버가 분석하여 최종 결과

를 텍스트 형태로 달하여 주면, 스크린에서는 사용자가 확인하기 가장 

좋은 형태로 UI를 설계하여 보여주도록 설계 하 다. 

Ⅲ. 머신러닝 학습 시스템의 활용 

 키오스크를 활용한 머신러닝 학습 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음의 시나리오

로 동작을 하도록 구 하 다. 

  1) 키오스크에서 사용자가 분석을 원하는 이미지를 송한다.

  2) 송된 이미지는 머신러닝 서버에서 분석을 통해 결과를 스크린으로 

     달한다.

  3) 머신러닝 서버를 통해 달된 데이터는 스크린에서 사용자가 보기 좋

     은 형태로 보여주게 된다.

 그림 2. 머신러닝 시스템 활용의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키오스크와 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키오스

크에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 결과가 서버를 통해 분석한 후 스

크린에 나타나도록 설계 하 다. 

  

(a) 키오스크 입력            (b) 스크린을 통한 결과 출력

그림 3. 키오스크 입력과 출력화면

  그림 3의 (a) 에서는 실제 키오스크에서 터치스크린을 통해 강아지의 이

미지를 선택하고 이를 서버로 송하기 한 UI를 구성하여 사용자가 쉽

게 데이터를 달하도록 구  하 다. 

  그림 3의 (b) 에서는 (a)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를 통해 분석을 하여 

입력된 강아지가 어느 품종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받아 스

크린에서 실제 화면에 표시함으로써 체 인 AI의 머신러닝 시스템이 동

작하는 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키오스크와 스크린을 활용하여 어려운 AI의 머신러닝 

로세스를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매체를 설계하고 구 하여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구나 

쉽게 AI의 로세스를 이해함으로써 4차 산업 명시 의 다양한 분야에

서 AI를 통한 머신러닝 응용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떠한 에서 되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매체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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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련 학습자들이 ADAS를 기반으로 첨단화 되고 있는 자동차 장시스템의 이해와 검·진단기법을 짧은 

기간에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하여 자동차 BCM의 제어시스템  일부인 다기능 스 치 제어 시스템( 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제어 

회로)을 직  구 해 보도록 하 다.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동작을 구 하기 하여 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활용하여 입·출력신호

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며 실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회로 규격을 용하여 하드웨어 회로설계를 

하 다. 한 학습자가 도출한 알고리즘을 Arduino에서 쉽게 구 할 수 있도록  블록코딩을 이용하여 로그래  하 다. 구동방식은 

다기능 스 치를 이용하여 련 회로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단거리 무선제어를 할 수 있도록 로

그램을 확장하 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원활한 교류를 하여 련 소스코드  제작과정, 작동 상은 QR code로 제공한다. 

Key Words : ETACS, BCM, Arduino Uno, ADAS, PBL, Reverse Engineering, QR code

Ⅰ. 서 론 

 자동차산업이 발 하고 국민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자동차의 성능과 사

용상의 편리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운 자의 편의성 향상을 

하여 장분야에 별도의 제어기 ETACS(Electric Time & Alarm Control 

System)를 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능이 추가 되어 BCM(Body Control 

Module)로 확  되었다. 한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1]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분야로 통합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라 학습자의 경우 BCM의 공부는 자동차 장시스

템의 이해차원에서 매우 요하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장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계, 기· 자, 통신, 로그래  분야 등 여러분야에 

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복잡해지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검·진단 

 유지보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기 입문자 혹은 공자

에게는 실 으로 분야가 범 하고 추상 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장시스템의 이해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2]. 이러한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교수

법  교육매체가 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PBL(Project Base Learning) 형식의 자동차 BCM

을 실제 자동차 부품과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직  구 해 보는 방식으로 

자동차 공 학습자의 장시스템 학습의 어려움 극복을 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BCM 

개념설계  실제 구 범 에 하여 알아본다. 제 Ⅲ장에서는 본 자가 

구  한 BCM 설계  제작에 하여 기술하고 그 특징에 하여 설명한

다. 제 Ⅳ장에서는 구 한 BCM의 테스트 결과에 하여 설명한다. 마지막

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BCM 개념설계  구 범

 실제 자동차의 BCM을 구 하기 한 개념은 그림 1과 같다. 실제 자

동차에서의 BCM은 그림1의 (①)과 같이 운 석  조수석의 각종 버튼

들로부터 입력을 받아(②) 내부 으로 코딩되어 있는 로그램(③)에 

따라 각각의 입력조건에 따른 엑 에이터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설계되

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Arduino UNO의 입·출력 제한으로 인하여 다기

능 스 치 제어 련 회로( 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제어 회로)를 기

반으로 하여 시스템 제어를 구 하기로 한다. 실제 시스템에 가까운 동

작을 구 하기 하여 Reverse Engineering 기술을 활용하여 입·출력

신호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제어 알고리즘을 만들었으며 실제 자

동차 부품  자동차 회로 규격을 용하여 하드웨어 회로설계를 하

다. 한 학습자가 도출한 알고리즘을 Arduino에서 쉽게 구 할 수 있

도록  블록코딩을 이용하여 로그래  하 다. 구동방식은 다기능 스

치를 이용하여 련 회로를 제어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단거리 무선제어를 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확장하

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의 원활한 교류를 하여 련 소스코드  

제작과정, 작동 상은 QR code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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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CM 개념설계

Ⅲ. 시스템 설계  제작

1. 시스템 하드웨어 설계

 본 시스템을 제작하기 하여 기존의 자동차 회로도의 규격을 기

반으로 하여 아두이노 제어를 한 입·출력요소를 그림 2와 같이 

설계하 다.

방향지시등 제어 회로도 와이퍼 INT 제어 회로도 오토라이트 제어 회로도

그림 2. 기능별 제어 회로 설계

2. 제어알고리즘 도출

 제어 알고리즘의 설계를 하여 자동차 BCM 차량 형을 측정 

 분석을 통하여 아래 그림3과 같은 알고리즘을 도출하 다.

방향지시등 제어 알고리즘 와이퍼 INT 제어알고리즘 오토라이트 제어 알고리즘

그림 3. 기능별 제어 알고리즘 도출

3. 시스템 제작  로그래

 에서 설계한 하드웨어와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하여 그림4, 그림 

5와 같이 제작 하 다. 

  

그림 4. 시스템 제작

 

그림 5. 로그래

Ⅳ. 테스트  결과

 실제 차량 부품을 이용하여 회로를 구성하고 도출한 알고리즘을 기 으

로 하여 작동상태를 테스트 해본 결과  자동차 시스템과 동일하게 구  되

었음을 확인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장시스템의 이해와 검·진단기법을 짧은 기

간에 효과 으로 학습하기 하여 실제 차량에서 사용하는 부품들의 특

성을 악하고 측정  분석을 통한 알고리즘을 도출하여 BCM을 만들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자동차 장시스템의 이해와 검·진

단 방법을 쉽게 학습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첨단화되고 있는 자동

차를 공부할 때 필수요소인 스스로 학습법을 터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본 시스템은 창의 인 응용력 극 화를 하여 앞으로 실제 차량에 

장착하여 BCM을 체 할 수 있도록 발  시킬 것이며 향후 모든 과정을 

PBL(Project Base Learning)교재로 제작하여 실제 하드웨어에서 소 트

웨어까지 융합해서 학습 할 수 있도록 신규 교과과정 개편에 확  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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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의 발 , 환경  사회 인 변화에 따라 학습자 심의 온라인 교육 랫폼 기술의 발 이 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 

콘텐츠를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던 교육 서비스의 역할이 요즘은 랫폼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부분의 온라인 학습 랫폼은 학습

자 심이기 보다 교수자 심의 강의 진행, 콘텐츠 제공 등으로 학습자 심의 온라인 학습에 한 만족도가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랫폼을 분석하고 학습을 지원해주는 온라인 랫폼의 활성화  내실화를 한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Key Words : Online learning, Platform, Educational model

Ⅰ.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COVID-19) 등의 사회 변

화에 따라 세계 여러나라에서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용할 수 있는 온라

인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은 지식 달 략의 주요인으

로 인터넷과 웹으로 연결된 의사소통도구를 사용하는 교육의 한 형태이며

[1], 원격교육(distance learning), 이러닝(e-learning), 인터넷 강의, 가상 

수업(cyber education), 웹기반 수업(web-based instruction), 웹기반 원격

교육(Web-based distance education) 등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2]. 

 재 사회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실시된 온라인 학습은 웹을 기반으로 

컴퓨터, 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써 교

육과 학습이 시간 ·공간 으로 유연해지는 장 이 있다[3]. 반면 의 

부재로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과 정보 공유 부족, 콘텐츠 제공 시스템의 문

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인 온라인 학습보다는 실시간 수업을 통한 

방향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각 학 장에서는 원활한 온라인 학습을 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

하고 있으며, 실시간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활용한 즉각 인 질문과 수업 

내용에 한 토론이 가능할 수 있는 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실시간 온

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 랫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SNS에 

기반을 두고 연동되는 랫폼으로 라인웍스(LINE WORKS), 페이스북 메

신  등이 있으며 이는 SNS 친구로 설정돼 있는 사람들과만 화가 가능

하다. 다음으로는 인터넷 주소(URL)만 알면 참여할 수 있는 시스코 웹엑

스(Cisco Webex), (ZOOM), 구  미트(Google Meet), 마이크로소 트 

즈(Microsoft Teams) 등이 있다. 

 이러한 랫폼은 단순히 인 라 구축에 머물고 시스템 구축 비 활용이 

조하게 될 경우 온라인 랫폼의 효용성은 지속 으로 발 하기 어려우

며, 주기 으로 학습 인 라가 작동할 수 있는 한 서비스가 구연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을 지원해주는 온라인 랫폼의 활성화  내실화

를 한 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실질 인 교육 운

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실시간 원격학습 랫폼 비교 

  재 학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Cisco Webex(시시코 웹엑스), 

ZOOM( ), Google Meet(구  미트), Microsoft Teams(마이크로소 트 

즈)의 기능  활용부분에 한 내용은 표 1과 같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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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간 원격학습 랫폼 특성 비교

종류 기능 활용 가능

ZOOM
( )

⋅최  200명까지 참여 가능

⋅녹화, 가상 배경 설정, 화이트보

드, PC뿐 아니라 스마트폰 용 

앱으로 사용 가능, 권한이동 등

⋅화상회의

⋅ 규모 방수업

⋅소그룹수업

Cisco 
Webex
(시스코 
웹엑스)

⋅최  1000명까지 속 가능

⋅가상 배경 설정

⋅녹화, 투표, 채 , 콘텐츠 공유, 

개인룸 잠  기능 등 활용 가능 

⋅화상회의

⋅ 규모 방수업

⋅소그룹수업

G o o g l e 
Meet
(구  미트)

⋅최  100명까지 참여 가능

⋅과제 업로드, 회의  화면 이

아웃 변경, 회의 참여자 고정하기, 

숨기기, 삭제하기, 화상 화의 자막 

기능, 화오디오 사용 기능, 채

, 발표, 녹화, 실시간 스트리  

기능 등

⋅화상회의

⋅ 규모 방수업

Microsofe 
Teams
(마이크로 
소 트 

즈)

⋅1:1 온라인 모임, 최  10,000

명까지 참여하는 라이  이벤트 

진행 가능

⋅그룹 채 , 1:1 메시지에서 선

물  이미지 보내는 기능 등

⋅Word 문서, Power Point, 

Excel 일 실시간 액세스, 공유 

 편집 가능

⋅화상 희의

⋅ 규모 라이  

이벤트

2. 실시간 원격학습 랫폼 차별화 구

  온라인 랫폼은 공 자와 수요자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상생 

생태계로 랫폼의 양 날개인 공 자와 수요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5]. 

               그림 1. 랫폼 구성요소

  

 원격 학습 랫폼은 기존 성격의 랫폼에서 교수자의 교육정보를 잘 

달할 수 있고, 녹화, 채 , 콘텐츠 공유, 다양한 근성, 랫폼의 안정

화, 화질 개선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학습자에게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

는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학습자들이 학습 경험 

 활동 이력을 정리하고 리할 수 있는 별도의 페이지를 마련하여 자

기주도 학습을 유도하며, 실시간 수업에 집 할 수 있는 방향 수업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학습 지원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랫폼을 분석하여 학습 

상황에 맞는 온라인 시스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온라인 학습 랫폼은 사용목 과 상을 고려하여 구 되

어야 한다. 

 둘째, 학습  산출되는 다양한 자료에 한 피드백이 가능하여 상호 교

수자와 학습자, 학습자 간에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습 황이 반

되어야 한다.

 셋째, 규모 수업이 진행될 경우 학습의 참여도를 확인할 수 있게 시스

템을 재정비하여 참여도가 낮은 학생은 교수자가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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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활용하기 해 LMS를 사용하여 학습자 리, 학습과정 운 , 평가 등의 학사행정을 통합 으로 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LMS 주요 기능을 고찰하고 LMS가 실효성 있게 운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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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학력인구 감소와 4차 산업 명 등의 새로운 산업기술 환경의 변화로  

세계 으로 학 시스템은 학생 자원 고갈 문제 해소와 함께 고등교육 경

쟁력 강화를 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존 통 인 교실 수업 환경이 

시공간의 제약을 월하는 온라인 수업 환경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가상공

간에서 교수와 학습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1-2].

 온라인 학  과정이 일 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 2016년 기  학 수  

이상의 온라인 학  과정에 등록한 학생이 6,359,121명으로 년 비 

5.6% 증가하 고, 통 인 면 면 학 과정이나 면 면 과정과 온라인 

과정이 혼합된 블 디드 학 과정을 등록한 학생 수는 2012년 이후 6.4% 

감소하여 온라인 심 학  과정에 한 학습자가 증가하고 있다[3].

 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 인 온라인 학습은 학습 리시스

템(learning management system;LMS)을 주로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LMS는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출석, 진도  성  등의 학사 반에 걸친 

사항을 리해주는 시스템이다. 교육 분야와 ICT의 융합을 학습 형태, 주

요 서비스, ICT 활용 교육, 이러닝, 엠러닝, 유러닝, 스마트러닝으로 발 되

었고 그  이러닝은 LMS 등의 학습 리 시스템을 통해 사이버 가정학습

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PC 등이 주요 테크놀로지로 사용된다[4-5]. 

 최근 로벌 고등교육 흐름에서 학습자의 심과 흥미에 따라 학습내용

과 순서를 결정하는 개인맞춤형 학습(Personalized learning)을 실 하기 

해 학습분석(Learning Analytics) LMS를 기반으로 한 신 인 교육방

식 도입과 장 심의 최첨단 유망 신기술 분야 교육이 증가하고 있다[6]. 

 LMS는 온라인 수업의 질 높은 콘텐츠나 안정 인 기능 구 , 학습자 

심의 인터페이스 설계, 제도 인 지원을 해주고, 오 라인 수업에서는 상

호작용 활동 지원, 학습동기 유발 략 제공, 다양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

공한다[7-8].

 이러한 시 인 흐름에 맞춰 LMS를 최 한 활용하여 학습 모델을 실효

성 있게 운 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다양한 지원체계가 요구되는 시 이

다. 본 논문에서는 LMS 기반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모델을 구안하여 향후 LMS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LMS 주요 기능

  표 인 교수학습 지원시스템으로 LMS는 이러닝 발 과 함께 그 요

성이 부각되고 있다. 기존 LMS는 모바일기기로 속하여 콘텐츠를 읽을 

수는 있었지만 모바일 기기로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

다. LMS가 방향 소통보다는 주로 교수자가 일방 으로 정보와 자료를 

달하는 도구로 활용됨으로써 면 면 수업의 보조 인 역할로 머물 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으로 인해 스마트 

LMS 사용이 증가되었다. 

 LMS의 표 인 기능은 크게 교수활동 지원 기능, 학습통계, 시스템 지

원  콘텐츠 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수활동 지원에는 차시별 

동 상, 퀴즈, 토론으로 구성하는 다양한 수업모델 지원, 학습 황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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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태블릿, 스마트폰 등이 사용 가능하며, 학습통계 기능에는 학습활동별 

안정  진도 체크와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  장이 가능하다. 

한 시스템 지원  콘텐츠 리 기능에는 리출석방지  학습분량 

검, 부정출결방지 등의 기능이 가능하다.

표 1. LMS 표  기능

주요 

기능
세부 기능

교수활동 

지원

⋅차시별 동 상, 퀴즈, 토론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 립러닝 

등 다양한 수업모델 지원)

⋅학습 황 악(정시, 지각, 미참여자 리 등)

⋅PC, 태블릿, 스마트폰 사용 가능

학습통계
⋅학습활동별(수업 상, 과제, 퀴즈 등) 안정  진도 체크 가능

⋅학습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  장 가능

시스템 

지원  

콘텐츠 

리

⋅원격수업 운 지침에 따른 리출석방지  학습분량 검, 

부정출결방지 등

출처 : 학교육 지원을 한 오 소스 LMS 기능지표 개발, 평생학습사회, 2020에

서 일부 발췌

2. LMS 활성화 방안

  재 사용되고 있는 LMS 기능을 분석한 결과를 토 로 향후 고등교육

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공하기 한 LMS 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이러닝 랫폼은 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

으며, 가장 표 인 LMS의 활용은 매우 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으로 LMS 기능  작동 방법이 익숙하지 않

은 교수자와 학습자는 학업에 있어 부정  감정을 유발하고 학습자는 부

진한 학업 성취률로 나타난다. 따라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온라인 환경을 

고려하여 근하기 쉽게 구성된 표 화된 매뉴얼 개발  간단한 도구 활

용 등으로 LMS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LMS에서는 실시간 수업 제공이 불가능하다. 재는 타 랫폼과 

연동하여 실시간 수업 속이 가능하게 지원되고 있어 번거로움이 발생된

다. 추후 LMS 상에서 바로 실시간 수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가 요구된다.

 셋째, 학생들을 다양한 방향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즉 날짜별 학생들의 학습활동 분석, 립러닝으로 수업을 진행

하는 경우 연동하여 온라인과 오 라인 수업의 연계, 온라인 녹음과 실시

간 수업간을 연계하여 학생들 수업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넷째, 부분 LMS는 강의를 만들고 문서와 리젠테이션을 올리는 목

으로 설계되어 제작된 동 상을 업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LMS 상에서 녹화 버튼을 러 간편하게 동 상을 녹화할 수 있도록 구연

하는 것과 더불어 동 상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면 별도로 타 기

의 편집 기능을 유로로 이용하는 번거로움이 어들 것이다. 

  그림 1. LMS 활용 범

Ⅴ. 결 론 

 LMS 기반 학습자의 온라인 수업에 한 몰입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

록 이끌어 주는 자기 주도  학습방법,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며 지식을 상

호교환 할 수 있는 동학습을 충분히 반 될 수 있는 교수법과 함께 온라

인 시험에 한 부정행 , 교수자의 동 상 강의 반복, 리 출석 등의 부

정 인 면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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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교육을 하여 첫 번째로 센서의 특성을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센서의 특성을 

활용하여 설비를 자동화 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원격에서 센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원격에서 설비를 제어할 수 있는 완 한 

사물인터넷(IoT)을 실습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테스트-베드를 구축함으로써 센서의 기능과 특성를 배우고, 

Local 망에서 센싱하고 액추에이터함으로써 자동화 설비를 탄생시키는 실습을 학습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 망을 통하여 원격에서 

센싱하고 액추에이터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로벌(Global) 사물인터넷을 실 시키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제안한다.

Key Words : Internet of Things, IoT, Global IoT, Test-bed

Ⅰ. 서 론 

  학교 교육이란 원리와 이론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원리와 이론을 

토 로 실 세계에서 사용되고 는 사용될 설비를 직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 트웨어로 구 함으로써 교육의 목 을 완성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일련의 과정에서 각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발굴하고 향상시켜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보다 향상된 설비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어 인간

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살고자 함이 교육의 목 이자 성과이다. 특

히 공학 분야는 삼 일체 교육 방법이 효과 이다. 첫째는 자연의 원리

와 법칙을 이해하고, 둘째는 그 원리와 법칙을 토 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 디자인(computer aided design : CAD)하고  시뮬 이션(Proteus 

or OrCAD)하여 원리와 법칙을 견고히 하고, 시뮬 이션한 결과를 토

로 시제품(prototype)을 만들어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 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 을 해결하므로써 원리와 법칙을 더욱 견고히 이해 할 수 있게 

된다.[1]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형 혹은 무

형의 객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개별 객체들이 제공하지 

못했던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사물인터넷(IoT)은 단

어의 뜻 그 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 것 혹은 ‘사

물들로 구성된 인터넷’을 말한다. 기존의 인터넷이 컴퓨터나 무선 인터

넷이 가능했던 휴 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구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사물인터넷은 책상, 자동차, 가방, 나무, 애완견 등 세상에 존재하는 모

든 사물이 연결되어 구성된 인터넷이라 할 수 있다.[2] 

  사물인터넷은 연결되는 상에 있어서 책상이나 자동차처럼 단순히 

유형의 사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교실, 커피 , 버스정류장 등 공간은 

물론 상 의 결제 로세스 등 무형의 사물까지도 그 상에 포함한다.

  사물인터넷의 표면 인 정의는 사물, 사람, 장소, 로세스 등 유·무형

의 사물들이 연결된 것을 의미하지만, 본질에서는 이러한 사물들이 연

결되어 진일보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됨으로써 개별 인 사물들이 제공하지 못했

던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Ⅱ. 기존 학교 교육의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사물인터넷 련 학교 교육에서의 테스트-베드는 여러 종류의 센서를 

마이컴(micom)으로 제어하는 단계의 실습장을 구축하여 실습하고 있

다. 실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문 학, 심지어 4년제 학교에서도 사

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에 있어서 1단계인 센서망으로만 구성하여 

실습하고 있는 것이 실이다. 센서망이란 다양한 센서들로부터 센싱된 

값들을 장장치에 장하거나 디스 이 장치에 표 한다. 한 센싱

된 값을 토 로 임계값을 설정하여 그 기  값보다 크거나 작은지 단

하여 즉, 신호처리 기능에 의해 다듬어져 나온 신호에 응해 동작을 하

는 장치 는 수단으로 액추에이터(actuator)를 수행한다. 즉 센서망에

서는 센싱, 신호처리 기능, 액추에이터  모니터링으로 구성한다. 간단

한 를 들어 보자 가로등이 낮에는 꺼져 있고, 밤에는 켜져 있다. 밤에

는 어두운 길을 환하게 밝  주고 있다. 이런 기존의 가로등 시스템에 

조도 센서을 추가하여 조도 센서에서 조도 값을 센싱하여 그 신호를 처

리하여 이 신호에 응해 가로등을 켜는 동작을 하게 함으로써 자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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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시스템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자동화 가로등 시스템은 구름과 

안개가 많이 낀 낮에도 한 밤처럼 어두어지면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은 

이 상태를 감지  센싱하여 신호 처리된 후 낮에도 가로등을 켜야할 

상황이라고 단하여 자동으로 가로등이 켜지게 할 수 있다. 즉, 사물과

사물이 서로 서로 소통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물인테넷이다.

  아두이노( 는 라즈베리) 기반 단순 센서망 테스트-베드의 구성도는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산순 센서망 테스트-베드

  센서망은 센서의 기능과 특성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성 

실험을 할 수 있으며, 센서에 의해 달된 정보를 악하고 특정 장치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조도 센서에서 조도값을 센싱(sensing)하여 임

계값보다 크면(신호 장  처리) 즉, 어두우면 가로등의 등을 켜는 동

작(actuating)을 실행한다. 센서망의 핵심은 센싱과 액추에이 이다. 

  부분 정규 교육 기 ( 학교, 고등학교, 문 학, 4년제 학)에서

는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센서의 특성과 기능을 이용하여 센싱

(sensing)하고, 신호 처리하고, 다양한 설비를  동작시키는 액추에이

(actuating) 실행시키는 단순 센서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습 교

육을 하고 있다.

Ⅲ. Local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센서망의 범 를 좀 더 확장하여 Local 망에서 센싱하고 액추에이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를 구성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이더넷 

망, WiFi 망, 블루투스 망 그리고 지그비 망으로 범 를 확장할 수 있다.

[그림 2] Local 센서망 테스트-베드(이더넷, WiFi, 블루투스, 지그비)

  [그림 2]는 센서망과 Local 망이 결합하여 센서망의 범 를 조  더 

확장시켰다. Local 범  센서망 테스트-베드에서 이더넷 Local 망, 

WiFi Local 망, 블루투스 Local 망, 지그비 Local 망을 통하여 센싱되고 

액추에이  할 수 있다. 

  WiFi Local 망은 WiFi 보드를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연결하여 WiFi 

보드가 AP(access point) 기능을 하는 AP-모드와 WiFi 보드가 랜카드 

역할을 하는 ST-모드로 구분한다. AP-모드에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별도의 무선 공유기가 필요 없음

  -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 직  WiFi 보드로 속

  - Local 제어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연결은 할 수 없음

  한 AP-모드의 망 구성도는 [그림3]과 같으며 스마트폰에서 해당 

AP를 속하여 IoT 제어 메인 화면에서 각각의 센서로 부터 센서값을 

읽을 수 있으며(센싱), 그 읽은 데이터 값은 메모리에 장되고 신호 처

리되며 해당 설비의 동작을 제어(액추에이 )할 수 있다. 

[그림 3] WiFi 보드가 AP기능을 하는 AP-모드의 구성도

  WiFi Local 망에서 WiFi 보드를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연결하여 

WiFi 보드가 랜카드 기능을 하며 기존에 있는 무선 공유기에 속하여 

사용된다.  ST-모드로 구분된다. ST-모드에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별도의 무선 공유기가 필요함

  - 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음

  ST 모드 설정후,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아두이노 보드를 제어한

다. 다음 그림은 ST-모드의 망 구성도이다.

[그림 4] WiFi 보드가 랜카드 기능을 하는 ST-모드의 구성도

Ⅳ. 로벌(Gl obal )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Local 사물인터넷 망은 진정한 사물인터넷(IoT) 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완 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서는 Global 사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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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테스트-베드가 필수 이다. [그림 5]은 로벌 사물인터넷(IoT) 테

스드-베드 구성도이다.

[그림 5] 로벌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구성도

  IoT 서버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센서망의 각 센서들의 상태를 등록 

리 운용을 한다. 로벌 사물인터넷(IoT) 테스트-베드는 원격에서 스

마트폰이나 노트북 는 데스탑 PC에서 본인이 리 운 하는 센서망

을 IoT 서버를 경유하여 데이터를 읽고, 쓰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온 한 

로벌 사물인터넷(IoT) 망 기능을 제공한다. 

  로벌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는 3- 벨 실습 수업이 가능하다. 1-

벨 실습 수업은 자·통신 기  실습으로 개방회로, 폐회로, 옴의 법

칙, 항 측정기, 콘덴서의 충 과 방 , 콘덴서의 정 용량 측정기, 발

진회로 등 자·통신 기  회로에 하여 기본 이론과 법칙을 이해하고, 

컴퓨터 기반 자 시뮬 이션(Proteus or OrCAD)을 통하여 좀 더 체계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아울러 로토타입 하드웨어와 아두이노 스

치 로그램을 짜고, 만들어 로벌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에서 실

습하고 디버깅하여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실습을 할 수 

있다. 2- 벨 실습 수업은 Local 망 구성으로 이더넷 망, WiFi 망, 블루

투스 망, 지그비 망을 Local로 구성하여 다양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망

에 속하여 기능, 특성  서비스에 한 실습을 할 수 있다. 3- 벨 

실습 수업은 사물인터넷 기능, 특성  서비스를 온 한 로벌 사물인

터넷(IoT) 망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망 체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로벌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는 기업체에서 연구&개발  시험,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기간인 학에서 제공할 수 있어 산업체 맞

춤 실습을 할 수 있다. 로벌 사물인터넷 테스트-베드 실습장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먼  마이컴 콘트롤러 장치로 아두이노 우노 보드와 

오  소스인 다양한 아두이노 로그램 스 치를 활용할 수 있으며, 조

도센서, 온습도센서, 토양습도센서, 진동센서, 터치센서, 음 센서, 음

향센서, 불꽃센서, 가스센서, 일산화탄소센서, 인체감지센서, 먼지센서, 

키패드모듈, LCD모듈, DC모터모듈, 스텝모터모듈, 릴 이모듈, 이더넷

보드, WiFi보드, 블루투스보드, 지그비보드 등 센서 모듈과 Local 

Network 모듈과 국내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망과 연동할 수 있는 

LTE 라우터와 AP(access point)와 유선 인터넷 용 회선과 속장치 

그리고 사물인터넷(IoT) 서버로 구성하고 있다. 

Ⅴ. 결 론 

  학교 교육의 한계 은 실험실 는 실습실에서 단순 센서망을 구축하

여 센싱하고 신호처리하고 액추에이터하는 정도의 실습에 머물고 있다. 

이런 실과 문제 을 극복하기 하여 우리 학이 구축한 로벌 사물

인터넷 테스트-베드는 상용서비스를 하고 있는 망과 연동하여 실습을 

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련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사물인터넷 모듈, 장

치  설비들을 상용망과 연동하여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

써 보다 실질 이고 실무 이고 산업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체와 연계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운용 

 유지 보수 련 실험·실습을 할 수 있으며, 연구  운용 과제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이번에 구축하게 되었다. 아울러 등학교, 학

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본 실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습장으

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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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가의 일상 물품 에 하나인 자동차는 사람의 발이 되어 어디든 이동하고 있다. 과거의 내연기 을 주로 이용하는 형태에서 근래에

는 자율주행 형태로 이동 수단의 방식이 변모하고 있다. 다양한 자 장치로 구성된 자동차는 ECU(Electronic Control Unit)라고 하는 

제어유닛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ECU간에는 가 모듈을 사용하는 통신 방식 부터 고가 모듈을 사용하는 통신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 에서도 LIN통신, CAN 통신, FlexRay 통신을 주로 사용하면서, 최근에는 Ethernet 통신을 사용하기도 한다. ECU간에 다앙한  

통신을 통해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의 자 장치들은 차량 진단을 한 진단통신, 진단 데이터를 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에서도 차량 장 표 인 AUTOSAR를 기반으로 차량 진단 스택의 구조를 이해하고, 응용SW에서 차량 진단통신 스택을 

통해 진단 데이터를 추출하고 리하는 방법에 해서 알아보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하 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AUTOSAR 표  에서 차량 진단과 련된 스택 구조를 알아보고, 응용 서비스 구 을 통해서 ECU의 진단데

이터 처리에 해서 확인하고, 교육 매체  자동차 ECU  차량진단통신  진단 데이터 리에 필요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다.

Key Words : AUTOSAR, CAN, DCM(Diagnostic Communication Manager), DEM(Diagnostic Event Manager), 

Diagnostic, Vehicle Diagnosis Service, Network, Mobility, Routing

Ⅰ. 서 론 

 자동차 장 표 인 AUTOSAR는 차량 진단을 해 DCM(Diagnostic 

Communication Manager)와 DEM(Diagnostic Event Manager), 

NvM(NVRAM Manager), SW-C(Software Components)로 구성되어 있

다[1]. SW-C는 에어백, 안 벨트, 운 자 시트 메모리 기능과 같은 ECU

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의 응용SW서비스가 치하고 있으며, ECU 내부

의 진단 데이터 처리를 한 기본 통신 모듀인 CAN, DCM, DEM, NvM 

과 같은 진단데이터 통신  진단 데이터 리를 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

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AUTOSAR의 진단데이터 처리  리를 한 기

본 구조를 이해하고, 기능 합성 테스틀 통해 DEM 모듈의 진단 데이터 

테스트  CANoe를 통해 진단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를 활용하여 기능을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AUTOSAR 진

단 련 표 에 해서 알아본다. 제 Ⅲ장에서는 기존의 진단 데이터에 

해서 기술하고, 구 된 DEM 모듈을 통해 CANoe를 활용하여 진단데이터

를 테스트하며, CAN통신 기반 DEM 진단 데이터 리를 통해 결과를 분

석한다. 마지막으로 제 Ⅳ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진단 

교육에 필요한 기능 구 에 해서 확인하 다.

Ⅱ. AUTOSAR 진단 표

  AUTOSAR 차량 진단 표 은 CAN통신을 기반으로 하여 DCM, DEM, 

NvM, SW-C에 한 스택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에서도 응용 서비

에서 ECU에서 발생된 진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능을 구 하거나, 개선

할 수 있으며, ECU에서 발생된 다양한 진단데이터는 NvM이라는 메모리 

모듈을 통해 진단 데이터가 리된다[3].

  AUTOSAR 자동차 진단 련 핵심 모듈은 ECU간 차량 통신을 기반으

로 발생된 진단 데이터를 CAN 통신 스택을 통해 진단통신모듈과 SW-C

를 통해 진단 데이터를 DEM 모듈을 통해 추출하는 형태의 구성으로 처

리하고 있다. 이 에서 CAN통신은 자동차의 ECU간 통신으로 많이 쓰

이고 있으며, 통신 버스를 여러 노드들이 공유하면서 CAN_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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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_Low 두 개의 신호를 통해서 통신을 처리한다[5]. 자동차는 제조사

별로 ECU들의 고유한 ID값을 통해서 CAN ID를 이용하여 유일한 ID를 

통해서 리하고 있다.

SW-C(Software Components)는 컴포 트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RTE(Run-Time Environment)를 경유하여 진단모듈인 DEM 모듈의 인터

페이스를 호출하여 서비스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Ⅲ. 진단데이터 테스트  리

 진단 테스트는 NUT(Node Under Test)에 해당되는 ECU 보드를 상으

로 진행하며, BSW모듈과 진단 도구를 활용하여 합성 테스트를 진행하

다. 기능 합성 테스트 내용으로는 응용을 구 하고 구 된 응용을 바

탕으로 ECU에 탑재하여 진행한다. 입력 데이터를 통해 진단데이터가 정

상 인 결과를 발생하는지 검사한다.

1. 진단데이터 테스트

  합성 테스트를 한 테스트 수행 도구는 CAN통신과 련된 CANoe 

도구와 BSW 내부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Trace32 등과 같은 하드웨어와 

검증 상인 소 트웨어로 구성된다. 아래 표는 테스트 수행 도구를 나타

낸다.

표 1. 테스트 수행 도구

도구 이름 용도

CANoe
ECU 입력/출력 데이터 처리  CAN 메시지 

처리

Trace32/테스트PC BSW 내부 동작 검증

VX-toolset for C166 테스트 응용 개발  빌드

진단 테스트를 해 진단서비스의 실험을 진행하 다. 테스트 수행 도구와 

함께 구  모듈을 바탕으로 진단서비스 에서 SID14에 해당하는 

ClearDiagnosticInformation에 해당하는 수행하게 되면, CANoe를 통해서 

DTC(Diagnostic Trobule Code)에 한 진단 데이터 정보의 삭제를 요청

하면, DEM 모듈에서 해당 DTC의 진단 련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 아래 

그림은 DEM모듈에 진단데이터 삭제 서비스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2. 진단데이터 리

  진단 데이터는 자동차 제조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다[8].

DTC(Diagnostic Trouble Code), UDS, OBD, FreezeFrame, Extended 

Data, Reserved Data, OEM Data 등 다양한 진단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다. 

아래 표는 많이 사용되는 진단서비스이다[2].

SI D 서비스 설명

10 DiagnostgicSesseionControl Session 변경 요청

11 ECUReset ECU Reset 요청

27 SecurityAccess Security Level 획득 요청

85 ControlDTCSetting 고장 코드의 유무 조

22 ReadDataByIdentifier DID 기반 Data 읽기

23 ReadMemoryByAddress Memory 역 읽기

2E WriteDataByIdentifier DID 기반 Data 쓰기

3D WriteMemoryByAddress Memory 역 쓰기

19 ReadDTCInformation 코장 코드 정보 읽기

14 ClearDiagnosticInformation 고장 코드 정보 기화

표 2. 진단 서비스 종류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AUTOSAR 표 의 진단 스택에 해서 이해했으며, 차량 

진단을 기반으로 진단 데이터 테스트  리에 해서 CAN 통신을 기반

으로 확인하 다. 차량 진단 데이터 테스트  리를 해서 필요한 환경

을 구성하여, CAN통신 기반 차량 진단에 필요한 AUTOSAR 표  용과 

그에 따른 실무 심 교육에 필요한 테스트 환경과 교육 내용을 확인하

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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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진단을 한 DEM과 연 된 모듈 

그림 2 ClearDiagnosticInformation 서비스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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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2013-2018년 한국-방 라데시 국제 력사업으로 추진된 화학산업기술훈련원 (포스트 학교육; 취업 로그램; 이

하 화학훈련원)의 교육과정을 국가직무능력표  (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에 기반하여 면 으로 개편개선하는 과정을 

고찰하 다. 1990년 반 설립된 화학훈련원은 약 20여 년 동안  통  턴키(turn key) 화학공장 운 방식을 지원하기 해 80년  

개발된 유럽식 화학공장 모델을 수정없이 사용하여 왔으나 이미 개도국에도 확산되고 있는 정보  지식망 보 으로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으로의 환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능력개발원의 NCS기반 교육과정 개발 로그램을 차용하여 화학훈련원에 합한 4개 분야의 

신규교과과정 개발이 이루어졌다. 교육 상은 기존  신규 산업종사자이며 졸업후 취업교육의 일환으로도 극 활용이 기 되고 

있다.

화학산업의 화에 응하여 개발된 4개 역 교육과정은 화학공정 최 화  에 지 최소화, 화학분석  품질인증, 제어기술, 

공학 디자인이며 표 교재 개발과 시범운 이 성공 으로 완료되었다.

Key Words : NCS, TICI, New Course Development, Post-graduation Program

Ⅰ. 서 론 

 개도국의 특정 산업을 개발원조하는 ODA사업 에 화학공장  련산

업에 응하는 교과과정 개발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속한다.  화학공업 

선진국인 미국, 일본, 유럽의 공업국가들이 80-90년  해외원조 사업[1]

으로 턴키 방식의 화학공장을 개도국에 설립하면서 운  로토콜을 완

성된 상태로 일방 제공하 는데 지식정보화 물결의 도래로 개도국의 산

업 지형도 정보화, 자동화로 환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2013년 한국국제 력단은 사 용역을 통해 방 라데시 화학산업 

인력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화학기술원을 상으로  역량강화 로

그램을 수립하여 수행하 다. 그 첫 단계가 교과과정 개선인데 주 목표를 

신규교과과정 개발로 설정하 는 바, 본 논문에서는 그 과정을 분석 제시

함으로써 향후 유사 로그램 개발과 학의 취업 로그램 운 에 기

여하고자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은 본문으로서 

1. 화학기술원 기존교육과정의 SWOT분석 2. 신규교육과정 개발  3. 신규 

교과별 교습내용 등을 총 으로 정리하 다. 마지막으로 제 III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화학산업(공장)은 화학공정과 에 지, 건설설비를 심으로 기, 기계, 

자, 컴퓨터를 망라하는 종합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화학기술원 교

과과정도 7개 개별 역으로 구분되어 공과로 운 되어왔다. 자동화, 정보

화로 두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교육훈련체제인 한국의 NCS와 방 라데

시 NTVQF(national technical, voc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2]를 

용하여 교과과정을 신규개편하여 4개 역으로 확정하 다.  

1. 기존교과 SWOT분석

  7개 공과의 교과과정과 조직체계를 분석한 결과를 표 1에 시하 다 

(화공  안 공과). 획일  행정에 기인한 효율 조직과 교육 상과 업

무환경 변화를 미반 한 교과체계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헌신  교사의 

노력과 국가직무표 체계인 NTVQF의 용으로 향후 성공  교육훈련 

로그램 개편이 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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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교과과정 SWOT 분석

2. 신규교과 개발 과정

  DACUM[3]을 통해 구조 으로 개편한 신규교과과정을 그림 2에 나타

내었다. 체  교과개발 차의 흐름도를 그림 3에 제시하 다. TNA 

(training needs analysis)가 선행되어야 하며, 직무분석(KST matrix)[4]을 

통해 우선순 의 교과  내용이 선별, 확정된다.   

   그림 2. 신규교과과정 구조와 특성 

 

3. 신규교과 교습내용

  개발 차에 따라 최종 으로 교과목/세부내용이 domain/subdomain형

태로 도출되었다[생략]. 그림 4는 화학공정최 와  에 지최소화 역의 

체  교과 내용의 로드맵으로 세부항목과 수 (level)  교육시간을 제

시하고 있다.

그림 3. 신규교과과정 개발 차 

그림 4. 교과 로드맵(화학공정 분야 시)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 라데시 화학산업기술훈련원(TICI) 교육훈련과정 개

선을 한 신규 교과과정 개발 수립과 개과정을 기술하 다. 교과개발과

정과 수립된 교과내용은 졸업후 비취업인력에 정  효과를 보일 것으

로 기 된다. 교과과정의 운 과 성과측정은 재 진행 이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13~2018년 한국국제 력단이 지원한 “방 라데시 화학산업

기술훈련원 역량강화사업 PMC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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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Weakness

⦁Long, sufficient industry 
experience   of faculty

⦁ Course & instruction plan under 
appropriate coordination

⦁ Rich course pool & well-defined 
curriculum structure

⦁ No appropriate PDCA cycle for 
curriculum development⦁Low instruction efficiency 

(trainees no/class[refresh] & 
unclear goals[varsity])⦁Significant imbalance in 
supervisory & 
non-supervisory trainees⦁Not suitable course classification 

considering levels and job 
skills

Opportunity Threat

⦁ NTVQF (training certification) 
is being introduced in long 
term⦁Expansion of university program 

grants steady supply of 
trainees⦁Voices requesting change of 
TICI from most of 
stakeholders⦁Participation of 10 young 
passionate teachers in faculty

⦁Not properly-exercised 
apprentice training 
(symbolizing TICI’s 
authority)⦁Weak motivation of training 

needs (factory side)⦁Non-competitive environment & 
high degree of dependency⦁Uncontrollable, lingering 
problems in chemical plants- 
feed supply, shutdowns, 
shortage of manpower, 
worker transf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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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 차량과 달리 기의 힘을 이용하여 기모터를 구동, 차량을 주행토록 한다. 이러한 기자동차의 기모터는 차량 모터

룸 내에 치한 VCU, MCU 등으로 이루어진 EPCU에 의하여 작동하며, 고 압 배터리의 직류 원을 인버터 장치로 교류로 환하여 모터에 기 인 

에 지를 공 하게 된다. 감속기는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변속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변속비로 기모터의 회 수를 감속시켜 토크를 증 하여 

구동력을 증가시키는데 그 목 이 있다. 최근 문제해결능력향상을 해 학에서는 PBL교수법(Problem-Based Learning)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

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PBL은 학습자에게 교과내용과 련 있는 실제 인 문제를 제시하여 자료를 수집, 정리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의 구성요소인 기모터와 감속기를 활용하여 개 제작하면서 기모터의 단품을 

검하는 방법과 감속기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학생들이 직  설계에서 제작까지를 진행하는 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분석하

다

Key Words : Project Based Learning, Electric Vehicle, Electric Motor, Electric Vehicle Reducer 

Ⅰ. 서 론 

  기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 차량과 달리 기의 힘을 이용하여 기

모터를 구동, 차량을 주행토록 한다. 이러한 기자동차의 기모터는 차

량 모터룸 내에 치한 VCU, MCU 등으로 이루어진 EPCU에 의하여 작동

하며, 고 압 배터리의 직류 원을 인버터 장치로 교류로 환하여 모터

에 기 인 에 지를 공 하게 된다. 기본 동작원리는 고 압 배터리로부

터 받은 DC 원을 고속 스 칭을 통해 3상 AC 원(U, V, W)으로 변환시

킨다. 상  제어기에서 입력 받은 신호 로 3상 AC 원을 제어함으로써 

구동 모터를 원하는 속도와 토크로 구동시킬 수 있다.[1]

최근 문제해결능력향상을 해 학에서는 PBL교수법(Problem-Based 

Learning)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다. PBL

은 학습자에게 교과내용과 련있는 실제 인 문제를 제시하여 자료를 수

집, 정리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교수-학습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2]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의 구성요소인 기모터, 감속기를 개, 제작

하는 로젝트를 목표로 학생들이 직  설계에서 제작까지를 진행하 다.

이로인해 로젝트를 실시하는 학생들이 기자동차 기모터 내부의 구

조를 이해하여 학습하는 과정 과 감속기 내부의 구조를 악함으로써 기

존 변속기와의 차이 을 알아보는 것을 주로 진행하게 되었다.

Ⅱ. 본 론 

  기자동차 기모터·감속기 개 제작 로젝트 실습은 기자동차의 

구동계에 한 반 인 이해와 기모터의 내부구조, 감속기와 기존 차량

의 변속기의 차이 에 한 이해를 돕기 한 것을 목 으로 제작하 다. 

기자동차의 기모터는 차량의 고 압 배터리에서 직류 기를 인가받

아 인버터에서 3상의 교류 기로 변환된다. 한, 기모터는 크게 고정자

와 회 자로 구분되며, 내부에는 회 자의 치를 검사하는 졸버와 모터

온도센서가 있어, 상황에 맞게 기모터의 구동속도와 토크를 변환시킨다.  

감속기는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변속기와는 다르게 일정한 변속비로 

기모터의 회 수를 감속시켜 토크를 증 하여 구동력을 증가시키는데, 

주목 이 있으며 기존의 변속기와 마찬가지로 주차 시에 킹기능, 좌우바

퀴의 선회차를 기계 으로 보상하는 차동장치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림1의 시뮬 이터 구성도의 MCU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여 구동모터를 

제어하는 기능과 감속 시에는 구동모터를 발 기로 환시켜 탑재된 고 압 

배터리를 충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모터에서 발생한 동력은 회 자 축과 연

결되어 있는 감속기와 드라이  샤 트를 통하여 구동77 바퀴에 달된다.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00 -



그림 1. 기자동차 모터·감속기 개 제작 구성도

기자동차 기모터·감속기 개 제작은 주당 6시간씩 총 8주에 걸쳐서 

작업을 진행하 다. 그림 2는 8주간의 작업과정에 따라 순차 으로 작업사

진을 나열하 다.

▼

▼

▼

▼

▼

▼

▼

그림 2. 기자동차 모터·감속기 개 제작 과정

제작된 기자동차 기모터·감속기 개 제작은 기자동차의 기모터

와 감속기 내부의 구조를 보여 으로써 직  분해해보거나 치상의 어려

움으로 보기 어려웠던 내부를 직  볼 수 있으므로 로젝트를 실시하는 

학생들은 물론 차후 교육 교보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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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자동차의 구성요소인 기모터와 감속기를 활용하여 

개 제작하면서 기모터의 단품을 검하는 방법과 감속기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을 목 으로 로젝트를 진행하 다. 기자동차의 기모터·

감속기에 하여 학생들이 직  설계에서 제작까지를 진행하는 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한 결과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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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16년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VR 콘텐츠 분야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산업분야에서도 실감형 교육훈련 콘텐츠를 활용하여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이 가능한 콘텐츠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교육훈련에서는 고위험 기기 작동, 조치, 안전교육 등 위험이 상존하며 생산팀에서도 OJT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는 미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체감형/몰입형 상호작용이 가능한 혼합현실 디스플레이 기반의 산업용 교육훈련을 적용한다면 기존 교육훈련에 

비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가상 학습 환경을 구축, 교육, 훈련함으로 전문 지식이 습득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하고 미숙련자의 교육훈련 상황은 미러링을 통하여 다른 교육생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혼합현실 기기를 적용한 산업용 교육훈련 제작방법을 제시한다. 본 연구가 향후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 도입에 도움

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ey Words : Virtual reality, Mixed reality, Education training , Industrial educational contents

Ⅰ. 서 론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VR(Vitr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에 대한 콘텐츠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16년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에 의하면 VR 콘텐츠 분야 중, 교육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존 교육훈련에서는 고위험 기기 작동, 조치, 안전교육 등 위험이 상

존하며 생산팀에서도 OJT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교육의 효과는 미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체감형/몰입형 상호작용이 가능한 혼합현실 디스

플레이 기반의 산업용 교육훈련을 적용한다면 기존 교육훈련에 비해 안

전하다[1]. 뿐만 아니라 실제와 유사한 가상 학습 환경을 구축, 교육, 훈

련함으로 전문 지식이 습득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실무적응 능력을 향

상하고 미숙련자의 교육훈련 상황은 미러링을 통하여 다른 교육생에게

도 전달할 수 있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산업용 교육훈련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

결책으로 혼합현실 기기를 이용한 산업용 교육훈련을 제안하고 혼합현실

을 이용할 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Ⅱ. 관련연구 

  혼합 현실(MR: Mixed Reallity)은 현실을 기반으로 가상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 환경에 현실 정보를 부가하는 

증강 가상(AV: Augmented Virtuality)의 의미를 포함한다. 즉, 현실과 가상

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스마트 환경을 제공하여 사용자는 풍부한 체험을 

할 수 있다[2]. 혼합현실이 사용 가능한 장비로 홀로그램 장비와 몰입형 장

비, 2가지로 나뉘는데 본 연구에서는 홀로그램 장비에 해당하는 MS 

Hololens2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MS Hololens2는 물리적 현실에서 홀로그

램이 증강하여 사용자가 주변 환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디지털 콘텐츠가 

실제로 물리적 현실에 존재하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장비이다.

(1) Mixed Reality Spectrum

 혼합현실기기 스펙트럼을 살펴보면 VR의 경우 사용자가 보는 시야가 모

두 가상의 환경으로 몰입감은 높지만 주변 물리환경을 인식하지 못 한다.

AR의 경우 물리환경에 가상의 오브젝트를 띄워 사용자가 보는 물리환경에

서 가상의 오브젝트를 증강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MR의 경우는 VR과 AR의 중간에 해당하며 물리환경에 대한 정보를 인식

하여 적용함으로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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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ixed Reality Spectrum

  MR 개발을 위해서는 MRTK(mixed reality toolkit)가 있으며 개발도구가 

있으며, Hololens 이외에도 여러 하드웨어를 지원하며 에뮬레이터를 지원

한다. 또한 Unity, Unreal과 같은 개발플랫폼 및 엔진을 지원하여 사용자의 

개발을 지원하여 신속한 프로토타이핑을 가능하게 한다.

Ⅲ.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 제작방법 

  교육용 혼합현실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사

용자의 연령을 고려한 콘텐츠 분량, 윤리성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콘텐츠 

구성에 따른  멀미감 감소, 효율적입 수업 지원을 위한 교사용 콘텐츠 제공

이 있으며[3],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

항으로는 NCS 같은 학습모듈, 공정에 사용되는 부품과 공구의 3D 데이터

화, 학습자가 사용할 공간 구성, 시야각에 맞는 UI 구성, 가상공간에서 물

리적으로 정확하게 조립하기 어려우므로 적정 수준에 맞을 경우 조립이 

되게 하는 콘텐츠 구성이 있다[4]. 추가로 홀로렌즈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할 때 홀로그램의 안정성을 위한 고려 사항으로 프레임 속도, 홀로렌즈 렌

더링 거리, 재 프로젝션이 있다[5]

번호
교육용 혼합현실 

콘텐츠 제작

산업용 가상훈련 

콘텐츠 제작

홀로렌즈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1 콘텐츠 분량 학습모듈 프레임 속도

2 멀미감 감소
부품과 공구의 3D 

데이터화

홀로렌즈 렌더링 

거리

3
윤리성 준수 및 

개인정보 보호
공간 구성 재 프로젝션

4 교사용 콘텐츠 제공 UI 구성

5 콘텐츠 구성

표 1 콘텐츠 제작 시 고려사항

 그림2의 플로차트는 홀로렌즈를 활용한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 플로차

트의 일부분이며 사용자가 공정 순서에 맞는 도구와 부품을 집었을 경우 

공정이 종료되게 된다. 공정에 사용된 부품과 환경은 실측을 통하여 제작

되었고 개발은 MRTK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2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 플로우차트

 Ⅳ. 결 론 

 몰입감(Immersive), 상호작용(Interactive), 지능화(Intelligent)의 특징을 

통해 높은 현실감을 제공하는 실감콘텐츠제작 기술로서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혼합현실(Mixed 

Reality)이 있다. 이러한 실감콘텐츠는 재난훈련이나 우주여행 등과 같

이 위험하고 고비용이거나 체험이 불가능한 상황을 구현하여 간접체험

이 가능하여 교육 분야의 혁신 기술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 교육훈련에 가상증강현실이 활용되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홀로그램으로 산업용 교육훈련 콘텐츠를 개발할 때 필

요한 기기와 소프트웨어와 고려할 사항을 고찰하고 제작방법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홀로렌즈를 활용하면 일반 데스크 탑 

PC가 필요 없고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훈련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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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공지능 분야는 크게 소 트웨어의 활용, 하드웨어의 이해, 그리고 데이터분석이 주요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이  소 트웨어 활용 

분야는 인공지능을 이루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를 들어 어문학, 경 학, 체능 학문 등 이를 응용하여 용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공지식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 시 에 비하여 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련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

하는 방안 마련은 시 히 비하여야 할 과제  하나이다. 특히 문 으로 소 트웨어에 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학 비 공자들을 

상으로 그들이 배워온 공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소 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매우 양질의 인공지능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AI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 공자의 높이에 맞춘 인공지능 소 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공학, 물리학, 수학  소양을 기 로 시작하여 본인의 공과 인공지능 련 소 트웨어 로그래  교육을 융합할 수 있는 

심화 단계의 과정을 체계 으로 운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Key Words : AI, AI Software, AI Software developer, Vocational education, Vocational training 

Ⅰ. 서 론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

력 등을 컴퓨터 로그램으로 실 한 기술이다. 한 하나의 인 라 기

술이기도 하다.[1]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는 정형데이터 분석에 쉬운 

Machine Learning부터, 음성 화상 등 비정형 데이터 응용의 한 축인 

Deep Learning 이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Python,PyTorch 등의 활발

한 add-on library  Google의 Open API인 TensorFlow등의 등장으로 

많은 응용 Application들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었다.[2] 이에 AI를 활용하

는 응용 분야의 연구도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의료 상이나, 결함

감지, 비  인식, OCR, 캡차(CAPTCHA(Completely Automated Public 

Turing test to tell Computers and Humans Apart) 별 등의 딥러닝 심

화 컴퓨터 비  분야, 자동 텍스트 생성, 음악을 듣고 악보를 생성, 이미

지 자동생성 등 딥러닝 심화 생성모델 분야, 강화학습의 자율주행, 로

팔, 직립보행 등 AI 로보틱스 분야, AI 응용 분야  AI 스피커, 번역, 챗

의 딥러닝 심화 자연어 처리 분야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활성화 되었우며, 이에 따른 문가의 수요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 분야는 크게 소 트웨어의 활용, 하드웨어의 이해, 그리고 데

이터분석이 주요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이  소 트웨어 활용 분야는 

인공지능을 이루고 있는 핵심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를 들어 어문학, 

경 학, 체능 학문 등 이를 응용하여 용할 분야를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공지식도 필요로 한다. 인공지능 시 에 비하여 장에서 

필요한 인공지능 련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방안 마련은 시

히 비하여야 할 과제  하나이다. 특히 문 으로 소 트웨어에 

한 교육을 받지 않은 학 비 공자들을 상으로 그들이 배워온 공

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소 트웨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면, 매우 양질

의 인공지능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비 공자들이 인공지능 기 내용을 습득

하는 데 겪었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에 한 선수학습을 제

안한다 첫 번째  수학  사고에 한 기 지식을 제시하고, 두 번째 일반

으로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는 이썬 언어에 하여 알고리즘 개념

으로 풀어서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 III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었다. 

Ⅱ. 본 론 

    인공지능과 련된 학의 교육과정과 함께 인공지능 문가를 양성

하기 한 과정에 있어서 선수학습에 한 이해없이 비 공자를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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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비 공자뿐만 아니라 기 인 지식이 먼  

체계 으로 습득하지 않은 경우 인공지능 분야에 한 이해도  학습성

취가 낮은 경향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됨으로써 인공지능을 응용한 

다양한 분야로 확 하여 교육 훈련을 하기에는 한계 이 있었다. 그 기 

때문에 그동안 인공지능 련 교육훈련을 비 공자를 상으로 수행해본 

경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1.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해하기 한 기  지식

  다음과 같은 기 지식을 인공지능기 를 훈련하기 에 지도하기를 제

안한다.

         표1.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해하기 한 기  지식

2. 머신러닝, 딥러닝에 한 알고리즘 풀이 제시

 인공지능을 표 하기 한 로그래  언어로 Python언어가 각 받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 이론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Python,PyTorch 등의 

활발한 add-on library  Google의 Open API인 TensorFlow등의 등장으

로 많은 응용 Application들이 활성화되기 시작되었다. 한 Python언어

는 리스트, 튜 , 집합등 다양한 자료형과 수학식을 간결히 표 할 수 있

는 장 이 있으며, 복잡한 로그램로직을 간결히 표 할 수 있다. 하지

만 단 으로는 간결한 표 신 이를 이해하기 해서는 로그램 로직

을 풀어서 해석해야 이해하기가 쉽다. 그 기 때문에 기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기  내용을 습득시키기 하여 본인

이 익숙한 다른 로그래  언어로 로그램의 흐름을 해석하여 학습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림 1. 머신러닝, 딥러닝을 다양한 로그래  언어로 표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소 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비 공자의 높이에 맞춘 인공지능 소 트웨어를 이해할 수 있는 공

학, 물리학, 수학  소양을 기 로 시작하여 본인의 공과 인공지능 

련 소 트웨어 로그래  교육을 융합할 수 있는 심화 단계의 과정을 

체계 으로 운 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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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공지능에서 역할

논리집합
논리식과 XOR등의 원리는 로지스틱 회귀를 이해

하는데 필요한 기 지식

행렬,벡터등 선

형 수

다양한 요소에 한 반복  처리, 신경망처리와 

유사한 재귀 처리는 는 행렬식과 벡터를 활용하

는 것이 필요함

평균과 표 편

차

에측을 한 후 실제값과의 차이를 보정해나가는 과

정에서 기본 인 지식으로 활용

일차함수와 그

래

여러 조건에 의한 결과를 유추하는 방법인 선형회

귀 분석(linear regression)을 기하학 으로 설명

하기 한 기 인 수학지식

아차함수와 그

래

표 편차는 이차함수의 그래 로 이를 미분한 개

념이 순간기울기를 의미하며 경사하강법( 

Gradient descent)에 의한 최 의 측함수를 찾

기 한 기본수학지식으로 활용

미분원리
각종미분공식과 미분의원리는 측함수를 찾는 

과정에 활용

편미분공식

다양한 요소가 미치는 결과의 측함수를 찾기

하여 이에 한 편차(에러함수)를 구하고 이를 경

사하강법으로 찾아내기 하여 편미분 공식을 활

용함

지수 로그 함수
시그모이드함수, 로지스틱회귀등을 설명하기 

한 기  수학지식으로 활용함

시그모이드함수
참,거짓을 단하기 한 로지스틱회귀를 설명하

기 하여 한 기하학 형태를 가진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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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근래 한국  국등 아시아 국가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라 쓰 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음식물 쓰 기는 재활용이나 처리

방법이 곤란하여 많은 부분이 매립이나 하수도를 통하여 배출되어 지자체와 하수처리 시스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각 지방정부에서는 신도시등에 단독형 처리장치나 수거 장치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이에 한 지속 인 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형 업소용음식물 쓰 기 처리기 개발  구 에 IoT  장기술을 용하여 수집을 

통한 앙 집 형 음식물 쓰 기 처리방식에서 발생원에서 직  처리가 가능한 IoT 기반 100kg  형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를 

구 하여 동작 상태나 처리량을 실시간으로 원격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효 효소의 물류이동이나 사용 환경에 

따른 최  운 방법에 한 알고리즘  인공지능 용이 가능한 기반 환경을 구축하 다.

Key Words : food garbage, IOT, data acquisition, data mining, 

Ⅰ. 서 론 

  재 각종 쓰 기는 주민들의 분리배출을 통하여 지자체와 재활용업체

에서 수집  처리하고 있으며, 각종 재활용품과 매립 쓰 기, 음식물 쓰

기로 분리하여 처리되고 있다. 특히 음식물 쓰 기의 경우 최근 건설된 신

도시의 경우 별도의 수집, 이송  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효 쾌 한 주거환

경을 제공하기 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형 음식   

집단 식시설의 경우 여 히 기존 방법 로 쓰 기 투를 통한 배출  

수집이 이 지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한 비용의 상승  환경오염이 

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단독 형태의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

[1]를 개선하여 IoT 기반 용량 지능형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를 제안하

여 구 함으로써 실시간 배출량  처리량을 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

식물쓰 기처리를 한 Grid망을 구성하기 한 기반 기술을 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 다.

 한 최근 태양  발 등 신재생에 지를 이용한 발  시스템의 도입으

로 인한 역조류 발생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직 부하 리 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는 용량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는 그림 1과 같이 기히

터, 교반기, 쇄기, 탈수기, 투입리 터, 세척수펌 , 순환팬, 냉각팬, 펌 , 

온도센서  이를 제어하기 한 력용반도체인 SSR  라즈베리 이를 

이용한 주제에기로 구성하 다.  

   그림 1과 같이 구 된 음식물쓰 기 처리장치는 최  100kg의 음식물 

3상 380V, 30A 의 용량 처리장치로써 사용 력량이 높아 부하 리의 

상으로 용이 가능하다.[2] 이를 해서 사물인터넷 기술을 용하여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1.  구 된 IOT기반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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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상  3상 모터  히터 부하들은 SSR(Solid State Relay)을 사용하여 

제어 할 수 있도록 구성하 으며 SSR의 제어는 보조제어기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기반의 아두이노 시스템을 이용하 으며  주제어기인 라즈베리

이와 시리얼 통신을 통하여 인터페이스 하 다. 이는 네트워크와 연계되

는 online 모드와 연계되지 않는 offline 모드에서 모두 응이 되도록 구성

하기 함이고 한 리 스 운 체제를 사용하고 있는 라즈베리 이 주제

어기의 기 원인가시 부 되는 시간 동안 자가진단  제어 기화를 

수행하기 하여 구성하 다.   구 된 음식물 쓰 기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입리 트에 음식물쓰 기 분리수거함을 치한 후 동작버튼을 

르게 되면 리 트가 상승하여 자동 으로 음식물쓰 기를 탈수기함으로 

투입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본체에 내장된 히터에 열을 시작한다. 히터

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그룹은 300W  발열체를 6개 사

용하여 1.8KW 으로 Y결선하 다. 3개의 히터 그룹은 TPR( 력조정

기)의 2차측에 병렬 연결되어 압제어에 의한 온도제어가 이 진다.

이후 탈수기에서 쇄기로 이동되며 음식물 수분의 함량을 1차 으로 

낮추게 되고 쇄기를 통과하며 잘게 부서진 음식물들은 교반기와 히터

가 내장된 본체함으로 투입된다. 이 때 투입된 음식물의 무게가 로드쎌

을 통하여 측정되고 기본 인 히터의 동작시간  운 시간이 결정된

다. 이 후 효율 인 운 을 하여 발효효소를 투입하여 동작하게 된다.  

최  온도로 가열된 음식물쓰 기는 포함된 수분을 기화시켜 2차 으로 

제거하고 기화된 수분은 FAN장치를 사용하여 냉각모듈로 이송하고 다

시 액화시켜 배출구를 통하여 분리되는 과정으로 동작한다.  

  모든 동작 상태는 그림2와 같이 서버와 클라이언트인 주제어기를 통하

여 리되고, 이에 한 제어정보  동작상태정보는 Python을 이용하여  

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3] API를 구 하 다. 이는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을 이용한 XML 데이터 송방식

[4]보다 데이터의 오버로드가 고 보다 명시 으로 표기되어 데이터 처리

를 한 서버의 부하가 어들어 용이하게 다  클라이언트로의 가능하다. 

         

그림 2. Server-Client 구조  REST 통신 로토콜

  

     그림 3.  IOT기반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의 장  제어부 구성도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IOT 기술과 음식물쓰 기 처리장치를 연계하여 제어하

고 처리 인 음식물 쓰 기의 무게, 동작 시간, 종료시간, 잔여 시간, 온도

등의 정보를 서버에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시간 정보

를 수집하여 앙에서 클라이언트인 해당 장치에 한 모니터링 하고 제

어 할 수 있도록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설계  구 하 다. 

  향후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버에서 

deep-learning을 통하여 학습하고,  클라이언트인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

의 최  동작제어를 한 발효를 한 미생물의 투입 시기  투입량 등을 

결정하는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그림 4. 구 된 IOT기반 음식물 쓰 기 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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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비 면 교육‘ 련 신문 빅데이터 활용 키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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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 면 수업에 한 언론의 동향을 분석하기 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의 신문기사의 키워드를 분석하 다. 이 연구를 해 수집된 신문기사는 총 21개의 신문사로부터 수집되었으며 총 11,914건

이었다. 이  복된 258건을 제외한 11,656건이 분석되었다. 체 키워드 빈도수는 코로나19, 실시간, 등록 , 학들, 연세  순이었으

며  의미  유사도가 높은 키워드 순으로 나타낸 가 치는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언택트, 사회  거리,KT 순이었다. 

비 면 교육과 련된 신문기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부터 꾸 히 증가하 으며 9월에 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 면 교육은 학교육을 심으로 키워드 빈도수와 가 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비 면 교육에 한 불만으로 인해 등록 , 교수들, 학부

모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 비 면 교육의 목   하나인 코로나19확산방지라는 키워드도 꾸 히 등장하 다. 비 면 

교육에 한 심이 증가하는 만큼 체계 이고 효과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Key Words : Covid-19 pandemic, Unctact, Big Data, newpaper articles, Keyword analysis

Ⅰ. 서 론 

 COVID-19 팬데믹 상황이 확산되면서 비 면 수업이 , , 고등학교는 

물론 학까지 자리잡게 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일반 강의는 물론이

며 실기,실습수업까지 면 비 면으로 실시하는 학교가 체 학의 59%

에 달했다[1]. 이에 디지털 학습 환경에 따른 온라인 수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 면 수업의 가장 큰 문제로 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균일하지 않은 수업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학교마다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그 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에

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등록  환불 문제로 

불거지게 되었다. 결국 7월 건국 를 시작으로 지방국립 와 사립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 학 비 면 교육 긴  지원 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 다[2]. 

 강의 질 뿐 아니라 콘텐츠 활용 수업의 경우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학습 과

정과 결과의 성취에 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학년이 낮아질수록 학습 습 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수록 더욱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등록  환불 문제 뿐 아니라 , ,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코로나19 신규확진자

가 둔화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1개학년 등교가 이루어졌던 학교는 2개 학

년 등교로 확 하여 학사 운 을 하고 있다. 학의 경우에도 실기,실습 과목

을 심으로 차 면수업을 확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 면 수업은 코로나 19 확진자 수의 증감과 무 하게 앞으로 변화되는 

미래 교육의 심에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재의 문제 을 극복하여 효과

이고 효율 인 비 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 하여 각 학에서는 비 면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강좌

를 개설하여 지속가능성이 있는 비 면 수업의 강의 질 개선을 해 노력하

고 있다. 

 이에 국을 넘어 세계의 교육  화두가 되고 있는 비 면 수업에 한 신

문기사를 수집하여 비 면 수업과 련된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

문기사는 장기간에 걸쳐 이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정 주제에 한 변화

를 분석하는데 매우 효과 이다[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상 유의 개학  

개강 연기를 불러온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의 비 면 수업에 한 신문 

빅데터를 통하여 주요 토픽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 활용된 분석 데이터는 비 면 수업이 본격화된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문기사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신문사는 총 21곳으로서 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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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경제지 8개, 문지 2개이며 이 신문사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집된 신문기사는 총 20,998건이며 463개의 복된 신문기사를 

제외한 20,535건의 신문이 수집되었다. 비 면 수업과 련한 신문기사는 

그림 1과 같으며 1월 25건을 시작으로 9월 5277건까지 속한 상승세를 가

져왔다. 

  본 연구는 데이터수집, 데이터 처리, 빈도수  가 치 분석, 데이터 시

각화, 결과 해석의 4단계로 나뉘며 빈도수 분석은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기사화 되었는지 알 수 있지만 빈도수 만으로는 여러 분야의 트 드를 나타

내는데 한계가 있다[4]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토픽랭크 알고리즘을 활용하

여 의미  유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 치를 분석하 다[5].  

그림 1 수집된 신문기사 월별 빈도수

Ⅲ. 연구 결과

1. 신문기사의 키워드 분석

  2020년 9개월 간의 언택트 키워드 빈도수의 상  24개를 분석한 결과, 코

로나19, 실시간, 등록 , 학들, 연세  순으로 키워드 빈도수가 높았으며 

이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체 신문기사 키워드 빈도수에 따른 시각화  

 코로나 19 확진자가 최 로 나온 1월에는 신문기사가 25건에 불과하여 다

음 달인 2월부터 9월까지 상  10개의 빈도수를 가진 키워드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코로나

19

코로나

19
온라인

코로나

19

코로나

19

코로나

19

코로나

19

코로나

19

KT 학들
코로나

19
일자리 등록 등록 실시간 학교

국 신입생
온라인

개학
언택트 언택트 실시간

사회

거리
등록

재택

근무
최소화 등록

원격

의료
AI 학들 수도권 부산

아이스

크림 

수튜디

오라이

솔루션

학생 학들 KT 실시간
오

라인

오

라인
동아

확진자 장기화
사회  

거리

포스트

코로나

시

학생 장학 학들 학생

AI 교수들
오

라인

오 라

인

기말

고사
언택트 AI KT

통계청
사회

거리
재학생

인공지

능

총학생

회
학생 언택트 AI

신종코

로나바

이러스 

감염증

언택트 장기화 VR 학들 AI 수강생 학부모

홈페이

지

개하 

연기
학생 학들 건국 학부모 연세

사회

거리

표 1. 빈도수 상  10 키워드  

 비 면 교육과 련한 키워드는 학교육 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6,7월에 등록 과 련된 키워드가 상  2 에 링크되어 사회 인 

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슈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비 면 수업이 면 실시되

면서 학생들은 제공되는 컨텐츠의 강의 질을 이유로 등록 에 한 학생들

의 불만이 증가되었다. 이에 학 기말고사 기간인 6월에 등록 과 총학생회

등이 상  10 에 포함되었으며 최 로 등록 을 환불한 건국 학교가 포함

되었다. 이와 함께 국에서 가장 등록 이 비싸다고 알려진 연세 학교가 

2학기 개강  10 권에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9월 학기가 시작되면서 부산 

동아 도 상 권에 포함되었다. 특히, 2학기가 시작되면서 학습 결손  비

규칙 인 생활 습  형성 등 자녀 걱정이 앞선 학부모가 2월 이후 처음으로 

키워드 상  링크되었다. 한, 8월 상  링크된 실시간이라는 키워드의 경

우 1학기 콘텐츠 심의 수업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 2학

기부터 비 면 수업을 실시간 수업 는 자체 제작 콘텐츠 수업으로 해야한

다는 공문이 시행되면서 학교 장에 각종 연수와 교육들이 이루어졌기 때문

으로 해석된다.   

2. 신문기사의 가 치 분석

  2020년 9개월 간의 가 치 상  25개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신종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언택트, 사회 거리, KT, 오 라인, 등록 , 코로나 19

확산방지, 연세 , 장기화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시각화 한 것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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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다. 고등학교에서 학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랫폼인 

ZOOM도 상  키워드에 포함되어 있었다. 부분의 가 치가 학과 연 된 

것이 많았으며 학부모, 선생님, 아이들과 같이 , , 고등학교를 상으로 

한 단어도 있었다. 한, 학 학습 리시스템을 일컫는 LMS라는 키워드도 

가 치에 포함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a) 2020.1~9월 체 기간동안 비 면 교육에 한 

가 치(워드클라우드)

(b) 2020.9월 비 면교육에 한 가 치(워드클라우드)

 

 월별 가 치를 살펴보면 체 으로 코로나19 상황과 연계된 결과를 나타

냈다. 3월은 개학연기, 4월은 온라인개학, 6월은 학생의 기말고사와 등록

이, 8월은 수도권 확진으로 인해 수도권 학의 2학기 면 비 면이 실시

된 것과 련된 수도권이 있었으며 9월에는 집단감염으로 비상이 걸린 동아

가 키워드에 포함되었다. 

 이외에는 부분 동일한 키워드가 상  25개 내에 치하고 있었으며 학

들, 등록  등 학교육과 련된 키워드들은 기간과 상 없이 꾸 하게 등

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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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팜 농업 분야에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축산업 방식에 정보통신 기술을 목한 지능화한 자동화 농장을 통칭하는데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형식의 

스마트팜을 설계하는 목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존 비닐하우스의 농작물 재배는 제한된 공간에서 히터 같은 한정된 환경  조건을 

구성하여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지만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은 센서를 연동한 IOT 기반의 고설회 식 테이블을 이용하여 기존

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비닐하우스 내부의 수직공간을 활용해 식물 재배 공간 활용을 극 화하며, 360도로 회 하여 작물들의 일사량을 

최 화 한다. 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태양 지 패 을 이용하여 일사량이 부족한 야간, 흐린 날의 경우 한 농업용 LED를 사용하여 

작물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CFD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외부 온도 상승에 의한 내부 와류 형성을 확인하 으며 

태양열 패 을 설치했을 때와 아닐 때의 내부 온도 해석을 통하여 태양 지 패 의 존재 유무에 따른 효율을 분석하 다.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은 농지 사용의 극 화를 통해 동일 면  비 3배 이상의 작물 생산량이 증가라는 기 효과가 있으

며 균일한 일조량을 통한 고품질의 작물생산으로 고령화된 농업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Key Words : Smart farm, Rotary smart system, CFD, IOT, Solar panel

Ⅰ. 서 론

 4차 산업 명 시 를 맞이하여 농업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스마트팜 농

업 분야에 희망이 되고 있다. 스마트팜은 기존 농축산업 방식에 정보통

신 기술을 목한 지능화한 자동화 농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온실과 축

사, 과수원의 자동화 제어요소에 ICT를 목해 환경을 측하고 정 

환경을 리하는 스마트 농장이다. 한국 농업은 개방화에 따른 국산농

산물 수요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투자부진, 부동산 부지의 상승, 원자재 

값 증가 등의 이유로 농업의 경쟁력과 신동력이 하되고 있다. 이러

한 어려움 속에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 수요자가 원하는 안 한 농

산물의 안정  공 ,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청년들의 귀농이 효과  

안이라 평가받는다[1].

 재 스마트팜과 련된 연구는 IOT를 활용한 자동제어 스마트팜 

랫폼을 이용한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 주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2], 기후 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응하고 사육 환경을 

능동 으로 개선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이슈로 두되고 있

다[3]. 이에 한 연구는 기능성 작물의 경제 인 재배를 해 컨테이

형 작물의 생육단계에 맞춘 , 환경,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과 같

은 재배환경의 최 화를 제로 한 재배 시스템 개발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인데, 기존 연구들은 직육면체 형의 컨테이 를 기 으로 

내부 항온항습 시스템과 외부 환경 조건을 부가하여 이상 인 작물의 

생육  환경 정보 확보에 한 데이터를 구성한 반면 이번 연구에서는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을 일반형 비닐하우스에 목하여 연구

를 진행하는 것에 차별화를 둔다.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이라

는 새로운 형식의 스마트팜을 설계하는 목 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일사량 제어 시스템은 센서를 연동한 IOT 기반의 고설회 식 테이블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수직공간을 활용해 식물 재배 공간 활용을 극

화  일사량의 최 화를 진행 한다. 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태양

지 패 을 이용하여 일사량이 부족한 야간, 흐린 날의 경우 한 농업용 

LED를 사용하여 작물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CFD

를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외부 온도 상승에 의한 내부 와류 형성을 확인

하 으며 태양열 패 을 설치했을 때와 아닐 때의 내부 온도 해석을 통

하여 태양 지 패 의 존재 유무에 따른 효율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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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본 론 

1. 고설회 식 테이블

  고설회 식 테이블은 고설회 식 일사량 시스템의 가장 요한 부분으

로 센서를 연동한 IOT 기반의 고설회 식 테이블을 이용하여 기존에는 사

용하지 않는 수직공간을 활용해 식물 재배 공간 활용을 극 화하는 테이

블이다. 그림 1과 같이 베드를 6개 활용하여 360도로 회 하며 공간 효율

을 극 화 했고 작물들의 일사량을 최 화하게 하는 테이블이다.

그림 1. 고설회 식 테이블 3D Modeling

  고설회 식 테이블은 하루 기  평균 2바퀴의 속도로 회 할 만큼 천천

히 회 한다. 이는 뒤에 나올 태양 지 패 의 효과를 극 화하기 하며 외

부에서 직 인 직사 선의 향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작물의 성장이 

회 으로 인한 스트 스를 받지 않게 하기 함이다.

그림 2. 고설회 식 테이블의 동작 원리

 

2. 태양 지 패

  비닐하우스 외부에 태양 지 패 은 태양에서 발생하는 직사 선을 

분산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용하여 일사량이 부족한 야간, 흐린 

날에 농업용 LED를 사용하여 작물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

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 지 효율을 확인하기 하여  CFD를 사용

하 으며 사용된 소 트웨어는 Star CCM+ 11.3버젼을 사용하 다.

그림 3. 태양 지 패  활용 시

3. 태양 지 패  해석

그림 4. 비닐하우스 해석 경계조건

 비닐하우스 모델 내부의 기 온도는 26도로 설정하 다. 햇빛을 받는 방

향에서 외부온도 36도의 향을 받았을 때를 기 으로 패 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와 패 이 존재 할 때를 구분하여, 내부 기류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CFD를 사용하 다. y축 방향으로 

의 력 가속도 값을 지정하 고 비닐하우스 외부의 온도가 상승함에 따

른 내부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범용 수치해석 로그램인 STAR CCM+

를 이용하여 해석을 진행하 다.

그림 5. 비닐하우스 내부 기류 해석 결과

  내부의 기류는 앙을 주로 0.1m/s의 느린 속도로 기류가 회 함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4각형의 각 꼭지 을 으로 미세한 와류가 형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와류에서의 속도는 0.001m/s 이하의 속도로 회 하기 

때문에 기류 해석 결과는 온도분포에는 큰 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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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분포 결과

그림 7.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 평균값

  태양 지 패 이 없는 그림 (a)의 내부 평균 온도는 34.4도이며, 태양열 

 이 있는 그림(b)의 내부 평균온도는 32.84도이다. 태양 지 패 이 내

부 평균 온도 값을 크게 변화 시키는 역할을 하진 않지만 그림 6과 같이 

온도 균일도를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고설회 식 일사량 제어 시스템은 스마트팜 형식으

로 직  농사를 지어, 재배로 이윤을 내는 직  생산이 아닌 간  생산 방

식으로 농  고령화 시 에 맞추어 나갈 수 있으며 토지 효율을 극 화해 

아이템의 검증과정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상한다. 경쟁력으로는 2개의 작업 라인 공간을 이용하여 5배 라인

이상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이며 기존의 재배방식과는 생산량 차이가 

극명할 것으로 상되며 손쉬운 자동화 구조로 이루어져 실생활에 보 될 

수 있을 것으로 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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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 학(이하 폴리텍 ) 학생의 구직 비역량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탐색하는데 목 이 있다. 구직 비

역량의 하 변인인 자기이해, 구직설계, 구직정보이해, 구직기술습득, 구직경력 비 5개 요인을 묻는 문항들에 한 응답패턴에 따라 

학생의 구직 비역량이 몇 개의 최 화된 유형(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 고, 분류된 유형의 특징을 악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인과의 련성을 탐색하 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 재학생 965명을 상으로 구직 비역량 진단검사를 실시하 고 

잠재계층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인 Latent Class Analysis(LCA)를 수행하 다. 한 확인된 잠재계층과 인구통계학 인 변인들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하여 인구통계학  변인과 응답자가 속한 잠재계층에 한 분할표를 구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 다. 연구결

과 최 의 잠재계층 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비에 완 히 심이 없는 ‘무 심형’, 구직 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활동하지 

않는 ‘무기력형’, 구직 비를 하는 척 보이는 ‘ 충형’, 구직 비 활동을 조 씩 하고 있지만 부족한 ‘미비형’, 구직 비 활동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우수형’, 구직 비에 자신감이 높은 ‘ 비 완료형’ 으로 분류되었는데 ‘무 심형’에서 ‘ 비 완료형’으로 갈수록 구직 비역

량이 높은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류된 6개 유형과 인구통계학  변인들의 연 성을 탐색한 결과 성별, 학년별, 입학  학력별, 

입학  직업경험 유무에 따른 잠재계층의 분포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진로결정 여부와 희망연 에 따라 잠재계층 분포에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과 제한 을 논의하 다.

Key Words : 잠재계층분석, 구직 비역량 

Ⅰ. 서 론 

  청년층(15세~29세)의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지속 으로 7%를 상회하고 

있으며[1]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9월 청년층 실업률은 8.9%로 체 실업

률 3.6%의 2.5배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의 구직난을 해결하기 

해서는 정부의 정책 실행 못지않게 실 으로 구직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시켜  수 있는 실질 인 교육과 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1].  최근 

기업들은 역량기반의 채용시스템을 강화하여 지원자의 포 인 역량을 

정교하게 검증하려 하므로 학생들에게는 구직 비에 더 많은 비와 노력

이 요구된다[2]. 선행연구에서 청년층은 취업에 필요한 역량수 에 비해 

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 을 반 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나 학생들이 첫 직장에 성공 으로 취업하고 입직 후 직업 응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구직 비역량을 갖추기 한 체계 인 교육지원과 개인별 

특성에 맞춘 차별  개입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구직 비역량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징을 악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인들의 연 성을 탐색함으로써  진

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한 차별 인 진로상담  교육 로그램 구

성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잠재계층분석(La te n t c la s s  a n a lys is )  

  기존의 군집 방법은 유사성과 거리에 기 하여 각 군집의 개수를 결정

하 다. 그러나 분석자가 주 으로 군집의 수를 결정하는 등의 문제로 

최 의 군집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을 해결하기 해 변

수들을 이용하여 사후 으로 체 집단을 세분화 된 집단으로 분류해주는 

잠재계층분석이 활용되는데, 이 분석 기법은 한 찰치가 특성 군집에 속

할 확률을 특정 군집 변수들의 조건 아래에서 찰치가 찰 될 가능성으

로 표시하고, 각 찰치는 가장 좋은 사후집단 확률값을 지닌 세분 집단으

로 분류된다. 잠재계층분석은 특정 모집단에 존재하는 비 측 이질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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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을 추 하고 이들 집단과 계있는 특성변인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연구문제를 효과 으로 논의할 수 있어 많은 행동․사회과학연구에 활발

하게 사용되고 있다[3].

2. 구직 비역량  

  구직역량은 진로에 한 인지와 태도, 진로결정을 한 정보탐색 행동, 

진로목표를 실행하기 한 구직행동을 포함한 보다 포  개념으로서 입

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의 총체

인 능력을 의미한다[1]. 학생 구직역량 체계를 분석한 문윤경(2015)이 

제시한 구직 비역량군은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

으로 반 한 것으로 자기이해, 구직설계, 구직정보이해, 구직기술습득, 구

직경력 비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2].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구직 비역량을 측정하기 해 문윤경(2015)의 학생 구직

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 다. 2019년 6월 3일부터 2주간 폴리텍  G지역 

학생을 상으로 총965부를 배포하여 최종932명의 자료를 분석하 다. 

2년제학 과정 1학년 369명(39.6%), 2학년 350명(37.5%)이었고, 문기

술과정 213명(22.9%), 남학생 887명(95.2%), 여학생 45명(4.8%)이었다.

  잠재 계층의 분포를 추정하기 해 LCA 분석으로 응답자들을 몇 개

의 계층으로 구분하 고, 계층의 개수는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BIC)를 가장 작게 하는 계층 수를 선택하 다. LCA 분석에는 통계

로그램 R의 외장패키지인 poLCA (Linzer & Lewis, 2011)를 사용하

다. 한 확인된 잠재계층과 인구통계학  변인들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하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  변인과 응답자가 속한 잠재계층에 한 

분할표를 구하고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 다.

Ⅳ. 연구 결과

  BIC값을 기 으로 하여 최 의 잠재계충 수를 선택한 결과 BIC값이 가

장 작은 최 의 잠재계층 수는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된 계층별 응답

분포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계층별 응답분포 특성

  응답자들이 각 잠재계층에 분류될 확률은 그림2와 같은데 1번과 6번 계

층의 강도가 가장 강했으며, 3번과 4번으로 분류될 확률은 상 으로 약

했다. 계층1에서 계층6으로 갈수록 구직 비역량이 높은 집단으로 해석된다.

그림 2. 계층별 분포 확률

  인구통계학  변인과 잠재계층의 련성을 탐색한 결과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분

포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x²=114.55, p<0.001). 진로를 

결정한 집단은 구직역량이 높은 계층인 4,5,6번 계층의 비율이 미결정 

집단에 비해 높은 반면, 미결정 집단은 구직역량이 낮은 집단인 1,2,3번 

계층의 비율이 높았다.

표 1. 진로결정여부에 따른 잠재계층의 분포

구분 1 2 3 4 5 6 Total

결정 5 . 7 8 
(35)

10.89
(66)

6.11
(37)

35.31 
(214)

27.06 
(164)

14.85 
(90)

100
(606)

미결
정

11.99
(38)

30.60 
(97)

10.41 
(33)

33.44
(106)

10.41 
(33)

3.15
(10)

100
(317)

=114.55 (p<0.001)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 학(이하 폴리텍 ) 학생의 구직 비역량을 진

단하고 응답패턴에 따라 학생의 구직 비역량이 몇 개의 최 화된 유

형(잠재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 고, 분류된 유형의 특징

을 악하기 해 인구통계학  변인과의 련성을 탐색하 다. Latent 

Class Analysis(LCA)를 수행하여 잠재계층의 분포를 추정한 결과 6개

의 계층을 확인하 다. 구직 비에 완 히 심이 없는 ‘무 심형’, 구직

비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활동하지 않는 ‘무기력형’, 구직 비를 하는 

척 보이는 ‘ 충형’, 구직 비 활동을 조 씩 하고 있지만 부족한 ‘미비

형’, 구직 비 활동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우수형’, 구직 비에 자신감

이 높은 ‘ 비 완료형’ 으로 분류되었는데 ‘무 심형’에서 ‘ 비 완료형’

으로 갈수록 구직 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진로결정 집단은 구직 비

역량이 높은 계층에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텍 학의 교육과정이나 진로상담에서 학생들의 수

에 따른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 의 필요성과 아울러 성숙한 진로결정을 돕

는 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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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 은 년 여성에게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 

연구 상은 D시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  40～60세 사이의 년여성으로 실험집단 6명, 조집단 6명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1회 회기마다 2시간씩 총 12회기로 진행하 다. 연구도구는 자존감 척도(RSE)를 사용하 다.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실험집단과 조집단에게 자존감 검사를 사 , 사후로 검사하여 비교하 다.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 조집단에 비해 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져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년여성에게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이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보다 자존감 향상에 효과 임을 

시사한다.

Key Words : Art Therapy, EFT, Self-Esteem, Middle-Women

Ⅰ. 서 론 

  년여성들의 자존감 향상은 이들의 삶의 기극복과 삶의 질 향상에 

향을 다[1]. 자존감은 어린 시 에 부모의 향으로 생겨난 것이다. 인

간은 어린 시 에 습득한 감정과 태도로 살아간다. 부모가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아이의 욕구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두

려워하거나 무시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한 자신의 잠재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2]. 

  년여성은 가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아이들에게는 몸과 생각, 정

서, 혼에 이르기까지 향을 끼치고, 가정의 안정감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3]. 정 희(2012)는 가정의 정서  역할에 향을 끼치는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한 감정수용은 의미가 있다고 하 다. 그러므로 감정수용

의 한 방법을 익히는 것이 년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

로 보인다[4]. 

  미술치료는 상담자의 노력 없이도 자동 으로 의식집 상태(State of 

Automatic Concentration)로 유도할 수 있고 뇌의 가소성(Placidity) 효과

를 유발 시켜서 년 여성의 내 인 안정에 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5]. 

감정은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에 감정과 신체증상을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병행치료 즉 심리치료와 신체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

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6].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한 감정수용방법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는 경락이론에 근거한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로 

부정  감정, 육체  질병들을 치유하는데 효과가 있는 에 지 요법이다

[7]. EFT는 시간과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장 이 있어서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을 한 탁월한 방법으로 보인다. 지 까지 EFT

에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EFT를 병행한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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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A. 년여성과 자존감

  년기는 인생의 반에서 후반으로 바 는 환 (turning point)이 되

는 시기로 가치 을 비롯해 요한 상과의 계 등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Jung(1954)은 년기는 개인 , 외면 인 성취나 성공

에 의한 자아의 목표보다는 의식과 무의식을 아우르는 일에 심을 갖게 

된다고 하 다[8]. 

  Levinson(1978)은 년기를 생의 반에 한 의문과 자신과 타인에 

한 재조명, 그리고 삶에 한 재평가 과정을 경험하는 시기로 보았다. 그는 

이 시기에 겪는 갈등과 혼란은 병리  상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다시 인식하고 ‘자기(self)’를 더욱 체로 통합시켜 나가는 

유익한 과정이라 하 다[9]. 년기는 인생주기의 한 부분으로  인생 주

기에 하여 독자 인 공헌과 의미를 제공하며, 그 자체의 요성과 의미

를 지니는 시기이다. 자존감(Self-esteem)은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아는 정 인 마음이다[10]. 

  자존감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그 에서도 가장 요한 것

은 어린 시  부모님의 양육 태도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에게서 양

육된 사람은 왜곡된 시각을 물려받게 된다. 유년기시 에 반복 으로 부정

 감정을 경험한 것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타인들의 , 느낌, 행동들을 자신에게 반 하여 반복 으로 왜곡하고 

과장하는 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

인 자기 느낌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하여 자신의 느낌을 수용하거나 

표 하기 어려워한다. 결과 으로 자기와 타인에 한 왜곡된 견해 때문에 

부정  행동을 하게 되고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존감

은 자기애 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 과 강 을 

있는 그 로 수용하여 안정 이고 정 인 삶으로 발 하기 한 심

인 요소인 것이다[11]. 

  자존감을 더욱 정 으로 변화시키기 해서 자신의 부정 인 모습과 

자신의 장 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심리  행복

의 심역할을 하는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노력은 요하다고 보여 진다.

 

B. EFT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는 모든 부정  감정의 원인은 우

리 몸의 경락(한자)이 혼란스럽거나 막힘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제로 

하는 손가락을 사용하는 침술이다. EFT(Emotional Freedom Techniques)

는 Gray Craig에 의해 1990년 무렵에 개발된 치료법이다[12]. EFT는 세포

의 장기능과 련성을 가진다. 우리 몸의 세포는 각각이 자체 인 기억

장소를 갖고 있는데 부정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세포에 기억되고 

장되게 되는 것이다. 세포에 장된 부정  감정들은 두드림(Tapping)으

로 경락의 균형을 유지시켜 특정한 문제에 동조하면서 부정  감정을 약

화시키는 것이다. EFT에서는 총14개의 경 을 사용한다. 그것은 찬죽(

썹), 동자료( 가), 승읍(  ), 수구(코 ), 승장(입술 ),수부(빗장  ), 

포( 구리), 기문(아랫 가슴), 소상(엄지손가락), 상양(집게손가락), 충

(가운데손가락), 소충(새끼손가락), (손등), 후계(손날)이다. 각 경락에

는 기시 과 종지 이 두 개씩 있는데 하나의 기시 과 종지 만 두드려

서 각 경락의 혼란을 바로 잡는다[13]. 

  EFT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방법이 쉽다는 것이다. 남녀노소 구나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둘째, 어떤 경우에나 용하고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트 스,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 독증, 자신감 부족, 공황장

애, 분노, 수치심, 트라우마, 신체증상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셋째, 다른 치

료기법과 병행하여 사용 할 수 있다는 것이다[14].

(1) EFT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15].

1) 치료하고 싶은 증상 확인하기

․ 지  미술작업을 하면서 떠오른 육체 , 감정  문제는 무엇입니까?

․ 지  이 순간 자신을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     )

                                                  (     )

2) 주  고통지수(SUD, Subjective Unit of Distress) 확인하기 

․ 고통지수는 인 것이 아니라 주 인 것이므로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고 EFT를 실시하면서 문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기 

하여 필요한 것이다.

․ 그 문제가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골라

서 의 문제 에 숫자로 써넣으세요.

0 1 2 3 4 5 6 7 8 9 10

문제

없음

편안

함

조  고통스러

움
고통스러움

매우 고통스

러움

견딜수 없이 고

통스러움

3) 비단계

  문제 확인 : 나는 비록                하지만

  수용      : 나 자신을 있는 그 로 깊이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4) 제1차 기본 두드리기

․ 몸통 7타 과 손 5타 을 각각 7회 정도 두드리면서 단숙어( : 불안, 

두려움, 슬픔, 두통, 불면증, 우울감)를 반복해서 말한다.

몸통 7타  : 썹, 가, , 코 , 턱, 쇄골, 겨드랑이

손 5타  : 엄지, 검지, 지, 새끼손가락, 손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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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 그림[16].

C. 인간 심 미술치료

  인간 심  미술치료란 Carl Rosers의 인간 심 치료이론과 미술치료를 

목시킨 것을 말하며, 미술이란 매체를 통하여 내담자의 성장 가능성을 

일깨우고 자기실 을 이루도록 하며 독립성과 함께 인격 인 통합을 목

표로 균형 잡힌 성격을 발달시키게 돕는 치료법이다[17]. 

  인간 심치료(person-centered therapy)는 칼 로 스(Carl Rosers)에 의

해서 1960년  심리치료 분야에 많은 향을  체계화된 상담이론이다. 

미술치료는 미술활동을 통해서 자기표 (Self-Expression), 자기발견

(Self-Awareness), 자기실 (Self-Realization)을 도모하는 치료법이다

[18]. 미술치료는 사람의 마음과 심리  작용에 해 치료  의도를 가지고 

근되어야 하며, 모든 연령  사람들의 신체 , 정신 , 정서  안녕을 증

진시키고 자존감을 향상시켜 삶의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다. 인간 심치

료이론과 미술치료의 통합은 의식  자료와 무의식  자료의 통합을 가져

온다. 이미지를 외 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떤 감정이나 사건들을 묘사하

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과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다[19]. 인간 심  미

술치료에서 미술활동은 치료사의 비지시 , 내담자 심, 무조건 인 수용, 

정확한 공감  이해의 태도가 달되는 매체가 된다[20]. 이러한 인간 심

 미술치료는 내담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여 내담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 진다.

Ⅲ.  연구방법

A 연구 상의 선정

  본 연구 상은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가 년여성의 자존

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D시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  

40～60세 사이의 년여성을 상으로 하 으며, 모집공고를 통해 참여자

를 모집하 다. 참여희망자  총 20명의 년여성의 사 모임에 참석하

다. 사  모임시 연구의 목 에 동의하지 않거나 로그램을 실시하는 날

짜가 맞지 않는 상은 제외하고 총 14명이 로그램에 참석 동의를 하

다. 이들  2명은 참여하다가 한명은 외국여행으로 불참하 고, 한명은 교

통사고로 도 에 불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최종 참여자는 실

험집단 6명, 조집단 6명 총 12명으로 선정하 다. 

B. 연구도구

(1) 자존감 검사(Self-Esteem Test)

  자아존 감을 측정하기 한 척도인 Rosenberg(1965)의 자아존 감척

도(RSE)를 사용하 다. 총 10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로 낮은 자존감은 1, 

3, 4, 7, 10번 문항에 ‘동의하지 않음’이나 ‘강한 비동의’로 응답하고 2, 5, 6, 

8, 9번 문항에는 ‘강한 동의’ 는 ‘동의’로 반응한다. 한 이 척도는 부정

으로 진술된 문항들을 역으로 채 한 후 개별 인 4  문항의 단순합계

로 채 한다. 

(2)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

  본 로그램은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26일까지 주1회 회기

마다 2시간씩 총 12회기로 진행되었다. 실험집단, 조집단 모두 ○○평생

교육원 미술치료 강의실에서 진행하 다. 본 연구의 회기별 진행 차 내용

은 다음과 같다.

표 1. 매회기 진행 차

단계 목 내용 시간

도입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에 해 

이야기 한다.

․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려 보고 기억에 남는 

일들과 감정들에 해 이야기 나

다.

20분

인간 심

미술치료작업

회기별 미술치료 

로그램 진행

․ 주제와 작업방법을 소개한다.

․ 연구자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 미술작업을 한다.

․ 작품을 보면서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는다.

60분

EFT

부정  감정은 

약화시키고 

정  감정은 

강화시킨다.

․ 과거의 부정  감정들을 EFT로 

약화시킨다.

․ 고통지수 측정으로 변화를 체험

한다.

30분

회기 마무리

미술작업과  

EFT에 한 

느낌 나 기

․ 회기를 마치면서 느 던 을 연

구자와 이야기한다.
10분

C. 자료분석

  실험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 18.0 통계 패키지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다.

  첫째, 집단간 사  자아존 감에 한 동질성 검증을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둘째, 집단별 자아존 감에 한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응표본 

t-test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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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A 집단간 사  동질성 검증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

시하지 않은 조집단을 상으로 자아존 감이 동질 인 집단으로 구성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자아존 감의 사  동질성 검증

집단 N 평균(M) 표 편차(SD) t-value p

실험집단 6 3.50 .477
1.062 .313

조집단 6 3.18 .553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M=3.50)은 통제집단(M=3.18)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5). 

즉, 실험집단과 조집단은 자아존 감에 있어 동질한 집단으로 볼 수 있

다.

  

B.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 효과 검증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

시하지 않은 조집단을 상으로 실험처치 과 후에 실시한 자아존 감

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집단별 사 -사후검사 결과를 보면, 먼  조집단의 경우 사 검사의 

평균(M=3.18)에서 사후검사의 평균(M=3.50)으로 다소 증가하 으나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1.113, p>.05). 반면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경우 사 검

사의 평균(M=3.50)에서 사후검사의 평균(M=3.97)으로 증가하여 통계 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4.719, p<.01). 즉, 반 으로 볼 때 조

집단의 경우 0.32의 증가효과가 있었으나 실험집단의 경우 0.47의 증가효

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용한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이 자아존 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자아존 감의 사 ․사후검사 결과

집단 N
사 사후

t-value p
M SD M SD

실험집단 6 3.50 .477 3.97 .484 -4.719* .005

조집단 6 3.18 .553 3.50 .514 -1.113 .316

* p<0.1

 

 

Ⅴ.  결 론

  행복해지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 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 신체  특징 등을 있는 그 로 수용할 때 인간은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감정을 있는 그 로 느끼고 표 하는 것은 자신

과 세상과의 소통에도 향을 미치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을 있는 그 로 받아들이려면 자신이 경험한 부정  감정을 충분히 

표 하고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년여성에게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부정  감정을 

표 하고 해소하는 방법을 경험시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

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 이다.

  연구 상은 D시의 ○○평생교육원 수강생들  40～60세 사이의 년

여성으로 실험집단 6명, 조집단 6명이다.

본 연구는 2014년 10월 1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주1회 회기마다 2시간씩 

총 12회기로 진행하 다. 실시장소는 D시의 ○○평생교육원 미술치료 강

의실에서 진행하 다. 연구도구는 자존감 척도(RSE)를 사용하 다. EFT

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이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에 미

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해 실험집단과 조집단에게 자존감 검사를 사 , 

사후로 검사하여 비교하 다.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EFT를 병행하지 않은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한 조집단

에 비해 자존감 척도의 사 , 사후 수를 검증한 결과, 수가 유의한 수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

이 년여성의 부정  감정들을 히 표 하고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은 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릴  경험한 불안감이나 분노, 

슬픔 등의 부정  감정들이 여 히 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감정들

을 찾고 느끼면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엄마와의 계에서 경험한 분노

나 슬픔은 미술치료라는 안 한 매체를 통해서 표 되어서 참여자들이 방

어 없이 부정  감정들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는 부정

 정서로 인해서 년의 시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미술치료라는 

매체를 통하여 심리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정 인 정서를 표 하면 자기

를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21].

  본 연구의 목 은 년 여성에게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램을 실시하여 년여성의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년여성에게 EFT를 병행한 인간 심  미술치료 로그

램을 실시한 결과 자존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 다.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년여성 12명의 인원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이 결

과를 년여성 체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연구범 와 상을 다양하게 용시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함

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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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한국폴리텍 학(이하 폴리텍 ) 학생의 진로유형별 차별  진로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로그램 구성에 도움을 주고자 

불안과 진로결정수 에 기 하여 학생의 진로발달을 이차원 으로 유형화하고, 각 진로유형의(결정- 불안, 결정-고불안, 미결정- 불

안, 미결정-고불안) 학년별, 성별 분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특징을 알아보기 해 구직 비역량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 을 해 쟈학생 719명을 상으로 진로결정수 검사, 특성불안검사, 구직 비역량 진단검사를 실

시하 다. 구직 비역량의 하 변인인 자기이해, 구직설계, 구직정보이해, 구직기술습득, 구직경력 비 5개 요인에서 네 가지 진로유형

별 집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 고, 분석결과 네 가지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하 변인들

에 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해 Tukey 사후검정을 수행하 다. 그 결과 5개 변인 모두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결정- 불안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5% 유의수 에서 그 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

과 제한 을 논의하 다.

Key Words : 진로결정수 , 특성불안, 구직 비역량

Ⅰ. 서 론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  재능과 자질, 환경

조건과 다른 사건들, 학습경험 등 여러 요인들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진로

교육을 통해 진로설계와 계획이 장기간에 걸쳐 진로발달로 이루어진 결과

로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결정  시기에 합리 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

게 된 상태를 말한다[2]. 그러나 입시 주의 고등 시 을 보내는 우리나

라 학생들의 경우 실제 본격 인 진로 비를 학생 시기로 미 왔기 때

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만족스러운 직

업을 갖기 해 풀어야할 진로문제는 더욱 실하고 시 해 진다.

  진로결정을 해 상담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진로문제로 인한 높은 스트

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선택한 공과 진로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취를 거두지 못하거나 원하는 직업에 진입하기 한 노력이 실

패로 돌아간다면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이후의 진로의사결정 과정

에 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격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의 진로

결정수 과 련하여 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  하나는 불안이며, 불안

은 여러 도 을 힘들게 할 수 있다[3].   

  이에 본 연구는 불안과 진로결정수 에 기 하여 학생들의 진로유형을 

이차원 으로 유형화하고, 진로유형별로 구직 비역량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을 한 차별

인 진로상담  교육 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시사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진로결정수

  김 환[4]은 진로결정에 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진로결정수 이란 

진로결정 혹은 진로미결정이라는 이분법 인 속성을 지닌 것이 아니라 두 

개념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한 지 을 지칭하는 것이며, 보다 구

체 으로는 학졸업 이후에 일과 련한 자신의 진로에 한 결정과 그

에 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 다.

2. 진로의사결정과 불안

  진로의사결정은 정보 수집과 처리, 문제해결, 단, 기억과 같은 많은 인

지과정과 련되어 있는데, 불확실한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에 한 불편한 

감정과 염려인 불안은 인지과정에 향을 다. 불안은 개인이 과제에 집

하는 것을 방해하며, 응 인 정보처리능력을 해함으로써 진로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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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악화시키며, 진로탐색 활동에도 향을 미칠 수 있다. 상태불안은 일시

인 불안상태를 나타내지만 특성불안은 일반 으로 느끼는 바를 나타내는 

비교  안정 인 것으로 불안에서의 개인차를 측정한다[4].

3. 구직 비역량  

  구직역량은 진로에 한 인지와 태도, 진로결정을 한 정보탐색 행동, 

진로목표를 실행하기 한 구직행동을 포함한 보다 포  개념으로서 입

직이라는 특수한 맥락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가치, 동기 등의 총체

인 능력을 의미한다[5]. 학생 구직역량 체계를 분석한 문윤경(2015)이 

제시한 구직 비역량군은 취업을 비하는 과정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

으로 반 한 것으로 자기이해, 구직설계, 구직정보이해, 구직기술습득, 구

직경력 비의 5개 하 요인으로 구성됨을 밝혔다[6]. 선행연구에서 청년층

은 취업에 필요한 역량수 에 비해 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 을 

반 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첫 직장에 성공 으로 

취업하고 입직 후 직업 응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구직 비역량을 갖추기 

한 체계 인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Ⅲ. 연구방법

  이 연구는 진로결정수  측정을 해 Osipow 등(1980)의 진로결정검사

를 고향자(1992)가 번안한 것[7]을 사용하 고, 특성불안은 Spielberger 등

(1970)의 척도를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표 화시킨 것의 특성불안척도

[8]를 사용하 으며, 구직 비역량을 측정하기 해 문윤경(2015)의 학

생 구직역량 진단도구를 활용하 다. 2019년 6월 3일부터 2주간 G지역캠

퍼스 학 과정 학생을 상으로 총735부를 배포하여 최종 719명의 자료

를 분석하 다. 2년제 학 과정 1학년 369명(51.3%), 2학년 350명

(48.7%)이었고, 남학생 699명(97.2%), 여학생 20명(2.8%)이었다. 성별

과 학년에 따른 진로유형 구성분포를 알아보았고, 구직 비역량 5개 하

변인에서 진로유형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다변량분산분석(MANOVA)

을, 분석결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하 변인들에 하여 집단 간 

비교를 해 Tukey 사후검정을 하 다.

Ⅳ. 연구 결과

  학생 성별에 따른 진로유형 분포의 경우 폴리텍 학 특성상 여학생 

수가 무 어 통계  의미를 논할 수 없었으나 분포경향에 차이가 없었

고, 체 으로 결정-고불안(35%), 결정- 불안(31.4%), 미결정-고불안

(18.4%), 미결정- 불안(15.2%)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의 경우 1학

년과 체  경향이 앞의 성별 분포 순서와 같았으나, 2학년의 경우 1학년

에 비해 결정-고불안 유형이 많아졌고 미결정-고불안 유형이 어지는 변

화를 보 다. 네 가지 집단에서 구직 비역량 하 변인의 평균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5개 변인 부에 해서 5% 유의수 에서 결

정- 불안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그 수가 높게 나타났다. 결정-

고불안 집단은 미결정 집단 모두에 비해 5% 유의수 에서 유의하게 높았

고, 미결정 집단들 사이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학년에 따른 진로유형 구성분포

표 2. 불안과 진로결정수 의 이차원  유형화에 따른 구직 비역량 차이

* p<.05, ** p<.01

Ⅴ. 결 론 

  본 연구는 폴리텍  학생들을 불안과 진로결정수 에 따라 진로유형을 

이차원 으로 유형화하고 네 집단 간 특성을 구직 비역량의 하 변인간 

차이로 분석하 다 그 결과, 성별  1학년과 학년 체에서 결정-고불안, 

결정- 불안, 미결정-고불안, 미결정- 불안 순의 집단 분포가 나타났다.  

문 생의 경우 미리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을 하는 비율이 높은 편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폴리텍의 경우도 진로결정 학생이 66.5% 정도 으나 결

정 집단 내에서 고불안을 겪는 수가 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2학

년의 경우 미결정-고불안에서 결정-고불안으로 단순 이동의 경향을 보여 

많은 학생들의 결정에 한 질이 여 히 부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직

비역량의 경우 진로결정 집단 내에서도 불안 집단이 다른 모든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고, 미결정 집단 내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보 다. 이

에 폴리텍 학의 교육과정이나 진로상담에서 학생들이 성숙한 진로결정을 

하도록 돕는 인지  근과 구직 비를 방해하는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

를 조 하도록 하는 정서  근을 통합 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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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정- 불안 결정-고불안 미결정- 불안 미결정-고불안 소계

1학년 113명(30.6%) 115명(31.2%) 56명(15.2%) 85명(23%) 369명(100%)

2학년 113명(32.3%) 137명(39.1%) 53명(15.1%) 47명(13.5%) 350명(100%)

소계 226명(31.4%) 252명(35%) 109명(15.2%) 132명(18.4%) 719명(100%)

   구  분 
결정-

불안A
결정-

고불안B
미결정-

불안C
미결정-

고불안D p 사후검증
M SD M SD M SD M SD

자기이해 3.94 0.63 3.7 0.68 3.29 0.61 3.19 0.65 0.03* C<B<A, D<B<A

구직설계 3.64 0.73 3.44 0.73 3.03 0.76 2.92 0.72 0.02* C<B<A, D<B<A
구직정보이해 3.67 0.7 3.49 0.63 3.03 0.66 2.98 0.67 0.04* C<B<A, D<B<A

구직기술습득 3.43 0.78 3.21 0.72 2.92 0.73 2.77 0.74 0.02* C<B<A, D<B<A

구직경력 비 3.39 0.79 3.22 0.7 2.95 0.74 2.87 0.66 0.03* C<B<A,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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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The job skills required by the healthcare field for professionals have been recently diversified alo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lthough some universities have attempted to revise the NCS-based curriculum, there are no key competencies by 

job, suitable for the professionalism and siteness of such curriculum.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same NCS classification 

system to different states or communities, and the key competencies by competency units are not also easily applied to them. 

This paper thus explored the applicability of NCS by referring to the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related major in 

universities and suggested some improvements for the curriculum by using NCS, given the currently changing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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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구구조의 변화, 자동화, 세계화, 4차 산업 명 등의 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시 에 맞는 산업사회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보건의

료인의 창출이 요구된다. 이에 산업 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해 요구되

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체계화한 국가직무능력표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개발·운 함으로써 

산업계의 맞춤형 리자· 문가로서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1].

 국가직무능력표 의 분류체계는 직무의 유형을 심으로 국가직무능력

표 의 단계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직무능력표  개발의 체

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1-2]. 

 국가직무능력표 은 주요 선진국을 심으로 직업능력을 교육훈련과 성

과도출에 있어서 하나의 기 으로 활용하여 이를 국가  수 에서 표 화

하려는 노력으로 추진되어 한국에서도 2002년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

단에 의해 국가직업능력표 이 개발되기 시작하 다[3]. 행 국가직무능

력표 은 직무 유형에 따른 단계만이 아닌, 능력 단 별 직무복잡성과 난

이도에 근거하여 8단계의 수 이 부여되고, 장과 학계와의 연동  자격

제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개발되고 있으며[4], NCS  NCS 학습모듈 

개발 황은 표 1과 같다[5].

표 1. NCS  NCS학습모듈 개발 황        (단  : NCS 세분류 수)

 지 까지 장기간 개발되어온 국내 국가직무능력표 에 한 내용을 체계

으로 고찰함으로써 4년제 학 보건계열학과 교과과정에서 NCS가 용

될 수 있는지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4년제 학 보건

리학 공을 참조하여 NCS 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NCS를 활용하여 교

과과정 개편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도
NCS NCS학습모듈

신규 개발 개선 신규 개발 개선

2013 240 - 51 -

2014 557 - 175 -

2015 50 79 321 -

2016 50 403 300 6

2017 50 191 50 45

2018 50 103 - 183

2019
(2020년 

고시 정)

(2020년 

고시 정)
46 57

총계 997 776 943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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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본 론

  

1. 교육과정설계 직무분류 모형

 보건의료수요가 최근에는 질병치료 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방, 재활 등 

방 목 에 의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련 직종 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따라 각 기 에 문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행정 련 

문 인력 수요에 따른 채용시장도 커져가고 있다[2].

  보건 리 분야 NCS는 분류 보건·의료, 분류 보건(53개), 소분류 보

건지원(46개), 세분류 병원행정(17개), 병원안내(28개), 보건교육(11개)로 

각 능력단 로 분류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직업기 능력이 분류되어 있다. 

보건분야 NCS 분야별 교육·훈련과정 설계 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보건분야 NCS 분야별 교육·훈련과정 설계 황

2. 공에 맞는 교과목 도출

 공능력은 학교의 인재상에 맞춰 NCS 능력단 에서 도출한 공심화 

교과목들을 학습하는데 있어서 기  지식이 될 수 있는 기 교과와 공

기반 과목을 설계함으로서 공심화 과정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을 이수하 을 때 국가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능

력단 ,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공지식 

습득 이외에도 장에서 습득할 수 있는 실무 심 교육도 함께 기반교과

들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

 보건교육 직종의  장 문성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 운 과 장실습

을 통한 해당 직무수행능력 배양이 실히 필요하며, 보건교육 실무역량 

강화를 한 다각 인 노력이 요구된다. 한 보건의료산업의 변화에 따

른 u-Health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맞는 직무 개발  련 교과

목 도출이 필요하다.  

Ⅴ. 결 론 

 재 NCS는 문  주의 능력을 제시한 것으로 직무  직업에 특화

된 NCS 교육체계를 4년제 학에 직 으로 반 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4년제 보건분야 특성에 맞는 NCS 체계를 효과 으로 

운 하기 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인재, 지역사회에서의 요

구를 반 하여 국가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개발하고, 교과과

정에 반 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 인력양성을 

한 선진화된 교육 방안의 변화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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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학교육과 직업교육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은 매우 요한 가치  하나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 있어서 기업

이 원하고 있는 실무처리 능력과 교육 장에서 이수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의 단순 채용 차를 통한 신입사용 채용의 

경우, 학생과 기업이 채용결과에 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학생이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년생으로서 직장 응을 

어려워 하기때문의 취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 분야에서 기업체와 학 간 직업교육과 채용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제시하

고 이러한 사례를 표 화하여 학의 직업 교육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성공사례의 지표를 통하여 효율성을 

검증하 다

       Key Words : PBL, industry-linked employment, project-based learning

Ⅰ. 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인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고교졸업자의 70% 

가까이가 학에 진학하고 있지만, 막상 졸업 후에는 심각한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2019년 기  해당 연령  졸자 체의 26.8%가 미취

업자인 상황이다..[1]. 한 2015년 OECD가 고등교육( 문 졸 이상)을 

이수한 25∼34세 임 근로자  최종 이수한 공과 재 직업 간 연계

성이 없는 비 을 계산해보니 한국의 공-직업 미스매치는 50%에 달

했다. 참여국 체의 평균은 39.1% 다.보고서는 미스매치가 각종 정원

규제로 인한 학과 간 정원 조정의 경직성, 학과별 취업 정보의 부족, 

공 선택 시기의 획일성 등에서 비롯 다고 분석했다.[2]

 학교육과 직업교육의 있어서 졸업 후 취업으로 자연스러운 연결은 

매우 요한 가치  하나이다. 특히 이공계 분야에 있어서 기업이 원하

고 있는 실무처리 능력과 교육 장에서 이수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의 단순 채용 차를 통한 신입사용 채용의 경우, 학생과 기

업이 채용 결과에 한 만족도가 낮은 편이다.  학생이 졸업 후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년생으로서 직장 응을 어려워 하기때문의 취

업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의 본론에서는 첫 번째  IT분야에서 기업체와 학 간 직

업교육과 채용과정을 자연스럽게 연계하여 취업으로 연결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두 번째 이러한 사례를 표 화하여 학의 직업 교육등 다양

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며, 세 번째, 성공사례의 지표를 

통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검증하 다. 마지막으로 제 III장에서는 본 논문

의 결론을 맺었다. 

Ⅱ. 본 론 

 산업 장에서는 해당 공을 이수하거나 환하여 입사하 다 하더라도 

직무능력을 갖추었다고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새로 신입직원에 

한 직무교욱을 다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인력양성이 어

려운 소기업의 경우는 신입사원 채용을 기피하는 이유 다. 기존의 이론 

심의 교육, 공 자 심  교육으로서는 산업체의 요구를 만족하기 어려

웠어서 우리나라 학교육의 인력 공 과 산업 장의 수요간 심각한 양

 질  인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에 한 해결방안에 한 제안으

로 먼  P 학의 IT개발자 직업교육과정에서의 기업연계 로젝드 기반 

학습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하여 표 안을 제시한다.

1. 산학연계 로젝트 기반 취업연계 사례

 P 학의 IT 개발자과정은 4년제 졸 미취업자를 상으로 집 이고 

효율 인 직무교육을 통하여 기업의 소 트웨어 개발, 구축, 운용, 유지보

수를 수행할 수 있는 Enterprise S/W developer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특

히 교수진 한 기업 장에서 수십년간 근무를 한 경력을 심으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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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기 , 심화과정의 직무 교육이수 후 

기업요구를 받아 기업의 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

으로 취업하는 과정인 PBL(Project Based Learning)과정을 으로 

운 하고 있다.

2. 산학연계 로젝트 기반 취업연계 표 안

  로젝트를 수행하기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기업연계 

로젝트 과정을 표 화하 다. 로젝트를 수행하기  로젝트를 제시하

고 결정, 심사, 확정, 련 지식을 교육하는 차에 하여 세부안을 마련

하고 수행하 다.

         표 1. 기업연계 PBL과정에 한 표 안

3. 성과지표

 기업연계 PBL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진행하고 있는 해당학과는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얻었다. 졸업후 평균취업률 92.39%, 양질의 일자리에 취

업을 하 는지를 평가하는 유지율 94.36%의 지표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취업자  88.06%가 학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로젝트 수행후 취업 연계

과정으로 취업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기업연계 PBL과정에 한 성과 지료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학교육의 인력 공 과 산업 장의 수요간 심

각한 양  질  인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기업연계 로젝

드 기반 학습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하여 표 안을 제시하고, 성과지표를 

통하여 효과를 확인하 다. 이러한 제도를 보다 많은 공분야의 확 하기

에는 소소한 문제 과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리어한 과제들은 향후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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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자가 산업체 경력이 있음을 제로 교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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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수행

3) 로젝트 

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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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젝트 유효성체크

2)취업 , 경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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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로젝트  별 수행  평가

졸업기수 취업률(%) 유지율(%) PBL(%)

16년1기 90.0 95.0 75.2

17년1기 82.4 100 82.2

17년2기 88.2 80 88.0

18년1기 94.1 100 91.1

18년2기 100.0 91.7 95.0

19년1기 94.4 93.8 88.0

19년연계 100 100 100

19년2기 90 - 85.0

평균지표 92.39 94.36 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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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진 물류국가들은 4차 산업 명 기술을 목한 스마트물류로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인하여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는 아직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지만 물류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본 논문은 4차 산업 명 진행과 함께 통 으로 노동집약 인 물류에서 

지능화, 첨단화, 맞춤화된 스마트 물류로 발 하면서 NCS 개발 필요성에 한 논문이다. 스마트물류 인력양성에 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NCS 등을 통한 인력양성을 한 체계 확보가 필수 이라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물류 직무 신규인력 수요 망과 국가

직무능력표 (NCS) 분류체계 기반의 스마트 물류의 분류체계와 세분류별 직무정의를 살펴보았다.

Key Words : NCS, Smart logistics, 

Ⅰ. 서 론 

 4차 산업 명 시 의 도래에 따른 산업과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물류산업도 신이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 명 진행과 함께 통 으

로 노동집약 인 물류에서 지능화, 첨단화, 맞춤화된 스마트 물류로 발

하면서 최첨단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스마트 물류는(Smart Logistics)는 ICT 기술, 센서, 정보 제어 기

술을 활용해 운송, 보 , 분류(Sorting), 반출(Picking)과 같은 하역

과, 시설  장비 그리고 시스템 등 물류  분야에 효율성, 유연성,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이를 통해 물류비 감을 목표로 하는 물류를 

말하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들을 통해 서로 유기 으로 결합하고 물류

시스템 스스로가 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 화된 물류방식을 

선택하는 지능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선진 물류국가들은 4차 산업 명 기술을 목한 스마트물류로 시스

템 구축  활용으로 인하여 물류 효율화를 달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는 아직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지만 물류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 이

에 정부는 2020년 2월, ‘수출입 물류 스마트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우

리나라의 수출입 물류 경쟁력을 2030년까지 세계 10 권 내로 끌어올린

다는 목표로 수출입 물류 인 라 연계 강화, 데이터 기반 물류 스마트화, 

스마트 물류 인력·기업 양성, 국제 디지털 물류 환경 주도 등 4개 략

과 12개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물류 인력 

 기업 양성을 해 IT 융합형 물류인력 양성, 종합 인 창업지원 체계 

구축, 세 물류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한 한국 노

동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까지 스마트물류 문인력  융복합형 

문인력의 지속 인 인력수요의 증가로 문인력 양성 필요성에 해 

권장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스마트물류 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물

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고, 문인력 양성에 따라 향후 

5년간(2019년 기 ) 249,000명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물류 인력양성에 한 체계가 정립되어 있

지 않고, NCS 등을 통한 인력양성을 한 체계 확보가 필수 이라 사료

되어 4차 산업 명 시 에 요구되는 융합형 물류인력, 산업계 요구

에 응할 수 있는 실무형 물류인력 양성을 한 스마트물류 NCS 

표 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물류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자 NCS 스마트물류 개발을 연구목 으로 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

성은 다음과 같다. 제 Ⅱ장에서는 스마트물류 NCS의 개발 요성을 살펴

본다. 한, 스마트물류 직무 신규인력 수요 망과 국가직무능력표

(NCS) 분류체계 기반의 스마트 물류의 분류체계와 세분류별 직무정의

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 Ⅲ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Ⅱ. 본 론 

  4차 산업 명으로 인한 산업 환경의 변화로 환경 변화에 따른 직무표

이 개발 는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스마트 물류의 경우 

4차 산업 명 기술이 포함되어 기존 물류와는 완  별개의 직무가 개발

되어야 한다. 4차 산업 명 시 와 불확실한 무역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랫폼과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정부는 스마트물류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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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분야로 선정하여 NCS  인력양성이 필요하며, 무역 강국인 국가의 

특성 상 발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 물류라고 밝히고 있다. 

1. 스마트물류 NCS 개발 요성

  4차 산업 명은 ICT 신에 따른 산업과 기술의 융합으로  산업의 

트 드가 변모하고 있다. 이에 국가 근간 산업인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를 통하여 공 체인 상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력양성 

 스마트물류 체계가 미비하여 무역물류 강국인 국가 이미지에 비해 

세계 10 권 밖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NCS 기반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물류 문인력 양성이 시 하다. 스마트물류 NCS는 

“스마트물류 체계 기획”, “스마트물류 랫폼구축”, “스마트물류 통합

리“ 등 세분류로 개발코자 한다. 각각의 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물류 체계 기획의 요성

 스마트물류 체계 기획 직무는 ICT를 기반으로 물류 정보의 실시간 제

공을 통해 물류 활동의 효율성·안 성을 향상시킨 스마트 물류환경 체

계를 구축하기 한 략을 수립하는 직무로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물류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며 자동화를 통해 공 체인 상에서의 효

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2) 스마트물류 랫폼 구축의 요성

스마트물류 랫폼구축 직무는 ICT를 기반으로 한계비용을 최소화하

고 기존 물류에 개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합 리운 을 한 기반을 

구축하는 직무로 실시간으로 빅데이터(재고, 거 )를 분석하고 인공지

능을 통해 최 화와 개인화를 구 한 물류의 랫폼 구축은 스마트물류

의 실화를 한 꼭 필요한 직무이어야 한다.

(3) 스마트물류 통합 리의 요성

스마트물류 통합 리 직무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능형물류서비스를 

운 하기 하여 기업간 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로벌 물류거 을 

구축하여, 물류서비스 핵심가치를 통합한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

는 직무로 신유통과 상거래를 동시에 리하기 하여 꼭 필요한 직무

여야 한다.

2. 스마트물류 직무 신규인력 수요 망

  4차 산업 명으로 인한 산업환경의 변화로 향후 5년간 물류산업 인력

의 고용환경 한 변화가 상된다.

첫째, 4차 산업 명의 고용효과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물운송

개 리  련서비스업 5.6천명, 컴퓨터시스템자문  구축서비스업 4천

명, 항공화물운송업 3.4천명 등 총 24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둘째, 문인력 양성사업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물운송 개 리 

 련서비스업 5.2천명, 항공화물운송업 3.7천명, 컴퓨터 시스템자문  

구축서비스업 3.6천명 등 총 24.9천명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물류 인력 증가를 한 정부의 조치  지원제도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 화물운송 개 리  련서비스업 4천명, 항

공화물운송업 2.5천명, 컴퓨터 시스템자문  구축서비스업 2.4천명 등 

총 18천명 증가이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종합

해서 분석해 보면, 평균 으로 매년 4.4천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할 것으

로 상된다.

3. 국가직무능력표 (NCS) 분류체계 기반의 스마트 물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국가직무능력표  분류체계(소분류 : 

스마트물류)에 의거하여 개발범 를 설정하 고, 정보기술 분류, 스마

트물류 소분류 내 3개 세분류(스마트물류 체계 기획, 스마트물류 랫폼 

구축, 스마트물류 통합 리) 신설하 다. 최근 NCS 미래직무 개발분야

가 분류(정보통신)와 분류(정보기술) 주여서 기존의 물류 리와 

동떨어진 분류체계에 개발을 하게 되었다.

표 1. 스마트물류 소분류 체 분류체계

분류 분류 소분류 세분류

20.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9. 스마트
물류

01. 스마트물류 체계 기획
02. 스마트물류 랫폼 구축
03. 스마트물류 통합 리

표 2. 스마트물류 세분류별 직무정의

체계 

기획

물류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정성,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목

으로 최신 IoT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의 물

류체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리하기 

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랫

폼 

구축

지능형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정보기술 솔루션에 IoT

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융합하여 랫폼을 설계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통합

리

스마트물류 랫폼을 활용하여 물류의 기능들을 최 으로 

수행하기 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지능형 물류 서

비스를 통합 리 하는 일이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NCS 미래직무인 스마트물류를 살펴보았다. 스마트물류 

소분류에 한 국가직무능력표  개발  용을 통해, 련 기업의 인

사 리  육성 부문의 사회  비용을 감함으로써 산업체  교육기

에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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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교육 장에서 경력단 여성을 상으로한 맞춤형 직업교육에도 집 할 필요성이 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체제로의 흐름에 한 요성 한 차 커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력단 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가족 형성 사건들의 향을 극심하게 받는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한 지원이나 정책에 있어서 생애주기 상의 변동을 고려한 동태 인 맥락의 악과 유연한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의 여성 직업훈련기 에 한 교육개설 시기별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을 시계열분석을 통해 교육개설 시기가 직업훈

련의 최종 목표인 취업률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연구하고자 한다.

Key Words : career break, custumized vocational, 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period, education operation

Ⅰ. 서 론 

  우리나라 여성은 30 에 극심한 성별 고용율 격차를 격고 있으며,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그 격차는 더 심각하여 생애사건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

의 이탈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학력수 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직종분포는 뚜렷

하게 비되며,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종들은 여수 이 상 으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30∼40  기혼여성의 경우 직종의 수 이 차 낮아

지고 ‘서비스 종사자’나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이 미혼여성에 비해서도 훨

씬 높다는 것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의 지휘향상을 한 지원방안

이 시 한 상황으로 보여진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을 한 교육과정 운  시 어려움을 격고 있

는 모집, 수료, 취업 반에 걸친 운 에 하여 교육시기가 매우 요하다

는 을 인식시키고, 여성직업훈련 교육운 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개설 시

과 여성들의 취업률과의 연 성에 하여 분석하고자 하 다.

Ⅱ. 본 론

  본 연구의 분석을 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타 지역  역권 

교육과정 개설 황 데이터를 수집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개설 

황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 각각에 하여 5  척도로 처리 후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 체를 합산  백분  분류하여 교육개설 시기별로 시계

열 분석을 하 다. 분석을 하여 R Program  R-Studio를 활용하여 수

행하 다.

그림 1. 분석도구

Ⅲ. 분석 결과

  경력단 여성을 한 국 직업훈련기 의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을 교

육개설 시기별로 인터랙티  시계열 분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 다.

표 1. 교육개설 시기별 모집/수료/취업 황

Opening 

period
Recruitment Completion Employment

2013-02-01 300 286 78.1

2013-03-01 6,552 6,113 2,515

2013-04-01 12,062 11,394 6,042

2013-05-01 1,082 981 490

2013-06-01 3,246 3,107 18.0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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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개설 시기별 모집율 분석

그림 2. 교육개설 연월별 모집 간 시계열분석

2. 교육개설 시기별 수료율 분석

그림 3. 교육개설 연월별 수료 간 시계열분석

3. 교육개설 시기별 취업율 분석

그림 4. 교육개설 연월별 모집 간 시계열분석

4. 교육개설 시기별 모집율·수료율·취업률 종합 분석

그림 5. 교육개설 연월별 모집 & 수료 & 취업 시계열분석

Ⅴ. 결 론 

  국 경력단 여성 직업훈련기 의 교육개설 시기별 모집율, 수료율, 

취업률에 하여 인터랙티  시계열 분석한 결과 모집의, 수료, 취업 체

에 향을 미치는 시기로는 4월~6월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업훈련기 에서 여성들을 상으로 교육을 운 할 경우 체 교

육기간을 약 3개월 기간으로 4월에 모집하여 6월에 취업까지 연계하는 등

의 운 에 반 하면 좋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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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 생산물류 스마트팩토리 기술

이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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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hg@kopo.ac.kr

                           

Smar t factor y technol ogy for  var iabl e pr oduction

　Ho-Geun Lee*,  

*Daegu Campus of Korea Polytechnic

요  약

량생산을 한 문 산업용 로 시장은 포화되었으나, 다품종 소량생산을 한 ·소기업형 유연 산업용 로 에 한 부재로 인한 유연

한 생산공정 제어기술이 필요 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로벌 융 기 이후, 제조업의 요성에 주목하고 제조업 르네상스 략을 추진 

이며, 시 의 트 드에 맞춘 다품종 제품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이동체 기반의 스마트공장은 생산 효율성을 극 화 하여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장모델을 신사업으로 발 시킬 수 있다. 이에 스마트팩토리의 발  방향과 동향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Key Words : smart factory, cell type manufacturing, job-shop type manufacturing

Ⅰ. 서 론 

 가변  제조공정 생산물류를 한 솔류션  자상거래 물류창고로의 

응용이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통한 신형 로 자동화 공장이 인더스트리 

2.0에 기반하여 다양한 국책사업으로 실증  구축사업이 진행 에 있다.  

이러한 생산물류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해 다품종 소량생산 제조공정의 

생산물류 지원을 한 통합 운  시스템 실증에 기반하여 가변  제조공

정 응이 가능한 통합 운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변  제조

공정 응을 해 2가지 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며, 이는 Cell 방식과 

Job-Shop 방식이다. 이 2가지 공정 방식을 구 할 수 있는 신형 로 자

동화공장 설계  생산물류 설계기술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한, 유연한 생산라인 지원을 한 동 모바일 매니퓰 이터 로  랫

폼 연구가 진행 에 있으며, 동 모바일 매니퓰 이터 로 , 환경인식  

인간-로  동기술과 다양한 공정 용을 한 동 모바일 매니퓰 이

터 로 의 장 분석  용기술로 구분되어 고려되어 지고 있다.

 

Ⅱ. 본 론 

1. 가변형 생산물류 공정을 한 스마트팩토리 

 다품종 제품생산을 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있어 상시로 제조공정 변

경 응이 가능한 방식으로 공정시스템으로 변화 되고 있다. 제조공정 시

스템은 기존의 단품 생산을 해 구성된 Cell 형과 다양한 제품 생산을 

한 Job-Shop 형으로 구분되며, 요구되는 니즈에 해 유연하게 공정 체

가 가능한 방식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간 이송물의 종류와 

크기  용 공간에 따른 업개체 선정  지능  모듈 조합이 가능한 

동이송로 의 장 맞춤형 시스템을 용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 극

화를 이룰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실증  구축하고 있다.

(ㄱ) Cell 형 제조공정

(ㄴ) job-shop 형 제조공정

그림 1. 스마트팩토리 2가지 생산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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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모듈형 모바일 로  기술

다품종 제품생산을 해서는 생산공정에서 물류이송시 여러 의 모바일

로 이 요구되어지며, 다양한 크기와 종류로 인해 다양한 크기의 이송로

이 필요하게된다. 하지만 제안된 모듈형 모바일 로 은 일정 크기의 로

의 여러  조합을 통해 이송물체의 크기, 무게, 종류에 상 없이 가변  

형 형성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물류 이송 로 은 다양한 형태로 사용  개발 되고 있으며, 모바일 이송로

을 통한 업에 한 개념  활용방안을 아래의 그림에서 확인가능하

다.

(ㄱ) 하나의 모바일 이송로

(ㄴ) 업 모바일 이송로

(ㄷ) 인간-로  상호 업

(ㄹ) 매니퓰 이터를 가자는 동이송로

그림 2. 업 가능한 이동로 의 활용  동향

모바일 이송로 의 포메이션 제어기술  복잡도가 높은 환경에서의 회피 

주행기술  비정형 환경의 자율 주행기술이 요구되어지며, 인간-로 의 

업을 한 기술개발 즉, 작업자의 몸짓인식을 통한 명령수행 기술  네

트워크로 연결된 온라인 학습에 따른 업 기술개발을 필요로 하며 물류

이송에 한 연구를 진행 에 있다. 임의 형상의 부품인식을 한 시  

변화에 강인한 3차원 비  인식 기술  부품 이· 재를 한 비주얼 서보

잉 기술 한 매니퓰 이터를 이용한 업작업에 필요한 기술로 여러분야

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가변 생산물류 이송을 한 새로운 방식의 제조공정 기법

에 한 기술  동향과 이에 따른 이송로 기술에 해 알아보았다. 가변

 생산공정을 리하기 해 필요한 지능형 통합운  랫폼 개발이 시

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먼 , 다품종 제품생산을 한 

가변  생산라인 스 링  이동로 의 실시간 경로생성 기술, 두 번째

로 생산 장과 창고가 혼재된 스마트공장의 생산공정  생산물류 통합

리를 한 형 데이터베이스 기반 운  소 트웨어 기술, 마지막으로 생

산공정의 정체 는 고장진단 시 원활한 생산라인 구성을 한 지능형 생

산순회 알고리즘  련 디바이스의 표 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팩토리 구

축  실증을 한 다양한 사업  연구들이 끊임없이 수행 에 있으며, 

새로운 공정 방식을 통한 세계시장 선 을 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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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쓰레기의 분해기간은 매우 길고 매년 늘어나
는 쓰레기들로 인한 환경 문제로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버려진 물건으로부터 고
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업 사이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플
리케이션을 기획 개발하였다. 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과 소비자들에게는 자원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와 소비자의 긍정적인 시장참여유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 Word : Up-cycling

Ⅰ. 서론 : 환경문제의 심각성 증가  
  제품들의 수명 주기가 짧아져 수명이 다한 제품들은 환경을 오
염시키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였고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에 대
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절대다수는 이
러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
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1]

 그림 1. 한국인이 중시하는 환경문제

 그러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을 했음에도 우리나라
의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편이다. 그림 2는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
틱 사용량을 미국, 중국과 비교 분석하였다. [2]

사진2.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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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폐기물 종류별 분해기간

  그림 3에서처럼 일회용품 같은 다시 이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만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많
이 생산되는 것에 반해 분해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며 토양과 대
기의 오염 원인이 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4. 환경부 총지출 규모 및 비중 추이

                     
  우리나라도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
의 예산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해
결과 환경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는 자원의 가치와 개개인이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여하여 환경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업 사이클링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및 연구 개발 하였다.

Ⅱ. 본론

  주변에 버려지는 필요 없는 자원을 가지고 새로운 디자인과 기
술을 더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판매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1
인 디자인 공방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인해 좋은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제품을 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품으로 
인하여 깨끗해진 환경을 전과 후로 나누어 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했음을 고취시켜주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불특
정 다수에게 후원을 받아 상품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1. 어플리케이션 진행 과정

 본 논문에서 기획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업 사이클링 진행 과
정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의 자유로운 판매

  필요 없는 자원으로 만들어진 업 사이클링 제품을 누구나 판매자
가 되어 올릴 수 있어 사용자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다. 

2) 구매자의 상품 후원

 2) 

 
  구매자는 판매자가 올린 업 사이클링 제품의 전과 후(미리 보  
기)로 버려지는 자원의 사진과 업 사이클링 후 사진을 보면서 후
원을 할 것인지 선택 할 수 있다.

 3) 크라우드 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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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사이클링 된 제품이 목표를 달성하여 정해진 후원의 수치
가  전부 채워지면 해당 상품을 배송한다.

Ⅲ. 결론
 본 논문에서는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소비자들에게 환경문제의 개선방안을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을 이
용한 업 사이클링 어플리케이션을 기획 및 개발 연구를 수행했다. 
제품들의 수명 주기가 짧아져 수명이 다한 제품들은 환경을 오염
시키는 골칫덩이로 전락하였고 자원의 고갈과 함께 환경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세
계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부의 예산은 점차 증가하
고 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마다 업 사이클링을 
이용한 폐자원을 재활용 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진 상품을 만들어 
후원을 받아 상품을 판매한다면 소비자들에게는 자원의 가치와 
스스로 환경보호를 한다는 인식을 부여하고 쓰레기가 증가함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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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 환경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의 분석을 통해 컨볼루션 신경망의 효율 인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한다. 활성화 함수는 인공신경망에서 노드가 입력받은 데이터를 한 처리를 하여 다음층으로 출력해주는 함수이다. 컨볼루

션 신경망에서 표 으로 쓰이는 활성화 함수의 경우 수정된 선형 유닛인 ReLU, Leaky ReLU, ELU가 있으며, 신경망의 구조와 데이

터의 특성에 따라 쓰이는 활성화 함수가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 환경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의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컨볼루션 신경망을 이용한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

Key Words : Deep Learning, activation function, Relu, Leaky Relu

Ⅰ. 서 론  

  컨볼루션 신경망(Convolution Neural Network)은 텍스트나 신호, 

상 분야의 딥러닝학습에 사용되는 신경망이다. 컨볼루션 신경망은 인간의 

시각 피질의 생물학  구조에서 감을 받아 탄생하 으며, 완  연결 되

는 다른 신경망과 달리 재 계층의 앞쪽 계층들의 부분 역에 연결되며 

컨볼루션 신경망의 뉴런은 상에서 해당되는 부분 역의 바깥에는 반응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패턴 인식, 상 분류 등의 컴퓨터 비

 분야에 합한 신경망이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는 컨볼루션 계층, 

풀링계층, 완 연결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컨볼루션 계층에서 입력 

이미지와 컨볼루션 필터간의 합성곱 연산을 통해 입력이미지의 특징 강조

된 특징맵(Feature map)을 만든다. 이후 활성화 함수를 거쳐 다음 계층으

로 넘어간다[1].

  활성화 함수의 역할은 신경망의 노드에 들어오는 값에 해 함수를 

용하며, 그 결과를 다음 노드의 입력으로 사용되도록 한다. 한 출력되

는 함수 값에 따라 입력의 활성화 여부를 결정한다. 활성화 함수의 형태는 

입력값 과 출력 값의 모양에 따라 선형과 비선형으로 나  수 있다. 선형함

수는    의 형태인 1차함수이다. 비선형은 2개 이상의 직

선 도는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sigmoid, ReLU, Tanh 등이 있다. 

컨볼루션 신경망과 같이 복잡한 구조와 다층의 네트워크로 구성되는 신경

망의 경우 선형모양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쌓는 이 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 신경망의 경우 sigmoid, Tanh함수를 사용하 다. 

하지만 두 함수의 단 인 미분값 소실(Gradient Vanishing)으로 인해 데이

터 학습과 역 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

하기 해 ReLU함수가 사용되었으며 재까지도 컨볼루션 신경망의 활성

화 함수로써 많이 쓰이고 있다. ReLU는 x > 0 이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이

고, x < 0 이면 함수값이 0이되며 sigmoid, tanh보다 빠른 장 이 있지만 

x<0인 값들의 해서는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추출된 특징이 죽는 경우

가 발생한다. ReLU의 음수값 소실문제를 해결하기 해 Leaky ReLU함수

가  제안되었으며, 이 함수는 입력이 음수일 경우 작은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의 형태를 가진다. ELU 한 ReLU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된 

함수이며, 입력값이 음수일 경우 작은 기울기를 가지는 곡선 모양의 형태

를 가진다[2].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경우 풀고자 하는 문제

가  직선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지 는 2개를 분류하거나 N개를 분류하는

지,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 사용할 함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

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  ReLU와 Leaky 

ReLU를 분석한다.

Ⅱ. 컨볼루션 신경망 활성화 함수 분석 

  딥 러닝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활성화 함수로는 Sigmoid, Tanh, 

Arctan, Softsign, ReLU, Leaky ReLU, ELU, Sotfplus등의 함수가 있다. 

각 함수에 따라 결과값이 다르며, 사용하는 신경망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활성화 함수를 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컨볼루션 신경

망에 주로 사용되는 ReLU와 Leaky ReLU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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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LU

  ReLU(Rectified Linear Unit)은 x>0이면 기울기가 1인 직선, x<0이

면 함수값이 0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연산 난이도가 작고, 구 이 

간단하다. 한 Sigmoid 함수에 비해 미분값 소실 문제가 으며, 크고 복

잡한 데이터에 해 심층 신경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빠르고 효과 인 

학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입력 x의 값이 계속 0보다 작은 값이 오게 되면 

뉴런이 죽는 상이 발생하여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 한 미분

값 소실 문제의 한 형태이다. ReLU는   max  형태의 식

이며 0과 입력값  큰 값을 출력하는 함수이다.

그림 1 홍채이미지에 ReLU을 용한 특징맵

그림1은 홍채 이미지를 이용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활성화 함수로 

ReLU를 용하여 추출한 특징맵이다.

2. Leaky ReLU

  Leaky ReLU는 양수의 경우 ReLU와 같은 직선이지만 음수의 경우 

하이퍼 라미터() 값에 따라 작은 기울기를 가진 직선이 나타난다. 따라

서 ReLU에서 발생하는 뉴런의 죽는 상을 방지 할 수 있다. Leaky ReLU

의 식은 (1)이며 양수의 경우 입력값 그 로의 값을, 음수의 경우 하이퍼 

라미터()값과 입력값을 곱한 값이 출력값이다..

   if              (1)

그림 2 홍채이미지에 Leaky ReLU를 용한 특징맵

그림2는 그림1을 추출하기 해 사용된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ReLU

신 Leaky ReLU를 용하여 추출한 특징맵이며, 하이퍼 라미터()의 값

은 0.25이다.

이름 방정식

sigmoid   
tanh        
ReLU    for ≤  for ≻ 

Leaky ReLU    for ≺  for ≥ 

표 1 활성화 함수의 방정식과 미분식

표 1은 활성화 함수의 방정식과 미분식이며, ReLU의 경우 미분시 0으

로 수렴하는 뉴련이 발생하지만 ReLU의 경우 하이퍼 라미터()값으로 

인해 미분 결과 0이 아니게 되어 뉴런의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컨볼루션 신경망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  ReLU

와 Leaky Relu를 비교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홍채 이미지의 경

우 음수 역이 많아 ReLU함수 용시 다수의 뉴런이 비활성화 되어 

Leaky ReLU함수가 ReLU보다 특징맵 추출  학습에 유리하다. 따라서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와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합한 함수를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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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환경에서 이미지 처리를 한 라벨링 로그램을 구 하고자 한다. 재 딥러닝 분류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데이터셋의 처리  라벨링은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량이 많을수록 처리에 필요한 인력  시간의 소요가 커지며, 

로그램으로 처리  라벨링 진행시 데이터의 일 성  리티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한 이는 딥러닝에서 좋은 성능으로써의 요소

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수작업이 필요한 처리  라벨링 작업  이미지의 사이즈와 라벨링, 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미지 처리, 라벨링 로그램을 구 하 다. 

Key Words : Deep Learning, Labeling, Pre-processing, images

Ⅰ. 서 론  

딥러닝 환경에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것은 딥러닝 시스템의 큰 요소

를 차지한다. 한 데이터셋의 처리  라벨링의 퀼리티와 데이터의 신

뢰성에 의해 모델의 학습결과 한 달라진다. 일반 으로 데이터셋을 구축

하기 헤 크롤링, 데이터 측정등의 과정을 거쳐 량의 데이터를 수집한

다. 한 사람의 얼굴, 동물, 풍경 등의 범용 인 데이터는 수집하기 쉽지

만, 의료이미지데이터, 지질, 지반, 항공 데이터등은 문성을 지닌 데이터

는 수집하기 어렵다[1].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딥러닝 학습 환경에 맞도록 이미지의 리사이징, 

색변환, 보간법 등의 처리과정과 각 클래스로 나 는 라벨링 작업이 필

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리사이징과 ROI포커싱, 라벨링 작업을 진

행할 수 있는 로그램을 구 한다. 

Ⅱ. 딥러닝 환경에서 이미지 처리를 한 라벨링 

이미지를 사용하는 딥러닝 환경  분류알고리즘인 CNN의 경우 이미

지의 처리와 라벨링 작업이 요하다. 즉 이미지의 사이즈, 형식 등의 일

원화로 인한 신뢰성  리티의 획득과 정확한 분류를 한 라벨 작업으

로 CNN모델에서의 성능이 달라진다. 신뢰성과 리티를 해서는 사람의 

수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데이터셋에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겨 모델

의 성능에도 향이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의 처리, 라벨

링 작업을 로그램으로 진행함으로써 수작업시 발생 가능한 오차를 이

고, 라벨링된 데이터를 DB에 통합 리함으로써 간편하게 데이터셋 구축

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로그램은 C# 폼 기반이며, 데이터베이스는 

mysql를 이용하여 서버에 구축하 다. 

그림[1]은 본 논문에서 구 한 로그램이며, 이미지는 의료데이터로 

설진 이미지를 사용하 다. 로그램은 (a), (b), (c) 구역으로 나 수 있다. 

(a)구역 원본 이미지 데이터이며, 마우스로 원하는 ROI를 지정시 검은색 

테두리의 ROI가 지정된다. (b)구역은 (a)구역에서 이미지의 ROI를 크롭한 

이미지가 나타나며, (c)구역은 이미지의 라벨링 내용,  불러올 이미지 사진

의 번호, 크롭, 장 버튼이 있다.

그림 1 라벨링 로그램 ROI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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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크롭하는 과정에서 크롭된 이미지의 사이즈, 비율을 지정할수 

있다. 크롭된 이미지는 장 버튼을 이용하여 장할수 있으며, 이때 이미

지는 데이터 베이스에 장된다.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는 그림2와 같으며, 

로그램상에서 작성한 memo 한 데이터베이스에 장된다. 

 

그림 2 데이터셋 DB
 

그림1의 이미지 ROI를 크롭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다.

크롭된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로 송  장하는 코드는 다음과 같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환경에서 이미지 처리를 한 라벨링 로그

램을 구 하 다. 이미지의 리사이징, ROI포커스  라벨링을 로그램상

에서 진행하며, 라벨링된 데이터를 DB로 송하여 리하는 형태이다. 데

이터들을 수작업이 아닌 로그램을 이용하여 라벨링함으로써 발생가능

한 오차들을 방지하고, 딥러닝을 한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다. 향후 연

구에 딥러닝을 한 데이터셋 구축시 본 논문에서 구 한 로그램을 이

용함으로써 데이터셋 구축의 시간소요를 이고, 모델의 성능이 향상될 것

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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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void button11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if (ismousecrop == true)
    {
        try
        {
            ImageConverter _imageConverter = new ImageConverter();

            MemoryStream ms = new MemoryStream();
            Image image = resizeimage(pictureBox1.Image, sx, sy, ex, ey);
            pictureBox2.Image = image;
            pictureBox4.Image = image;
            image.Save(ms, System.Drawing.Imaging.ImageFormat.Jpeg);
            reimage = ms.ToArray();
            refilesize = (UInt32)reimage.Length;
            iscrop = true;
            ismousecrop = false;
        }
        catch
        {
            MessageBox.Show("크롭 범위가 이미지를 벗어났습니다.");
        }
     }
     else
        MessageBox.Show("크롭 범위를 지정해주세요.");
}

private void button5_Click(object sender, EventArgs e) // Save
        {
    pictureBox1.Invalidate();
    connection.Open();
    string UpdateQuerry;
    string InsertQuerry;
    if (!iscrop)
    {
        UpdateQuerry = "UPDATE tongue_b SET image = @image, filesize = @filesize WHERE 
id = " + num + ";";

        cmd.Connection = connection;
        cmd.CommandText = UpdateQuerry;
        cmd.Parameters.AddWithValue("@image", reimage);
        cmd.Parameters.AddWithValue("@filesize", refilesize);
    }
    else
    {

        InsertQuerry = "INSERT INTO tongue_a(image, filesize, memo) VALUES(@image, 
@filesize, @memo);";

        cmd.Connection = connection;
        cmd.CommandText = InsertQuerry;
        cmd.Parameters.AddWithValue("@image", reimage);
        cmd.Parameters.AddWithValue("@filesize", FileSize);
        cmd.Parameters.AddWithValue("@memo", memo);
    }

    try
    {
        if (cmd.ExecuteNonQuery() == 1)
        {
            MessageBox.Show("전송 성공");
        }
        else
        {
            MessageBox.Show("에러 발생");
        }
    }
    catch (Exception ex)
    {
        MessageBox.Show(ex.Message);
    }

    connection.Clo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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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엣지 컴퓨  랫폼 동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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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클라우드 엣지 컴퓨 은 앙 집 식 데이터 처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 과 달리 사용자 는 데이터 생성 단말들과 물리 으

로 근 한 치에서 클라우드 컴퓨  기술을 제공하여 규모 단말들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단말 근처에서 처리하고 서비스의 지연 

 불필요한 데이터의 송 최소화를 가능하도록 분산 클라우드 형태의 컴퓨  방식이다. 엣지 컴퓨 은 클라우드 컴퓨 과 함께 연구

가 지속되고 있는 분야로 통신과 IT 기술의 발달로 클라우드 컴퓨  사용자와 요청 기기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량이 폭증해 

지연 시간이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해 기존 클라우드 서버보다 더 사용자에게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처리할수 

있는 엣지 컴퓨 의 도입으로 엣지 컴퓨 은 클라우드와 같은 앙화 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분산된 서버를 구성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엣지 컴퓨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이 컴퓨  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서비스를 빠르고 안 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량암호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Key Words : IoT, End to End Security, DTLS certificate 

Ⅰ. 서 론 

최근까지 앙 집 화된 클라우드 컴퓨 은 네트워크 속도의 발 과 

함께 다양한 산업으로 확 해 가고 있으며 4차 산업 명의 인 라를 제공

하는 핵심 기술로 표  IT 제공 랫폼으로 간주되어왔다. 엣지 컴퓨  이

에 나온 클라우드 컴퓨 은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 일종의 자원을 제공

해주는 시스템이다. 클라우드 서버는 높은 성능의 컴퓨  자원을 가져 이

용자들이 데이터 장이나 높은 계산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오 로딩 시

켜 처리하는 등 유용한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아마존, Microsoft, 구  

등 다양한 기업에서 클라우드 컴퓨 을 개발해 많은 시스템 서비스가 제

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가 등하면서 클라우

드 서버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부담이 되고, 오 로

딩하는 데이터의 송 수신 지연시간이 긴 문제 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해 나온 엣지 컴퓨  기술이 많은 심을 끌고 있다. 엣지 컴퓨 은 단말 

장치와 멀리 떨어진 서버에서 처리하던 클라우드 컴퓨 과 달리, 단말 장

치와 가까운 가장자리에 치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 의 처리 지연, 

네트워크 송 지연, 네트워크 역폭 폭증에 따른 비용 증가, 통신 과정의 

데이터 보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탄생한 것이 엣지 컴퓨  는 클

라우드 엣지 컴퓨 이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 은 5G 이동통신의 지

연 특성 기반 핵샘 서비스인 자율  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 팩토리, 로  

클라우드 등에서 실시간성  반응성 향상을 제공하며 역 핵심 서

비를 한 인 라로 사용 될 수 있고 ㅗ 한 보안성 유지 데이터에 한 

클라우드 송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헬스 어  앙 클라우

드와 연결에 있어 네트워크 단 없이 연결서비스가 가능하고 독립 인 서

비스가 가능하도록 고가용성 기술을 제공한다. 

 

그림 1 클라우드컴퓨 vs클라우드엣지컴퓨

클라우드 엣지 컴퓨  환경 제공을 한 클라우드 엣지 랫폼들이 클

라우드 선도 기업들과 오  소스 로젝트에 의해 다양하게 제안되고 개

발되고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인 아마존은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로컬 컴퓨 , 메시징, 데잍캐싱. 동기화  머신 러닝 추론 기능을 로컬 디

바이스로 확장하는 엣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재는 각 분야에서 클라우드 

엣지 랫폼 개발을 한 오 소스 로젝트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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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클라우드 엣지 컴퓨

  1. 엣지컴퓨   

5G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서 클라우드 엣지 컴퓨 은 지연 서비스에 

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 트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엣지

로 이동하면서 기존 클라우드에 비해 서비스 지연 감소 효과를 2배 이상 

얻을 수 있다.  

그림 2 5G기반 엣지컴퓨  

 2. 표 화 동향

에지컴퓨 은 ITU-T에서 SG11에서 5G 기반 지능형 에지 컴퓨

(Intelligent Edge Computing)의 표 으로 2012년도부터 클라우드 컴퓨

에 련된 표 을 클라우드 에코 시스템, 클라우드 아키텍처, 클라우드 자

원 리 측면에서 개발하고 있다.  “분산 클라우드 개요  Highlevel 요구

사항 표 : Y.3508” 표 이 2018년 6월 회의에서 승인되었고 2019년 10월

에 표 이 제정된 이후로 후속으로 련 표 이 제안되었다. 한  클라우

드 컴퓨   분산 랫폼 기술 분야의 표 을 개발  엣지 컴퓨  개요

에 한 표 을 개발에 한 표 문서가 나왔다. 이와 더블어  다  클라우

드, 클라우드 연결성  클라우드 감시자에 하여 AG 그룹을 만들어 진

행 에 있으며 이에 한 논의로 다  클라우드 내에 여러 클라우드의 상

호작용  동작에 하여 새로운 표 이 비되고 있다. 

Ⅲ. 클라우드 엣지 랫폼 기술

클라우드  엣지 컴퓨 의 핵심기술들을 지원하기 한 지능형 클라우

드 엣지 랫폼의 핵심 기술은 5G기반 클라우드 엣지 랫폼은 지능형 엣

지 서비스와 같은 응답 속도 민감형 서비스를 해 코어클라우드-클라우

드엣지-단말간 업 기반으로 지연 데이터 처리를 지원한다. 클라우

드 엣지 랫폼들은 엣지 기반으로 지연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해 규모 엣지 데이터 처리 가속 기술  클라우드 엣지간 연동 인터페

이스, 지능형 서비스 임워크, 실행환경 경량화 기술들을 제공하며 엣

지-엣지간 수평  업을 제공하기 한 수평  임워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코어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한 수직  임워크를 제공하며 인

라  응용 SW 리  고속 로비져닝, 규모 클라우드 엣지 구성 

 리 기술들을 포함한다. 지능형 서비스 운  최 화 기술로 클라우드 

엣지 기반의 고속 추론  최  학습을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 운용 최

화 기술에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앙 집 형 학습이 아닌 클라우드 엣지 

기반의 분산 업 학습을 지원하기 해 학습  추론, 재학습을 리할 

수 있는 머신러닝 워크 로우 엔진을 지원한다. . 분산된 엣지 환경에서의 

고속 학습 지원을 해 분산 딥러닝용 라미터 고속 통신을 제공하는 분

산 공유 메모리 버퍼 기술을 제공하며 지능형 엣지 서비스의 성능 보장을 

한 도메인 특화 AI 임워크는 범용 인 AI 임워크 제공이 아닌 

사  정의된 런타임 로 일러를 기반으로 서비스 도메인에 최 화된 AI 

임워크를 동 으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그림 3 지능형 엣지클라우드 서비스 

 Ⅴ. 결 론  

 5G 네트워크 보편화  사물인터넷 증으로 인한 데이터 폭증으로, 

단말 기기 주변에서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기존 앙 집 식 클라

우드 컴퓨 의 부하를 이고 서비스 안정성을 높이는 클라우드 엣지 컴

퓨  기술이 세계  트랜드로 부상하고 있다. 미래 ICT 서비스를 한 최

의 클라우드 엣지 컴퓨  인 라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엣지 SW 랫폼 

기술은 지속 으로 개발되고 발 할 것으로 상된다. 5G 기반의 지

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클라우드 엣지 SW 랫폼 기술은 향후 사

물인터넷, 인공지능, 클라우드 분야의 응용 SW  다양한 산업 도메인과

의 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 되어 지며 산업별 

특화형 클라우드 엣지 인 라로 활용될 것으로 상된다. 클라우드 엣지 

인 라의 고속 확장을 한 이종 서버지원 랫폼 호환 기술에서는 클라

우드 엣지 랫폼과 다양한 엣지 단말들의 연동을 지원하기 한 이종 

로토콜 메시지 로커 기술을 지원한다. 해당 로커를 통해 랫폼과 

MQTT  AMQP, CoAP와 같은 다양한 메시지 로토콜을 이용하는 단

말간의 통신을 지원함으로써 랫폼 호환성을 높일 수 있다. 서비스의 특

징  엣지 랫폼의 컴퓨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엣

지 인 라를 구성하기 한 가변형 서버 구성  리기술은 인 라 계층 

부터 서비스 계층까지 통합하여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  클라우드 엣지  코어 연동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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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분산환경의 블록체인 기술과 원격의료환경의 사물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경량화된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제안 

알고리즘은 향후 원격의료환경에서 요한 의료 상 독 기술에 활용함으로 분산된 문가들의 상 독 소견을 합의 알고리즘을 이

용해 통합하고 진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 환경에서 소명한 독 결과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IoT환경에 합한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격의료시스템 환경은 실시간 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인 원격의료 환경이 아닌 제시

된 의료 상을 일정시간동안 문가들이 독하고 합의된 독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비동기식 합의 알고리즘인  PBFT를 기반으로 

IoT환경에서 합하도록 합의 로토콜 과정을 최 화하 다.

Key Words : Telemedicine, Image-processing, Blockchan-IoT, PBFT, Consensus algorithm

Ⅰ. 서 론 

   블록체인이란 피어-투-피어 통신을 기반으로 분 산화 네트워크 환경

을 구축하여 거래내역을 체인 형식으로 형성함으로써 데이터 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술이다. 이미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IoT 와 모

바일 기기의 보안 취약성을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떠

오 르고 있지만 여 히 보안 험성이 존재한다.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의 

실제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검

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이 발

생하 고 이는 한정된 자 원을 사용하는 기존 IoT와 모바일 환경에 합하

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D2D(Device-to-Device) 환경에서 블록체인 시

스템을 용하기 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모바일 기기 통신과 블

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의 문제 을 해결하고 발 할 수 있는 방향을 보인

다. 한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들은 컴퓨  워를 요구하거나 네트워

크트래픽을 발생시키므로 상 으로 성능의 IoT 디바이스에 블록체인

을 도입하는 것은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IoT에 블록체인을 용할 때 합한 합의 알고리즘으

로 선택  블록체인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Ⅱ. 본 론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들은 컴퓨  워를 요구하거나 네트워크 트

래픽을 발생시키므로 상 으로 성능의 IoT 디바이스에 블록체인을 도

입하는 것은 문제 이 존재한다. 블록체인은 참여네트워크의 성격과 범

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퍼블릭블록체인, 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된

다. 한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해주는 합의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증명(PoW), 지분증명(PoS), 비잔틴장군문제(PBFT) 그리고 험된 

지분증명(DPoS) 구분할 수 있다. PoW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이 특정한 해

시 값을 찾기 해 경쟁하고 특정 노드가 해시 값을 찾는데 성공하면 블록

이 생성된다. 해시 연산의 특성상 역산이 어렵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여 단

순연산을 반복하면서 해시 값을 찾게 된다. 블록 생성에 많은 에 지가 소

비되며 컴퓨  워가 높은 노드일수록 블록 생성에 유리하다. PoS은 참

여 노드의 소유 지분에 따라 블록 합의 결정권이 달라지며, 노드의 지분이 

많을수록 해시 연산 난이도가 낮아진다. PoW보다 컴퓨  워 소모량이 

다는 장 이 있지만 소유 지분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

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PBFT는 비동기 시스템 상황에서 비잔틴 장군 

문제(악의 인 노드가있다는 가정 하에 노드들 간의 합의ㆍ도달)를 해결

하기 한 알고리즘이다. 노드  하나가 Primary 노드가 되어 자신을 포

함해서 모든 노드들에게 요청을 보낸다. 그 요청에 한 응답을 집계한 다

음 다수의 값을 이용해 블록을 확정한다. 이 합의 알고리즘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의 수를 알아야하고 네트워크가 부담해야할 통신량이 크다. 

DPoS는 지분 보유에 비례한 투표로 표 노드들을 선출하여 합의에 한 

권리를 임한다. 선출된 표 노드만 블록을 생성하기 때문에 PoW와 

PoS에 비해 합의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게 소요된다. 

 표 1은 기존 블록체인환경에서 표 으로 사용되는 합의 알고리즘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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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 것이다. 분산시스템에서 동기식 네트,워크 방식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한 PBFT 합의 알고리즘은 한 개의 primary 노드와 나머지  replica 

노드로 구성되어 총 3단계(pre-prepare, prepare, commint) 합의 과정을 통

해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받은 작업에 합의하는 비동기식 합의 알고리즘

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격의료시스템 환경은 실시간 으로 이루어

지는 일반 인 원격의료 환경이 아닌 제시된 의료 상을 일정시간동안 

문가들이 독하고 합의된 독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비동기식 합의 

알고리즘인  PBFT를 기반으로 IoT환경에서 합하도록 합의 로토콜 

과정을 최 화 한다. 

Power Traffic Synchronous Type

PoW High Low Synchronous Public

PoS High Low Synchronous Public/Private

PBFT Low High Asynchronous Private

DPoS Midium Low Synchronous Public/Private

표 1 합의 알고리즘 비교

1. 제안 알고리즘 

  블록체인은 분산화 환경으로 기존 앙화 시스템과는 조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안 환경에서는 특별히 구성된 원격의료 참여자를 한 

라이빗 블록체인 형식으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는 크게 

진료에 참여하는 환자 노드와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일명 채굴자 노드로 

구분할수 있다. 환자 노드는 거래(transaction)을 생성하여 채굴자 노드에

게 공표하고 채굴자 노드는 검증되지 않은 노드를 모아서 검증하고 블록

에 담는다. 이후 채굴자 노드는 블록에 담긴 거래들이 수정되지 못하게 하

기 해 작업증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원격의료 시스템에 독하고자하는 

의료 상이 공시되면 상 독을 한  를 생성한다. 문가들은 

상공고를 보고 독 요청값(request), 식별값( ), IoT 네트워크 주소

( )를 해시값과 같이 다이제스트를 생성하고 자신의 서명값으로 서명

하여 메시지 M을 공시자에게 달한다. 

  






 


                                (1)

그림 1 원격 상 합의 로토콜

  공시자는 등록된 문가 풀( )에 해당하는 블록넘버 와 에 

해당하는 블록의 리스트, 독시간 , 타임스탬 를 이용해

  
, IV를 달한다. 만약 요청한 IV 해당 

풀의 마지막 IV라면 풀의  에서 하나의  를 선출하나고 

나머지를 로 선정하게 된다. 

  제안 로토콜에서 사용된 합의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하기 해 기존 

합의에 참여한 총시간은 체 분사원장 생성시간(h)와 I번째 의사가 상

독에 참여한 시간(Si)를 이용해 표2와 같이 계산하고 PBFT 합의 알고리

즘과 합의에 참여한 총 참여 시간과 평균 참여시간 그리고 메모리 양을  

비교한 결과 제안 합의 알고리즘이 평균 참여시간과 메모리양에서 우수함

을 증명하 다. 

PBFT Proposed

각 의사가 상 독에 

참여한 총 시간

 




의사가 독에 

참여한 평균시간 


  



 




  






 



검증에 사용된 

메모리 양
 




표 2 합의 알고리즘 비교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 시스템의 신뢰성과 무결성  보안 검증을 해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하 다. 제안 로토콜의 안 성을 해 

PBFT 합의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기존 PBFT 합의 알고리즘과 성능을 비

교한 결과  IoT 환경에서도 안정 으로 사용될 수 있게 최 화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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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oT 기술은 차 발 하고 있으며 련 서비스와 기술들이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IoT 기술은 사용자의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양날의 검처럼 큰  한 가지고 있다. 때문에 보안의 요성이 떠오르며 련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는 연구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 에서 종단간 보안을 해 DTLS를 사용하며 특히 성능이 제약된 기기에 생기는 부하를 이

는 데 이 맞춰져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역시 네트워크 에서 DTLS 로토콜의 부하를 이기 해 기존의 X.509 인증서가 아닌 

경량화된 인증서인 ECQV 인증서를 사용하는 DTLS 로토콜을 제안한다. 한 제안기법을 실제로 구 하고 기존의 보안 모드인 PSK, 

RPK 모드와 비교  분석한다.

Key Words : IoT, End to End Security, DTLS certificate 

Ⅰ. 서 론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기술은 최근 스마트 기기의 보

과 더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여러 기업에서 련된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  상용화하고 있다. IoT 환경은 성능이 제약된 기기(Constrained 

Device)로 이루어진 LoWPAN(Low-power Wireles Personal Area 

Networks)이다. 때문에 일반 데스크톱 환경의 보안을 용하기 힘들어 상

용화된 제품과 서비스에는 부분 보안이 용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IoT 

서비스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의료기기 등과 같이 차 인간의 생

명과 일상생활에 해지기 때문에 보안은 꼭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 

표 화 단체인 IETF의 여러 워킹 그룹과 국내외 학  기업연구소에서 

네트워크 에서의 보안이 연구되고 있다. 네트워크 의 보안은 기기

와 환경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기존의 

WSN(Wireles Sensor Network) 보안과 달리 종단간 보안을 요구한다는 차

이 이 있다[1][2].본 논문에서는 종단간 보안을 해 ECQV(Eliptic Curve 

Qu-Vanstone) 인증서를 사용하는 DTLS(Data gram Transport Layer 

Security)를 실제 환경에서 구 하고 PSK(Pre-Shared Key), RPK(Raw 

Public Key)모드와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 

 

Ⅱ. ECQV 기반의 I oT보안 로토콜

1. IoT 로토콜 

IEEE802.15.4는 LR-WPANs(Low Rate Wireles Personal Area 

Networks)의 PHY계층과 MAC계층을 정의하는 표 이다[3]. 이 표 에서

는 MTU(Maximum Transmision Unit)을 127바이트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데이터를 송할 시 단편화  재조립이 필요하다. 한 IPv6 

인 라를 사용할 경우 UDP(User Datagram Protocol)와 IPv6 헤더가 추가

되는데 이 추가되는 헤더로 인해 사용 가능한 페이로드의 사이즈가 54바

이트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해 6LoWPAN(IPv6 

over Low power Wireles Personal Area Network)을 사용한다. IETF의 

6LoWPAN 워킹 그룹에서 제정된 표 으로, 데이터 송 속도가 느린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하는 LoWPAN에서 헤더 사이즈가 큰 IPv6 패

킷을 효율 으로 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응 계층(Adaptation Layer)이

다[4]. IEEE 802.15.4를 기반으로 한 환경에서 IPv6와 UDP를 사용하게 된

다면 큰 헤더의 사이즈 때문에 헤더 압축 기술이 필요하다. 6LoWPAN은 

헤더 압축을 지원하는 데 이를 이용해 헤더를 최 로 압축한다면 사용가

능한 페이로드가 최  97바이트까지 늘어나게 된다. 추가 으로 

6LoWPAN은 단편화와 재조립  Mesh-routing 등의 기술을 지원한다. 

RPL(IPv6 Routing Protocol for Low-power Losy Networks)은 IETF의 

ROL(Routing Over Low power and Losy networks) 워킹 그룹에서 제정

된 표 이다[3]. RPL은 성능이 제약된 노드들로 이루어진 LLNs 환경에서 

루트를 심으로 DODAG(Destination Oriented Directed Acyclic Graph)

를 형성하여 최 의 라우  경로를 설정하는 로토콜이다. 이 로토콜에

서는 루트와 노드의 거리를 나타내는 값인 RANK를 사용하는 데, 이 값을 

포함한 DIO(DODAG Information Object)와 DAO(DODAG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50 -



Advertisement Object)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의 치를 계산하고 부모와 

자식 계를 형성해 최 의 경로를 악한다. CoAP(Constrained 

Aplication Protocol)은 IETF의 CoRE(Constrained RESTful 

Environment) 워킹그룹에서 제정된 표 으로 UDP를 기반으로 한 IoT환

경을 애 리 이션 단에서 제어하기 한 목 을 가진다[6]. HTTP를 기

반으로 한 이 표 에서는 데이터의 기 성과 무결성 등의 보안을 용하

기 해 DTLS의 사용을 권장한다. CoAP은 DTLS를 사용해 세가지 보안

모드인 PSK, RPK, 인증서 모드를 지원한다.

2. EQCV 인증서 기반의 로토콜

IoT 환경은 주로 성능이 제약된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기들은 

종단간 보안을 해 통신 주체간의 DTLS 연결을 진행하며 세션키를 생성

한 뒤 해당 세션키를 사용해 안 한 통신을 할 수 있다. 기존에 리 사용

되는 X.509 인증서는 PKI(Public Key Infrastructure)에서의 표  인증서 

형식이다. 인증서는 CA(Certifcate Authority)가 공개키, 서명, 식별자 등

의 데이터를 사용해 생성한다. X.509 인증서 내부에는 공개키가 명시되어 

있으며 CA와의 통신을 통해 해당 인증서에서 공개키를 추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인증서는 IoT 환경에 합하지 않은데 이유는 사이즈가 수

백 바이트에 이르기 때문에 단편화와 재조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out-of-band 유효성 검증이 필요해 부하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림 1 제안 시스템

ECQV 인증서는 Implicit Certifcate의 종류  하나로 공개키와 자서

명을 별도로 명시하는 기존의 X.509 인증서와 달리 공개키와 자서명을 

하나의 Reconstruction 데이터로 융합해 인증서로 사용한다. 

그림 2 ECQV 인증서 발 과정

CA의 공개키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연산을 통해 이 데이터에서 소유자

의 공개키를 쉽게 추출할 수 있으며 사이즈 한 EC(Eliptic Curve)포인트 

1개의 크기밖에 되지 않고 인증서의 유효 기간을 짧게 하여 CA와 의 통신

을 통한 인증서 취소 여부 확인의 부담을 여 추가 인 부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IoT 환경에 합하다. ECQV 인증서는 (그림 2)과 같은 발

과정을 거쳐 발 된다. 발 자는 CA와 타원곡선 라미터를 합의하고 CA

의 공개키를 받는다. 그 후 랜덤한 값을 생성하고 자신의 식별자와 함께 

발  요청을 하면 CA는 받은 데이터와 추가 인 재료들로 발 자의 

ECQV 인증서를 발 해 다. 본 논문에서는 종단간 보안을 해 기존의 

DTLS 로토콜에 새로운 보안모드인 ECQV 인증서를 사용하는 모드를 

제안한다. 제안기법은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CA로부터 ECQV 인증서를 발

받는 Setup 단계와 발 받은 ECQV 인증서를 사용해 DTLS Handshake

를 진행하는 Handshake 단계의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  setup 단계를 

통해 DTLS Handshake에서 ECQV 인증서를 사용하기 해서는 사 에 

ECQV 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실제 

환경에 배치되기 에 CA와의 통신을 통해 자신의 ECQV 인증서를 발

받는다. 두 번째로 Handshake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LoWPAN의 어떠

한 노드와 안 한통신을 원할 때 해당 노드에게 DTLS 연결을 요청한다. 

이 때 클라이언트는 LoWPAN 내의 모든 노드들의 주소를 담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TinyDTLS는 IoT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

발된 경량화된 오 소스 DTLS이다. 기본 보안모드로 PSK, RPK 모드를 

지원하며 큰 크기의 X.509 인증서를 사용하는 인증서 모드는 성능상의 이

유로 지원하지 않는다. 추가 으로 TinyDTLS의 RPK 모드에서 사용하는 

ECC 모듈은 최 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micro ECC 모듈을 별도로 

용해 사용하 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직 인 DTLS 연결을 하기 해 경량화된 인증서인 

ECQV 인증서를 사용하 다. ECQV 메커니즘은 가벼운 ECQV 인증서를 

사용해 상호 인증은 물론 키 추출도 간편하다는 장 들이 존재한다. 실제

로 구   성능평가를 진행하 고 메모리 소모량, 시간 소모량의 측면에

서 기존의 보안모드들에 비해 월등한 모습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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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기반 IoT 환경에서 보안 취약  분석을 통해 보다 안 한 IoT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를 분산 장하여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한다. 네트워크상의 기기들이 서로 통신을 하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서 보안성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국내외 으로 블록체인 기반 IoT 기술 개발을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들을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사물인터넷(BIoT)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

과 보안상 취약 에 해 분석하고 향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Key Words : Blockchain, IoT, Security, Vulnerability, 

Ⅰ. 서 론 

4차 산업 명은 주요 특징인 연결성과 기기의 지능화, 인공지능, 맞

춤형 서비스, 효율성 등을 통해 인류의 삶에 높은 효율성을 가져올 것으로 

상되지만, WiFi와 IoT의 낮은 보안성과 이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 한 간 리자 없이 익명으로 공유되는 정보들의 정보 독  상

과 높은 운 비용 등으로 인해 해결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환경으로서의 IoT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확장성과 보안 

등이 IoT 도입의 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어, IoT의 이러한 단 을 보완하

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다양한 4차 산업 명에서의 요구사항을 실 하기 

해 블록체인(Blockchain)을 활용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1]. 블록체

인은 기존에 앙에서 리하던 데이터를 네트워크 내의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  검증함으로써 거래 기록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한

다. 디지털 통화로서 가능성을 보여  비트코인에 용된 블록체인은 

Smart Contract라는 개념이 등장하며 부동산 계약, 작권, 투표 등 다양

한 서비스에서의 도입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 특히 IoT기술을 기반으로 유

통산업에서 활발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블록체인을 

도입할 경우 일부 보안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존 블록체인은 거래에 최

화되어 있으며 합의 알고리즘 한 IoT환경에 합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

이 존재한다[2].

블록체인은 분산데이터베이스로서 네트워크 참여자들끼리 데이터의 

무결성  신뢰성을 확보한다. 악성 노드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조  변

경하려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참여자의 50%이상을 동시에 조작해야 하

기 때문에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을 높여 다. 기존 블록체인 참여자의 실제 참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블록체인은 모든 참여자가 검증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이 발생하 고 이는 한정된 

자 원을 사용하는 기존 IoT와 모바일 환경에 합하지 않다. 

기존 연구에서는 D2D(Device-to-Device) 환경에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용하기 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기존 모바일 기기 통신과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의 문제 을 해결하고 발 할 수 있는 방향을 보인다. 한 

블록체인의 합의 알고리즘들은 컴퓨  워를 요구하거나 네트워크트래

픽을 발생시키므로 상 으로 성능의 IoT 디바이스에 블록체인을 도입

하는 것은 문제 이 존재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의 비교 분

석을 통하여 IoT에 블록체인을 용할 때 합한 합의 알고리즘으로 선택

 블록체인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제안 한다. 

Ⅱ. 블록체인 사물인터넷환경의 보안 취약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을 생성할 때마다 무결성을 보장하기 해 

이 에 생성된 모든 블록을 검사한다.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징 때문에 사

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블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 블록 검사시간

이 길어지고 서비스 속도는  느려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물간의 통신을 주고받는 개념인 IoT의 발 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 IoT를 통해서 기존의 사람과 사람사이에서만 필요

하던 통신이라는 개념이, 음성에서 정보로, 정보가 기기에서 사람,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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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된다[3].

산업 환경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하는 시스템, 로

세스, 머신에 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IoT 도입을 통해 해결

했다. 재산업 부문에서 IoT의 도입율은 62%에 달했으며, IoT를 도입계

획 인 경 자의 72%가 IoT가 비즈니스 효율성을 향상 시킬 것이라고 응

답했다. 이를 통해 산업부분에서 IoT의 사용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는 것을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IoT 기기들이 한 보안 

조치 없이 방치되어 조직을 공격에 취약하게 노출시키고 있다.

IoT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용시키면 망의 보안은 에 띄게 좋아지지

만 기기들의 보안과는 무 하다 공격자가 보안 수 이 낮은 기기를 해킹

하여 잘못된 데이터를 생성할 경우 이 데이터가 그 로 블록에 장된다. 

연결된 블록 내용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서비스 사용자에게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하게 된다. 블록체인으로 연결된 IoT 기기의 경우 서비스를 이용

할수록 블록이 되기 때문에 기기에 장하는 데이터 용량이 증하게 

된다[3]. 이 데이터를 모든 노드에 복제하려면 기기의 용량 문제 뿐 아니라 

네트워크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이를 이용해 정상 인 데이터를 량으로 

시키면 IoT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타내려고 할 

때 검색 속도가 하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 거래상 취약

IoT 서비스에 거래 서비스를 용한 경우 편리한 거래를 해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 계약은 스크립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코드에 결함이 존재할 수 있으며 계약이 복잡할수록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 이를 악용할 경우 비정상 인 코드 실행을 일으켜 자

산을 손실시키거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스마트 계약 코

드에 존재했던 취약 으로 인해 년 2016년 750억 원 정도의 손해를 입었던  

DAO 사건과 2017년 370억원 가량 피해를 봤던 해킹 사건이 발생하게 되

었다[4]. 한 스마트 계약을 진행할 때 계약서는 스크립트로 송된다. 이

런 경우 안 성이 결여된 교환 환경일 경우 이 과정에서 스크립트가 훼손

되거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인증시 취약

IoT 서비스에서 기기 간 인증시 복잡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없

다[5]. 이를 이용해 정보를 도청하거나 인증정보를 탈취할 경우 특정 기기

를 사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을 용할 경우 노드들의 정보를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들을 검증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지만 공격자가 참여한 노드  과반수

의 기기를 장학할 경우 합의를 가로챌 수 있게 된다[6]. 과반수 동의로 네

트워크 상 기기들에게 정상 인 기기로 인식될 경우 해당 네트워크의 

근 권한을 획득하게 되는 취약 이 존재한다. 표1은 IoT환경에서 발생되

는 취약 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유형 주요내용

한계 되는 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할수록 블록이 됨

 용량이 늘어나 속도가 느려짐

데이터 

리

보안수  불일치

 IoT 기기들의 보안수 이 모두 다름

 보안수 이 낮은 기기를 통해 공격 

받을 가능성이 높음

네트워크 오버헤드
 공격자가 량의 데이터를 시킬 

경우 정상 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거래

자산손실  코드가 변조된 경우 인 손해

개인정보침해
 스크립트 교환 환경이 안 하지 않으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음

인증 합의가로채기
 참여자  다반수의 기기를 장악하면 

네트워크에 근 가능

표 1 취약  정리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원본 논문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한계 과 IoT

데이터 리 거래 인증 세 가지의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 에 

해 분석하 다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활발하게 이 진다면 블록체인을 

용한 서비스 IoT의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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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5G 이상의 새로운 연결 기술, 엣지  포그  컴퓨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진화

하고 있고, 이런 IoT 서비스는 물리  공간과 디지털 공간을 동기화하는 공간을 구성하면서, 사람과 사물, 사물들 간의 엣지에서 사물객

체들과 자율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 인식  학습을 통해 엣지의 분산지능을 기반으로한 자율지능 기반의 IoT 서비스 형태로 발

하는 사회에서 엣지컴퓨 의 기술동향을 살펴본다

Key Words : IoT, End to End Security, DTLS certificate 

Ⅰ. 서 론 

최근 통신  컴퓨터시스템을 변동시키는 패러다임으로 엣지컴퓨 이 

언 되고 있다. 4차산업 명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 팩토

리(smart Factory)라고 할 수 있다. 특히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 기술

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더더욱 엣지 컴퓨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실이다. 효율 인 데이터 처리가 필수

인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신속성을 요구하는 단순한 데이터의 경우 엣지에

서 처리하고 고도한 정  분석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앙데이터센터로 

송되어 운 된다[1]. 사물인터넷 서비스는 5G 이상의 새로운 연결 기

술, 엣지  포그(Edge/Fog) 컴퓨  기술, 블록체인  인공지능(AI) 기술 

등의 융합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2]. 이런 IoT 서비스는 물리  공간과 디

지털 공간을 동기화하는 공간을 구성하고, 사람과 사물, 사물들 간의 엣지

에서 사물객체들과 자율 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상황 인식  학습을 통해 

엣지의 분산지능을 자력으로 증강시켜가는 자율지능 기반의 IoT 서비스 

형태로 발 하고 있다. 엣지컴퓨 은 노드에서의 데이터 로세싱을 앙

집 식 클라우드 방식보다 종단노드 인근에서 수행하여, 지연시간을 이

고 비용 감 기반의 효율  분산컴퓨 을 실행하는 컴퓨  방식을 의미한

다. 이러한 엣지컴퓨 은 앙집 식 클라우드 서비스와 기존 인 라를 

체하는 형태가 아니라 력  보완 형태의 모델로 발 하고 있다. 엣지컴

퓨 이 데이터 생성의 인  지 에서 처리되는 방식이라면 포그컴퓨 은 

엣지 처리 데이터를 엣지에서 종단으로 가져오는 네트워크의 연결까지 포

함한다. 객체들과 자율  업이 가능한 지능형 IoT 구 은 국내외에서 여

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습  지능화, AI  지능화 반도체, 다 속 엣지

컴퓨 (MEC) 랫폼, 5G 네트워킹 기술들을 기반으로 시범사업  상용

화 경쟁과 함께 실 이 가속화되고 있다. 

IoT의 지능 구 은 클라우드 방식의 지능 이용과 사물객체에 지능을 

탑재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분 가능하며, 각 방식은 인지서비스 알고리즘과 

학습엔진 랫폼을 활용하여 자율  의사결정을 구동하는 구조를 포함한

다. 클라우드 심  IoT 서비스는 수년간 역폭, 지연, 무정 , 자원 제

약, 보안 측면의 한계 들을 해결하기 해 주로 네트워킹이나 스토리지 

등의 컴퓨  자원을 데이터소스나 사용자 애 리 이션 근처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앙처리식 클라우드컴퓨 을 개선  확장[2]시키는 메

커니즘이 부분이었으나, 실시간 데이터처리 성능과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방식의 경제성이 두되자 개선 안으로 엣지  포그 컴퓨 이 이

슈를 넘어 효율  해법으로 최근 상용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산학연

의 정  응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율지능 기반의 효율  

IoT 서비스를 한 엣지컴퓨 의 기술  연구 동향을 바르게 악하고 

최근 이슈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엣지 컴퓨 의 기술과 동향 이슈

1. 자율형 IoT  

지능 기반의 자율 인 데이터처리 치를 엣지(사물) 근처로 환하는 

엣지컴퓨 기술이 진되는 상황이고, 산업 반에서 디지털 환(DX)과 

디지털 트  기술 도입이 확산되어 실  가상세계의 통합과 IoT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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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요구구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개발의 이 연결, 지능, 자율단

계로 환됨에 따라 엣지사물은 사람의개입 없이 AI등 지능기반으로 자율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발 하고 있다. 이는 클라우드 기반 지능사회에서 

엣지사물 심의 자율지능형 사회로 진화함을 의미한다. 수많은 디바이스

의 연결에 의한 복잡계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디바이스 성능이 고도화하

면서 클라우드 서버지능이 엣지 서버로 이동하는 탈집 화가 진행되고 있

다. 이는 앙집 식 지능기반의 데이터 수집처리 방식보다 분산지능 기반

의 처리방식이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산된 지능의 자율  

력을 제로 한다. 기존의 학습, 추론, 인식에 집 된 AI의 다음단계는 

력지능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으며, 이는 분산지능 환경을 제로 

한다. 이러한 분산지능 기술은 IoT연결 말단 사물에 지능을 부여하고 상황

을 실시간 처리하는 지능형 IoT 단계 입에서 자율형 IoT 단계를 지향하

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분산지능 기술은, 문제를 분할 분산노드에서 처

리하는 방식(DPS: Digital problem solving), 이종의 분산노드 환경에서 

업과 동의에 의헤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MAS: Multi agent system), 동종

의 분산노드 환경에서 정해진 규칙과 차를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 방법

(SI: Swarm Intelligence), 병렬처리시스템 기반의 AI(PI: Parallel AI)방식

등으로 분류된다. 각 기술에 한 알고리즘 개발과 활용방안의 검토가 진

행되고 있다. 국내 ETRI는 복잡계 문제의 해결을 해 분산 사물지능의 

업기술과 연결 공간에서 미션의 자율  인지기술 개발을 추진 이다.

2. 포그컴퓨  

IoT 어 리 이션에서 클라우드와 디바이스의 2개 계층(Two tier)구조

만으로 수많은 디바이스에서 요구되는 모든 통신  데이터 로세싱의 

지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지원된다 해도 확장이나 지

연, 반응시간은 매우 제한 이다[3]. 즉 실시간 반응성과 동시에 서비스품

질, 보안  개인보호, 반응 치 인식은 2개 계층 구조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으로 일반  클라우드의 트래픽 이슈 극복을 한 클라우드 

경량화 센서를 통합하는 구조나 2개 계층 간에 데이터 스토리지를 두고 

컴퓨  계층을 증가시키는 구조가 다수 제시되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 트

래픽을 측하기 해 제시된 5G 무선 시스템은 이종네트워크의 분산 실

행  리를 해 로벌 력이 필요한 상황이다.포그는 클라우드 자원

을 IoT 디바이스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로그래   통신 패러다임을 지

칭하며, IoT와 클라우드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처럼 작용한다. 

포그컴퓨 은 여 히 기상태이며 IoT 어 리 이션의 민감도에 따른 처

리 방법  치, 송신데이터 크기 감소, 장  교환 데이터의 보안  

개인보호, 포그 노드나 이종 디바이스간의 통신분야  특성 개선에 개선 

노력이 집 되고 있다. 이종 솔루션들에 한 평가, 통합, 응용가이드에 

한 다양한 제안들도 있다. 이와 같이 부분의 포그컴퓨  련 내용이 다

양한 보안  디바이스간 통신 특성들에 집 하고 있어도 체 시스템 측

면에서의 포그컴퓨  내용을 제공하지는 않는다.IoT의 특정 시나리오보다 

일반  포그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수많은 연구와 분석에도 IoT 요구사항

과 핵심구성요소에 한 명확한 포그컴퓨 과의 형성 계는 발견하기 어

렵다. 재의 IoT 어 리 이션은 일반 으로 이동성지원, 규모의 지리

 분산, 치인지, 지연을 요구하고 있으며, IoT 디바이스와 클라우드간

의 직 연결과 같은 일반  구조는 더 이상 하지 않다는 인식이 부

분이다. 즉 이러한 인식은 클라우드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송신하기  디

바이스 데이터의 처리를 해 분산지능을 가진 특정기능이 부가된 간

 계층을 필요로 한다. 모바일 에이 트는 운 환경의 찰과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분산시스템이나 디바이스 간에 자체 실행  이동을 자동제어할 

수 있는 소 트웨어 기반 에이 트이고, 다수 모바일 에이 트의 통합 시

스템은 다 에이 트시스템(MAS)이며 5G 환경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IoT 기반 엣지컴퓨  설계의 핵심고려사항은 반응시간과 네트워크 지

연의 극복, 네트워크와 로세싱 비용의 감, 스몰데이터에 의한 컴퓨  

효율, 엣지컴퓨  지원 클라우드 능력, 운 자율성, 보안범  축소와 험 

감소 등이며, 클라우드 완  체가 아닌 보완 컴퓨  안이라는 을 이

해하는 것이 요하다.

 

 Ⅴ. 결 론 

 엣지컴퓨  확산을 가속화하기 해 최근 오 포그 컨소시엄(OpenFog 

Consortium, OFC)과 산업용 인터넷 컨소시엄(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IIC)이 합병하 다. 시스코, 주니퍼, 마이크로소 트 등이 주

도하는 IIC는 주로 IIoT 확산을 통한 비즈니스 신에 을 두고 있으며, 

OFC는 포그컴퓨 으로 IoT나 5G, AI 애 리 이션과 련된 역폭, 지

연, 통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을 두고 있다. 자율지능형 IoT 서비스를 

한 엣지컴퓨  기술의 배경과 이머징에 한 이슈화와 상품화에도 불구

하고 아직 규모가 작은 포그컴퓨 과 분산 클라우드렛 서비스 등으로 이

해하는 측면도 있다. 근본 인 엣지컴퓨 의 목 은 수요  공 자 모두 

최  IoT 서비스를 도출하기 해 비용 비 효과 인 컴퓨 의 구 이다. 

규모 IoT의 추진에서 핵심은 엣지컴퓨 의 구조  경제  합성의 당

성을 찾는 일이다. 자율  지능화 기술 기반의 엣지컴퓨 의 시 과 구

축을 한 테스트베드 사업  검증도 요하지만 표  기반으로 자율지

능의 신뢰도, 엣지 게이트웨이  랫폼, 로세싱 알고리즘, 노드 네트워

크, 메모리, 구조, 기존 온 미스 결합 방안 등에 한 합성 단과 방

법론 개발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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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시각장애인을 한 안 한 보조 보행 지팡이에 음  센서  외선센서, 색상인식 센서와 진동모터를 장착하여  

기상황을 탐지하고 진동으로 미리 알려주는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 지팡를 설계하고 구 하 다. 지팡이는 센서를 활용하여 거리를 

인지하고, 도로 의 상치 못했던 재물이나 웅덩이를 감지하면 지팡이를 잡는 손잡이 부분에 장착한 진동모터가 작동하여 진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이 험에 사  처할 수 있도록 하 다. 장애물이나 움직임 감지를 한 음  센서와 외선 센서 

 색상인식 센서를 지팡이의 하단부와 앙에 장착하여 보행  방장애물과 하단 장애물을 감지하여 진동하고 황색 자블록 타일 

등을 감지하여 보행 유도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스마트 지팡이는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IoT기술을 목함으로써 시각장애

인의 보다 편리하고 안 한 보행을 돕는 스마트한 지팡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음 센서, 외선센서, 색상인식 센서 

를 장착한 아두이노 기반의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 지팡이 시작품을 구 하여 그 성능을 시험하 다.  

Key Words : 시각장애인, 지팡이, 아두이노, 장애물 인식 센서

  

Ⅰ. 서 론 

 시각 장애인의 이동은 비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불편하고 

험하다. 기존의 지팡이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험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로 장애인용 보도블록에 의존한채 감

각 으로 체해 왔었다. 재   IT 기술을 조 만 목시켜도 그들의 

험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스마트 지팡이를 개발하게 되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지팡이에 스마트지팡이에 음 센서를 

용하여 보행 에 방 장애물과 하단 장애물을 감지하여 진동하게 하 고, 

조도센서를 달아 LED에 연결하여 야간에 스마트 지팡이의 조명을 담당하

게 하 으며, 색상인식 센서를 아래쪽 하단에 설치하여 황색 자블록의 

색상을 인식하여 진동할 수 있도록 구  하 다. 외선센서는 보행 에 

발생할 수 있는 험 상황을  감지하여 진동으로 알림을  수 있도록 구

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서론, 제 II장에서

는 센서들의 구성, 소 트웨어 순서도와  로그램  소스, 하드웨어 구성을 

다루고 제 III장에 결론을 기술하 다.

Ⅱ. 본 론 

  본 개발물은 주로 시각장애인을 한 안 한 보행 보조 역할을 하도록 

설계  제작되었으며, 지팡이가 하는 역할에 IoT기술이 곳곳에 목하여 

융합된 스마트지팡이 이다. 이를통해 사용자들에게 안 한 보행을 제공하

여 시각장애인으로써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웅덩이나, 

표면이 고르지 못한 보행도로에서 인식하게 하 다. 본 에서는 본 스마

트 지팡이의 하드웨어 구 에 해 기술하고자 한다. 

  기존에 개발된 스마트지팡이는 가속도 센서와 음 센서를 장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여 경고해주는 지팡이를 개발하 다[1]. 그 후 LED 조명

을 사용하여 치정보를 수집하는 지팡이로도 개발되었다[2]. 

해외의 연구로는 2013년 장애물 발견시 진동모터를 장착하여 진동을 울리

는 지팡이도 연구개발되었다[3].

  본 연구는 스마트지팡이의 색상인식 센서, 외선 센서, 음 센서등을 

코딩하여 구 하고, 조도센서로  낮과 밤을 인식하게 하여 시각장애인과, 

주 의 보행자에게 인지하게 하여 안 을 보장하게 설계하 다. 이를 로

우차트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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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구성도

  본 논문에서 구 하고자 하는 스마트지팡이의 제작 구성도는 다음과 같

다. 

2. 회로구성도 

회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

           

   

그림 1 소 트웨어 순서도

그림 2 제작구성도

그림 3 회로구성도

3. 주요 코딩소스 

그림 7 색상인식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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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IoT 기술을 목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 한 보행을 돕는 지능형의 스마트 지팡이를 설계하고  

구 하 다. 특히 음 센서를 지팡이의 앙과 하단에 설치함으로써 보

행 에 방과 하단의 장애물을 모두 감지하며 하단부에 외선 센서를 

통해 웅덩이나 굴곡 등의  지면 상태와 움직이는 물체 등을 감지함으로써  

시각장애인으로 하여  험에 사  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 장착된 LED 조명 기능은 야간에 지팡이

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치를 알려 으로 시각장애인의 안  사고 방에

도 도움을  수 있다고 단된다.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는 IoT 기술과 결합하면 응용 분야가 넓어지고 기

능 으로 개선된 제품들의 개발이 가능하며, 기존에 연구되어온 모션센싱 

기술이 시각장애인을 한 모션센싱에 용되어[4]  지팡이의 회 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는 있는 등, 실용 이고 효과 인 연

구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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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외선센서코드

그림 5 조도센서코드

그림 6 음 센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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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을 말하며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기업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AI 로봇, 분석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농업에서도 드론이나 스마트팜(Smart Farm)

같은 AI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 가정에서는 AI 스피커가 가정 내 기기들과 연결되어 가족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등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다.

◦ 사회가 인공지능 기술과 가까워짐에 따라 인공지능을 통해 변화된 사회를 인식하고 본인의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해서는모든학생이기초소양으로서인공지능에대한기본적인지식과역량을갖추고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 인공지능 인재 핵심 역량

◦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직무 분야에 능동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서비스·제품·앱 등을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공지능분야에대한특별한훈련과반복된경험을바탕으로인공지능관련플랫폼, 알고리즘등신기술을개발및구현

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그림 2. 인공지능 단계별 역량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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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세계주요국은기존디지털리터리시와컴퓨팅사고력함양교육의확장개념으로인공지능, 데이터과학등을교육내용

에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

◦ 초·중·고등교육을 단계별로 교육하거나 인공지능 기초지식 함양을 위한 STEM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

-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 취약 계층 등 일반 국민 대상으로 AI 관련 교육 확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인공지능 수용성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 핀란드 전 EU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인공지능 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수료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19.12월 기준 22만명 이상 등록

(www.elementsofai.com)

◦ 세계 주요국은 AI+X 등 융합 역량 확보를 위해 인재 및 산업인력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교과목 신설 등

학과 체계 개편 및 석·박사 인력 양성을 통해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그림 3. 세계 주요 국가별 인공지능 교육 정책

◦ 국내에서는 초·중학교 SW교육이 필수화되었으나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고등학교 이후 SW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현저히 미흡한 실정이다.

- 인공지능전문가양성을위한대학·대학원이태동중이나국내인공지능기술수준은미국대비 81.6%에불과(’18)하다.

- ICT 분야뿐만아니라全산업(금융, 제조, 유통, 농업등)에서인공지능활용이예측되고있으나, 인공지능적용을위한

재교육 등 융합교육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4. 국가별 ICT분야 인력 분포 및 국내 SW인력 부족 현황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62 -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유사 장비 및 매체와의 차별성 등)

◦ 인공지능 실습을 위한 다중센서 연동 교육용 키트는 학생이 쉽게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을 구현하는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활용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인공지능교육은딥러닝에대한이론수업을바탕으로 PC 기반으로예제를실습하는형태로구성되어있어,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육용키트는 PC가아닌임베디드보드를사용하며다양한센서와의연동을통해현업에서바로적용가능한제품형태

로 실습이 가능하다.

◦ 인공지능 적용을 위한 linux 기반의 임베디드 보드 개발환경 구축 및 센서 연동 드라이버 적용, 학습 데이터 취득 및

학습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그림 5. 교육용 키트 구성도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 인공지능 임베디드 보드 개발환경 구축

- 교육용키트에제공되는인공지능임베디드보드를다중센서보드, IP 카메라, 디스플레이장치와연동하기위한개발환

경 구축을 실습한다.

- 인공지능임베디드보드와다중센서보드, IP 카메라, 디스플레이장치룰물리적으로연결하는방법을설명하고실습한다.

◦ 인공지능 임베디드 보드 다중센서 연동

- 교육용 키트에 제공되는 인공지능 임베디드 보드와 다중센서 보드를 연동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 다중센서 보드의 각 센서 위치와 연결 방법, 결과값에 대해 설명하고 결과값을 출력하는 것을 실습한다.

◦ 인공지능 기반 사람 검출 및 추적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예제

- 카메라를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고 카메라로부터 입력받은 영상을 이용하여 딥러닝 네트워크를 통해 검출된 사람의

- 영역을 표시하고, 카메라의 Pan-Tilt를 제어하여 사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 사람을 검출하는 딥러닝 네트워크에 설명하고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카메라의 Pan-Tilt를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명령에 따라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을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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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능형 CCTV 예제 플로우차트

◦ 인공지능 기반 공의 방향, 속도, 거리 측정이 가능한 스포츠 시뮬레이터 예제

- 스포츠매트위에카메라를위치시키고카메라로부터입력받은이미지를영상처리하여공의방향, 속도, 위치를획득하

여 디스프레이 장치에 공의 궤적, 거리, 각도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습한다.

-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순서와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림 7. 스포츠 시뮬레이터 예제 플로우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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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교육용키트는인공지능임베디드보드, 다중센서보드, 무선 IP 카메라, 디스플레이이장치, 실습지침서로구성되어있다.

- 기존제품과달리인공지능임베디드보드는 NPU 기반 SoC를적용하여최대 4개의보드를동시연결하여인공지능

장치에서 중요한 병렬 프로세싱 실습이 가능하다.

- 다중센서보드는심박수/산소포화도측정센서, 연기측정센서, 제스처인식센서, 압력센서, 조도센서, 온/습도센서로

총 6가지로 구성된다.

- 무선 IP 카메라는인공지능임베디드보드와원격으로접속이가능하여다양한위치(근거리, 원거리)에적용할수있다.

- 디스플레이 장치를 통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과 확인 및 디버깅이 가능하다.

그림 8. 인공지능 교육용 키트 하드웨어 구성도

◦ 현업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실습 예제를 제공한다.

- 인공지능 기반 사람 검출 및 추적이 가능한 지능형 CCTV 예제

그림 9. 지능형 CCTV 구성 및 결과영상 예시

- 인공지능 기반 공의 방향, 속도, 거리 측정이 가능한 스포츠 시뮬레이터 예제

그림 10. 스포츠 시뮬레이터 구성 및 결과영상 예시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65 -



Ⅲ.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실습을위한다중센서연동 교육용키트는인공지능이포함된시스템을만들기위해필요한핵심

센서들의구성원리및특성을이해할수있어야하며, 기업에서필요로하는인공지능영상처리및응용, 제어

에 대한 이론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 학습생(학생)은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 매체만을 이용하여 [표 1]과 같은 Step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Step 1. 인공지능 입문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기초 이론

Step 2. 인공지능 예제 및 시뮬레이터 연동 실습

-AI 학습(1): 인공지능 임베디드 보드 개발환경 구축

-AI 학습(2): 센서 연동 예제 실습

-AI 학습(3):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 예제 실습

-AI 학습(4): 스포츠 시뮬레이터 구현 예제 실습

표 1.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2. 교육적 기대 효과

◦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한 지식

- 임베디드 보드와 다중센서 연결 및 개발환경 구축 방법

- 다중센서 동작 원리 및 동작 결과 활용 벙법

- 딥러닝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 및 학습 방법

- Pan-Tilt(액츄에이터) 제어 방법

- 영상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방법

Ⅳ. 결 론 

◦ 본 인공지능 실습을 위한 다중센서 연동 교육용 키트를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인공지능과 센서들의 사용법을 익할 수

있으며, PC가아닌임베디드보드를통해실습함으로써현업에서즉시적용가능한제품형태의어플리케이션을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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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을 한 2진수/16진수 변환 실습 장치 개발

조사랑 

진명여자고등학교
src15@naver.com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고교 교과의 [정보] 과목에서는 컴퓨터 기술  소 트웨어 련된 내용을 배우게 된다. 이 과목을 통해 다양한 수의 종류와 

진법에 해서 배우면서 디지털 기기에 필요한 2진법과 16진법에 해 배운다. 하지만, 10진수에 익숙한 학생들은 2진수와 

16진수의 변환에 해 어려움이 있으며,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별도의 실습장비가 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기로 변환

하며 익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로 2진수와 16진수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습장비가 필요하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본 개발과 련된 실습장비는 특성화 고교의 디지털 교육에 필요한 실습장비 등이 있지만, 디지털 숫자를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실습은 컴퓨터를 통해 배우거나 수기로 변환하여 배우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 장치와 같은 실습 장치는 

다양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싸게 구매를 해야 하는 단 이 있다. 본 실습장비는 2진수와 16진수를 익힐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제작되어 있어서 렴하게 구매해서 실습에 활용할 수 있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고교 교과의 [정보] 과목에서 배우는 디지털 교육에서 2진수와 16진수의 변환에 한 내용은 1~2페이지 정도만 할당되어 

있고, 컴퓨터 코딩 교육에도 많이 사용되지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쉽지 않아서 간단한 실습장비가 필요하다고 느 다. 

복잡하지 않은 기능과 단순한 조작으로 2진수/16진수를 배울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 다. 스 치와 LED를 사용하여 2진수를 

입력하고, 7-세그먼트 장치를 이용하여 10진수와 16진수를 표 하는 방식으로 손과 으로 2진수/16진수를 익힐 수 있도록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 다.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개발된 실습 장치는 [그림 1]과 아두이노 메가2560을 사용하여 C언어를 활용하여 개발 되었다. 2진수 입력과 표시는 푸시버

튼과 LED를 이용하 고, 8비트의 숫자를 입력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하 다. 7-세그먼트 표시장치 2개를 사용하여 10진수와 

16진수를 표시하여 입력된 2진수를 10진수와 16진수로 확인 할 수 있다. 

 실습 장치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연습] 기능과 [학습] 기능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연습] 기능은 8개의 

스 치를 이용하여 LED를 ON/OFF를 하여 2진수를 표시할 수 있고, 표시장치1에 10진수가 표시되고, 표시장치2에 16진수가 

표시된다. 학습자는 스 치의 값을 변환시키면서 2진수와 10진수/16진수를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체 인 구성은 [그림 2]와 같으며, 배터리를 내장하여 별도의 원 없이 실습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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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교생을 위한 2진수/16진수 실습장치

그림 2. 실습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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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본 실습 장치는 [그림 1]과 같이 2진수 입력부와 LED 출력부, 두 개의 10진수/16진수 출력부, 기능 스 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2진수 입력은 8비트를 입력할 수 있고, 10진수는 0부터 255까지 16진수 00부터 FF까지 표시가 된다. [그림 3]은 원을 

입력하고 최 에 표시되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연습] 기능이 선택되고, 8비트의 스 치를 입력하면 10진수로 변환된 

값이 [표시장치 1]에 출력이 되고, 16진수로 변환된 값은 [표시장치 2]에 출력이 된다.

     

그림 3. 전원 입력(좌), [연습] 기능(우)

 [ 환] 스 치는 재 표시되어 있는 2진수  10진수/16진수의 값이 반 되어 표시가 된다. 를 들면, [그림 3]의 우측 그림

에서 2진수는 1010 0101, 10진수 165, 16진수 A5로 표시되어 있는데, [ 환] 스 치를 르게 되면, 2진수는 0101 1010으로 

10진수는 090, 16진수는 5A로 변환되어 표시된다. [ 환] 스 치를 다시한번 르게 되면, 원래의 값으로 바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반복 으로 려서 반 된 값을 확인하여 학습 할 수 있다.

 [선택] 스 치는 재의 2진수 값이 왼쪽으로 이동되는 값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변환되는 10진수와 16진수를 확인 

할 수 있다.

 [학습] 기능을 선택하면 [그림 4]와 같이 표시가 변경되며, 디스 이 장치는 모두 0의 값이 표시된다. [학습] 기능은 제시된 

10진수/16진수의 값을 2진수를 입력할 수 있는 스 치를 러 2진수의 값을 조합하여 완성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처음에 표시장치1는 10진수 출력이 되고, [ 환] 스 치를 르면 16진수로 변환된다.  한번 스 치를 르면 다시 10진수 

출력으로 환된다. 학습을 한 임의로 발생되는 숫자를 확인하기 해서는 [선택] 스 치를 르면 매번 임의의 수가 표시

된다. 표시장치1에만 표시가 되며, 8비트의 2진수 입력 스 치를 르면 해당 값이 표시장치2에 학습자가 입력한 숫자가 표시

된다. 학습자는 제시된 숫자와 입력된 숫자를 유추하여 정답을 맞출 수 있다. [ 환] 스 치를 통해 10진수와 16진수를 별도로 

학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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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학습] 기능 예

Ⅲ. 교육적 활용

 인문계 고교 교과 의 정보 과목에서의 디지털 교육의 일환으로 2진법, 16진법 등에 한 이론 교육 후 2진수에 한 10진

수와 16진수를 효과 으로 익힐 수 있도록 간단한 실습 장치를 통해서 2진수, 10진수, 16진수의 이해에 활용할 수 있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1) [연습] 기능을 활용한 2진수 체계의 이해와 2진수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값에 한 이해

   2) 2진수 값에 따른 10진수 값의 계산 방법에 한 이해

   3) 2진수와 16진수와의 계에 한 이해

   4) [연습] 기능의 [변환] 스 치를 통한 2진수의 보수에 한 개념 이해

   5) [연습] 기능의 [선택] 스 치를 통해 시 트 변환에 한 개념 이해

   6) [학습] 기능을 활용한 10진수에서 2진수 변환에 한 원리 이해

   7) 16진수의 2진수 변환에 한 개념 이해

   8) 2진수와 16진수의 이해로 디지털에 한 이해

 2. 기대 효과

  본 실습 장치는 인문계 고교의 정보 교과의 2진수와 16진수에 한 디지털 수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실습

장치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2진수와 16진수에 해 수기로 익히는 방법보다는 간단한 실습을 통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장치로서 로그래 에 심이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진법 변환에 해 좀 더 깊게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특성화 고교의 디지털 실습의 입문 과정에

서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고 쉽게 2진수  16진수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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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인문계 고교에서는 정보 교과를 통해 간단한 디지털 교육  로그래  교육을 이론을 통해 학습하고, 이썬, 아두이

노 등을 컴퓨터를 통해 배우게 된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에서 2진수, 16진수와 같은 수의 개념이 요하지만 실습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수기로 변환을 해가면서 배우고 익히게 된다. 이에 본 실습 장치는 이러한 수의 개념을 2진수, 10진

수, 16진수를 서로 변환해 가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간단한 실습 장치로 구 했다. 아두이노를 바탕으로 개발이 된 

실습 장치는 2진수를 직  입력하여 10진수와 16진수의 변환을 확인하고 스스로 도 해 가면서 배울 수 있는 장 이 

있다. 하지만, 8진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0에서 255까지 수의 변환만을 학습할 수 있다. 로그래 에 심이 많은 

학생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공부를 하여 다양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습 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

록 더욱 발 시키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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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기술과 Pick-and-Place 로 을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매체 개발

오병석, 김진우, 유재철, 박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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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4차 산업 명 시 를 이끄는 기술은 ICBM이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

(Mobile),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다. 문가들은 이 에서도 인공지능이 4차 산업 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기

술이라고 말한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은 리 활용되고 있으며, 바둑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 가 발될 

정도로 그 수 이 인간을 넘어섰다고 평가받는다. 한 최근 코로나 사태로 비 면 면 이 시행되고 웹캠을 이용한 AI 면 이 

국내 기업의 실제 면 에 활용되고 있다. AI 면 은 인공지능이 지원자의 얼굴, 음성, 단어, 맥박 등을 분석하여 진실성을 

단하고 질문과 답변의 내용에 따라 맞춤형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으며, 

우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수 에까지 이르 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4차 시 의 

인재로 성장하기 한 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스마트 팩토리에 용하여 공정에 유연성과 정확성을 갖추고자 하 다. 여기서 스마트 팩토리

란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 장의 자원들이라고 불리는 3M(Man, Machine, Material)이 유기 으로 결합된 공장을 의미

한다. 이를 통해 생산 공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에 맞는 업무를 수행, 축 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 화된 공정 

도출에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무인시스템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스

마트 팩토리는 사람이 공정에 직  투입되지 않고 원격 조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무인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앞으로 수요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 된다. 소 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2019) 2018년까

지 국내에 구축된 스마트 팩토리는 총 7,903개에 달하며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를 3만 개 구축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더욱 원할 

것이고 련된 교육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나갈 

것이고 PLC 공정과 기 인 딥러닝 활용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교육을 해 활발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2018년 5월 인공지능 진보 회와 컴퓨터과학 

교사 연합회에서 AI4K12라는 단체를 결성하여 AI의 기본 사항을 이해하는 것을 돕는 AI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한 

국에서는 2018년 4월에 고등학생용 AI 교과서를 세계 최 로 발간하고 인공지능 교육 실험기지교로 40개 고등학교를 지정

하여 AI 교육 일럿 로그램을 시행하 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습 장비에는 러닝 팩토리(Learning Factory)가 있다. 러닝 팩토리는 

체공정을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장 공정 시스템과 유사하게 구성되어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Industry 4.0을 추진

하면서 학생들과 기술자들을 상으로 교육을 진행 이며 2018년에 보훔의 러닝 팩토리에서는 장 노동자 1,800여 명이 

실제 장에 배치된 로  조작법과 데이터 처리 기술을 교육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작년에 한국폴리텍 학교가 공정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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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을 한 러닝 팩토리 16곳을 개 했으며 올해 안에 국 36개의 모든 캠퍼스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교육의 

활용 분야는 반도체, 로 ·특수용 , 의료공학, 바이오, IT와 디자인, 스마트 물류 등 산업 반의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활용

되고 있다. 기존 스마트 팩토리 교육 매체는 자동화 설비의 도입과 실습, QCD(quality, cost, delivery) 리에 이 맞추어

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운 리,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 역량을 기르는 것으로까지 확장하는 동향을 보인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교육 매체는 학생이 새롭게 하는 장비와 소 트웨어에 해 근이 용이하도록 돕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스마트 팩토리 

구  과정을 PLC, 카메라, 로 팔로 세분화하고 마지막 서버 연결에서 통합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완성한다. 각각의 세분화된 

과정은 이미지와 함께 실습 방법이 서술된 PDF와 인쇄물을 만들어 제공한다. 스마트 팩토리의 센서 부분에 딥러닝 기술을 

용하여 실제 산업 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 변화에 한 유연함과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는 것이 기존의 시스템과 

차별화된 이다. 한 교육에 참가할 학생들이 딥러닝에 한 기 지식이 없다고 가정하고 입문하기 쉽도록 난이도를 설정

하 다. 딥러닝 모델 생성에는 구  티처블 머신(Google Teachable Machine)이 활용되며 이를 이참 환경에서 불러와 실제

로 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실제 실습 장치를 구성하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딥러닝 정확도를 테스트한 결과, 

카메라 뒤의 배경, 조명과 밝기, 그림자의 치가 달라졌지만 공작물의 색상을 성공 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환경이나 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센서에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기 한 방법을 스스로 탐구

하고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될 것이다.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PLC 로그래  소 트웨어 GX-Works2

카메라, 로 팔 통합 개발 환경 PyCharm IDE

로 팔 용 소 트웨어 uArm studio

딥러닝 모델 생성용 웹 기반 

머신러닝 툴

Google Teachable 

Machine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PLC 장비 Q03UDV PLC 모듈

카메라 장비 Intel Realsense D435i

로 팔 uArm swift pro

표 1. 스마트 팩토리 장비 목록

2. 설계 방법

 교육 매체는 사용하는 장비를 기 으로 PDF와 인쇄물 형태의 설명서로 작성한다. 딥러닝 모델은 앞서 다음의 그림과 같이 

구  티쳐블 머신에서 생성 후 라스 타입으로 모델을 불러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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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웹에서 딥러닝 모델 추출

교육 매체를 작성하기 한 스마트 팩토리의 공정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2. 스마트 팩토리 공정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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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인식부터 스토퍼 실린더에 한 공정까지는 PLC로 작성되며 색상 인식은 카메라, 공작물을 재함으로 이동하는 공

정은 로 팔로 이루어져 있다. 서버는 이 모든 공정이 서로 피드백 신호를 주고받고 공정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게끔 유기 으

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 매체는 이러한 공정 순서에 따라 PLC, 로 팔과 카메라, 서버 순으로 작성된다. 로 팔과 

카메라는 동일하게 PyCharm 개발 환경을 사용하며 카메라의 환경 설정이 로 팔의 설정에 비해 난이도가 있으므로 로 팔

에서 기  설정을 다루고 카메라를 학습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교육 매체의 내용 작성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설명서의 경우, 학생들이 소 트웨어 이용 시 교육 매체 내용 외의 응용 작업 근에 용이하도록 인쇄물의 형태로 제공하

며 PDF로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들이 실습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실습 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이썬 로그래  기 가 없는 학생들을 해 기 인 실습 코드를 자세한 주석과 함께 워드 일로 제공한다.

④ 딥러닝을 처음 하는 학생들을 해 기본 인 이론에 한 설명을 인쇄물과 PDF로 제공하며 쉽게 딥러닝에 입문할 수 

있도록 구 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머신러닝 툴을 활용한다.

⑤ 서버 구축의 경우 련 강의를 수강한 학생이 아닌 경우 학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스 코드를 제공하며 따라올 수 

있도록 작성한다.

그림 2. 공정 구현 결과물

Ⅲ. 교육적 활용

 PLC 실습 과목 수강이 완료된 학생을 상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 실습 교육은 ① 교육 매체와 소 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한 1:1 교육, ② 4인이 력하여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하는  교육, ③ 실습 시설을 확충하고 에게 공개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 주도  학습에 활용될 수 있다. 1:1 교육과  교육 모두 강의법이 아닌 립러닝을 이용한 로젝트 

심 학습법을 학습지도법으로 채택하여 교수자는 학생들의 수  차이를 좁히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

를 낼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실습 에 미리 내용을 숙지하여 더 극 이고 깊게 실습에 임할 수 있고 주도 으로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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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다. 1:1 교육은 학습자의 수 에 따라 교수자가 난이도를 하게 조 하고 추가 인 보충자료를 제공하여 학습

자의 학습 동기와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교육은 학습자와 학습자가 서로의 경험을 학습자원으로 활용하

여 공유함으로써 상호학습이 가능하다는 장 이 있고, 사교 이고 활동 지향  학습자들에게  활동을 통한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 주도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성인학습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스스로 학습에 한 자율성과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학습자가 실습 시설을 이용하기 에 충분한 이론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온라인 강의와 보충 자료, 실습 매뉴얼을 제공한다면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성인학습 는 기술자들을 한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스마트 팩토리 교육 과정은 공정 순서에 따라 PLC, 로 팔, 카메라, 서버 순으로 진행되며 스마트 팩토리 교육 과정을 [표 

2]와 같은 Step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1:1 교육의 경우 학습자가 학습하고자 하는 소 트웨어, 하드웨어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며 모든 공정을 학습하기를 원하는 

경우 공정 순서에 따라 순차 으로, 서로 간의 연 성을 염두에 두며 교육한다. 

 활동의 경우 4인이 하나의 을 이루어 로젝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학습자들의 학습 목표에 따라 PLC, 

카메라, 로 팔, 서버에 한 역할을 분담하여 하나의 공정을 집 으로 학습하거나 모든 공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역할을 배분하지 않고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자기 주도  학습을 하기 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실습 시설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각각의 공정에 한 강의를 개설한다. 

강의는 학습자들이 언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며 MP3 일이나 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한다. 한, 학습

자들의 수 과 소외계층의 학습을 해 배속재생과 자막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 강의 자료는 충분한 이론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이미지를 첨부하며 학습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자료를 보충한다. 실습 시설의 경우 약을 통해 학습자들이 충분한 

실습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배분하고, 함께 실습하고자 하는 학습자들을 해 을 구성할 수 있는 게시 을 마련한다.

Step 1. 공정 순서도를 참조한 PLC 래더도 제작

-PLC I/O 할당표 작성

-PLC 래더도 작성

Step 2. 로 팔 

- 용 소 트웨어를 이용한 로 팔 제어

- 이썬 코드로 로 팔 로그래 하기
Step 3. 카메라 & 딥러닝

- 개발 환경 설정

- 구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 딥러닝 모델 생성
Step 4. 서버

-C#으로 OPC-UA 통신 서버 구축하기

-MX component V4를 이용하여 C# 로그램 만들기

-Python으로 OPC-UA 서버와 통신하는 Client 생성

표 2.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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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 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 된다.

① 딥러닝의 알고리즘과 신경망 모델에 해 이해하며 스스로 딥러닝 모델을 생성하고 이를 용하여 인공지능을 다른 분야

에도 활용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은 정확도를 개선시키기 해 스스로 탐구하고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학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③ 실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함으로써 QCDQuality, Cost, Delivery) 리, 소 트웨어와 하드웨어, 운 리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 모든 교육은 학생들에게 실습일지를 작성하게 한다면 교육 효과는 더욱 뛰어날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PLC 장비와 카메라, 로 팔, 서버 PC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딥러닝과 스마트 팩토리가 결합된 작품을 구축

할 수 있는 교육 매체 구성을 제안하 다. 코로나 19의 확산과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보  정책에 의해 딥러닝 기술과 스마

트 팩토리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망이며 련된 교육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을 통해 개발

한 교육 매체는 학습자의 유형과 학습목표에 따라 1:1교육,  교육, 자기 주도  학습을 한 교육에 사용될 수 있으며 학생

들에게 AI가 데이터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기법  하나인 딥러닝을 이해하고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역량들을 길러  

것으로 기 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딥러닝 모델을 직  만들어 용할 수 있으며 QCD 리, 운 리 역량 등과 공학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며 4차 산업 명시 를 비하는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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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현대 사회는 도시라는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살아간다.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2 차원적으로 움직이는 자동

차와 달리 3 차원으로 움직이는 공중 이동 수단의 관심은 계속되었다. 그렇기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공중 이동 수단에 대

한 공부는 불가결하다. 이번 개발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수직 이착륙기를 공부함으로써 공중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데 필요

한 이론 지식과 주의점을 공부할 수 있다. 또한 공부를 진행하면서 수직 이착륙기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품

과 센서들이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수직 이착륙기에는 자이로, 가속도 등의 비행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모듈과 비행

을 위한 모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GPS 등의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한다.

그렇기에 수직 이착륙기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수직 이착륙기를 제어하는 비행 알고리즘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단계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공부할 수 있다. 이는 향후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안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

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수직 이착륙기에 머신 비전 기술을 접목한다면 교육 효과 및 실습 경험이 증대될 

것이다.

머신 비전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얻은 이미지 정보를 상황에 따라 처리하여 의도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시스템으로, 기계에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사람에 의해 처리되던 다양한 일들을 자동화하여 기계가 처리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기존 교육방식으

로는 PC 상에서 영상을 처리하였지만SBC(Single Board Computer) 즉, Raspberry Pi 나 NVIDIA Jetson nano 보드는 임베

디드 리눅스 환경에서 개발할 수 있는 SBC 에 카메라를 연결하여 물체로부터 반사된 빛을 디지털 신호로 바꿔 프로세서로 

저장한 뒤, 정확성을 위한 이미지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실습을 통해 학습자의 실무역량을 향상 시킬 수 있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수직 이착륙기’

현재 수직이착륙기와 같은 드론의 경우 군사 분야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환경에서

의 미션을 수행하거나, 위험요소가 큰 환경에서의 임무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이후 드론은 소형화를 통해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한 존

재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여러가지의 역할을 수행하는 드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안전문제를 

인권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마다 정책과 규제가 매우 상이하기에 일괄적인 형태의 규

범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비록 중국에서는 격오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긴급 배달이 시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마존

과 같은 대형회사들의 드론을 이용한 미래 사업을 꾸준하게 광고하고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사람의 작동 유무이다. 완전 자동화된 형태의 드론을 사용하기에는 안전에 따른 우려가 매우 크다.  무차별적인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HW적인 스펙에도 매우 큰 제약이 존재한다. 바로 배터리이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개

발에 있어 가장 핵심 부품인 베터리는 드론  사업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현 단계에서 드론을 오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베터리

가 커져야 하지만, 베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되는 날개에서 더 많은 전류를 사용하거나 개수가  많아야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딜

레마가 있다. 그렇기에 이를 위한 베터리와 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모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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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C’

SBC 는 컴퓨터 기능에 필수적인 마이크로 프로세서, 메모리, 입출력, 등의 기능이 있는 단일 회로기판으로 구성된 완전한 컴퓨터이며 

초소형 크기와 저전력을 특징으로 갖는다.  상용 SBC로는 교육용으로나온 Raspberry Pi가 있고 오드로이드, 비글보드 같은 SBC도 

있다. 점차 스마트폰이 기술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중적으로 상용화된 같은 CPU를 채택할수 잇는 고성능 저비용의 ARM 아키텍처  

CPU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쿼드콥터 회전익의 드론형태가 아닌 트리콥터 고정익의 수직 이착륙기를 선택한 이유는 다름아닌 임무의 수행 범위이다. 베터리의 무

게에 따라 비행의 효율이 달라진다. 또한 회전익 드론의 경우 이착륙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커다란 장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행속도

가 매우 느리고 기상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고정익은 이착륙에 있어 공간적인 문제와 안정성이 필수이지만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상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기를 선택했다. 회전익의 이착륙 상황에 대한 이점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고정익으로서 가지는 비행 거리의 효율성과 기상 상

황에 영향을 덜 받는 등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또한 비행거리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속도로 비행하면서 얻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러닝

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는 SBC(Jetson Nano) 를 추가하여 데이터 처리와 머신 러닝의 기능을 추가하여 현 시대에 걸맞는 형태로 진

행할 것이다. SBC를 위한 교육장비는 Raspberry Pi가 대표적이고 적절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Jetson nano는 CPU와 GPU 성능이 

Raspberry Pi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AI 응용 프로그램용으로 특수 설계되었고 40개의 GPIO핀 ,카메라 슬롯, 리눅스 개발환경 구축 

등 기존의 Raspberry Pi를 경험해봤던 사용자들에게 익숙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고 머신비전을 활용한 프로젝트에 알맞다고 할 수 

있다.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표 1. 개발 장비 목록

소프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영상 처리 OpenCv

머신 러닝 YOLO v3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FC Pixhawk Mini

VTOL Convergence VTOL

SBC Jetson 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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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그림1. 교육 매체 개발 순서도
 

,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1. 쿼드콥터 회전익 드론이 아닌 트리콥터 고정익 수직이착륙기를 사용함.

2. 실질적으로 제어하는 모터의 수는 7개이고 양 날개의 양력을 조절하기 위한 3개의 서보모터, 비행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비행 모터 2개, 고정익으로서 비행할 수 있게 하는 모터의 각도를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서보모터 2개가 필요하기 때

문에 다양한 모터 제어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3. 모터 및 가속도 및 자이로 센서를 비행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조정단계를 거쳐 동일한 세기로 작동하도록 하고 제어하여 비

행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이해하고 센서 제어 실습을 할 수 있다.

4. Jetson Nano 보드와 같이 SBC의 개발환경 구축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있다.

5.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입력된 이미지에 대해서 머신 러닝을 적용시킬 수 있다.

6.   운영체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디버거 장비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코드를 디버깅을 할 수 있다.

7.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GIT 과 연동하여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코드를 신속하게 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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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교육매체 장비

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표 2.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1

Step 1. 몸체 제작하기

 VTOL 기체 조립

 FC 회로도 참조

 각종 센서 연결

Step 2. SBC 개발환경 구축

 OpenCV 설치

 YOLO 설치

 카메라 연결 후 테스트

Step 3.  머신 비전 프로그래밍

 머신 러닝 학습 모델 불러오기

 이미지 전처리

 학습 모델을 이용한 물체 인식

Step 4. FC 제어

 인식된 물체에 맞춰 FC를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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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대 효과

◯1  Flight Controller 특성 학습

◯2  모터 및 센서 제어 학습

◯3  OpenCV를 활용하여 머신 비전 학습

◯4  리눅스 개발환경 구축 학습

◯5  통신 프로토콜 학습

Ⅳ. 결 론 

1. 수직 이착륙기의 특성을 알 수 있다.

A. 기존의 회전익 방식의 드론과 고정익 방식의 비행체의 차이를 공부한다.

2. 수직 이착륙기에 사용되는 모터와 모듈을 사용할 수 있다.

A. 비행을 위한 3개의 모터, 비행 추진을 위한 2개의 서보모터, 양력 조절을 위한 서보모터

B. 비행 안정성을 위한 자이로 및 관성 센서

3. 각 모듈과 모터에 대한 조정

A. 비행체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자이로 및 관성 센서의 조정

B. 위의 과정을 기반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비행을 위한 모터 작동의 세기 조정

4. SBC를 통한 추가 기능

A. 카메라를 통한 수직 이착륙기의 이미지의 정보 수집

5. 머신 러닝을 통한 인식

A. Jetson nano를 기반으로 수집된 이미지 정보를 처리

B. 이미 생성된 모델을 기반으로 어떠한 모델을 사용함에 따라 성능의 차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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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로봇(Delta Robot) 동작 실습을 통한 교육 · 매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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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델타 로봇(Delta Robot)은 지난 수년간 엄청난 성장을 해 왔다. 그에 반해 교육용 델타
로봇의 개발은 미비하다. 임시로 산업용 델타 로봇을 가져와 교육용으로 쓰고 있으나, 비용이 비싸고 부피도 커서 
교육용으로 적합하지 않고 주로 전시용으로 사용된다. 델타 로봇을 처음 접하거나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용 델타 로봇’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교육은 델타 로봇 교육을 받고 싶은 입문자,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자체 개발한 ‘교육용 델타 로봇’을 
활용하여 델타 로봇의 이해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한다. 조립과 실습을 중심으로 델타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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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장비, 동작 특성을 매체를 바탕으로 교육할 것이고, 최종 목표인 분류 자동화를 만들어보면서 동작 기술에 
사용된 모터 제어와 라즈베리파이, 영상처리, 머신비전 등의 학습 효과도 기대해 본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1) ‘산업용 델타 로봇’의 동향

 4차 산업혁명에서 스마트 팩토리는 가장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이 스마트 팩토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산라인의 자동화가 필요하다.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는 로봇이 위치하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
의 생산성 향상, 숙련공 부족, 인력 수급 및 3D 업종 기피 현상 등의 사유로 제조 현장에서 로봇에 대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본 교육의 델타 로봇은 이미 스마트 팩토리에 사용되어 작업시간과 인건비를 절반으로 감소 시켰고, 생산성과 
효율을 2배로 늘렸다. 그리고 최근 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델타 로봇을 사용하여 더욱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협동 로봇도 등장하였다. 협동 로봇이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기 위한 협동 운용 조건을 충족하는 
로봇이다.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기 위해 로봇이 작동하는 동안 로봇의 작업 영역에 인간이 접근하는 것을 다양
한 수단을 이용하여 철저히 배제하는 전통적 산업용 로봇과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기업 및 로봇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협동 로봇 제품을 출시하고 시장 영향력을 확장하는 등 상용화에 성공했다.

 (2) ‘교육용 델타 로봇’의 동향

 2000년대 들어 로봇 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로봇 선진국에서도 앞다투어 로
봇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에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로봇 과학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그 기초 바탕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로봇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 로봇 교육의 대표적인 
교구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 훈련용 직렬 로봇이다. 우선 병렬 로봇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장비 제어가 
쉬워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처음 로봇을 접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대로 ‘교육용 델타 로봇’은 직렬 로봇보다 
비용이 비싸고 동작 원리와 복잡한 구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접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목적으로 사용할 교육기관이 아닌 이상 일부러 구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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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1) ‘산업용 델타 로봇’과의 차별성  

 본 교육의 장비 ‘교육용 델타 로봇’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델타 로봇의 부피보다 작아 학생들이 쉽게 구조를 
알아 볼 수 있고 조작 할 수 있으며, 사용할 장비의 조립도 개인이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산업 현장에서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게끔 개발된 장비다. 뿐만 아니라 모터 작동이나 
카메라의 프로그래밍 방법도 아두이노 IDE, ATmega128, STM32, 라즈베리파이 중 편한 것으로 사용하여 입력 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비용도 산업용 델타 로봇보다 적어 가격 측면에서도 다소 부담이 줄어 순수 목적인 델타 로봇에 
대한 교육· 탐구를 위한 장비로 적합하다.

 (2) ‘교육용 직렬 로봇’과의 차별성

 또 다른 차별성으로 직렬 로봇과의 차이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교육용 로봇은 직렬 로봇을 활용하여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들어서야 대기업에서 병렬 로봇(델타)이 사용되면서 기업들이 서서히 바꾸는 추세이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하기 쉽고, 현장에 많이 사용된 직렬 로봇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현장에서는 병렬 로봇의 
활용이 증가할 것이다.

2. 사용 부품
 
 델타 로봇은 유니버설 조인트에 연결된 3개의 암(arm)으로 구성된 병렬 로봇 유형이다. 1개의 직렬체인(다리)으로 
구성된 직렬 로봇과 달리 이동플랫폼(엔드이펙터)이 적어도 2개 이상의 다리에 의하여 지지되는 구조를 가진 로봇이
다.

.

[그림1] 델타로봇 부품(조인트, 모터, 진공 모터, 진공 흡입구)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86 -



3. 동작원리

[그림2]
 [그림2]의 델타 로봇은 3축 자유도 로봇이며, 세 개의 관절 축으로 구성된다. 이 로봇에는 고정식 상단 플레이트와 
이동식 하단 플레이트가 있다. 고정식 상단 플레이트는 세 개의 링크 암 어셈블리에 의해 이동식 하단 플레이트에 
연결되며, 모두 하나의 상단 링크 암과 평행하는 2개의 조인트 링크 어셈블리가 있다. 각 축이 회전하면 흡착기가 
움직인다.
 흡착기는 Z축을 따라 수직 상태를 유지하며 세 개의 암 어셈블리에 있는 조인트의 기계적 동작에 의해 (X, Y, Z) 
공간으로 위치가 변환된다. 구형 관절을 통한 조인트의 기계적 연결은 상단 플레이어와 하단 플레이트가 서로 
평행하게 유지되도록 해준다.

4. 개발물 및 동작 특성

 본 교육 장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부피가 작아서 이동이 용이하다.
 ② 비용이 저렴하여 교육용 장비로 적합하다.
 ③ 자체 소형 진공 모터가 있어서 부피가 큰 진공 펌프가 필요 없다.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587 -



Ⅲ. 교육적 활용

본 교육 과정은 델타 로봇과 컨베이어 벨트 완제품을 가지고

➀ 모터를 제어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동작 시켜보고, 기본적인 모터 제어 능력을 학습한다.
➁ 학습된 모터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델타 로봇의 3축( x, y, z)을 구동시켜보고, 코드를 작성하여 원하는 통제 방향으
로 제어하는 등 기타 여러 실습의 결과를 실습 보고서로 작성한다.  
➂ 라즈베리파이와 카메라를 델타 로봇에 부착하고, 영상처리 기술로 물체 인식을 학습 시킨다. 
➃ ➁에서 학습한 모터 제어와 ➂의 카메라 물체 인식을 연동하여 본 교육의 최종 목표인 ‘분류 자동화’를 구현한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본 교육 장비와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표 1]와 같이 Step별 자가 학습을 진행한다.
 

Part 01. 델타 로봇 제어
Step 1. 모터 제어
1. 하드웨어 구성
2. 프로그래밍
3. 실습 – 컨베이어 벨트 모터 동작해보기
Step 2. 델타 로봇 기본동작 제어
1. 델타 로봇 모터 제어
2. 좌표를 이용한 델타 로봇 제어
3. 실습 – 델타 로봇으로 물체 옮기기
Part 02. 라즈베리파이
Step 3. 머신비전
1. 영상처리
2. 머신비전
3. 실습 – 분류 자동화

[표 1]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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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대 효과

 본 교육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 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➀ 모터 제어 기술 습득
 ➁ 라즈베리파이 기술 습득
 ➂ 영상처리 기술 습득
 ➃ 머신비전 기술 습득
 ➄ 스마트 팩토리 분류 자동화 구현

Ⅳ. 결 론 

 본 교육의 목적은 델타 로봇을 활용해 단계별 학습을 진행하며, 병렬 로봇(델타 로봇)에 대한 이해와 동작 구현을 
경험하는 것이다. 주 교육 대상자는 델타 로봇에 전혀 경험이 없는 학생들과 입문자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대상자는 델타 로봇을 동작시키면서, 모터의 원리 및 제어 방법을 학습하고 라즈베리파이를 활용한 파이썬 
개발 환경을 공부할 수 있다. 또한 카메라를 연동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영상처리 기술을 익히고, 마지막 머신비전으
로 분류 자동화까지 구현하는 실습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Marginally Clever Robots”,  https://www.marginallyclever.com/other/samples/fk-ik-test.html
[2]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Delta_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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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VR 러 는 VR 랫폼에서 보편 으로 사용되는 입력장치  하나이다. 일반 인 스틱형 컨트롤러에 비해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세 하게 표 하는데 효과 인 장 이 있어 자세하게 각 손가락마다의 움직임이 필요한 콘텐츠에서 주로 사용한다. 

하지만 기존의 VR 러 의 사용자 피드백 수단이 진동 밖에 없어 사용자가 체감하는 피드백이 부족한 단 이 있다. 이를 

개선하고 사용자에게 효과 인 피드백을 제공하기 해 최근 포스 피드백이란 개념을 사용하는 외골격 장치를 VR 러 에 

장착해 사용자 피드백을 개선하고 있으나 기존의 VR 러 는 하드웨어  한계로 인해 이를 소 트웨어 인 방법으로 해결

해야 한다. 이를 해 진동의 세기를 세 하게 나눠 달하는 기능을 개발하 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기존 VR 러 는 휨 검출 센서를 이용해 사용자의 손가락 움직임을 VR에 송하고 진동모터를 이용해 사용자에게 피드백

을 제공한다. VR 랫폼에서 입력 수단으로 손을 이용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 지고 있다. 손에 별도의 장치를 착용하지 

않고 손의 움직임 인식해 이를 VR 상에서 재 하는 핸드 트래킹을 사용하거나 러 에 추가로 장치를 부착해 더욱 효과

인 사용자 피드백을 제공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려 한다. 자의 사례는 VR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손가락의 움직임을 

재 하는데 사용되던 Leap Motion이 있으며 최근 Oculus사나 VIVE사 등에서 출시되는 VR HMD에도 핸드 트래킹 기능이 

탑재되어 출시되고 있다. 후자의 사례로는 Dexmo Robotics사나 Senseglove사에서 개발하는 VR 러  등이 있다. 이들은 

기존 VR 러 에 외골격을 장착하고, 외골격이 손가락의 움직임을 제어해 VR에서 오 젝트와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재 하

는 기술인 포스 피드백을 구 한다.

그림 1 Oculus사의 Hand Tracking 기능 그림 2 Dexmo Robotics사의 VR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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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기존 VR 러 는 사용자의 손 움직임을 재 하는 기능은 충실했지만 사용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부분은 진동모터의 

진동 유무로만 제공해 효과가 미흡했다. 이에 최근 개발되는 VR 러 는 로그램 상의 오 젝트를 실제로 만지는 것처럼 

손가락에 피드백을 주는 포스 피드백을 이용해 사용자 경험을 개선했다. 이 두 방식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의 차이 은 오

젝트와의 상호작용이 발생할 때 제공되는 피드백이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다. 최근 사용되는 포스 피드백은 아날로그 형

태의 피드백을 사용해 오 젝트와 손의  정도에 따라 세 하게 피드백을 제공해 사용자가 실제로 오 젝트와 상호작용 

하는 느낌을 주는 반면 기존엔 디지털 방식으로 오 젝트와의 상호작용 유무만을 진동의 유무로 제공했다. 이를 개선하기 

해 디지털 방식을 용해 오 젝트와의  정도를 체크해 진동의 세기를 0%~100%로 나눠 제공하려 한다.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콘텐츠 작 도구 Unity

VR 러  제어 로그램 Apollo

VR 러그인 SteamVR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VR HMD VIVE Pro

VR Glove Manus VR

표 1. VR 프로그램 구현 장비 목록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그림 3 알고리즘 순서도

단계() 진동세기()

0 

1 

2 × 

⫶
n 

표 2 단계별 진동 세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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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실험에서 구 한 알고리즘의 순서도는 그림3과 같다. 우선 로그램이 시작되면 사용자에게 제공할 피드백 단계()을 

결정하고 이를 이용해 단계별 진동 세기 표인 ( )를 생성한다. 그리고 손과 오 젝트의 충돌이 발생하면 해당 오 젝트의 

충돌 깊이를 계산한다. 상 물체의 심인 원 의 좌표(  )와 손이 물체에 충돌한 좌표(  ) 간의 거리( )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한다.

             

그리고 가상의 손이 물체와 충돌한 채로 움직이는 동안 충돌지 의 좌표(  )와 원  간의 거리( )를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해 구한다.

             

마지막으로  와  을 사용해 충돌 깊이()를 구한다.

    

 다음으론 앞에서 얻은 충돌지  간의 거리를 이용해 손의 충돌 

깊이 단계를 결정할 때 사용할 기  거리 표( )를 만든다. 각 단

계의 기  거리를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고, 이를 이용해 만든 

표는 표 3과 같다.

  


× 

진동 세기 표( )와 기  거리 표( )가 구해지면 이를 정규화해 표4와 같이 만들고 충돌 깊이에 따라 진동을 출력한다. 

기  거리 값() 단계() 진동 세기 표()

    

 ≺  ≤   

 ≺  ≤   × 

⫶
   ≺  ≤   

표 4 진동 세기 정규화 표

 이를 구 한 기능 모듈은 다양한 콘텐츠에 용할 수 있도록 컴포 트 형태로 개발한

다. VR 러 의 진동 모듈이 각 손가락마다 있을 경우 해당 컴포 트를 손가락마다 추

가해 손가락 별로 오 젝트와의 을 확인해 진동을 발생하며, 진동 모듈이 하나만 있

을 경우 손바닥 혹은 검지 등 상호작용이 주로 발생하는 부분에 추가해 용한다.

 

단계() 기  거리()

1 

2 × ⫶
 

표 3 기준 거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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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본 기능 모듈을 구 한 소스코드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소스코드
그리고  소스코드를 용해 제작한 기능 데모는 그림 6, 7과 같다. 거리에 따른 진동을 시각화하기 해 상 오 젝트의 

상단에 충돌 깊이를 문자화해 출력하고 깊이 단계에 따라 상의 색을 변경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6 기능 실행 예시 1 그림 7 기능 실행 예시 2
 

한 아래 교육  활용에 첨부된 내용처럼 그림 7과 같이 본 기능을 활용해 한 압력으로 타일을 러 벽에 붙이는 과정을 

연습하는 타일 시공 연습 콘텐츠를 제작해 기능을 실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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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활용

 섬세한 동작이 요구되는 교육 과정을 구 한 VR 콘텐츠에 VR 러 를 사용할 때 효과 이고 실감 있는 조작을 해 

활용할 수 있다. 를 들어 그림 8의 실습 콘텐츠처럼 타일 시공 시 한 압력으로 붙이는 것을 구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타일을 붙일 때 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당한 세기로 타일을 붙여야 하는데 이를 구 하기 해 타일과 벽의 한 

거리를 정하고 재 타일과 벽 간 거리 값을 비교해 진동의 세기를 출력해 사용자가 피드백을 받아가며 당한 세기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실습해보았다.

그림 8 타일 시공 연습 콘텐츠

이외에도 부품 조립 공정에서 나사의 조임 정도를 표 하는데 역시 사용할 수 있다. 

본 기능 모듈을 사용한 실습 훈련을 진행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① 기존 스틱형 컨트롤러에 비해 효과 인 교육 내용 숙지

② 기존 VR 러 에 비해 효과 인 피드백을 통한 UX 개선

Ⅳ. 결 론 

 본 개발에서는 기존 VR 러 의 개선을 통해 VR을 교육에 이용할 때 교육생이 더 효과 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VR 

러  포스 피드백 기능 모듈을 개발했다. 이 기능은 아직 시장에 보 되지 않은 외골격 장착형 VR 러  신 재 교육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VR 러 의 교육 효과를 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효과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고 이를 

보완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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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강화/대규모부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Web/WAS 소프트웨어 연동 교육매체 개발

이희진, 이지유

한국폴리텍 학 명융합기술교육원
 heejinlee@kopo.ac.kr, iamjiyoo@kopo.ac.kr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IT업계에서 응용소 트웨어 개발과 버 가게 요한 분야들  하나는 개발된 소 트웨어가 안정 인 서비스를 제공되도록  

운  하는 것이다. 회사마다 운  부서가 따로 존재하며, 요성이 매우 크지만 교육과정에서 매우 간단한 정도로만 배우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웹서버(Web)과 Web Application Server(WAS)의 정의와 필요성을 악하고, Web/WAS의 연동 

교육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Web/WAS는 Java EE 개념이 도입 된 2000년  반부터 계속 발 되어 왔으며, 주요 시장 유율을 차지하는 제품으로

는 TmaxSoft사의 JEUS, Oracle사 Weblogic, IBM사 Web Sphere이 있다. 한 Apache Tomcat, GlassFish 등의 Open 

Source 제품도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다. 각 제품마다 공식 사용자 매뉴얼이 있으나, 주로 어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근성이 떨어진다. 한 검증되지 않은 개인 블로그의 설치 설명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설치 가이드가 필요

하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보안 강화/ 규모부하 안정  서비스를 한 Web/WAS 소 트웨어 연동 교육매체 개발에서는 크게 두가지 목 을 

가진다. 첫 번째로는 웹서버, WAS의 정의와 필요성을 알고, 두 번째로는 웹서버와 WAS의 연동 실습을 통하여 직  

실습을 통하여 확인해 볼 수 있다. 

 2. 설계 방법

 2.1 웹서버, WAS의 정의와 필요성 

 (1) 웹서버   

웹서버는 크게 네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정  리소스 처리에 합하다. 웹서버에서는 그림 일이나 텍스트와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지 않고 서비스 가능한 정보를 달하는데 효율 이다. 두 번째, Secure Socket Layer(SSL)/ 

Transport Layer Security(TLS) 처리를 빠르게 하여 보안을 강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규모 부하시 요청을 분산

처리한다. 하나의 웹서버가 여러개의 WAS에 업무를 분배하여 부하를 어느 한 WAS에 몰리지 않도록 하며, 안정 으로 서비

스 가능하도록 조 한다. 네 번째, 웹서버가 사용자의 요청을 직  받아서 운 상, 보안상 효율 이다. 웹서버가 받은 요청을  

WAS에게 달하므로, 외부 공격으로부터 WAS를 보호한다. 방화벽 외부에 웹서버가 치하며, 요청을 받아서 방화벽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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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WAS/DB에 요청을 달하는 역할을 한다.  

 

(2) WAS

 

  

 2.2 웹서버, WAS의 설치와 연동

웹서버와 WAS는 다양한 회사의 여러 제품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아래 표1의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설치한다.

 

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운 체제 Ubuntu

Web Server 소 트웨어 Apache Apache

Web Application Server 소 트웨어 Apache Tomcat

가상머신 소 트웨어 VMWare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데스크탑 PC  -

표 1. WEB/WAS 연동 장비 목록

(1) 웹서버 설치

Apache Apache를 설치한다. 

$apt-get install Apach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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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AS 설치

Apache Tomcat을 설치한다.

(3) 연동

1. Apache와 Tomcat을 연결하는 connector모듈 설치

2. 3가지 주요 설정 필요

sudo apt-get install libapache2-mod-jk* 

$apt-get install tomca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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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pp deploy

Tomcat을 통하여 App을 배포한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Webserver를 통하여 들어간 경우 (http://localhost)와 WAS를 통하여 들어간 경우가 (http://localhost:8080) 동일한 

화면이면 정상 으로 연동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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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교육적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학습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 한다. 

(1) 웹서버와 WAS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웹서버와 WAS를 설치하고 연동할 수 있다. 

(3) App을 WAS에 배포하여 동작시킬 수 있다.

 2. 향후 교육 방향

웹서버와 WAS를 연동을 성공 으로 마친 이후에 더 운 환경에 심이 있다면 다음의 고도화된 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1) 3-tier architecture를 구성하는 Web server/ WAS /DataBase를 구성하여 연동해 본다.

(2) 웹서버에서 정  일을 처리하는 경우와, WAS에서 정  일을 처리하는 경우의 성능 효율을 비교해 본다.

(3) 여러 회사의 웹서버와 WAS를 설치하고 연동해 본다. (Web server - TmaxSoft WebtoB,  WAS - TmaxSoft 

JEUS, Oracle Weblogic, Glassfish)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강화된 보안과 규모 부하상에서 안정 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웹서버와 WAS의 연동에 한 교육 

매체를 제시하 다. 첫 번째로는 웹서버와 WAS의 정의, 필요성에 하여 알아보았고, 두 번째로는 웹서버와 WAS의 설치

와 연동방법을 제시하 다. 소 트웨어 개발 뿐 아니라 운 환경에 한 이해와 설치의 요성을 알고, 학생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 매체를 설계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운 환경의 연동은 소 트웨어 개발자라면 

기본 인 필수 지식으로, 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교육 매체를 제공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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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상과 연동되는 교육매체를 통해 학습 몰입도를 높이는 온라인 학습 랫폼 개발

김성빈, 정기 , 조성윤, 채유라, 설순욱

한국기술교육 학교
{ksbglobal, gihyeon2380, dodri0605, n9987n}@naver.com, suseol@koreatech.ac.kr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존의 학교 수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온라인 수업, 인터넷강의 등 비 면 이러닝의 수요가 증하

다. 이와 동시에 이러닝의 한계 들도 더욱 부각되고 있다. 2019년 이러닝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1]에 따르면 이러닝의 가장 

큰 문제 은 학습 집 력이 떨어지는 것이고 뒤이어 질문의 불편, 교육 친화 이지 못함, 오 라인 체 교육 효과의 낮음 

등이 보고 되었다. 특히, 교수자가 녹화한 상을 활용하는 이러닝에서는 학습자가 일방 으로 보고 들으며 학습하는 방식이

기 때문에, 학습자는 교사와 즉각 인 소통을 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집 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사가 사

에 녹화한 동 상 강의에서도 학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통 으로 이러닝은 오 라인 수업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학습자 개인에게 맞는 학습과 평가를 제공하는 시스템

이 주로 연구되었다 [2-4]. 하지만, 언택트 시 가 되면서 더 이상 오 라인 교육의 보조 역할이 아닌 100% 이러닝만으로 

교육이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개선이 가장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상호작용 

개선을 한 기존 연구로 김순화(2009) 등은 다양한 생체 신호 센서를 통해 학습자의 상태를 악하여 그에 맞는 난이도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 다 [5]. 이정화(2010) 등은 어 회화 수업의 학습 리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을 분석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을 해 다양한 게시  활성화와 실시간 채  제공을 제안하 다 

[6]. 김은미(2019) 등은 일 일 질문방을 생성하고 자칠 과 양방향 음성 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학습자와 교사가 실시간으

로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양방향 학습 랫폼을 구축하 다 [7]. 

  기존의 상호작용 개선 방법은 주로 학습자의 수 을 악하여 수 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근 방법과 학습 콘텐츠와는 

별도로 다른 채 을 이용하여 질의응답을,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 면 상황에서 부분의 

콘텐츠가 교사가 녹화한 강의인 경우에는 수 별 학습을 한 콘텐츠 생성과 체계  구성이 쉽지 않고 비실시간으로 진행되

는 질의응답 게시 은 학습에 몰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한, 실시간 음성 채 을 해서는 교수나 조교가 기

하고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요한 문제는 이론 심의 교육이 아니라 하드웨어 기반의 실습이 병행되어야 

하는 교육에서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러닝이 진행되면 하드웨어를 통해 실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화면만 바라

보아야 하며, 그 시간이 길어지면 학습 집 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상 강의나 하드웨어 실습 주의 

수업에서 학습자가 상을 시청하는 학습 시 에 효율 으로 상호작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부족한 상호작용을 보완하고 하드웨어 기반의 실습수업에서도 상호작용  수업 몰입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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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학습자의 교육매체가 과거에 만들어진 교사의 동 상과 연동하도록 하는 타임슬립 학습 랫폼(Time-Slip Learning 

Platform, TSLP)을 제안한다. 학습자가 상을 보는 시 의 내용에 맞추어 장치가 동작한다거나 반 로 사용자가 장치를 

작동시키거나 장치에서 발생하는 특정 이벤트, 혹은 센서 감지 결과에 따라 상이 제어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 

제안하는 랫폼을 통한 서비스 구조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 타임슬립 학습 랫폼의 서비스 구조

  교사가 제작한 상이나 기존 콘텐츠 제작자가 만든 동 상 콘텐츠가 유튜 와 같은 랫폼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디바이스 제작자는 해당 콘텐츠와 연동하여 작동할 교육매체를 만들어 TSLP 랫폼에 등록한다. 등록을 해서는 콘텐츠를 

식별하기 한 동 상 URL과 해당 동 상과 교육매체가 연동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메타데이터는 마치 동

상 자막 일처럼 상의 특정 시 에 기기와 어떤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에 한 정보를 담고 있다. 

  TSLP 서버는 등록된 동 상 URL의 유효성을 검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장하여 학습자가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콘텐츠 

검색은 학습 카테고리나 키워드, 기기의 종류, 혹은 응용 서비스 사업자별로 가능하다. 이후 학습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PC에 설치된 애 리 이션을 이용하여 TSLP 서버에 속하고 학습 콘텐츠를 검색한다. 콘텐츠를 선택하면 동 상 URL과 

해당 동 상과 기기가 연동하는데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수신한다. 학습자가 상을 재생하면 해당 동 상 랫폼으로부터 

직  스트리 을 받게 되며 동시에 애 리 이션은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상을 제어하거나 학습자의 기기를 

제어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제공한다. 

  TSLP는 학습자의 학습 형태나 상호작용 결과(피드백)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교사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상 학습의 몰입 

정도나 학생의 이해도 혹은 성취도를 악할 수 있도록 확장될 수 있다. TSLP를 통해서 서비스 가능한 기기의 유형은 일반

인 교육훈련 장비  매체뿐만 아니라 악기, 운동기구, 요리 도구, 가 , 게임기, 장난감 등으로 다양하다.

2. 플랫폼 구성요소와 연동 메시지 정의

랫폼의 핵심 구성요소인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그림2와 같이 구성되며 클라이언트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 매체와 

연동하게 된다. 서버는 신규 서비스 등록, 서비스 별 콘텐츠 등록, 서비스  동 상 조회, 선택한 상 정보와 련 메타데이

터 송 기능을 담당한다. 새로운 응용 서비스 사업자에 하여 식별자를 부여하고 응용서비스 담당자가 새로운 콘텐츠를 

등록하는 경우 서비스 ID와 함께 해당 동 상과 메타데이터를 매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장한다. 메타데이터는 다른 데이터

를 설명해주는 구조화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본 랫폼에서는 상 콘텐츠에 한 부가 데이터로서 상의 재생 시 별로 

련 교육 매체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육 매체의 작동 상태에 따라서 동 상의 정지, 재생, 이동, 속도, 볼륨, 

확  등의 제어를 어떻게 할지에 한 데이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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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랫폼의 구성요소

    클라이언트의 주요 기능은 서비스  동 상 조회 결과를 출력, 선택한 상 정보 수신과 메타데이터 해석, 동 상 재생

과 제어, 디바이스 연동과 제어 등을 포함한다. 먼 , 클라이언트는 동 상과 연동할 디바이스와 통신을 연결하고, 사용자가 

콘텐츠를 선택하면 서버로부터 동 상의 URL과 메타데이터를 수신한다. 상의 재생은 해당 동 상 랫폼에서 직  스트리

 받아서 제공되며, 메타데이터를 해석하여 약속된 방식으로 동 상 재생을 제어한다. 상이 재생됨과 동시에 기기가 처리

해야 하는 메타데이터의 요소 (응용 서비스 사업자가 정의한 기기 동작 규칙)를 장치로 송해 다. 이후 연동 장치로부터 

수신한 동 상 제어 명령을 수행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로그램은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이나 PC의 

용 로그램을 통해 구 된다.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애 리 이션의 경우에는 블루투스 혹은 Wi-Fi를 통해서 연동 장치와 

통신할 수 있으며 PC의 경우 USB 이블, 유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림 3은 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교육매체간의 메시지 흐름의 를 보여 다. 먼  클라이언

트 기능이 구 된 애 리 이션이 서버에 속하여 상목록을 받는다. 애 리 이션에서 상을 선택하면 서버로부터 해당 

상의 URL과 메타데이터를 수신한다. 애 리 이션은 동 상 URL를 이용하여 상을 재생하고, 메타데이터에 정의된 상호

작용 규칙에 따라 상과 교육매체를 제어한다. 교육매체의 동작 방식이 정의된 메타데이터는 그 로 기기로 달하며, 학습

자가 교육 매체를 작동 시킨 결과는 애 리 이션이 다시 수신하여 요청된 동 상 제어를 수행함으로써 상호작용을 가능하도

록 한다. 메시지의 형식은 실제 구  결과의 사례를 통해서 소개한다.   

그림 3. 메시지 흐름도 시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제안하는 랫폼은 온라인 교육 랫폼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구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이 목 이므로 규모 서비스를 

처리하기 한 랫폼 아키텍처나 하드웨어 사양을 고려하지 않았다. 한 교육매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응용 서

비스 사업자를 한 서비스 등록, 인증, 과  등의 기능 설계나 구 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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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자가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애 리 이션의 화면을 그림 4-(a)에 나타내었으며, 서버에 등록된 두 가지 응용 서비스인 

음악(music)과 요리(cooking)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 목록의 구성은 사업자별, 교육매체별, 혹은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구성될 수 있다. 서비스를 선택하면 해당 서비스와 련된 상 목록이 그림 4-(b)와 같이 나타난다. 상을 클릭하여 해당 

상을 바로 재생할 수 있지만, 장비와 연동하려고 한다면 상단 우측에 블루투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재 가지고 있는 기기와 

연결하고 상을 선택하면 그림 4-(c)처럼 상이 재생된다.  

그림 4. 애 리 이션 화면

  를 들어, 타이머 기능을 갖춘 스마트 울이 교육 매체로 활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그림 5에 보인 것처럼 재료를 계량해

야 할 때 상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하고 학습자가 재료를 계량하면 상이 다시 재생된다. 한,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시

에는 가열시간과 불의 세기에 한 메타데이터가 스마트 울로 송되고 타이머는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림 6에 보인 것처럼 

사용자는 단순히 시작 버튼만 르면 되고 이후 타이머가 만료되면 상은 다시 재생된다. 

그림 5. 재료 계량에 따른 동 상 재생 제어 그림 6. 타이머 자동 설정

그림 7. 스마트 울의 메타데이터 형식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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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울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형식과 시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애 리 이션은 time에 지정된 시각에 isstop

값에 따라 상의 일시정지 유무를 단한다. 나머지 교육 매체별로 정의된 메타데이터는 그 로 기기로 달한다. 사용자가 

target_weight ± weight_error값만큼 재료를 울에 올리면 소리와 함께 자동으로 멈추었던 동 상이 이어서 재생된다. 

Ⅲ. 교육적 활용

 제안된 온라인 교육 랫폼은 디바이스 사업자들이 다양한 교육 매체를 개발하여 기존의 동 상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유튜  등의 동 상 랫폼을 그 로 이용할 수 있는 랫폼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활용이 가능하다.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랫폼임을 보이기 해서 그림 8과 같이 세 가지 교육 매체를 개발하

고, 그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그림 8. 스마트 기타 그림 9. 스마트 울    그림 10. 스마트 키보드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가. 스마트 기타

이 장치는 국내 어쿠스틱 기타 업체와 력하여 시제품 수 으로 제작하 다. 이 장치는 기타에 손쉽게 탈부착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운지 할 치를 LED를 통해 기타 용 악보인 TAB악보 형태로 보여 다. 동 상 속의 강사가 시범을 보이는 내용

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 매체에 그 로 재 이 되도록 한 것이다. 센서가 내장된 기타에 용된다면 학습자의 기타 

연주 내용을 단하여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나. 스마트 울

스마트 울은 앞서 요리를 배우는 사례에서 이미 언 을 하 는데 학교 장에서는 화학 실험과 같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약품의 질량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상황이나 가열 시간을 엄수해야 하는 실험 과정에서 타이

머가 내장된 스마트 울이 활용된다면 학습자의 실수도 여  수 있을 것이다.

다. 스마트 키보드 혹은 스마트 펜

스마트 키보드의 경우 클라이언트를 PC용 로그램으로 제작한 사례이며 컴퓨터와 USB 이블로 연결되도록 하 다. 이 장

치를 활용하면 상에서 교사가 복잡한 키 조합을 르는 경우에도 학습자가 쉽게 자신의 키보드에서 해당하는 키를 찾을 

수 있다. 스마트 키보드는 스마트 버튼 혹은 펜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 동 상의 주요 학습 내용마다 퀴즈나 이해도를 

묻는 설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클릭 결과는 랫폼을 통해 수집하여 교사에게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2. 기대 효과

본 랫폼은 학습자가 동 상 속의 교사와 교육매체를 통해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비 면 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몰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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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향상시킬 수 있어 기존 원격수업의 문제 인 상호작용의 부재에 따른 비효율  학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유튜 와 같이 기존의 동 상 랫폼의 콘텐츠들을 그 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즉, 교육 매체와 상호작용을 강화

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지 않은 강의 상에 해서도 제안된 랫폼을 이용하면 상호작용을 강화해주는 강의로 손쉽게 

업그 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용된다면 상당히 변성 있는 랫폼이 될 수 있다. 한, 기존의 가 , 운동기구, 

취미, 엔터테인먼트 련 제품들이 인터 티 한 제품으로 업그 이드되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며, 상호작용형 동

상 마 이나 매뉴얼 제공을 통해 새로운 제품 홍보 방식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Ⅳ. 결 론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동 상 강의 방식이 많이 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자와 강의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 본 논문에서는 동 상과 상호연동되는 장치를 교육 매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타임슬립 학습 랫폼(Time-Slip Learning Platform)을 설계하고 구 하 다. 학습자가 시청하는 

상의 내용에 맞추어 학습 기기가 작동하고,  학습자의 기기 조작 상태나 결과에 따라서 상이 제어되는 형태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랫폼의 기능 검증을 하여 LED로 기타 운지 치를 보여주는 스마트 기타 튜터링 장치를 시제품 수 으로 개발

하 고, 요리 콘텐츠에 사용되는 스마트 울, 그리고 PC용 LED 키보드를 로토타입 교육 매체로 제작하 다. 제시한 랫

폼을 통해 비 면 사회에서도 온라인 학습의 몰입도 높이는 상호작용 기반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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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테런스J, 세즈노스키 교수는 “  문명의 발달이 가능했던 것은 음성언어가 아니라 쓰기와 읽기 그리고 학습 덕분이다.”라

고 말했다. 그만큼 요즘 시 에 읽기와 쓰기의 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자신의 생각을 과 이미지로 표 하는 문화에 익숙

하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이미지와 그에 맞는 을 게시한다.  이미지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간단

하게 작성하는 것이 요하다. 이러한 시  배경으로  세  은 층의 표 인 특징은 단순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에 

익숙한 기성세 와는 달리  이미지, 상 등과 같은 시각  정보에 익숙하고 이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러

한 시각  정보를 올바르고 효율 으로  해석해내는 ‘시각  문해력’에 주목하 다.  ‘시각  문해력’은 단순히 시각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을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를 재구성하여 언어로 표 할 수 있게 하여 수학  문제해결력, 공학  기  

역량의 함양에 정 인 효과를 내는 것이 련 연구로 밝 졌다. 따라서 본 교육매체는 이미지 분석 기반 작문 AI를 개발하

고자 한다. 단순히 작문만하는 것이 아닌 이미지 분석 기반으로 이미지를 보는 다각 인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 다.

나아가 코로나19 염병으로 면 교육이 제 로 이루어지기 힘든  시국을 감안하여 우리는 기 능력의 교육에 필요한 

시각  문해력 함양을 시간,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여 보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궁극 으로 직  만나지 않고 비 면으로도 충분히 쓰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인터넷이 제공되는 환경이라면 

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인공지능 분야는 그 격한 성장과 함께 유용성과 발  가능성을 인정받아 폭 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일선에서는 나날이 

새로운 근법과 개선을 통하여 다양한 과업을 효율 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고 있으며 으로는 이미 보장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비 공자에게도 익숙한 기술로 자리잡고 있다.

 본 작품의 개발에는 인공지능 분야 에서도 이미지를 인식하여 객체를 식별하는 Image Classification과 자연스러운 자연어

를 생성해내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 기술을 이용하 다. Image Classification 분야의 경우 신경망을 이용한 연구가 

지속 으로 진행되어 최근 제시된 기술인 attention architecture를 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발 해나가고 있다.

 Natural Language Generation도 유사하게 지속 인 발 을 통해 BERT, GPT-3 등의 완성도 높은 AI 모델이 등장하고 있

다. Grammarly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 교정 AI기업을 설립했다. Grammarly는 문법 교정  문장 톤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미국 언론사 한 기사 작성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기사 분석, 기사 작성에 도움을 받고 있다. 어 기반 

작문 교육 매체는 많지만 한국어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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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본 소 트웨어는 제공받은 시각  데이터(이미지)에 기반하여 이에 응하는 자연어를 생성해내어 피교육자로 하여 자

신이 시각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와 AI가 해석한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시각  문해력 함양을 보조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한 웹 서비스의 형태로 개발하여 시간,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Image to Natural Language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 로 상용화되어 성행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이미지로 자연어를 생성해내는 서비스의 특성상 한국어를 상으로 하는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서비

스는 쉽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 개발에 사용된 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Image Classification Google Vision API, Papago Open API

Natural Language Generation KoGPT-2

Web FE/BE Flask Framework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1) 요소기술 구

  Image Classification의 경우 개발 인력 부족을 감안하여 서비스의 기민한 개발  Quality Assurancee 최소화를 하여 

상용 API  최소한의 성능을 보장하는 Google Vision API과 Papago Open API를 선택하 다.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을 해선 OpenAI 연구기 에서 2019년에 발표한 GPT-2 모델에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시킨 SKT의 KoGPT-2 

모델을 사 학습모델로써 이용하여 추가 인 fine-tuning을 통해 완성도를 높 다.  웹 서비스화의 경우 python 언어를 기반

으로 한 웹 임워크인 Flask를 용하여 의 목표인 기민한 개발과 Quality Assurance 최소화를 도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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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 아이디어 구  범   방법

  시각  문해력 교육 보조를 한 체 시스템을 개발하기 해선 서비스를 보조 도구로써 이용하여 마치 문제(제시된 시각

 이미지)와 문해 시(생성된 자연어)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AI가 자연어를 생성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자

가 생성된 자연어 문단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키워드를 입력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처음에는 단순한 자연물과 같은 이미지

를 이용하여 문해 난이도를 낮추고 이후에는 키워드 입력 기능을 통해 문해 난이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 다.

 체 인 시스템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기 해서 교육자 혹은 피교육자는 시 이미지와 입력 키워드 세트를 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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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교육자는 학습 세트의 이미지와 키워드를 스스로 해석하여 이를 문해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동일한 학습 세트를 서비스에 

입력하여 생성된 자연어와 피교육자가 생성한 텍스트를 비교하며 피교육자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이나 표 , 주제 등

을 확인하고 feedback한다. 이 과정은 피교육자 자신이 진행할 수도 있으나 교육자가 존재하여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개발 결과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09 -



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해당 서비스의 교육에의 활용은 서비스가 Image to Natural Language Task를 수행하는 보조 도구이다. 처음 을 쓸 때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다. 본 매체는 AI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진행하며  쓰는 방법과 이미지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시각  이미지와 키워드 데이터셋을 피교육자와 서비스가 문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피교육자는 시각  

데이터(이미지)를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재구성하여 다의 으로 해석하여 텍스트로 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게 생성한 

텍스트를 AI가 생성한 텍스트와 비교함으로써 피교육자는 자신이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정보나 표 법 등을 학습한다. 

 2. 기대 효과

 모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재는 없다. AI가 쓴 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좋은 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학습할 수 있다. 

 웹 서비스의 형태로 개발된 교육 보조 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시간  혹은 공간  제약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교육을 비하고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서비스를 구성하는 AI 모델이 지속 으로 학습되어 그 완성도를 진 으로 높여나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난이도 높은 

시각 데이터도 처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범 의 피교육자를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각  문해력 함양에 일반 으로 소비되는 자원의 양보다 훨씬 은 자원을 이용하여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자체가 더 일반 으로 이루어져 련 교육 분야의 고도화에 정 인 효과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서론에서 우리는 시각  문해력이 주는 정  효과에 해 확인하 다. 시각  문해력은 텍스트로 구성된 정보보다 이미

지, 상으로 구성된 정보를 선호하는  세 의 특성에 들어맞는 역량으로서 그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련 교육에 한 

연구가 심도깊게 이루어지지 않아 재까지는 효율 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개발한 서비스는 이러한 시각  문해력 학습을 경제 이고 효율 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코로나19 염병으로 

오 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시국을 고려하여 시간 , 공간  제약을 최소화하며 동작한다. 한 AI 기술을 이용하

여 지속 으로 그 완성도를 높이고 심지어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도 자동화할 수 있을 여지를 남겨놓아 거시 인 확장 가능

성도 고려하 다. 이러한 서비스를 히 이용하고 지속 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는 기  역량의 학습이 가장 요한 등

생, 등생에게 효율 으로 시각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이 작문한 의 품질을 

높이기 해 앞으로 더 노력할 부분은 더 많은 데이터셋을 추가로 수집하고 좋은 만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제하여 

계속해서 학습을 진행한다면 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인공지능이 쓴 에 피교육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추가 인 학습도 진행하도록 구 할 것이다.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10 -



참고문헌 

[1] “A Study on Experimental Typography through Visual Literacy –focusing on the experimental books of Waren 

Lehrer-”, 2013,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178981 

[2] “컴퓨터 비 공자를 한 기  코딩 교육에서 학습자의 시각  문해력과 사고 유형이 로그램 이해와 작성에 미치는 

향 분석”, 2020,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325700

[3] “시각  문해 활동이 등학교 학년 수학  문제해결력  시각  문해력에 미치는 효과”, 2017, 

http://www.papersearch.net/thesis/article.asp?key=3499084 

[4] “Visual Literacy in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A Practic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Methods to Enhance 

Instruction”, 2018, https://www.asee.org/public/conferences/106/papers/22035/view 

[5] “Visual Literacy for Engineering education”, Organization for education, https://www.vleeproject.eu/

[6] “KoGPT-2 Project”, https://github.com/SKT-AI/KoGPT2 

[7] “The Illustrated GPT-2 (Visualizing Transformer Language Models)”, http://jalammar.github.io/illustrated-gpt2/ 

[8] Rivindu Perera, Parma Nand, “Recent advances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A Survey and 

Classification of the empirical literature”, 2017

[9] Hongyu Guo, “Generating Text with Deep Reinforcement Learning”, 2015

[10] Oriol Vinyals, Alexander Toshev, Samy Bengio, Dumitru Erhan. “Show and Tell: A Neural Image 

Caption Generator”, 2015

[11] Dani Yogatama, Phil Blunsom, Chris Dyer, Edward Grefenstette, Wang Ling, “Learning to compose 

words into senetences with reinforcement learning”, 2017

[12] OpenAI, “Better Language Models and Their Implications”, https://openai.com/blog/better-language-models/

[13] “ 작 교정 AI기업 Grammarly, 유니콘 등극”, 2019, 

https://aihub.or.kr/sites/default/files/2019-12/Global%20AI%20Insight__vol.13.pdf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11 -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Session 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ⅥSession Ⅵ

매체경진대회

Ⅰ-2: 교육훈련 장비 및 매체 개발 부문(1부)

좌장 : 정재승 교수 (한국폴리텍대)

- 613 -





 구조물의 단면력 이해를 한 모바일 기반의 구조역학 교육용 매체  교구 개발

구지연*, 이서연**

한국기술교육 학교
*jiyeon1147@naver.com, **suyoun0104@naver.com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건축공학도는 건축물의 안 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유지하기 해 노력한다. 건축구조역학은 그 심을 유지하기 한 학문

이다. 구조역학을 배우는 학생들은 복잡한 수식을 바탕으로 힘의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구조역학의 단면력은 부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의 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는 학생들에게 구조역학의 장벽에 부딪히게 

하고 흥미를 낮춘다. 한 4차 산업 명의 도입으로 변화가 가속되면서 방 한 지식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변화에 응하기 

해 지식을 빠르게 이해하고 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 이다. 따라서 건축구조역학에서도 새로운 교육방식이 필요하다. 

수식의 암기와 증명과 보다 감각 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학생들이 더욱 빠르게 습득하고 실무에 용할 수 있다. "ArchiForce 

Diagram"은 수식의 증명이나 숫자를 입하는 방식이 아닌 학생들이 직  참여하여 그래 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축물의 부재를 나타내는 교구를 하고 교구에 직  힘을 가해 그래 를 도출한다면 건축구조역학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건축구조역학은 건축공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에도 필수 인 학문이다. 힘의 흐름에 한 반 인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가 진행돼야 기둥  보의 치를 략 으로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물의 단면을 계산하는 여러 어 리

이션이 있다.

그림 1. FrameDesign 그림 2. SW FEA 2D Frame Analysis  그림 3. Beam HPC

안드로이드 기반의 Play Store에서는 FrameDesign, SW FEA 2D Frame Analysis, Beam HPC, BENDING MOMENT & 

SHEAR CALCULATORIOS, Beam Deflection, Simple Beam Analysis, Simple Beam Formula, Easy Beam Analysis Pro 

등 십여 가지의 어 리 이션이 존재하고 있다. IOS 기반의 App Store에서는 보의 처짐, Beam-I, HandyBeam, Shear & 

Moment Diagrams 등의 어 리 이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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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존 어 리 이션은 화면 안에서 구조물의 치수, , 지 과 하 의 크기, 치 등 모든 것을 수치로 입력하여 

단면력을 계산하는 로그램으로서 기능한다. 하 의 치를 드래그함에 따라 그래 가 즉각 으로 변화하는 어 은 존재하

지만, 조작은 화면 안에서만 이루어질 뿐이다. 한, 사용자가 모든 값을 화면 안에서 설정해야 하므로 조작이 다소 복잡하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건축구조역학 학습을 한 교육 매체는 학생이 직  가한 하 에 해 구조물의 단면력도를 즉각 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 교육 매체는 크게 모형과 어 리 이션으로 나  수 있다. 모형에서 은 회 과 고정을 구 하며, 지

은 수평이동과 회  기능을 구 하는 것이 목표이고, 어 리 이션에서는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달받은 압력 

센서값으로 구하고자 하는 단면력을 도출하여 그래 로 표 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 으로 구 할 어 리 이션의 개발환경  Library는 표 1와 같다.

개발환경 Library

분   류 명   칭 기   능 명   칭

IDE Android Studio / Arduino 블루투스 연결 Android-BluetoothSPPLibrary

언어 Java / C++ 그래  표 GraphView, bluegraph

표 1. 개발환경 및 Library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본 교육 매체의 체 인 로세스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교육 매체 프로세스

그림 4의 (A)와 같이 학생이 조립한 단순한 형태의 라멘(Rahmen) 구조 모형에 하 을 가하면 모형에 부착된 압력 센서가 

압력 값을 측정한다. 압력 값은 아두이노와 블루투스 모듈을 통해 그림 4의 (B), (C)와 같이 어 리 이션으로 달된다. 어

리 이션에서는 측정된 압력 값을 통해 해당 모형에 한 반력과 단면력을 계산하고 단면력 그래 를 시각 으로 제공함으로

써 직 인 학습을 돕는다.

부재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나 단면력 자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부재 내부에 삽입할 수 있는 센서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 에서 구할 수 있는 센서  하 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를 선택하 다. 

교구는 크게 , 지 , 부재로 나뉜다. 지 과 은 회 과 이동을 제어하기 해 솔리드 웍스를 통하여 직  설계하고 

(B)(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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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린터로 제작하 다. 은 센서의 개수를 최소화하기 해 하나의 모듈을 활용하 다. 지 과 에 끼우는 부재는 

단면의 크기가 10mm * 10mm로 일정하고 재단이 쉬운 직육면체 형태이면 어떤 재료든 가능하다.

지  종류 수직 수평 회 반력 수

이동지 x ㅇ ㅇ 1

회 지 x x ㅇ 2

고정지 x x x 3

표 2. 지점의 종류

구조물의 지 이란 구조물을 지지하는 으로 이동지 , 회 지 , 고정지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모형의 지 은 표 2와 

같이 책 건축구조역학(1999, 김상섭, 김하림 지음)에 명시되어 있는 각 지 의 특징을 모두 구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각 지 의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5. 고정지점

 

그림 6. 회전지점 그림 7. 이동지점

그림 8. 클램프 그림 9. 절구관절(Ball & socket joint)

① 고정지 (그림 5)은 책상과 고정하기 한 클램 (그림 8)와 부재를 꽂기 한 직육면체 박스가 결합한 형태이다.

② 회 지 (그림 6)은 수평  수직 이동이 불가하며 부재가 회 이 가능한 지 이다. 고정지 의 특징을 바탕으로 부재의 

회 이 가능하도록 직육면체 박스 사이에 볼과 소켓을 이용한 구 (그림 9)을 추가하 다.

③ 이동지 (그림 7)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고 회 지 과 같이 부재의 회 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재를 꽂는 부분은 

회 지 과 동일하며 클램  신 바퀴로 설계하 다. 

은 부재와 부재를 연결하는 합 으로 활 (Hinge)와 강 으로 나  수 있다.  한 모듈에 두 을 모두 

표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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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활절점 그림 11. 강절점 그림 12. 압력센서

활 을 표 하기 해 그림 10과 같이 구 을 착안하여 회 할 수 있도록 하 다. 강 을 표 하기 해 그림 11과 

같이 구부러지는 양측에 네오디움 자석을 부착하여 스틸 재질의 지지 가 붙을 수 있도록 하 다. 압력 센서는 그림 12와 

같이  모듈과 부재와 하는 두 면에 부착된다. 아두이노 우노와 연결되어 센서값을 측정하고 블루투스 모듈(HC-06)을 

통해 센서값이 어 리 이션으로 송된다.

이처럼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구조 모형을 조립할 수 있도록 모형의 조건을 단순화하고자 노력하 다.

어 리 이션 총 5개의 이아웃(Layout)으로 구성된다.

(A) (B) (C) (D) (E)

그림 13. 어플리케이션 레이아웃

어 리 이션을 실행하면 그림 13의 (A)와 같이 Splash Screen을 통해 로고가 보이고 바로 그림 13의 (B)로 환된다. 이 

화면에서는 어 리 이션의 개발 목 과 사용법에 한 설명이 간단히 명시되어 있어 Scroll View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B) 화면에서 라멘 구조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림 13의 (C)와 같이 블루투스를 활성화  해제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환된다. Connect to Device 버튼을 클릭하면 그림 13의 (D)와 같이 아두이노와 연결된 블루투스 모듈(HC-06)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으로 환된다. Disconnect 버튼을 클릭하면 블루투스 연결이 해제된다.

블루투스 모듈과의 연결이 성공하면 센서값이 어 리 이션으로 송된다. 송된 센서값을 토 로 반력과 단면력을 계산

하여 그림 13의 (E)와 같이 그래  구  화면에서 Scroll View를 통해 축방향력도(A.F.D), 단력도(S.F.D), 휨모멘트도

(B.M.D)를 시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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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그래프 구현 화면

그래 가 표 되기 에 그림 14와 같이 각 지 과 의 종류를 선택해야 한다.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가지이다. 지 과 에 치한 버튼을 클릭하여 학생이 조립한 모형과 같은 조합을 설정한 후 RESULT 버튼을 클릭한다. 

만약 불안정 구조물에 해당한다면 ‘불안정 구조물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뜬다. 안정 구조물이고 하 을 가했을 경우 ‘정정 구

조물’ 는 ‘O차 부정정 구조물’이라는 메시지가 뜨며 동시에 화면 하단에 그래 가 그려진다. RESET 버튼을 르면 조합했

던 지 과 이 사라지고 그래  한 안 보이게 된다. 추가 으로 등분포하 을 가했을 경우 화면 우측 상단의 빈칸에 

등분포하 의 길이를 입력해야 한다. 최종 으로 모형에 가하는 하 의 세기, 치에 따라 단면력 그래 가 즉각 으로 바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교육용 구조역학 어 리 이션  교구 개발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① 교구의 경우, 다양한 재료의 부재가 가능하도록 재료의 조건을 간단히 하 다. 

② 교구의 경우, 하 을 가하여 그래 를 확인하는 용도뿐만이 아닌 구조물의 안정·불안정을 구분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③ 매체의 경우, 학습자가 해야 할 설정을 최소화하여 직 으로 사용하도록 설계하 다.

④ 매체의 경우, 학습자가 교구와 동일한 조합의 과 지 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 다.

Ⅲ. 교육적 활용

구조역학 교육용 매체는 모형에 직  하 을 가하여 단면력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한 하 의 크기와 치를 변화시

키며 단면력도의 변화를 볼 수 있으므로 건축물의 힘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건축물의 가장 기본구조인 가구식 구조

의 단면을 모형으로 채택하여 기본 인 건축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수식과 증명을 바탕으로 한 기존 수업을 탈피해 

교구를 이용한 실시간 그래  매체를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해가 수월할 것이며 별도의 실습 교육 없이 매체 이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개인 학습자인 경우 한 학습에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별도의 실습 교육 없이 건축구조역학을 배우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실습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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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불안정 구조물과 안정 구조물의 이해

 ② 정정 구조물의 단면력 그래  작도

 ③ 부정정 구조물의 단면력 그래  작도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할 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 된다.

① 건축구조역학을 학습하는 에게 즉각 인 단면력 그래 를 보여 으로써 단면력에 한 이해 속도를 증진시킨다. 한, 

건축 공자뿐만이 아닌 비 공자 상으로 건축에 한 반 인 지식을 교육할 때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② 기존의 건축구조역학 어 리 이션은 계산 기능만 할 수 있었다. “ArchiForce Diagram”은 직  하 을 재하하고 하 의 

치와 세기를 변화시키며 그래 의 변화를 즉각 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어 리 이션과의 차별성이 있다.

③ 즉각 인 그래 의 변화를 통해 학습하면 구조역학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개략 인 그래  형상을 상상하며 할 수 있다.

④ 즉각 인 그래 의 변화를 통해 학습하면 하   휨모멘트가 집 되는 치를 상상하여 부재 설계에 도움을 다.

⑤ 교육 매체를 간단한 교구와 어 리 이션으로 개발하여 구조물의 단면력에 한 교구에 있어서 독보 이기 때문에 교육 

시장에서 상품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주된 교구의 재료는 라스틱이며 25cm*10cm*15cm이므로 소형이며 센서의 사용을 

최소화하 으므로 상품화시키기 한 제작단가가 렴할 것이라고 본다.

Ⅳ. 결 론

구조역학 학습을 한 어 리 이션 "ArchiForce Diagram"과 교구는 구조역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내용을 학습

하기  토 가 되는 구조물의 단면력에 한 이해를 돕도록 개발되었다. 부재 내부에서 작용하는 단면력은 으로 직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  구조역학을 어렵게 느끼게 한다. 이러한 장벽을 해결하기 해 알맞은 교육 매체를 선택

하여 학습에 이용한다면 구조역학의 흥미를 갖고 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결론 으로 교구와 어 리 이션이라는 매

체를 이용하여 직  하 을 가해 단면력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하 의 변화에 따라 구조물 내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면 단면력의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구조역학의 학습을 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학을 공하는 학생뿐만이 아닌 

구조역학의 이해가 필요한 건축시공, 설계 실무나 비 공자 상의 교양 측면에서의 건축교육에서도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김상섭, 김하림 공 , “건축구조역학”, 도서출  탐구원 / 2003

[2] 정재곤 공 , “Do it! 안드로이드 앱 로그래 ”, 이지스퍼블리싱 / 2020

Step 1. 교구 조립

- 부재와 원하는 지 , 을 조립하여 기둥과 보를 만든다.

- 압력센서가 작동되도록 교구와 연결된 아두이노를 작동시킨다. 

Step 2. 어 리 이션 실행

- 아두이노의 블루투스와 어 리 이션을 연결한다.

- 조립한 모형과 일치하는 과 지 을 조합한다.

- 모형에 하 을 가하여 변화하는 그래 를 확인한다.

표 3.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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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 팜 제작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매체 개발

한국폴리텍대학교 성남캠퍼스 스마트자동화과 

2-1조 프로젝트 : 시드 팜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스마트팜’이란 기술이 농업에 접목되어 농작물들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제어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능형 되어 있다면 자신의 농장의 상태를 보고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노동력 또한 최소화할 수 있으며 세계 곡물 시장보다 국내 곡물 

자급률 또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스마트팜’을 통

해 이전보다 편하게 농업을 진행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단순한 제어뿐 아니라 농장에 발맞추어 농사가 진행되기 

위해선 ‘스마트팜’이 농업을 하는 연세 드신 농민분들에게 좋은 솔루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1]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가. 국내 정책 동향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기반 농업혁신 전략 보고회(제16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14. 12.)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

팜을 개발하여 2017년까지 토지면적 1,983㎡(약 600평) 이하 영세 농가 8,000가구 대상, 농가당 300만 원 대의 

저가형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농업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ICT 융복

합 기술개발을 위해 143억 원을 투자하고, ICT 기반 스마트팜 시범농장도 도별 1개소씩 육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2] 또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팜 지원을 위해 예산 216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원예 350ha와 종돈당 120

개소에 투입하고, 농가당 500만 원 정도가 드는 저가형 스마트팜 보다는 비닐하우스 5개 동 기준 2,000만 원의 

시설비가 소요되는 고급형 스마트팜 보급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3] 고급형 스마트팜의 경우 온도 유지, 이산화탄

소 제어, 생산단계별 영양소 공급 등을 조절할 수 있어 생산성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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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가. 유튜브_리본 인터내셔널 인공 안개 포그팜 재배 시스템

리본 인터내셔널 회사는 우주정거장에서 시작된 기술에 주목하였다. 미국 항공우주국 NASA는 2007.04.23. 발표

에서 인류는 우주에서 식물의 재배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식물이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데, 흙 대신에 밀폐된 공간에 구멍을 내어 씨앗을 고착시키고 물과 유기농 영양액을 안개로 분사시키면 발

아와 성장이 지속하고 농산물이 생산된다. 이 기술을 ‘안개 재배’라고 한다. 중요한 기술의 핵심적 요소는 ‘식물 

뿌리에 적합한 안개를 피울 수 있는가?’ 이다. 안개 재배의 필요한 입자는 1/25 um이며 포그피아의 입자는 

0.3~45㎛다. 파도나 폭포보다 200배가 높은 음이온은 밀폐된 공간에 세균번식이 억제되며, 뿌리 세포가 활성화되

어 다양한 무기물과 비타민의 흡수율이 높다.

포그비아의 안개 시스템의 장점을 도입한 ‘안개 재배대’는 은 나노 코팅으로 세균번식을 억제하며 작물이 효과적

으로 빛을 받는 디자인 적외선 LED로 재배가 촉진되고 재배 대가 회전하여 같은 양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기존의 

토지 재배보다 관수량 98% 화학비료 100% 살충제 99% 절감할 수 있으며 토마토의 경우 열매가 맺힌 후 수확까지 

소요시간은 안개 재배는 10일 토지 재배 28일 걸린다. 일 년 수확횟수는 안개 재배 6회 토지 재배 2회 가능하며 

2차원 재배가 아닌 3차원 공간 재배가 가능하다. 재배 면적은 4배 이상으로 늘고 노동력은 1/4 감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산물은 뿌리에는 오직 미네랄과 물만 살포되어 모두 유기농 농산물이 되며 영양분을 고르게 흡수 가능

하여 맛과 크기가 모두 균등해진다. 기능성 비료를 첨가해 특수한 기능성 농작물 또한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친환경 

농장을 기존 하우스보다 최대 8배 생산량이 증가 된다. 따라서, 모든 제품이 친환경 생산품으로 소득이 최대 4배까

지 증진된다..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안개 노즐과 비슷한 가습기 모듈을 생각했다. 내관은 먼저 아크릴판을 가공해 혼합

액 통을 만든 후 씨앗을 스펀지에 고착시켜 혼합액 통에 담긴 (물 200:영양액:1) 비율의 시약액을 가습기 모듈로 

분사시켜 습도를 유지 시켜 작물을 자라게 한다. 이러한 결과로 작물은 뿌리에 영양분을 높게 전달받을 수 있고 

세균번식이 억제된다. 작물의 생장 조건을 맞추기 위해 우리는 토양 감지 센서, TDS 센서, 조도 센서, 온습도 센서

를 활용하여 서로 감지(sensing)되어 작물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외관에는 온습도 센서, 블루투스 모듈, 조도 센서, FAN이 배치되어 있고 제어부에는 SMPS 전원 공급장치, 아두이

노, 브레드보드, 물통, 영양액 통, 수중 펌프, 8채널 릴레이 보드, 모터 드라이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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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드 팜 가공 장비 목록

다음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소프트웨어 장비
분류 명칭

2D 도면 소프트웨어 Auto CAD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SOLID WORKS

코딩 소프트웨어 Arduous
전기배선 및 구조도 소프트웨어 Frizzing

하드웨어 장비
분류 명칭

레이저 프린터 laser 가공기
3d 프린터 3d printer

표 1. 시드 팜 가공 장비 목록

시드 팜 제작 시 2D 도면에는 Auto CAD 사용하여 도면 제작을 하였고 3D 모델링에서는 SOLID WORKS 프로

그램을 사용해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Arduino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도록 코딩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Frizzing을 활용하여 전기배선 및 구조도를 만들어 제작했다.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본 그림은 시드 팜에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작동 순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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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도 설명-

‘방울토마토를 잘 키웠는가?’ 예/아니요, 시작하여 작물의 생장 과정에 맞춰 센서가 측정값을 이용하여 동작하는 

순서도를 그린 것이다. 해당 그림에서 식물 생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반영해 센서가 상황에 따라 어떤 조건

을 받고 실행하는지에 대하여 표현하였다.

먼저 작물의 상태를 파악한 후에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 파악한다. 다음으로 문제를 확인하여 동작한다. 

수분 부족 시 토양 수분 감지 센서가 감지한다. 측정값에 따라 가습기 모듈이 동작한다. TDS 수질 측정 센서가 

동작한다. 측정값에 따라 펌프가 동작하여 농도를 맞추어준다. 주변 온습도가 높을 시 온습도 센서가 감지한다. 

FAN이 동작하여 주변 온도를 낮춰준다.

3. 개발 물 및 동작 특성

가. 조도센서 제어            나. 수위 센서-밸브제어      다. 온습도 센서와 펜         라. 화분 모형화

마. 릴레이를 이용한 LED 제어   바. 제어부 구조모형        사. 제어부 배치모형       아. 외형 구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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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가공 결과물

가. 교육적 활용

스마트 자동화 학습이 완료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드 팜 실습 교육은

1) 교육 매체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장비를 이용한 1:1 교육할 수 있다.

2) 3D 프린트를 활용한 자신만의 맞춤형 가공물 제작 교육이 가능하다.

3) 아두이노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구성이 가능하다.

4) 예제 파일을 활용하면서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늘어 응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교육이 가능하다.

5) 가공물을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장비의 활용 교육이 가능하다.

6) 전기 회로도를 그리고 직접 구성할 수 있어, 전기 회로에도 대한 교육이 가능하다.

나.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도움 없이 학생이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 매체만을 이용하여 [표 3]과 같은 Step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Step에 맞게 계획표를 구성해 보았다. 

Step 1. 학생만의 원하는 시드 팜 제작
-학생이 원하는 - - -작물 선택

-아이디어 스케치-

표 3.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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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의 진행 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시드 팜’을 제작함으로써 센서의 이해도 및 깊이를 알 수 있다.

(2) 프로젝트를 진행 함으로써 계획에 맞게 계획표와 일정표를 구성할 수 있다.

(3)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맞춤형 3D 프린트 가공물을 출력할 수 있다.

(4) 식물의 생장 조건과 생장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다.

(5) 전기 회로도 및 배관 연결의 이해도가 증진된다.

(6) ICT 융합 기술을 바탕으로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다.

Ⅲ.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초적인 ‘시드 팜’을 제작하여 자신만의 작물 선택하고 작물의 성장 과정과 생장 조건을 알아가 

ICT 융합 기술을 접목해 아두이노를 이용한 다양한 센서 정보 값으로 서로 감지하여 작물을 누구든지 원하는 공

간에서 원하는 시간 때에 맞추어 노동력 없이 작물을 키울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스케치와 3D도면 제작을 통해 도면 제작 능력 및 이해도가 늘어나며 3D 프린트를 활용하

여 자신만의 형상물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전기 회로도를 직접 이어가며 회로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성장할 

것이다. 더불어 소프트웨어 제작을 통해 아두이노 예제를 활용하여 응용 프로그램 구성을 만들 수 있게 되어 다양

한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참고문헌 (필요한 경우)

[1] 스마트팜 기술 동향 및 전망 (김관중 외 1명, 2015)

[2] 중앙일보, “로컬푸드 직매, 생태체험…새 부가가치 키우는 농촌,” 2015. 6. 24  

[3] 아시아경제, “정부, 올 스마트팜 지원에 216억 투입,” 2015.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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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다기능 스위치 제어 시스템 구현을 위한 교육매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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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개발 필요성

자동차산업이 발 하고 국민생활수 이 향상되면서 자동차의 성능과 사용상의 편리성이 더욱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운 자의 편의성 향상을 하여 장분야에 별도의 제어기 ETACS(Electric Time & Alarm 

Control System)를 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능이 추가 되어 BCM(Body Control Module)로 확  되었다. 

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 으로 ADAS분야와의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발 하고 있다. 

 자동차를 공하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BCM의 공부는 자동차 장시스템의 이해차원에서 매우 요하며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는 기계, 기· 자, 통신, 로그래  분야 등 여러

분야에 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검·진단  유지보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

나 자동차 기 입문자 혹은 공자에게는 실 으로 분야가 범  하고 추상 인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

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장시스템의 이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1]. 특히 최첨단 운 자 보조시

스템(ADAS)[3]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 를 맞이하여 학습자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새로운 방법의 교수법  교육매체가 실히 필요하다.

2. 관련 장비·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자동차의 장시스템의 이해  제어·계측  정비·진단을 교육하기 하여 기존의 자동차 부품을 활용하

여 장 시뮬 이터를 만들거나 Hi-DS라는 고가의 자동차 용 계측 장비를 활용하여 실 차량에서 측정하

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BCM을 비롯한 자동차 장시스템의 고장 진단을 

한 장비 사용법 교육  일부 고장 이스에 한 숙달 훈련이라는 한계 을 가지고 있다. 한 장비 활

용에 한 컨텐츠의 제공은 미약하여 그 활동도도 낮다. 자동차 학습자 입장에서는 BCM의 구조와 작동원리 

 제어 알고리즘의 이해를 기반으로 검·진단  유지보수가 가능한 수 까지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 이러한 시간과 노력을 단축 시키기 한 자동차 용 교육장비  교과내용을 가진 

교육매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자는 PBL(Project Base Learning)을 기반으로 Reverse 

Engineering기술을 용하여 학습자가 BCM의 기본 제어 시스템인 다기능 스 치  제어시스템( 조등 

제어, 방향지시등 제어, 와이퍼 제어시스템)을 실제로 구 해 보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을 이해하고 

검·진단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나아가 새로운 시스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통합교육시스템을 개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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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본론

1. 개발 아이디어

 본 장비의 개발을 한 기본 아이디어(조건)는 아래와 같다.

① 시스템 제어기에 입력 혹은 제어되는 센서  엑 에이터는 실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시스템 

련 부품을 그 로 사용해야 하며 실제 설계회로는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회로 규정에 

맞게 최 한 작성한다.

② 본 과정을 통하여 제작되는 교재는 QR_code를 활용하여 제공되며 학습자가 핸드폰만 있으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련 제작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한 zoom

을 이용한 비 면 방식의 수업도 가능해야 한다.

③ 시스템 제어는 2가지 방식으로 제어하도록 한다. 첫째. 기본 인 다기능스 치 입력에 따른 시

스템 제어와 둘째. 핸드폰을 통한 개별 시스템 제어

④ 로그래 은 스크래치 기반의 블록코딩을 이용하여 구나 쉽게 로그래  할수 있어야 한다. 

2. 설계 방법

2.1 개념설계

본 매체는 그림 1과 같이 실제 자동차 다기능 스 치 부품들의 입력신호를 Arduino UNO 보드에 

입력하고 실제 자동차에서의 다기능 스 치 련 회로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의된 알고리

즘을 로그래 하여 실제 자동차 시스템을 제어하도록 설계하 다. 한 블루투스 통신을 통한 

핸드폰 제어도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2. 시스템 개념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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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Hardware 설계

자동차 다기능 스 치 제어시스템을 구 을 한 H/W 설계는 아래와 같다.

각 시스템은 개별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설계하 으며 개별 제작이 끝나면 하나의 단일 

제어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IO 계를 통합 설정 하 다.

방향지시등 제어 회로도 와이퍼 INT 제어 회로도 오토라이트 제어 회로도

 그림 3. 다기능 스 치 제어 회로도

2.3 Software algorithm 설계

시스템 제어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알고리즘으로 정리된다. 본 알고리즘은 학습자가 

직  시스템별로 회로를 분석하고 그 결과값을 활용하여 만들어야 하는 알고리즘이다. 아래 그림

4는 본과정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각 시스템별 알고리즘을 를 들어서 표기하 다. 

방향지시등 제어 알고리즘 와이퍼 INT 제어알고리즘 오토라이트 제어 알고리즘

 그림 4. 다기능 스 치 제어 알고리즘

 3. 시스템 제작

 3.1 Hardware 제작 

Hardware는 사용되는 센서  릴 이, 각종 램 류, 다기능 스 치등 실제 자동차제품을 사용하

여 장감을 더 높 다. 한 시 에서 쉽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제어시스

템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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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sensor 자동차용 릴레이 및 릴레이 모듈

Hardware 제작

 그림 5. hardware 제작

 3.2 Software 제작 

Software는 mblock를 활용한 블록코딩을 사용하여 따라하기 형태로 구나 쉽게 코딩이 가능하

도록 하 으며 아래의 QR_code를 통하여 소스코드  제작과정, 작동 상을 볼 수 있다.

software 제작

그림6. Softwar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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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code(source code 제공)

III. 교육적 활용

본 교과 과정은 총 4가지 step(시스템분석, 제작, 로그래 , 제어  모니터링)으로 정의 되어 

있으며 각 step별 목표, 실습내용, H/W, S/W에 한 비사항을 정리하 다. 재 폴리텍 학에

서 운 인 과정( 문기술과정, 2년제 학 과정, 하이테크과정)을 심으로 과정별 용가능한 

범 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 으며 이를 참조로 하여 각 캠퍼스에 맞게 교육과정  교육내용을 

자유스럽게 편성, 운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한 교수와 학습자간의 상호 교류를 하여 첫

째 QR_code를 통한 최신 제작 도면, 소스코드, 제작사진, 작동 상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비 면 수업을 비하여 zoom을 이용하여 학습자와 교수와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자 한다.

표 1. 각 단계별 용 가능 훈련과정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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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본 교육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교과과정에 활용 할 수 있다. 

① 자동차 다기능 스 치 회로도 심화 분석과정

② 자동차 다기능 스 치 부품에 한 압/ 류 특성 이해과정

③ 자동차 다기능 스 치 부품의 제어 알고리즘 분석  실제 로그래  과정

④ ①~③과정 포함 자동차 다기능 스 치 통합 시스템의 구 과정(PBL)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 된다.

① 자동차의 회로를 분석하는 기법을 배우고 익히며 시스템에 한 이해도 향상

② 교안을 직  제작해 으로서 이해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기회 마련

③ 아두이노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④ 로그래 을 통한 융합기술력을 가진 문 인력 양성

⑤ QR-code  zoom을 이용한 비 면 방식의 스스로 학습법을 통한 개인 학습능력 향상

IV. 결론

 본 자는 4차산업 명 비 자동차 공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논리 사고력, 창의  사고력, 종합 인 문제

해결능력을 키우기 하여 실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기능 스 치 련 부품을  100% 활용하여 실제 제어

시스템과 유사한 다기능 스 치 제어시스템을 만들어보았다. 이를 하여 별도의 PBL 교재를 개발 하 으

며 QR_code  zoo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학습자와 교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향후 본 매체

를 좀 더 수정 보완하여 한국폴리텍 학 만의 고유한 교육·훈련 컨텐츠로 만들어 “유연하고 통합

인 직업훈련 제공”, “미래형 신인재 양성을 한 직업훈련 고도화”를 통한 4차 산업 명 시

에 합한 창의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정 ,윤상희,장성태 “자동차 와이퍼 제어시스템 구 을 한 교육매체 개발”,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

술발표 회, 2019.

[2] [네이버 지식백과] 첨단 운 자 지원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ICT 시사상식 

2017, 2016.12.20., 한국정보통신기술 회)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32 -



AI를 이용한 1인 음식 제조 자판기

 김민석, 김준호, 박지훈, 신유담, 천세건, 최보겸

*한국폴리텍 대학 성남캠퍼스
qh0277@naver.com wnsgh3551@naver.com jihun4124@naver.com am1201@naver.com abccba09@naver.com qhrua2000@naver.com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1) 배달음식의 출현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음식 배달량 급증

     · 포장 가능한 음식의 범위가 확대되며 배달음식전문점의 급증

     · 1인 가구 수 의 상승에 따라 음식 배달량의 상승

  

   2) 배달음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 배달음식은 비위생적으로 조리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

     · 음식 질에 비해 높은 단가에 대한 불만이 있음

   3) 배달음식의 단점

     · 배달음식은 요리를 포장하기 위한 다양한 일회용품 쓰레기가 나옴

     · 직접 조리 하는 요리가 아니기에 본인 입맛에 맞지 않아 버리는 경우도 있음 

     ·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1인분만 배달 가능한곳이 많지 않음

     · 배달음식의 경우 요리를 하는 것 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큼

 

   4) 아이디어 채택이유와 목표

     · 자판기에서 편리하게 음식을 받아 간편한 조리와 금전적인 부담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함

     · 시각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남녀노소 사용 할 수 있게 만듦

     · 시각적 효과 뿐만 아니라 청각적 효과를 넣어 조작이 더 용이하게 함

     ·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음식점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함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비슷한 기술은 대표적으로 커피자판기가 있다. 원하는 커피를 선택할 시 모터가 돌아가며 원료통 내부에 있는 스크류가  

 돌게 되고 스크류 사이에 있는 원두들이 밀려가면서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밀린 원두들은 자연낙하 방식으로 떨어지게  

 되며 노즐을 타고 종이컵 안에 떨어진다. 음식 조리기도 원료통 내부에 있는 식료품을 밀거나 떨어뜨려 자연낙하 방식으로  

 이용하였으며, 떨어진 식료품들은 중간에 위치한 추출 통을 통해서 아래 위치해 있는 냄비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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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커피자판기, 자판기, 애견급식기 등 많은 비슷한 기계들은 PCB를 이용해 제어를 하고 버튼을 눌러 동작을 시킨다.

 하지만 AI를 이용하기만 해도 기계의 퀄리티가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이용  

 해 더욱 쉽게 설계를 하고, 보다 정확하게 작동이 가능하며 터치스크린, 사운드를 넣어 보다 퀄리티 있고 편리한 기계  

 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의 목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한 기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 이므  

 로 AI를 이용해 만들게 되었다.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라즈베리 이 설계 이썬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입력
라즈베리 이

터치디스 이

보드

SMPS

TR컨트롤러(트랜지스터)

출력 모터

표 1. AI를 이용한 1인 음식 재료 자판기장비 목록

  2. 설계 방법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사이즈를 잰다. 그걸 토대로 내부 배치를 정한다. 그렇게 완벽히 설계도를 그린 후  

모터같은 장비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동작을 임의로 해본다. 이상이 없다면 전기회로도를 제작한다. 전기회로도 구상이  

완료가 되면 내부에 들어갈 장비와 부품들의 조립을 시작한다. 지금 만들려는 작품같은 겅우는 받침대라던지 자체제작으  

로  만든 원료통, 냄비 받침대, 추출통들을 3D프린터로 뽑고 조립한다. 이 부분이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다면, 그상태에서  

작동을 시켜본다. 조립 후 케이스 내부에 조립을 하게 된다면 이상이 있을 경우 제정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까지  

완성이 되고, 작동이 이상없이 잘 된다면 그상태로 케이스 내부에 넣고 조립을 시작한다. 완벽히 고정은 안에서 한번더 작동

을 하였을 때 이상이 완벽히 없다면 완벽히 고정을 시킨다. 조립하면서 배선정리를 확실히 하고, 이상이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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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확인 순서 표>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전원을 공급한 후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터가 구동된다. 모터의 동력으로 인해 원료통 속의 톱니  

 바퀴가 돌고 톱니바퀴로 인해 스크류가 돌며 원료통(가루용) 속의 원료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떨어진 원료는 아래에  

 위치한 받침대에서 받아준다.

 원료통(큰 원료용)는 같은 원리로 모터가 돌게되면 모터에 연견된 끈이 원료통(큰 원료용)의 마개를 열리게 한다. 마개가  

 열리면 내부에 있던 원료가 자연스럽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 원료통(큰 원료용) 옆쪽에 달린 고무의  

 탄성으로 인해 마개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닫힌다. 여기서 떨어진 원료도 아래의 받침대에서 받아준다.

 

  

     <개발 과정 중 임의로 구조화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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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 AI에 대한 이해도 향상

 · 본 기계에 대한 내부 구상도와 동작방법에 대한 이해도 향상

 ·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방법>

2. 기대 효과

  1. AI가 활용된 기계를 만들어 봄으로서 AI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광범위한 곳에 AI를 활용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낼 수 있다.

  2. 직접 프로그래밍 하고 기계를 제작해 보며 기계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

  3.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기계를 제작하고 만져보며 자동화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다.

Ⅳ. 결 론

1. 작품 결과
기계의 전원을 켜고 시작하였을 때 터치 패널의 화면이 켜지며 동작 되었고, 화면의 매뉴얼이 아주 선명하게 나왔다. 
또한 원하는 매뉴얼을 입력하였을 때 모터의 동작이 잘 되었고 원하는 값의 식료품이 나왔다. 식료품의 자연낙하를 이용
해 냄비의 안쪽으로 잘 추출되었고, 동작의 이상은 없었다. 사운드 또한 만족스럽게 잘 들렸다.

2. 교육관련 결과
AI를 이용해 작품을 완성하여 AI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제목을 정하는대에 있어 기계구조에 대한 작동원리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고, 원하는 목표를 확립시켰다. 프로그래밍을 하며 파이썬에 대한 이해도 또한 높아졌으며  프로그
래밍 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 컴퓨터 언어와 설계방법을 이해하였다. 

Step.1 이썬을 이용한 로그래

- 로그램을 기계에 넣어 기계가 정상 으로 작동

Step.2 학생만의 실물 부품 제작

-학생이 원하는 부품을 직  디자인

-디자인 한 부품을 3D 린터기로 제작

Step.3 자동화 시스템화 된 기계 제작

-앞서 배운 로그래 과 부품제작 방법을 활용하여 직  기계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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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를 이용한 소형 스마트가습기 키트를 통한 코딩교육

고기 *, 고창민*, 김종민*

*한국폴리텍 학교 제주캠퍼스 융합디자인과

*kokiyg@naver.com, *kocm7428@naver.com, *kjm@kopo.ac.kr,

                           

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4차 산업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 혁명이다. 이 4차 산업 시대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등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4차 산업 시대가 되며 이제는 코딩이 더 이상 다가가기 힘든 분야가 아니게 되었고 

코딩의 대한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IT 기술의 익숙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중,고 

과정에서 코딩 교육을 의무화 하였다. 코딩은 단순히 프로그래머로 키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논리적인사고와 창의력

를 키우기 위한 교육이다. 코딩 교육의 핵심은 문제를 분석하고 논리에 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리적인 사고력 문제 분석능력을 비롯하여 창의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아두이노는 현재 드론, 

모션카피로봇, 3D프린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으며 누구나 직접 보드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고 사물인터넷 의 

이해도가 높아지며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실제로 아두이노에 습식 센서와 무선모듈을 장착한 센서로 구성된 ‘보태니콜스’는 식물에게 물을 줘야 할 시기를 사용

자에게 트위터로 알려준다. 스마트홈 게이트웨이 기기인 ‘닌자블록’ 역시 오픈소스 하드웨어로 개발돼 집안의 다양한 

온도와 동작 센서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아두이노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컨트롤러로 

완성된 보드와 관련 개발 도구 및 환경을 말한다. 다수의 스위치나 센서로 부터 값을 받아들여 LED나 모터와 같은 외부

전자 장치들을 통제함으로써 환경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로봇, 온습도계, 

동작 감지기, 음악 및 사운드 장치, 스마트 홈 구현, 유아 장난감 및 로봇 교육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제품들이 아두이노

를 기반으로 개발 가능하며 직접 손으로 만지며 만들어 가기 때문에 넓은 폭의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다.

Ⅱ. 본 론 

 1 . 개발 아이디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하여 만들 것 인지를 교육목적으로 한다. 본 매체는 스마트 가습기 키트를 제공함으로 

써 학생 또는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하여 스마트 가습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사용자는 스마트 

가습기 키트와 코딩을 이용하여 적외선 리모컨 또는 블루투스를 이용한 원격 제어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른 LED조명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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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능을 만들 수 있다. 또는 스마트가습기의 블루투스 기능으로 어플리케이션과 연결하여 IOT(사물인터넷)의 활용성을 알

아볼 수 있게 된다. 사용자가 본 매체를 통해 교육을 받고 받은 교육을 통하여 만든 작품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스마트 

가습기를 제작함으로 써 사용자의 흥미를 더욱더 유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스마트 가습기를 제작하는 동안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하고 아두이노를 연결해 보며 작동원리, 문제해결 등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것을 기초로 더 

나아가 다른 제품을 제작해보며 더욱더 효과적인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2. 설계 방법

스마트 가습기 아두이노 키트는 IR수신센서, 초음파가습기 모듈, 블루투스 모듈, 네오픽셀LED스트립, 온습도 센서, 

USB충전모듈, 적외선리모컨, UNO보드, 브래드보드, 아두이노 호환케이블, 점퍼케이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IR센서를 

통한 적외선 리모컨 통제 방식과, 블루투스 모듈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통제 방식을 사용자 수준에 맞추어 제공한다. 

교육과정을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사용자는 단계별 교육을 통하여 스마트 가습기를 

제작할 수 있다. 공통기능으로 온습도 센서와 가습기 모듈을 통한 사용자 주변 습도에 따른 가습기 분무량 자동 조절 

제어, 네오픽셀LED스트립을 통한 LED조명기능을 넣었고 기초과정에서는 적외선 리모컨을 활용하여 습도에 따른 LED

색상변환기능 심화과정에서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한 습도 혹은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한 미세먼지에 따른LED 조명

의 색상 변환을 제어 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표를 참고하여 과정별 기능을 구분 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회로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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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별 기능 학습 내용

공통기능 가습기 분무, 가습기 분무량 자동조절, 무드등

기초과정 리모컨 기능 습도에 따른 LED색상 변환

심화과정 블루투스 기능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다른 LED색상 변환 및 조절

 표 1. 각 단계과정 의 기능

 본 매체의 가습기 제작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부품은 아래 그림 2와 같다. 

    

·만능기판 40 * 80          ·IR수신센서     ·초음파 가습기모듈     ·블루투스 모듈 HC-06    ·네오픽셀 LED스트립

                         

    ·온습도 센서     ·USB모바일 충전모듈     ·적외선리모컨          ·UNO 보드           ·아두이노 호환케이블  

   AM2302 DHT22        SZH-CH039

     

   ·점퍼케이블         1채널 5V 릴레이모듈

그림 2. 부품구성도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39 -



    

그림 3. 개발 장비 활용 실습 교육 예

과정별 학습 컨텐츠 제공을 통하여 아두이노의 각 부품에 대한 이해도와 H/W, S/W에 대한 사고력을 만들어 주며 과정에 

따라 쉽게 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① 온습도센서 가 주변 습도를 체크하고 이에 따라 자동으로 가습기의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다.

②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사용자의 지역에 따른 미세먼지의 농도를 체크하고 LED센서를 통하여 LED등의  

   세기와 색상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③ 아두이노에 적외선 센서를 부착함으로 리모컨을 따로 제작하여 가습기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완성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게 본 매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아두이노 키트가 무료로 제공/배포 된다.

⑤ 본 매체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비전공자들도 쉽게 학습하고 사용할 수 있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림4. 실제 제작된 가습기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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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4차 산업 시대를 맞아 국제사회에서도 코딩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본 매체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

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쉽고 꾸준히 흥미를 유지할 수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 적용 및 응용이 가능한 아두이노 교육과    

Iot(사물인터넷)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며 제품에 

대한 제작과정 과 하드웨어 구성도와 소프트웨어 구성도를 설명하고 블루투스 연결을 이용한 습도, 조명, 원격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코딩 또는 사물인터넷에 관심이 없는 학생 및 일반인, 코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구조로 작동하게 되는지 쉽게 다가  

   갈 수 있다.

② 코딩 또는 사물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학생 및 일반인, 본인이 만들고 싶은 가습기를 직접 제작하며 자신의 실력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③ 코딩을 활용하여 가습기 뿐 만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

④ 스마트 가습기를 직접 제작하고 실생활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물 이 남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스마트 가습기 키트를 활용한 코딩 교육 방법을 살펴보았다.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

상현실, 3D프린팅, IOT(사물인터넷)등 기술이 매우 각광받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본 매체는 스마트 가습기 키트를 활용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함으로 학생 또는 아이들 에게는 코딩을 통한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켜줄 수 있고 코딩에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하여 단계별 교육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였

다. 본 매체 에서는 스마트 가습기키트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직접 코딩 및 제작을 하면서 만들어진 작업물을 실생활에서 

직접 사용해 봄으로 써 코딩의 대한 흥미를 유발 시키며 IOT(사물인터넷)의 제작 및 작동 원리, 제작과정 개념을 교육할 

수 있게 되어 4차 산업 시대의 걸 맞는 교육을 제공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딩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사용자 

는 본 매체의 교육을 기초로 하여 스마트 가습기 뿐 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많은 제품을 만들어 봄으로 써 앞으로 아두이

노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현이 지속될 것 이라 사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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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스마트 홈은 기본 으로 가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의 가 기기를 모니터링 하거나 제어할수 있고, 원격에서도 마찬가지

로 동작할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교육매체는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등 스 치를 제어함으로

써 IoT와 목하는 스마트 홈을 구축하고자 하 다. 기존의 연구된 스마트 스 치와 차별화를 두기 해 블루투스나 다른 

휴 기기로 동작할 필요없이 박수소리로도 제어할수 있는 스 치를 만들어 구 하 다. 스마트 등 스 치는 아두이노 보드

와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서버로 송/수신하여 이를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 

한다. 4차 산업과 연동되어 신축되어지는 곳에서는 스마트 홈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기존 건물에서 스마트 홈 스마트 스 치

를 구축하고자 한다면 개발되어진 이 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스마트스 치의 원리를 이해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최근 폭발 으로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보 에 따라 기존 컴퓨터에서만 속할 수 있었던 인터넷이 장소에 상 없이 

구나 스마트폰에서도 속할 수 있는 모바일인터넷시 가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아닌 다른 사물도 

인터넷으로 속하여 제어할 수 있는 것에 심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2∼3년이면 센서, 카메라, 자동차 등 일명 사물로 일컫

는 각종 장치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의 시 가 확산되고 있다. 재에도 다양한 가 제

품이나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성되고 있으며 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에 있다[1-5].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홈에 IoT를 결합하여 생활에 편의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연구

를 하던  스마트스 치를 매체개발로 선정하게 되었다. 기존의 스 치는 사용자가 직  스 치를 온, 오  하여야 하고, 는 

아날로그 으로 직  제어해야 했으나  스마트스 치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는 박수소리로 스 치를 온, 오   제어가 

가능하다.

  시스템의 구성은  스마트기기의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하여  등 스 치를 제어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 리 이션을 통하여  

등 스 치의  치, 이름 등의 데이터를 장하며, 스마트폰으로 재 스 치모듈을 제어 할지 정하고 스 치를 모니터링  

제어를 할 수 있다. 데이터를 송·수신함에 있어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 장된 데이터를 디스 이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추후에는 데이터 통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시스템의 구성은 다음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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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주요 장비 목록 

분   류 명   칭

아두이노 나노보드 SZH-EK025

서보모터 SG-90

소리 감지 센서 모듈 LMV324

블루투스 직렬포트 모듈
HC-06 (DIP) 

[SZH-EK010]

표 1. 스마트 스위치 장비 목록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스마트 스 치를 제작하는 장비를 기 으로 설계도와 소스 코딩, 구 한 시작품을 다음 그림 2∼ 그림 4 에 나타내었다.

그림 2 스마트 스 치 배선도

그림 1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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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①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스 치를 동작함으로써 스마트 홈 시스템을 구 할 수 있다.

② 소리 인식 센서를 사용하여 스 치를 동작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스 치를 온/오  하게 하여 편리함을 제공  

   한다.  

③ 본 매체를 활용해 블루투스기반이 아닌 와이 이 환경에서 동작하게 할수 있는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의 사항을 용하여 나온 결과물은 다음 그림 5, 그림 6 과 같다. 

그림 3 서보모터 소스코드

그림 4 소리센서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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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스마트 홈 스마트 스 치를 구축하기 해 필요한 교육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품을 구성, 회로, 동작방법  원리 악을 한 부품의 특성 교육 

② 아두이노 우노보드 구성을 한 기본 인 하드웨어, 소 트웨어교육

③ 스 치 제어를 한 스마트폰 기본 인 앱 활용 교육

④ 하드웨어  소 트웨어 통합 작업  동작 연동 교육

⑤ 최종 시험  오류 악, 결과보고서 작성, 학습효과 확인  용 분야 분석

 5. 기대 효과

  스마트홈 스마트스 치의 교육매체의 활용은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스마트 등스 치를 이용하여 스마트 홈 시스템

을 더 넓은 범 로 IoT를 용하 다. 이는 신축 건물이 아닌 기존에 스마트 스 치를 설치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아 

소요될 뿐 아니라 설치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해, 본 교육매체를 활용한다면 기존 스 치에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스마트 홈 원격 스 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 이다. 한 스마트 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그림 5 스마트폰으로 연동한 스 치 온/오  

그림 6 소리센서로 인식하여 LED(스 치) 온/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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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무선으로 제어함으로써 실내 어디서든지 제어가 가능하며 스마트 폰을 원격지에 놓아두었을 경우 박수로 손쉽

게 제어가능하게 하는 등,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스마트 홈의 효용 가치를 증 시킬 수 있다.

Ⅳ. 결 론 

  스마트 홈 스마트 스 치는  아두이노 컨트롤러 기반으로 개발된 교육매체로써 학생들이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센서의 

동작을 직 으로 결과를 확인할수 있어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향후 연구 

과제는 스마트 등 스 치뿐만 아니라 스마트 콘센트에 기능을 추가하여  원 제어를 가능하게 하며  력 사용량 모터링 

등도 할 수 있도록 구 하는 것이다. 한 평균 사용량을 하루, 일주일, 월, 년 등의 데이터로 리할수 있다면 이용자의 

력 사용량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효율  그린에 지 스마트 홈을 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에어컨, 보일러, 

가스 밸  등, 원격 제어가 필요한 곳에 용을 확 를 나간다면 스 IoT 기술 분야 학습자들의 학업 성취도에 정 인 효과

를 보일 수 있음은 물론, 스마트 홈의 기능과 서비스 확 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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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동차 워트 인 시스템 학습을 한 교육매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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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근  자동차 신산업 분야의 핵심 과제는 자율주행 분야와 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분야로 나  수 있다. 이  자율주

행 분야는 운 자를 보조하거나 신할 수 있는 기술로 정의하는데, 핵심 기술로는 사물인지  차량 복합제어 등이며 이는 

시스템의 발  진보로 기업의 선택  분야라고 할 수 있으나 나날이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속에 기 자동차 분야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기업의 존속이 걸린 필수  분야로 발 해 가고 있다.

 이 에서 EV자동차의 핵심 인 부분이 되는 워트 인(동력원) 부분을 설명하고 보여  수 있는 매체나 교보재를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EV자동차가 기존 내연기 과 달리 어떤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동되는지에 한 핵심

인 학습 매체가 필요하기에 실제 자동차의 심장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워트 인에 해 이해  응용에 필요한 효과 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하 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친환경 자동차의 종류 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동력원에 따라 기 자동차, 태양  자동차, 하이 리드 자동차, 

연료 지 자동차, 천연가스 자동차 등으로 구분된다. 정부는 2009년에 클린디젤 자동차도 환경친화  자동차에 포함시켰다. 

클린디젤 자동차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매연 감장치(DPF) 등을 장착하여 기존 디젤 자동차에 비해 오염물질을 게 

배출하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재의 기술 수 에서는 여 히 휘발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환경문

제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석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는 문제 이 있다. 

따라서 배출가스 감 이슈는 자동차 제작사의 선택이 아닌 생존에 달려있으며, 본 단원을 통해 자동차 기  구조학을 바탕으

로 시스템 바디를 모델링 하고 제작하 다. 한 EV 시스템 회로 구성도를 이해하고 회로를 직  설계  결선하여 EV 시스

템의 핵심인 워트 인을 설계토록 하 다.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유사 장비 및 매체와의 차별성 등)

 EV자동차에 한 교육 매체를 학생들의 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체 으로 개발하 기에 제작 과정을 자세하게 

담은 그림  설명서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근할 수 있도록 교육 매체를 제작하고, 추가로 각 부품에 한 제원  용도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한 기존 내연기 과 큰 차이 이 워트 인(동력원)에 있으니 EV자동차 워트

인 시스템 교육 매체는 직  구나 쉽게 만질 수 있으며, 한 에 모든 동력원 시스템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의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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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기계 설계 소 트웨어 Inventor

3D 캐드 소 트웨어 SolidWorks

3D 캐드 소 트웨어 CATIA

표 1. 파워트레인 시스템 설계 장비 목록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1) 3D 모델링 로그램

 컴퓨터 그래픽스의 분야에서 상으로 하는 3차원 기하 형태를 3차원 가상 공간속에 재 될 수 있는 수학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모델링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장된다. 3차원 모델은 일반 으로 더링 

과정을 통해 실제 물체와 비슷한 모양과 질감을 가질 수 있다.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는 특히 이러한 3차원 모델을 표 하고자 하며 가상공간의 3차원 모델을 통해 실세계의 물체를 

묘사하거나 혹은 물리  환경을 모델링하여 가상환경 속에서 물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최근 3차원 모델링은 화, 

애니메이션, 고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물리  실험 시뮬 이션, 건축, 디자인 등의 설계  술의 표  수단으로 각  

받고 있으며, 3D 모델링 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도 다양하기에 로그램의 종류 한 매우 다양하다.

2) Platform Body Design

① 다양한 모델링 로그램 Tool 에 하나를 선택하여 기  Platform Body 모델링 한다.

* 하단의 시된 실습 이미지는 솔리드웍스 (SolidWorks)을 사용하여 기  Platform Body 모델링을 하 다.

<그림1 > Platform Body 기  모델링 실습

② 기  Platform Body 모델링 후 Body 속재료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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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디자인한 Platform Body 모델링  바탕으로 선택한 Body 속재료를 사용하여 Body를 제작한다.

* 하단의 그림2, 그림3 실습 이미지 속 재료는 Steel  Aluminum Alloy를 사용하 으며, 표면 가공( 단, 삭, 

resurfacing 등) 후 속 용 은 CO2용 , MIG 용 , Bolt/Nut 체결 등을 사용하여 합하 다.

      

<그림2 > Platform Body 표면 가공 실습

      

<그림3 > Platform Body 표면 합 실습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1) 아래 시된 그림4, 그림5의 시스템 개략도를 참고하여 EV 시스템 주요 구성품  회로도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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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 EV Power Train System Schematic Diagram

<그림5 > Battery Circuit Diagram 

완성된 EV Power Train System 구동 시 드라이  최고속도는 90km/h 내외이며, 배터리 충 은 AC 220V단상 러그

로 Charging Port에 삽입했으며, AC-DC Converter (Battery Charger System)를 거쳐 배터리에 충 되는 시스템으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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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 완성된 EV Power Train System

Ⅲ. 교육적 활용

 EV 워트 인 시스템 과목 수강이 완료된 학생을 상으로 한 매체 활용 실습 교육은 ①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문제를 

직  선택하고 학습 목 을 확인 ② 목 을 효율 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선정, 검토 ③ 목 을 이루기 해 

매체를 활용하여 계획을 실행 ④ 로젝트 결과 기록 보고서  실습 결과 평가지를 작성하여 한 실습을 진행하 는지 

확인. 총 4단계의 기 에서 교육을 진행하며, 워트 인 매체를 사용하기 이 에 안 상의 문제를 꼭 상기 시킨 후에 진행하

도록 한다.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도움 없이 학생이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 매체만을 이용하여 [표 2]과 같은 Step으로 진행 하도록 한다.

Step 1. 워트 인 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 숙지

- 고용량 배터리 사용에 따른 사용방법 인지

- 시스템 회로도를 통해 구성요소  치 확인

Step 2. 학생이 직  실습 진행

- 시스템 실행 시 모터의 구동의 원리 확인

- 가속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른 차속의 변화 확인  

표 2.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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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시,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 된다.

① 고 압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 Shut Down 차, 연 러그 서비스 차단 등 고 압 안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EV 자동차의 핵심인 워트 인 시스템을 한 에 쉽게 이해  응용을 할 수 있다. 

③ 워트 인을 구성하는 시스템 각각의 기능  역할을 이해하고 시스템 설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원을 인가할 시 시스템의 력 변화와 가속 여부에 따른 변화 등 시스템 입출력 요소들을 직  측정  분석 할 수 

있다.

 안 에 유의하여 이론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을 진행 시킨다면 교육 효과는 더욱 뛰어날 것이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EV 자동차 워트 인 시스템 교육 매체를 통해 더욱 간편하고 한 에 정리할 수 있는 교보재에 해 

설명 드렸습니다. 학생들이 낯설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EV 자동차의 워트 인 시스템을 간단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EV 자동차가 이제는 단순히 어려운 상이 아니라 한 발 더 학생들에게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처음 EV 자동차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익숙한 사람들도 EV 자동차 워트 인 교육 매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추후

에 일반 사람들에게도 EV 자동차의 구조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교육 매체가 될 것 입니다.

압 형 측정 등 실습

- EV 자동차 배터리 충  압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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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개발 필요성

4차 산업 명 시 에 가장 주목 받고 있는 기술  하나인 IoT(Internet Of Thing)는 사물 인터넷으로, 사물 는 장치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에는 많은 센서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 기에 발 맞추어 청소년 SW 교육, 코딩 교육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두이노 등 교육용 디바이스 역시 활발하게 사용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IoT 련 디바이스 혹은 시스템을 개인, 학생 

단 로 사용하려면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많은 기회비용이 요구됩니다. 한 IoT 랫폼의 정의 역시 범 하여 이를 명확히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구 주제로 통합형 사물인터넷 리, 분석  교육 시스템(SIMI:Simple IoT)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 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센서 데이터통계  디바이스 리가 가능한  교육용 IoT 매체로는 한컴 MDS와 IoT 략 연구소등이 존재합니다. 다음과 같은 매체들을 

통해 얻은  IoT 기술이 용될 수 있는 곳은 국내 시장의 경우 공장, 농장, 빌딩, 물류 창고 등 다양한 산업 역이 존재하며 이런 사업들은 

시장의 규모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 국내 클라우드 랫폼은 한국클라우드산업 회 기  KT, Naver, SK, 삼성SDS 등의 기업

들이 회원으로 있으며 련 사업을  확장 인 유망한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따라 매체의 개발은 사물 인터넷 모듈과 수집‧ 리 

분석 모듈 등을 주요 주제로 합니다. 보편 으로 개발, 활용되는 매체의 와 이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분야 설명 수익 모델

모듈 타사의 사물인터넷 모듈 개발  매 단일 매, 액/월

수집  리 디바이스 리를 한 매니지먼트 툴 액/월

분석 시각화, 머신러닝, 통계 분석 웹 사이트 or 로그램 액/월

교육
모듈 타사에서 개발된 사물인터넷 모듈 교육 액/회

그 외 기업 는 자체 개발된 로그램 교육 액/회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희의 교육 매체는 기존 분할된 시스템과는 달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소기업에서도 단일 라이센

스 비용으로 쉽게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 최종 으로 통합형 사물인터넷 리, 분석  교육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

다.

아래의 <표 1, 2, 3>은 기존 업체들의 서비스 특징과 문제 에 해, <표 4>는 기존 업체와 우리 아이템의 차별 에 해 서술하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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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명 특징 문제

삼성 자 삼성 자에서 개발된 가  제품들과 연동 삼성 자 제품에서만 사용 가능

포스코 ICT 스마트팩토리내의 공장설비에 한 IoT 장치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은 구매가 어려움 ( 견 

기업 이상 주)

< 표 1. 기존 업체의 사물인터넷 모듈 >

기업(서비스) 명 특징 문제

마이크로소 트(Azure) 다양한 수집, 리  분석 툴을 선택 으로 

제공해주며, 머신러닝, 딥러닝과 같은 규모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음

라이센스 비용이 매우 높음 

약 3,000,000원(1계정당, 월별)

아마존(AWS)
라이센스 비용이 매우 높음 

약 2,500,000원(1계정당, 월별)

< 표 2. 수집, 리  분석 툴 분야 기존 업체 >

기업(서비스) 명 특징 문제

한컴 MDS 국내/외 기업 총  업체로 다양한 교육 제공
자체 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기  

교육(1회성)만 제공

IoT 략 연구소 오  소스 기반의 사물인터넷 모듈 교육 제공 기  교육(1회성)만 제공

< 표 3. 교육 분야 기존 업체 >

분야 차별 효과

모듈

기존 서비스의 문제

기존 업체는 자체 개발된 장치가 내부 연결만 가능함
사물인터넷 모듈에 들어가는 소 트웨어는 

오 소스로 제공하여 고객이 직  개발한 모듈

도 자사 시스템과 연결이 가능함
본 아이템의 특징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렴한 오 소스 랫폼을 사용

수집, 리  

분석 툴

기존 서비스의 문제

각 툴들을 분리하여 제공하여 라이센스 비용을 각각 납부해야함
소기업,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에게도 경제 인 부담을 덜어  수 있음
본 아이템의 특징

하나의 통합 웹사이트 내에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단일 

라이센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교육

기존 서비스의 문제

부분 기업이 아닌 교육 기 들은 자체 개발이 아니기 때문  에 1회

성인 기  교육만을 제공하며,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제품들에   해서

만 교육

휘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 인 온라인 교육으

로 인해 많은 사람들과 상호 작용이 가능하며 다

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음
본 아이템의 특징

모듈  각 툴들에 한 튜토리얼  커뮤니티 사이트 제공

< 표 4. 기존 업체와 우리 아이템의 차별  >

오 소스로 제공되며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두이노, 라즈베리 이와 같은 사물인터넷 모듈들을 기반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 

입장에서 가격 걱정을 덜 수 있으며,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서비스를 통합하여 운 함으로써 하나의 랫폼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라이센스 비용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을 차별 으로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연속 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라인 튜토리얼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 희 아이템의 차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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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방법

 SIMI의 목표는 사용자에게 높은 근성과, 통합성을 바탕으로 센서로 

얻은 데이터를 확인하고 디바이스를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은 한 가지 언어 는 랫폼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Web Page, 

Server, Web Application Server(WAS), Database를 이용하여 개발하

습니다. Flask를 활용하여 WAS와 Socket Server를 구축하 고 Server

는 NGINX를 이용하 습니다. Linux 환경에서 구축하 으며 Web Page

는 React.js를 사용하 습니다. Database는 MariaDB를 사용하 습니다. 

그림 1에서 SIMI의 시스템  구성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재 구 된 버 에 해서는 H/W 련 구 은 아두이노 우노 기반으로 WIFI는 ESP-01 모듈을 사용합니다. 자체 으로 개발한 S/W

는 Arduino-Uno기반 Socket 통신을 한 라이 러리와 그림 1의 시스템 구성도와 련한 랫폼을 구 하 습니다. 

 
그림 2 Arduino-Uno

 
그림 3 ESP-01 

 사용자는 자체 랫폼을 사용하려면, Web Page에 속하여 자신의 Device와 Sensor를 등록하고 Web Application Server에(WAS) 의

해 고유의 ID를 할당받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Database에 장됩니다. 사용자는 Arduino IDE에서 자체 라이 러리를 다운받아(zip 형태

의 소스 일) 라이 러리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Web Page에 등록한 센서를 이용하여 로그래 을 합니다. 로그램 내에는 사용자의 

공유기의 IP와 WAS로부터 할당받은 Device ID와 Sensor ID를 포함하게 됩니다. 로그램이 실행되면 Arduino-Uno에 연결된 센서를 

통해 값을 측정하여 해당 값은 패킷을 만들어 ESP-01를 시리얼(TX, RX) 통신을 자체 랫폼에 Socket Server에게 데이터를 송하게 

됩니다. Socket Server는 해당 패킷을 받아 분석하여 Database에 패킷 련 정보를 장하고 .dat에 받은 데이터를 장합니다. 이때 사용

자는 Web Page에 속하여 Device List와 Sensor List에서 등록된 Device와 Sensor를 선택하여 Device Management Page의 Real-Time 

Monitoring 버튼을 클릭하여 재 송되고 있는 데이터의 값을 볼 수 있다. (그림 4 참조)

 한, 사용자는 Dashboard Page로부터 Device List와 Sensor List, Data List를 이용해 자신이 기존에 측정했던 데이터 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를  다양한 젯으로 가시화 할 수 있습니다. (그림 5 참조)

그림 4 Device Management Page 그림 5 Dashboard Page

그림 1 SIMI(Simple IoT)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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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물  동작 특성

① SIMI 웹 페이지 속

  - 호스  된 Server의 IP를 통해 속하면 그림 6의 웹페이지 보입니다.

그림 6 Device Management Page

② 재 회원 등록, 리, 삭제 기능 미구

  - 해당 기능이 추가되면 Welcome Page  Login Page가 추가될 것입니다.

③ Device Management Page에 IoT 디바이스  센서 등록

그림 7 Device 등록 버튼 클릭
그림 8 디바이스 정보 입력

그림 9 디바이스 등록 확인

  
그림 10 Sensor 등록 버튼 클릭

그림 11 센서 정보 입력 

그림 12 센서 등록 확인

④ Device Management Page에 IoT 디바이스  센서 ID 확인

그림 13 생성된 디바이스 ID 확인 그림 14 생성된 센서 ID 확인

⑤ IoT 디바이스 로그램에 디바이스  센서 ID 변경

그림 15 SIMI 라이 러리 추가 그림 16 헤더 일 선언  디바이스  센서 ID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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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IoT 디바이스 연결

  - 아래의 3부분 사용자의 상황에 맞게 수정한다. 이후 자신이 측정하고 싶은 센서 모듈을 부착하여 로그래 합니다.

그림 18 WIFI Shield 네트워크 설정

⑦ 센서 데이터 모니터링 

  - Device Management Page의 Real-Time Monitoring Start 버튼 클릭 시

그림 20 평소 디바이스 상태 그림 21 모니터링 시작 버튼
그림 22 Start 시작된 상태

그림 23 디바이스 연결 성공 시 Arduino 시리얼 화면 그림 24 Arduino로부터 올라온 데이터 확인

  - Real-Time Monitoring Stop 버튼 클릭 시 or Arduino의 연결이 종료 시 Real-Time Monitoring 서비스가 종료됨

그림 25 디바이스 실행 상태 그림 26 모니터링 종료 버튼 그림 27 디바이스 종료된 상태

 

⑧ Dashboard Page는 장된 데이터 일들을 젯으로 가시화

그림 28 일 선택
그림 29 젯 선택

그림 30 사용자가 선택한 젯에 데이터 일 가시화

⑨ 다양한 데이터 리  분석 젯 기능 미구

  - 다양한 시각화 젯 분석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그림 19 소 트웨어 시리얼 포트 사용

그림 20 데이터 송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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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교육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방법

  IoT 디바이스인 아두이노를 활용하여 각 센서의 Datasheet를 활용해 회로를 연결하고 제어 로그램만 코딩 한다면 사용자가 원하는 

센서 제어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해당 디바이스를 심으로 H/W와 S/W의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로 창출할 것입니

다. 이런 아두이노 교육에 자체 랫폼인 SIMI가 목된다면 자신이 만든 로그램에서 가시화될 부분이 선택하여 그래 , 다양한 형태의 

젯을 표 하거나, 는, 데이터를 하여 장하는 클라우드 형태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로 창출을 도울 것입니다. 

희는 기존의 아두이노 교육을 넘어서 데이터 시각화  새로운 가치 창출 교육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2. 기  효과

  교육 방법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③, ⑥번 과정을 통해 학습 시에 IoT디바이스에 한 이해도 상승과,  IoT 디바이스의 부착 센서 사용법 숙달

 ⑤번 과정을 통해 아두이노 는 다른 IoT 컴 일러 사용법의 이해

 ⑦번 과정을 통해 데이터 가시화와 실시간 모니터링에 한 이해

 ⑧번 과정을 통해 IoT디바이스를 통한 데이터 수집  분석 능력에 한 이해

Ⅳ. 결 론 

 본 랫폼은 격하게 발 하고 있는 IoT 분야를 공략하여 4차 산업 명 시 에 뒤처지지 않도록 다양한 기술자들을 배출해내기 하여 

IoT 디바이스를 활용한 교육을 목 으로 제작된 SIMI 랫폼(다량의 센서 데이터 통계  디바이스 리가 가능한 교육용 IoT 시스템)입

니다. 기존 랫폼들의 요소의 문제 을 악하고 보완한 후 만들었으며 다양한 수 의 IoT 학습자들의 높이에 맞춰 설계되어 쉽게 

근할 수 있는 랫폼입니다.  Arduino-Uno를 이용한 센서 제어에 필요한 Datasheet 살펴보기, 로그램 구조 이해  라이 러리 추가

와 같은 실무에서 꼭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고 WIFI 모듈을 이용해 무선통신을 통해 자신이 보낸 데이터가 패킷 형태로 인터넷상에서 

달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로그램을 확장하여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고 각 계정에 따라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리, 보  할 수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렴한 비용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한 실제  시스템이 구동되는 과정들을 API 함수로 활용한다면, 

사용자들은 SIMI에서 제공된 API 함수를 통해 새로운 로그램들을 구 할 수 있게 됩니다. 추가로 Dashboard에 련한 젯 추가  

수학 인 분석 툴 지속해서 제공하거나  IoT 디바이스가 Arduino-Uno 뿐만 아니라 Arduino의 다른 보든  라즈베리 이와 같은 다양한 

IoT 디바이스를 지원한다면, 이 SIMI의 랫폼의 확장성은 매우 높다고 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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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개발 필요성

  반려동물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책임감이 필요하다. 일, 개인적인 심부름 및 가족과의 시간 속에서 반려

동물을 돌본다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더욱 힘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과의 계속적인 

교감을 위해 CCTV 등을 통해 관찰하는 기술 또한 이미 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기술은 단일방

향의 소통에 국한 되어, 단순히 정해진 공간 내에 있는 애완동물의 행동만 관찰하는데 그치는 문제점이 있

다. 따라서 본 발명은 제어단말을 통해 원거리에 있는 주인과 애완동물 간의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애

완동물 모니터링 장치와, 직장에 있을 때나 짧은 휴가를 위해 외출 할 때마다 먹이를 줄 수 있다. 또한 스

스로 먹을 수 있게 수동 버튼을 설치함으로 반려동물들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다.

2. 관련 장비  ᆞ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슈어피드(SureFeed)는 마이크로칩 펫 피더 커넥트(Microchip Pet Feeder Connect)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여러 반려동물을 동시에 키우는 곳에 적합하다. 마이크로칩이나 무선인식(RFID)으로 등록한 반려동물만 사

료를 먹을 수 있도록 돕는다. 먹이를 두고 다툴 일이 없다. 이 제품에 사료나 먹이를 넣어 두면 투명한 가

림막으로 가려져 있다가 등록된 반려동물이 오면 가림막을 열어 먹게끔 한다.

  아이커들(iKuddle)은 자동 급수기인 워터 파운테인(Water Fountain)과 자동 급식기 오토 피더(Auto 

Feeder)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두 제품 모두 반려인 스마트폰과 연결돼 물이나 사료가 부족할 때 자동으

로 알린다. 반려동물 식습관을 앱으로 기록해 관리할 수 있다. 카메라와 양방향 마이크로 소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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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구성도

그림 1.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구성도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마이컴으로 사용하고 주변에 서보 모터, LCD모듈, 카메라

모듈, 키패드를 인터페이스시켜 동작을 제어하고, 와이파이 모듈을 정합하여 핸드폰을 포함한 무선 단말기

기와 와이파이 통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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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아이디어

① 와이파이와 카메라를 이용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캡처

② 브라우저를 통해 자동 급식 예약 시간 설정

 사용된 장비는 [표 1]과 같다.

소프트웨어 장비

분류 명칭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제어 코딩 소프트웨어 Arduino

하드웨어 장비

분류 명칭

아두이노 보드 Arduino UNO R3

Wi-Fi 모듈 ESP32

LCD Display LCD 1602 I2C

카메라 모듈 OV2640

RTC 모듈 DS3231

서보모터 SG90

아두이노 키패드 Arduino 4*4 Keypad

반자동 급식기 PECA4008

표 1.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가공 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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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그림 2.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작동 순서도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 매체는 작업 순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목차를 구성한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혹은 급식기에 부착된 키패드로 자동 급식 시간 설정

② 자동 급식 시 서보모터가 이동하며 몇 초간 사료가 떨어짐

③ 카메라와 와이파이 모듈을 이용하여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에 연동

④ 실시간으로 반려동물의 모습 확인

⑤ LCD로 현 시간 및 제품 on/off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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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도움 없이 학생이 교육받은 내용과 교육 매체만을 이용하여 [표 2]와 같은 Step으로 진행 하도록 한다.

Step 1. 소프트웨어 환경 구축

- Arduino 통합 개발 환경 IDE(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다운로드

- 반려동물 자동 급식기 코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다운

Step 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장비 제작

-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

- 원하는 높이로 외형 구축

표 2. 교육 매체를 이용한 Step 별 자가 학습 진행

2. 기대 효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을 진행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① 카메라로 인해 기계가 작동이 멈춰 주인이 미처 알지 못하고 자신의 반려동물이 며칠 굶게 되는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비할 수 있다.

② 원격제어 기능으로 시, 공간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에게 사료 지급

③ 사람들의 여가 시간 증가

④ 과식 방지

IV. 결론
  본 논문에서는 바쁜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노인 및 어린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애완동물을 기

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반려동물 먹이 자동공급을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와이파이

를 이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카메라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한

다. 구현된 시스템은 애완동물의 종류 및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 수위조절과 먹이양이 조절되는 특징을 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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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7 자연경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는 유네스코 3 왕(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생물권보 지역)에 올라 

지로서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경 을 보러오는 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

어 트카 수 역시 늘어나고 있다.[1] 지역과 유명식당의 경우 주차수요가 증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제주를 찾은 객들과 지역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그림1. 제주 렌트카 현황 그림2. 제주도 인구, 등록대수, 주차장 면수 현황

이에 따라 제주도는 운행 이 던 트카 수를 3만 2000 에서 2만 5000 로 이는 트카 총량제[2]를 시행하

으나 여 히 주차난과 불법 주차문제로 많은 이용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 자체의 자동차 등록 

수는 주차장 면수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에서 1인당 자동차 보유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3]. 

따라서 본 매체는 유명 식당과 지 주변 주차 심화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난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매체 개발연구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관련 장비ㆍ매체의 개발기술 동향 

주자창에서의 사건 사고 장을 모니터링하여 안 한 생활환경을 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의  후

방 핵심 수요기술에 해 국내 개발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삼성테크원은 아날로그 & 네트워크 CCTV, 침입 감지  출입통제시스템, 교통상황분석 시스템, 지상 

이더 상 분석 시스템, 시큐리티 로  시스템, ANPR(Automatic Number Plate Recognition: 차량 번

호  자동인식) 시스템 등 다양한 애 리 이션을 랫폼 기반으로 통합시킨 Tot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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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TSM)을 개발하 다[4]. 이는 고성능 이벤트/알람 분석 엔진을 통해 수백~수천 개의 상을 수

집/분석/처리하여 실시간 상황인식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 인 시큐리티 운 환경을 제공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과속 탐지 카메라나 CCTV 용 카메라에 탑재하여 주행 인 차량의 번호 을 자동으로 포착하여 인식

하는 ANPR 시스템이 국내 기술력에 의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30fps(frams per ses)의 full frame 이

미지 분석을 통한 정확한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범죄차량/도난 차량 검색  추 , 불법 주정차 감지 등

에 활용되고 있다.[5].

Ⅱ. 본 론 

 1. 개발 아이디어

지역 에서 가장 요한 포인트는 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향과 효과를 정확히 악하고. 객, 지역민, 

그리고 지역 사회 간의 지속 인 상호작용을 통해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제주는 지로서 높은 

명성을 갖고 있으나 객 수와 트카 수 증가로 많은 문제 과 고충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나  지역의 경

우, 독특한 자연경 과 개성 있는 문화자원의 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으나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

제로 이면 도로에 선 매일 주차 쟁이 벌어진다. 따라서 본 매체는 GPS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치 정보를 받아와 

주변 지와 인근 주차장의 치를 알려주고 주차난 해소와 제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산업 수요 

변화에 능동 으로 처하고자 ‘지나지기’ 서비스를 개발하 다.

소프트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PCB 회로 설계 소프트웨어 PADS-Power PCB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BoardMaster
서버 관리 소프트웨어 Apache

PHP code PHP
Database mysql

웹 레이아웃 설계 
소프트웨어

html5,CSS3,Javascript

하드웨어 장비
분   류 명   칭

PCB 가공기 LPKF ProtoMat C30s

IR 거리감지센서
IR센서 거리감지센서 

DC잭형

   

표 1. 지나지기 소프트웨어 및 부품 목록

2. 설계 방법 (구현 알고리즘 등)

-  GPS와 다음, 카카오 맵을 이용한 치정보  지도 정보 활용

 치정보를 기반으로 재 사용자 치를 심으로 인근 주차장 치를 제공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

-  UX/UI를 용한 사용자 심 인터페이스 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UX/UI를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 비교  취약한 계층도 사용 

가능

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2020년 한국실천공학교육학회 학술발표 회 논문집. Vol.12, No.1, 2020

- 686 -



-  IR 외선 거리 감지센서를 사용하여  주차장의 주차 가능한 모든 수를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 주는 장치를 

 개발  제작, 주차장의 주차정보를 실시간으로 서버를 통해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하여 사용자 웹사이트 

속 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실시간 주차장 황 정보 제공

-  웹사이트의 체 인 Front-end는 HTML5, CSS3, Javascript, jQuery 언어로 제작하고, Back-end는 데이터베이스

인 MYSQL에 있는   정보를 PHP  Apache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에 정보 제공

-  서버는 AWS(Amazon Web Services) 서비스를 이용하여서 도메인 네임을 만들고 Apache를 이용하여서 서버를 구

축할 정이다.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맞게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가공하여 데이터를 송한다. 

그림 3. 지나지기 전체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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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내비게이션은 목 지 검색 시 지 치만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주차장을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기존 서비스와 달리 본 매체는 사용자의 편의를 해 목 지 검색 시 반경 5km 이내 최단거리 우선 주차장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IR 외선 거리 감지 센서 주변에 차량 진입을 감지하면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장하

고, 서버는 달받은 주차면에서 받은 정보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용 가능한 주차장’ 정보로 가공해 달한다. 

IR 외선 거리 감지 센서는 지나지기 어 로 연동되어 입·출차 악뿐만 아니라 주차 여유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3. 개발물 및 동작 특성

① 사용자를 한 UX/UI를 지원하므로 스마트폰 애 리 이션에 비교  취약한 계층도 손쉬운 근 가능

② GPS가 실행되는 어느 장소에서든 사용 가능하도록 무료로 제공

③ 앱 애 리 이션 운용에 합한 최 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④ 치정보서비스(GPS)와 구 지도 등을 이용한 치정보  공공데이터 활용

⑤ 실시간 주차 가능 수 알림  안내서비스로 사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함 

⑥ 최근 심화되는 도내 주차난을 해결하기 해 재 주차장의 사용 인 공간과 비사용 인 주차 가능 

수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실시간 제공

     

            <메인화면>          <검색 및 선택>       <길 찾기 및 주차장 정보 제공> 

그림 4. 지나지기 소프트웨어 주요 기능 

화면 1. 메인화면

스마트폰을 휴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애 리 이션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쉬운 근이 가능하고 근이 용이한 버튼과 기능들을 개발하여 사용자 심 인터페이스를 

개발하 다. [그림 4]에 표시된 버튼 3개를 통해서 제주도 지역별 명소 치를 마커로 표시가 가능하다. 

제주도 지역을 터치할 시 인근 지역이 확 되고 주변 장소 이미지를 보여주어서 사용자에게 미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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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검색  목 지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검색을 하거나 지역을 확 하면 

검색  선택 화면으로 넘어간다.

화면 2. 검색  선택 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 지를 검색할 수 있고 근성을 고려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마커로 

표시된 지역을 클릭하여 목 지를 검색할 수도 있다. 목 지를 설정하고 검색을 하면 길 찾기 기능  

주차장 정보 제공하는 화면으로 환한다.

화면 3. 길 찾기  주차장 정보 제공

검색한 목 지까지의 경로를 카카오 맵과 연동하여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목 지 인근 공  주차장의 

치를 알려주는데 목 지 기 으로 주차장과의 거리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목 지와 가장 가까운 

주차장부터 보여주며 1분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재 주차된 차 수와 총 주차할 수 있는 수, 

목 지와 주차장 사이의 남은 거리를 보여 다.

Ⅲ. 교육적 활용

 1. 교육 활용 내용 및 방법

주변 치 정보, 지 정보, 공 주차장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쉽고 빠르게 지리를 학습

할 수 있는 교육 매체로 개발하 다. 본 매체는 제주도만의 자연환경과 유명한 지를 경험하고 체험하

도록 돕고, 목 지에 주차 가능 여부에 따른 주변 지를 바로 단할 수 있도록 여행자의 단을 돕는 

것이 목 이다.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여 목 지 에 주차 비를 충분히 할 수 있어 목 지에서 가

장 가깝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돕고 주변의 공 주차장의 정보를 제공하여 운 자는 주차에 도움을 받는다. 

한 주변이 낯설고 처음 오는 지역이어도 주변의 정보를 직 으로 학습 시켜주며, 스마트폰을 갖고 있

다면 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본 매체를 통해 운 자라면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미취학 

아동에서부터 고령자들에게도 쉽게 지나지기 앱과 웹을 사용할 수 있다.

 2. 기대 효과

 단독주택지, 재래시장  지 주변 주차난 해소

 이면도로 교통 혼잡 완화, 교통사고 방, 소방도로 확보 등 주차심화 지역의 주차난 해소

 불법 주 · 정차 감소로 교통소통 원활

Ⅳ. 결 론 

최근 제주도내 자동차 보유 수와 객 트카 이용이 증함에 따라 주거나 상가 집 지역에서 주

차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주차 공간 확보  기존 주차 공간의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매체는 주변 맛집 정보, 정보, 실시간 주차장[6]이용 황을 제공하는 서

비스를 도입하여 도내 공 주차장  유료주차장의 주차 가능 공간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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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다. 본 매체는 웹, 안드로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주차장에 설치된 외선 센서와 CCTV 이

미지를 분석하는 OpenCV를 이용하여 재 주차장의 사용 인 공간과 비사용 인 주차 가능 면수를 

분석하여 서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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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비대면수업 아이디어 
비대면수업의 학습증진를 위한 

플립러닝 교수설계법과 시스템 활용 ‘취업과 진로도전’수업 설계

이진숙, 강윤정

공주 학교 일반 학원

ljs3849@naver.com

■ 비대면수업 아이디어의 목적 

  ◦코로나 환경으로 대학에서는 실무수업은 제외한 이론수업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

었다. 진로·취업 교양과목은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의 포

트폴리오를 과제물로 수행을 하였지만 비대면 수업에서의 운영은 학습자소통 및 과

제수행 결과물의 한계점이 보였다. 비대면 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생과제물의 비대면 

피드백의 소통방법의 한계가 있었으며, 학생들은 강의 수강 후에 스스로 과제를 하

였지만 결과물은 대면수업에 비해 부족한 점을 느꼈다. 비대면의 수업에서 학생과의 

소통, 결과물 완성의 문제점의 보완하기 위한 비대면 수업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취업과 진로도전’ 교과목을 대상으로 수업설계를 하였다.

■ 수업설계의 목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의(동영상컨텐츠, 실시간수업 등)에서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와 학업증진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에서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통한 취업준비

  ◦비대면 수업에서의 교수자-학생의 소통의 증대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참여를 위

한 플립러닝(Flippes Learning) 교수설계법과 수업의 효과를 위한 시스템 LMS, e-포트

폴리오, zoom, Google 설문지를 활용하여 교과목 강의설계  

■ 플립러닝’교수설계와  LMS, e-포트폴리오, Google 설문지 시스템 활용의 수업설계

  ◦플립러닝(Flippes Learning) 전통적인 수업방식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강의 전 온라인

으로 학습자가 사전학습을 통해 내용을 습득하여 수업시간학습자여자 중심에 수업 형

태를 말함

  ◦플립러닝 사전학습 동영상컨텐츠 수강을 통해 수업의 예습이 진행하여 수업준비 완

료 후 비대면 수업에서 사전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주 과제를 수행의 문제해결

과정과 학생참여, 학업에 대한 이해 및 수업전 학생소통의 방법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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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업 수강을 위한 온라

인 공간으로 학생들의 수업진도, 출석, 성적 등 관리해주는 시스템으로 ‘취업과 진

로’교과목에서 사전학습단계에 활용

  ◦ Zoom은 데스크톱, 모바일 및 회의실 시스템에서 비디오 및 오디오 회의, 채팅 및 온

라인실시간 수업,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실시간 수업 및 수업

참여 활동에 활용 

  ◦ e-포트폴리오는 전자 electronic의 e가 포트폴리오가 합성된 것으로 종이 기반 수행

물의 모음을 뜻에서 포트폴리오에서의 개념이 디지털화 자료와 웹기반의 자료로 확

장을 의미의 시스템으로 매주 학생들의 수행한 과제물을 정리하여 포트폴리오 작성

에 활용

  ◦ Google 설문지는 타 시스템의 연동과 스마트기기와 편하게 지원하는 설문의 장점으

로 쉽게 설문 및 분석으로 매주 수업이 종료 후 학생들에게 수업의 대한 질문, 학습 

진도 등 학습자가 교수자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으로 활용

■ 취업과 진로 교과 운영방법

  ◦주차별 사전학습 동영상 컨텐츠 LMS에서 강의수강하고 퀴즈, 수업의 질의응답 작성

   ※수업의 질의응답은 사전정리를 통해 수업시간에 설명 

  ◦ zoom실시간 수업 진행시 1분반의 class 수강생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실시간 수업

의 분반별 30분씩 2개 반으로 진행. 진로설계, 취업준비의 개인별, 그룹별 피드백을 

위한 학생인원 10~12명 구성

  ◦ zoom실시간 수업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3~6인 그룹협력활동과 비공개채팅, 수업종료 

후 피드백 진행 활용

  ◦ e-포트폴리오 활용으로 학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사전·사후학습에서의 과제수행. 교

수자는 학생별 피드백과 평가에 활용

  ◦수업종료 후 Google 설문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업의 대한 진도, 질문, 수업의 필요

한 부분 즉시 응답에 활용하며 설문결과 확인을 통해 수업의 대한 진도조절, 수업피

드백, 학생의견을 반영한 다음차시 학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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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플립러닝 적용과 시스템을 활용한‘취업과 진로도전’ 
 강의계획서

 ○ 플립러닝을 활용한 취업과 진로 교과목 주차별 내용

차시 영역 주제명
교수·학습 활동

LMS활용 사전학습 내용 시간
실시간 Zoom 수업 중 

e-포트폴리오　활동 내용
시간

1

자기
이해와 

진로탐색

진로설계
- 수업의 목적과 진행방법 소개
- 진로설계에 대한 진로로드맵 탐색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나의 진로 준비 단계 탐색
- 진로로드맵 설정 작성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2 자기분석

- 자기분석을 통한 자기이해
- 흥미탐색하기
- 적성탐색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나의 직업흥미 탐색하기
- 흥미, 적성에 맞는 직업알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3 진로결정
- 진로결정의 중요성 이해
- 합리적인 진로결정을 위한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진로 의사결정 유형검사 실시
- 나의 의사결정 유형에 장점, 단점, 

보완점 살피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4

직업
세계 이해

직무이해
- NCS 직무에 대한 이해
- 취업희망 직무 필요역량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NCS 의미 살피기
- NCS 사이트 방문을 통해  취업희망 

직무에 필요역량 알아보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5 직무탐색

- 직업과 직무정보 알아보기
- 채용정보를 통한 직무정보 찾기
- 기업살피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직업에 대한 정보 알아보기
(필요역량, 자격요건 등)

- 희망직업 채용정보 수집해보기
- 채용정보 사이트를 활용한 채용정보 

분석 탐색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60븐
2분반

6

취업
전략(1)

입사
지원서 
작성

입사서류준비(1
)

- 이력서 
작성전략

- 인사당담자가 선호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방법 이해

- NCS 채용 이력서 작성방법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이력서에 작성할 항목 이해하기
- 이력서 작성 실습하기
- 이력서에 보완점 작성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7

입사서류준비(2
)

- 자기소개서 
작성전략

- NCS 직무중심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알아보기

-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경험담 재료 찾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직무중심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이해하기

- 직무경험담을 통한 START기법 자기
소개서 작성 실습해보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8

입사서류준비(3
)

- 자기소개서 
작성전략

- 직무중심 입사지원서 작성하기
- 입사지원서 보완점 탐색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직무중심의 입사지원서 작성 마무리
하기

- 입사지원서의 보완점확인을 통해 나의 
취업준비 확고히 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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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영역 주제명
교수·학습 활동

LMS활용 사전학습 내용 시간
실시간 Zoom 수업 중 　

e-포트폴리오　활동 내용
시간

9

면접
대응
전략

면접트랜드 
알기

- 최근 면접의 전형 바로알기
- 면접준비 방법 알아보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면접의 전형에 대해 알아보기 
- 나의 면접 준비도 체크해보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0 면접종류 이해
- 개별, 집단, 토론면접 등 직무별 진행

되는 면접종류 이해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면접 종류별 기업에서 보는 지원자의 
가치에 대해 탐색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1
면접질문
대응하기

- 면접의 필수 질문에 대해 탐색해보기
- 면접예상질문 리스트 만들어보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면접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알아
보고, 대답 작성해보기

- 직무별 예상질문 리스트작성과 대답 
연습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2

면접
합격

이미지 
만들기

면접스피치 
연습하기

- 면접 스피치에 대해 알아보기
- 자기소개를 통한 스피치 연습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1분자기소개서 작성해보기
- 면접스피치 실습하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3
나의면접 
특색찾기

- 퍼스널컬러를 통한 나의 맞춤 색 알아
보기

- 나에게 맞는 이미지 확인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퍼스널컬러 분석을 통해 어울리는 
색상 알아보기

- 면접관에 호감가는 첫인상 만들어 
보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4
모의
면접

모의면접
실시

- 그룹별 모의면접을 통해 면접현장 
경험하기

- 모의면접 평가표 작성을 통해 나의 
면접점수 예측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역할을 정해 모의면접 진행해보기
- 인사담당자의 역할을 통해 지원자의 

평가기준 알아보기
- e-포트폴리오 과제수행

30븐
2분반
60분

15
취업
도전

취업도전
- 나의 취업준비 점검하기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전략수립하기
- 수업퀴즈, 수업질문

20분

- 수업에서 활용한 e-포트폴리오를 통해 
나의 취업준비 점검하기

-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다짐
- e-포트폴리오 과제정리

30븐
2분반
60분

※ 매차시 수업종료 후 Googls 설문 진행

■ 플립러닝 교육설계과 시스템의 활용으로 기대효과

  ◦전통적인 수업은 교수자가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은 교수자의 수업

을 따라오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온라인 방식의 수업에서

는 학습자들의 의견을 활용한 수업설계가 필요하며 학생들의 학업의 증진 방

안을 찾고자 플립러닝의 교육방법과 학생들의 쉽게 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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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해 교육설계를 하였다.  

  ◦비대면수업에서 교수자의 체계적인 강의계획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수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취업과 진로

도전’교과목에서는 플립러닝(Flippes Learning)  교수설계 사전학습 활용을 통해 

수업시간에는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수자는 학습자의 조력자의 역할로 

효율적인 학습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플립러닝 수업설계와 수업계획에 제시된 시스템은 교육의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과목별 특징에 맞는 사용이 필요하다. 교과목에 적절한 시스템 사용

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목표와 소통방법의 중점을 두고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학생들의 학업증진과 소통

의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에 제시한 ‘취업과 진로도전’ 교과목 강의계획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학

생들의 학업증진 지속적인 수업설계의 공통적인 목표를 가진 교과목들의 활용

을 위한 아이디어로 비대면 수업의 학습효과가 도움의 대한 방법과 사후 교과

목 담당자로 학생의 반응을 살펴보고자 한다.

  ◦‘취업과 진로도전’ 교과목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서 진로, 취업에 대한 사고

확립과 사회진출을 준비과정으로 대학별 교과명의 차이를 두고 수업을 운영하

고 있다. 

  ◦진로, 취업의 교과 특징을 가진 교과목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비대면 수업에서 

교과목을 운영과 학생들의 학업증진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변화에 학생

의 학업의 영향을 주지 않고 수업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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