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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시

5G는
쉽게 오지 않아!

오! 기가 막힌 5G World

1. 들어가기 (상황 인식하기)
할아버지 할머니네 체험학습을 간 나! 얼마 전 5G로 개통한 휴대
폰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벗어나 할아버지 댁에 다가갈 수 록 5G
가 잡히지 않은 상황을 발견. 5G는 무조건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 20배 빠르다던데!! 폰이 문제인가? 통신사가 문제인가? 5G
개통 이후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것 같은 통신망이 안 된다. 또 뭔
가 짠! 하고 모든 게 바뀔 것만 같은데 지금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5G는 무슨 기술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
빠도 모르고 쓰는 5G,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

5G 기술? 그게 도대체 뭐야?
각자 생각하는 5G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 줄로 적어봅시다.

5G와 관련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5G vs 4G 비교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는지 적어봅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S3Vgr6KtDA
※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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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노트
■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 학교 주변의 기지국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양일까요?

통신망의 넓이. 커버리지!

통신기술은 왜 이해하기가 힘들까요?

포
 털사이트를 통해 우리 학교 주변의 기지국 위치와 사진을 확인해 봅시다.
또, 통신사 커버리지맵 사이트 5G/4G 커버리지 비교해 봅시다.

커버리지란?
커버리지는 IT용어로 통신이 가능한 구역(Coverage area)을 말하는데요. ‘전기통신사업법(제 56조 2항)’이 개정
되면서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과 제공방식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
답니다.

커버리지 맵?
커버리지 맵은 무선인터넷(5G, LTE, 3G, WiFi)과 유선인터넷의 이용가능 지역, 제공방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을 가로/세로 75m*75m 면적 단위로 구분해 지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2016년 7월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커버리지 맵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통신사의 시설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 가능 지역을 표기
한 것이라 망운용 상태, 지형, 단말기 환경 등에 영향을 받아 맵에 표시된 정보와 이용자의 체감 속도가 차이가 날
※ 참고: 이동통신무선국 전자파 강도측정 포털(www.emftest.or.kr) / 통신사 커버리지맵 사이트 5G/4G 커버리지 비교

■

우
 리 학교 주변의 기지국 위치 중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장소는 어느 곳 인가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무엇
인가요?

수 있다고 해요.

뭣에 쓰는디?
내가 사는 곳은 전화가 잘 걸릴까? WiFi는 어디에? 커버리지 맵을 확인해보면, 자신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의 통신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통신사 상품(요금제)이나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할 때 보다 합
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답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ezpbill/221023464666

■

4
 G와 5G의 커버리지 넓이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5
 G 기술을 구현하기 힘든 이유에 대해 추측해 적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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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황으로부터 공감하기

3. 쌤이 들려주는 STEAM 이야기

전자파! 넌 어디에 있니?

전파란 무엇이지?

코히러 검파기를 실험영상을 시청하여 전파를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

전파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만져 볼 수도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잠깐! 코히러 검파기란? 19세기 중엽 과학자들은 당시까지 발견된 법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발견하였

마치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없지만 누구나 존재를 인정하는 공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라이덴병에 모아두었던 전기를 방전시키면 60m나 떨어진 곳에 있는 나침반의 바늘이 움직이는 것을 찾아

전파(電波)는 단어 그대로 전기의 물결(파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자파 중 적외선 이상의 파장을 갖는 것”이라

내었고, 에디슨은 모스 식 전신기의 키를 두드리면 불꽃이 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1842년 미국의 헨리는

고 표현합니다. 전파법 제2조에서는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

불꽃 방전에 의해 진동하는 전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전파’는 3,000GHz 이하 주파수를 갖는 전자파로 정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파동입니다. 전극사이에 방전이 생기면 이 전기장에 의해 전류와 직각방향으로 동심원모양의

하고 있습니다.

자기장이 생깁니다. 만일 전류가 교류라면 이 자기장이 변하면서 새로운 전류를 발생시키는데, 이 전류는 실제 흐
르는 것이 아니어서 맥스웰은 이것을 ‘대체전류’라고 하였습니다. 이 대체전류는 다시 자기장을 만들며 전기장과 자

전
 파의 정의

■

기장의 연속적인 사슬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전자기파입니다. 이 전자기파를 검출하는 장치가 검파기이며, 코히

전
 파의 분류
전파는 일반적으로 주파수 또는 파장으로 분류하며, 대역별로 무선통신에 이용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러는 초기의 검파기 였습니다.

전자파 :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을 포괄하는 개념
전파 :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3,000 ㎓ 이하 주파수 범위
주파수 :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oscillation)과 같은 주기적 현상이 단위 시간(1초) 동안에 반복되는 횟수. 단위
는 헤르츠(㎐)를 사용
■

https://www.youtube.com/watch?v=aclIEsHQnUA
※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빛
 과 전파 그리고 음파
빛 : 파장이 약 1nm에서 약 1mm 사이의 것을 빛이라고 부릅니다. 자외선부터 적외선까지의 파장 영역을 말하
며, 좁은 뜻으로는 가시 영역만을 빛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파 : 전파는 기본적으로 빛과 같습니다. 전파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빛은 발광체로 존재했을 때와 반사에 의해

■

조
 사한 내용을 정리해봅시다.

나타났을 때 색과 밝기는 볼 수 있으나 공간에 떠돌 때는 볼 수 없습니다. 즉, 공간에서의 빛과 전파는 같다

실험에서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파의 속도와 빛의 속도는 같습니다. 한가지 다른 점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주
파수 또한 다릅니다. 신호를 보내는 것에 있어 특정 주파수의 전파가 쉽고, 받아들이는 특성 또한 특정 주

실험상황에서 송신기와 수신기 사이에 장애물이 있을 때 전파가 이동하는 과정을 스케치로 표현해 봅시다.

파수의 전파가 쉽기떄문에 신호의 송수신에는 전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음파 : 사람의 목소리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음파＂라고 하는데, 음파는 공기의 파동으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귀로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파는 보이지도 귀로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전파는 진공상
태에서도 잘 전달되어 전화가 걸리지만 소리는 전달되지 못합니다.
[주파수 종합정보 시스템 ‘전파 누리’ 웹사이트 설명 참고: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Define.o?menuNo=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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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의 성질

4. 생각 펼치기

전파의 직진성 : 전파는 빛과 같이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최단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언플러그드 활동을 통해 5G 기술에 숨겨져 있는 원리를 탐구하자!

전파의 회절성 : 전파는 빛과 마찬가지로 산, 건물 등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전파의 일부가 휘어져 수신되
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파의 ‘회절’이라고 합니다.

휴대폰 역할을 하는 학생이 책상 밑에 앉아 벨소리를 울리면 5G 기지국의

전파의 반사성 : 거울을 통해 빛이 반사하듯이 전파도 금속판이나 건물, 지면 등에 부딪치면서 반사합니다.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손전등을 이용하여 벨이 울리는 학생을 비춘다. 휴

전파의 굴절성 : 빛은 다른 물체에 투과할 때 본래의 방향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며 속도로 달라집니다.

대폰 역할을 하는 학생 또한 기지국 중 가장 먼저 자기에게 비춘 기지국에

우리가 어항 속의 물고기를 들여다 볼 때 물고기가 커 보이거나 휘어져 보이는 것은 빛의 굴절

손전등을 비춰준다. 휴대폰 역할을 하는 학생이 앉아서 이동하면서(바퀴

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파도 공중에서 땅이나 바다 속으로 투과할 때 굴절현상이 나

의자 활용) 기존 기지국과의 연결이 끊기면 다른 기지국에 연결을 하여 교

타납니다.

실을 한 바퀴 다 돌도록 한다. 손전등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전파의 간접성 : 전파의 간섭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면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간섭현상을 알아봅시다.

손전등 개수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여부, 손전등의 높이가 높은지 낮은

연못에 돌멩이 두 개를 던지면 두 개의 동심원이 퍼져나갑니다. 이때 물결의 파동이 한쪽의 물결

지 여부에 따라 신호를 주고받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본다.

과 다른 쪽의 물결이 서로 합쳐지면서 물결의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섭을 일으켜 서로

참고영상 : 5G 핵심기술

영향을 미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g-X6bCcvuI
※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pectrummap.kr/radioInfo/radioTransmit.do?menuNo=10103#rndCont1
■

기지국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1) 기지국이 휴대폰과 전파를 송수신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2) 기지국의 위치(장애물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전파 송수신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3) 기지국의 종류(4G, 5G)에 따라 전파 송수신 과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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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발견

5G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5G 핵심기술 4가지!!!

■

5
 G와 4G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판넬을 제작하고 전시해봅시다.
제목 :

밀리미터파(millimeter wave)

모둠이름 :

스마트폰과 전자 디바이스는 현재까지는 3KHz~3GHz의 매우 좁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갈수
록 더 많은 모바일 장치가 이 대역을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전송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연결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지금까지는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지 않던 6GHz 이하의 주파수대나 30GHz~300GHz
사이의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들 주파수대에서 IoT 를 위한 충분한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
지만, 밀리미터파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석재 건물 벽체를 통과하지 못하며, 나무나 강우에 의해 흡수될 수
있습니다.
스몰셀 네트워크 (Small cell network)
밀리미터파 주파수로 데이터 전송의 사각지대를 피하기 위해서 가입자와 가까운 곳에 다수의 소형 전송 기지국을
설치해야 합니다. 스몰셀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전송가능구역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네트워
크를 확장하면 사용자에게 더 근접할 수 있으며 전송 전력은 낮출 수 있습니다. 기지국 간격이 짧으므로 이동하더
라도 휴대폰이 그 다음 기지국으로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용량 MIMO (Massive MIMO)
전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MIMO(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기술은 다수의 송신 및 수신 안테나를 사용해
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으로써 수신 신호를 향상시키고, 거리를 늘리고, 전반적인 데이터 처리
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LTE가 최대 8개의 안테나를 결합하는 것에 비해서, 밀리미터파는 송수신 기지국에 수백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5G는 훨씬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대용량 MIMO라고 알려진 최적화된
다중 안테나 기술은 휴대폰 접속 용량을 몇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용량 MIMO는 밀리미터파의 장점
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빔포밍(beamforming)을 사용해서 신호들에 집중하고 안
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빔포밍(beamforming)
기존 안테나를 사용하면 신호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방사됩니다. 그리하여 신호가 다른 전송 신호와 겹치게
되면 신호 전송이 심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대용량 MIMO 다중 안테나 기술에 빔포밍을 결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동일 신호를 시간차를 두고 전송함으로써, 기지국이 휴대폰을
향해서 신호를 집중시키고 그에 맞게 전송 전력을 조정할 수 있으며 빔포밍(beamforming)을 형성합니다. 빔포
밍을 활용한 기지국은 각기 신호들을 각기 다른 방향의 각기 다른 수신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커
버리지를 늘리고, 더욱 안정적인 연결과 더 높은 전송 속도를 달성하고, 원치 않는 무선 간섭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문제부분에 형광펜 또는 색깔펜을 그어봅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네 체험학습을 간 나! 얼마 전 5G로 개통한 휴대폰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벗어나 할아버지 댁에
다가갈 수 록 5G가 잡히지 않은 상황을 발견. 5G는 무조건 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 20배 빠르다던데!! 폰이
문제인가? 통신사가 문제인가? 5G 개통 이후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것 같은 통신망이 안 된다. 또 뭔가 짠! 하
고 모든 게 바뀔 것만 같은데 지금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5G는 무슨 기술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도,
엄마, 아빠도 모르고 쓰는 5G, 어떻게 쉽게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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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2

차시

상상노트

5G 기지국 설계하기

디오라마와 스트링아트

영상을 참고하여, ☆, ♡ 등 도형 테두리에 점을 찍고 간단한 스트링아트를 표현해보자.

♥

1. 들어가기 (문제 이해하기)

♥

미션! 기지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마을주민들을 연결할 스트링 아트 디오라마 작품을 설계하여 누구나 5G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5G기술이 무엇인지 쉽고 재미있게 표현해보자!

♥
♥

♥

♥
♥

♥

♥

♥
♥

- 기지국이 주파수를 쏘는 부분을 4G와 5G 기지국 특성에 맞게 표시해주세요.
- 휴대폰을 들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침핀으로 자유롭게 표시해주세요.
- 도로 및 인도에 있는 마을주민(침핀)들은 4G기지국 및 5G기지국을 활용하여 수신(4G는 비닐로 덮고, 5G는 실
로 연결)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4G 기지국 1개, 5G 기지국 1개, 스몰셀 1개 설치해 주세요! 혹시나 시

♥

♥
♥

♥
♥

간이 된다면 더 설치해도 좋습니다!)
4G 기지국

5G 기지국

스몰셀(5G)

침핀 연결
(‘빔포밍 기술’ 표현)

범위로 묶어서 연결

안테나와 1:1 개별연결

안테나와 1:1 개별연결

기지국 안테나 수
(‘다중 MIMO 기술’ 표현)

1개

9개

4개

침핀가 기지국 사이에 장애물
있을 때
(‘mmWave’ 표현)

비닐을 꺾어서
덮을 수 있음.

실을 꺾지 못함.

실을 꺾지 못함.

※ 5G 기지국은 장애물이 중간에 있을 때 실을 꺾을 수 없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스몰셀을 두어 침핀과 연결하도록
하고, 스몰셀 당 안테나는 4개씩 편성해주세요.

※ 위 참고용 사진에는 4G 기지국 3개, 5G 기지국 3개, 스몰셀 1개로 표현되었습니다. 1개씩만 표현하고 시간이 남는다면 더
설치해주세요!
- 연결된 모습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도록 다양한 색의 실을 활용하고, 연결 형태도 창의적으로 설계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51EirK1EH9s
※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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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왼쪽 하트 그리는 과정>

2. 생각 열기(공감하기)

5. (1, 49), (60, 48), (59, 47), …, (47, 35)를 연결한다. (선 15개)
- 규칙을 찾아 연결해야할 점의 번호를 채우세요!

5G기술이 적용된 재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해봅시다.

1

60

59

58

57

49

48

47

46

45

56

55

54

53

52

51

50

49

48

47

36

35

6. (46, 33), (45, 31), (44, 29), …, (33, 7)을 연결한다. (선 14개)
- 규칙을 찾아 연결해야할 점의 번호를 채우세요!
46

45

44

43

42

33

31

29

27

25

41

40

39

38

37

36

35

34

33

9

7

7. (32, 4)를 연결한다. (선 1개)

출처 : https://m.blog.naver.com/PostView.
nhn?blogId=hyoon_912&logNo=220364935185&categoryNo=6&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kr%2F

<오른쪽 하트 그리는 과정>
1. (1, 31)을 연결한다.
2. (1, 13), (2, 14), (3, 15), …, (15, 27)을 연결한다. (선 15개)
- 규칙을 찾아 연결해야할 점의 번호를 채우세요!
1

2

3

4

5

13

14

15

16

17

6

7

8

9

10

11

12

13

14

15

26

27

3. (16, 29), (17, 31), (18, 33), … , (29, 55)를 연결한다. (선 14개)
- 규칙을 찾아 연결해야할 점의 번호를 채우세요!
16

17

18

19

20

29

31

33

35

37

21

22

23

24

25

26

27

28

29

53

55

4. (30, 58)을 연결한다. (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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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3. 생각 펼치기

창의 설계 성과-노력 행렬법으로 우수한 아이디어 결정하기

■

활
 동과정을 알아봅시다.

[1. 설계안 작성하기]

‣ 출력해 온 마을 지도를 아래에 잘라 붙이고 4G, 5G기지국 및 Small Cell 위치를 선정해 보세요.
‣ 아이디어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 및 그림으로 나타내보세요. 예상한 스트링 아트 디오라마 작품 최종 모습을
그려주세요. 다음 페이지의 활동과정을 참고하여 주세요.
‣ 주어지는 재료를 확인하고 사이즈를 정해보세요.(재료는 3차시 시작부분 참고해주세요.)
‣ 주어진 바닥판 재료에 도면을 옮겨 그려주세요! 그리고 재활용품(플라스틱병, 뚜껑, 깡통 등)을 활용하여 건물을
올려주세요!
※ 설계 팁
1. LTE마을과 5G마을을 구분하여 주세요.(위 아래, 왼쪽 오른쪽, 대각선 위아래 등 하고 싶은 대로 나누어요.)

⇩

1. L
 TE기지국의 특성(일정 범위로 쏘아 연결한다)과 5G 기지국의 특성(빔포밍 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연결한다)이 잘 드러나게
표현해요.

[2. 바닥판 재료에 도면 옮겨 그리기]

⇩
[3. 건물 올리기]
※ 건물을 글루건을 활용하여 바닥판에 고정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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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스몰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해봅시다.

3

차시

5G 기지국 네트워크 모델링

‣ 앞으로 5G 기지국은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변 곳곳에 설치될 Small Cell이 최대
한 자연스럽고, 아름답고, 실용적으로 활용되도록 아이디어를 표현해 보세요.
‣ 아이디어 결과를 바탕으로 도면 및 그림으로 표현해주세요.

1. 들어가기 (문제 이해하기)
다양한 재료로 5G 기지국 네트워크를 만들어 봅시다!

작품명 :

[윗모습]

[전체모습]
• 재료 : 침핀, 실(털실, 지끈 등), MDF 바닥판, 우드락, 비닐, 각종 재활용품(나무토막, 나무젓가락, 나사, 깡통,
요구르트병, 뚜껑, 플라스틱 등등)
• 도구 : 글루건, 나무망치, 롱노우즈 펜치, 채색도구, 보드마카, 사포, 실톱, 칼, 가위

※ 제작 팁
[앞모습]

[옆모습]

1. 건물모양은 재활용품 활용, 기지국의 모양은 핀, 우드락, 나사, 나무젓가락 등으로 표현해주세요.

2. 4G기지국은 안테나가 1개( 𐄙 ), 5G 기지국은 안테나가 9개( 𐄡 ), 스몰셀은 안테나가 4개( 𐄜 )인 점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해주세요.
3. 휴대폰(침핀)과 기지국을 연결할 때 기지국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침핀을 구부려주면 좋아요.
4. 채색도구와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진짜 마을처럼 표현해 주어요.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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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제작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봅시다!(선생님 설명에 귀 쫑긋!)
1. 다치기 쉬운 작업은 어떤 것이 있고, 안 다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생각 열기(공감하기)
참고할만한 제작과정을 보여주세요!

2.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한 꿀팁은 무엇인가요?

1. 4G 기지국 주변에 비닐을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잘라 주변을
덮고 침핀으로 고정한다.

2. 나무젓가락을 활용하여 5G 기지국을 세우고 우드락과 핀을
사용하여 안테나를 표현한다.

3. 안테나에서 실을 두 번 매듭짓고 시작한다. 침핀을 안테나의
반대쪽으로 구부려서 실이 걸리도록 하여 팽팽하게 당겨지게
하며 연결해 나간다.

4. 이런 식으로 구부려서 실과 연결하여 바닥판에 나무망치를
활용하여 박는다.

5. 스몰셀도 5G기지국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지만, 안테나를
4개만 설치하고, 별도의 실을 1개 활용하여 5G 기지국과
연결선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6. 1차시에서 제작한 판넬을 연결해주고, 추가 채색 및 디테일을
살려주면 완성!

3. 도구들의 올바른 사용법은 무엇인가요?
- 글루건 :
- 나무망치 :
- 롱노우즈 펜치 :
- 채색도구, 보드마카 :
- 사포 :
- 실톱, 칼, 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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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학생용)

3. 생각 펼치기

4

차시

5G 시연회

모델링 결과 중간 발표하기
■

1. 들어가기 (문제 이해하기)

간단한 제작 내용과 결과물을 1분 발표해봅시다.

제작 내용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술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이에 따라 제대로 또 올바

결과물 스케치

르게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회가 기술
을 잘 못 받아들여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통신망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면서 개인사생

• 우리 작품에 4G기지국과 5G기지국, 스몰셀을 설치한 방법

활 침해가 발생하거나, 범죄에 활용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제조회사의 홍보만 믿었다가 오히려 본인에게 맞
지 않거나 건강을 해치는 제품을 구입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반대로 잘못된 정보로 제품에 의해 무조건 피해
를 보았다고 과하게 해석하여 회사와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 우리 팀만이 사용한 독창적인 스트링아트 디오라마 표현법

5G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5G 기술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하지
만, 앞서 살펴봤듯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알기는 쉽지 않은 법! 5G를 배운 우리가 나서서 제대로 알려주자!

■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 발표 후 모둠별로 돌아가며 장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영상을 본 후, 다음 질문에 느낀 점을 작성해봅시다.

-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나의 생각 및 의견을 적습니다.
- 최종 발표 시 4G와 5G 원리를 얼마나 잘 표현하였는지, 스트링아트 디오라마 표현 기법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등을

1.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기준으로 평가가 됩니다. 도움 될 내용을 적어 주세요.
모둠이름

장점

보완할 점

나의 생각(의견)?

2. 내가 같은 일을 겪는다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3.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나요?

4. 과학기술은 어떻게 활용될 때, 더욱 의미가 있을까요?

https://youtu.be/HkQNXO88hcM
※ QR 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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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각 열기(공감하기)

생각 나눔

3. 생각 펼치기(공유하기) - 시연회!
여러분이 제작한 4G기지국-휴대폰과 5G기지국-휴대폰의 함수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기지국안테나(Y축)와 휴대폰(X축)에 각각 문자와 번호를 매겨 연결 관계를 표로 정리해 봅시다.
휴대폰 : X1, X2, X3... 기지국 안테나 : Y1, Y2, Y3...
4G 기지국(안테나 1개)–휴대폰(9개) 함수관계
Y1
X1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듣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세요.

5G 기지국(안테나 9개)–휴대폰(9개) 함수관계

○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아래의 표를 채워봅니다.

Y1

- 평가 내용은 A, B, C로 적습니다.

X1

- 나의 생각(의견)은, 모둠의 아이디어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모둠의 아이디어
에 궁금한 내용을 작성하여 모둠에게 질문 또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해 봅시다!
4G 기지국-휴대폰 그래프

평가 내용(A, B, C로 나타내 주세요)

Y9
Y8

모둠이름

Y7
Y6
Y5

판넬의 4G/5G
설명이 잘 이해가
되었나요?

작품에 4G, 5G,
스몰셀 기지국이
각각 특징에
맞게 설치가 잘
되었나요?

작품 표현
방법이 완성도가
높은가요?

작품 제작과정
및 표현과정에
팀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나요?

나의 생각(의견)?

Y4
Y3
Y2
Y1
X1

X2

X3

X4

X5

X6

X7

X8

X9

X2

X3

X4

X5

X6

X7

X8

X9

5G 기지국-휴대폰 그래프
Y9
Y8
Y7
Y6
Y5
Y4
Y3
Y2
Y1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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