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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에 있어 창의성과 독창성 그리고 타 분야와의 융합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새로운 교육이 제안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하나로 결합된 스마트 건축물을 제작한다. 목재를 

활용하여 제작되는 건축물에는 거리센서(distance sensor), 소리센서(sound sensor), LED 센서(LED sensor) 및 DC 모터(DC 

motor) 그리고 이를 동작시키는 그래픽 기반의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하나로 통합되며 최종적인 융합 결과를 도출한다.  

키워드: 융합기술(Convergent Technology), 공학교육(Engineering Education), 센서기술(Sensor Technology) 

I. Introduction

최근 공학교육에 있어 융합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교과 과정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하고 도전적인 학습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1]-[4]. 특히 공학 분야인 센서 활용 기술과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코딩 기술을 기반으로 비 공학 분야인 

인문학과 예술 등과의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공학 분야와 비 공학 분야 간의 창의적인 융합을 시도하기 

위한 과정과 그 작품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의 작품 결과는 

공학적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스마트 건축물의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을 진행한다. 다양한 입출력 센서를 간단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하드웨어 키트를 활용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해 그래픽 기반의 스크래치(Scratch)를 이용하여 프로그

래밍을 수행한다. 또한 건축물의 전체 형태는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목재를 설계에 따라 가공하여 하드웨어 키트와의 

결합을 수행하고 사용자의 활용에 따라 정의된 센서부의 움직임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제작한다. 제안하는 스마트 건축물은 상황에 따른 

LED 조명과 모터를 통한 출입구의 개폐와 환기 등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II. The Proposed Scheme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마트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1, 건축물의 외장 및 내장 그리고 건축물의 출입구로 활용되는 

계단을 제작하기 위해 목재를 가공한다. 

2. 계단의 끝 부분은 거리센서를 부착하기 위한 공간을 제작한다.

3. 그림 1과 같이 건축물의 형태로 제작된 목재부에 정의된 센서를 

위치시키고 배선은 바닥부분을 통해 외부로 도출되도록 정리한다.

4. 계단 앞에 구멍을 뚫어 해당 공간 안으로 dc모터를 넣는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반응하는 모터를 장착한다.

5. 그림 2와 같이 외부로 도출된 배선 정리 및 건축물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부가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작품을 완성한다.

6. 그림 3과 같이 장착된 다양한 센서를 동작시키기 위한 코딩을 

수행한다.

Fig. 1. 하드웨어 키트 및 센서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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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제안하는 스마트 건축물

III.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공학적 설계 및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스마트 건축물

의 설계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작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센서의 

운용을 위해 쉽게 코딩하여 결과 도출이 가능한  스크래치를 활용하였

으며 사용자의 동작을 감지하여 반응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작품 개발을 통해 창의성과 타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지속적으

로 발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Fig. 3. 센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스크래치 프로그래밍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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