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혁신 포트폴리오 최종 보고서 양식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학수
번호

분
반 교과목명 건축디지털디자인

학점 3 학점
담당교수 수강대상

및 인원 3학년, 23명
시간 4 시간

관련
핵심
역량

협업봉사(  )% 비전도전(20)% 의사소통(30)% 정보문해(  )% 문제해결(50)% 세계시민(  )%

◉ 비정형 형상을 생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해 구현

◉ 자신의 디자인 원칙과 논리, 프로그래밍을 통한 구현 과정을 영상으로 설명

교육
목표

1. 다양한 지오메트리의 개념, 생성 원리, 변형에 대해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표현

2. 비정형 3차원 모델링에 대하여 이해하고 형상 조절 방법 습득

3.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변형 가능한 형상 구현

4. 개별 디자인 과제를 통해 형상을 생성하는 전략에 대한 이해

교육
내용

1.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에 대한 이해 및 활용 방법 익히기

2. 비주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형상을 논리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익히기

3. 비정형 3차원 모델링, 알고리즘 모델링, 차이와 반복을 활용한 모델링

4. 형상을 생성하는 전략을 짜고 이를 비주얼 프로그래밍으로 구현

교수
방법

컴퓨터 실습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수업은 학생들이 중간에 진도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앞의 개인 화면과 강의실 앞의 스크린을 동시에 보기 때문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할 수 없고,

교수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개별 실습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화면을 녹화하면서 설명한 동영상을 각자 보면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면

학생들마다 서로 다른 페이스로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으면서 실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여

실습실에서 개인별로 동영상을 보며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강의 당 90분~120분 정도의 영상을 준비하면, 학생들이 설명을 듣고, 멈추고 실습하고, 돌려보면서

평균적으로 영상 재생 시간의 2배 정도의 시간을 소요함

학기 초반에는 주제별로 동영상을 만들어 한 편의 재생 시간이 긴 편이었으나,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한 편의 재생 시간이 30분을 넘지 않도록 나누어 편집하였음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프로그래밍 수업은 앞부분의 내용이 온전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이후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수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개별 동영상 수업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고, 어려운 부분을 돌려보고, 잠깐 멈추고 실습을 하고,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으로 해결하고, 수업 시간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등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리고, 개별 학습으로 수업 시간 중의 몰입도를 높임

교재
(수업 
자료)

별도의 교재를 활용하지 않고, 모든 주차의 수업을 자체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진행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 활용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학습에 충분히 활용

개별 디자인 과제를 위한 레퍼런스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유도

학습자 
분석

매시간 학생들이 학습하는 동영상은 사전에 준비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강의실을 돌아다니며 실습 중인 학생들의 진행 속도, 실습 과정, 내용의 난이도 등을 관찰

다른 행동을 하는 학생이 전혀 없이, 자기 속도에 맞춰 영상을 돌려보면서 꾸준히 학습하였고,

개별 진도가 끝나면 확인 이후에 개별적으로 수업을 마침, 자기 진도에 맞춰 끝까지 남는 학생도 많음

주기적인 면담을 통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우면 오히려 넘기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

개별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실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질문이나 소통이 없는 편임

평소 과제는 지속적으로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찍어 제출하게 유도하여

수업 내용을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고, 학생 개개인이 어느 방향에 관심을 두는지를 파악함

학업 
성취 
평가 
방법

주기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제를 만들어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사이버캠퍼스에 업로드

최종 디자인 과제는 사전에 전략을 공유하고, 최종 구현은 패널과 설명 영상으로 학기말에 제출

영상으로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며,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 구현된 결과, 설명의 정확성 평가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는, 대부분의 형상을 직접 조절하는 다른 디자인 도구와 달리,

비주얼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데이터로 형상을 조절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따라 하기 방식의 수업방식으로는 응용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컴퍼넌트의 동작 방식, 컴퍼넌트들의 조합 방식, 데이터의 흐름, 디자인 의도를 온전히 이해하고, 

자신만의 형상 생성 전략을 짜고 이를 구현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함

- 개별 동영상 반복 수업 : 수업 내용을 놓쳐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방지

- 수업 중 개인별 질문 : 학생별 수준에 맞도록 실습 화면을 보며 1:1 질의 응답

- 개인별 동영상 과제 : 온전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이 스스로 설명하는 동영상 과제

- 패널 및 동영상 설명 : 디자인 과정을 정리하여 패널을 작성하고, 이를 설명하는 영상 제출



2. 주차별 수업내용
▣ (  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인 Grasshopper 의 기본 작동 원리 이해

주차
학습성과

- Grasshopper 기본 UI / UX를 이해하고 간단한 예제를 직접 작성함
- Grasshopper Input Parameters 작동 방법을 익히고, 실시간 반응을 관찰함

(  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파라메트릭 디자인 사례를 통해

수업에서 다루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도구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

이미지 자료 슬라이드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Input Parameters

- Grasshopper Slider & Panel

파라메터 조절과 기본 작동 원리 이해

- input numbers / boolean

기본적인 데이터인 수와 진리값 입력 비교

- multi-dimension

좌표를 조절하는 컴퍼넌트 다루기

- input colors

swatch / color picker / color wheel로

색을 입력하는 다양한 방법 익히기

- graph mapper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 데이터 조절하기

- date & time

날짜와 시각 입력, 현재 시각 맞추기

- data parameters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구별하는 

파라메터 컴퍼넌트에 대한 소개와 이해

YouTube Link

- input parameters

lc12L4Hrf6A

- Introduction 

Wy6A2_wgIPY

27분

34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Introduction Example

파라메터로 위치, 수량, 형상을 조절하는 예제로

파라메트릭 디자인 씽킹 전환

1시간

[Input Parameters] [Introduction Example]



▣ (  2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수학 연산 및 기본 연산 컴퍼넌트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Math Domain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다양한 Domain 컴퍼넌트 사용법을 익힘
- 다양한 Operators 컴퍼넌트에 대해 이해하고, 수학식 활용법을 익힘

(  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Math 컴퍼넌트 중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삼각함수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설명과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판서를 활용하여

기본 개념 강의와

grasshopper 

따라하기로

그래프 그려 보기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Domain Components

- Domain : 영역에 대한 개념, 구성하는 방법

Construct / Deconstruct / Remap Numbers

- 영역을 나누는 방법과 연속되는 영역

Divide Domain / Consecutive

- 특정값과 영역 포함 연산

Find Domain / Include / Bounds

l Math Operators

- Operators

기본 연산자에 대한 소개 및 활용법

- Polynomials

다항식,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설명

- Expression

수식 입력 방법 및 활용 방법 익히기

YouTube Link

- Math Domain

7q0wVHEarhY

- Math Operators

kRt8PMcjQoM

- Input and Math

oKgseQ5k8Ho

31분

42분

1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삼각함수 관련 컴퍼넌트를 설명하는 영상 제작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Math Domain] [Math Operators]



                                                  

▣ (  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벡터 컴퍼넌트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벡터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양한 벡터 연산을 활용함
- 포인트 컴퍼넌트 활용 방법을 연습하고, 포인트 연산의 개념을 이해함

(  3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친구들이 제작한 

math 컴퍼넌트 공유
2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Vector Components

- 벡터 기본 설정 및 속성 컴퍼넌트

Vector XYZ / Unit Vector / Deconstruct / Amp

- 다양한 벡터 연산과 속성에 대한 이해

Rotate / Reverse / Angle / Dot / Cross

l Point Components

- 점에 대한 개념 및 생성, 변환

Construct / Numbers / Pull / Project / Sort

- 직교 좌표, 원통 좌표, 구면 좌표 활용

Oriented / Cylindrical / Polar / Oriented

YouTube Link

- Vector Components

17c4GWVha5E

- Point Components

TOYD3KypGNQ

45분

63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그리드 컴퍼넌트를 활용한 예제 만들기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Vector Components]

 

[Point Components]



                                                  

▣ (  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구성 평면에 대한 이해와 기본 커브 생성 원리 이해

주차 
학습성과

- 평면의 기본 축, 법선 방향에 대해 이해하고 구성 평면을 생성하고 조절함
- 직선, 접선, 원, 타원, 원호, 다각형 등 기본 커브의 종류를 이해하고 활용함

(  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평면과 손바닥의 

관계 생각해 보기

- 원호 그리는 방법 

찾아보기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Plane Components

- 기본 평면에 대한 이해

XY Plane / XZ / YZ / Construct / Deconstruct

- 구성 평면 생성 방법에 대한 이해

3Points / Line+Line / Line Points / Normal

- 평면 조절 방법 익히기

Origin / Fit / Adjust / Align / Flip / Rotate

l Curve Primitives

- 직선과 다각형 생성 방법 익히기

Line / SDL / Tangent / Polygon / Rectangle

- 원, 타원, 원호 생성 방법 익히기

Circle / Ellipse / Arc 3Pt / SED / BiArc

YouTube Link

- Plane Components

PS1KUShycxY

- Curve Primitives

vvC6gH0tIc8

48분

58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원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20분

[Plane Components]

 

[Curve Primitives]



▣ (  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곡선 분할 방식 및 곡선 생성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다양한 곡선 분할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분할 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활용함
- 곡선 생성 (Nurbs) 원리와 Interpolate 곡선과의 차이에 대해 이해함

(  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커브의 분할에 대해

생각해 보기

- 커브 생성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기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Curve Division

- 커브의 분할 방식 검토

Divide Curve / by Length / by Distance

- 커브 분할 평면에 대한 이해

Horizontal Frame / Perpendicular Frame

l Curve Splines

- 커브의 생성 원리에 대한 검토

Nurbs Curve / PolyLine / Interpolate

- 커브 블렌딩에 대한 이해

Blend Curve / Tween Curve

YouTube Link

- Curve Division

xEtcBJ673jI

- Curve Splines

yKdx1qsSARM

30분

65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여러 가지 커브 분할 방식에 대한 비교 영상 제작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Curve Division] [Curve Splines]



                                                  

▣ (  6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곡선 활용 방법 및 곡선 파라메터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곡선 활용을 위한 다양한 컴퍼넌트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 곡선 파라메터를 바탕으로, 곡선의 다양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을 이해함

(  6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커브의 활용과 

변형에 대한 생각

- 커브 위의 한 점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Curve Utilities

- 커브의 다양한 활용 방법

Extend / Flip / Join / Fillet / Offset

- 커브 재생성 및 변형에 대한 이해

Rebuild / Fit / Simplify / Collapse / Smooth

l Curve Analysis

- 커브 파라메터에 대한 이해

Evaluate Curve / Curvature / Derivatives

- 커브 제어점에 대한 이해

Control Points / End Points / Deconstruct

YouTube Link

- Curve Utilities

K5ycHmYMc78

- Curve Analysis 01

eTkVu9H221Y

- Curve Analysis 02

vnhuq26Z_Iw

49분

46분

38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Point in Curve 활용 방법 생각하기

- Curve Frame / Horizontal / Perpendicular 비교
20분

[Curve Utilities]

 

[Curve Analysis]



▣ (  7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서피스의 개념 및 기본 입체도형 이해

주차
학습성과

- 박스를 중심으로 서피스와 입체도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제를 작성함
- 다양한 형상을 생성하는 곡면의 성질과 트림 관련 컴퍼넌트를 이해함

(  7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박스 생성 원리 생각

- Surface와 Brep 비교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BoundingBox / Surface Box

- 오브젝트의 영역을 포함하는 바운딩 박스

Bounding Box / Union Box / per Object

- 다양한 Box 생성 방법과 속성 검토

Box 2Pt / Center / Domain / Properties

l Surface Utilities

- 서피스 분할에 대한 이해와 활용

Divide Surface / Surface Frames / Offset

- 서피스 트림에 대한 이해와 비교

Trim / ReTrim / UnTrim / Copy Trim

YouTube Link

- BoundingBox

EAuzRkegvaA

- Surface Box

kRH2IYoVFpY

- Surface Utilities 01

SK4_fbx5utI

- Surface Utilities 02

URJ0VmFdjmY

34분

21분

18분

3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서피스 기본 도형으로 예제 만들어 동영상 제작

Cone / Cylinder / Sphere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Surface BoundingBox] [Surface Utilities]



▣ (  8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다양한 서피스 생성 방법 익히기

주차
학습성과

- 커브를 사용하는 서피스 생성 컴퍼넌트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음
- 여러 가지 Extrude 방식과 레일을 활용한 서피스 생성 방식을 비교함

(  8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다양한 서피스

생성 방법 조사하기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Freeform Surface 생성 컴퍼넌트 탐구

- Point를 활용하여 서피스 만들기

4 Point Surface / Surface From Points

- 곡선을 활용하여 서피스 만들기

Loft / Edge / Network / Ruled / Boundary

- 프로필 이동으로 서피스 만들기

Extrude ( direction / along / linear / point )

- 레일을 이용한 서피스 만들기

Pipe / Sweep1 / Sweep2

- 회전을 이용한 서피스 만들기

Rail Revolution / Axis Revolution

YouTube Link

- Surface Freeform 01

kj9SjcM-6fs

- Surface Freeform 02

DyVV8SzyB7E

- Surface Freeform 03

qxdVYeCQ5aA

- Surface Freeform 04

BJifwK80LuY

29분

25분

24분

20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서피스 로프트 옵션 종류 공부하기 20분

[Curve Network Surface] [Extrude Surface Components]



                                                  

▣ (  9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다양한 서피스 해석 방법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서피스, Brep과 Edge, Points 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음
- 서피스 파라메터에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눈으로 확인함

(  9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서피스 파라메터

이해하기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Surface Analysis 컴퍼넌트 탐구

- 서피스 분해 컴퍼넌트

Deconstruct / Points / Edges / Topology

- 서피스 속성 분석 컴퍼넌트

Area / Volume / Moments

- 서피스와 점의 관계 분석하기

Closest Point / Point in Brep / Point in Trim

- 서피스 파라메터를 기준으로 분석하기

Evaluate / Curvature / Principal

YouTube Link

- Surface Analysis 01
W6T68kywf0Q

- Surface Analysis 02
Ew8Bl6h6gCY

- Surface Analysis 03
IzR0BL6XiTg

- Surface Analysis 04
YPy0-uJJjJM

- Surface Analysis 05
ZKSCeb6IrCk

22분

32분

23분

16분

19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Brep Edges 종류 파악하기 20분

[Surface Control Points]

 

[Surface Adjacency]



                                                  

▣ (  10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다양한 예제 검토를 통한 전략 세우기 기법 이해

주차 
학습성과

- 데이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히고 응용할 수 있음
- 형상을 제어하는 단계별 전략을 이해하고 자신의 전략을 세움

(  10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예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Grasshopper Plus Plus

예제 찾아 보기
3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다양한 예제 검토를 통한 전략 세우기 기법

- Color Boxes : 3차원의 데이터 표현 방법

- Mesh Pattern : 벡터 연산으로 크기 변화

- Surface Lamellas : 지느러미로 서피스 분할 제어

- Curve Strategy : 단계별 전략 세우기 연습

Divide▷Distance▷Move▷Network▷Control

YouTube Link

- Color Boxes
uF0xZ9Vj0qU

- Mesh Pattern
K9h36xGJxb0

- Surface Lamellas
5h0ZK09sPtc

- Strategy: Curve
gxq7Mqugaec

15분

24분

15분

59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세우기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Strategy - Curve]

 

[Mesh Pattern]

 

[Color Boxes]

 

[Surface Lamellas]



▣ (  1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

주차
학습성과

- Data List, Data Tree 개념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데이터 관리를 통해 크로스 패턴을 생성할 수 있음

(  1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친구들 프로젝트 전략 검토하기 2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Data List와 Data Tree에 대한 이해

- List의 개념 이해와 Data Tree 구조 변환

Graft / Flatten / Simplify

- 크로스 패턴 예제로 데이터 관리 방법 익히기

Shift / Tree Branch / Relative Item / Shift Paths

l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검토

- 업로드한 프로젝트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공유

YouTube Link

- Data List & Tree
Drjj41y8N88

- Cross Pattern
Bvk6_TQZrjs

- Strategy Review 01
2i9OJdr7LxY

- Strategy Review 02
L3PKSAM5QyE

- Strategy Review 03
QTE_t8jZPkI

29분

43분

16분

7분

8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세우기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Data List & Tree] [Cross Pattern]

[Strategy Review] [Strategy Review]



                                                  

▣ (  12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데이터 리스트에 대한 심화 이해

주차 
학습성과

- Data List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음
- Set 컴퍼넌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리스트 생성 방법을 익힐 수 있음

(  12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리스트 개념 확인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Data List에 대한 심화 이해

- 다양한 List 관리 컴퍼넌트 검토

Item / Index / Partition / Shift / Split / Sort

- 리스트 사이 연산에 대한 이해

Dispatch / Weave / Pick & Choose

- 데이터 매칭에 대한 이해

Cross Reference / Longest / Shortest

- 데이터 리스트 생성 컴퍼넌트 검토

Sequence / Range / Series / Repeat / Duplicate

l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검토

- 업로드한 프로젝트 전략을 함께 검토하고,

이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 공유

YouTube Link

- Data List 01
e3Eobz8S_QQ

- Data List 02
SkSvkyCKOc0

- Set Sequence
oTjjmiOpwcI

- Strategy Review 04
2IfYZ5s0ZfE

- Strategy Review 05
_8-0BjpnqdU

46분

34분

24분

16분

19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세우기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30분

[Data List]

 

[Set Sequence]



                                                  

▣ (  1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데이터 트리에 대한 심화 이해

주차 
학습성과

- Data Tree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고 데이터를 원하는대로 관리할 수 있음
- 데이터 트리의 Path를 조절하여 다른 데이터 트리와 매칭하는 방법을 익힘

(  13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데이터 트리 개념 확인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Data Tree에 대한 심화 이해

- 다양한 Tree 관리 컴퍼넌트 검토

Graft / Flatten / Trim / Simplify

- 브랜치 단위 데이터 결합 및 분해

Entwine / Merge / Explode

- 데이터 트리 Paths 제어

Path Mapper / Shift Paths / Match Tree / Split

- 데이터 트리 관리

Tree Branch / Tree Item / Relative Item

YouTube Link

- Data Tree 01
C-ZFV6xEvGw

- Data Tree 02
lFWeE6dmjFg

- Data Tree 03
Pvm6PHZlUKk

27분

51분

36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전략 세우기 20분

[Data Tree Path Mapper]

 

[Data Tree Branch]



                                                  

▣ (  14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데이터 트리 관리 전용 컴퍼넌트 Tree8 이해

주차 
학습성과

- Data Tree를 손쉽게 관리하는 Tree8 컴퍼넌트를 이해하고, 데이터 트리 관리에 활용함
- 다양한 Grasshopper 기본 Tutorial을 학습하여, Grasshopper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  1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Tree8 Components 

검색 및 설치
1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Tree8 컴퍼넌트 검토

- 데이터 분할 컴퍼넌트

Data Allocation ( Branch / Number / Split )

- 처음-가운데-마지막 구별 컴퍼넌트

First-End Item / First-End List

- 데이터 트리 종합 제어 컴퍼넌트

Smart First-End Data

l Grasshopper Tutorial 검토

- Interpolating Values

데이터 보간 생성 알고리즘 검토

- Wires & Conversions

메시 컬러로 확인하는 데이터 조합 방식

- Polynomial Graphs

다항식 그래프 표현 방식 검토

YouTube Link

- Tree8 Components
Mx0Uja721x8

- Interpolating Values
G-BlaOR905g

- Wires &Conversions
96OgDAjlOVc

- Polynomial Graphs
eJYFLkd6S9s

32분

10분

9분

9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면담 120분

[Tree8 Components – 3D Data Set]

 

[Interpolating Values]



▣ (  1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Grasshopper Tutorial 마스터

주차
학습성과 - 다양한 Grasshopper 기본 Tutorial을 학습하여, Grasshopper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임

(  1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개인별 프로젝트 준비 60분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l Grasshopper Tutorial 검토

- Measure & Display

데이터 측정과 표현 방법 검토

- Adaptive Pattern

그래프 매퍼로 형상 조절하는 방법

- Column Arcade

곡면과의 교차점을 찾아 기둥 높이 제어

YouTube Link

- Measure & Display
Q2ni3PR19nw

- Adaptive Pattern
B6SFhUivJIg

- Column Arcade
2jgASl66bvY

11분

20분

23분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개인별 프로젝트 면담 사이버캠퍼스 업로드 120분

[Adaptive Pattern] [Column Arcade]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개인별로 화면도 보고 교수자도 봐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놓치면 따라하거나 질문하기 어려운 프로그래밍 수업을

각자 동영상을 보면서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고, 놓친 부분은 되돌려보면서 진도를 놓치지 않는 장점이 있었음

초기에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개별 질문을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각자 이어폰을 끼고 학습하는 환경에서 조금 이해가 덜 되더라도 굳이 질문을 하는 학생의 수가 점차 줄어들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 후반기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전반적인 수업 방식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

특히 수업에 조금 늦었거나 공식 행사로 수업에 빠지는 경우에도 진도를 보충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표현

다만 동영상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상호 인터랙션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에 대한 보완 방법을 모색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지난 강의에 비해 동영상으로 수업한 이번 학생들이 세부 수업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는 높은 편으로,

특히 개별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도 수업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몰입하는 것이 큰 장점임

개별 과제를 수행할 때도, 지난 강의를 영상으로 참고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관심있는 학생들의 몰입도와 이해도는 높은 편이고, 상향 평준화로 전반적인 성취도가 올라가는 편이지만

학생들 대부분이 진도가 달라 수업 시간 중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자주할 수 있도록 강의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에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향후에는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개별 시청하는 동영상 중에 토론할 주제를 언급하고,

강의 중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해당 주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인터랙션을 높이려고 함

동영상 설명 수준을 하위권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 상세하게 하다 보니 전반적인 성취도가 올라갔지만,

관심이 많은 상위권 학생들이 앞서 나갈 수 있게 상위 수준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준별 학습을 시도하고자 함

개별 과제 주제 설정을 학기 초반부터 실행하고, 개별 주제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적으로 하여,

수업 내용에서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수업을 운영하려고 함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주제로 동영상을 충분히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이 굳이 진도에 맞춰서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시청하면서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