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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요약

프로그램 요약

5G 통신,
우리가 연결한다!

주제명
차시

디자인싱킹

5G통신, 우리가 연결한다.
소주제

주요 내용
도 입

1

공감
/
문제 정의

5G 통신장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2

3

도 입
전파의 굴절을
이용한
문제 해결

5G 이동통신 사용자의 불편한 점 알아보기
· 문제 발생 원인과 의문점 도출
?

학 습 · 공급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페르소나 만들기
활 동 · 5G 전파의 특성으로 나타난 진짜 문제 정의하기
마무리

아이디어
/
프로토타입
/
테스트
/
피드백

관련 교과

!

작성한 페르소나 및 정의한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 발표하기

?

 전파의 수중 통과 여부에 대한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전파의 굴절,
반사, 흡수에 대한 개념 익히기

· 굴절 실험 장치로 빛의 굴절 규칙성 찾기
학 습
· 빛의 입사각, 굴절각, 전반사 현상, 스넬의 법칙 탐구하기
활 동
· 문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지국 전파 전달 범위를 평면도에 표현하기
마무리

!

도 입

?

기술

물리학
Ⅰ

문제 해결 과정 및 산출물 발표하기

육지에서 물로 뛰었을 때 최소 경로 찾기
아이디어
/
프로토타입 전파 이동의 최소
· 페르마 포인트의 원리와 실생활 적용 사례 탐구하기
학 습
/
거리를 이용한
· 합성함수 미분을 통해 스넬의 법칙 증명하기
활 동
테스트
문제 해결
· 전파의 최소 경로를 찾기 위한 중계기 위치 추론하기
/
피드백
마무리 ! 정의한 문제와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학습 요소 발표하기

미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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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1

3

주제 개요

STEAM 과목 및 학습 준거

STEAM 과목 요소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송
하고 모든 사물이 온라인 상에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 받으며 지연 시간의 최소화로 실시간 반응이 가능하다는 점

교과별
영역

에서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러한 미래 모습을 당장 기대하기에는 어려움

2015 개정 교육과정
학년군

영역

성취 기준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12기가04-07] 첨단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이 있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주파수 영역을 사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화에 맞는 인프라 확충이 무엇보다 절
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말하는 5G 이동통신의 청사진을 현실에서 당장 보기 어려운 것인지 알 수 없다.

기술

1~3

기술시스템

물리학
Ⅰ

1~3

파동

미적분

1~3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공급자의 입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디자인씽킹의 ‘공감’과정에서 시작하여 공급자 입장을 헤아려보고 진정한 문제를 찾아
서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없
지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물리학Ⅰ의 파동과 정보통신, 미적분의 합성함수 미분, 디자인씽킹에 의

[12물리Ⅰ03-02]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한 창의공학설계 과정이 실제 실생활 속 첨단 과학기술의 문제해결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경험해봄으로써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실생활 적용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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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

[12미적02-07] 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STEAM 학습 준거

학습 목표

단계

STEAM 학습 준거
5G망에 필요한 광중계기지국, 무선주파수(RF)중계기, 스몰셀(small-cell)기지국이 부족하다는 뉴스 영상을
통해 사용자의 불편함을 알고 초고주파의 특성을 파악한다.
■
전파가 수중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전파의 굴절, 반사, 흡수에 대한 개념을 익힌다.
■
육지에서 물로 걸어 갈 때 최소 시간 경로를 찾고 그 이유를 발표한다.
■

고등학생을 위한 ‘5G 통신, 우리가 연결한다.’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

학습 목표
■

디자인 씽킹 과정을 통해서 공학적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상황제시
관련차시
1

 G 통신 장애, 통신 지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공급자 입장을 공감해보고 가상 페르소나를 만들어본다.
5
5G 통신 장애, 통신 지연의 원인을 종합하여 중계기 위치, 반사되는 매질의 특성 등 전파의 특성에 따른 진짜
문제를 정의한다.
■
파동이 굴절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sin값의 비는 매질에서의 속력의 비와 같음을 이해하고 전반사의 발생
조건을 탐구한다.
■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을 적용하여 임계각 변경을 위한 중계기 위치 변경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결정한다.
■
전파의 굴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 5G 전파가 콘크리트 건물 안에 도달하는 위치를 찾아보고 음영구역을
분석한다.
■
페르마의 임계점의 정리 학습하고 미분을 통해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을 증명하여 이해한다.
■
기지국에서 받은 전파를 중계기에서 전달할 때 최소 시간 경로를 구하고 중계기 최소 설치를 위한 위치 선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결정한다.
■
■

내용 목표

과정 목표

■

파동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공학적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2

■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물리적 법칙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적용할 수 있다.

3

■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3

■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1~3

■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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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

모둠별 문제 해결 결과물을 발표하고 서로 다른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 비교한다.
모둠에서 결정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입으로 설계하여 실현 가능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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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계획

4
관련
교과

차시

5

차시별 수업 계획 총괄표
단원

소주제

학습 내용

5G 이동통신 사용자가 가진 불편한 점 이해하기
 5G 이동통신 가입자의 불편한 점을 찾고 문제 발생 원인과 의문점
도출하기
5G 통신장애, 무
CD 공급자 입장에서 기지국 설치의 제한점 이해하기
엇이 진짜 문제
 공급자를 대표하는 페르소나 만들기
인가?
 5G 전파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진짜 문제 정의하기
ET 작성한 페르소나 및 정의한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 발표하기

준비물

평가 계획

평가 내용 및 비율
방법

관찰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Co

1차시

기술

소통과
효율의
기술

비율(%)

2차시

파동과
정보
통신

워크북

전파가 수중에서 통과하기 어려운 이유 찾기
 전파의 굴절과 반사, 흡수에 대한 개념 익히기
PPT
CD 굴절 실험 장치로 빛의 굴절 규칙성 찾기
전파의 굴절을  실험장치에서 매질을 통과하는 빛의 속도 차이에 따른 입사각, 굴
워크북
이용한
절각, 전반사 현상, 스넬의 법칙 탐구하기
CD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 해결하기
문제 해결
굴절 실험
 문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지국 전파 전달 범위를 평면도에 표현
장치
하기
ET 문제 해결 과정 및 산출물 발표하기
육지에서 물로 걸어 갈 때 최소 시간 경로 찾기
PPT
 가장 효율적으로 육지 A지점에서 물 B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
찾아보기
워크북
CD 페르마 포인트의 원리 이해하기
 페르마 포인트의 실생활 적용 사례 조사하기
비눗방울
CD 합성함수 미분을 통한 스넬의 법칙 증명하기
CD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 해결하기
다각형
 전파의 최소 경로를 찾기 위한 중계기 위치 추론하기
교구
ET 문제 해결 과정 및 산출물 발표하기
Co

3차시

미적분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
용

전파 이동의
최소 거리를
이용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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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text 상황 제시,

CD

:C
 reative Design 창의적 설계, 주어진 상황에서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심미성을 발현하여 최적의 방안을

평가 영역 및 내용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개인적 의미를 발견하여 선순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모든 활동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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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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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트폴리오 평가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는가?
발표 자료를 충실히 제작하였는가?
■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하였는가?
■

기능 및 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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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 평가

의사 표현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하였는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개방적인 태도로 경청하였는가?
■ 민주적인 의사소통과정을 거쳤는가?

관찰평가

■

정의적 측면

■

의사소통

■

관찰 평가 점검표
평가 영역

평가내용

세부 점수

(개인) 모둠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는가?

5 4 3 2 1

(모둠) 모둠별로 잘 협력하며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였는가?

5 4 3 2 1

(개인)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는가?

5 4 3 2 1

(모둠) 모둠별 토의 과정이 원활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가?

5 4 3 2 1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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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내용
■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과정
ET

80

PPT

Co

물리학
Ⅰ

20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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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포트폴리오 평가
평가 영역
문제 분석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활동

최종 산출물

평가 내용

세부 점수

(개인) 인터뷰에 충실했는가?

10 8 6 4 2

(모둠) 인터뷰 결과를 가상의 페르소나로 정리하였는가?

10 8 6 4 2

(개인) 5G 초고주파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가?

10 8 6 4 2

(개인) 굴절의 원리를 이해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가?

10 8 6 4 2

(개인)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에 복합함수 미분법을 적용하여 최소 전파
전달 경로를 산출할 수 있는가?

10 8 6 4 2

(모둠)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을 활용하여 5G 전파의 음영지역과 중계기
위치 선정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10 8 6 4 2

(개인) 학습 내용과 문제 해결 과정을 활동지에 작성했는가?

10 8 6 4 2

(모둠) 탐구 내용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으로 실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10 8 6 4 2

6
1차시 (1/3)

5G 통신장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과목

기술·가정

단원

소통과 효율의 기술

과학

수학

기술

기재 상황 예시

파동, 주파수, 서로 다른 매질에서의 속력 차이 등의 물리적 기본 개념을 토대로 스넬의
법칙을 이해하여 문제 해결에 적용함.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다른 팀원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함.

탐구활동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충분히
달성한 경우

수업차시

1/3

교육과정

[12기가04-01]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량되거나 만들어진 제품을 통해, 최신 기술의 활용과 발전 방향을 예측하여
발표한다.
[12기가04-06]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첨단 기술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 방안을 토의하고
발표한다.
[12기가04-07] 첨단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학습목표

1. 5G 이동통신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공급자 입장에서의 페르소나를 표현할 수 있다.
2. 공감을 통해 문제를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차시별 교수학습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10분)

5G 이동통신 사용자가 가진 불편한 점 이해하기
 미디어 속에서 5G이동통신 가입자의 불편한 점을 찾고 문제 발생 원인
확인하기
 원인 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의문점 도출하기
tip 생소한 과학적, 기술적 용어가 등장하므로 학생들이 미디어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

학습활동
(35분)

CD 공급자 입장에서 기지국 설치의 제한점 이해하기
 활동지 자료를 활용하여 공급자 입장에서 기지국 설치의 어려움
공감하기
 공급자를 대표하는 페르소나 만들기
 Why-Why 기법과 문제 정의문으로 진정한 문제 정의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아야 할 과학적, 수학적 지식 생각해보기
tip 학생들이 5g 전파의 특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진짜 문제를 찾고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토의 활동을 통해 다음 과정과 연결지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Co

파동, 주파수, 서로 다른 매질에서의 굴절률 등에 대한 개념을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팀원들과의 끈질긴 토의를 통해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
적극적인 참여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성공적인 팀 수행에 도움을 줌.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스넬의 법칙을 합성함수의 미분 방법으로 정확히 증명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주어진
중계기 설치 위치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리적으로 제시함. 또한, 이해도가 다른 팀원과
함께 성취기준을 달성하고자 협력적 태도를 보임

탐구활동 과정에서
성취기준을 충분히
달성한 경우

합성함수의 미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기초 원리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성취기준을 달성함. 적극적인 수업 참여 자세로 팀 수행에 도움을 줌.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5G 이동통신에 대한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급자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특히, 자료 분석을 통해 5G
전파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모습을 보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와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를
적절하게 제안하고자 노력함.

공감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통찰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수업 전반부에 팀 내 의견충돌로 인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팀장의
중재와 충분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모둠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이내 찾아서 열중하는
모습을 보임.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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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ET

작성한 페르소나 및 정의한 문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학습 요소
발표하기

PPT
워크북

PPT
워크북

발표자료

전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정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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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시

뉴스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 5G 이동통신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자.
1) 가입자들은 어떤 점이 불편하다고 하나요?

5G 통신장애,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 출퇴근 시간에 5G 전파가 끊기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 도심지역에서도 5G 전파를 이용하기 어렵다.

1. 상황 인식하기

· 5G망 연결이 안될 때 LTE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있어서 지연시간이 길어진다.
· 건물 내부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연결이 잘 되지 않는다.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영화를 내려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이젠, 영
화를 내려받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디지털 콘텐츠의 영상 화질도 더욱 선명해면서 파일 용량도

2)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요?

점점 커지고 있어서 사람들은 이동통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증가하

· 기존 망보다 주파수 대역이 높아서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면서 5G 이동통신의 상용화도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동통신사들은 2019년 4월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5G 상용

· 기존 망보다 기지국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아직 수도권 밖에서는 기지국을 찾기 어렵다.

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치열한 마케팅 전쟁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도 많다. 5G 이동통신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학적으로 해결해야 하
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으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

■

뉴스 영상에서 제시한 내용 중 궁금한 점을 작성해보자.
· 왜 LTE 보다 5G가 빠른가?
· 왜 사람이 많은 곳이나 건물에서 전파가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는가?
· 왜 이동통신사들은 기지국을 더 많이 설치하지 않는가?

반쪽짜리 5G 이동통신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가입자를 배출한, 그리고 현재 5G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이지만 사
용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어떤 불만을 갖고 있을까?

2. 공감하기
5G 이동통신망의 완벽한 탄생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6월 이동통신 3사에게 5G 주파수
를 내주며 3.5기가헤르츠(GHz)대역 ‘망 기준 구축 수’를 15만 국으
로 제시했다. 광중계기지국·무선주파수(RF)중계기·스몰셀(smallcell)기지국처럼 개설 신고가 필요한 무선국 15만 곳이 전국에 깔
리는 게 ‘5G 이동통신 기준’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기준의
20%도 채 안되는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다. 당장 15만 국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그 기준은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 광고에 따라 5G 이동통신 준비가 다 된 것으로 받
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구축된 망과는 분명한 격차가 있다. 다
만, 공급자 입장에서 이 격차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LTE망(4G)을 설치할 때도 도입 초기에는 망 구축을 하면서 동시에

QR 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lB1kcnFv6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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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했으며 15만 국을 다 깔고 난 뒤 서비스하라고 한 적은 이
때까지 없었다고 말한다.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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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예상보다 빠르게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공급자들은 통신망 증설과 최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4G LTE 대

[참고 자료]

비 스무 배 빠른 속도` 등 5G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초기 접속 불안에 대한 실망도 컸기 때문이다. 현재 5G
페
 르소나를 통해 공감하기

망에 사용되는 주파수는 3.5㎓로, 기존 속도의 2배 정도인 `LTE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20배 빠른 주파수 대역은 몇

■

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동통신 3사는 빠르게 늘어나는 5G 가입자 수에 맞춰 더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하고 네트워

디자인 씽킹의 절차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통해 문제를 바라볼 때 직면한 문제보다는 그 이면에 숨은

크를 안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커버리지를 늘리는 것은 물론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일부 지

진짜 원인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를 경험하는 사용자를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하는 것,

역에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적화 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의식적으로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사용자가 겪고 있는 경험을 그대로 경험해보면서 공감한 내용을 작성하면 문제에

이동통신 서비스 공급자들은 왜 완벽한 기지국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것일까?

대한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다.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이 유용하다.

공급자들은 단순히 기지국 설치만으로 고객들이 5G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말한다. 5G 단
말기를 직접 가지고 다니면서 체크하고, 단순히 기지국 개수뿐 아니라 위치, 안테나의 방향, 출력 등이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페르소나
본래는 연극배우가 쓰는 탈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그것이 점차 인간 개인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출처
URL: https://newstapa.org/44114
URL: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355400/

철학용어로는 이성적인 본성(本性)을 가진 개별적 존재자를 가리키며, 인간·천사·신 등을 페르소나로 부른다.
마케팅적 의미로 페르소나는 어떤 제품 혹은 서비스를 사용할 만한 목표 인구 집단 안에 있는 다양한 사용자
유형들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이다. 페르소나는 어떤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장과 환경
그리고 사용자들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며 어떤 특정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전형적인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위해 실제 사용자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개성을 부여하여 만들어진다. 페르소나는
가상의 인물을 묘사하고 그 인물의 배경과 환경 등을 설명하는 문서로 꾸며지며 가상의 이름, 목표, 평소에 느끼는

■

위
 의 자료를 분석하여 5G 이동통신 공급자의 입장에 대한 대표 페르소나를 만들어보자.

불편함, 그 인물이 가지는 필요 욕구 등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페르소나 예시>

출처: 마이클 루릭 등(2018). 디자인씽킹 플레이북 p2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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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페
 르소나를 찾기 위해 관찰 및 인터뷰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할까?

3. 문제 정의하기

페르소나를 찾기 전 관찰, 인터뷰를 할 때 또는 페르소나를 종합하거나 정리할 때 AEIOU(아에이오우) 방법을

5G 전파에 대한 진짜 문제를 찾아보자.

사용하면 좀 더 체계적인 사용자의 정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잠재적 사용자의 ‘페르소나’를 검토할 수 있다.
AEIOU는 상황에 따라 관찰 대상에 따라 질문을 조정할 수 있다.

통신 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코어와 액세스로 구분하는데 교환기, 인증장비, 신호망, 전송망 등으로 구성된 코어
부분이 통신사 내부의 백본이라면 외부에서 소비자들이 쓰는 통신 신호를 먼저 받는 액세스는 기지국과 중계기를

활동
(Activities)

•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인가?
•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가?
• 이전과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뜻한다. 기지국이 가입자 트래픽을 처리하는 장비고 중계기는 신호 증폭을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고주파를 쓴다는
말은 그만큼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안테나와 사용자 간의 거리를 훨씬 짧게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곧게 뻗는 직진성이 강해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돌아나가는 회절성도
부족하다. 결국 LTE 기지국보다 더욱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각각의 기지국에서 위치 설정도 더욱 중요해진다. 셀
(전파 도달 범위)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위치에 공간을 마련한 뒤 광케이블과 장비 설치 등을 마친 뒤에도 최적화

환경
(Environment)

상호작용
(Interaction)

사물
(Object)

사용자
(User)

• 주변 환경은 어떤가?
• 공간의 특징과 기능은 무엇인가?

작업에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한다.

• 시스템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인터페이스가 있는가?
• 사용자는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작업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 어떤 물건이나 기기를 사용하는가?
• 누가 어떤 환경에서 그 물건을 사용하는가?

• 사용자는 누구인가?
• 사용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 누가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출처
URL: https://www.mk.co.kr/news/it/view/2019/05/35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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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작
 성한 페르소나를 참고하여 5G 전파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가진 진짜 문제를 서술해보자.
대상

5G 공급자들은

주제

완벽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파의
(도달 범위 확대

■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이란?

)

「디자인 싱킹은 디자인을 통해 조직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세계 일류

)

과정을 일반화시킨 것이다.」1)

통찰
(전파 도달거리 최소화
를 필요로 한다.

[교사용 참고 자료]

기업들이 활용해온 생각의 기술로, 디자이너들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발한 콘셉트를 만들기 위해 행하는 사고의

오늘날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기존의 방식으로 풀어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 논리적인 사고나 참신한
■

서
 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아야 하는지 토의해보자.

아이디어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고, 개인 혼자가 그것을 감당해서 풀어가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이렇게
복잡하고 접근하기 힘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 나타난 것이 디자인 씽킹이다.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은 가구, 자동차
등 어떤 제품의 외형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적 디자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의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디자인 씽킹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점을 명료화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고, 해결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다. 일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모든 요소를 갖고 직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의 실체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디자인 씽킹을 통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진짜 원인과
그 문제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의 스킬(skill)을 수업에 적용하면, 학생들이 보다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될 것이다.
■

디자인 씽킹의 사례

학교 급식에서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무지개 식판을 고안한 서울 양정중학교 학생 8명과
이정훈 지도교사는 목동잔반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2014년 삼성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 ‘아이디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더 나아가 이 식판은 기업을 통해 현실화돼 수익까지 이어졌고 그 수익금으로 기업은 다시 지역
학교에 기부하는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목동잔반프로젝트 팀은 학교 수업시간 중 우리나라 오염물 해양 투기에 대해 배우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942톤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를 구성했다. 이들은 제일 먼저 잔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는
1) 로저 마틴(2018). 디자인 씽킹 바이블, 유엑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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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이유를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식판에 음식을 담을 때 ‘조금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조금만’의

활동 내용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즉 음식량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목동잔반프로젝트 팀은 식판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음식물 담는 양을 알려주는 무지개 식판이 탄생하게
되었다. 무지개 식판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은 먹을 만큼만 식사량을 담을 수 있었고 결국 자발적으로 음식물

공감하기
(Empathize)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 목동잔반프로젝트 팀은 투모로우 솔루션 공모전에서 지원받은 ‘실현지원금’으로 무지개

• 공감을 통해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
•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 또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와 관련된 장소나 사람들을 만나서
문제의 원인 파악
• 방법: 관찰, 인터뷰, 체험, 설문지, 통계 월드카페 등

식판을 경기도 청심 국제중학교와 강원 교육청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공모전 당시 심사위원들은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아이디어”라며 극찬했지만 무지개 식판이 얼마나 널리 보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영업용 주방설비와 요리기구를 판매하는 작은 기업의 대표가
무지개 식판의 상용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대표는 무지개 식판을 알게 된 한 군부대의 요청으로 전투비행단에
정식 납품을 시작하여 그 수익금으로 다시 무지개 식판을 만들어 포항 영일 중·고등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했다.

활동 내용
문제 정의하기
(Define)

어린 학생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지방의 작은 기업을 통해 현실화돼 수익까지 이어졌고 그 수익금으로 기업은

• 공감을 토대로 진짜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
•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대상과 주제, 요구, 통찰, 방향 설정
• 방법: 특성요인도(Fishbone Diagram), 와이－와이 기법(Why-Why method)

다시 지역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아름다운 사회공헌의 선순환 풍경이 이루어진 이 프로젝트는 한국어·일본어·
영어·중국어·프랑스어·러시아어 등 6개 국어로 번역돼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있다.
■

디자인 씽킹의 절차

스탠포드대학과 컨설팅회사인 IDEO가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stanford d.school의 디자인 씽킹 모델은

활동 내용

아이디어 발상하기
(Ideate)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모델은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발상, 프로토타이핑, 테스트 5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공감하기(Empathize) 단계는 문제의 대상이 되는 잠재 고객의 입장을 공감을 통해 알아보는 단계(Learn

활동 내용

about the audience)이다.
두 번째 문제정의(Define) 단계는 공감을 통해 발견한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로 핵심 질문을 명확하게 하는(Sharpen
key questions) 단계이다.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내놓고 수렴하며 다듬는 과정
• 방법: (확산적 사고 기법)속성열거법, 형태분석법,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Osborn의
질문법, SCAMPER, 관계강제법, 감각적탐색기법, Synetics
(수렴적 사고 기법)히트기법, 스크리닝매트릭스, 하이라이팅기법, 평가행렬도구, PCA, ALU

시제품 만들기
(Prototype)

세 번째 아이디어 발상(Ideate) 단계는 브레인스토밍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최적의

• 빠른 시간에 아이디어를 시각·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제품화 하는 과정
• 아이디어를 실현해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각을 확장, 공유
• 예비 완성작은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으며, 버리기 쉽게 가격이 저렴하고 만드는 데 애착이
적어야 한다. →3R 원칙 “대략적으로(rough), 빠르게(rapid), 바르게(right)”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brainstorming and create solutions)이다.
네 번째 시제품 만들기(Prototype) 단계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아이디어를 만들기 등의 방법을 통해 표현해보는

활동 내용

단계(build representations of one or more ideas)이다.
다섯 번째 시험(Test) 단계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Test ideas and gain
user feedback)이다.
디자인 씽킹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단계에 따라 진행해 나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이전 단계 또는 처음으로 되돌아가 진행할 수 있다.2)

시험하기
(Test)

• 예비 완성작을 사용자에게 시험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책이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단계
• 성공하면 일반화하고 퍼뜨리기
• 사회를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2)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2018), 교사를 위한 디자인 씽킹 연수 자료
20 _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5G 통신, 우리가 연결한다! _ 21

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차시 (2/3)

2

차시

전파의 굴절을 이용한 문제 해결
과목

물리학Ⅰ

단원

파동과 정보통신

수업차시

1. 문제의 인식

2/3

교육과정

[12물리Ⅰ03-01] 파동의 진동수, 파장, 속력 사이의 관계를 알고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활용한
예를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3-02] 파동의 전반사 원리를 이용한 광통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목표

1. 빛의 굴절 현상과 스넬의 법칙, 전반사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2.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지국의 전파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파동의 물리적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
교수 · 학습 활동

학습과정

이동통신 전파가 물 속에서 통하지 못하는 이유 알아보기
 전파의 굴절과 반사, 흡수에 대한 개념 익히기
tip 학생들이 수영장이나 바다에서 스마트 폰을 방수 비닐에 넣고 사용했을
때의 경험을 발표하게 한다.
tip 활동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과서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동통신 전파는 왜 물 속에서 이동하지 못할까?
바닷속에서 음성통화나 메시지 전송 등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파는 왜 물 속에서
이동하지 못할까?
전파는 수면에 닿는 순간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 전파는 굴절된다. 이때 주파수별로 굴절하는 정도가 다르다. 하나의

학습자료
및 유의점

주파수가 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물속에 있는 휴대폰이 이 중 하나의 신호를 받더라도 원래
신호와 다르다. 비가 갠 뒤 하나의 빛이 여러가지 색깔로 갈라져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와 같다. 반사와 굴절되지 않은
전파는 물속에 흡수된다. 흡수되는 전파가 많으면 많을수록 물속에 있는 휴대폰에 도달할 수 있는 전파는 적어진다.
게다가 바닷속은 일반 물과 달리 전해질이다. 전류가 통하는 물질은 전파가 통과하지 못한다. 예컨대 전파는 철 등

Co

도입
(10분)

전파의 굴절을 이용한 문제 해결

PPT
워크북

금속을 통과하지 못한다. 엘리베이터에서 음성통화가 끊기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엘리베이터 안이 금
속으로 둘러싼 곳이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서 일부 통화가 되는 것은 문틈 사이로 일부 전파가 오고 가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지국에서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물속 거리는 이론적으로 10m 내외이나 보통 3m 이상
을 가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굴절 실험 장치로 빛의 굴절 규칙성 찾기
 실험장치에 굴절률이 낮은 매질에서 높은 매질로 레이저 빛을 비추었을
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관계 탐구하기
 실험장치에 굴절률이 높은 매질에서 낮은 매질로 레이저 빛을 비추었을
때 전반사 현상 확인하기
tip 레이저 포인터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스넬의 법칙과 전반사 현상, 물질의 굴절률 차이에 대한 이론적 지식
익히기
CD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 해결하기
 문제 상황과 조건에 따라 기지국 전파 전달 범위를 평면도에 표현하기
tip 굴절률을 활용하여 수학적, 물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URL: https://news.joins.com/article/14595344

CD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학습활동
(35분)

마무리
(5분)

지도상의
유의점

ET
tip

문제 해결 과정 및 산출물 발표하기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학습한 내용을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매질의 성질에 따라 굴절률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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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

워크북

전파의 굴절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파의 파동이 진행할 때 속력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변하기 때문이다.

굴절 실험
장치

물 속에서 빛의 속력은 공기 중에서의 속력보다 느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이 일어난다.

■

발표자료

초고주파의 직진성과 장애물 우회의 어려움을 전파의 굴절에 대한 물리적 특성으로 극복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
전파의 입사각과 굴절각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여러 가지 매질의 굴절률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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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참고 자료]

가시광선은 사람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자기파로 진공에서의 파장은 대략 380 nm~750 nm 정도이다. [그림
3]과 같이 가시광선은 파장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보이며, 380 nm 정도의 파장은 보라색, 750 nm 정도의 파장은

■

전
 자기파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전자기파가 대략 30만 km/s 정도의 속력으로 전파되고 있다. 이러한

빨간색으로 보인다. 파장이 380 nm보다 짧은 전자기파는 자외선, 750 nm보다 긴 전자기파는 적외선이다.

전자기파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커졌다가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공간을 전파하여
나가는 파동이다. 전자기파의 존재는 1864년 영국의 맥스웰이 처음으로 예언하였으며, 빛도 전자기파의 한
종류일 것이라 하였다. 이후 독일의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으로 확인하였다.

[그림3] 가시광선 스펙트럼 (출처: 천재학습백과)
[그림1] 전자기파의 전파 (출처: 천재학습백과)

전파는 진공에서의 파장이 0.1 mm 이상이며, 주파수가 3,000 GHz 이하인 전자기파이다. 주파수가 작은 전파는
산란이 잘 되지 않고 회절이 잘 되기 때문에 넓은 방향으로 멀리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전자기파 중에서 γ선의 파장이 가장 짧으며, 전파의 파장이 가장 길다. [그림2]는 진공에서의 파장별로 전자기파를

양이 적다. 반면 주파수가 큰 전파는 특정한 방향으로 가까운 곳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구분한 것이다. 전자기파를 파장별로 구분하는 이유는 전자기파가 파장에 따라서 다른 성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양은 많다. [그림3]은 전파의 종류와 각 전파가 사용되는 예이다.

일반적으로 전자기파는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하며, 파장이 길수록 매질 속에서 멀리 전파된다.

[그림2] 전자기파의 종류 (출처: 천재학습백과)

[그림4] 전파의 이용 (출처: 천재학습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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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2.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활동

입
 사각이 30°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굴절과 반사의 관점에서 설명해보자.
입사한 빛이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이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

굴절 실험 장치로 빛의 굴절 시 규칙성 찾기
■

비교해보자.

1. 굴절 실험 장치의 물통에 물을 기준선까지 넣는다.
2. 입사각을 정하여 물통의 중심을 향해 레이저 빛을 비추고 빛의 진행 경로를 관찰하여 굴절각을 측정한다.
입사각

굴
 절각이 90°가 되는 순간 빛의 입사각은 몇 도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실험값과 sin값의 비가 일치하는지

굴절각

sin(입사각)

sin(굴절각)

sin(입사각)
sin(굴절각)

사인값의 비가 거의 일치한다.

■

굴
 절각 90°를 넘어가는 입사각에서 빛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보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하여 진행하는 빛이 없어지고 모든 빛이 반사한다.

30°
45°

[참고자료]

60°

출처: ㈜비상교육 고등학교 물리학Ⅰ교과서
■

입
 사각과 굴절각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항상 일정하다.

■

굴
 절할 때에는 어떤 규칙성이 있는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진다.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일정하다.

굴절 실험 장치로 빛의 굴절 시 규칙성 찾기
1. 굴
 절 실험 장치의 물 아래쪽에서 레이저의 입사각을 30°에서 시작하고
점점 크게 하여 굴절각이 90°가 되는 순간의 입사각을 측정한다.

2. 굴절각이 90°가 되었을 때의 입사각보다 큰 입사각으로 빛이 들어가는
경우 빛의 진행 방향을 관찰한다.

출처: ㈜비상교육 고등학교 물리학Ⅰ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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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 °)

sin값

각도( °)

sin값

각도( °)

sin값

각도( °)

sin값

각도( °)

sin값

0

0

19

0.325568

38

0.615661

57

0.838671

76

0.970296

1

0.017452

20

0.34202

39

0.62932

58

0.848048

77

0.97437

2

0.034899

21

0.358368

40

0.642788

59

0.857167

78

0.978148

3

0.052336

22

0.374607

41

0.656059

60

0.866025

79

0.981627

4

0.069756

23

0.390731

42

0.669131

61

0.87462

80

0.984808

5

0.087156

24

0.406737

43

0.681998

62

0.882948

81

0.987688

6

0.104528

25

0.422618

44

0.694658

63

0.891007

82

0.990268

7

0.121869

26

0.438371

45

0.707107

64

0.898794

83

0.992546

8

0.139173

27

0.45399

46

0.71934

65

0.906308

84

0.994522

9

0.156434

28

0.469472

47

0.731354

66

0.913545

85

0.996195

10

0.173648

29

0.48481

48

0.743145

67

0.920505

86

0.997564

11

0.190809

30

0.5

49

0.75471

68

0.927184

87

0.99863

12

0.207912

31

0.515038

50

0.766044

69

0.93358

88

0.999391

13

0.224951

32

0.529919

51

0.777146

70

0.939693

89

0.999848

14

0.241922

33

0.544639

52

0.788011

71

0.945519

90

1

15

0.258819

34

0.559193

53

0.798636

72

0.951057

16

0.275637

35

0.573576

54

0.809017

73

0.956305

17

0.292372

36

0.587785

55

0.819152

74

0.961262

18

0.309017

37

0.601815

56

0.829038

75

0.9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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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부록]

지식의 발견

스넬의 법칙

왼쪽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는 파동이 굴절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매질 2에서 파동의 속력이
매질 1에서의 속력보다 작을 때,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매질 1에서보다 매질 2에서 더 짧다. 따라서 파면 AB
가 진행할 때, A점은 매질 2에서 이동하므로 A’까지만 진행하고, B점은 매질 1에서 이동하므로 B’까지만 진행하게
되어 파면이 꺾이는 굴절 현상이 나타난다. 매질 1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파장을 각각 ,
속력과 파장을 각각 ,

, 매질 2에서의 파동의

, 파면 AB가 A’B’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라고 하자. 굴절 과정에서 파동의 진동수

는

변하지 않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입사각을 , 굴절각을 라고 할 때,

이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실험을 통해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을 측정해 보면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값의 비는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질 1의 굴절률을
하면 각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 매질 2의 굴절률을

라고 하고 빛의 진공 중 속력을 라

가 된다. 이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를 스넬의

법칙이라고 한다.

출처: ㈜비상교육 고등학교 물리학Ⅰ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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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지식의 발견

3. 문제 해결하기

전반사

빛이 물에서 공기로 입사할 때에도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하여 진행한다. 이때 물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보다 크기 때문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 아래 그림과 같이 입사각을 점점 크게 하여 굴절각이 90도가
되면 빛이 공기 중으로 진행하지 못한다.

기지국 전파는 어디까지 이동할 수 있을까?
STEAM 텔레콤에서 5G 통신을 연구하는 A연구원은 아래 그림의 콘크리트 건물 공간에서 5G 통신 전파 음영구역을
찾으려고 한다. 5G 전파는 장애물에 매우 취약하여 창문을 통해서 전파의 굴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온다. 기지국에서
출발한 5G 전파가 아래 콘크리트 건물 안에 도달하는 위치를 찾아보고 음영구역을 표시해보자.
① 공기의 굴절률은 1, 창문의 굴절률은 1.5로 적용한다.
② 중계기에서 5G 이동통신 전파를 사방(360°)으로 전송할 수 있다.
③ 스넬의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④ 각도기를 활용하여 실측값을 적용할 경우 삼각비 표를 참고하고 근삿값을 활용한다.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하며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하여 진행하는 빛은 없어진다. 이와 같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굴절 없이 반사만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전반사라고 한다.
굴절률이 인 물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 임계각을

라고 하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굴절률이

인 매질에서

인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임계각

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출처: ㈜비상교육 고등학교 물리학Ⅰ교과서

지식의 발견

굴절률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와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 )의 비는

이다.

물질

진공

공기

물

에탄올

글리세린

유리

다이아몬드

굴절률

1.00

1.0003

1.33

1.36

1.47

1.5~1.9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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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

문
 제 해결 과정에 대해 설명해보자.

[교사용 참고 자료]

■

환
 경의 영향을 받는 이동통신의 전파특성

이동통신의 전파는 보통 전파는 직진, 반사, 회절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전달방식에 따라 직접파, 반사파, 회절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파가 이동하면서 만나는 산, 숲, 강우, 폭풍우 등의 자연적 방해물과 석재, 시멘트, 유리
등으로 이루어진 인공적 방해물은 2개 이상의 전파가 간섭되어 원래 신호의 위상과 진폭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페이딩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전파의 간섭에는 고속으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 주파수가 변화하는 도플러 효과, 다중 경로로 오는 전파가 동시간에
도착하지 않고 지연되는 지연확산 효과, 신호가 반사되거나 꺾여서 장애물을 거쳐 강도가 약해지는 경로 손실, 인접
주파수 및 채널 간의 간섭 등이 있다.
이렇게 이동통신에는 여러 전파의 특성들이 있어 수시로 페이딩과 간섭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파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하고, 간섭의 영향으로부터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MIMO,
스마트 안테나, OFDM과 같은 무선환경 적응 기술을 적용하기도 한다.
설명

■

M
 IMO(multiple-input and multiple-output)

다중 입출력이 가능한 안테나 시스템을 말한다. 즉, 이동통신에서 기지국과 사용자 단말기에 다수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중경로로 신호를 송수신하여 간섭을 줄이고 전송용량과 전송속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5G
이동통신에서는 Massive MIMO 기술을 도입하는데 Massive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최소 100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한다는 의미를 담는다. 이런 MIMO는 기초기술로 여러 개의 정보를 다수의 송신 안테나를 통해서 전송하여
전송속도를 향상시키는 ‘공간 다중화(spatial multiplexing)’, 다수의 송신 안테나로 똑같은 정보를 중복 전송하고
수신 안테나에서 이들 신호를 결합하고 오류를 제어하는 ‘공간 다이버시티(spatial diversity)’, 안테나에서
송수신되는 전파(빔)를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서 간섭을 줄이고 신호를 원하는 사용자에게 도착하게하는 ‘빔포밍
(beamforming)’이 포함되어 있다.
공간다이버시티는 공간적으로 충분히 이격된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하나의 신호를 다중 전송하는
기술이다. 위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같은 데이터가 2개의 송신기에서 다중으로 보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만약 공기에서의 굴절률을 , 창문에서의 굴절률을
라 하자. 스넬의 법칙에 의해

라 하고 공기에서 창문으로의 입사각을 , 반사각을
가 성립한다. 창문에서 공기로의 입사각은 두 법선이

서로 평행하므로 이고 이때 반사각을 라 하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
따라서

이므로
이므로

이다.

이다.

가 성립한다.

기술이 적용되면 안테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송효율이 향상되고 더불어 전송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커버리지가 향상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참고로 다이버시티는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전파경로를 통해 전송된 여러
개의 수신신호 가운데 가장 양호한 특성을 가진 신호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빔포밍은 2개 이상의 안테나를 이용하여 가중치가 높은 신호를 각각의 안테나에서 똑같이 전송하는 것으로
무대위에서 주연배우에게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비추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빔포밍은 안테나 프로세싱의 한
종류로 다중경로에에 의한 반사파 영향을 최소화 하기 때문에 통화품질이 우수하고 가입자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원하는 방향으로 전파를 집중시킬 수 있어 단말기 측면에서 저전력 통화가 가능하게 만들어준다. 어떻게보면
스마트폰 사용자 입장에서는 배터리 효율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기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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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3차시 (3/3)

전파 이동의 최소 거리를 이용한 문제 해결

공간 다이버시티(Spatial Diversity)

과목

미적분

단원

여러 가지 미분법, 도함수의 활용

빔포밍(Beamforming)

수업차시

3/3

교육과정

[12미적02-07]합성함수를 미분할 수 있다.
[12미적02-12]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학습목표

1. 합성함수의 미분을 통해 스넬의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
2. 페르마의 최소 시간 원리를 적용하여 주어진 문제에서 중계기의 최소 경로 위치를 추론할 수 있다.

빔포밍과 함께 알아봐야 하는 안테나 프로세싱 기술로 적응형 안테나시스템이 있다. 가장 기초적인 빔포밍
기술은 송신 안테나가 원하는 사용자(수신 안테나)에게 전력을 집중함으로써 SINR을 높히고 좁은 빔 패턴에 의해
다른 사용자 및 다른 셀로 전해지는 간섭의 양을 낮추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능동적으로 원하지 않는 사용자의
방향으로는 null값을 형성해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적응형 안테나 기술로써, 각 사용자들이
어떻게 위치하든지 그 사용자가 처한 주변환경에 맞춰서 최적의 빔 패턴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적응형

학습자료
및 유의점

학습과정

교수 · 학습 활동

도입
(5분)

물과 육지에서의 최소 경로 찾기
 가장 효율적으로 육지 A지점에서 물 B지점까지 갈 수 있는 경로 찾아보기
tip 학생들의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 하거나 유추한 내용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학습활동
(35분)

CD 매질이 같은 환경에서 페르마 포인트의 원리 이해하기
 다각형에서의 페르마 포인트 실험을 통해 페르마 포인트 규칙성 찾기
 페르마 포인트의 실생활 적용 사례 조사하기
tip 매질이 같은 환경임을 가정할 때, 페르마 포인트에서 각 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전파 이동의 최소 시간 경로임을 연결지어 지도한다.
CD 매질이 다른 환경에서 페르마의 최소 시간 경로 증명하기
로 나타내고 에 관하여 미분하여
 주어진 그래프에서 속력과 거리를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 증명하기
CD 주어진 조건을 충족하는 문제 해결하기
 전파의 최소 경로를 찾기 위한 중계기 위치 추론하기
tip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여 삼각함수, 스넬의 법칙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안테나 시스템은 최적의 빔포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빔포밍기술과 적응형 안테나시스템 별개라기보다는
밀접한 연광성을 가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빔포밍기술과 적응형 안테나시스템을 하나로 설명하기도 한다.

Co

STEAM 요소
및 수업 계획

빔포밍과 적응형 안테나시스템(Adaptive antenna system)
5G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MIMO기술이 핵심인 이유는 안테나의 개수에 따라서 얼마든지 전송용량, 전송속도 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G까지만 해도 4개의 송신 안테나와 4개의 수신 안테나가 적용된 4X4 MIMO가
거의 최고였는데, 5G에서는 최소 100개 이상의 안테나를 사용한다고 하니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랍다. 아직 5G
기술표준이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10Gbps 이상의 전송속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속도

마무리
(10분)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이 Massivs MIMO다. 참고로 8X8 MIMO의 경우 1Gbps의 전송속도를 보장할 수

ET
tip

문제 해결 과정 및 산출물 발표하기
팀별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학습한 내용을 논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PPT
워크북

PPT
워크북
비눗방울
다각형 교구

발표자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처: 하연출판(2013) 평범한 시각에서 바라보는 IT세상! ‘LTE-A 동향 및 향후기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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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의
유의점

전파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단일 매질 환경에서 전파는 최단 거리를 따라가지만 광학적 밀도가 서로
다른 두 매질 환경에서는 전파가 최소 시간 경로를 따라가는 현상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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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별 교수학습자료(교사용)

2.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활동

3

차시

전파 이동의 최소 거리를 이용한 문제 해결

1. 문제의 인식
페르마의 최소 시간의 원리
길을 걸으며 휴대전화로 영화를 내려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이 됐다. 그래도 욕심에는 끝이 없는지, 영화를

다각형의 페르마 포인트
비눗방울을 이용하면 페르마 포인트를 관찰할 수 있다. 아래는 비눗방울 실험에 대한 내용이다.
1. 삼각형의 페르마 포인트
삼각형 모양의 교구를 비눗물에 담그고 꺼냈을 때, 1개의 페르마 포인트가 생겼고 비누막을 구분하는 세 개의 선이
만든 각이 각각 120도 이다.

내려받는 시간조차 아깝다. 디지털 멀티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영상의 화질도 FHD에서 4K로 더욱 선명해지면서
파일 용량도 점점 커지고 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최단거리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이지만 매질이 다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 페르마의 점
(Fermat Point)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페르마의 점은 삼각형의 각 꼭짓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으로, 삼각형 ABC 내부의 점 P를 기준으로 AP+BP+CP의 값이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가 ‘페르마의 점’이다.
거리의 합이 최소인 점을 찾는 것은 프랑스의 수학자 페르마(Pierre de Fermat)에 의해 ‘삼각형의 각 꼭짓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가장 작게 되는 점을 구하여라.’라는 문제로 제시되었다. 이 문제는 토리첼리(Evangelista Torricelli)
를 시험해보기 위해 만든 문제로 결국 토리첼리는 페르마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 때문에 토리첼리
점 또는 페르마-토리첼리 점이라고도 불린다. 1659년에 비비아니(Vincenzo Viviani)에 의해 페르마 포인트가
발표되었고 페르마의 점을 찾는 방법과 그 증명은 이후에 여러 수학자들의 노력으로 해결되었다.
■

A에서 B지점을 가고자 할 때 가장 최단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해보고, 그 이유를 작성해보자.

2. 사각형의 페르마 포인트
사각형 모양의 교구를 비눗물에 담그고 꺼냈을 때, 2개의 페르마 포인트가 생긴다. 사각형에서는 삼각형과는 달리
페르마 포인트가 2가지가 생기는데 이는 사각형의 가로로 페르마 포인트를 작도했을 때와 세로로 작도했을 때의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2가지의 경우를 모두 구해서 길이를 비교했을 때 더 짧은 쪽이 페르마 포인트가
된다.

해변에서 모래 위를 걸을 때의 속도는 빠른데 물 속에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모래 위에
서 좀 더 많은 거리를 간 후 물 속에서는 비교적 짧은 거리를 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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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각형에서의 페르마 포인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액체 상태의 물질들은 표면장력을 갖는다. 표면장력이란 액체의 자유표면에서 표면을 작게 하려고 작용하는
장력으로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 실험에서 비눗방울이 일정한 부피를 에워싸는 최소의

지식의 발견

‣ 페르마의 임계점의 정리 학습하기
가 연속이고 점

넓이를 가지고, 비누막은 경계를 연결하는 최소의 넓이를 갖는다.
실험에서 페르마 점의 개수는 삼각형에서 1개, 사각형에서 2개, 오각형에서 3개를 가진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n각형일 때, 페르마 점의 개수는 (n-2)개임을 알 수 있다.

스넬의 법칙으로 페르마의 최소 시간 경로 증명하기

에서 극댓값이나 극솟값을 가질 때,

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면

이다. 이때 점 를 의 임계점이라 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미분가능한 함수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함수

에 대하여

이라고 해서 함수

의 경우

이지만 함수

가

에서 반드시 극값을

는

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다.
‣ 미분을 통해 굴절의 법칙(스넬의 법칙) 증명하기
■

페르마 원리에 따르면 빛은 최소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페
 르마 포인트의 실생활 적용 사례를 조사해보자.

진행경로로 갖는다. 따라서 굴절률이 균일한 매질속의 두 지점을
진행하는 빛은 두 지점을 연결하는 최단경로인 직선을 따라간다.

1) 벌집

그렇다면 굴절률이 서로 다른 매질에서는 어떨까? 굴절률이

수학적으로는 둘레가 일정할 때 넓이가 최대인 도형은 원이다. 그러나 원으로는 여러 개를 이어 붙여도 틈새가

매질 속의 점

생기기 때문에 평면을 덮을 수가 없다. 정다각형 중에서도 오직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육각형만이 평면을 덮을 수

에서 굴절률이

인 매질 속의 점

인

로 빛이 도달할

때, 페르마 원리로부터 스넬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있다 그러나 정삼각형은 같은 크기의 공간을 만드는데 재료가 정육각형에 비해 많이 들며 정사각형은 정육각형에
비해 구조가 튼튼하지 못하다. 따라서 최소의 재료로 가장 튼튼한 최적의 공간을 만들려면 정육각형이 가장

경계면으로부터의 점 의 높이를 , 점 의 깊이를 ,

적합하다. 여기서 최소의 재료로 최적의 공간을 만들 때 페르마 포인트가 이용된다. 최소의 재료를 이용한다는

의 수평거리를

라 하고, 매질 1과 매질 2에서의 빛의 진행속력은 각각

것은 몇 개의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경로를 따라 벽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라

하자. 빛이 점 로부터 수평거리 인 곳, 점 에서 굴절되었다면, 점
에서 점

2) 도시 간 케이블 설치

까지 이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로 두면

도시를 서로 연결해주는 케이블을 설치할 때에는 케이블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케이블을 연결해야
하는 구간이 조금만 늘어나도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이때 케이블을 가장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점이
페르마 포인트이다.

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되는 의 값을 찾아야 한다.

3) 유전 간 송유관 설치
바다 속에는 석유가 많이 나오는 유전들이 있다.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한곳으로 모으는 ‘석유 이동 통로’인
송유관을 만들려고 할 때, (2)의 예시와 같이 적은 거리에 송유관을 만들어야 최소 비용으로 송유관을 만들게

이므로

된다. 여러 유전들을 도형의 꼭짓점이라고 생각하고 페르마 포인트를 찾아 그 지점에 송유관을 건설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4) 건축물
건축물을 안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량의 재료를 써서 건축물의 무게가 가벼워야 했기 때문에 독일의 건축가

빛의 진공 중 속력을 라 하면 각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스넬의 법칙

이 성립한다.
이므로

가 성립한다.

프라이 오토가 지은 ‘뮌헨 올림픽 스타디움’은 비누 막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건축물에서 사용된 비누막
구조는 최소 면적이 되게 한다는 점에서 페르마 포인트와 그 성질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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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해결하기

① 공기의 굴절률은 이고 유리의 굴절률은

이다.

② 빛의 진공 중 속력을 라 두면 공기 중 전파의 속력은 , 유리 외벽 내부에서 전파의 속력은

전파의 최소 경로를 찾아 중계기를 설치하라!

이다.

전파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파동에너지이다. 전파가
송신안테나로부터 복사되어 수신안테나에 도달하기까지의 전파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송수신소간의 거리,
사용주파수, 전파시기 등에 의해서 어느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전파는 물질에 부딪혀 경로를
달리하는 반사성과 성질이 다른 물질에 유입되어 진행할 때 진행방향과 진행속도가 변하는 굴절성을 가진다.
아래 그림은 기지국에서 나온 전파를 건물 내부에 있는 단말기로 보내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지국에서 전송된
전파는 외부 환경의 영향으로 신호의 강도가 약해진 상태이다. 건물주 A는 건물 내부로 전파가 들어오기 전 전파를

기지국의 위치를

, 중계기의 위치를

기지국에서 보낸 전파가 단말기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증폭시키기 위한 중계기를 건물 유리외벽에 설치하고자 한다. 기지국에서 보낸 전파가 최소 시간으로 이동하여

정리에 의해

단말기 위치

라 하면

이 되는 의 값을 찾아야한다.

입사각을 , 굴절각을 이라하면,
따라서

■

라 하자.

이다. 걸리는 시간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페르마의 임계점

중계기를 거쳐 단말기에 도달하게 하려면 중계기를 유리 외벽의 어느 지점에 설치해야 할지 분석해보자.

유리외벽

, 단말기의 위치를

이다.

을 만족하는 지점에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그림과 같이 기지국과 건물 유리외벽을 좌표평면위에 나타냈을 때,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를 이용하여 중계기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서술하시오.



O
유리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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