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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수업자료 PPT

프로그램 요약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프로그램 요약
주제명
차시

디자인싱킹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관련 교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에 희망을 심을 수 있을까?
· 오지 마을에 5G 과학기술 적용사례 탐구
?

상황을 통해 공감하기
1) 낮은 접근성 등 인프라 부족에 따라 문명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오지 마을
2)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 풍부한 SOC 등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도시
학 습
와 대조적인 삶의 모습
활 동
■ 창의적 추론으로 문제 정의(통찰)하기
1) 관찰,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상황 공감하기
2) 창의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기
3) 창의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깊이 있게 통찰하기
■

1

공감
/
문제 정의

벽 오지의
삶을 만나다

사회
기술

!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깨닫기
· 모둠별 정의 내린 문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오지 마을
마무리
도 우리 공동체임을 인지하는 동시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대한 강
력한 동기 심기

도 입

?

5G로 오지 마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을까?

지식의 발견과 탐구
1) 이동통신 발달에 따른 삶의 변화 분석하기
2) VR, IoT, 원격제어 등 5G와 융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탐구하기
■
학 습 아이디어 시각화
활 동 1) 팀이 정의한 오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5G 융합 시스템(서비
스) 설계하기
2) 오지 마을에 적용한 팀의 아이디어를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
하기(포스터 발표 자료 등)
■

2

아이디어
/
프로토타입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마무리
도 입

!

과학
기술

오지 마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5G 기반 융합 시스템(서비스)
에 대한 설명 자료 작성하기

4차 산업혁명,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
· 미디어를 통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해 인식
?

아이디어 테스트
1) 팀별 포스터 발표 자료에 대해 ‘현장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을 중
심으로 최종 검토
■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아이디어 품평회
학 습
1) 포스터 PT를 통해 최우수 아이디어 선정
활 동
2) 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아이디어 개선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5G+STEAM
1) 5G로 달라질 미래사회 상상하기(마인드맵)
2)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학기술의 유용성
■

3

테스트
/
피드백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5G+STEAM

마무리

!

사회
과학
기술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 중심(디자인싱킹)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지식
과 기능을 융합(STEAM)할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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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1

3

주제 개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특징
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는 5G 전국시대로 접어들었
으며, 이미 5G를 넘어 6G, 7G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5G는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벽을 넘어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임을 감안할 때, 다음 세
대를 살아갈 학생에게 5G를 기반으로 과학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공지능(기계)으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여 이를 실현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5G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싱킹(공감 중심) 과정을 통해 다양한 과학 기술을
융합하는 활동으로 이공계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나아가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
한 정보 제공을 통해 진로 설계는 물론, 사람 중심의 과학 기술의 발달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로 개발하였다.

2

학습 목표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STEAM 과목 요소
교과별
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1~3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통신기술시스템

[9기가04-16]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과학

기술

사회

1~3

1~3

[9사(지리)01-02] 공간 규모에 맞게 위치를 표현하고, 위치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친
위치와 인간 생활 /
영향을 설명한다.
더불어 사는 세계 [9사(지리)12-03]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중학생을 위한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목표

과정 목표

학습 목표

관련차시

■

위치의 차이에 따른 인간 생활의 모습과 그에 따른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다.

1

■

5세대 이동통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

5세대 이동통신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

5세대 이동통신을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할 수 있다.

2

■

디자인싱킹 과정의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

공감을 통해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 중심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

3

■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인재의 소양과 자질에 대해 알 수 있다.

3

STEAM 학습 준거
단계

STEAM 학습 준거
(공감) 해안이나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대륙 내부의 땅 ‘오지마을’. 낮은 인구밀도,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교통,
통신, 복지, 교육 등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간단한 수술이나 약 처방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도 이 곳 오지마을에서는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오지 마을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체험, 인터뷰, 관찰’ 등으로 발견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공감하자.
■ (문제 정의) 공감을 통해 깨달은 점을 질문 형태로 구체화한다.
1)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와 같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2)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
3)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뮤지컬 캣츠를 보여줄 수 있을까?
■

상황제시

1, 2

(아이디어) 5G 이동 통신 관련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인 상황(오지 마을)에 적용한다.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등 확산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한다.
2) 5G 이동통신 특징(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통해 다양한 산업분야(VR, AR, IoT 등)에 융합할 수 있는
기술임을 이해한다.
3) 5G를 기반으로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오지 산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프로토타입) 아이디어를 낮은 완성도의 그림 그리기를 통해 시각화하여 의사소통을 돕고, 기억의 한계를
극복한다.
1) 스토리보드, 8컷 만화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시각화 한다.
2) 팀원과 협력하여 오지 마을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5G 기반 융합 분야를 더욱 구체적으로 발전시킨다.
3) 포스터 발표 자료 작성을 통해 오지 마을을 도울 수 있는 5G 융합 분야를 정리한다.
■

창의적 설계

■

감성적 체험

6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테스트) 팀별 포스터 발표 자료에 대한 교사, 동료 상호 평가 활동을 통해 피드백을 제공하고 수정·보완한다.
1) 현장에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아이디어 추가하기
2) 다른 모둠의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팀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 성찰(되돌리기)하기
3) 우리 사회에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5G STEAM이 될 수 있는 방법, 시사점 제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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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4
차시

1
차시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관련
교과

과학
사회

단원

과학
기술과
인류
문명

소주제

학습 내용

오지의 삶을
만나다!

Co 적정기술로 저개발국에 희망의 꽃을 심는다면?
 미디어 속에 나타난 오지 마을의 삶을 관찰하고, 위치에 따른
인간 생활의 차이, 또한 도시의 보편적 삶과 다른 현실적 차이를
분석
 낙후(소외) 지역 간 삶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한 과학기술 사례
조사
tip 물펌프, 태양광 발전기, 라이프 스토로우 등
CD 오지 마을, 불편함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기
 사례 조사, 인터뷰, 관찰 등을 통해 어려움에 대해 공감
 만약, 내가 오지 마을에 산다면’과 같은 창의적 추론으로 오지
마을의 삶 간접 체험
 어떻게 하면 ~ 할 수 있을까?’와 같은 적극적 질문 형태로 문제
정의
tip 교사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문제(혹은 프로젝트 과제)가 아닌,
학생이 오지 마을의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문제를 정의하도록
유도한다.
ET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다지기
· 모둠별 정의 내린 문제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위치와
인간 생활

2
차시

과학
기술

통신
기술
시스템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Co 5G 이동 통신기술, 왜 필요할까요?
· 미디어를 통해 재난관리, 공공안전 등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하는 5G 기술 인식
CD 삶에 꽃을 피우는 오지 마을로 만들기 위한 5G 융합 설계 활동
 5G 관련 지식의 발견과 탐구
1) 이동통신 발달에 따른 삶의 변화 분석, 이해
2) VR, IoT, 원격제어 등 5G와 융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탐구
 아이디어 시각화
1) 문
 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다양한 과학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2) 탐
 구한 해결책을 포스터 발표 자료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
ET 5G 기반 융합 시스템 설명자료(발표문) 작성하기
tip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각적, 텍스트로 정리하는 활동은 의사소통의
수단, 기억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준비물

사회
PPT
멀티
미디어
장치

3
차시

기술

워크북

PPT
멀티
미디어
장치
워크북
이젤패드
네임펜,
매직 등

과학

더불어
사는
세계
과학과
인류
문명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5G+STEAM

통신
기술
시스템

Co 5G 기술로 가까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미디어를 통해 과학기술은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삶의
편리함을 위해 발전하는 것을 인지
tip 수업 정리 단계에서 본 질문에 대해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빠른 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한다.
CD 집단 지성을 통해 아이디어 개선하기
· 아이디어 테스트
1) 팀별 포스터 발표자료에 대해 ‘현장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하기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아이디어 품평회
1) 포스터 PT를 통해 최우수 아이디어 선정
2) 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전체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개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5G+STEAM
1) 융합 수업의 의미 성찰
2)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학기술의 유용성
tip 수업 성찰 과정은 학생이 본 단원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이
과정이 자신의 진로 설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메타 활동이다.
ET 사람 중심 과학기술 발달의 중요성
· 우리는 왜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는 능력은 왜 중요할까?
tip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는 인공지능(기계)가 넘 볼
수 없는 인성, 공학적 상상력을 길러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떤
분야든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훈련(디자인 싱킹)
과 다양한 지식과 기능을 융합하는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PPT
멀티
미디어
장치
워크북
포스터
발표자료
이젤패드

 : Science 과학,  : Technology 기술,  : Engineering 공학,  : Art 예술,  : Math 수학
Co : Context 상황 제시,
CD : C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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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5

평가 계획

평가 내용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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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평가

방법

관찰평가
(학습태도)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비율

30(%)

15(%)

15(%)

포트폴리오 평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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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계획

평가 영역 및 내용

동료평가

평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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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방법

성명

■

지식과 내용

■

 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는가?
지
■ 발표 자료를 충실히 제작하였는가?
■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가?
■

기능 및 기술

포트폴리오 평가

 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모
■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동과 단결력을 발휘하였는가?

관찰 평가

 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모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 문제해결 과정에서 협동과 단결력을 발휘하였는가?

관찰평가 /
동료평가

■

의사소통

■

평가 영역

공감

모둠의 구성원은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가?

54321

■

모둠 활동에 참여도가 높았는가?

54321

■

다른 모둠원의 의견에 경청하고 공감하였는가?

54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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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내용

세부 점수

■

모둠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 4 3 2 1

■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5 4 3 2 1

■

문제 해결 과정에서 모둠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10 8 6 4 2

■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5 4 3 2 1

■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5 4 3 2 1

과학

포트폴리오 평가
평가 영역

평가 내용

세부 점수

과학적 원리

■

5G 관련 핵심 기술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가?

10 8 6 4 2

포트폴리오

■

차시별 활동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였는가?

10 8 6 4 2

■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는가?

10 8 6 4 2

■

과학적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는가?

10 8 6 4 2

토의·토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관찰 평가 점검표

협력

평가

소계

■

정의적 측면

평가내용

자기평가
성명

평가내용

평가

■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54321

■

과학기술의 원리와 적용 사례를 이해하였는가?

54321

■

수업을 통해 인간중심 과학기술의 필요성을 이해하였는가?

54321

평 가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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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전자기파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특히 실생활에서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사례를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음.
과학적 지식을 실제적 측면에서 적용하고 융합하여 활용하기 위해 관점을 바꾸고 대안을
생각하는 등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표현함.
5세대 이동통신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 원리를 활용한 산출물을 창의적으로
표현함. 특히 목표 대상을 위해 만든 산출물이 대상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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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의 과학적 원리는 이해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실제 사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임. 모둠 활동에서 타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공감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며, 이를
다른 친구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모습이 관찰됨.
5세대 이동통신을 다양한 분야에 융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짐. 모둠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적절한 반응과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팀 수행에 도움을 줌.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인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특히, 다양한 사례를 조사, 관찰하고 직접 체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모습이 보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제안하려는 노력을 보임. 다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공감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수업 전반부에 팀 내 의견충돌로 인해 의기소침하여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이내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모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내
찾아서 열중하는 모습을 보임. 특히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형태로 시각화하고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보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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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6

1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차시

오지 마을의 삶을 만나다

1차시 (1/3)

1. 들어가기 (상황 인식하기)

오지 마을의 삶을 만나다

지구촌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큰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을 무분별한 개발로
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과 역할임을 의미합니다. 어느 한 지역의 곤란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과목

사회, 과학

수업차시

단원

위치와 인간 생활,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

또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대응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1/3

적인 기구와 환경단체들은 물 부족, 지구 온난화, 미세 먼지 등과 같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하여 함께

교육과정

[9사(지리)01-02] 공간 규모에 맞게 위치를 표현하고, 위치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9사(지리)12-03]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9과24-01] 과학기술과 인류 문명의 관계를 이해하고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대상(오지 마을)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다.
2. 문제를 구체적인 문장과 질문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저개발국에 희망을 심을 수 있을까?
영상 1) 저개발국에 희망 심는 ‘적정기술’ / YTN
영상 2) 평창 오지마을에서 세계 최초로 5G 마을로 변신 / KTV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개선한 오지 마을의 삶의 모습 관찰
 후(소외) 지역 간 삶의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더 적용해 볼 수 있는
과학기술 아이디어 스케치
tip 2개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청하고, 오지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을 표현해보도록 지도한다.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학습활동
(30분)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CD 오지 마을, 불편함에 대해 깊이 있게 통찰하기
 교육, 의료, 문화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 발견하기
 오지 마을 관련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 발견하기
-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
-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을 위해 ~ 할 수 있을까?’와 같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담아 질문 형태로 문제 정의하기
tip 교사가 일방적으로 던지는 문제(혹은 프로젝트 과제)가 아닌, 학생이 오지
마을의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여 문제를 정의하도록 유도한다.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 유용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다지기
· 모둠별 정의 내린 문제를 발표하고 공유하기
ET

문제(불편함)를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정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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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
전히 개발도상국의 많은 신생아가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으며,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을 수 없어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누리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모두에게 확
장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학습자료
및 유의점

이제 우리는 ‘나 혼자 산다’를 넘어 ‘우리 함께 산다’의 가치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해야 합니다. 나비효과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이 돌고 돌아 언젠간 나의 문제로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 ‘오지 마을의 삶’을 보다 넓고 깊은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지 마을의 삶
을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의 삶을 윤택하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Co

도입
(10분)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PPT
워크북

오지 마을의 삶은 어떠할까요? 오지 마을은 왜 문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할까요?
■

PPT
워크북

상상노트

PPT
■

워크북

교사용 활동 지도 안내
1. 오지 마을의 삶을 “만약, ~ 이 없다면” 의 질문 형식으로 묻기
예) 만약, 인터넷(와이파이) 연결이 안된다면?
2.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일상화 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3. 오지 마을의 삶이 어려운 이유 살펴보기
예) 물리적 접근의 어려움, 도시화에 따른 인구 감소 등

과학기술로 오지마을에 변화의 바람을!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오지 마을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1) 관련 사례(유튜브 영상 검색)
영상 1) 저개발국에 희망 심는 ‘적정기술’(2014.2.15.) / YTN
영상 2) 평창오지마을에서 세계 최초로 5G 마을로 변신(2018.2.22.) /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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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아래 표는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에 적용된 5G 기반 기술입니다.
이 외에도 문화 혹은 의료와 같은 분야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면 더 좋을까요?
과학기술 이름

5G 전용 태블릿으로 실시간 VR(가상현실)·AR 영상 보며 특산물 쇼핑

관광 안내 미디어 월(벽)

대관령 일대 주요 관광지 영상, 드론 영상 감상, 동작 인식 게임

MR(혼합현실) 체험

지구촌, 여러 곳곳에 존재하는 오지 마을! 다양한 곳의 이야기를 검색을 통해 찾아봅시다.

과학기술 용도(쓰임)

5G AR(증강현실) 마켓

AR 체험

2. 생각 열기(공감하기)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을 활용 ‘오지+마을+지원’과 같은 키워드 조합, 뉴스 기사 검색을 통해 오지 마을에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지원 혹은 해결하기 위한 노력 사례를 조사한다.

스마트폰으로 대관령면 관광지 가상 체험, AR 게임
태블릿 카메라로 실제 공간을 비추면서 증강 현실 체험

※ 참고: 평창 의야지 바람마을 소개용 KT 블로그(https://blog.kt.com/1039)

■

영상에서 본 마을에 더 변화를 줄 수 있는 과학기술을 스케치 형태로 표현해봅시다.

■

조사한 오지 마을의 삶은 어떤가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교육 환경은?
· 의료 서비스는?
· 문화 체험 활동은?
[학생 결과물 예시]
■

오지 마을의 삶을 한 마디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지 마을의 삶은

(이)다.

이유는,

[활동 안내] 위
 활동은 기사 자료를 읽고, 오지 마을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오지 마을에서의 어려움을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고, 오지 마을의 삶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다시 정의하게 함으로써 문제를
인식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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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진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STEAM
■

인
 도의 가난한 한 외곽지역, 젊은 엄마 ‘세비따’는 딸 ‘라니’를 낳았다. 미숙아였다. 위험한 상황이었다. 아이를 살리
기 위해 엄마 ‘세비따’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지금 딸 ‘라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체온을 유지시켜 줄 인
큐베이터. 하지만 작은 지역 병원에 비싼 인큐베이터가 있을 리가 없었다. 의사는 4시간이나 떨어진 큰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하지만 세비따는 돈이 없어 갈 방법이 없었다. 그렇게 갓 태어난 라니는 숨을 거뒀다. 숨소리가 희미
해져가는 아이를 눈 앞에 두고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

4. 생각 펼치기(문제 정의하기)
■

오
 지 마을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근거로 이야기해봅시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 교육 환경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 학교, 병원 등과 같은 공공 건물이 없다.
· 사는 인구가 적고,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기업이 드물다. 등

· 의료 서비스는?
· 문화 체험 활동은?

매
 년 2000만 명의 미숙아가 태어난다. 그리고 이들 중 20%, 매년 4백만 명의 미숙아들이 29일 이내에 사망한다.
아이들의 가장 중대한 사인은 저체온증. 만약 생존한다 하더라도 위험은 끝나지 않는다. 저체온증을 겪은 아이들
의 대부분이 장기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심장질환, 당뇨 등 평생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활동 안내] 문
 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문제가 문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지 마을의 경우,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

2
 007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학위를 앞둔 ‘라훌’은 빈곤층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디자인 싱킹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팀 프로젝트를 하던 중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수많은 미숙아들이 고가의 인큐베이터가
없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동료 제인과 함께 인도로
떠나게 된다. 라훌과 제인이 직접 목격한 개발도상국 미숙아 문제의 실상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다.

■

많은 NGO와 기업들은 그동안 엄청난 비용을 투입하여 인큐베이터를 보급해왔다. 한 대에 약 2,300만원. 매우 고
가였기에, 공급이 늘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인큐베이터는 도시의 큰 병원에만 주로 보급되었다. 하지만, 인큐베
이터가 가장 필요한 건 의료 혜택이 부족한 외곽 지역이며, 외곽 지역은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전기 조차 없다는 것.
결국 선진국의 비싼 인큐베이터를 기부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었다.

■

그들은 개발도상국의 산모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미숙아 사망이 비일비재 함을 깨닫게 되고, 직접 이 문제를 해결
하게 되었다. 그들이 개발한 제품은 바로, 임브레이스 유아 워머이다. 작고 가벼운 임브레이스 워머는 따뜻한 물
에 데우기만 하면, 약 4시간동안, 갓 태어난 생명에게 가장 적절한 체온, 37도를 유지하게 해준다. 가격은 인큐베
이터의 0.1% 정도에 달하는 약 3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용하기 쉬우며, 휴대가 가능하고 무엇보다 전기 없
이도 또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

우리는 여전히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 문제해결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오지 마을에서 실제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문제로 보고 해결하도록 지도합니다.

창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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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시 1) 오지 마을은 가벼운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려도 치료하기 어렵고, 작은 질병도 크게 키울 수 있는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예시 2) 오지 마을은 도시와 같은 다양한 교육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또 학교 시설이 없거나 오래되어서 질 높
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것 같다.
예시 3) 오지 마을은 연극, 영화,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와 같은 문화체험을 할 수 없는 것 같다.
구체적인 질문으로 문제 정의하기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을 할 수 있을까?’와 같은 형태로 표현하기
예시 1)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시와 같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까?
예시 2)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까?
예시 3) 어떻게 하면 오지 마을에 뮤지컬 캣츠를 보여줄 수 있을까?

를 발견하는 눈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우리가 가진 여러 지식을 다채롭게 융
합하는, 진정한 STEAM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관련 기사)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기술(2016.3.20.) / 블로터(http://www.bloter.net/archives/25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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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참고 자료]

더불어 사는 삶은 왜 중요할까요?
■

■

모둠별로 정의 내린 문제를 학급 전체에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발표예시)
우리 모둠이 정의 내린 문제는, ‘~한 상황’ 에서 오지 마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 한 상황’에서 오지 마을 사람들은 ‘~ ’ 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지 마을 사람들은 ‘~ ’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둠이 정의 내린 문제를 듣고, 같이 고민하고 싶은 문제를 작성해봅시다.
내가 함께 고민하고 싶은 문제는,

■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란?
· 단지 외형적 디자인을 위한 미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공감하고, 대중의 잠재적 욕구를 발굴한
뒤 이를 디자인에 적용시켜 대중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디자인 접근 방식
· 인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확산적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을 통해 혁신적 결과를 도출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의미

■

디자인 씽킹의 5단계
· Empathy(공감) : 문제, 사람, 상황에 대한 인식 및 공감
· Define(정의) : 정확한 해결 방법에 대한 정의
· Ideate(상상) : 가능한 모든 것을 상상

그 이유는,

· Prototype(견본) : 가장 좋은 개선책으로 견본모델 제시 및 제작
· Test(시험) : 만들어진 견본 모델을 공감 단계에서 목적에 맞게 시험
[참고] https://thod.tistory.com/

사용자의 입장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해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곤란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고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영상에 나온 냉장고 디자이너의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답) 새로운 냉장고를 디자인하기
2. 디자이너는 누구를 위한 냉장고를 만들고 싶었나요?
(답) 노인
3. 디자이너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했나요?
(답) 3년간 노인의 삶을 직접 경험(체험), 많은 노인과 대화(인터뷰), 노인의 삶을 직접 관찰하여 노인의 입장
에서 냉장고의 불편함(문제)을 발견하고 문제에 맞는 해결 방안을 설계

※ (지식e 채널) 디자인씽킹(2016.12.24.) /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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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디자인 씽킹의 대표 사례

2차시 (2/3)

· 임브레이스 인펀트 워머(Embrace Infant Warmer)’ 보급으로 유아 사망 예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 스탠포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에서 Design Thinking 방식을 통해 인큐베이터가 부족해 미숙아의 사망률이
높은 문제점을 발견하여 인큐베이터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체온 유지 기능을 하는 점에 착안해 문제를
정의
- 기존의 인큐베이터 가격의 1% 수준인 200달러의 저비용 미니어처 파우치 ‘임브레이스 인펀트 워머
(Embrace Infant Warmer)’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22,000명의 유아 사망 예방

과목

과학, 기술

단원

과학과 인류 문명, 통신기술 시스템

· 사용자 중심의 RSS(Rich Site Summary)리더 어플리케이션 펄스(Pulse) 개발을 통한 창업 성공

2/3

교육과정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기가04-16]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현대 정보통신기술의 특징을 설명한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학습목표

1. 5G 이동 통신의 특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2. 5G 이동 통신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

- 스탠포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인도계 아크샤 코타리와 안키트 굽타가 Design Thinking 방식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용자를 꼼꼼하게 관찰한 결과 좀 더 편리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을 설계할 수 있었음

수업차시

- 광범위한 소스에서 전해오는 뉴스를 뉴스피드를 통해 사용자에게 맞춤화하여 깔끔하게 받아볼 수 있는
RSS리더 어플리케이션 개발
■

디자인 씽킹의 연혁

1960년대

(디자인의 과학화) Buckminister Fuller, Nigel Cross에 의해 과학과 기술을 반영한 디자인에 대한 개념 확립.
1967년도 디자인 이론가 Horst Rittel이 Wicked problems’라는 컨셉으로 디자인 이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발전

1970년대

Herbert Simon에 의해 디자인은 생각하는 방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어 디자인을 통해 행동을 관찰/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짐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학습과정

Bryan Lawson과 Nigel Cross가 실험을 통해 다른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이 어떻게 애매한 문제를 해결하는지
연구

도입
(5분)

1987년, Peter Rowe는 ‘디자인 씽킹’이라는 책에서 호기심과 탐구, 질문을 통해 이루어진 건축가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소개
1991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디자인 학교를 모델로 한 디자인 컨설팅 회사 IDEO가 설립돼 디자인 씽킹을 널리
알리고 대중화함. 1992년, Richard Buchana의 영향으로 디자인 씽킹이 지식의 한 전문 분야로서 거듭나게 됨
2005년 SAP의 창업주인 Hasso Plattner의 전폭적인 후원(350만 달러 기부) 하에 디자인 씽킹을 연구하는
Hasso Plattner Institute of Design (D-School)이 스탠포드大 내에 설립됨

Co 5G 이동 통신기술, 왜 필요할까요?
 미디어를 통해 재난관리, 공공안전 등 인간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하는 기반 기술로 인식
영상)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의 기술(2018.7.19.) / KT

5G를 활용한 창의적 융합 설계 활동
 5G 관련 지식의 발견과 탐구
1) 이동통신 발달에 따른 삶의 변화 분석, 이해
2) VR, IoT, 원격제어 등 5G와 융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탐구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시각화
1) 팀의 정의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2) 5G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계와 장치를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3) 탐구한 해결책을 포스터 발표 자료 형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각화하기
CD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학습활동
(32분)

SAP는 전 세계 3곳에서 디자인씽킹을 연구하는 AppHaus 운영 중(미국 팔로 알토, 독일 하이델베르크, 아일랜드
더블린)

마무리
(10분)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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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료
및 유의점

교수·학습 활동

ET
tip

5G 기반 융합 시스템 설명자료(발표문) 작성하기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각적, 텍스트로 정리하는 활동은 의사소통의
수단, 기억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다.

PPT
워크북

PPT
워크북
이젤패드
네임펜,
유성매직 등

PPT
워크북

5G와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 탐구하여 오지 마을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2차시와 3차시를 연계하여 5G 기술을 탐구하고 3차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개념을
정리한 뒤, 마을 설계와 품평회를 함께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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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생각 열기(공감하기)

차시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이동 통신 기술,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1. 들어가기 (문제 이해하기)

■

이동통신 기술, 어떻게 발달했나요?
구분

1세대(1978)

2세대(1992)

3세대(2006)

4세대(2009)

5세대(2019)

전기 에너지는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오

집중

음성통화

음성 및
저속데이터(문자)

멀티미디어

고품질
멀티미디어

IoT, VR, AR
자율주행차 등

지 마을이 많습니다. 성별, 지역, 인종, 종교 등에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더 가치로

전송
속도

10Kbps

14.4Kbps

400Kbps~
2Mbps

1Gbps

100Gbps

특징

이동통신의 시작

이동통신 대중화

영상통화,
인터넷 시작

스마트폰 대중화

초연결 사회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 문명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했습니다. 5G는 반응속도나 데이터 다운로드에서 4G
에 비해 훨씬 더 빠르고 수많은 기기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 분야와 관련 직업들이 생
겨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G 이동통신은 빠른 속도로 데이터 처리와 통신이 가

- 1세대부터 5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세대별로 목표(집중)했던 기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세대 이동통신

능하기 때문에 가상현실, 원격 제 등과 같은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고, 이를 통해 원격진료(수술) 또한 가능해질 것

의 경우,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음성통화(1세대)나 문자서비스(2세대)를 넘어 동영상, 음악

으로 예상됩니다.

과 같은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동통신 기

5G는 개발 도상국의 환자가 미국의 전문의로부터 진료(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기반 기술입니다. 이

술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 5G를 조금 더 이해하고, 이를 통해 오지 마을의 삶을 꽃 피우는 시스템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해봅시다.
■

상상노트

5G를 통해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

영상을 시청한 후, 여러분의 삶에서 5G를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글 또는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 가상현실(VR)을 통해 역사 수업에서 배운 인물과 인터뷰를 해본다면?
- 증강현실(AR)을 통해 고흐의 명화를 벽화로 그릴 수 있다면?

영상) 상상 이상 ‘5G 세상’…“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2019.2.26.) / YTN
기사) [5G 상용화시대] ① 일상생활 바꾸는 5G…산업혁신도 기대 (2019.4.3.) / 매일경제

[교사용 팁]
- 학생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학습자료로 아래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안내한다.
영상) 일상에 유용한 증강현실 기술(2016.5.19.) / YTN 사이언스
영상) 일상으로 들어온 VR...5G로 날개 단다(2019.4.10.)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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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5G가 꼭 필요한가요?
구분

4G

5G

비고

최대 전송속도

1Gbps(2분 25초)

20Gbps(7.2초)

FHD 영화(18G) 다운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Mbps

100Mbps

4G 대비 10~100배

최대 주파수 효율

15bps/Hz

30bps/Hz

-

고속 이동성

350Km/h(최대)

500Km/h(최대)

고속철도(하이퍼루프 등)에서 끊김
없이 제공

전송지연

10ms
(Radio Interface)

1ms
(Radio Interface)

사람 감각인지 허용 시간
(시각 10ms, 청각 100ms)

최대 기기 연결 수

10만 개/Km2

100만 개/Km2

4G 대비 10배 기기수용

면적당 데이터 처리용량

0.1Mbps/m2

10Mbps/m2

4G 대비 100배 처리용량

에너지 효율

-

4G 대비 100배

- 포르쉐라는 성능 좋은 스포츠카도 모래 밖에 없는 사하라 사막에서는 고철에 불과하죠. 스포츠카가 잘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과 같은 ‘고속도로’, 달리는 중간에 필요시 연료를 채울 수 있는 ‘주유소’까지 완벽히 준비될
때, 스포츠카로써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포르쉐와 연료, 주유소를 사물인터넷 또는 인공지능으로 본다면, 이것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주는 고속도로가 바로 5G 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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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은 사람의 뇌는 ‘인공지능’, 눈과 피부 등의 감각기관은 ‘센서’, 뼈와 근육들의 움직임은 ‘로봇’으로 볼 수

■

영
 상은 잘 보셨나요? 5G 이동통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을 동시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으며 이들은 우리 몸에 흐르는 피와 같이 데이터를 주고 받으며 작동합니다. 이 때, 핏줄의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의미로, 거리와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5G를 이용한

것이 바로 5G입니다.

사례를 인터넷을 통해 조사해보고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쉽
 게 말해,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는 영상들은 점점 고해상도 대용량 영상들인데, 이것을 전송하는 이동통신의
전송 속도, 전송량 등이 따라오지 못하면 안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서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수많은 종류의 기기와 장치들, 인터넷 서비스들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

- 아래의 영상에서 선택하여 함께 시청한 후 사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 1) DMZ 마을에도 5G 바람 ... 스마트 농업에 VR 수업(2019.6.27.) / KBS 뉴스
영상 2) 미래의 사무실은 어떻게 생겼을까? ‘SKT 5G 스마트 오피스’ 공개 (2019.2.13.) / 한국일보
영상 3) LTE보다 50배 빠른 ‘5G’…우리 삶 어떻게 달라질까 (2018.11.30.)/ MBC 뉴스데스크

5G는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5
 G는 크게 ‘초고속(4G 대비 20배), 대용량(고해상도 영상 처리 가능), 고밀집(다양한 기기를 동시 연결),
고에너지 효율, 낮은 지연시간, 고 안정성(이동간 제로 중단을 실현)’ 등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특징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 안내] 5
 G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데이터 송수신 용량과 속도 관점에서 유무선 간 차이가 없을 정도의 빨라진 ‘이동 통신 환경’
과 기기 사용에 있어 저전력성 많은 기기들이 접속하는 환경에서도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IoT(사물인터넷) 통신
환경’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네비게이션, MP3 등과 같은 다양한 산업이 융합되어
스마트폰의 앱으로 구현되듯이, 5G 역시 모든 사물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기술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특징

설명

초고속

최대 20Gbps, 일상 100Mbps 속도
(4G 대비 20배)

대용량

기존보다 1만배 이상 더 많은 트래픽을 수용
(4k, 8k의 고화질 영상 빠르게 처리 가능)

고밀집

1평방 킬로미터당 1백만개의 기기 연결 가능

고에너지
효율

배터리 하나로 10년간 구동 가능

초저지연

응답속도 <10ms 등 낮은 지연시간

고 안정성

이동간 제로 중단을 실현(끊김없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안내합니다.

풀HD(1920x1080) 보다 4배 고해상도 4K, 8K UHD,
홀로그램, AR/VR 등 실감형 콘텐츠 가능
센서 네트워크
(검침, 농업, 빌딩, 물류, 시티, 홈 등)
진정한 사물인터넷(IoT) 환경 제공
Motion Control(원격 제어),
Autonomonus Driving(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스마트 그리드

영상) 대한민국을 위한 오늘의 기술(2018.7.19.) / KT
기사) 5G 비행선이 조난자 찾고…AR안경 원격진료(2018.6.25.) /매일경제

영상과 관련 기사를 참고하여, 5G를 기반으로 융합된 다양한 사례를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예) 실
 시간으로 초고화질 영상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강현실 안경을 이용하여 병원에 있는 의사가 현장에
있는 환자를 미리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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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지식의 발견

[교사용 참고 자료] ‘이동통신의 역사’
이동 통신은 전파를 사용하여 통신합니다. 전파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자동차나 전철에서 친구와

블루투스, 와이파이, 4G는 무엇이 다를까요?

가족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주고 받고, 라디오나 TV를 듣고 보는 등 우리 생활에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4G

여러분은 평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WiFi와 LTE 중
무엇을 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나요? 아마 무료인 WiFi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주변에 공유기가 없거나 WiFi가 끊긴다면
LTE로 데이터를 이용하겠죠?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상황에 따라 WiFi와 LTE를 골라 사용하겠죠?
하지만 무선통신은 단순히 LTE와 WiFi 두 개만 존재하지 않으며, 점차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선통신은 전자기파를 이용합니다. 전자기파 혹은 라디오파라고 불리우는 전파는 공간 상에 존재하는 전자를
외부의 특정한 요인에 의해 진동하여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은 물결처럼 곡선 파형을 그리며 공간 상을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발생한 진동에 정보를 싣고 보내는 것이 바로 무선통신입니다. 이 때, 어떤 파동이 1초에

이동통신으로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고화질 영상을 시청하기도 하며,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2020년이 되면 세계 인구의 70% 가까이가 스마트폰을 활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세계 지구촌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전파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디지털 세상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전파는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을까요?
1871년 영국의 맥스웰(James Clerk Maxwell)에 의해 최초로 전파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증명되었으며,
1874년 독일 과학자 헤르츠(Heinrich Rudolf Herz)에 의해 전파의 존재를 실험으로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01년 이탈리아의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에 의한 대서양 횡단 무선통신에 성공함으로써
최초의 전파가 무선통신에 이용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몇 번 진동하였는가를 헤르츠(Hz)로 표시하고 주파수라고 말합니다. 만약 1초에 한번 출렁이면 1Hz, 100만 번을
진동하면 1MHz(1메가 헤르츠)가 됩니다. 우리가 FM 라디오를 들을 때 92.5MHz 채널을 듣는다면, 이 신호는 1
초에 약 9천만 번을 진동하는 셈입니다.

주파수 채널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선 통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블루투스, 와이파이, LTE를 통해 무선 통신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구분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림] 헤르츠의 전파 발생 장치
LTE

[그림]은 헤르츠가 전자파를 발생시켜 전파의 존재를 증명한 실험 장치의 개념도입니다. 좌측의 그림에서 두 막대
사이에 전극을 아주 가까이 두고 여기에 고전압을 인가하면 방전이 일어나면서 전파가 발생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

로고

나가게 됩니다. 한편 발생된 전파는 우측 고리 모양의 원형 도선에 도달하면 연결된 전파분석기에 전파의 파형이

특징

저전력 작동, 보안에 취약,
전송속도가 느림, 유효 거리가
짧음

무선 공유기 설치가 간단, 동시 수용할
수 있는 접속자수 제한(버퍼링 발생),
공유기가 없으면 이용 불가능

4세대 이동통신, 기지국과 기지국
연결을 통해 통신 가능, 넓은
대역폭으로 다양한 정보를 송수신 가능,

이용

무선 이어폰, 스피커 등

가정, 사무실, 공공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

이동통신

[참고] https://blog.skhynix.com/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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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으로써 전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전파의 단위를 헤르츠의 이름을 따서 [Hz]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 통신은 1910년 9월 대한제국 정부에서 월미도 무선전신소와 선박인 광제호 간의
통신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상자료 : 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dK5cRUCTD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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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전파(Radiwave)에 대한 이야기!

5세대 이동통신을 이해하는 Q&A

전파(Radiwave), 통칭 라디오파라고 하는 이 전자기파는 통신에 사용되는 모든 대역의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Q. 5G(5세대 이동통신)는 무엇을 말할까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전파규칙에 따르면, 라디오파는 주파수가 3kHz부터 3THz까지, 이를 파장으로 환산하면

A. 5G는 5세대 이동통신(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을 줄여 말한 것입니다.

1mm에서 100km까지의 모든 전자기파를 의미합니다.

Q. 이동통신은 무엇인가요?
A. 이동통신은 무선통신기술의 하나입니다.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이란 전파1)를 이용해 선에 의한
연결 없이 원격지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는 영상, 음성 및 텍스트
등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Q. 이동통신의 역사가 궁금해요!
A. 우리나라에서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된 건 1984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가 차량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1988년 열린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됐고, 10년을 주기로 2
세대, 3세대, 4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그림] 전자파 분류
전자기파는 매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상에 흩뿌릴 수 있으며, 전자기파는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파는 어떻게 만들까요? 그것은 바로 공간상에 존재하는 전자를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엄청나게 빠른
진동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45GHz는 초당 전자가 2,450,000,000번(2십 4억 5천번)을 진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치가 바로 교류발전의 원리입니다. 교류 발전의 원리를 이용해 원하는 영역대의
전파를 만들 수 있게 된 인류는 다양한 영역의 전파를 이용해, 원하는 정보를 공간상으로 날려보내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공간 상에 무수히 존재하는 전자파 중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담긴 전자파를 어떻게 선택적으로 수신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안테나’입니다.

구분

1세대(1978)

2세대(1992)

3세대(2006)

4세대(2009)

5세대(2019)

집중

음성통화

음성 및
저속데이터(문자)

멀티미디어

고품질
멀티미디어

IoT, VR, AR
자율주행차 등

방식

아날로그

디지털

IMT-2000

LTE

IMT-2020

주파수 대역

200~900MHz

800MHz

2GHz

10z

28GHz

전송 속도

10Kbps

14.4Kbps

400Kbps~2Mbps

1Gbps

100Gbps

특징

이동통신의 시작

이동통신 대중화

영상통화,
인터넷 시작

스마트폰 대중화

초연결 사회

Q. 4G를 사용해도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왜 5G가 등장했나요?
A. VR(Virtual Reality;가상현실), AR(Agumented Reality;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에 핵심이 되는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통신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기존 통신기술은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때문에, 여러 산업
분야와 융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기술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순서) 안
 테나에서 여러 주파수의 전파를 모두 수신함 → 수신된 전파는 모두 교류 전원의 역할을 함 → 회로의
공진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전파만이 강한 전류를 흐르게 함 → 공진 주파수와 같은 전파의 정보만을
재생함

1) 전파는 일반적으로 3000GHz 이하의 주파수를 갖는 전자파로 규정한다. 주파수가 3000GHz를 넘어서면 원적외선 영역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전파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전파란 본질적으로 교류전원을 두 개의 마주보는 도체에 연결했을 때, 이 도체들 사이
[참고 자료] 영상 검색) 안테나는 어떻게 작동하나?(2019.8.28.) / 공학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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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흐르는 변위전류를 말한다. 이때 이 도체들을 안테나와 같이 배치하면 전파로서 공중을 진행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다.
※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s] (학문명백과 : 공학, 김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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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4G

5G

비고

최대 전송속도

1Gbps(2분 25초)

20Gbps(7.2초)

FHD 영화(18G) 다운

이용자 체감 전송속도

10Mbps

100Mbps

4G 대비 10~100배

최대 주파수 효율

15bps/Hz

30bps/Hz

-

고속 이동성

350Km/h(최대)

500Km/h(최대)

전송지연

10ms
(Radio Interface)

1ms
(Radio Interface)

고속철도(하이퍼루프 등)에서
끊김 없이 제공
사람 감각인지 허용 시간
(시각 10ms, 청각 100ms)

최대 기기 연결 수

10만 개/Km2

100만 개/Km2

4G 대비 10배 기기수용

면적당 데이터 처리용량

0.1Mbps/m2

10Mbps/m2

4G 대비 100배 처리용량

에너지 효율

-

4G 대비 100배

도로 위를 움직이는 자동차의 속도를 보통 시간당 100km로 가정하면 LTE의 지연시간은 초당 27m를 이동하는
속도가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LTE망과 연동되어 있다면 LTE 통신 지연시간이 0.03초에서 0.05초라서 물체를
발견하고 인지, 그리고 멈추는데 0.81m에서 1.35m를 더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TE망을 자율주행
자동차와 연동시키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 물체 정보 수신 시,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는 거리는 추가로 1m 늘어납니다.
이 자동차 앞에 사람이 서 있다면 1m의 거리는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거리가 될 것입니다.

4. 생각 펼치기

창의 설계

5G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입니다.
5G를 활용하여 오지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설계해봅시다.

참고 영상) 평창오지마을에서 세계 최초로 5G 마을로 변신(2018.2.22.) / KTV
참고 기사) KT경제연, 대한민국 산업을 바꿀 41가지 ‘5G 사용법’...5G 가이드북 발간(2019.4.1.) / 인공지능신문
- VR, 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또는 팩토리
- 드론과 융합, 재난 현장의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적시성 있는 상황 판단 및 처치
- 스포츠(야구) 분야와 융합, 자신이 보고 싶은 관람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로 시청 가능
- 건설, 작업 현장의 무수히 많은 감시카메라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위급상황 발견, 즉각적인 조치 가능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동시에 하이퍼루프와 같은 초고속열차(500Km/h)에서도 통신이
가능
- 우주관제센터에서 지구를 실시간으로 관측, 대기환경 정보를 바로 바로 공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 우리 모둠이 정의 내린 문제는?
· 이를 해결하기 위해 5G와 융합한 시스템(서비스)는?
· 위 서비스의 이름과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 아래 마을 그림에 위 기술을 표현해 본다면?

Q. 5G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A. 10배 이상 빨라진 데이터 응답 속도, 다양한 기기들을 연결
특징

의미

초광대역
(초고속)

- 최고 속도 20Gbps
- 신호가 낮은 지역(Edge)도
100Mbps 유지

고신뢰,
초저지연

- 지연 속도 1000분의 1초에 불과
- 에러율, 높은 안정성

대량연결
(초연결)

- 1Km2면적에 100만대 연결
- 높은 에너지 효율

융합 가능 분야
- VR, AR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또는 팩토리
- 드론과 융합, 재난 현장의 실시간 상황 공유를 통한 적시성 있는 상황
판단 및 처치
- 스포츠(야구) 분야와 융합, 자신이 보고 싶은 관람 위치에서 다양한
각도로 시청 가능
- 건설, 작업 현장의 무수히 많은 감시카메라와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위급상황 발견, 즉각적인 조치 가능
-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동시에 하이퍼루프와 같은
초고속열차(500Km/h)에서도 통신이 가능
- 우주관제센터에서 지구를 실시간으로 관측, 대기환경 정보를 바로 바로
공유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

Q. 5G 기술의 한계, 숙제는 무엇인가요?
A. 우선, 다양한 장치, 기기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안전성 즉, 보안이 중요합니다. PC와 같은 클라이언트,

[출처: http://www.yessong.co.kr/shop/index.php?doc=program/doc.php&do_id=9]

네트워크, 서버 등 물리적 장치에서부터 데이터 등 정보보안, OT, IoT 등 융합 보안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또한,
5G가 사용하는 고주파 대역은 LTE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가 직진하는 경향이 강해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고 커버리지(통신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물을 피하면서 해당 단말에 국한해

[활동 안내] 전
 지, 도화지, 이젤패드 등 포스터 발표 자료 형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도하되, 반드시 어떤 과학기술이 5G 기반으로
융합되었는지 드러나도록 안내한다.

전파를 발송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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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학생 활동 예시

3차시 (3/3)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5G+STEAM
과목

사회, 과학, 기술

수업차시

단원

더불어 사는 세계, 과학과 인류문명, 통신기술 시스템

3/3

교육과정

[9사(지리)12-03] 지역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하고,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9과24-02] 과학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방안을 고안하고 그 유용성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9기가04-18]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학습목표

1. 5G 기반으로 달라질 미래 사회의 모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2.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과학기술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5분)

Co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발달의 필요성 공감하기
tip 수업 정리 단계에서 본 질문에 대해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학생들이 빠른 사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만 설명한다.

학습활동
(30분)

집단 지성을 통해 아이디어 개선하기
· 아이디어 테스트
1) 팀별 포스터 발표자료에 대해 ‘현장 적합성, 실현 가능성’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최종 점검하기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아이디어 품평회
1) 포스터 PT를 통해 최우수 아이디어 선정
2) 팀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환하는 전체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
개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5G+STEAM
1) 5G 기반 가까운 미래 사회 변화 예측 마인드맵 그리기
2) 융합수업을 통해 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과학기술의 유용성
성찰하기

PPT
워크북

CD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마무리
(10분)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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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과학기술 발달의 중요성
· 우리는 왜 사람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는 능력은 왜 중요할까?
ET

PPT
워크북
발표 포스터
투표 스티커

PPT
워크북

2차시와 3차시를 연계하여 5G 기술을 탐구하고 3차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개념을 정리한 뒤, 마을 설계와
품평회를 함께 수업으로 재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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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생각 열기(공감하기)

3

차시

편리함을 넘어 더 가치있는 5G+STEAM

1. 들어가기 (문제 이해하기)

우리 모둠의 아이디어를 신문 기사로 만들어 본다면?
기사 제목은?
- 오지 마을에 5G를 통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핵심이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

인공지능(기계), VR, 드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여러 산업 분야의 발전 속도와 범위는 기존의
인류가 경험했던 것보다 매우 빠르고 넓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융합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이너마이터와

기사 내용은?
- 아이디어 이름, 내용, 특징이 담기도록 간단하게 작성합니다.

같은 폭약을 광부의 손에 들고 있느냐,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예측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연대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5G는 여러 산업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우리 인류 문명을 더욱 풍요롭고 가치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5G로 꽃피는 오지마을 아이디어! 품평회를 준비해봅시다.
영상을 본 후, 다음 질문에 느낀 점을 작성해봅시다.
영상)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2018.12.28.) / 스브스뉴스
Q. 모둠에서 정의 내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Q.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G를 어떻게 활용했나요?

팀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글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1) 아이디어의 내용과 특징을 명료하게 표현하기
2) 아이디어의 현실 적합성, 실현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세요.
1.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아래의 표를 채워봅니다.
- 아이디어명은 모둠에서 말한 시스템(서비스)명을 적습니다. 예) 5G로 예술이 꽃피다!
- 주요 내용은 인상 깊은 특징, 주목할 만한 점을 적습니다.
- 별점은 모둠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오지 마을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나의 생각(의견)은, 모둠의 아이디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모둠의 아이디어에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모둠에게 질문 또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아이디어 명

주요 내용

별점

나의 생각(의견)?

☆☆☆☆☆
☆☆☆☆☆

Q. 위 서비스를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나요?
2. 우수 아이디어 선정하기

- 개인별로 스티커 2개씩을 부여한 후, 우수 아이디어로 뽑을 수 있는 작품에 각각 한 개씩 붙임
Q. 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까요?

- 동료평가의 결과로 반영 가능

[활동 안내] 두 가지 활동 중 학생들이 서로의 결과를 더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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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학
 생 활동 예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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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활동 예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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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 생각 펼치기

영상을 보고, 5G로 달라질 미래 사회 모습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볼까요?
영상) Microsoft’s Vision For The World Of Technology In 2020(2016.7.30.) / Futurism

4.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STEAM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따뜻한 발명품!
영상) 한국이 만든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워치(2018.12.28.) / 스브스뉴스

영상을 본 후, 다음 질문에 느낀 점을 작성해봅시다.
1. 어떤 장애를 겪고 있나요?
2. 일상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을까요?
3. 어떤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나요?
4. 과학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때, 더욱 의미 있을까요?

생각 나눔

다음의 질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질문 1) ‘닷 워치’와 같은 제품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있는 제품일까요?
(예상 답변) 닷 워치는 시각장애인 역시 사람으로서 보통의, 일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만든 제품입니다.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그것을
[활동 안내] 5G 기반으로 가까운 미래 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특히 가정, 학교, 일터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 모습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상상하도록 지도한다. 또한, 제시된 영역 외에 다양한 영역에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필요 시, 새로운 종이
에 따로 그리거나 본 마인드 맵 그리기 활동을 3차시 주된 활동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의미있고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2) 이번 과정을 통해 배운 내용과 느낀 점을 작성해보세요.
(예상 답변) 오지 마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G 이동통신을 여러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합하는 과정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머리에서 머무는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지식이 중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3) 과학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해야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예상 답변) 보다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은 발전해야 합니다. 누구가 사용하든 그것이 결국은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대의 권리’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통해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인프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참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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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수업자료 PPT

40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_ 43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44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_ 45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46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_ 47

차시대체형 첨단기술 STEAM 교사용 교재

4.왜, 위와 같은 서비스를 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할까요?

48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5G로 꽃피는 오지 마을 _ 49

50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