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D 프린터로 만드는 인공지능 교육

이름: 김도찬 학년: 3 학년 작성날짜: 2020 년 6 월 7 일

1. (1 차시)�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옷,� 음식,� 뼈� 등�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나요?� 이유와� 함께� 적어주세요.

저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나라가� 잘� 표시된� 지구를�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세계� 수도를� 배웠는데� 이름만� 알고�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직접�

만들면서� 공부하고� 싶어요.

지구본은� 너무� 복잡하고� 글씨가� 너무� 작아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세계� 수도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2. (2 차시)� 구글� 렌즈가�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나요?� 어떤� 사물을� 인식시켜�

보았는지,� 구글� 렌즈가� 그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세� 가지� 이상� 작성해봅시다.

� � � � (예시:� 화장실� 휴지를� 케이크로� 인식하였습니다.)

저는� 밖에� 있는� 물건들을� 구글� 렌즈로� 인식시켜� 보았었어요.

아빠차를� 찍었는데� 똑같은� 차와� 다른� 차로� 인식하였습니다.

계단을� 찍었는데� 똑같은� 계단으로� 인식하였습니다.

밖에� 버려진� 신발을� 찍었는데� 다른� 신발로� 인식하였습니다.

귀마개를� 찍었는데� 슬리퍼로� 인식하였습니다.

유리문� 손잡이를� 찍었는데� 뱀장어로� 인식하였습니다.

*추가

유리문� 손잡이를� 찍었는데� 뱀장어로� 인식한� 이유� :� 유리문� 손잡이가� 길고�

꾸물거리게� 생겨서� 구글� 렌즈가� 뱀장어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3. (3 차시)� 자신이� 만든� 작품의� 사진을� 찍어� 공유해봅시다.� 어떤� 모양의� 작품을�

만들었나요?� 무엇이� 제일� 흥미로웠는지,�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점을� 작성해봅시다.

흥미로운점� :�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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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점� :� 하트같은건� 쉬웠는데� 입체� 고스트고래를� 만들때는� 여러� 모양을�

만들어서� 겹쳐야� 하는데�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온도가� 조금� 식어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느낀� 점� :� 노력을� 해야� 더� 이쁜� 모양을� 낼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안경하트� 입체� 고스트� 고래

4.� � (4 차시)� 지난� 시간에� 만든� 작품을� 구글� 렌즈에� 인식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나의� 작품을� 왜� 그렇게� 인식했을지�

작성해봅시다.

입체� 고래를� 찍었더니� 향유고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찍었더니� 흰목이� 버섯이� 나왔습니다.

입체� 안경은� 여러모양의� 안경이� 나왔습니다.

하트모양은� 음식� 하트와� 장난감� 하트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정확하게� 인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체� 고래는� 모양이� 정확하지� 않고� 색상과� 모양이� 흰목이버섯과� 비슷하여�

잘못�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5.� (4 차시)� 멘토선생님께� 궁금한� 점을� 질문해� 보세요^^

3D� 펜� 사용할� 때� 필라멘트가� 딱딱한데� 3D� 펜으로� 사용할때는� 뜨거워져서� 잘�

녹아서� 나옵니다.� 어떤� 원리로� 필라멘트가� 녹여져서� 잘� 나오는지� 궁금해요.�

3D 프린터로� 거대한것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요.� 자유의� 여신상� 같은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