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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100세 시대, 스마트 헬스케어와 미래직업

➊ 주제 개요
n 프로그램 소개
스마트 헬스케어는 개인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정보, 기기, 시스템, 플랫폼을 다루
는 산업분야로 건강관련서비스와 의료IT가 융합된 종합의료 서비스이다. 개인 맞춤형 서비
스부터 웨어러블, 인공지능, 원격진료 등 4차 산업의 분야 중 하나인 헬스케어는 미래 유망
직업 분야 중 하나이다. 특히 웨어러블을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다양한 기기형태로 제
품화 되어있는데,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고, 본인의 적성과 관련 분야
의 진로를 설정하는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더불어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
안을 문제해결중심(PBL)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차시대체형 프로그램으로 총 3차시로 구성된다. 1차시는 웨어러블을
주제로 투입-과정-산출-되먹임의 기술 시스템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직업을 탐색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유망직업군을 제시한다. 2차시는 스마트 스킨케어를 주제로 자외선 측정의 웨어
러블과 관련 직업군을 탐색하여 직업의 역할을 알아본다. 3차시는 고령화를 주제로 과학기
술 발전을 통해 삶이 연장되었으나 어떻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스마트한 방
안을 제시하고, 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하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을 위한 대
책을 모색한다.

n 주제 선정의 의미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되며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특히 건강문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분야 중 하나로 의료서비스도 개인 맞춤형 서
비스로 변화되면서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빅데이터, 원격진료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또한, 건강뿐만 아니라 미용적 측면까지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래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각 전문 분야의 미래 유망직
업을 제시하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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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학습목표
n 내용목표
Ÿ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보 기술 시스템의 세부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Ÿ

웨어러블 기기의 정의를 통해 웨어러블과 디바이스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Ÿ

직업세계의 다양함과 역동적인 변화의 모습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의 등장과 소멸을
예측할 수 있다.

Ÿ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고, 분야별로 나눌 수 있다.

Ÿ

웨어러블을 기반으로 건강한 삶의 대책을 모색할 수 있다.

Ÿ

다양한 종류의 웨어러블 기기를 파악하고, 기능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n 과정목표
Ÿ

기술
: 정보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생명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Ÿ

과학
: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Ÿ

사회
: 고령화와 같은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에 대해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탐구할 수 있다.

Ÿ

도덕
: 과학기술이 현대인의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하고, 과학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Ÿ

보건
: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건강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

Ÿ

진로와 직업
: 다양한 직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사이트를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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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연계 과목
n 관련교과
Ÿ

기술 : 기술 활용

Ÿ

사회 :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Ÿ

과학 : 과학과 나의 미래

Ÿ

도덕 : 자연·초월과의 관계

Ÿ

보건 : 건강증진

Ÿ

진로와 직업 : 일과 직업세계 이해, 진로 탐색

➍ STEAM 요소
n 과목 요소
Ÿ

 과학기술과 관련된 미래 직업의 변화 토의

Ÿ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 파악, 정보기술 시스템 투입-과정-산출 파악

Ÿ

 고령화 사회와 문제 해결방안, 직업군 분류 및 탐색

n 단계 요소
Ÿ

상황제시
: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자외선A 최강, PA지수 확인하세요,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해결 과정

Ÿ

창의적 설계
: 웨어러블 기기 기술과 특징 이해, 영상 속 제품의 기능적 특징 파악하기고 직업군
분류하기, 미래 유망직업 선택하기, 노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

Ÿ

감성적 체험
: 웨어러블 기기 관련 직업군 탐색하기, 나와 직업과의 연계성 파악하기, 설계한
웨어러블 기기 발표 및 평가하기

Ÿ

발표와 평가
: 관찰평가 - 수업 참여도와 협력도 등 학습태도 관찰
: 자기평가 - 자신의 수업 참여와 내용에 대한 사색
: 수행평가 - 활동의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 반영
: 동료평가 – 토의 활동 시 모둠원의 의견 존중과 발표내용의 전달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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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차시별 계획 총괄표
차시

학습내용
<상황제시>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창의적 설계>
 [활동1]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과 특징 이해

1

: 웨어러블 기기의 투입, 과정, 산출과정 파악하기
: 태블릿PC, 노트북을 활용하여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 기능 탐색하기
<감성적 체험>
 [활동2] 다른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과 정보 찾기
: 모둠 발표를 통한 다른 웨어러블 기기 정보 탐색
<상황제시>
 자외선A 최강, PA지수 확인하세요
<감성적 체험>

2

 [활동1] 영상 속 제품의 기능적 특징 파악하기
: 자외선 지수를 알려주는 네일아트형 ‘UV 센스’
<감성적체험>
 [활동2] 웨어러블 기기와 관련 직업군 탐색하기
: 태블릿PC, 노트북을 활용하여 다양한 작업군 탐색하기
<상황제시>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해결 과정
<창의적 설계>

3

 [활동1] 노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
: 치매 노인과 전체 노인들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활동2] 설계한 웨어러블 기기 발표 및 평가하기
: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능을 발표한 우수 모둠 선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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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평가 계획
연번
1

2

평가 기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투임-과정-산출-되먹임의 과정을 이해하
였는가?
토의 활동 시 친구들은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하였
는가?

방법
수행평가

동료평가

3

활동 후 주제에 따른 관련 유망 직업군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자기평가

4

진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는가?

관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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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 (예시)
평가영역

평가 척도

평가
차시

1

창의적
설계

2

3

1

감성적
체험

2

3

상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과
정보기술 시스템을 정확
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직업의 일과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
뷰티 디바이스의 기능적
특징을 기사를 통해 찾을
수 있으며, 웨어러블 기기
를 통해 새롭게 추가 기
능을 제시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해결
방안을 토의하고, 노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
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
였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을 모두 이해하였고,
관련 직업의 정보를 정확
하게 탐색할 수 있다.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였
으며, 뷰티 디바이스의 추
가 기능 아이디어가 참신
하였고, 발표 시 그 내용
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고령화 문제와 실버케
어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설계한 기기의
기능과 특징을 명확하
게 발표하였다.

중

하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과
정보기술 시스템을 구분할
수 있으며, 관련 직업군을
제시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특징과
투입-과정-산출-되먹임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나
열할 수 있다.

뷰티 디바이스의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웨어러
블 기기와의 차이점을 설
명할 수 있다.

뷰티 디바이스의 기능적
특징을 파악하고, 웨어러
블 기기와의 차이점을 부
분적으로 이해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노인
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를 능동적으로 참여
하였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
으며, 노인을 위한 웨어
러블 기기 설계를 부분
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정확한 관련 직
업을 탐색할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과
사용된 기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관
련 직업을 탐색할 수 있
다.

친구들의 발표를 경청하
였으며, 토의 활동 시
모둠원의 의견을 준중
하였다.

친구들의 발표에 관심이
없으며, 활동에 부분적
으로 참여하였다.

고령화 문제를 어느 정
도 설명하였고, 모둠에
서 설계한 기기의 기능
적 특징을 발표하였다.

고령화 문제를 제한적
으로 설명하였고, 설계
한 기기에 대한 기능적
특징을 부분적으로 발표
하였다.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스마트헬스케어기기개발자, 의료관광컨시어지,
진로설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
차세대디스플레이개발자, 센서개발자, 빅데이터분석가

○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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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상

중

감성적 체험
하

상

중

진로설계
하

○ 학생 자기/동료 평가 기준표
평가
방법

평가
영역
감성적
체험

자기
평가
창의적
설계
동료
평가

창의적
설계

평가기준

평가 척도
상

중

하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자세하게 말할
수 있는가?
뷰티 디바이스와 웨어러블을 구분할 수 있는가?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과 정보기술 시스템 과정을 명
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요한 직업 정보를 탐색하고 분야별로 직업군을 분
류할 수 있는가?
웨어러블 기기 발전과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을 융합
시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➐ 학교생활기록부 예시
1) 스마트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관심이 많았던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
안에 대해 토의했고,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과 관련된 직업 분야들을 탐색하고 창의
적인 의견을 제안했으면 심도 있게 탐구함.
2)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보기술 시스템의 투입-과정-산출-되먹임을 이해하였으며, 다양한 형
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탐색하여 기능적 특징과 관련 직업군을 정확하게 탐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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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의 정보기술 시스템
1차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스마트헬

스케어기기개발자, 웨어러블개발자, 응
수업

기술

차시

1/3차시

관련
직업군

용소프트웨어개발자,

시스템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 차세
대디스플레이개발자, 센서개발자, 빅데
이터분석가 등

기술
(4)기술 시스템

[9기가04-15]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과학

(7) 과학과 나의 미래
2015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개정
교육과정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3)진로탐색
[9진03-03]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직업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보건

(1) 건강증진
[9보01–01] 건강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건강 영향 요인을 분석
한다.
학습
목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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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보 기술 시스템의 세부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의 직
업을 탐색할 수 있다.
학생용 활동지, 태블릿 PC 또는 스마트폰, PPT자료, 무선 인터넷 등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내가 원하는 노후의 모습은?
▶ 다음 사진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해 보자.

출처: https://pixabay.com

도입
(5분)

▶ 왼쪽 사진처럼 건강한 모습을 원하는가? 오른쪽 사진처럼 건강하
지 못한 모습을 원하는가?
: 건강한 모습을 원할 것이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는
의료기술 및 헬스케어 기술의 발달로 100세까지 살 수 있게 된다.
▶ 100살까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200살까지 살 수
있을까?
: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는 사전에 나의 건강을 체크하
고 예방하거나 나의 신체적 상황에 맞는 운동을 필수로 해야 한다.
요즘은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많이 개발되어 건강을 체크하거나 운동
량을 측정할 수 있어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도 있게 되었다.
▶ 다음 동영상에 등장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보고 어떤 측정이 가능
한지 생각해보고,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투입, 과정, 산출 요소를
알아보자.

전개
(35분)

These are Smart Shoes - Xiaomi Mijia Smart Shoe Review(0:40~)
https://www.youtube.com/watch?v=gI-WVqUZE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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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미 스마트 신발의 투입-과정-산출의 예제
스마트 슈즈에서 알 수 있는
투입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과정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산출 정보는 무엇이 있는가?

걷기, 달리기, 개인정보

블루투스를 통해 어플에 입력 정보를 전송

평균 속도, 칼로리 소비량, 운동시간, 이동
거리 등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샤오미 스마트 신발이다. 인텔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등 운동 종류를 자동으로 인식해 이동거리 및 경로, 속
도, 칼로리 등의 휘트니스 데이터를 측정하고, 전용 앱을 통해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운동화 기능에도 충실하여 특수 제작
한 아치 디자인에 안티 스키드 기능, 에어쿠션, 샌드위치 방식의 거품
쿠션 및 항균 깔창을 사용해 착용감을 강화했다. 또한, 배터리 부분에
도 신경을 써서 한번 충전으로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 다양한 투입요소가 스마트 기기로 전송되고 출력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만약 실제 거리나 속도가 잘못 측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면, 사용자가 제작자에게 피드백(되먹임)을 할 수 있다. 그럼 제작자는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찾아내고, 개선하여 웨어러블 기기에
서 출력되는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 이런 헬스케어 웨어러블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 들은 그림
과 같이 더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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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와 미래에는 어떠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가 개발될까?

▶ 현재 상용되거나, 개발 중인 웨어러블 기기들이다.
#교사는 각 그림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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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활동1]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과 특징 이해
▶ 모둠별로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를 주제로 하여 투입, 과정, 산출
내용을 토의하여 적어보자.
- 준비물 :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
1) 교사는 사전에 활동 영상을 각 기기에 저장해 놓는다.
2) 모둠별로 아이패드와 태블릿 PC를 나누어 준다.
3) 동영상이 아닌 기사는 인쇄물로도 나누어 주어 동료끼리 업무의
분담을 나누어 활동한다.
4)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거나 제시한 인쇄물
자료를 보고 기능적 특징, 투입, 과정, 산출 내용을 찾는다.

주제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밴드

워치

글래스

의류

벨트

렌즈

▶ 활동 자료를 통해 우리 모둠에서 선택한 기기의 기능적 특징과 투
입-과정-산출의 절차를 적어보자.

기기명: 스마트 벨트
기능적 특징
투입
(입력 값)
과정 (처리)

사람의 허리둘레 측정
허리둘레 측정, 걸음 수,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 측정
스마트 센서들이 탑재되어 사용자의 관련 데이터를 측
정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달

산출

사용자가 앉아있는 시간, 칼로리 소모량, 팽만감을 가지

(출력 값)

고 있는지 과식을 하였는지, 실제로 늘어난 허리사이즈.

> 모둠별로 활동지에 내용을 다 적었다면,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은
잠시 덮어두거나 잠시 화면을 꺼두자.
<감성적 체험>
[활동2] 다른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과 정보 찾기
▶ 모둠별로 선택한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적 특징과 전달방식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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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 이때, 다른 모둠의 발표내용을 듣고 다른 모둠과 비슷한 기
능이 있는지, 차별된 기능이 있는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적어보자.
# 발표 및 정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시 교사가 휴대폰으로 각 모둠의
자료를 카메라로 찍어 교실의 프로젝터(또는 TV)와 연결하여 학생들
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_________모둠 : 스마트 ____(신발)_____

공통점

차이점

스마트 센서 활용, 스마트폰에 연동되어 산출 값을 알 수
있음.

걸음걸이, 뛴 거리, 속도 등

▶ 이번 시간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정보통신기술 시스템의 입
력, 처리, 산출에 대해 학습하였다. 웨어러블 기기의 종류를 통해
공통된 기능과 차별화된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다.
▶ 웨어러블이란 안경, 시계, 액세서리처럼 몸에 착용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는 전자기기이다.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다닐 수 있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하기 편리하며 지속적으로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나 개인의 신체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준다. 이
러한 휴대성은 노트북, 전화, 스마트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
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정리
(5분)

▶ 앞으로 미래에는 웨어러블을 통해 개인의 건강을 체크하고, 올바
른 생활패턴을 형성하여, 건강한 삶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이러한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역할이 늘어날 것이며, 스마트헬스
케어서비스기획자, 스마트헬스케어기기개발자, 웨어러블개발자 등
이 유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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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마무리하며, 나 그리고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상

평가
중

하

웨어러블 기기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자기

친구의 발표에서 기술적 차별성과 공통점을

평가

발견할 수 있었는가?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새로운 웨어러블 기기의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다른 모둠이 발표할 때 각 핵심기술의 내용을

동료
평가

지도상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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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시켰는가?
조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동했는가?

수업

웨어러블 기술의 전반적인 기술에 대해

평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가?

- 스마트 기기를 활용할 경우 :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
재가 필요하다.

1차시 참고자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 들고 다니는 것으로 부족하다, 이제 입는 디바이스다
1979년 소니에서 출시한 최초의 워크맨이 등장하기 전까지 걸어 다니면서 음악을 듣는
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곧 이전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휴대용
기기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1983년 세계 최초의 휴대폰 모토로라 ‘다이나택
8000’이 나오기 전까지 휴대할 수 있는 전화는 존재하지 않았다.
워크맨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휴대용 기기의 역사는 40년이 채 안 됐지만, 기술의 발
전이 이끈 디자인 혁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을
매일 들고 다니기에 이르렀다. MP3, 디지털 카메라, GPS 등 다양한 휴대 기기의 기능을
다 갖추고 있으니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하지만 몸에 착용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
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등장은 또 한번의 디자인 혁신을 예고한다.

▶ 손목에서 시작된 웨어러블 디바이스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모자라 몸에 착용하는 형태로 디자인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생활 속에 가까이 있다 못해 몸의 일부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와 바지부터 시작해 안경, 팔찌,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 그리고 신발에 이르기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일찍 자리 잡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자
인은 손목 위에서 시작됐다.
나이키 ‘퓨얼밴드’, ‘핏빗’, 조본 ‘업’ 등 손목에 차는 형태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운동량
과 수면 시간, 수면의 질 등을 체크하고 기록하며 체계적으로 필요한 운동량을 관리해주
는 기능을 하면서 모바일 헬스 케어 시장을 주도해왔다.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해 하루 24
시간 기록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습관과 운동량을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건강 목
표를 제시하고 관리하는 것. 항상 몸에 붙어 있다는 특징 때문에 앞으로도 헬스 케어 관
련 기능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이제는 입는 디바이스다 (생
활을 바꾸는 디자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721&cid=58791&categoryId=5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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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참고자료

웨어러블의 방향성

웨어러블은 말 그대로 손목, 머리, 몸, 발을 포함한 몸의 모든 곳에 착용할 수 있는 기
기를 뜻한다.
손목에 착용하는 웨어러블로는 스마트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있다. 핏빗(Fitbit), 조본
(Jawbone)과 같은 스마트밴드는 블루투스나 USB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만보기 수치,
칼로리, 수면 시간, 몸무게 등의 바이오 정보를 기록한다. 애플워치, 삼성기어와 같은 스
마트워치는 스마트폰과 연계하거나 독자적 모바일 통신을 통해 통화 및 개인의 일간 활
동을 기록하는 역할을 한다.
얼굴과 머리에 착용하는 웨어러블로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헤드폰, 가상현실 헤드셋이
있다. 구글글래스로 알려진 스마트글래스는 카메라 기능과 2D · 3D 증강현실 기능, 데이
터 · 앱 · SMS · 이메일 접속 기능을 제공한다. 오큘러스(Oculus)로 유명한 가상현실 헤
드셋은 주로 게임과 비디오를 위한 3D 가상현실 경험을 제공한다. 오큘러스는 삼성전자
와 제휴해서 기어 VR(가상현실) 헤드셋을 선보인 바 있다.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인 스마트옷은 주로 피트니스와 건강 측정을 위해 옷에 바이오
센서를 내장한 제품이다. 그 밖에 신발이나 액세서리 형태로 붙여서 하루 활동량을 측정
하는 웨어러블이 있다.
향후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웨어러블 서비스로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첫째는
소비자의 건강과 운동량을 측정해 주는 피트니스 트래커(fitness tracker) 영역이다. 나의
건강을 점검해 주는 도구는 웨어러블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편익으로 이미 확인
된 사실이다.
둘째는 시계, 전화 통화, 내비게이션, 앱과 같이 웨어러블에서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서비스 영역이다. 스마트폰 앱과 같이 다양한 개발자들이 웨어러블 앱의 개발에 참여
해야만 웨어러블의 인기몰이가 가능하다.
셋째 영역은 사물인터넷, 스마트홈, 레스토랑, 오프라인 매장, 자동차와 같이 주변의 모
든 사물을 컨트롤하는 용도의 웨어러블이다. 향후 모바일 혁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주변
의 모든 것을 모바일 기기로 인식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개인 행동 정보는 빅데이터와 결합해 실시간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바일 · 웨어러블: 증강의 법칙 (디지털 마케팅 아이디어, 2015. 11. 1.,
커뮤니케이션북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8548&cid=42266&categoryId=58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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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웨어러블 6종 관련 정보 및 링크(학생용)

웨어러블 6종

관련 정보 및 기사
▶ 나이키 나와! 리닝(샤오미) 스마트 러닝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555863&me
mberNo=32019924&vType=VERTICAL

예제:
스마트 슈즈

▶ 샤오미의 울트라 스마트 스마트 러닝화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6779057&me

(샤오미

mberNo=17316762&vType=VERTICAL

스마트

▶ 샤오미

운동화)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8887&cid=59088&categoryI
d=59096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gI-WVqUZEl0
▶ Google Glass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076614&cid=41810&category
Id=4181

스마트 안경
(구글 글래스)

▶ 구글의 사이보그 '구글 글래스'의 모든 것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2106082424024
▶ 자전거용 구글 글라스! 가민 바리아 비전 (Garmin Varia Vision)
https://bear0601.blog.me/221207981188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8nF0gIVDz8k
▶ 건강한 삶을 돕는 스마트벨트, 웰트
http://www.ilovep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20

스마트 벨트
(웰트)

▶ 뱃살 관리를 위한 삼성 스마트 벨트 웰트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233437&me
mberNo=33280692&vType=VERTICAL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bZsmZJkdelM
▶ 샤오미 웨어러블 단말기 미 밴드의 인기 비결은?
http://betanews.heraldcorp.com:8080/article/862252.html

스마트 밴드
(샤오미 밴드)

▶ NFC 탑재로 모바일 결제까지, 가성비 스마트밴드 샤오미 미 밴드 3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041975&me
mberNo=15460786&vType=VERTICAL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Q7TjGxGbPdg
▶ 구글, 소니, 삼성이 만들 스마트 콘택트 렌즈들

스마트
콘탠트 렌즈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59449&me
mberNo=23145435&vType=VERTICAL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JWLti-oVwu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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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워치3 LTE 6월 15일 출시! 가격 및 기능은?
https://blog.naver.com/purplecrom/221297153710
▶ 애플워치3 LTE 시계만 차고 나가도 OK
스마트 워치
(애플워치)

http://gamsungit.com/221301605753
▶ 애플워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727&cid=59088&categoryI
d=59096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iBPr9gEfkK8
▶ MIT 연구소, 세균 이용해 통풍구가 만들어지는 기능성 T셔츠 개발
http://it.plusblog.co.kr/221014352298

스마트 의류

▶ 美 MIT 대학, 퍼포먼스 패브릭 개발

(MIT 텐저블

http://www.itn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70

미디어랩

▶ 옷이 살아있다? MIT '미생물 세포 운동복' 개발

바이오로직)

http://www.segye.com/newsView/20170525001734
동영상: 교사용
https://www.youtube.com/watch?v=C67QZnwQ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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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과 스마트 스킨케어
2차시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수업

기술

차시

2/3차시

관련
직업군

스케어기기개발자,

스마트헬

응용소프트웨어개발

자,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 퍼스널 쇼퍼,
센서개발자 등

진로와 직업
(2) 일과 직업세계 이해
[9진02-01] 다양한 직업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직업이 하는 일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

(7) 과학과 나의 미래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기술
(4)기술 시스템

[9기가04-15] 정보 기술 시스템의 각 단계별 세부 요소를 이해하고 정보의
통신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학습

- 스마트 스킨케어와 연계하여, 다양한 직업군의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목표

- 웨어러블 기기의 정의를 통해 일반 디바이스와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준비물

교사용 PPT, 학생용 활동지, 활동용 기사 출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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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자외선A 최강, PA지수 확인하세요
▶ 다음 영상을 보고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생각
해보자.

5월 '자외선A' 최강…"PA지수 확인하세요" (~1:50)
https://www.youtube.com/watch?v=-hifUEqTUPs

영상 속 운전자의 문제는 무엇이 원인이었으며 어떻게 해결할 수
도입
(10분)

있을까?
- 피부 노화 방지의 주범이 자외선A다.
-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한다.
- PA지수 높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뉴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외서A가 피부 깊숙이 침투해
진피를 손상시켜 피부노화와 주름의 주범이라고 하였다. 문제는 여름
에 자외선A의 특성이 한여름에 가장 강하다는 자외선에 대한 일반적
인 통념과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자외선A는 맑은 날씨 흐린 날씨 모두 노출량이 같아서 주의가 필
요하다. 또한, 한여름이 아닌 5월에 가장 세다는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마다 덧발라야 하며, PA지수가 높
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 자외선을 차단하거나, 자외선 지수를 파악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
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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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외선 차단 방법
피부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햇빛에 최소한
으로 노출하는 것이 피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자외선 양
이 가장 높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에서 생
활하도록 하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하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소매가 긴 의복, 양산, 챙이 큰 모자, 선글라스 등
을 활용하는 좋다.

> 그 외 기상청 날씨누리 홈페이지 또는 검색 사이트, 휴대폰 검색
을 통해 자외선 지수를 파악하고, 단계별 대피 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출처: http://www.weather.go.kr/weather/lifenindustry/jisudaymap_A07_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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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다음 영상을 통해 알아보자.

‘자외선 노출 알려주는 네일아트형 웨어러블’ 로레알 UV 센스
https://www.youtube.com/watch?v=VZ_S4UtOM-U

>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인가? 자외선 지수를 알려주
는 네일아트형 웨어러블 ‘UV 센스’의 기능적 특징을 파악해보자.
<창의적 설계>
[활동1] 영상 속 제품의 기능적 특징 파악하기
▶ 영상 속 네일아트 웨어러블 ‘로레알 UV 센스’ 기기의 기능적 특
징을 파악하고 투입-과정-산출의 과정을 적어보자.
# 학생들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을 여러 번 재생한다.
전개
(30분)

> 기능적 특징을 적어보자
-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자외선 정보를 수치로 알 수 있다
기능적 특징

- 최대 2주 동안 재사용 및 재부착이 가능하다.
- 스마트폰의 내장 안테나를 이용해 자동충전하므로 별도
의 충전이 필요 없다.

투입(입력)

자외선 지수

과정(처리)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자외선 정보를 처리

산출(출력)

자외선 정보를 수치로 알려줌

> 겉으로 보기엔 네일아트 액세서리처럼 보이지만 손톱이나 시계, 선
글라스, 신발 등에 부착해 일일 자외선 노출량을 알려주는 웨어러블
기기다.
UV 센스는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자외선 정보를 수치로 알 수 있고
최대 2주 동안 재사용 및 재부착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의 내장 안테
나를 이용해 자동충전하므로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다. 현재는 미국
내 피부과에서만 구입 가능하지만 2019년부터는 모든 곳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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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직업이
필요할까? 그 직업은 어떤 역할을 할지 생각해보면서 준비된 태블릿
PC 또는 노트북을 통해 조사해 보자. 직업진로 사이트인 워크넷 또는
커리어넷에서 관련된 직업을 찾아보자.
<감성적 체험>
[활동2] 웨어러블 기기 관련 직업군 탐색하기
▶ 웨어러블 기기를 통하여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제시된 직업군 중 1개 이상 선택하고, 그 직업이 하는 일을 인터
넷을 통해 조사하여 적어보자.
- 준비물 : 태블릿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기기)
1) 관련 직업 명칭의 직업 중 웨어러블 기기 개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직업을 하나 이상 선택한다.
2) 인터넷이 가능한 기기를 통해 직업/진로 사이트(워크넷, 커리에넷)에
접속하여 선택한 직업을 조사한다.
3) 조사한 내용을 활동지 질문에 맞게 적는다.
4) 직업의 전망이 사이트에서 나오지 않을 시 학생들이 토의하여
예측하여 적는다.
5) 모둠별로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보자.
관련 직업 명칭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무선 인터넷 연구원

사물인터넷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기장비설계기술자

소프트웨어 테스터

전자제품 기술자

이동통신단말 소프트웨어개발관리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개발자

센서 개발자

모바일 커스터머 서포트 엔지니어

빅데이터 분석가

제품 디자이너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 응용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

사용자 경험기획자

디스플레이 디자이너

신발 디자이너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자

직물디자이너(텍스타일디자이너)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

생물정보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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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

1. 웨어러블 기기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직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는 워드프로세서(한글, MS워
드 등), 회계관리프로그램, 통계처리프로그램, 이미
2. 직업이 하는 일

지 편집 툴(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등) 등 학교, 가
정, 회사 등에서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
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최근 빅데이터, 온라인 광고, M2M, NFC, 소셜커머
스, 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 등 새로운 IT서비스를

3. 직업의 전망

통한 고용 창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 초연결 사
회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사물인터넷 모바일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응용소프트웨어기술
자의 고용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모둠별로 조사한 직업에 대해 발표해보자. 각 모둠은 어떤 직업을
조사했는지 가장 많이 조사한 직업을 체크 해보자.
> 관련 직업 명칭 표에 가장 많이 조사한 직업에 동그라미 또는 별
표로 표시해 보자.
#각 모둠에서 가장 많이 조사한 직업을 미래유망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한다.
▶ 자외선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봤다.
▶ 웨어러블 기기의 투입, 과정, 산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고, 관련
직업에 대해 분야별로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업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위의 기술 관련 직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웨어러블 디바
정리

이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기까지는 거의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5분)

필요하다.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운영 보수 및 전문 의료인까
지 다양한 직업군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학 분야 학과를 전
공한다면 웨어러블 디바이스개발을 하는 직업이 가능할 것이다.
▶ 이와 관련된 유망직업으로는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센서개발자, 음성인식, 문자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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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인터페이스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는 응용소프트웨어개발자, 빅데이터로 맞춤형 스킨
케어 솔루션을 제안하는 웨어러블기기개발자 등이 유망할 것이다.
▶ 활동을 마치고 나와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상

중

하

영상을 보고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적 특징과 투

자기
평가

입, 과정, 산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었는가?
직업을 탐색하여 조사한 직업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가?
원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
었는가?

동료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직업에 대해

평가

탐색을 하였는가?

수업
평가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직업 외에 스마트 스킨케어를 위해 필요한
직업을 적어보자.

- 1차시의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 탐색 활동과 유사하다. [활동1]의 경
지도상
유의점

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진행한다.
- [활동2]와 [활동3]에 충분히 시간을 분배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
유형과 미래 유망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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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에 붙이는 자외선 측정기로 피부암 예방한다

손톱에 붙이는 것 만으로 자외선 지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스마트 센서가 개발됐다.
스마트폰과 연동해 작동하는 이 기기는 향후 피부암 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으로 보인다.프랑스의 로레알은 최근 미국의 웨어러블(wearable)기기 개발기업 MC10과
공동으로 건전지를 이용하지 않고 자외선을 측정하는 ‘UV센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UV센스는 엄지손톱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기기로 두께 2mm, 지름 9mm의 초소형 제품
이다. 사용기간은 부착 후 최대 2주동안 활용이 가능하다.이 기기는 사용자가 자외선에
노출된 정도를 데이터화시켜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본인
의 자외선 노출 습관과 햇빛이 없는 장소에서 보낸 시간 등을 알 수 있다.UV센스는 로
레알이 2016년 개발한 ‘마이 UV패치’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마이 UV패치는 전세계적
으로 100만대 이상 팔리며 성공을 거뒀지만, 소비자는 이보다 더 작고 오래가는 제품을
원했다. 이에 로레알은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UV센스의 개발에 성공했다.로레알 관
계자는 "연구결과 몸이 받는 자외선을 측정하기 최적의 장소는 엄지손톱이었다"며 "향후
이 기기가 사람들에게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을 인지시켜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출처 : 뉴스웍스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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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관련직업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자, 데이터 분석가, 센서개발자, 생물정보분석가, 전기장비 설
계기술자(전원공급장치 설계기술자), 이동통신단말플랫폼 응용개발자,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 관련 직업 소개
▸센서개발자
자동차,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에 사용되는 각종 센서(sensor)를 연구·개발한다.각종 반도
체 소자의 특성과 구조를 연구·분석한다. 열·빛·습기·압력 등을 가하였을 때 발생하는 물
리적·화학적 특성 등을 연구하여 온도센서, 습도센서, 초음파센서, 가속도센서, 적외선센
서, 바이오센서, 이미지센서 등을 개발한다. 인텔리전트 센서(intelligent sensor) 등 정보
나 수치를 스스로 계산, 판단, 처리하는 보다 높은 기능의 센서를 개발하기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센서개발자 (한국직업사전, 20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고객의 요구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유지·관리한다.
수행직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 혹은 기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업무분석 및 설계 업무에 참여한다.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검사하고 실행시간을
개선한다. 사용자와의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에서 추천하는 방법론에 기초하여 고
객의 요구사항을 수집·분석하고 문제점 및 대책을 확인·지원한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개발이나 기존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문제점을 찾고 개선한다. 개
발된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에 필요한 사용자 교육, 장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
는 전환 작업을 주도한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
&jobCode=2223&jobSe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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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자
PAD(인쇄 능동 디스플레이), ASD(다기능 복합 디스플레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형 정
보디스플레이의 핵심·원천 기술을 개발한다.
> 수행직무: 고화질, 초경량, 초박형, 저전력 및 다기능의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
을 개발한다. 전자, 전기, 물리, 화학, 화공, 재료,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융합하
여 패널 설계, 전기회로(circuit) 설계, 기구 및 광학 설계 등 각 분야별로 연구를 진행한
다. 패널설계의 경우 고객 사양 검토, Mask설계, TFT(thin film transistor)·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공정 진행, Panel 제작 및 평가, 성능 및 신뢰성 검증, 회로 설계
지원(부품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기회로(circuit)를 설계의 경우 Concept 설정,
Design 및 성능검증, 품질시험 및 양산성 검증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기구설계의 경우
주요 Spec(사양)을 입수하여 3D 설계를 시작하고, Panel 설계·회로 설계와의 협조를 통해
세부
설계를 수행한다. 광학설계의 경우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
품 사양, 컨셉디자인(concept design) 및 불량 분석 Tool 을 이용하여 최적의 광학 시스
템을 설계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차세대디스플레이개발자 (한국직업사전, 2016.,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28247&cid=42117&categoryId=42117

▶ 데이터분석가
단계별 데이터 모델링 및 데이터 전환을 지원하며,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을 실
시한다. 사용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논리 모델을 구성한다. 물리 모델을 사용해 데이터베
이스에 반영하는 단계별 데이터 모델링을 지원한다. 업무별 데이터 모델링 템플릿을 작
성한다. 향상된 SQL(structured query language)튜닝, 인덱스설계 및 각종 옵션 등을 선
택을 한다. 각종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데이터 전환계획서를 작성한다. 데
이터전환 샘플 프로그램 작성 및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각종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방법
론을 정리한다.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기법을 숙지한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665213&cid=42117&categoryId=4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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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 응용개발자
이동통신 단말 플랫폼(단말기 운영체제)을 단말기에 적용하거나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한다.
수행직무: 이동통신 단말의 기능, 요구조건, 제약사항(그래픽 사양, 화면사양, 데이터 통신
서비스의 대역폭, 기타 단말기 자원의 제약 등)을 분석한다.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플랫
폼인 WIPI(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 무선인터넷 표준으로 개발된
한국형 플랫폼), 안드로이드(Android : 스마트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모바일
전용 운영체제), 아이폰(Iphone : 애플사가 개발한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기반의 아이팟,
휴대전화,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 기능을 갖춘 모바일 기기), BREW(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 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이동통신기기용으로 개발된 플랫
폼), 윈도우모바일 플랫폼 등이 단말에서 응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검증한다. 플랫폼
응용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 기능명세서, 검증 방법 및 세부 설계사양서를 작성한다. 각
종 플랫폼의 표준, 처리방식, 서비스 구조, 응용 인증절차, 새로운 기능 추가에 대한 지식
을 숙지하고 다른 개발자들과 협의하여 소프트웨어를 안정시킨다.
출처: [한국직업사전]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
&jobCode=2222&jobSeq=9

▶ 생물정보분석가
생물정보분석가는 생물의 유전자로부터 출발해 단백질, 세포, 기관, 인간 전체를 거쳐 진
화계통에서 나오는 정보를 놓고 데이터화, 수집, 업그레이드 등의 작업을 한다. 이렇게
나온 정보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고, 조직화한 데이터를 다시 가공 및 분석
해서 연구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때로는 데이터를 놓고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는 일도
한다. 각종 분석을 할 때는 분석 도구 등이 필요해지는데 이때 각종 알고리즘과 프로그
램 개발 등에도 참여한다. 활용분야에 따라 의료진, 신약개발자, 의료기기개발자, 소프트
웨어개발·운영자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일을 한다. 생명공학을 기초로 하는 학
문의 교수인력이나 연구원 등이 유사직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출처: [눈길끄는 이색직업]생물정보분석가(등록일 2016-08-25,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Srch/expSpecialDetail.do?abnJobdptLrclId=B003
&abnJobdptSmclId=10024&jobClc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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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참고자료
관련 직업 명칭

관련 직업 정보 링크
참고 링크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korJobP

컴퓨터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
yJobCl&choiceCode=KR14&fjobCd=KR140006&tab
No=1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korJobP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사물인터넷개발자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
yJobCl&fjobCd=KR140012&choiceCode=KR14&tab
No=1
http://www.career.go.kr/cnet/front/base/base/newJ
ob/newJobDetail.do?NEWJOB_SEQ=10602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731&jobSeq=11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전자제품기술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342&jobSeq=46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Srch/expSpecialDetail.do?jobClcd=B&abnJobdptLrcl
Id=B005&abnJobdptSmclId=10027&tabId=5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센서개발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342&jobSeq=25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

빅데이터분석가

Srch/expSpecialDetail.do?abnJobdptLrclId=B005&a
bnJobdptSmclId=10006&jobClcd=B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데이터분석가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31&jobSeq=3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컴퓨터시스템엔지니어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1&jobSeq=7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디스플레이디자이너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853&jobSeq=2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차세대디스플레이개발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342&jobSeq=48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어플리케이션엔지니어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3&jobSeq=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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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콘텐츠개발자

무선인터넷연구원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
Srch/summaryExmpl.do?jobNm=20239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12&jobSeq=8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시스템소프트웨어엔지니어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2&jobSeq=5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소프트웨어테스터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9&jobSeq=1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이동통신단말소프트웨어개발관리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2&jobSeq=8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크개발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223&jobSeq=10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

모바일커스터머서포트엔지니어

Srch/expSpecialDetail.do?abnJobdptLrclId=B005&a
bnJobdptSmclId=10025&jobClcd=B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korJobP

제품디자이너

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
yJobCl&choiceCode=KR08&fjobCd=KR080001&tab
No=1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korJobP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rospect/korJobProspectDtlInfo.do?pageType=SrchB
yJobCl&choiceCode=KR14&fjobCd=KR140014&tab
No=1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사용자경험기획자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715&jobSeq=3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

신발디자이너

직물디자이너(텍스타일디자이너)

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job
Code=2852&jobSeq=6
http://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Info
Srch/summaryExmpl.do?jobNm=0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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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참고자료

착용기술

정보통신(IT) 기기를 사용자 손목, 팔, 머리 등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기기로 만드는
기술. 초소형 부품과 초박막형의 휘는(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스마트 센서, 저전력 무선
통신, 모바일 운영 체제 등 IT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시계, 안경, 옷, 헬멧 등에
접목되어 사용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한다.
착용(웨어러블) 기술은 스마트워치와 같은 착용 컴퓨터(wearable computer), 스마트 의
류(smart clothes), HMD(Head-mounted display)와 같은 가상 현실(혼합 현실) 체험 기기,
피부에 이식하는 임플란트 등으로 응용되어 개인용뿐만 아니라 산업, 의료, 군사 등 모
든 분야에 활용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착용 기술 [wearable technology, 着用技術]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
술협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351&cid=42346&categoryId=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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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웨어러블
3차시
실버로봇서비스
수업

사회

차시

3/3차시

관련
직업군

개발자,

전직지원전문

가, 생체로봇외과의사, 실버로봇서비스
기획자, 3D프린트 전문가, 노년플래너,
장기이식코디네이터 등

기술

(4) 기술 시스템
[9기가04-09] 생명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고 생명 기술의 발달이 개인과 사회
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과학

(24)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사회
2015

(12) 사회 변동과 사회문제

개정

[9사(일사)12-03] 현대의 주요한 사회문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교육과정

을 탐구한다.
도덕

(4) 자연·초월과의 관계
[9도04-02]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를 설명
하고, 동시에 과학 기술이 지닌 문제점과 한계를 열거하며, 과학
기술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진로와 직업

(2) 일과 직업세계 이해
[9진02-02]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직업과 사라진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

- 고령화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목표

- 노인을 위한 맞춤형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할 수 있다.

준비물

PPT, 관련 동영상, 학생용 활동지, 태블릿PC 혹은 웨어러블 기기 참고자료
출력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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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상황제시>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와 해결 과정
▶ 다음 영상을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화에 대한 현황을 알아
보자.

도입

우리나라가 100인의 노인이 사는 마을이라면... / YTN (~2:12)

(5분)

https://youtu.be/fEt2Nj9uFqk

▶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 부부 또는 혼자 산다.
▶ 우리나라 노인들은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 농업인구 많고 전문직이 거의 없다. 적은 소득의 직업 위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절반 정도가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이와 관련하여 사회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절반 정도 건강이 나쁘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왕래가 거의 없어서
외롭다.
▶ 고령화 사회가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까? 다음 영상을
보고 영상에서 제시한 문제해결 방안을 파악해보자

길 잃은 치매 노인, 이것만 있으면 금방 찾는다 / YTN (~1:28)
https://www.youtube.com/watch?v=ds9MfU0atCw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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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의 치매 노인은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엇을 해결할 수
있었는가?
: 길 잃은 치매 노인을 위해 무료로 위치추적 장치를 보급하여 사고
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 뉴스에서 나온 위치추적 장치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 시계처럼 손목에 착용 시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위치를 전송하여
노인의 위치확인이 가능하다.
▶ 영상의 치매 노인이 시계처럼 손목 장착용 위치추적 장치를 사용
하고 있다. 만약에 이 노인이 갑작스런 건강 이상으로 문제가 생
(35분)

긴다면, 어떠한 기능이 더 필요할지 설계해보자.
<창의적 설계>
[활동 1] 노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
- 준비물: 태블릿PC 혹은 웨어러블 기기 참고자료 출력물
▶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의 예시를 통해 어떤 착용 기기가 치
매 노인의 응급 상황에 가장 유용할지 설계해보고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보자.
1) 모둠별로 이 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토의하고 필요한 웨어러
블 기기에 대해 검색한다.
2) 그림 속 다양한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적는다.
그림에 나오지 않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도 도입할 수 있다.
3) 선택한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하고 그 기능이 필요한 이유를 적는다.
4) 기능에 따른 제품 디자인도 설계해본다.
5) 모둠별 웨어러블 기기명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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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활동 예제
웨어러블 기기명
웨어러블 기기와
선택한 이유

필요한 기능

설계한 기능의
필요성과 이유

실버케어 스탬프
바이오 스탬프를 선택.
이유 : 치매 노인들에게 피부에 붙이면 시계나 다
른 기기들처럼 잃어버리거나 파손되지 않기 때문
위치 정보 시스템, 혈압, 맥박 수, 혈당 등 실시간
체크 기능
노인들의 건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
며, 대부분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
이 필요함

웨어러블 기기
디자인
부가적 기능과
그것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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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이 오르거나 혈당이 떨어졌을 때 구급차나
응급실 연결이 가능하도록 가족이나 병원에
실시간 정보를 전송한다.

> 치매 노인에게 꼭 필요한 기능을 담은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해 보
았다. 모둠별로 설계한 내용을 발표해보자. 발표 시 질문의 순서대로
기능과 이유를 발표하면서, 어떤 모둠의 아이디어가 가장 참신했는지
평가하여 선정해보자.
<감성적 체험>
[활동2] 설계한 웨어러블 기기 발표 및 평가하기
▶ 다음 모둠별 발표내용을 들은 후 각 평가 내용에 가장 적합한 모
둠을 평가하여 선정해보자.
- 총 5문항에 대한 점수는 0점~5점까지 준다.
모둠 번호
평가영역

웨어러블 기기를 선택한
이유가 타당한가?
노인을 위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가?
노인을 위한 기능 중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는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문제점
또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새롭게 설계한 웨어러블
기기의 디자인은 참신한가?
총점

1모둠

2모둠

1

2

3

3

2

4

4

2

0

2

10

13

3모둠

4모둠

5모둠

> 총점이 가장 높은 모둠을 선정하고, 교사의 포상을 지급한다.

▶ 이번 수업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점 중 치매 노인을 위한 웨어러블 기기를 설계해 보았다. 노인을
위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해 보고 어떤 디자인이 노인들에게 편리
할지 고민해보았다.
▶ 치매 노인들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이
정리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건강은 물론, 마음까지 생각하는 헬

(5분)

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 이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고령화와 실버케어에 관련된 직업은 자녀
를 대신해 노인들의 생활 안부 등을 붇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도와주는 시니어전화안부상담사,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스스로 죽음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돕는 노년플래너,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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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노인서비스로봇)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기획하는
실버로봇서비스기획자 등이 있으며, 미래 유망할 것이다.
▶ 활동을 마치며 나와 우리 모둠을 평가해 보자.
<평가>
평가

평가기준

방법

평가
상

중

하

우리나라 고령화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
자기

할 수 있는가?

평가

노인을 돕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 설계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친구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새로운 의견을

동료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는가?

평가

발표할 때 친구들은 각 핵심내용을 잘 이
해시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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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직업군 외에 고령화

평가

사회에 필요한 직업을 제시할 수 있는가?

지도상

- 모둠 활동이 학습 목표에 벗어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도록 지도한

유의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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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의 미래
웨어러블 디바이스 디자인의 핵심은 도구가 인체의 연장이라는 개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이폰 발표 당시 스티브 잡스가 터치 인터페이스를 발표하면서 손가락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포인팅 디바이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
다.
미국의 재료 과학자 존 로저스(John Rogers)가 이끄는 회사 MC10에서 발표한 ‘바이오
스탬프(Biostamp)’. 실리콘 회로를 가늘게 연결해 신축성을 갖춘 반투명 회로를 일회용
밴드처럼 간편하게 몸에 붙이면 두뇌, 심장 박동, 근육 활동, 체온을 체크할 수 있다. 몸
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디자인은 결국 몸과 하나가 되는 디자인이 될지도 모
른다.
오늘날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시계나 안경, 헤드셋 같은 형태지만 미래에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를 일이다. 급기야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생체 인식 바코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컴퓨터에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워치로. 디바이스는 점점
작아졌지만, 기능은 더욱 많아지고 복잡해졌다. 결국 중요한 것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
는 하드웨어가 아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연결하게 될 가상 현실, 그 안에서 실현될
새로운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Human Computer Interaction)과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 디자인은 생활 속의 디자인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마저
바꿀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 포스트 스마트폰 시대, 이제는 입는 디바이스다 (생
활을 바꾸는 디자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9721&cid=58791&categoryId=58791

▶ 바이오스탬프
신체부착가능 센서를 반창고나 스티커, 문신처럼 피부에 붙여 몸의 건강상태를 모니터
링하는 기술.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에 따르면 이와 관련된 피부생체정보 기반 건강 모
니터링 기술은 세계적으로는 2018년에, 국내에서는 2023년경에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바이오스탬프 [biostamp]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55090&cid=42107&categoryId=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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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헬스케어기기개발자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에 사용되는 액세서리나 웨어러블기기(건강측정기, 활동량계, 모
바일 혈압혈당계 등)를 개발한다.
착용방법, 형태, 무게, 용도, 사용환경, 소재, 기능 등을 파악한다. 센서, 부품, 전원, 네트
워크기능,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한다. 목업(제품 디자인 평가를 위하여 만들
어지는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여 디자인을 검토∙수정한다. 시제품을 제작하고 정확
도 평가, 신뢰도 평가, 사용환경테스트(실험실에 실재 사용환경을 구성하고 사용환경을
가속시키 테스트)를 실시한다. 어플리케이션과 통신으로 연결하여 작동테스트를 한다. 기
존 제품의 펌웨어, 추가 기능 등을 업데이트 하기도 한다.
출처: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hByJobCl
&jobCode=2342&jobSeq=27

▶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기획자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건강측정기 등 액세서리나 웨어러블기기를 활용하여 개인이 스
스로 운동량, 심전도, 심장박동 등을 체크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개발
한다.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여 성인, 어린이, 남여 등 이용자의 형태, 특성, 요구사항 등을 파
악하고 분석한다. 비만관리, 성인병 예방,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제공할 서비스의 목표와
기능을 정의한다. 서비스콘텐츠(다이어트 식단, 영양가이드, 식습관 평가 및 섭취량 조절,
식단평가, 운동량 평가, 운동방법 지도 등)를 기획한다. 고객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한다. 서비스 알고리즘(사용자로 부터 수집된 건강정
보를 분석평가하여 적절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구조화한 체계)을 개발한다.
서비스 사용자환경(UI, UX)을 기획한다. 각 분야의 디바이스개발자, 어플리케이션개발자
에게 의뢰하여 서비스를 구현한다. 베타서비스를 테스트하고 검증·보완한다. 서비스가 실
시되면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오류를 수정·보완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업데이트 한
다.

출처: 워크넷

https://www.work.go.kr/consltJobCarpa/srch/jobDic/jobDicDtlInfo.do?pageType=jobDicSrc
hByJobCl&jobCode=2731&jobSeq=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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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기사

1. [기호일보] 생활습관·유전체 빅데이터로 분석… 모든 질병 예방 가능해져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25585
2. [아시아 경제] '초고령사회' 日인구절벽 심화…1년새 총인구 37만명 줄어, 韓은?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71210001574988
3. [파이낸셜 뉴스] 고령화 심화 日, 성인용 기저귀 판매액이 영유아용 1.3배 넘어
http://www.fnnews.com/news/201807062012325480
4. [중앙일보] 저출산·고령화 위기 50+세대 일자리가 대안
http://news.joins.com/article/22760316
5. [전자신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윤종신 사단이 참여한 웹 드라마 <I와 아이>
http://www.etnews.com/20180706000086
6. [경남도민일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증가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70014
7. [디지털 타임스] 초고령화시대 늘어나는 지방도시 `빈집`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71202102031037001&ref=daum

- “이 교재는 2018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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