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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명
차시

디자인싱킹

사고야 5G마
소주제

주요 내용

관련 교과

 구 지하철 참사 사고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공감하기
대
도 입 ·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고 영상을 보고 느낌점을 작성하기
·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

1

공감
/
문제 정의

· 화재 대피체험을 통한 공감하기
1) 실제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해 보고 ,
재난의 현장에서 학 습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공감해보기
공감하다
활 동 · 공감으로부터 문제 정의하기
1) 특성요인도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기
2) 공감을 통해 문제 정의하기(POV문 작성)

사회
기술

! 모둠별 활동내용 공유하기
마무리 · 모둠별 정의 내린 POV문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부여

도 입

2

3

아이디어

프로토타입
/
테스트
/
피드백

사고야 5G마

5G와 재난
시스템 그리고
보안

학 습
활 동

?

5G로 극복하는 재난 현장

· 지하철 화재 재난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5G기반 융합 설계 활동
1) 5G 관련 지식의 발견과 탐구
2)아이디어 창출 및 수렴

마무리

!

재난현장 극복 5G기반 융합시스템 모둠내 공유

도 입

?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첨단 소방 장비들은 무엇일까?

·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표현하기
1) 재난 상황에 소방관이 5G를 활용한 장비 및 시스템을
스케치하고 표현하기
학 습 ·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공유하기
활 동 1) 모둠별로 설계한 5G 시스템 아이디어 품평회
· 5G 보급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그리고 보안
1) 빔포밍 기술과 Massive MIMO 기술
2) 5G 기술 발달의 양면성(보안)

마무리

!

과학
기술
공학

.
사회
기술

5G의 적용으로 변화할 미래의 삶 그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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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1

3

주제 개요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STEAM 과목 요소
최근 5세대 통신기술(5th Generation, 5G)의 도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Big Data), 로봇, 무인자동차, 사물인터
넷(Internet of Things, Io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핀테크(FinTech), 가상현실(VR) 등의 4차 산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과학

1

파동과 정보통신

[12물리Ⅰ03-01]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업혁명의 핵심기술들과 융합되어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기에 주목
받아 왔다. 또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상용서비스를 도입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별
영역

5G는 신속성, 동시성, 상호연결성이라는 3가지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전 4세대 이동통신기술보
다 약 20배가량 향상된 속도로 고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트워크 종단간 지연시간이 기존
의 1/10 이하 수준의 ms(Milli Second)로 줄어들어 사용자가 양방향 초실시간 서비스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기기와 양
방향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각종 사물들과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사물인터넷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

기술

1

첨단 통신기술
/
산업 재해

이에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5G 기술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
(VR)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을 융합한 다양한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또한 관련 분야에 대한 진로
설계를 비롯해 기술 발전의 양면성, 기술에 대한 미래가치 분석의 경험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인재의 기
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2

공학
일반

고등학생을 위한 ‘사고야, 5G마’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목표

과정 목표

학습 목표

관련차시

■

이동통신 5G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

 G의 특징을 활용해 IoT, AR 등의 기술이 적용된 지하철 재난대비 또는 구조 시스템을 설계할
5
수 있다.

2

■

5G의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칠 영향을 분석해 발표하고 공유할 수 있다.

3

■

디자인싱킹 과정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1

■

공감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중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1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인재의 소양과 자질에 대해 알 수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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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12기가05-02] 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법과
대응책을 모색한다.

1

정보통신과 공학의 [12공학02-01] 정보통신 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그 원리가 응용된
세계
사례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
[12공학02-07] IT 기반 융합 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이 공학의 융합
IT 기반 융합 공학
사례를 탐색한다.

1

[10통사03-02]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학습 목표
통합
사회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정보화 /
미래 삶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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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STEAM 학습 준거
단계

STEAM 학습 준거
(공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인간은 안전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위험은 자연재해를 비롯해 인재도 포함되어 있다. 한 사람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사건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발생시 사람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영상을 통해, 구조현장에서 소방관과 현장에서 구출된 사람들의
상황과 감정을 생각하고, 당시 사고 당사자의 상황을 안대를 쓰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체험활동을 통해 공감한다.
■
(문제 정의) 공감을 통해 소방관 또는 사고 당사자(모둠별 상이)에게 나타나는 문제를 분석하고, 정의한다.
1) 특성요인도 작성을 통해 문제와 문제의 원인에 대해 분석한다.
2) POV문 작성을 통해 문제를 정의한다.
- POV : Point Of View Statement의 약자
- POV문 형태 : ( )는 ( )필요하다. 왜냐하면, ( ) 때문이다.

4

■

상황제시

■

창의적 설계

(아이디어) IoT, AR, V2X, 5G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대구 지하철 참사’ 상황에 적용해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구상한다.
1) IoT, AR, V2X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학습한다.
2) 이동통신의 발달과정과 5G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고, 5G를 활용해 4G와 다른 다양한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함을 이해한다.
3)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스캠퍼(SCAMPER)기법과 같은 아이디어 확산기법을 5G 기술을 접목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4) 성과-노력 행렬법으로 시스템에 적용시킬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차시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기술

1차시

사회

(프로토타입) 지하철역 이용 안내도와 사람 모양을 제공하여 도출해낸 아이디어를 시각화해 표현한다.
1) 모둠별 제한된 재료를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화된 자료를 제작한다.
■
(테스트) 모둠별로 각자 제작한 프로토타입을 발표한다.
1) 제작 과정에서 팀원들과 피드백과정을 거쳐 효과성이 높은 시스템을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2) 발표를 위해 미적인 측면을 고려해 제작 후 각 부분의 특징을 기입한다.
■
감성적 체험
1) 5G보급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에 대한 학습을 통해 보안의 중요성 생각하기
2) 5G의 적용으로 변화할 미래의 삶 그려보기

학습 내용

준비물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공감하기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고 영상을 보고 느낌점을 작성하기
PPT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
기술 활용
석하기
tip 영
 상속 사고의 원인과 사고 당사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 스마트
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패드
CD 화재 대피체험을 통한 공감하기
멀티
 실제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해 보고,
재난의 현장에서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공감해보기
미디어 장
공감하다
CD 공감으로부터 문제 정의하기
치
 특성요인도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기
워크북
공감을 통해 문제 정의하기(POV문 작성)
생활공간과
tip 화
 재 대피체험에서 학생들이 사고 당사자들의 상황을 깊이있게
사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문제상황을 POV문으로 화재대피
정의할 수 있도록 유도
체험재료
ET 모둠별 활동내용 공유하기
ㆍ모둠별 정의내린 POV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과학

파동과 정보
통신

공학

공학의 세계

기술

기술 시스템

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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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Co

■

감성적 체험

단원

5G로 극복하는 재난 현장
 5G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속에 등장하는 5G와 융합된 과학
PPT
기술의 사례에 대해 인지하기
 재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스케치하기
워크북
CD 지하철 화재 재난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5G기반 융합 설계 활동
 5G 관련 지식의 발견과 탐구
멀티
1) 사물인터넷, AR, V2X에 관한 이해
미디어 장
2) 5G의 개념과 표준,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사고야 5G마
치
 아이디어 창출 및 수렴
1)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
소형
어를 창출하기
화이트보드
2) 성과-노력 행렬법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결정하기
 시각화하기
보드마카
tip 아
 이디어 창출과정에서 비판금지와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올
등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ET 재난 현장 극복 5G 기반 융합 시스템 모둠 내 공유
Co

사고야, 5G마! _ 9

평가 계획

평가 영역 및 내용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첨단 소방 장비들은 무엇일까?
 영상을 보고 2018 충북 소방산업엑스포에서 개발된 첨단 소방
장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하기
CD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표현하기
미래와 지속
 재난 상황에 소방관이 5G를 활용한 장비 및 시스템을 스케치
가능한 삶
하고 표현하기
tip 아
 름답게 꾸미는 것보단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 을 맞
5G와 재난 시스
추고, 5G와 결합된 과학기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템 그리고 보안 CD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공유하기
 모둠별로 설계한 5G 시스템 아이디어 품평회
1) 화재대비에 대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2) 모둠 발표가 종료된 후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하기
기술 시스템
CD 5G 보급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그리고 보안
 빔포밍 기술과 Massive MIMO 기술
 5G 기술 발달의 양면성(보안)
ET 5G의 적용으로 변화할 미래의 삶 그려보기

평가 영역

Co

사회

3차시

기술

PPT
멀티
미디어
장치
발표자료

지식과 내용

: Context 상황 제시,

CD

:C
 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기능 및 기술

정의적 측면

관찰 평가

 사 표현을 명확하고 자신감있게 전달하였는가?
의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였는가?
■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거쳤는가?

관찰평가 /
동료평가

■

관찰 평가 점검표
평가 영역
협력

공감

지식

평가내용

관찰평가
(학습태도)
30(%)

세부 점수

■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5 4 3 2 1

■

모둠별로 잘 협력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는가?

5 4 3 2 1

■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5 4 3 2 1

■

팀별 토의 과정이 원활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가?

5 4 3 2 1

■

과학기술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

5 4 3 2 1

■

실현가능성을 고려한 5G 기반 STEAM 아이디어인가?

5 4 3 2 1

평가 계획

평 가 (30점)

평가 내용 및 비율

비율

 양한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가?
다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 문제해결과정에 집중, 몰입하고 있는가?
■

■

의사소통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방법

 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는가?
지
재난대비 및 구조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했는가?
■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가?
■

포트폴리오 평가
(학생용 워크북,
프로토타입
설계자료)

■

:E
 motional Touch 감성적 체험, 학습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하는 것이다. 학습에 대한 흥미 자신감, 지적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껴 학습에 대한 느끼고 성공의 경험을 동기유발, 욕구, 열정, 몰입의 의지가 생기고

■

■

워크북

Co

5

 학의 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과
기술/공학적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가?
■ 문제해결에 관련된 교과 지식 영역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평가 방법

■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ET

평가 내용

포트폴리오 평가
학생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15(%)

15(%)

포트폴리오 평가
40(%)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세부 점수

과학적 원리

■

5G 관련 핵심 기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10 8 6 4 2

학생용 워크북

■

차시별 활동 과정 및 결과를 충실히 정리하였는가?

10 8 6 4 2

■

모둠에서 정의 내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실 가능한가?

10 8 6 4 2

■

지하철 재난대비 또는 구조하기에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했는가?

10 8 6 4 2

시스템 설계

평 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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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자기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성명

평가내용

평가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전파, 주파수, 파장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전파의 발생원리를 전계와 자계의
상호작용을 통해 잘 설명할 수 있음. 또한 초고주파인 5G의 물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적용되는 빔포밍 기술에 대한 이해도 높음.
5G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적용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해 재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우수한 시스템을 설계함. 모둠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모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임.

탐구활동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배운 것 이상으로
활용 하는 능력이
관찰되어 기술한
경우

전파, 주파수, 파장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나, 전파의 발생원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임. 그러나 모둠활동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그 결과 5G기술이 접목된 재난 대비 시스템에 우수한 아이디어를 도출함.
정보보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으며, 앞으로 변화할 미래 과학기술에 성실하게
조사하고 모둠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재난 현장 체험 후 공감을 통해 문제를 통찰하여 잘 정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5G기술을
비롯해, AR, IoT, V2X등 다양한 과학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여줌. 또한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융합해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을 설계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모둠원들을 독려해 문제해결을 성실히 수행함.
기술발달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비판적 사고로 현상을 바라보는 능력 또한
뛰어남.

공감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재난 현장을 체험한 후 공감하는 능력은 뛰어났으나 문제 정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임. 그러나 모둠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창출했음. 5G기술과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두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가 우수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

모든 수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54321

■

5G의 원리와 적용 사례를 이해하였는가?

54321

■

5G를 활용한 재난 대비 및 구조 시스템 설계에 성실히 참여했는가?

54321

평 가 (15점)

과학
과학

동료평가
성명

평가내용

평가

■

모둠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54321

■

모둠 활동에 참여도가 높았는가?

54321

■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경청하고 공감하였는가?

54321

소계
■

모둠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54321

■

모둠 활동에 참여도가 높았는가?

54321

■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경청하고 공감하였는가?

54321

소계
평 가 (15점) (소계 점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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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6

1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차시

재난의 현장에서 공감하다

1차시 (1/3)

1. 들어가기 (문제 상황 인식하기)

재난의 현장에서 공감하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기술의 발달로 세계는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이런 현대의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많은 사고와 재난의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함을 일정부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따

과목

사회, 기술

단원

기술 활용, 생활공간과 사회

교육과정

학습목표

수업차시

람의 욕구는 계층구조로 이루어져있고, 안전에 대한 욕구는 가장 원초적인 생리 욕구 다음 욕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2003년 2월 18일 아침 9시 50분경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한 사람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곧 지하

[10통사03-02] 교통ㆍ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생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철에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고 여러 요인이 결2합해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해 19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실종

[12기가05-02]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법과 대응책을 모색한다.

재난이란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으로서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사고를 의미한다. 예

학습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도입
(10분)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상황에 대한 분석 및 공감하기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고 영상을 보고 느낌점을 작성하기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하기
tip 영상속 사고의 원인과 사고 당사자,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의
관점에서 생각하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학습활동
(35분)

마무리
(5분)

CD 화재 대피체험을 통한 공감하기
 실제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해 보고 , 이를 통해
사고 당사자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공감해보기
CD 공감으로부터 문제 정의하기
 특성요인도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분석하기
공감을 통해 문제 정의하기(POV문 작성)
tip 화재 대피체험에서 학생들이 사고 당사자들의 상황을 깊이있게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문제상황을 POV문으로 정의할 수 있도록
유도

모둠별 활동내용 공유하기
ㆍ 모둠별 정의내린 POV을 발표하고, 공유하기.
ET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문제를 정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화재 대피 체험에서 안전에 유의해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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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리고 148명의 부상자라는 큰 재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가 큰 철도사고이다.
기치 못한 재난은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키고, 그 여파는 사회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파급적이다. 우리 사

1.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고 원인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2. 특성요인도를 사용해 구체적인 문제를 POV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3. 화재 발생시 대피요령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Co

지도상의
유의점

라서 사람들은 항상 안전한 삶과 안전이 충족되길 원한다. 이는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에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데, 사

1/3

회 역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발생될 위험 요소는 높아졌고, 특히 대형화재, 폭발, 붕괴사
고와 같은 인적 재난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재난관리는 사건의 빠른 수습과 물리적 복구에만 초점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이 맞춰져 있을 뿐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다. 실제로 당시 아무리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차 잊혀져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PPT
스마트패드
워크북

‘대구 지하철 참사’의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해 봅시다.
‘대구 지하철 참사’ 사고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느낀 점을 작성합니다.

PPT
화재
대피체험
재료
워크북

PPT
워크북

☜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URL : https://www.youtube.com/watch?v=Y1FnvQ26hI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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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 열기(공감하기)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원인을 분석해봅시다.

화재 대피 체험을 통한 공감하기
실제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체험해 보고,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지하철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겪었을 어려움을 공감해봅시다.

스마트 패드를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가 단순 화재로 시작했으나 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원인을 조사
하고, 분석한다.

▶ 준비물 : 안대, 손수건과 같은 천
▶ 미션 : 안대를 착용하고 도착지점까지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 체험 순서
1. 체험 당사자는 교실 뒤편 또는 별도로 마련된 장소까지 안대를 끼고 이동합니다.
■

2. 카운트 다운이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며, 이때 화재시 발생하는 매운 연기가 같이 발생합니다.(선택사항)

조
 사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봅시다.

3. 책상과 의자로 형성된 미로를 지나 도착지점까지 이동합니다.

사고 당시 지하철 화재 진압 기술 및 대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분진마스크, 방독면, 산소통,
방열복, 연기 강제배출 장비 등의 장비가 절대 부족하여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상이나 구조대 현장

■

■

체
 험을 통해 사고 당시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을까요?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전철의 객차가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재질인 FRP와 같은 소재로

1) 신체적 어려움과 불편함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런 재료가 빠른 속도로 불에 타면서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 또한 휘발유

※ 화재연기로 인한 좁은 시야, 매연으로 생긴 후각과 시각의 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도록 함

의 판매관리가 허술하여 방화범이 샴푸통에 휘발유를 구입해가는 일이 발생함.

2) 심리적 어려움과 불편함
※ 재난 사고 당시 패닉상태에 빠지며, 이성적 사고 능력이 저하됨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도록 함

대
 구 지하철 참사에서 많은 인명피해의 원인은 무엇인지 중요도에 따라 3가지를 작성해 봅시다.
우리 모둠은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긴 이유가
1. 낙후된 소방기술
2. 사고 관리 시스템 부재

■

화재 사고 당시 내부로 진입한 소방관들은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을까요?
1)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3. 화재에 취약한 재료의 사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 활동은 학생들이 지하철 참사의 재난 상황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공감해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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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대피 체험을 통한 공감하기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화재 대피 체험 진행을 위한 안내사항

■

지
 하철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ㆍ 노약자·장애인석 옆에 있는 비상버튼을 눌러 승무원과 연락합니다.

▶ 준비물은 수업 전 미리 준비해 주세요.

ㆍ 여유가 있다면 객차마다 2개씩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끕니다.

준비물 : 안대, 손수건과 같은 천

ㆍ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으면 수동으로 문을 열고, 여의치 않으면 비상용 망치를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
고, 망치가 없으면 소화기로 유리창을 깹니다.

▶ 원활한 수업진행을 위해 모둠별 0명, 학급 전체에서 0명 등 체험할 학생들 사전에 지정해주세요.

ㆍ 스크린도어(PSD)가 열리지 않을 경우는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빨간색 바를 밀고 나갑니다.
ㆍ 코와 입을 수건, 티슈, 옷소매 등으로 막고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합시다.

▶교
 실 뒤편 또는 별도로 확보한 공간에 책상과 의자를 활용해 학생들이 체험 도중 이동시 장애물을 만들어

ㆍ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 등을 따라 출구로 나가고, 유도등이 보이지 않을 때는 벽을 짚으면서 나가거나 시각장

주세요.

애인 안내용 보도블록을 따라 나갑시다.
ㆍ 지상으로 대피가 여의치 않을 때는 전동차 진행방향 터널로 대피합시다.
■

Q
 &A
ㆍ Q : 출입문을 수동으로 어떻게 열 수 있나요?
ㆍ A : 1. 출입문 쪽 의자아래 또는 벽면에 있는 조그만 뚜껑을 여세요
2. 뚜껑 속의 비상 코크를 잡아당기거나, 빨간색 비상핸들을 시계방향으로 90도 돌립니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멈출 때까지 3~10초간 기다립니다.
3. 출입문을 양쪽으로 밀어서 여세요.

[선택사항]
조금 더 실제와 같은 환경을 만들고 싶은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
 제 화재 매연과 연기로 인해 코가 많이 맵습니다. 화생방 상황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준
비해주세요. (선택사항)
1) 청양고추 절반을 자른 후 용기에 담아주세요.
2) 청양고추가 담긴 용기의 뚜껑을 닫고 전자레인지에 1분~2분정도 돌려주세요.
3) 체험 시작과 동시에 용기의 뚜껑을 열어주세요.
※ 눈과 코가 많이 매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학생들에게 안내 후 체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험 지도시 선생님께서 착용할 냄새차단 마스크를 미리 준비해주시면 체험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아
 파트 화재 발생시 행동요령
ㆍ 우선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ㆍ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진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후
낮은 자세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ㆍ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하여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파
트 옥상으로 대피하기 바랍니다.
ㆍ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하여 대피가 곤란한 경우에는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 세대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소화에 힘씁니다.
ㆍ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되어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차기 때문에 매우 위험
합니다. 복도와 계단을 이용하여 옥외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ㆍ 아파트 화재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평
상시에 방화문은 꼭 닫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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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화재 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지하철과 관련된 STEAM 이야기

소
 화기 사용법
ㆍ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깁니다.

■

ㆍ 손잡이 부분의 봉인 줄을 제거하고 안전핀을 뽑습니다.

세
 계 최초의 지하철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어디서 운행됐을까요? 바로 신사의 나라 영국 ‘런던’인데요. 처음 지하철이 만들어졌을 때는

ㆍ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현재와 달리 증기기관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승객들은 지하철을 타고나면 옷과 얼굴이 온통 검게 물들

ㆍ 손잡이를 힘껏 움켜주고 소화약제를 빗자루로 쓸 듯이 골고루 뿌립니다.
ㆍ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보다 편리하게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후 전기철도가 개발되면서 지
금, 세계의 모든 지하철은 전기를 이용해 운영하고 있답니다.
■

우
 리나라 지하철의 작동 방식

우리나라는 직류전기와 교류전기를 이용한 두 가지 방식으로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간단히 말해
건전지와 가전용 전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건전지는 전기가 +극에서 -극으로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성질을 지니고,
가전용 전기는 전기가 +극에서 -극으로 흐르다가, 다시 -극에서 +극으로 흐르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때 ‘직류’의 방
식은 건전지가 전기를 흐르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 ‘교류’는 가전용 전기 활용을 생각하면 됩니다.
불이 난 장소로
소화기를 가져간다.

소화기 안전핀을 뽑는다.

바람을 뒤로 하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는다.

손잡이를 꽉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뿌린다.

■

직
 류와 교류방식의 장ㆍ단점은?

직류는 전기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이곳을 달리는 직류전용 전동차도 구조가 간단하고 가격이 싼
편입니다. 보조 전원장치(SIV), 보조정류기(ARF) 등의 기본적인 하부기기와 전기 공급을 관리하는 주 제어장치만
있으면 직류를 활용한 전동차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직류 전기는 고압 송전이 불가능해 고속 열차 등에는

■

소
 화전 사용법
ㆍ 먼저 소화전함의 문을 열고, 노즐(물을 뿌리는 부분, 관창이라고도 부름)과 호스(수관)를 꺼낸 후 호스가 꼬이
지 않도록 길게 펴주고 불이 난 곳까지 다가갑니다.
ㆍ 물을 쏠 준비가 되었으면 개폐밸브를 돌려 물이 나오도록 합니다.
ㆍ 호스(수관)에 물이 차서 나오는 것이 확인되면 노즐의 끝부분을 돌려서 분무(안개) 또는 직선으로 불을 향해
쏩니다.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직류’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교류’ 방식의 장점은 전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전기
는 원래 높은 전압을 보내면, 전선을 흘러가며 손실되는 양이 적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쓰면,
일단 고전압으로 전동차에 전기를 공급한 뒤 전압을 낮추어 전동차를 운행하면 되므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전압을 낮추려면 전동차마다 변압기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왜
 두 개의 방식으로 나뉘었을까?

우리나라의 지하철은 서울메트로, 서울 도시철도, 코레일, 그리고 민간 기업이 함께 지하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4호선까지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있으며, 5~8호선은 서울 도시철도가 그리고 코레일은 공항철도 및 경의선,
경인선, 중앙선 등을 운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나머지 9호선과 신분당선은 민간기업 2곳이 각각 맡아 운행 중이랍
니다. 지하철 노선이 마치 피자 파이처럼 총 다섯 개의 기업에 나눠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운행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장 많은 이용객을 자랑하는 2,3,4호선은 ‘직류’ 방식의 전동차를 사용하는데 보통 차량 운전밀도가 높
은 도시철도에는 ‘직류’ 방식을 택하고 운전 밀도가 낮은 광역 전철은 ‘교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bit.ly/2Z1r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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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각 펼치기(공감으로부터 문제 정의하기)

창의 설계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설계의 첫 단추입니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공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정의해봅시다.

공감 상황
예시 1) 화재 진압 당시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최신 장비의 부재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생긴 것 같다.
예시 2)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번진 화재로 앞이 보이지 않아 대피할 수 없었을 것 같다.
POV(Point of View Statement) 작성을 통해 문제 정의하기
대상

(

요구

(

)는

왜냐하면,
(

) 필요하다.
),

통찰
(
때문이다.

)

모둠별 작성내용 공유하고 공감하기
■

모둠별로 정의 내린 문제를 학급 전체에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Ex) 우리 모둠이 정의 내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
 방관은 화재사고에 전문화된 장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고현장에서 더 안전하게 많은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른 모둠이 정의 내린 문제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를 작성해봅시다.
내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는

이다.
그 이유는

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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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 자료]

■

4) 프로토타입(Prototype) : 단계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 보거나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
오를 만들어보는 단계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프로토타입이 아니더라도 빠르게(Quick&Dirty) 만들어 봄으로써
새로운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습니다.

디
 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란?
- 디자인을 통해 조직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하는 세계 일류 기업들이 활용해
온 생각의 기술로,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발한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사고의 과정을 일반

5) 테스트(Test) : 단계에서는 1차적으로 완성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을 개선
해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인 소비자 사용성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완성도를 높

화시킨 것이다.
■

디
 자인 씽킹의 5단계
- 스탠포드대학과 컨설팅회사인 IDEO가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stanford d.school의 디자인 씽킹 모델
은 현재 세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상,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5
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 씽킹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공감단계입니다. 이 부분을 교육에 적용하면 인성이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공감’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고‘공감’을 통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큰 의
미를 갖는다. 인공지능의 시대엔 21세기의 인간 사회는 개인화와 개별화가 더욱 심해지고 그에 따른 개인의 요구
가 다양해지며 경제적, 문화적 부의 차이도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공감’을 배우지 않고서는 해결
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디자인씽킹의‘공감’단계는 학생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가치를 세우는 방향
을 돕는 좋은 교수방법이다.
■

디
 자인 씽킹의 대표 사례
- ‘임브레이스 인펀트 워머(Embrace Infant Warmer)’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자인 스쿨에서는 디자인 씽
킹 방식을 활용해 인큐베이터의 부족으로 미숙아의 사망률이 높다는 문제점을 발견했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온 유지가 인큐베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인큐베이터 가격의 1%
수준인 200달러의 비용으로 ‘임브레이스 인펀트 워머(Embrace Infant Warmer)’라는 미니어처 파우치를 만
들어 보급함으로써 22,000명의 유아 사망을 예방했습니다.
- ‘안전한 램프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고효율 LED를 개발한 사례나 ‘장
롱 배터리를 재활용 할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버려지는 스마트폰 배터리를 활용해 외장형 보조배터리
를 만들 사례, ‘급식 잔반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식판에 음식량을 알 수 있는 선을 그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총 다섯 단계에 걸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 잔반량을 줄인 사례 등도 디자인 씽킹의 훌륭한 예입니다.

1) 공
 감(Empathize) : 단계에서는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고객의 문제에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사용자 인터뷰 또
는 현장 답사등을 하기 전에 문헌조사 등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측하고 디자인 리서치 설계를 해나가야 하는 과
정이므로 기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호기심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정
 의(Define) : 단계는 첫번째 단계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고객의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Persona, Customer Journey Map 작성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Pain Point를 발굴해 냅니다.
3) 아
 이디어(Ideate) : 단계에서는 현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고객에게 적합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의 Pain Point 개선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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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차시 (2/3)

2

차시

사고야 5G MA!(Make safety Area)
과목

과학, 기술, 공학

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기술 시스템, 공학의 세계

교육과정

학습목표

수업차시

1. 들어가기 (문제 상황 인식하기)

2/3

1984년 아날로그 이동통신 상용화로 시작된 1G 이동통신은 10년 주기로 진화하여 1990년대 2G, 2000년대 3G,

[12물리Ⅰ03-01]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12공학02-07] IT 기반 융합 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이 공학의 융합 사례를 탐색한다.

교수ㆍ학습 활동
5G로 극복하는 재난 현장
 5G 광고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속에 등장하는 5G와 융합된 과학기술의
사례에 대해 인지하기
 재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스케치하기
Co

도입
(10분)

2010년대의 4G를 거쳐 2020년대에 5세대 이동통신이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관점에서 보면 1G는 음
성, 2G는 음성과 문자, 3G에서 모바일 인터넷과 영상전화가 처음 등장하였으며 4G시대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동영상,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모바일 TV 등의 비디오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최근 수년간 IoT(사물 인터넷)와 인공지능, 자율주행 및 VR/AR 등의 기술과 융·복합하기 위한 5G(5세대) 이동통
신 통신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oT, 인공지능, 자율주행 및 VR/AR 등의 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5G 이통통신 기술이 필수적이다. 5G 기술은 4G 기술 대비 10배 이상의 성능 향

1. 5G 이동통신의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브레인스토밍과 성과-노력 행렬법을 적용해 최종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
학습과정

사고야 5G MA! (Make safety Area)

상을 목표로한다. 또한, 5G 기술은 고속 이동성, 전송지연, 최대 기기 연결 수,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최대 전송속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 등을 성능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시대의 변화속에 5G를 적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 수 있는 시스템
더 나아가 예방하는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봅시다.

PPT
워크북

5G기술이 적용된 재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봅시다.
영상을 보고 5G와 과학기술이 적용된 재난현장의 영상을 보고 느낀점을 작성하세요.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학습활동
(37분)

마무리
(3분)
지도상의
유의점

CD 지하철 화재 재난 현장을 극복하기 위한 5G기반 융합 설계 활동
 5G 관련 지식의 발견과 탐구
1) 사물인터넷, AR, V2X에 관한 이해
2) 5G의 개념과 표준,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아이디어 창출 및 수렴
1)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2) 성과-노력 행렬법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결정하기
 시각화하기
tip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비판금지와 많은 양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세요.

PPT
워크북
소형
화이트보드
보드마카 등

PPT
ET

재난 현장 극복 5G 기반 융합 시스템 모둠 내 공유

5G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융합된 아이디어와
장비가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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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상상노트
■

영상 속 재난현장에는 어떤 과학기술들이 적용되었나요?

영
 상 속 재난현장에는 어떤 과학기술들이 적용되었나요?
과학기술 이름
5G 스카이쉽
열 화상 카메라
5G 넥 밴드
5G AR 글래스
V2X

■

과학기술 용도(쓰임)
재난 현장에 끊어진 통신망을 복구
재난 현장의 구조자 위치 파악
실시간 360도 영상 전송을 통한 안전 솔루션 제공
실시간 고화질 영상 전송을 통한 원격 지원 솔루션 제공
차량과 교통신호가 5G로 연결되어 실시간 교통정보 및 최단거리 안내

영
 상 속 재난 현장에 더 적용해볼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있다면?
나의 생각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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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생각 열기

지식의 발견
■

3.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전파, 주파수, 파장

사물인터넷(IoT), AR, V2X

사
 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IoT)란 용어는 Internet Of Things를 줄임말로, 미국 매사추세
츠공대(MIT) 케빈 애시튼 교수가 “센서가 부착된 사물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사람 개입 없이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환경”이라는 말로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사물인터넷 (IoT)은 인간, 사
물, 공간, 서비스 등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시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면 스마트홈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
다. 예를들어 집 주인이 퇴근길에 오르면 자동차가 집에있는 가전제품에게 신호를 보내게 되고, 집에 도착하기
30분전에 세탁기가 가동되고, 냉난방이 가동되어 계절에 따른 적정온도를 맞추고, 로봇청소기가 가동해 집안

■

전
 파란?
- 단어 그대로 전기의 물결(파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파 중 적외선 이상의 파장을 갖는 것입니다.
■ 전파의 발생 원리
ㆍ 전파는 전기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전류의 흐름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교류전원에 전선을 연결하면, 전원에서는 항상 전기적인 힘을 발생시키며 그 힘이 전선을 따라가며 전
류를 흐르게 합니다. 이것을 전도전류라 하고, 전도전류 주위에는 전계와 자계가 생기게 됩니다.
ㆍ 전계는 전선에 있는 양전자에서 음전자로 향하는 힘으로 전선 주위에서 사방으로 퍼지며 자계(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생기는 주위의 전기적인 힘)는 전계가 있는 곳에서 항상 전계와 직각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ㆍ 전선을 따라 흐르는 전류는 전선이 끊어진 부분에서 전기적 힘이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 때 없어지는
힘은 공간상으로 퍼지게 되며 이것이 바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청소를하고, 밥솥이 스스로 취사되어 따뜻한 밥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일련의 행위들이 가능합니다.
■

A
 R(Augmented Reality)
- 증강현실(AR)이란 사용자의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나 이미지를 겹
쳐 보여주는 기술을 말합니다.
아예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는 VR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현실에 3차원
가상 이미지 혹은 영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VR과 차이점이 있습니
다. 최근 세계적 열풍을 불러온 AR게임 ‘포켓몬 고’로 이미 대중들에
게도 친숙한 AR의 장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체험이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림] 전파의 발생 원리

- AR기술을 활용한 대표적인 기기는 구글 글래스(Google Glass)가 있습니다. 일반 안경처럼 생긴 스마트 안경
을 통해 인터넷 검색이나 사진 촬영, 길 안내, SN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V
 2X(Vehicle to Everything)
- V2X는 ‘Vehicle to everything’의 약자로 다른 차량, 모바일기기, 교통인프라, 보행자 등 도로에 있는 다양한
요소와 유·무선망을 통해 소통하는 ‘차량사물통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재 차량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지
역의 위치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과는 차별되는데요. 자동차가 주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교류해 더욱 원
활한 차량 흐름과 사고 예방을 얻어낼 수 있게 해주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 차량에 탑재된 센서를 통해 그 밖의 요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주변 차량과의 간격 및

■ 전파와 음파의 차이점
전파는 전기적 에너지로 진공 중에서도 진행할 수 있지만 음파는 음향 에너지로 반드시 기체, 액체,
고체 등의 전달매체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진공 중에서는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진공상태
의 우주공간에서는 음성으로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전파와 음파는 모두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파의 반사, 흡수, 굴절 등의 공통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를 제어하고 각종 알람을 통해 운전자로부터 사고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도로에 설치된 기지국
을 통해 도로 교통 현황, 사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호등 없이도 차량 간 질서를 유지할 수 있
게 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를 인지할 수 있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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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발견

전파, 주파수, 파장
■

주
 파수란?

■

5
 G에서 “G”는 무엇인가?
- 세대를 뜻하는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이동통신에서는 1G, 2G, 3G 등과 같이 몇 세대(Generation)라고

- 주파수는 전파가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길이며 전파의 특성을 통신, 의학 등에 이용하기 위해 파장 또는 진동

이름을 붙입니다. 현재 우리는 4G, 4세대라고 불리는 LTE 기술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화상 전

수를 기준으로 정한 이용자의 약속이며 단위는 헤르츠(Hz)를 사용하며 1 Hz는 1초 동안 1회 진동한 것을 말

화를 하거나, 유튜와 같은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합니다.
예) 이동전화 800 MHz → 1 초에 8 억번 진동

5G

■

5
 G 표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 ?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 (3GPP)에서 기술 표준 개발

무선호출 320 MHz → 1 초에 3.2 억번 진동
■

5
 G 표준은 어떤 특징이 있나?
(1) (초광대역 서비스)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ㆍ UHD 기반 AR/VR 및 홀로그램 등 대용량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여 사용자당 100Mbps에서 최대 20Gbps까지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속
도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2) ( 고신뢰/초저지연 통신 ) (URLLC: Ultra Reliable & Low Latency Communications)
ㆍ 로봇 원격 제어, 주변 교통 상황을 통신을 통해 공유하는 자율주행차량, 실시간 interactive 게임 등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필요 한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수십 밀리 세컨드 (1ms = 1/1000 초) 걸리던
지연 시간을 1ms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주파수와 파장
ㆍ 주파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 즉, 초당 진동수를 의미합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Hz(헤르츠)이며 기호
로는 f를 사용하며, 파장이란 전파가 한번 진동할 때 진행하는 거리를 말하며 기호로는 λ로 사용합니다.
ㆍ 파장(λ)=전파의 속도(C) ÷ 주파수(f)

(3) ( 대량연결 ) (mMTC: Machine-Type Communications)
ㆍ mMTC는 수 많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IoT 기기 들이 상호 연결되어 동작할 미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것
으로 1 km2 면적 당 1백만개의 연결(connection)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 중
입니다.

ㆍ 자유공간 내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기 때문에 주파수와 파장을 곱한 것이 전파 속도이며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즉
 , 전파의 파장은 주파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전파는 파장이 짧고, 주파수가 낮은 전파는
파장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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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와 관련된 이야기
■

5
 G에서 “G”는 무엇인가? [내용 보충]

5G와 관련된 이야기
■

- 세대를 뜻하는 Generation의 약자입니다. 이동통신에서는 1G, 2G, 3G 등과 같이 몇 세대(Generation)라고

5
 G 표준은 누가 정하는 건가? [내용 보충]
-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에서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고 국제 표준화 단체 (3GPP)에서 기술 표준 개발
ㆍ 이제 막 4G LTE가 설치되기 시작할 무렵인 2010년대 초반, 이미 2020년대에는 데이터 폭증이 현재 기술

이름을 붙입니다. 현재 우리는 4G, 4세대라고 불리는 LTE 기술을 사용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화상 전
화를 하거나, 유튜와 같은 영상을 보기도 합니다.

로는 감당이 안될 것이 라는 예측이 대두되며 전 세계적으로 4G 다음 세대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분
위기가 조성 되었다. 학계, 각종 단체와 선 도 기업에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삼성전자 역

ㆍ 과거 1G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G는 디지털 방식으로 음성 통화와

시 2011년 차세대 기술 연구를 시작하였다.

문자 서비스가 가능 해졌다. 3G는 화상 통화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졌고, 카메라와 MP3 같은 멀티미디

ㆍ 이에 맞추어 UN 산하의 국제 기구인 ITU (국제 전기 통신 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어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폰이 출현하게 되 었다. 4G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기반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가 가

에서 집중적 논의를 거쳐 2015년 9월에 IMT-2020 에 대한 기술적인 비전을 공표하였다. ITU에서는 5G

능해졌다.

를 IMT-2020으로 부르며, 5G가 지향하는 서비스의 방향과 IMT-Advanced (4G) 대비 5G가 갖춰야 할
기술적 우위 등을 제시 하고 있다. ITU의 비전과 목표를 따라 제 조사, 이동통신사업자, 각종 연구 기관, 각

ㆍ 그러나 실제 각 세대를 구분 짓는 것은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라, 그런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기술적 혁신’

국 정부 표준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이동통신기술 표준 단체가 표준을 개발하여 ITU에 그 결과를 제출하

이다. 이동통신 기술 이 다음 세대로 발전할 때마다 새로운 주파수와 무선접속(Radio Access) 기술, 그리

면 ITU에서 국제적 논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하게 된다. 과거에는 이동통신 표준을 만드는 단체

고 신규 네트워크 기술이 도입되었다. 그 결 과 더 빠른 통신 속도와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였고, 그 세대

가 여럿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동통신 표준 담당 세계 최대 기술 표준단체인 3GPP 에 주요 회사나 단체

를 대표하는 서비스가 되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이동통신 기술 혁신들은 바로 각 세대의 “표준”에 의해 정

가 모두 모여 국 제 5G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의되어 왔다.
■

ㆍ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3G 시대에 이미 세상에 나왔으나, 4G 시대에 보편화되었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의

5
 G 기술의 특징 [내용 보충]
(1) 초광대역 서비스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TV와 화상 통화와 같이 데이터 사용 폭증을 가져왔으며, 사업자는 이를 감당하고 나

ㆍ UHD 기반 AR/VR 및 홀로그램 등 대용량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주파수 대역폭을

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다 음 세대의 기술인 4G를 서둘러 도입하기 시작했다. 즉, 3G 기술

사용하고 더 많은 안테 나를 사용하여 사용자당 100Mbps에서 최대 20Gbps까지 훨씬 빠른 데이터 전송

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스마트폰이 촉발한 데이터 폭증을 해결 할 수 없었고, 결국 더 넓은 주파수 대역과 차

속도 제공을 목표로 한다. 15GB (Giga-Byte) 사이즈의 고화질 영화 1편을 다운로드할 때 500 Mbps 속

세대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 로운 기술을 지원하는 기

도의 최신 4G는 240초 소요되는 반면 20 Gbps 속도의 5G에서는 6 초가 소요된다. 특히 기지국 근처에 신

술 표준이 국제 표준 기술 단체인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만든 LTE (Long Term

호가 센 지역뿐만 아니라 신호가 약한 지역 (Cell Edge)에서도 100Mbps 급의 속도를 제 공하는 것을 목표

Evolution) 표준이었다. 즉, 새로운 ‘세대(G)’ 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표준’을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4G

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 장소에 수 만 명이 오가는 번화가나, 주요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같이 사용자

로 익숙한 LTE라는 이름도 사실 국제 기술표준의 이름으로서 그 만큼 이동통신 산업에 있어서 국제 표준이

가 밀집된 장소에서도 끊김 없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2) 고신뢰/초저지연 통신 (URLLC: Ultra Reliable & Low Latency Communications)
ㆍ 로봇 원격 제어, 주변 교통 상황을 통신을 통해 공유하는 자율주행차량, 실시간 interactive 게임 등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필요 한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수십 밀리 세컨드 (1ms = 1/1000 초) 걸리
던 지연 시간을 1ms 수준으로 최소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선자원관리 분야나 네트워
크 설계 등의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시속 100Km/h 자율 주행 차량이 긴급 제동 명령을 수신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을 예로 들면 4G에서 50ms 지연 가정 시 1.4 m 차량 진행 후 정지신 호 수신하는 반면 5G에서
1ms 지연 가정 시 2.8 cm 차량 진행 후 정지신호 수신하게 된다.
(3) 대량연결 (mMTC: 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
ㆍ mMTC는 수 많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IoT 기기 들이 상호 연결되어 동작할 미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
로 1 km2 면적 당 1백만개의 연결(connection)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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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4. 생각 펼치기

창의 설계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활용해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은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계해 봅시다.

주제 1. 소방관이 재난 상황에서 5G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예시)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AR 고글

주제 2. 지하철 또는 지하철역에서 5G를 활용해 재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
예시) 화재 감지시 119 및 중앙관제센터로 연결

※ 브레인스토밍 기억할 4가지 규칙 (4s / Support, Silly, Speed, Synergy)
1) 비판금지 				

2) 자유분방한 아이디어 환영

3) 질 좋은 아이디어 보다 많은 양의 아이디어

4) 결합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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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창의 설계 성과-노력 행렬법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결정하기

■

우
 리 모둠에서 선정한 아이디어를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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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설계 ALU기법 -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
ALU(Advantage, Limitation, Unique Qualities(독특함))
ㆍ 강점, 약점, 독특한 점을 살펴보는 기법
ㆍ 선택된 아이디어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방법
ㆍ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를 보다 발전시키고 싶을 때 이용함.
아이디어

ALU 기법의 적용

평가 의견

강점
약점
독특한 점
강점
약점
독특한 점
강점
약점
독특한 점
강점
약점
독특한 점
강점
약점
독특한 점
강점
약점
독특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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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차시 (3/3)

3

차시

5G와 재난 시스템 그리고 보안
과목

사회, 기술, 공학

단원

미래와 지속가능한 삶, 기술 시스템, 공학의 세계

교육과정

학습목표

1. 생각 열기

3/3

현재 개발된 첨단 소방 장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10통사09-03] 미래 지구촌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을
설정한다.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12공학02-01]정보통신 공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동향을 파악하며, 그 원리가 응용된 사례를 탐색하고 체험한다.

영상을 보고 2018 충북 소방산업엑스포에서 개발된 첨단 소방 장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하세요.
소방 장비

특징

현장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마스크

마스크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관제실과 현장의 공유와 소통이 용이함.

내열용 장갑

화재 상황에서 손을 보호한 활동이 가능

진화와 구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복합
사다리차

좁은골목 진입이 가능

1. 화재 재난 시스템에 대비한 장비 및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2. 빔포밍 기술과 Massive MIMO 기술에 대해 이해한다.
학습과정

교수ㆍ학습 활동

도입
(5분)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첨단 소방 장비들은 무엇일까?
 영상을 보고 2018 충북 소방산업엑스포에서 개발된 첨단 소방 장비의
종류와 특징을 작성하기

학습활동
(38분)

CD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표현하기
 재난 상황에 소방관이 5G를 활용한 장비 및 시스템을 스케치하고
표현하기
tip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단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5G와
결합된 과학기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CD 5G를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 시스템 공유하기
 모둠별로 설계한 5G 시스템 아이디어 품평회
1) 화재대비에 대한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2) 모둠 발표가 종료된 후 아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하기
CD 5G 보급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그리고 보안
 빔포밍 기술과 Massive MIMO 기술
 5G 기술 발달의 양면성(보안)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마무리
(7분)
지도상의
유의점

수업차시

5G와 재난 시스템 그리고 보안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영상자료
워크북

PPT
워크북
발표 자료

PPT
ET

5G의 적용으로 변화할 미래의 삶 그려보기

워크북

기술발달의 양면성에 대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비판적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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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생각 펼치기(디자인 하기)
지하철 화재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표현해 봅시다.
1. 지하철 화재 재난 상황에서 소방관이 5G를 활용한 장비 및 시스템을 아래 그림에 표현해주세요.

※ 지도시 유의사항
-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단 도출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5G 기술과 다양한 과학기술이 융합된 장비 및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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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지하철 화재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을 표현해 봅시다.
2. 지하철역에서 화재 재난 상황에서 5G를 활용한 장비 및 시스템을 표현(스케치)해주세요.

■

우리 모둠에서 설계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화재 연기가 발생시 센서를 통해 화재를 감지하고, 화재 감지시 지하철역과 이동중인 지하철

예시) 내부에서 안내방송이 나오며, 동시에 가까운 소방서와 지하철역 통제실에 긴급 경보가 작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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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주제 발표
5G 기술을 활용한 지하철 화재 재난대비 시스템에 대해 모둠별로 발표해봅시다.
1.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아래의 표를 채워봅니다.
- 타모둠의 발표시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 별점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평가합니다. 지하철 화재 재난 대비에 우수한 시스템인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별점1 : 보통 / 별점2 : 우수 / 별점3 : 매우 우수 )
- 아이디어에 추가로 보충하고 싶거나, 좋은 아이디어, 수정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나의 생각 란에 작성해 모둠
발표가 끝난후 피드백을 합니다.
모둠명

좋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

별점

나의 생각(의견)?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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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5G의 보급을 위해 적용되는 기술
■

초
 고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한 5G 표준 기술 - 빔포밍 기술

초고주파는 이전에 국제적으로 사용 빈도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광대역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
지만 물리 적 특성상 낮은 주파수에 비해서 멀리까지 전파되지 못하고 장애물 등을 통과하는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초고주파의 물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 개 이상의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는 빔포밍 (beamforming)
기술을 5G 표준 기술로 도입하였다. 빔포밍 기술은 많은 수의 안테나에 실리는 신호를 각각 정밀하게 제어하여 특
정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특정 방향으로 에너지가 나가지 않도록 조절이 가능한 기술로서
전파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거리를 늘리고 빔(Beam) 간에는 간섭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

5G의 위험 : 보안
· 5G는 구조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 분야별 그리고 용도별로 서로 폐쇄적이던 기존 망 구조와 달리, 5G는 개방형
으로 설계되어 용도에 따른 분산 구조로 적용됩니다. 대역을 쪼개 여러 분야에 분산해 적용하는 네트워크 슬라이
싱 방식입니다. 하나의 망을 통신, IoT, VR, 자율주행 등 가상 전용망으로 나눠 통신합니다. 이리저리 분리하긴 하
지만 어쨌든 결국 한 바구니에 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 기지국에서도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오가게 된다.
· 요즘 한창 요란한 화웨이 안보위협 논쟁이다. 망이 분야별로 폐쇄적일 때는 혹시 장비 해킹이 일어나더라도 해당
분야의 피해에 그치고, 보안 조치를 분야마다 최적화해 적용하는 일도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5G 환경에서는 장
비 해킹을 통해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건드릴 위험성이 있고 이는 심지어 국가안보와 정보전쟁 문제로까지 이어진
다는 것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주장이다. 예비역 장성 등 미국사회 주요인사 일각에서는 “중국이 IoT 네트워크
를 장악하면 상대국가 전체를 무기화할 수 있다” 등 거친 발언이 나오는 것도 아주 틀린 말이라 할 수는 없으니, 이
논쟁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듯싶다.
· 국내외 통신사들도 하나같이 ‘보안이야말로 5G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말한다. 5G와 IoT 덕분에 서비스는 아주 화
려해지겠지만, 보안이 무너지면 원격의료나 자율주행차 등 사람 목숨이 걸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전체가 송두리째 위기를 맞게 될 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안 리스크 관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업

■

주
 파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 Massive MIMO

또한 수 많은 안테나 배열 (Massive Antenna Array)을 활용하여 같은 무선 자원을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Massive MIMO (Multi-Input Multi-Output)도 5G 표준에 도입되었다.

경쟁력이 된다. 5G 보안 해법으로 KT는 블록체인을, SKT는 양자암호를 내세우는데, 결국엔 모든 기술이 복합적
으로 통합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5G 보안의 두 가지 핵심 키워드다. 물론 IoT 보안 또한 당연
히 필수다. 5G는 즉 IoT니까.

4G에서도 MIMO 기술이 사용되었으나 적은 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빔이 예리하지 못해 사용자 구분에 한계가 있
었고 1차원 (1D) 안테나 배열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낮아 수평방향(horizontal) 사
용자만 구분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5G에서는 수십 개 이상의 안테나를 2차원(2D)으로 배치해 수직-수평(horizontal & vertical) 방향 모두 사
용자를 구분 할 수 있어 더 많은 다중 사용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규격을 제공한다.

출처 :https://www.pentasecurity.co.kr/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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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G 기술 발달의 양면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과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매우 많은 기계와 시스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차가 만들어져 이동을 수월하게 했으며, 더 나아가 비행기가 제작되어 평범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의 여행이 자유로
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매연들은 오존층을 비롯해 많은 자연환경을 파괴시키
고, 이 영향은 다시 인간에게 돌아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과학기술의
발달은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항상 부정적 측면도 함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루종일 무수히 많은 데이터 가운데 살아간다. 대표적으로 나의 행동은 수많은 CCTV에 의해 촬영되고 있
으며, SNS를 통해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전화를 통해 소리를 주고받고,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 내 주변
을 둘러싼 더 많은 물건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이동통신 기술의 발달과 5G의 도입 이후 재난 상황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을 해킹한다면?

재난 상황에서 5G가 해킹이 이뤄진다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자유롭게 작성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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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STEAM
5G의 적용으로 변화할 미래의 삶 그려보기
5G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데이터의 전송속도는 10배 이상 빨라지고, 주변에 있는 아주 많은 장비와 기
계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인공지능까지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까지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예
정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사람의 삶은 편해지고 있지만 정보 보안의 부재시 오는 부정적인 측면
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급변하는 기술발달과 사회변화속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야할까요?

생각나눔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질문 1) 2022년 사용할 이동통신 수단은 어떤 모습이며,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예상 답변) 그래핀소자를 활용한 휘어지는 휴대폰 또는 돌돌말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휴대폰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홀로그램을 활용해 손목에 착용하는 핸드폰 형태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2) 5G 기술이 도입되면서 변화될 우리의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상 답변)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많은 기기들이 인터넷으로 결합되는 시스템으로 발전할 것 같다. 이러한 사물끼
리의 연결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행해야 했던 많은 부분들을 기기들간의 소통을 통해 대부분 자동적인
시스템으로 변할 것 같다.

(질문 3)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과 느낀점을 작성해 보세요.
(예상 답변) 5G 이동통신의 특성과 기술발달의 양면성, 또한 재난 현장을 기존 시스템보다 더욱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나올 것 같다.

- 부록 수업자료 PPT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사고야, 5G마! _ 57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58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사고야, 5G마! _ 59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60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사고야, 5G마! _ 61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62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사고야, 5G마! _ 63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64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사고야, 5G마! _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