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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학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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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빅데이터와 미래직업

¦ 시대에 따라 다양한 직업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빅데이터를 이해하고 현대 사회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빅데이터 관련 영상, 소래습지공원 사진

생각 열기
◆ 소래 습지 공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공원이다. 총 넓이는 약 350만㎡에 이른다. 이중
폐염전을 중심으로 66만㎡가 1999년 6월 개장되었다. 생태전시관은 염전창고를 개조해 만든 것으로 별
노랑이와 해당화 등 염전 식물의 사진과 소금 작업 광경, 소래포구의 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2001
년 4월에는 생태학습장으로 확대하여 공원안내관과 생물벽화관·자연에너지 체험관·인천제21홍보관·인천
환경 NGO활동상관관 등이 조성되었다. 염전학습장은 폐염전을 복구한 곳으로 넓이는 약 4만㎡이다.
이곳에서는 소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다. 바둑판 모양의 염전과 바닷물을 퍼올
리는 물레방아(수차), 인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염전학습장 곁에는 맨발로 갯벌에 들어가 살아 있는
생명체를 관찰할 수 있는 갯벌체험장도 마련되어 있다.

[소래 습지 공원 지도(출처:구글지도)]
◆ 현재 소래 습지공원에는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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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래염전은 일찍이 주안, 소래, 남동 등 염전지대에서 천일염이 성행하였으며, 한국 최초의 천일제염
개척의 선지이면서 한때 최대의 소금생산지였다. 소래염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염전으로 개발되어
소래 갯골로 들어오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염전 소금을 생산하고 그 소금을 소래포구를 통하여 경인선
협궤열차나 배로 인천항으로 옮겨져 일본으로 보내졌다. 여기서 난 소금은 생필품만이 아닌 일제의 전
쟁을 위한 화약 제조용 군수품으로도 쓰였다. 1970년대에는 전국 최대 천일염 생산지였다.

[소래 염전에서 일하는 염부가 수차를 돌리는 모습, 경기문화재단]
◆ 과거 소래 습지공원에는 어떠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 미래 소래 습지공원에는 어떠한 직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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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 세계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주관하는 세계 경제 포럼(WEF)은 2016년 1월 발표한 ‘일자리 미래’ 보
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상당수의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며, 그
결과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 일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문화 및 가치관의 변화, 세계화 자원·에너지·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미래 사회변화는 직업 세계 및 고용·취업 환경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한국고
용정보원이 2016년 발표한 한국직업 사전에 따르면 국내 직업 수는 1만 1440개에 달하며, 많은 직업
이 새로이 생성되거나 소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은 직업 세계의 변화를 더욱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딩, 소프트웨어 시대-직업의 미래 https://www.youtube.com/watch?v=jiqOZdcJXN4]

기술의 발달은 제조 환경에서 스마트 기계시설, 스마트 물류 및 창고, 스마트 생산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상 물리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상호 독립적으로 자동 컨트롤이 됩니다.
이렇게 중앙통제가 사라지고 부품과 기계설비들이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인간의 노동력도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소품종 다량 생산인 제조과정을 다품종 소량 생산 혹은 개별 주문생산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
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제품의 공급에 혁신이 일어나고, 진정한 고객 맞춤형 생산체계
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노동이 기계로 자동화되면 결국 기계가 노동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의 자동화는 자
본가와 노동자의 격차를 더욱 넓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인간의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며 앞
으로는 단 순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고차원의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만이 살아남게 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직업에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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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빅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정의는 없습니다. 학문적 특성에 따라 혹은 이를 활용하는 영역에 따
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분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빅데이터의
특징을 크게 데이터 측면과 데이터 저장, 관리, 처리의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1년,
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는 3V라고 해서,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ty) 측면에서
기존 데이터와 차별화시키는 것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Big를 붙일 수 있는 건 그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인데, 발표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데이터양은 1.8 제타 바이
트(ZB)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18년 동안 쉬지 않고 1분마다 댓글을 3개씩 올리는 거와 같
은 양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https://www.youtube.com/watch?v=X4hMFym0-uo]
◆빅데이터가 현대 사회에 활용되는 사례가 무엇이 있나요?

- 4 -

◆ 빅데이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세요.

생각 되돌아보기
◆ Google은 Google Trends를 통하여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6년
미국 대선 직전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와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입니다. 구글 트렌드 및 AI 분석이 여
론조사보다 정확하게 예측한 자료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美 대선에서 드러난 ‘빅데이터’의 오류, 한국경제매거진]

[“클린턴 승리”외칠 때... 구글 트렌드·AI는 트럼프 당선
알았다, 한국경제]

◆여러분은 오늘 수업을 통해 빅데이터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빅데
이터를 활용하여 우리 동네 미래직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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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우리 동네 미래직업 찾아보기

¦ 우리 동네 관련 자료를 통해 가능할 것 같은 미래직업을 찾고 시각화할 수 있다.

¦ 우리 동네 관련 빅데이터 자료. 데이터 마이닝 워드 클라우드, 직업카드, 허니컴보드

생각 열기
◆ 데이터 마이닝을 보고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관련 단어들을 확인해봅시다.

[데이터 마이닝 워드클라우드 http://wordcloud.kr/]
♠ 데이터 마이닝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데이터 마이닝이 무엇인지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만들어 봅
시다.

♠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미래직업 탐구하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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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키우기
◆ 빅데이터를 마이닝 한 데이터를 통해 우리 동네 직업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동네 미래
직업으로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으로 찾은 빅데이터 자료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SOME TREND-남동구 검색]

[SOME TREND-남동구 검색]

[SOME TREND-남동구 검색]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남동구 상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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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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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NAVER DaTaLab-지역별 관심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남동구 상권 평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남동구 상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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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남동구 상권 평가]

2018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현황분석보고

2018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현황분석보고

2018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현황분석보고

http://www.some.co.kr/bigdata/남동구
http://sg.sbiz.or.kr/index.sg?supDev=1#/weather/index/
https://datalab.naver.com/local/trend.naver
2018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현황분석보고

- 10 -

◆ 우리 동네 빅데이터 살펴보기
모둠명

모둠원

우리 동네 빅데이터 살펴보기
1. 우리 동네 관련 다양한 자료들을 보고 기준을 세워 분류해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찾아
봅시다.

2. 우리 동네 빅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써 봅시다.

3. 데이터들을 보고 같은 의미가 있는 자료들끼리 분류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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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우리 동네 미래직업과 관련하여 어떤 직업이 가능할 것 같은지 분류한 빅데이터 내용을 조합하여 찾아
봅시다.
모둠명

모둠원

우리 동네 미래직업 찾아보기

1. 우리 동네 미래직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봅시다.

2. 찾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동네 미래직업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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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다지기
◆ 우리 반 학생들이 찾은 우리 동네 미래직업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 우리 동네 미래직업을 픽토그램으로 그려봅시다.

그림

그림

그림

그림

직업

직업

직업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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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우리 동네 미래직업 소개하기

¦ 우리 동네 미래직업 소개를 위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 우리 동네 빅데이터 자료, 인포그래픽 자료, 이젤패드

생각 열기
◆ 우리 동네 미래직업을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 우리 동네 미래직업 발표할 때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요?

◆ 픽토그램과 인포그래픽을 비교하여 봅시다.

생각 키우기
◆인포그래픽(Infographics)은 ‘Information’과‘Graphics’가 합쳐진 합성어이며 정보, 자료 또는 지식의 시각
적 표현이다. 단어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정보와 그래픽을 내포하는 것이며, 정보를 구체적, 표
면적, 실용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진 등과는 구별된다. 복잡한 정보를 빠르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기호, 지도, 기술 문서 등에서 사용됩니다.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흐름도, 로
고, 달력, 일러스트레이션,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 등이 인포그래픽에 포함됩니다.
인포그패픽은 분류하는 유형은 다양하나 통계기반 인포그래픽, 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 프로세스 기
반 인포그래픽, 위치·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비교형식 인포그래픽,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으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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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 인포그래픽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유형으로 숫자를 기반으로 만든 표나 그래프가 인포그래픽
의 주요한 표현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통계기반 인포그래픽-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

[통계기반 인포그래픽-북한이탈주민의 고령화 현상]

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은 한 가지 주제를 시간 흐름에 따라 보여주는 유형으로 특정 주제의 역사,
프로젝트 일정 등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정보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의 –동물들의 임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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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삼성과 국제
기능올림픽대회의 인연]

프로세스 기반 인포그래픽은 단계별 일의 진행 과정을 시각화한 것으로 업무처리 과정이나 조건에 따른
선택 방법, 만드는 과정 등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프로세스 기반 인포그래픽-국가안보국의 정보수집

[프로세스 기반 인포그래픽-What music to listen

방법]

to on the job]

위치·지리 기반 인포그래픽은 정보를 지도 위에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 국가 등 위치에 따른 정보를 나타
낼 때 사용되며 대표적인 예로 지역별 특정 후보 지지율, 국가별 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표현할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위치·지리 기반 인포그래픽-세계유산을 가장 많이

[위치·지리 기반 인포그래픽의 예-How Diets Affect

보유한 나라는?]

Weight Around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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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식 인포그래픽은 두 가지 이상의 데이터를 비교 및 대조함으로써 데이터에 흥미를 부여하며
특징을 더욱 강조하는 유형입니다.

[비교 형식 인포그래픽-독한 감기가 독감이다?]

[비교 형식 인포그래픽-우리엄마는 CEO]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듯이 재미있게 전달하는 유형이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은 의도와 뜻을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그래픽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효과적인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How to

걷기 자세와 방법]

Work 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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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미래직업 탐구하기에 어느 인포그래픽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인포그래픽 종류-통계기반 인포그래픽, 타임라인 기반 인포그래픽, 프로세스 기반 인포그래픽,
위치·지리 기반 인포그래픽, 비교형식 인포그래픽, 비주얼 스토리텔링 기반 인포그래픽
내가 선택한 인포그래픽과 이유

모둠이 선택한 인포그래픽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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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펼치기
◆ 빅데이터를 통한 우리 동네 미래직업 소개하는 자료 만들기
인포그래픽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인포그래픽은 성인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
과 밀접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매체에 익숙한 요즘의 초등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
는 광고, 인터넷 게시판에서부터 최근에는 인포그래픽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도서까지 인포
그래픽은 학생들의 일상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가 되었습니다.
모둠이 찾은 우리 동네 미래직업을 인포그래픽을 활용하여 나타내어 봅시다.

모둠명

모둠원

우리 동네 미래직업 소개하기
1. 인포그래픽으로 우리 동네 미래직업을 표현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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