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2021년

수업내용

8월

27일

금요일 (1차시)

조립방법에 대한 기초 내용 습득하자

수업주제

자동집게와 거치대 – 리벳과 프레임의 연결법과 응용법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집게의 원리와 종류
●리벳의 종류와 축핀 구별법과 리벳툴사용법

조립시 교재내용

●프레임의 종류와 구별법
도 입

●판의 종류와 사용법,

위쪽(양쪽 2page)에 부품을
10분

먼저 꺼내고 조립을

●그외 종류와 사용법

진행해야함

●교재 조립도 보는법 설명
●조립1: 조립도의 내용대로 자동집게
거치대 조립하면서 조립 익히기
●조립2: 조립도의 내용대로 자동집게
전 개

조립하면서 조립법 익히기

70분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레

●놀이: 조립된 자동집게로 물건 들어올리기

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부

집게 개조하여 무거운 것 들어보기

품을 분류시킨다

거치대에 집게 넣어두기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정 리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조립후 토론

수있게 교육한다

20분

조립후 어렵고 힘든점 토론
후 쉽게할 수 있는 내용
공유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9월

3일

금요일 (2차시)

전동장치의 작동법 이해
프로펠러 비행기 – 모터와 배터리 연결법과 작동법을 알자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비행기의 역사
교재의 사용법과 체크점을
도 입

●조종기와 배터리 연결법

10분
보고 실습한후 조립

●조종기와 배터리 페어링 방법
●조종기 사용방법 학습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프로펠러 비행기를
조립하면서 모터와 배터리의 연결법과 사용법
전 개

을 재학습하기

70분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창작놀이: 프로펠러 모양을 바꾸거나 날개모

한다

양을 바꾸면서 나만의 비행기 만들기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부품을 분류시킨다

도입내용 다시 설명
정 리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2021년

9월

10일

금요일 (3차시)

모터를 이용한 기어연결에 따른 프레임 운동

수업주제

점핑 개구리 – 모터로 개구리를 점프하게 만들어보자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개구리가 되는과정과 개구리가
우는 이유 등 학습내용
도 입

모터-축핀-기어-기어-축핀
10분

-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기어의 원리와 종류 학습

운동

●기어, 축핀, 프레임의 연결운동 학습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점핑 개구리를 조립
하면서 모터에서 다리프레임까지 이어지는 구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
전 개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놀이: 다양한 프레임으로 다리의 모양을 바꾸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어 높이 뛰기, 코스의 좌우를 막고 다리기 시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합

한다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부품을 분류시킨다

정 리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9월

17일

금요일 (4차시)

바퀴+프레임의 조합으로 움직이는 로봇을 만들자
아기 사막여우 – 바퀴와 프레임이 연결되어 움직이면?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 사막여우는 왜 귀가 클까? 키워도 될까?
●기어, 축핀,프레임의 연결운동에 바퀴를 넣어
도 입

차별점 학습

모터-축핀-기어-기어-축핀
10분

●바퀴(기어)에 프레임을 연결하였을 때 바퀴의

-바퀴-프레임으로
이루어지는 운동

회전에 따른 프레임의 운동의 결과 학습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아기 사막여우를
조립하면서 모터에서 다리프레임까지 이어지는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구동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습
전 개

●창작: 앞바퀴를 떼어 내고 움직일수 있게 다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양한 형태의 프레임으로 교체해 비교 학습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놀이1: 서로 마주보고 밀어내기 미션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놀이2: 사막여우 귀에 프레임으로 장식달아

한다

자랑하기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부품을 분류시킨다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정 리

도입내용 다시 설명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9월

24일

금요일 (5차시)

모터 2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만들자
고양이 자동차 – 모터를 2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고양이는 언제부터 사람들과 함께 했을까?
●여러 개의 모터 연결, 작동법 학습
도 입

●모터2개 연결시에는 회전이 가능

조종기로 모터 방향
10분
전환방법 미리 체크

●모터2개후 배터리 연결후 조종기로 사용방법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고양이 자동차를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조립하면서 모터2개를 연결하여 좌,우 회전이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가능한 자동차를 만들자

전 개

●조종기로 모터 방향 바꾸는법을 실제 자동차 70분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로 테스트하면서 이해학습

한다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놀이: 코스를 정해 돌아오기 미션

트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부품을 분류시킨다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정 리

20분

수있게 교육한다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타이어와 바퀴는 합쳐진상
태로 분해하지말고 다음 차
시에서 계속 사용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2021년

수업내용

모터 2개를 사용하여 만들어보는 창의로봇 첫번째

수업주제

10월

1일

금요일 (6차시)

창의로봇1- 모터2개를 사용하여 나만의 자동차 만들기

수업목표

차시

시간

●창의로봇의 예제와 주의점 설명

체크점

모터2개 연결법은 5차시
참고 (1페이지 조립내용을

도 입

●모터2개 사용시 모터1개 사용 로봇과의 차별 10분

동일하게 하고 이후

성과 앞으로 진행할 모터2개 로봇의 예고

창의활동)

●조립: 5차시 1페이지 조립한 내용을 기초로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어보는 학습

전 개

●창작: 나만의 바퀴 만들기-고무타이어가 아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닌 프레임으로 만들어보는 바퀴로 움직이는 자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동차 만들어보기

한다

●레고브릭을 가지고와 창작에 활용하기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부품을 분류시킨다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되도록 기존부품과 레고브

종류별로 정리
정 리

20분

릭이 섞이지않게 구분되게
한다

●가지고온 레고 브릭 챙기기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7차시)

2개의 바퀴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 방법은 어떤걸까?
스키타는 메뚜기 - 2족바퀴의 균형잡기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메뚜기에 대한 상식
●2개의 바퀴달린 로봇의 균형잡기 학습
도 입

●넘어지기 쉬운 2족보행과 4족보행의 차이점

2족바퀴형태의 불안성을
10분

프레임이 받쳐주는 내용

학습

체크

●2족보행의 해결점,보완점 학습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스키타는 메뚜기를
조립하면서 모터2개를 연결한 2족바퀴로 움직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이는 로봇을 만들어보자
전 개

●창작: 중심을 잡아주는 스틱대신 다른 프레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임이나 장치를 이용하여 만들어보기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놀이1: 커브돌기 미션-조종하기 연습후 미션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놀이2: 밀어서 넘어뜨리기 미션

한다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부품을 분류시킨다

도입내용 다시 설명
정 리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2021년

10월

15일

금요일 (8차시)

수업내용

움직임이 다른 2개의 바퀴의 회전에 따른 변화

수업주제

통통꽃게 – 움직임이 다른 2개의 바퀴로 통통 움직여봐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게는 왜 옆으로 걸을까?
●바퀴(큰기어)의 사이드쪽에 축연결으로 일정
도 입

하지 않게 바퀴가 움직일 때 변화점 학습

큰기어의 가장자리에 축이
10분

연결되었을때 흔들리는
움직임 변화로 설명

●보통 바퀴는 일정하게 도는데 일정하지 않게
움직이면 통통튀며 움직이게 되는 원리 학습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통통꽃게를 조립하
면서 모터2개를 연결한 2족바퀴로 움직이는 로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봇을 만들어보자
전 개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연구: 큰기어에 축핀 양쪽을 정가운데로 옮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겨 작동시에 차이점 분석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한다

●놀이: 정해진 코스를 돌며 돌아오기 놀이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부품을 분류시킨다

도입내용 다시 설명
정 리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22일

금요일 (9차시)

모터로 움직이는 바퀴와 모터가 없는 바퀴의 차이점
우주탐사로봇 – 빠르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기어를 돌려봐요

수업목표

도 입

10월

차시

시간

체크점

●우주탐사차는 무엇일까요?

기어비가 높을수록 빨리

●모터회전하는 바퀴와 모터가 없는 바퀴 비교 10분

감을 수 있지만 힘전달은

●기어에 대한 기어비의 이해학습

떨어진다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우주탐사로봇을 조
립하여 2개의 모터로 앞바퀴를 움직이고 모터

기어비 연구중에 기어의 톱

없이 서로 연결된 뒷바퀴의 구조로 만들어진다

니한쪽에 빨간싸인펜으로

●연구1: 전후진시에 뒷바퀴가 움직이지만 회

찍어놓고 진행

전시에는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 개

●연구2: 뒤쪽의 중간,작은기어를 돌리며 기어

70분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비 연구(ex:중간기어 3바퀴도는 동안 작은기어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는 몇바퀴 돌까요?)
●놀이: 팽이축구게임-공을 몰다가 회전으로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공을 차보는 미션놀이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레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부품을 분류시킨다

도입내용 다시 설명
정 리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20분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 (10차시)

직선운동과 특이한 회전운동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회전 자동차 – 상식파괴~앞바퀴2개가 통째로 회전한다?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회전운동은 어떤것인가요?
●바퀴도 돌지만 바퀴 고정대가 회전을 하면
자동차는 어떻게 될까? – 커브를 하게됨
도 입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회전하는 바퀴고정

정리단계에서 꼭 도입내용
10분
확인 필요

대가 빠지지않으려면 - 바퀴고정대 전체를 감
싸는 구조여야 한다.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회전자동차를 조립
하여 1개의 모터로 앞뒤로 가고 또다른 모터로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회전을 하는 자동차를 만든다
전 개

●놀이1: 정해진 코스를 돌며 돌아오기 놀이

70분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놀이2: 앞바퀴 회전시 정확히 눕히는 게임,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1분안에 몇번을 성공하는지 경쟁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한다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도입내용 다시 설명
정 리

20분

부품을 분류시킨다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수있게 교육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11월

5일

금요일 (11차시)

4족보행 원리 이해, 거대로봇 만들기
멍멍강아지 – 거대하다. 큰강아지 만들어 4발로 걸어봐

수업목표

차시

시간

체크점

4족보행-회전하는프레임과
고정시킨프레임으로 구성된

●강아지는 서로 말을 어떻게 할까요?
도 입

●4족보행의 원리 이해와 학습

10분 4개다리는2개씩대각선으로
지면에닿거나떨어지는

●4족보행이 2족보행보다 좋은점&나쁜점

방식으로 움직여 걷게된다

완전히 조립(머리부착전)전

●조립: 조립도의 내용대로 멍멍강아지를 조립

에 동작하게되면 넘어짐.

하여 1개의 모터로 전진하고 또다른 모터로 멍
전 개

멍 짖게하는 큰 강아지를 만든다

완전히 조립후 작동(중간
70분

●놀이: 1분안에 멀리가기 미션

테스트는 예외)

●조립분량이 많아 미조립시 다음차시에 이어
강아지는 후진은 되지않습

서 조립

니다. 무리하게 후진시
분해될수있음.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하거나 다음차시에 이어서 조립

걷기전에 앞다리 T프레임

●추가도입설명: 조립이 되어 있는 로봇으로
정 리

도입내용 다시 설명

에 고정핀을 눌러 빠지지
20분

않게 하고 작동할 것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강아지는 분해하지말고 다
음차시에 이어서 만들거나
창의로봇2에 사용한다

로봇제작과학교실 교육활동 학습 지도안
지도강사 (

오아진

)

날짜&차시
수업내용
수업주제

2021년

11월

15일 금요일 (12차시)

4족보행 창의로봇만들기. 11차시 로봇 이어서 만들기
창의로봇2- 모터2개를 사용하여 나만의 4족보행 로봇 만들기

수업목표

차시

시간

●4족 로봇의 예제와 창의시 주의점 설명

체크점

강아지 로봇의 일부를
10분 분해하여 창의할수 있도록

도 입
●11차시에 만들지 못한 로봇이 있다면 이어서

한다

만들고 창의로봇2를 진행한다
●조립: 11차시 조립한 강아지의 내용을 기초

작동시 기어와 프레임에 아

로 나만의 4족보행 로봇을 만들어보는 학습

전 개

●창작: 나만의 다리 만들기-고무타이어가 아

이들 손이 끼지않게 주의

70분 수업완료후 배터리, 리모컨

닌 프레임으로 만들어보는 다리등 다양한 시도

전원이 꺼졌는지 꼭 확인
한다

●레고브릭을 가지고와 창작에 활용하기
부품을 잊어먹지않게 트
●조립체크: 조립확인 및 미조립시 추가 조립

레이에 큰 프레임과 작은
부품을 분류시킨다

●분해와 정리: 조립된 내용을 분해하면서
종류별로 정리
정 리

`
●가지고온 레고 브릭 챙기기

20분

되도록 기존부품과 레고브
릭이 섞이지않게 구분되게
한다
분해를 할때는 리벳툴이나

●배터리, 리모컨의 분리와 전원꺼짐 확인
●2단계에도 계속 부품이 사용되므로 부품체크

긴 축핀을 이용하여 분해할
수있게 교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