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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TEACH
차시별 교수학습방안

차시 CLASS 학습목표 학습내용

1

01

· 다양한 분야에서 메이킹 보드를 활용한 사례들을 보고 

앞으로 만들어나갈 프로젝트에 대해 상상해보기

1. 수업 소개

2. 아이스 브레이킹

3. 빛 그림과 빛 던지기

4. PMI 회고

2
·간단한 부품만으로 전자 회로를 이해하기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다양한 회로를 구성하기

1.  LED, 전선, 저항, 브레드보드 알아보기

2. LED 밝히기

3. 스위치를 이용해 LED 밝히기

4.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해 LED 밝히기(직렬 회로)

5.  두 개의 스위치를 이용해 LED 밝히기(병렬 회로)

3

· 메이킹 보드를 이해하고, LED 1개가 깜빡이는  

프로그램과 LED 2개가 번갈아 깜빡이는 프로그램을 만

들어보기

1.  메이킹 보드, 아두이노 프로그램 알아보기

2. 아두이노 소프트웨어 설치하기

3. 프로그램 화면 살펴보기

4. 아두이노 기본 예제로 실습하기

5. LED 두 개 깜박이기

4
· 스위치를 이용해서 LED를 켜고, 아날로그 출력과  

디지털 입력을 이해해보기

1. 스위치로 LED 켜기

2. 부드럽게 LED 켜기

5
· 4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나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보기

1. 요구르트 조명기 만들기

2. 빛으로 말해요

6

02

·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센서를 메이킹 보드에 연

결하여 제어해보기

1. 센서 알아보기

2. 센서 연결하기

3. 어두워지면 켜지는 LED

7
·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 센서를 메이킹 보드에  

연결하여 제어해보기

1. 센서 활용법 알아보기

2. 피에조 센서 연결하기

3. 가변 저항, 온도 센서, 마이크 연결하기

4. 온도 신호등 만들기

8

· 6~7장에서 배웠던 센서를 활용해서, 버저를 통해  

소리를 다양하게 변화시켜보기

· 주파수로 다양한 음계를 표현하기

· tone( ) 명령어를 학습하기

1. 버저 알아보기

2. 버저 연결하기

3. 버저로 기본 음계 표현하기

4. 빛 센서로 악기 연주하기

9

· 8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창작해보기

· 소리가 나는 사물을 만들어보기

· 센서로 세상을 감지하고, 소리를 내는 새로운 프로젝트

를 만들어보기

1. 소리 나는 저금통 만들기

2. 소리로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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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03

· DC 모터를 사용하여 진동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드로우 봇 만들어

보기

· 모터의 원리를 이해하고 건전지와 코일로 간이 모터 만들어보기

1. 드로우 봇 만들기

2. 간이 모터 만들기

11
· 아두이노 보드의 PWM 출력을 이용하여 DC 모터를 제어해보기

· 센서의 결괏값을 이용하여 DC 모터를 제어해보기

1. 주요 부품 살펴보기

2. 모터 제어하기

3. 온도에 맞게 모터 작동시키기

12
· 메이킹 보드의 PWM 출력을 이용하여 서보 모터를 제어해보기

· 가변 저항의 저항값을 이용하여 서보 모터의 방향을 제어해보기

1. 서보 모터 작동시키기

2. 무선 조종 자동차 스티어링 휠 만들기

13 · 12주차까지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움직이는 사물을 창작해보기

1. 스트로보스코프 만들기

2. 프로젝트 활용하기

3. 움직임으로 말해요

14 FINAL

·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주제 하나를 정해서 2주 동안 

아이디어부터 회로도 작성, 하드웨어 구성, 스케치 코딩까지 하고, 완

성한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하기

·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 응용하여 창작해보기

· 아이디어부터 회로도 작성, 하드웨어 구성, 스케치 코딩까지 완성

해보기

1. 주제 선정하기

2. 프로젝트 제작하기

3. 전시하고 발표하기

4. 마무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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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의 구성

『세상에서 제일 쉬운 Making Class』는 총 4개의 학습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내용에는 이해를 돕기 위한 ‘LESSON’과 학습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실습인

‘PRACTICE’와 ‘PROJECT’,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실습인 ‘CREATIVE PROJECT’,

배운 내용을 친구들과 정리해보는 ‘REVIEW’가 제공됩니다.

교재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BOOK STRUCTURE
이 교재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수업 내용을 돌아보고 친구들과 토론rEVIEW

프로젝트의 실습 목적을 소개

프로젝트 동작을 위한 코드를 친절하게 설명

회로도 구성과 주요 부품 소개

프로젝트의 결과와 응용 방법 소개

학습 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실습PRACTICE

프로젝트 목표

코드로 생각하기

하드웨어로 표현하기

프로젝트 결과 보기

친구들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소개
CREATIVE

project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LESSON 참고 내용 및 개념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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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의 이해

전체적인 교재 구성은 주제별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장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목표와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그 후 각 장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비유와 함께 재미있게 배우는 LESSON을 학습하고 이 

LESSON의 이해를 돕는 PRACTICE를 배웁니다. 마지막에는 REVIEW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

LESSON PRACTICE

이 장에서 배우는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 소개(MAKING BOARD KIT 참고)

rEVIEW

학습목표

준비물

MAKING CLASS 01에서는 전자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품 설명과 LED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창작하는 ‘빛으로 말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KING CLASS 02에서는 빛, 소리, 온도 센서 등 여러 가지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과 이

들 센서를 이용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감지하고 주변을 영리하게 바꾸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창작하는 ‘소리로 말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MAKING CLASS 03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변환하는 DC 모터와 서보 

모터를 이용하여 움직임을 제어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창작하는 ‘움직임으로 말해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FINAL CLASS에는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여, [아이디어] → [회로도 작성] 

→ [하드웨어 구성] → [스케치 코딩]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을 전시하고 발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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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빵판입니다. 메이킹 보드는 작아서 실제 부품을 연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해 쉽게 연결하고 분리할 수 있습니다.

브레드보드

아두이노 대신 사용할 손바닥만 한 컴퓨터입니다. 메이킹 보드와 여러 부품을 연결하고 프로그

램으로 메이킹 보드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메이킹 보드

전기가 통하면 빛을 내는 부품입니다.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며, 연결할 때 극성에 주의해

서 꼭 긴 다리를 양극(+)에 연결해야 합니다. 다이오드의 일종입니다.

LED

전기의 흐름을 억제하는 부품입니다. 부품에 필요한 만큼의 전류만 흐르도록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부품에 따라 맞는 저항을 사용해야 합니다. 값을 읽는 방법을 알아놓으면 좋아요.

저항

필요할 때만 전기를 통하도록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택트 스위치인데, 누르

고 있을 때만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스위치

주위 빛의 양을 측정하고 수치화해서 환경에 반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두울 때

만 켜지는 가로등이 빛 센서를 응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빛(조도) 센서

주위 온도를 감지하고 측정하여 전압으로 표현해줍니다. 메이킹 보드에서 이를 수치화하여 온도

에 반응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결할 때 반드시 극성을 올바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

렇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온도 센서

ELECTRONIC COMPONENTS
우리가 사용할 부품들 Ⅰ

수업하면서 사용할 부품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수업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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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면서 사용할 부품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수업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알아둡시다.

일반 저항은 값이 정해져 있지만, 가변 저항은 손잡이를 돌려서 저항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

통 기타나 오디오 기기에서 소리 크기를 조절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가변 저항

소리를 발생시키는 부품입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버저를 이용해서 간단한 악기도 만

들어 볼 겁니다.

버저

카드나 작은 장식 박스를 열 때 나오는 멜로디를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온도 센서와 비슷하게 

생겼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멜로디 IC

원으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0̊ 에서 179̊  사이의 일정한 각도 안에서만 회전하므로 물리적인 

이동을 정밀하게 제어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서보 모터

모터를 구동할 때와 같이 큰 전류를 흘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류의 힘을 세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모터를 구동할 때와 같이 큰 전류를 흘려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류의 힘을 세게 

만드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트랜지스터

모터 등을 연결할 때는 메이킹 보드 자체의 전원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 홀더를 이용해 배터

리를 연결합니다.

배터리 홀더

ELECTRONIC COMPONENTS
우리가 사용할 부품들 Ⅱ

물체와 접촉할 때의 진동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진동을 감지하기도 하지만 진동을 만들어내서 

소리를 내기도 하는 조금은 특이한 센서입니다.

피에조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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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메이킹 보드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약간 둥그런 형태의 플러그를 메이킹 보드의 

USB 커넥터에 연결합니다.

USB 케이블

키트의 다른 부품들과 함께 이 아크릴판을 이용하면 재미있는 자동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습니다.

공작용 아크릴

브레드보드와 메이킹 보드를 연결하거나 브레드보드 위에 여러 가지 부품을 연결할 때 전기적

으로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브레드보드용 와이어

전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부품입니다. 전류가 거꾸로 흘러 연결된 부품이 망가

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이오드

위의 브레드보드용 와이어의 길이가 충분치 않을 경우에 연결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Female to female 와이어

ELECTRONIC COMPONENTS
우리가 사용할 부품들 Ⅲ

수업하면서 사용할 부품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수업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알아둡시다.

직류 전원을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모터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여

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합니다.

DC 모터

주위의 소리를 감지합니다. 소리에 반응하는 프로젝트나 소리를 녹음하는 등의 프로젝트를 만

들 수 있습니다.

마이크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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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하면서 사용할 부품입니다.
즐겁고 안전한 수업을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알아둡시다.

DC 모터의 회전축에 기어를 부착한 것으로, 모터를 일부러 천천히 회전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상대적으로 큰 힘을 얻으려 할 때 사용합니다. 모형 자동차를 만들 때 바퀴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어드 모터

시간당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는데, 가

로 보기 모드를 자동으로 감지한다거나 움직임을 감지하여 만보기를 만드는 등 다양하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 센서 모듈

DC 모터의 회전 방향을 제어하는 데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두 개의 모터를 따로따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모터 드라이버 IC

ELECTRONIC COMPONENTS
우리가 사용할 부품들 Ⅳ

전기를 일시적으로 축적해서 있다가 내보내면서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주로 전기 노이즈를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고, 전해 콘덴서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

키기 위해 주로 사용합니다. 세라믹 콘덴서는 극성이 없어서 아무렇게나 연결해도 되지만, 전해 

콘덴서는 극성이 있으니 잘못 연결하면 안 됩니다.

위쪽이 세라믹 콘덴서, 아래쪽이 전해 콘덴서입니다.

세라믹 콘덴서와 전해 콘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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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GUIDELINES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안전사고나 
위험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ON 되면 회로의 구성품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제품을 분해, 가공, 개조, 수리하는 일은 오동작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제품의 설치 및 분리는 전원을 OFF 한 후에 실시하여 주십시오.

센서를 연결할 때는 극성을 확인한 후 배선을 정확하게 연결해 주

십시오. 잘못된 극성을 연결하면 고열이 발생하거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회로 부품은 날카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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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을 ON 하기 전에 반드시 연결선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인체의 부상이나 기기의 파손이 우려될 경우 사용하지 마십시오.

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중에 충격을 가하면 제품의 손상이나 

오동작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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