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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원 소개
이번 시간에 배울 단원을 제시합니다.

무엇을 배울까? &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 함께 도전해 보자.

이번 시간에 배울 주제를 소개하여

여러분이 친구들과 직접 발명 활동에

활동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참여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활동을 소개하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활동지를 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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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에서는 리더로서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새로운 니즈를 발
견하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트렌드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으며, 니즈의 개
념을 명확히 이해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여러 사람과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
를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소통의 기업가로 거듭나기 – Feat. 나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리더십

미래 선견
능력

4차시

세부 목표

성취 기준

리더로서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새로운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9발명01-01]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선정한 아이템에 대한 스토리텔링
을 할 수 있다.

1. To the Future, From the Future 관점에서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미래를 바라보는 기준(기능)을 알아 볼 수 있다.
3. 선정한 아이템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발명의 정의를 알고, 성공적인 발명가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초급01-01]]
3) 단원 소개

리더(leader)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전체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미래 사
회에서는 빅데이터, 로봇공학, 인공지능, 공유경제,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이 리더에게
필요하다.
리더는 가까운 미래는 To the Future 접근법을 통해서, 먼 미래는 From the Future 접근
법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제한된 상황을 기반으로 한 To the Future 접근법
은 새로운 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리더가 먼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존 사
고의 틀을 벗어나 미래의 한 시점을 예측하는 데서 시작하는 From the Future 접근법을 통
해 미래를 상상하고 창조해야 할 것이다.
기능(function)이란 제품 및 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 있는 일을 의미한다. 기능의 의미와
분류 등을 통해 리더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을 통해 갖춰야
할 미래 선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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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 비즈니스, 성공 열쇠는?
비즈니스 성공 사례에 대한 예시 알려주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알아보기

전개
1차시

: 미래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인 To the Future vs. From
the Future 접근법 이해하기
: 미래를 보는 접근법의 차이와 개념을 정리하기
… From the Future 접근법을 통한 미래 예측
: 미래 예측 방법인 From the Future 접근법 활용해보기

기능(function)이란 무엇일까요?

전개
1차시

… 기능의 의미 알기
: 기능의 정확한 속성을 알기 위해 기능의 표현 방법과
의미를 다양한 제품을 통해 익히기
… 기능을 분류하기
: 주요 기능과 부가 기능으로 분류하기
: 부가 기능의 사업 기회로서의 가치
: 나의 관심 분야와 기능을 작성해 보기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미래 제품을 상상해 보자.

전개/정리
2차시

… 미래 제품 상상하기
: 자신의 생각한 관심 제품을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관심
기능과 관심 분야와 연계하여 미래 제품 상상하기
: 내용 구상, 구조화, 제작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바탕으
로 미래 제품을 구상하고 발표하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각
 각 비즈니스별 성공 사례를 통해 공통
적으로 들어 있는 요소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다
 양한 회사나 리더들이 해왔던 미래 예
측 사례를 통해 미래 모습을 보는 접근
법을 이해하게 한다.
…F
 rom the Future 접근법을 통해 해당
제품의 미래를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
건을 제시한다.

…학
 생이 좋아하는 관심 제품을 기능 정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이 활동
을 통해 자신의 관심 기능과 분야를 찾
을 수 있게 지도한다.

…고
 객 니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발표
가 끝나면 직접 고객이 되어 사고 싶은 물
건에 투표하게 한다. 이를 통해 성공한 리
더가 되기 위해 미래 예측 능력이 중요하
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한다.
…학
 생들이 성공한 리더의 모습을 상상하
며 발표할 수 있게 지도한다.

01-01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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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비즈니스, 성공 열쇠는?

제품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농경사회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
기계화

PC/인터넷

2차 산업혁명
대량생산

전기

3차 산업혁명
지식정보화/
자동화

제품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유형의 가치를 전달하고 수익
을 창출하는 비즈니스로 우리나라 산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이에 해당되며, 자본 집약적이고 대

IOT/AI

규모 설비가 필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품 비즈니스의 성공 요인으로 품질 및 성능, 가격, 기

1

2

3

4

한 예로 1869년 10월
에디슨은 자동투표기록장치를
만들었어.

술력, 디자인, 브랜드, 자본력을 들 수 있다. 다음 표를

기술은 산업을
변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는
동력이예요.

4차 산업혁명
초지능화

기술만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킬 수 없단다.
기술은 토대를 제공할 뿐,
비즈니스의 성공의 열쇠는
고객의 니즈야.

모두 잘 알고
있네.

산업변화와
비즈니스 성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비즈니스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술 같아요.

의원들이 안건을 표결할 때
걸어나가 투표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개선해서 본인의 자리에서
버튼만 누르면 되는 장치를
개발했던 거야.

보면 대표적인 기업의 제품과 성공 요인을 알 수 있다.

투표함

하지만 표결을 자주하면 소통의
기회가 줄어든다는 생각에 이 제품은
실패로 돌아갔어. 에디슨은
이 기계를 발명의 기발함과 함께
고객들이 원하는 시장성을 고려한
발명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제품 : 스마트폰
성공 요인
① 품질/성능
② 기술력
③ 브랜드

제품 : 가전제품
성공 요인
① 품질/성능
② 기술력
③ 브랜드

제품 : 전자제품
성공 요인
① 품질/성능
② 기술력
③ 브랜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즈니스도 변화한다. 그로 인해 새로운 비즈니스가 탄생

제품 : 스마트폰
성공 요인
① 품질/성능
② 기술력
③ 브랜드, 디자인

하게 된다. 하지만 리더의 관점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할 것은 바로 고객의 니
즈이다. 니즈를 고려하지 않는 서비스나 제품 등은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
다.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파악하여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만드는 것이 중
요하다.
10

서비스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서비스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무형의 가치를 전달하고 수
익을 창출하는 형태를 말하며, 숙박, 유통, 청소, 운송
등 오래전 과거부터 존재해 왔다. 서비스 비즈니스는 서

③비
 분리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며,

비스 내용, 가격, 직원 관리, 고객 관리, 인프라 등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

공 요인이며, 다음 표를 보면 대표적인 기업의 성공 사례

④ 소멸성: 서비스는 재고 형태로 보존할 수 없으며, 즉
시 사용되지 않으면 사라진다.

를 알 수 있다.

제품-서비스 시스템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숙박 서비스
성공 요인
인프라, 브랜드 이미지

물류 서비스
항공 서비스
성공 요인
성공 요인
가격, 직원 관리, 인프라 가격

제품-서비스 시스템 비즈니스는 기존의 제조 기업 혹은
서비스 기업이 ‘제품의 서비스화’ 혹은 ‘서비스의 제품화’
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가 통합된 형태의 상품을 제공하
는 비즈니스이다. 즉,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을 의
미하며, 고객 경험과 효용을 중시한다.

더 알아보기

제품과 다른 서비스의 4가지 특징
① 무형성: 서비스는 추상적이며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
들 수도 없다.
② 이질성: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시간
및 장소에 따라 항상 달라질 수 있다.

10 · 미래 세상과 발명 II

미래 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리더로서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필요성이 점
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 비즈니
스별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 성공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품 & 서비스 비즈니스

제품-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

플랫폼 비즈니스

(product-service system)

플랫폼 비즈니스는 무엇일까요?
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말한다. 비즈니스
를 구성하는 기업은 구성원(생산자-소비자) 간 상호작용
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를 제공한다.

- 고객에게 유형의 가치를

- 기 존의 제조 기업 혹은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함.

서비스 기업이 ‘제품의

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창

- 고객에게 무형의 가치를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

출할 수 있는 형태

전달하고 수익을 창출함.

품화’를 통해 제품과 서
비스가 통합된 형태

플랫폼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집을 제공하는 사람과 숙박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조
사하고 성공 중요 요인(key success factor)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성공한 사례이다.

성공 기업
제품 & 서비스
비즈니스
성공 중요 요인
제품-서비스
시스템
플랫폼
비즈니스

의 관계를 이어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

성공 기업
성공 중요 요인
성공 기업
성공 중요 요인

더 알아보기
11

에어비앤비
http://iped.kr/9010101

우버는 이용자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플랫폼을 만들어

발명의 상호 협력에서 향상되는 역량
스마트워치

성공 사례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을 항상 확인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덜어준다. 스마
트폰과 연동해서 문자나 전화를 수신
할 수 있고, 보행자 전용 길을 찾거나
운동 트레이너도 될 수 있으며, 자동차
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제공한 성공 사례이다.

더 알아보기
우버
http://iped.kr/9010102

더 알아보기
스마트워치

더 알아보기

http://iped.kr/9010103

플랫폼 비즈니스가 기존의 제품만 팔거나 서비스
만 제공하는 비즈니스에 비해 어떤 점이 나을까?
레노보 신발

성공 사례
레노보에서 제작한 신발은 신발에
심박수나 이동 거리 측정 서비스 등
을 제공하고 있다.

① 개인 맞춤 서비스와 제품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소비자의 규모가 제한되지 않아 수익성이 뛰어나다.
③ 유연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잉여 자원을 통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더 알아보기
레노보 신발
http://iped.kr/9010104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① 이용자-생산자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②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01-01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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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미래를 바
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통해 미래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기
 업의 사례를 통해 본 To the Future 접근법
의 한계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 수요는 전 세계를 통틀어 채 100만 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직업 운전사들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 다임러-벤츠의 시장 조사, 1900

To the Future
·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 사실에 기반하여 예측한다.
재작년에 에어컨을 100대 팔았고, 작년에는
200대, 올해는 250대, 내년에는?
From the Future
·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상상한다.

“세계 시장에서 판매되는 컴퓨터가
다섯 대나 채 될지 모르겠다.”

· 상상한 미래를 기반으로 현재의 발전 방향을 설
정한다.
미래의 통신기기는? 미래의 의료는?

- 아이비엠(IBM) 대표 토머스 왓슨, 1943

“640킬로바이트 정도면 누구에게나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빌 게이츠, 1981

· 리더는 미래에 대해 From the Future로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법에 대
한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는 To the Future 접근법, 먼 미래는 From the Future 접
근법을 통해서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To the Future는 과거와 현재의 사실을 기반

세계적인 기업들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으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하는 먼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먼

알 수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

the Future 접근법이 필요하다.

이츠가 1981년도에 한 발언을 오늘의 시각에서 본다면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미래로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From

12

640킬로바이트는 사진 한 장, 음악 한 곡도 제대로 담을
수 없는 양이다. 하지만 그 당시 시대적 환경을 생각하면
사진, 음악, 동영상 저장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고 텍스
트 저장만 생각했었을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리더들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From the Future 접근법을 익혀
야 한다.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드 보

원들은 바닷속에서 전지의 원료를 조달한다. 이 잠수함은
40년 후 전쟁용 잠수함으로 현실 세계에 등장하게 된다.

② 독일의 에히테 바그너(Echte Wagner) 그림

노는 “기존 사고 방식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 이는 ‘상상
력’을 펼치는 데 부적합하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From
the Future 접근법이 미래를 바라보기에 적합하다는 의
미일 것이다.

1930년 독일의 에히테 바그너라는 마가린 회사에서는
다양한 그림을 내놓았다. 그중에 하나는 무선 개인 전화

F
 rom the Future 접근법의 사례는 무엇이 있
을까요?
① 노틸러스호

와 텔레비전을 통해 화상 통화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는 오늘날 화상 통화의 모태가 되었다. 또한 인공 섬이
있는데 섬에는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고, 바다 중앙에

1870년 프랑스 SF 작가 쥘 베른의 소

인공적으로 만든 비행기 착륙장이 그려져 있다. 그 외에

설 『해저 2만리』라는 작품을 보면 노틸

주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모노레일, 1000km의 속도를

러스호라는 가공의 잠수함이 나온다.

낼 수 있는 로켓 선박 등 다양한 미래의 모습을 그림으로

노틸러스호의 추진 기관은 나트륨 수
은 전지로부터 전력을 공급 받고,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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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많은 부분 실현되었다.

④ 마크 주커버그

미래 예측 활동 : 아래의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커피포트
활 동

세탁기
커피포트와 세탁기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제품의 미래를 상상하여 발표한다.(15분)

발 표

발표 시간 1분

“올해 목표는 아이언맨에 등장하는 자비스와 같은 인공
[학습지] 제품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기
그림

지능을 개발하는 것이다” -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제품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여 스케치해 보자.

커피포트의 미래 모습은?
 기의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용기 안에 넣으면 액
용

제품의
미래 모습

체를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 될 것이다.

더 알아보기
1965년도에 상상했던 2000년대 미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1965년 한 학생

더 알아보기

잡지사의 요청으로 ‘서기 2000년대 생활의 이모저모’를 그린 한 장의 그림이 세간의

미래의 커피포트

관심을 끌고 있다. 만화가 이정문 화백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하지 않는 시절인데
도 상상만으로 지금은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태양열 주택, 마트에 설치된 무빙워

http://iped.kr/9010105

크, 전기로 달리는 자동차, 영상 통화 기능이 있는 휴대폰 등을 예측해 그림으로 나타
내었다.
서기 2000년대를 그린 그림 속 기술은 지금은 대부분 실현됐다. 여러분들의 엉뚱하
지만 다양한 생각이 미래에는 현실 속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이다.

세
 탁기의 미래 모습은?
13

직물의 손상과 세제 등으로 인한 오염을 없애며 초음파
세척 기술을 이용해 옷을 깨끗하게 하는 제품이 출시될
것이다.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에히테 바그너사의 미래 모습 그림

미래의 세탁기

http://iped.kr/9010107

http://iped.kr/9010106

③ 영화 '백 투 더 퓨처'
1985년도에 개봉한 영화 '백 투 더 퓨처'는 주인공들

더 알아보기

학생들이 미래 예

이 타임머신을 이용해 시간을 탐험하는 내용이 재미있게

측 활동을 통해 제

그려져 있다. 영화에는 기발한 장비들이 나오는데, 지문

품에 대한 자신의

을 이용한 장비, 고글을 끼면 다양한 사물을 볼 수 있는

아 이디어를 자 유

안경, 날아가는 스케이트 보드 등 당시에는 상상으로만

롭게 상상할 수 있

여겨졌던 장비들이 현재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록 지도한다. 자
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은 학생들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
미래 예측 전문가나 미래학자는 미래를 열린 가능성으

더 알아보기
백 투 더 퓨쳐
1989년 영화 ‘백투더 퓨쳐’가 상상한 미래
http://iped.kr/9010108
영화에서 상상한 다양한 모습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로 본다. 미래 예측가이지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01-01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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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기능(function)이란 무엇일까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의 모습이 시대에 따라 변화는 것이 있고, 변화지 않는
속성이 있다. 즉, 제품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만 기능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기능의 의미와 분류 등을 알며, 자신의 관심 제품을 통해 관심 분야를 찾을 수 있다.

기능(function)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능(function)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음의 예시를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다양한 제품의 변화를 눈으로 확
인할 수 있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덕선이네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이용해 음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응답하라 1994'에서는 나정이와 친구들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하지만 요즘에는 부엌에서 가스레인지뿐만 아니
라 인덕션 레인지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렇듯 제품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음식을 조리한다."라는 제품의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제품의 모습은 고객의 니즈에 의해 시대에 따라 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능(function), 즉 제품의 목적이라고 말한다. 다음은 위에서 제시한 전열
기구의 모습들이다. 제품의 목적을 이해하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어보자.
제품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준비하는 남자가 있다. 시간이 얼마 남
지 않은 상황에서 남자는 자신의 한 벌뿐인 옷을 찾았지만...
옷이 구겨져 있었다. 남자는 이 상황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세탁된 옷의 주름을 펴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다듬이 방망
이, 의복의 구김살을 펴고 주름을 잡아주는 인두, 전기를 이
용해 손쉽게 주름을 펼 수 있는 다리미, 버튼 하나만 누르면 1
분 최대 200번 움직이는 무빙 행어로 먼지를 털어내고, 스팀
을 이용해 옷에 밴 냄새까지 잡아내는 스타일러 등 옷의 주름
을 펴주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다.
즉, 모든 제품에서 남자가 찾고 생각하는 기능은 “옷의 주름
을 펴는 것"이다. 즉, 기능(function)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속
성을 의미하며, 제품의 외관이나 서비스 등이 변할 뿐이다.

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14

위의 예시를 보면 제품의 형태는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주요 기능이라는 것이다. 주요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가 기능의 변화를 이해한다

더 알아보기

면 미래의 제품을 구상할 수 있다.

스타일러
http://iped.kr/9010109

기능(function)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식을 조리하는 제품을 통해 본 기능이란?

기능(function)이란 제품/서비스가 전달하는 가치 있는
일을 말하며, 목적어+동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제품

변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나무 등을 이용해 아궁이에서
음식을 조리했는데, 실내에서
도 석유를 이용해 음식을 조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열을 이용해
조리한다.

곤로가 석유등을 이용해 냄새
가 심했지만 가스레인지는 화
력뿐만 아니라 냄새도 줄일 수
있다.

열을 이용해
조리한다.

유해 가스가 나오지 않고 전기
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열을 이용해
조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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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

목적어

서술어

스피커는

소리를

낸다.

제품은 중요도에 따라 기능을 2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핵
심적인 기능을 우리는 주요 기능(main function)이라고 부르며, 핵심 기능 외에 제품/서

지도상의 유의점

비스 등의 역할을 돕는 2차적인 기능을 우리는 부가기능(ancillary function)이라고 부른

기능 정의 체크리스트

다. 핵심 기능이 충분히 만족되었을 때, 부가 기능은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 학생들이 정의한 기능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지 체크
한다.
· 관심 분야에서 관심 기능을 정의하기 어렵다면 관심
제품부터 정의할 수 있게 지도한다.
①가
 치가 느껴지는가?
- 사람들이 그 기능을 유익하다고 느끼는가?
나의 관심 제품을 선정하고, 관심 기능을 파악하면, 나의 관심 분야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내가 미래의 CEO가 되어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만든다면, 결과적으로 나의 진로와
연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를 모두 작성하였다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 과연 고객들이 그 기능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용의가 있을 것인가?
②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 위에서 정의한 기능의 가치가 너무 동떨어지는 표현은

나의 관심 제품

아닌가?
나의 관심 기능

- 과연 기능에서 느껴지는 가치가 직접적으로 고객이 느
낄 수 있는 것인가?

나의 관심 분야

스피커의 기능: 소리를 증폭한다(O), 사람을 행복하
지침

시간

게 한다(X)

· 개인 활동
활동

· 관심 분야와 기능을 고려하여 나의 관심 제품을 정한다.

청소기의 기능: 먼지를 제거한다(O), 세상을 아름답

10분

게 한다(X)

· 학생은 발표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다.

③ 능동형으로 표현되었는가?
15

- 기능은 수동형보다는 능동형으로 작성되는 것이 좋다.
스피커의 기능: 소리를 증폭한다(O), 소리가 증폭되

어진다(X)

기능(function)을 수행하는 제품(product)을 알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래
와 같은 활동을 학생들과 함으로써 학생들은 기능의 정

청소기의 기능: 먼지를 제거한다(O), 먼지가 제거되

어진다(X)
④ 제품이 들어가지는 않았는가?
- 제품이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에 제품을 넣는

확한 의미를 알고 표현할 수 있다.

것은 좋지 않다
‘약’을 개발하다(X), 혈당량을 조절하다(O), 피를 멈

춘다(O)

 기능(function)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
왜
를 바라봐야 할까?

지침

활동

· 2인 1팀 활동
· 한 명이 기능(function)을 제시하면, 다른 한 명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product)을 답한다.
· 역할을 반대로 해본다.

시간

화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기능(function)이다. 즉, 과
10분

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미래의 제품과 서비스의 본질적
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01-01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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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스토리텔링을 활용해 미래 제품을 상상해 보자.

스토리텔링을 이용해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제품을 상상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봅시다.

스토리텔링, 어떻게 제작해야 할까?

신이 상상한 관심 제품과 고객의 니즈와 중요성을 생각

[스토리텔링 제작을 위한 세 가지 단계]
1. 내용 구상
시작 단계로, 본인의 주제에 해당하는 스토리텔링에 들어갈 콘텐츠를 구상하는 단계
내용 선별 및 구조화는 이후에 해도 되므로 일단 생각나는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

하며 스토리텔링에 들어갈 모든 내용을 학생들이 자유
롭게 구상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이야기의 형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

이야기가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

내용 구상
우리가 배웠던 From the Future 접근법을 바탕으로 자

story
telling

2. 구조화
<내용 구상> 단계에서 생각한 것들 중 실제 스토리텔링에 들어갈 것들을 선택


· 다공화 식품 필터를 이용해 허브 향을 만든다.
· 전력을 쓰지 않고 물을 자동으로 가열한다.
· 개인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알아서 추천해 준다.
· 개인의 경험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활용한다.
· 유출 가능성이 0%가 되도록 개인 정보를 저장한다.

스토리텔링에는 흐름이 있어야 하므로 항상 ‘이야기의 흐름’을 고려해 선별 및 배치
3. 스토리텔링을 실제로 제작하기
구조화된 스토리를 바탕으로 실제 스토리텔링을 제작하는 과정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작
더 알아보기
일론 머스크의 스토리텔링
http://iped.kr/9010111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스토리텔링을 제작해 보자. 우선 팀을 정하여 자신들이 선택한 미래

구조화

제품들 중 가장 고객의 니즈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보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구상한 내용을 선별하고 배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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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한다.

· 다공화 식품 필터를 이용해 허브 향을 만든다.
· 전력을 쓰지 않고 물을 자동으로 가열한다.
· 개인의 취향에 맞는 활동을 알아서 추천해 준다.
· 개인의 경험을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활용한다.

스토리텔링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 있는가?
리더가 되어 미래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이제 고객들에
게 제품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 안에는 고객의 니즈, 욕구 등을 해소시
켜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 유출 가능성이 0%가 되도록 개인 정보를 저장한다.

클라우스 포크 외 2인의 『스토리텔링의 기술』에서 이
야기의 구성 요소로 메세지(message), 갈등(conflict),

제작

등장인물(characters), 플롯(plot)을 말하고 있다. 4가

학생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도구

지 요소를 매력적으로 만들면 사람들의 뇌리 속에 잊혀

가 있는데, 그중에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스토리텔링을

지지 않는 이야기를 제작할 수 있다.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게 지도한다. 프레젠테이션은 친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의 기술』에서 제안한 4가지 구

숙한 프로그램으로 제작이 쉽고 애니메이션 표현에 있어

성 요소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스토리텔링은 어떻

유리하며, 기본 기능을 응용해 원하는 효과를 구현할 수

게 만들어야 할까?

있다.

메시지(message):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
더 알아보기

메시지는 스토리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며,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하나여야 한다.

http://iped.kr/9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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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해소되는 절정(클라이막스), ⑥ 결말에 이르는 6

팀명
이 름

단계를 거치게 된다.

팀원

더 알아보기

스토리텔링에 대해 더 궁금하다면?

제품명

『스토리텔링의 기술』 저자 클라우스 포그, 크리스티안 부
츠, 바리스 야카보루|역자 황신웅|멘토르 |2008.02.10

전체
스토리

스토리텔링의 대표적인 사례는?
더 알아보기
스토리텔링의 사례
http://iped.kr/9010112
※ 자신의 팀에서 선택한 제품의 기능이 들어갈 수 있게 제작한다.

애플은 아이폰5를 가족과 추억, 그리고 선물이라는 이

※ 스토리텔링에 들어갈 모든 내용을 생각해서 적어 본다.
※ 수집한 생각들을 선별하고 배치한다.

야기를 가지고 광고를 냈다. 가족 여행을 온 한 소년이 외
지침

시간

· 팀별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은 사고 싶은 미래의 제품에

45분

톨이처럼 불안하게 있다가 마지막에 가족에게 추억이라

· 3인 1팀 활동
활동

는 선물을 주는 내용으로 아이폰은 기계가 아닌 사람에

투표를 하고, 그 제품을 왜 사고 싶은지 코멘트를 적어 보자.

게 추억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광고 어디에도
17

아이폰에 대한 언급이 없고 마지막에 나오는 로고를 통해
이 영상 전체가 아이폰으로 찍은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결국 아이폰은 사람들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추억을 만

갈등(conflict): 행동을 유발하는 갈등을 일으켜라.

들어 나가는 인생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스토리는 생명력을 유지하며, 갈
등은 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다. 갈등이 없다면 좋은
이야기를 기대할 수 없으며, 사람은 본능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등장인물(characters): 제대로 된 악역을 등장시켜라.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의 모습은?

이야기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갈등이 조성되어야 하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등장인물이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등장인물이 사람일 필요는 없으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면 무엇이든 등장인물이 될 수 있다.

플롯(plot): 이야기를 ‘구성지게’ 전개하라.
이야기의 흐름은 ① 도입과 배경을 갖추며 시작되는 발
달, ② 주인공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빚
어지게 되는 갈등의 시작, ③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점차 고조되어 가는 지점, ④주인공이 돌이킬 수 없
는 행동과 선택을 하게 되는 갈등의 고조, ⑤ 갈등이 극

학생들의 팀별 활동이 끝난 후 학생들이 사고 싶어 하는
제품에 대해 스티커, 투표 등을 진행하며, 반드시 지도
교사는 이에 대해 피드백을 해준다.

01-01 미래의 리더로 성장하다 ·

17

소통의 기업가로 거듭나기
Feat. 나
1) 내용 체계

세부 목표

성취 기준

영역

핵심 역량

차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8차시

1. 리더로서 미래사회를 내다보고, 새로운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2. 상황과 대상에 맞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다.
[9발명02-01]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고, 다양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다,
1. 자
 신의 의사소통 지수를 알아보고,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를 연습
해본다.

체험 활동

2. 피칭에 대해 알아보고, 피칭 샤우팅으로 설득하는 글을 써본다.
3. 나를 표현하는 피칭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
통 방법을 알아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없음
3) 단원 소개

“의사소통(意思疏通) 또는 휴먼 커뮤니케이션(human communication or anthroposemiotics)은
사람의 의사나 감정의 소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
으며,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능력이다.”라고 백
과사전은 정의하고 있다.
소통과 연결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소통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은 미래를 살아야
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의사소통 지수를 알아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말하기 방법
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또한 SNS나 1인 방송 등 많은 채널을 통한 자기 표현 방법이 다양화되고 있는 요즘 피칭 영
상도 새로운 표현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투자자나 고객 또는 고용주에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피칭 영상의 제작 실습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고 효과적
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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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2차시
(ppt)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자 신의 의사소통 지수 알아보기

엘리베이터 피치 알아보고 연습하기

피칭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2차시
(ppt)

… 피칭이 무엇인가 알아보기
… 피칭 영상 제작의 장점
… 피칭 취업 기업 사례 (국내) 알아보기
… 피칭 취업 기업 사례 (해외) 알아보기
… 피칭 분야 알아보기
: 피칭 유어 콘텐츠, 피칭 유어 컴퍼니, 피칭 샤우팅
… 피칭 샤우팅 해 보기
: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피칭 샤우팅 하기
: 주제를 정해 간결하게 글 작성하고 공유하기

나를 표현하는 피칭 영상 기획하기

전개
2차시
(ppt)

… 다양한 피칭 활용 사례 알아보기
: 다른 방식으로 만든 피칭 영상을 보고 피칭 영상에 대
해 이해하기
… 피칭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하기
: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로 표현하기
… 영상 제작 단계 알아보기
: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해하기

나를 표현하는 피칭 영상 제작 & 상영하기

전개/정리
2차시

… 피칭 영상 기획안 만들기
: 예시 기획안을 참고로 자신의 피칭 영상 기획안 만들기
… 피칭 영상 제작 팁 알려주기
…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피칭 영상 제작하기
… 피칭 영상을 상영하고 서로 긍정적인 의견을 교환한 후
수정해서 보관하기
… 피칭 대회 공모전 홍보하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자
 신의 현재 의사소통 능력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의사소통이 왜 중요한지 깨닫
게 하여 수업의 흥미도를 높인다.

…피
 칭이라는 내용이 매우 생소하므로 피
칭이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첨부 영상과 구글 검색을 통해 피칭의
활용도를 살펴보고, 피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피
 칭 샤우팅은 최대한 설득력 있게 진행
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주제는 지양
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킨다.

…피
 칭 영상을 다양하게 시청함으로서 피
칭 영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다양한 피칭 영상이 나올 수 있
도록 창의적인 수업 분위기를 만든다.
주제가 “나”이기 때문에 자신의 많은 것
을 글로 표현해서 나를 잘 알아볼 수 있
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기
 획안을 만드는 과정이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주지시키고 기획
안을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게 한다.
…동
 영상 편집을 어려워할 경우 팀을 구성
하여 또래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상영
후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지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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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나의 의사소통 지수는?
나의 의사소통 지수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고,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할 점을 찾아보자. 엘리베이터 피치(elevator pitch)를 간단히 알아보고 연습해 보자.
땡!

나만 모를 수 없는

나
 의 의사소통 지수를 알아보고 짧은 시간 소
통하는 방법 알아보기

신조어 테스트

만 원씩 모아
둔 장부?

일시

장소

설득이 아닌 소통으로 성공한 어떤 남자 이야기 영상 보기

참가자

더 알아보기

1

2

3

4

만만한 사람
반반한 사람
잘생긴 사람
부자사람…

'설득'이 아닌 '소통'으로 성공한 어떤 남자 이야기
만반의 준비를
하면 잘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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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 우리는 말 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그러
나 말은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정해진 기
교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말 잘하는 방법을

의사소통의 중요성!

배우기란 쉽지가 않으며 그것을 가르쳐 줄 사람조차 많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이다.

지가 않다.

소통이나 불통이라는 말이 '불통의 아이콘'이라는 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

대화는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의사표현 방식이다.
이 쓰인다.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잘 전달해야 하고 듣
는 사람도 경청을 잘 하여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는

평상시 말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자.
― 손석희
― 버락 오바마
― 토머스 제퍼슨
― 존 F. 케네디
― 오프라 윈프리 등

마음 역시 소통의 중요한 덕목이다.
20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지 알아보자
― 공감하고 경청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장악한다.

명료성 14.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가?
의 원칙 15. 말할 때 근거가 뚜렷하고 논리적인가?

· 자신의 의사소통 지수를 알아보자.

반복/ 16. 자기주장을 반복해서 적절히 강조하는가?
자극의
원칙 17. 자기만의 매력을 노출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자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해당하는 칸에 표 하세요
<출처: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내용
1. 다
 른 사람을 만날 때 다름을 인정하는가?
공감의 2. 상대방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가?
원칙 3.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가?

체크리스트
5 4 3 2 1

18. 만났을 때 배려하는가?
진정성
19.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가?
의 원칙
20.내가 하는 일은 행동과 일치하는가?
합계
5점 :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4.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가?
경청의
원칙

5. 말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가?(양)
6. 상
 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깊게 듣는가?(질)

7.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의상과 외모에 신경 쓰는가?
통합의
8. 대화하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가?
원칙
9. 대화하면서 눈 맞춤을 하는가?
10.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하는가?
스토리
11. 막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텔링의
12. 다
 른 사람의 이야기 등 사례를 많이 말하는가?
원칙
13. 말할 때 짜임새와 구조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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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소통 지수 점검하고 노력할 점 알아보기
나의 소통 지수는?
· 90점 이상 : 소통의 달인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소통을 시도한다. 경청
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먼저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견도 상
황에 맞게 전달한다.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며 소통한다.
· 80점 이상 : 원할한 소통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스스로 노력한다. 물론 본인이 다른 문제로
고민하거나 상대방이 도를 넘는 행동을 하면 불통이 되기도 하지만 소통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성이 좋은 사람으로 인
정을 받는다. 매력적인 인물로 주변에 사람이 모인다.

나의 의사소통 지수를 알아봅시다.
자신의 평소 모습을 떠올리며 해당하는 칸에

상품, 서비스 혹은 기업과 그 가치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요약 설명을
의미한다. 주로 말, 글, 비디오의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표 합니다.

내용

체크리스트

1. 다
 른 사람을 만날 때 다름을 인정하는가?

공감의
원칙

2. 상대방에 대해 알고자 노력하는가?

· 엘리베이터 피치가 무엇인지 예시 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기

3. 상
 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가?
4. 자기 이야기를 잘 하는가?

경청의
원칙
통합의
원칙
스토리
텔링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반복/자극의
원칙
진정성의
원칙

5.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가?(양)

더 알아보기

6.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지하고 깊게 듣는가?(질)
7. 약속 장소에 나갈 때 의상과 외모에 신경 쓰는가?

엘리베이터 피치

8. 대화하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가?
9. 대화하면서 눈 맞춤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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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드러운 억양으로 말하는가?
11. 막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12.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등 사례를 많이 말하는가?
13. 말할 때 짜임새와 구조가 있는가?

· 엘리베이터 피치 단계 알아보기

14. 말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가?
15. 말할 때 근거가 뚜렷하고 논리적인가?
16. 자
 기주장을 반복해서 적절히 강조하는가?

① simplicity

17. 자기만의 매력을 노출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 선택하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1~2가지를 정한다.
― 나를 말해주는 단어 하나를 키워드로 잡고 단어를 주요 아이디
어로 사용한다.

18. 만났을 때 배려하는가?
19.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가?
20.내가 하는 일은 행동과 일치하는가?

합계
5점 :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2점 :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 보통이다.

② unexpectedness
― 면접인의 예상을 뒤엎는 내용을 고민한다.

· 자신의 의사소통 지수를 점검하고 노력할 점을 써 봅시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1965년 이후로 자동차를 타 보
신 적이 없으시다면, 안전벨트를 매실 때 납작한 끝부분을 버
클 안으로 넣으시면 되고, 푸실 때 버클의 플립을 들어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연인을 떠나는 방법에는
50가지가 있지만, 이 비행기를 떠나는 방법은 6가지밖에 없습
니다.

· 엘리베이터 피치가 무엇인지 예시 영상을 통하여 알아보고 한 가지 주제를 정
하여 30초, 1분, 1분 30초로 연습해 봅시다. (반드시 초시계를 사용합니다.)
더 알아보기
엘리베이터 피치란?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요약 하여 30초에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달
하는 스피치를 의미하며, 어떤 상품, 서비스 혹은 기업과 그 가치에 대한 빠르고 간단한 요약 설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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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ncreteness
― 면접관이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든다.
‘저는 매일 밤 저희 아들 이를 꼭 닦아줍니다.’ ‘저는 매일 밤 저
의 아들 이를 뽀로로 칫솔로 닦아줍니다.’가 훨씬 기억에 남는다.

· 70점 이상 : 평범한 소통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경우기 종종
발생한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일 경우 소통보다는 일방적 주
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익과 관련 없을 때는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한다.

④ credibility
― 듣는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믿게 하는 것 또한 중요
― 통계나 선례를 활용하여 수치화하는 것이 기억에 잘 남고 말의
신뢰도를 높인다.

⑤ emotions

· 55점 이상 : 일방적 달인
상대방이 처한 상황보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
히 자신의 매력을 높이는 것에 몰두하고 상대방에게 잘 집중하지 않아 소
통이 잘 안 된다.

― 훌륭한 이력과 답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면접관에 마음에 들
어야 한다.
―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필요하다.
― 감정적으로 부각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

· 55점 이하 : 불통의 단계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지 자체도 효과적으로 전
달하지 못한다.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 겉돌게 되며, 깊이 있는 관계를 형
성하지 못한다. 더 심해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

⑥ stories

· 나의 결과표를 보고 나의 소통 지수 보고서를 만들어
보자. 나의 노력할 점을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이고
자주 읽어서 고칠 수 있게 노력해 보자.

― 단순한 서술식의 이야기보다 에피소드나 이야기를 덧붙이면 더
강한 인상을 준다.

MIT sloan(MIT MBA)
더 알아보기
MIT sloan(MIT MBA)
http://iped.kr/9020103

엘리베이터 피치에 대해 알아보기
엘리베이터 피치란?
엘리베이터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신의 생각을 요약하여
30초에서 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달하는 스피치를 의미하며, 어떤

: 매년 MIT에서는 $100K Launch competition pitch contest를
가을에 개최하여 60초 동안 사업계획서를 청중 앞에서 발표하고
심사하여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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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Pitching? 피칭?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나의 아이디어를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피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가장 간단한 샤우팅 피칭을 연습해 보자.

짧
 은 시간에 강하게 나의 아이디어를 고객이
나 투자자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요?

다음의 그림을 보고 피칭이 무엇인지 설명을 들은 후, 그림을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어 봅
시다.

피칭에 대해 알아보자.
‘작가들이 편성, 투자 유치, 공동 제작, 선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작
사, 투자사, 바이어 앞에서 기획 개발 단계의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일종의 투자 설명회다. 작가들이 영화·드라마 제작자들
을 상대로 좋은 콘텐츠와 역량을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직거래 장
터’라 할 수 있다. 주로 제작비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위해 실시하
며 미국, 유럽 등에서는 새로운 소재와 작가를 찾는 매우 보편화된
투자 유치 방식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낯선 방식
이다. 피칭은 신인 작가와 제작사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신인
작가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인정받을 수 있어 좋고, 늘 새로운 소
재에 목말라하는 콘텐츠 제작자들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콘텐츠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 트렌드 지식사전]

피칭을 어디에 이용하며,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피칭 영상이 주목 받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 안에 전달력이 매우 빠르다.
인터넷 방송 시장과 1인 채널이 활성화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자신만의 콘

더 알아보기

텐츠를 기획하고 방송하기가 쉬워졌다.

아이피칭 페스티벌 오프닝 수정

전달력이 빠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문자보다 영상이나 이미지의 메시지

http://iped.kr/90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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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피칭 영상 제작의 장점

내 머릿속의

생각들을

모두 꺼내서

제대로 확실하게 보여주자

지도상의 유의점

· 다소 생소한 내용이므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네이버 트렌
드 지식사전에 공개된 피칭의 개념을 읽어주고, 한 문장으로
쓰게 한 후 발표시킨다.
· 최대한 다양한 단어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피칭
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한다.
*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교사용 교재의 내용을 들려줄 때 초성을
알려주고 답을 맞히는 게임도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1.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어 전달성을 높일 수 있다.
2. 면
 접할 때의 긴장감이나 컨디션 난조에서 벗어나 면접자의 능력
을 최대한으로 보여주기 좋다.
3. 면접관의 입장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면접자를 판단할 수
있어서 회사의 요구와 맞는 능력을 가진 면접자를 선택할 수 있
는 가능성이 높다.
4.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5.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다.

피칭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전달하는지 포털 사
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자.
: 생소한 내용이지만 피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
고 있음을 알게 한다.

트위스트 피칭 대회
: 2009년부터 미국의 에인절 투자자 제이슨 칼라캐니스(Jason
Calacanis)가 운영 및 진행하는 비지니즈 영역 최장수 포드캐스
트이며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비지니스 프로그램이다. 2011년
215번째 에피소드가 한국에서 열려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가들이
참여하여 경합을 했다.
[<출처> 유투브 - Startups - TWiST Seoul Meetup - TWiST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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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으로 자신의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다면 어떤 내용으로 피칭을 할지 주제를 정하고 피칭 내용을 작
성하여 봅시다.
주제 :

NACUE (National Consortium of University Entrepreneurs):
12명의 기업가 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한 협회
영국 전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아이디어 피칭 대회를 실
시하고 15,000파운드의 상금과 사업 지원을 제공한다.

피칭 취업 면접 사례
http://www.ipitching.co.kr/index.php?mid=board&page=
1&document_srl=390

피칭으로 취업 면접을 대신하는 사례를 알아 봅시다.

2019년 상반기 일반직 신입 사원 채용

아나운서 전형

(63초 자기소개 동영상) 특별 전형

1차 : 서류 전형(동영상 전형)

전형 절차

2차 : 필기 전형(인적성, 국어, 상식)

· 서류 전형(특별 전형은 동영상 심사)

3차 : 카메라 테스트

→ 1차 면접(실무 면접) → 2차 면접(임

4차 : 역량 평가

원 면접)/신체검사 → 최종 합격

5차 : 임원 면접

피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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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콘텐츠 피칭 : 춤추는 영상이나 악기 연주, 노래하는 영상 등 주
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많이 활용됨. 유명 기획사나 제작자들
에게 노출되어 시공간을 초월한 인재 발굴에 많이 쓰임.
② 컴퍼니 피칭 :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투자자나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함.
③ 샤우팅 피칭 : 자신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
게 한꺼번에 알리려는 목적으로 쓰임.(청와대 국민 청원, 서울천
만인소 등)

샤우팅 피칭 해 보기
JTBC와 창업진흥원이 함께
만든 스타트업 피칭 프로그램

더 알아보기

학생들이 많이 접해서 알고 있는 샤우팅 피칭을 연습해보게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글을 몇 가지 보여주고 난 뒤 주제를 정하
고 피칭 내용을 간결하게 작성해 발표하게 한다. 친구들이 동의를 할
지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 반드시 피칭의
목적이 드러나게 간결하고 명확하게 써야 함을 강조한다.

지니캐스팅

스타트업 빅뱅
http://iped.kr/9020105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경진대회 (일반인 누구나 참

손쉽게 고퀄리티 오디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미니 셀프 오디션 스
튜디오 및 온라인 플랫폼 지니스테이션을 제공한다.(적은 비용으로
장르에 따라 배경 선택 후 녹화 업로드까지 가능하며, 홍대와 인천
에 스튜디오 운영)

여, 7분 피칭)
예선: 기관별 총 24개 리그 개최(기관별 시
상 및 상위 우수작 통합 본선 진출권 부여)
통합 본선: 최종 10개 팀 선발(팀별 발표피칭 후 심사)
왕중앙전: 순위 결정전 현장 발표(피칭) 후
전문가, 소비자 반응, 국민 평가단 심사

더 알아보기
창업경진대회 영상
http://iped.kr/90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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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나를 알리는 피칭!
나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알아본 후, 나를 알리기 위한 피칭 영상 제작 기획안을
자세하게 만들어 보자.

나를 표현하는 피칭 영상을 만들어 보자.

나를 자세히 들여다 봅시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기업의 채용 트렌드 변화나 K-pop 아이돌의 인기에 힘
입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게 생가가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나의 좋은 점은?

나의 기억에 남는 성공담은?

인한 유튜브나 SNS의 파급력이 매우 크다. 학생들이 이
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신을 표현하는 피칭 영상을 제
작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제대로 알고 자존감을 높일

나의 피칭 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영상 제작의 목적을 써 봅시다.

수 있게 한다.
나의 피칭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정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일본 기업들 동영상 면접 시스템 도입 기사
http://iped.kr/9020108

나의 피칭 영상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정해 봅시다.
①
②
③

다양한 피칭 영상 샘플 보기
더 알아보기
롯데 호텔 채용 자기 소개 영상 (황도연)
http://iped.kr/9020109

④
⑤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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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보드를 자세하게 작성한 후 제작한 영상으로 본인의 목
소리와 사진 자료, 자막을 활용해 자기소개를 하였다. 평범하고

피칭 영상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하기

친숙한 콘텐츠로 사람들이 편하게 볼 수 있고 전달력도 좋다.

: 사전에 과제로 제시해서 어린 시절의 사진이나 기억에 남는
일,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기억하는 성장 에피소드를 미리 준

더 알아보기

비하게 한다.

정치인 유열
http://iped.kr/9020110

피칭 영상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하고 관심 있
는 분야는 무엇인지 확실하고 생생하게 알릴 수 있다.
재차 강조하지만, 화려한 영상미보다 콘텐츠의 진정성과 목
표가 중요하다.

나를 알아보는 과정
━ 나만의 개성 발견하기
▶

내가 좋아하는 것

▶

내가 싫어하는 것

▶

내가 화가는 것

▶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나의 꿈

더 알아보기

━ 나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Cristina Castro Riera: Spain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http://iped.kr/9020111

━ 지금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인가?

스페인의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리에라(Cristina Castro

━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

Riera)는 스톱 모션 기법으로 풍선과 손글씨 등을 통해 영상

: 학생들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자기의 고유성을 인식하고

을 제작했다. 이처럼 움직이는 동영상이 아니어도 연속 사진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스스로 긍정적으로

을 촬영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최대한 자신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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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토리보드(storyboard)

영상 제작 단계를 알아봅시다.

영화나 광고 관련 책을 보면 콘티라는 말이 나오는데 콘티가
바로 스토리보드이다. 만화처럼 영상의 흐름을 스케치로 나
script

storyboard

타낸 것을 이야기한다.

voice over

즉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미리 그림으로 상상해보는
것이다.
illustrations

animation

sound FX

다른 사람의 피칭 영상을 보고, 만화처럼 영상의 흐름을 스케치로 그려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봅시다.

③ 녹음(voice over)
여러 번 연습한 후 생동감 있게 감정을 실어서 녹음하는 것이
좋다. 발음은 전달이 잘 되도록 정확하게 하고, 딱딱하게 읽
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또한 녹음할 때 잡
음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
스토리보드에 들어갈 여러가지 캐릭터나 배경, 폰트 등 필요
한 부가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써도 좋다.
⑤ 애니메이션(animation)
일러스트레이션 단계에서 만든 여러가지 이미지나 자막등에
움직임을 넣는 단계이다. 너무 많은 애니메이션 효과는 집중

25

력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통일성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넣
는다.

영상 제작 단계 알아보기

⑥ 음향 효과(sound FX)

① 스트립트(script)

보는 사람이 동영상에 더욱 몰입하고 감정이입을 할 수 있도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로 전체적인 내용을

록 배경 음악을 넣거나, 애니메이션 효과와 어울리는 음향 효

간단히 작성하는 과정이다. 스크립트는 그림을 그릴 때 스케

과를 추가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를 통해 동영상의 완성도를

치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세하게 작성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이

높일 수 있다.

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대략적으로 작성한다.
도입-전개-정리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전달력이 좋다.

영상 제작 단계 연습하기

첫 번째 도입부는 영상의 시작 부분으로 나에 대해 관심을 보

앞 페이지에서 살펴본 피칭 영상 샘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만한 전체적인 이미지나 뒷부분이 기대가 되는 흥미있는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게 한다.

내용으로 구성한다.

영상을 보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할 때 영상을 중간중간 멈추고

두 번째 본론 부분은 도입부에서 제기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확인하면서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게 한다.

위한 내용으로 영상을 구성한다. 시간의 흐름이나 사건의 기

먼저 한 개의 영상을 선택해 같이 작성해 보고, 각자 찾은 영

승전결 구조로 내용을 구성하나 지루하지 않게 적절한 화면

상으로 다시 작성하는 과정을 거치면 본인의 이야기에 대한

의 변화를 주어 제작한다. 자신의 장점이나 특징을 잘 엮어서

스토리보드를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보여줘야 한다.
세번째 결론 부분은 “왜” 면접관이 나를 선택해야 하는가에

더 알아보기

대한 것이다. 단순히 알리기만 한다고 선택을 받는 것은 아니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과정

다. 결론적으로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거나

http://iped.kr/9020112

궁금즘을 갖게 하는 결론으로 제작한다.

02-01 소통의 기업가로 거듭나기 Feat.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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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피칭 영상 제작하여 피칭하기!

나를 알리는 피칭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후, 다양한 기기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상을 실제 제작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상영해 보자.

나
 를 피칭하는 영상을 실제 제작한 후 상영해
보자.
피칭 영상 기획안 만들기

다음의 스토리보드 예시를 보고 스토리보드 작성 방법을 알아봅시다.
#

영상 이미지

화면설명

음향, 자막, 기타

1

발명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나? 윤발명
-웅장한 짧은 효과음

2

엉뚱힌 행동을
좋아하는 아이

엉뚱한 행동들로 엄마를
당황하게 한 윤발명
- 번개모양 당황스러움 아이콘 삽입

3

내가 그동안 했던
발명품들

윤발명의 역사적인 발명품들

4

꿈

사소한 것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윤발명의 꿈
- 잔잔한 음악필요

기획안은 영상을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상을 만드는 목적을 밝히고, 자신
의 기본 정보를 포함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PPT를 활용해도
좋고 사진을 콘셉트로 해도 좋다. 영상 제작 전에 기획 단
계와 스토리보드 제작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킨다.
예시 자료를 잘 보고 분석한 후 본인이 생각한 자신의

나의 피칭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스토리보드를 작성해 봅시다.

피칭 영상 콘셉트로 스토리보드를 작성한다. 스토리보드

#

는 최대한 자세하게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게 한다.

1

영상 이미지

화면설명

음향, 자막, 기타

2

피칭 영상 제작 팁
━ 피칭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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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칭 영상은 가급적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 피칭 영상은 가급적 짧고 임팩트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는 것이 좋지만 필수 사항
은 아니다.

학생들이 가장 쉽게 피칭 영상을 만드는 방법
━ 셀프 인터뷰로 피칭 영상 만들어보기
: 핸드폰으로 셀프 인터뷰 진행하며 관련 사진을 보여줘도 좋

수업 활용 팁

고, 1인 방송국 BJ처럼 진행해도 좋다.

━ 학생들의 아이디어 예시 : 손 글씨로 써서 자막을 대

자
 막을 만들기 어려우면 도화지에 큼직하게 글을 써서 보여

신하거나 흙 운동장 바닥에서 샌드 아트처럼 나무 막

준다. 배경 음악을 넣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어울릴만한

대를 활용해서 목소리를 대신하여 촬영
━ 화려한 영상 편집 기술보다는 내용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키고 자칫 내용은 없고 애니메이션과 효과음만

음악을 틀어놓고 촬영하면 된다.
영
 상 촬영 및 편집, 효과 등 시각적 퀄리티에 큰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중요한 것은 영상 안에 자신이 이것을 만든 목적
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난무한 영상이 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영상의 러닝 타임이 너무 길면 학생들이 부담스럽고

피칭 영상 제작 방법

스토리보드의 양도 많아지므로 30초짜리 영상부터 1

대표적인 영상 편집 프로그램

분 30초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제작하는 것

① PC용 프로그램

이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좋다.
━ 개인별 영상이긴 하지만 개별 활동에 부담이 큰 학생

무료 프로그램

윈도우 무비메이커, 애플 아이무비 (맥 전
용), 곰믹스, 뱁믹스 등

유료 프로그램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컷 프로(맥 전용), 곰
믹스 프로, 베가스 프로

들의 경우에는 3-4명씩 모둠을 형성해서 서로 돕게 하
면 또래 학습의 효과도 얻고 제작에 대한 부담감도 줄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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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미지

화면설명

동영상 편집을 위한 100% 무료 소스 활용하기

음향, 자막, 기타

① 무료 배경 음악

3

-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사운드클라우드

4

- 벤사운드
5

② 무료 영상

- 비디보(Editorial Use Only 제외): videvo.net

6

- 마즈와이: mazwai.com
③ 무료 폰트

7

- 서울시청, 부산시청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한글 글꼴
8

- 네이버 소프트웨어 폰트 제공 서비스
- 1001 FREE FONTS(영문폰트)

영상 기획안을 보고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상을 제작해보자.
-피
 칭 영상을 만드는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야
한다.
- 피칭 영상은 가급적 보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 피칭 영상은 짧고 임팩트 있어야 한다.
-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담는 것이 좋지만 필
- 영상 편집 기술보다는 내용에 신경쓰자!

④ 무료 이미지

많이 쓰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피칭 영상 제작 팁!

수 사항은 아니다.

더 알아보기
① Qditor - 안드로이드 최고의 동
영상 편집 앱
② Quik - 무료의 비디오 편집기,

- 프리큐레이션
- 셔터스톡
- 구글 이미지 검색([도구]-[재사용가능] 선택)

무비 메이커
③ VivaVideo

⑤ 무료 효과음

④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기
⑤ Tiktok 틱톡 - 뮤직 숏 비디오
커뮤니티

- 효과음 연구소
(soundeffect-lab.info(일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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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 프리사운드
- 사운드 바이블

② 안드로이드용 앱

- ZAPSPLAT
- BGM 저장소 (bgmstore.net)

VivaVideo

유료 버전이 저렴하다.
무료 버전에는 시간 제한이 있으며 워
터마크가 표시된다.
애니메이션 효과 등 화려한 효과가 있
으며, 다양한 음악을 제공한다.

나를 알아보기 과정 공유 – 영상 상영
학생들이 제작한 각자의 자기 소개 피칭 영상을 공유하
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본인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상영 후 친구들끼리 피드백을 할 때는 반드시 긍정적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한 50여 가지
의 필터 효과가 있으며 동영상의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필모라고

인 피드백을 하게 하고 영상 제작에 대한 조언도 듣게 해
서 발전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영상 상영 중 비난이나 야유가 나오지 않도록 상영 전
에 주의를 단단히 준다.
교사는 피칭 관련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고 진로

키네마스터

무료로 음원을 제공한다.
오버레이 기능이 있다.
무료 버전은 워터마크가 추가되지만,
학생들과 실습하기에 좋다.
동영상 속도가 조절되지 않는다.

와 반드시 연관시킬 수 있도록 수업 의도를 설정한다.

02-01 소통의 기업가로 거듭나기 Feat.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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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영역
기

본

편

전통적인 발명은 발견한 문제나 떠오른 아이디어를 메모하고, 도
면화한 후 공작 기계를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하
지만 최근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수많은 아이디어를 발상한 후 최선의 아
이디어를 선정하는 과정을 밟기도 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다양한
ICT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으로 제작될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다양한 앱을 이용하여 문제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자. 그리고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앱을 직접 제작해 보자.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의 비밀
나만의 모바일 앱(app)을 만들자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의 비밀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정보통신기술영역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소양

4차시

세부 목표

성취 기준

다양한 ICT 툴을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공유할 수 있다.

[9발명03-01] ICT 도구를 이용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1. 발명에서의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ICT를 활용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다. [초등03-01]
- ICT 도구를 활용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다. [초등03-02]

3) 단원 소개

위대한 발명은 자신이 실생활에서 접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떠오른 아이디어와 중요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과거의 훌륭한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기
록하기 위해 연필과 종이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습관으로 인간의 삶을 혁신시키는
획기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냈다. ‘초연결을 통한 초지능의 패러다임’ 시대에 발명의 시작은 전
통적인 방식인 연필과 종이를 포함하여 온·오프라인을 넘어서 스마트폰, PC 등의 다양한 디바
이스를 활용한 실시간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기록된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보다는
시공간을 초월한 다수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유기적인 상호작용으로 아이디어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자신이 생활 속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스마트폰 등의 ICT 도구를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통해
상호 협력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며, 최적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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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동영상)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모바일 게임업체 슈퍼셀의 변천 과정 영상 시청
(https://youtu.be/9JKmfHTUPYI)
… 발명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 안내

발명 모둠 구성하기
… 개인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ISC 행동유형검사 실시하기
: DISC 행동유형검사로 모둠장(D형) 선정
: 모둠장이 모둠의 비전 발표 후 모둠원 구성

협력을 위한 ICT 도구

전개
1∼4차시
(스마트폰,
인터넷 공유기)

… 협력을 위한 ICT 도구 안내
: 패들렛, 구글 드라이브
…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 살펴보기
: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 준비 및 기능 익히기
＊구글 가입하기, 스마트폰에 구글 문서 앱 다운로드

지도할 때 유의할 점
…개
 인보다 여러 사람의 협력으로 불편한
점을 발견하고 발명 아이디어 개선의 효
과성을 강조한다.

…D
 ISC 행동유형검사 후 D형의 사람이
리더 역할을 하고 I형, S형, C형의 사람
이 모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둠
활동에 효과적이란 것을 안내한다.
…구
 글 문서 작성 실습을 위해 발명센터의
상황에 따라 학생 개인 스마트폰, 태블
릿, PC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발명 아이
디어의 공유 활동을 실제 적용할 수 있
도록 가급적 학생 개인의 스마트폰을 이
용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발명 일지 작성하기
…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발명 활동 일지 작성하기
: 교사의 발명 활동 일지 양식 공유하기
: 개별적 발명 활동 일지 작성법 안내
… 발명 아이디어 노트 작성하기
: 문제 선정하기
: 문제 해결하기(확산적 사고)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스캠퍼 등

…모
 둠별로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발명 아
이디어 노트 작성 시 텍스트뿐만 아니라
영상, 링크, 사진 등의 인터넷을 활용하
여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발명 아이디어 개선하기(수렴적 사고)
＊PMI, 히트 기법 등

발명 아이디어 공유 및 피드백
정리
4차시
(스마트폰)

… 모둠별로 구글 문서 발명 아이디어 발표하기
: 모둠별로 작성한 발명 문제와 해결 아이디어 발표 후
다른 모둠으로부터 피드백 받기
… 모둠별로 패들렛을 활용해 협력하여 발명 아이디어 피드
백하기
… 발명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 강조하기

…모
 둠별로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수
업 후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발명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피드
백하면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
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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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발명에서 상호협력이 왜 필요할까?

GAME

재미있는 게임을
생각해 냈어~ 함께 개발할
개발자 모집을 위해 회사
네트워크에 올려보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게임
개발에 참여할게요.

상호 협력(相互協力)

GAME-T
개발자 모집!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가 있다. 아무리 쉬운 일

대박~ 바바리안은
조금 더 힘이 센
모양으로
디자인하는건 어때?

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서로 힘을 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
다는 뜻이다. 상호 협력은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반응이 좋아요.

발명 상호 협력 과정에서 역량의 중요성
실생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발현하여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 명보다 여러 명이
훌륭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처음 생겨난 아이

와! 이거 재미있겠는데
나도 개발에 참여하고
싶어요.^^

미국 유저들은
캐릭터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요.

디어는 점차 더 좋은 생각으로 진화하기도 하고, 다른 아

게임을 드디어 완성
했습니다! 각 나라의
베타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1

2

3

4

BETA
테스터
모집!

-T
ME
GA

발명일보

GAME-T

전 세계를 휩쓸다.

인도에서는 대박
재미있어 합니다.
바로 출시합니다.

상호협력으로 만들어진 위대한 발명품 ‘트랜지스터’
1947년 12월 벨연구소에는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되었고 지금의 반도체 시대가

이디어와 합쳐져서 더 훌륭한 아이디어로 발전하기도 한

열리면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벨연구소의 원칙은

다. 여러 명이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미처 생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이었다. 트

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 각자의

리’, 실험물리학자 ‘월터 브래튼’가 협력하여 만들어내었고 1956년 세 사람은 ‘트랜

랜지스터는 반도체 연구자 ‘존 바딘’, 트랜지스터의 기본 원리 개발자 ‘윌리엄 쇼클
지스터’를 발명한 공로로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이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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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할 때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박종하,
2012).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

이러한 학생들은 상호 협력 과정에서 학생들의 공
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이 가능하다. OECD
DeSeCo 보고서에서는 사회적 이질 집단에서 소통하
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 협동
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핵심 역량
으로 제시하고 있다. OECD Education 2030 보고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개인이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의 지
향점으로 변혁적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
를 창조할 수 있는 역량,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경
제 활동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

출처 : 최상덕(2018),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사례

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이 모둠을 만들어 프
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명은 프로젝트를

OECD 교육 2030 사업에서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의

진행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안녕 2030’은 미국의 존 듀이가 1897년 제시한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토대를 하고 있다. ‘OECD 교육 2030 학습

더 알아보기
발명의 탄생은 상호 협력 과정
http://iped.kr/9030101

개념틀’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핵
심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역량의 개념, 교육의 목적 및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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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상호 협력에서 향상되는 역량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은
2010년에 설립되었다. 2012년 클래

* 공 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

시 오브 클랜, 2014년 붐비치, 2016
년 클래시 로얄, 2018년 브롤 스타

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

즈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앱
게임계의 강자로 자리매김하였다.

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슈퍼셀은 ‘강력한 조직’으로 전 세계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 살고 있는 게임 개발자들이 5명
에서 7명의 셀(cell, 세포)을 이루어서 온라인으로 만나 각각의 셀들이 자신의 게임 아이
디어를 공유하여 게임을 만들고 제작이 완료되면 실제 게임을 한다. 그 결과를 공유하고
앱 스토어에 업로드하여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공유와 협력의 과정에서 클래시
오브 클랜이 만들어졌다.

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이다.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

1. 아래의 클라우드에 보이는 단어 5개를 골라 각각의 칸에 쓴 후 한 줄 빙고 게임을 해보자.
상호협력

클래시

게임

클랜

슈퍼셀

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
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
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출처 : 교육부(2015), 초·중등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클래시 오브 클랜의 슈퍼셀(Supercell) 이란?
핀란드에 위치한 슈퍼셀은 2010년 5월 14일 창업하여
건샤인을 시작으로 헤이데이이, 클래시 오브 클랜, 붐비
33

치, 클래시 로얄, 브롤스타즈 등을 개발하며 전 세계 유
명 모바일 게임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직원들은 전 세계
20여 개의 나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구조가 가능한 것은 인터넷의 발달로 오프라인에서 회
사의 의사결정이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텀

활동상의 유의점

클라우드 빙고 게임
① 클라우드를 보고 제시된 단어 5개를 선택하여 한 줄
빙고 게임 칸에 넣게 한다.
② 교사가 오늘의 클라우드에서 학습해야 할 단어 ‘상호
협력’, ‘슈퍼셀’, ‘클랜’, ‘브롤’, ‘강자’, ‘게임’ 등을 순
서대로 불러 가장 먼저 빙고를 외친 학생을 칭찬해준
다. (단어 순서는 교사의 재량에 따라 바꿔도 무방하
다.)

업(bottom-up) 방식이기 때문이다.
직원들 중 재미있는 게임 아이디어가 있으면 회사의
네트워크망에 올려 함께 게임을 개발할 구성원들을 모
으고 그 구성원들이 하나의 셀(cell)이 되어 회사의 의사
결정기구에 결과물을 발표하여 게임을 런칭하는 구조이
다. 이처럼 셀의 협력이 슈퍼셀이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
이라고 할 수 있다. 게임 런칭 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

③ 학생들의 1/2 정도가 빙고를 외치면 단어 제시를 멈

하더라도 게임 제작 과정의 경험을 높이 평가하여 회사

추고, 교사가 제시한 단어를 몇 명이나 기록했는지 확

자체에서 ‘샴페인 파티’를 열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

인하고 가장 많이 기록한 단어를 정리하여 말한다.(보

키고 더 좋은 모바일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동기를 부여

통 ‘상호 협력’, ‘발명’, ‘상호’, ‘클래시’ 이 많이 나옴)

하고 있다.

④ 빙 고 게임 칸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와 오늘

더 알아보기

학습 내용 ‘발명에서의

슈퍼셀의 변천사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http://iped.kr/9030102

연계하여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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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상호협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를 준비해 보자.

좀 더 알아보자.

효과적인 발명을 하기 위해서는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만든 슈퍼셀과 같이 오프라
인에서의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발명 아이디어를 업로드하고 피
드백할 수 있는 정보통신 도구를 알아보고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자.

DISC 행동유형이란?
DISC 행동유형검사는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심리

2. 상호협력하여 발명을 하기 위해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모둠을 구성해 보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기

학을 가르치는 ‘윌리엄 몰턴 마스턴’ 교수가 1928년에

(https://kr.vonvon.me/quiz/767)

만들어 발표하였다. 마스턴 교수는 인간이 태어난 후 살

DISC 행동유형검사를 시작하고 질문에 답하기

아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접촉을 통해 변화되는
행동을 주도형(Dominance), 사교형(Influence), 안정

DISC 행동유형검사 결과가 나타내는 자신의 유형 기록하기

형(Steadiness), 신중형(Conscientiousness) 4가지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기

나눌수 있다고 하였다. 4가지 유형의 영문자 앞 글자를
나의 행동유형

따서 DISC 행동유형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행동유형 특징

D형
주도형으로 자기주장이 강하고, 듣기보다는 말한다.
자기 중심적이다.
우리모둠은 누구일까?

활동상의 유의점

이름

DISC 행동유형검사
① DISC 행동유형검사 사이트에 접속한다.

특징(역할, 잘하는 것 등)

김수정

꾸미기, 구글 문서 편집

이현석

유튜브 하기, 발명 동영상 자료 정리

박현준

모바일 게임, 구글 계정 관리

- http://iped.kr/9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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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 행동유형
② 설문 결과에 따른 학생들의 유형을 확인하여 활동지

유형

에 기록하게 한다.

③ D형, I형, S형, C형에 대한 성격 유형을 설명한다.
④ 지도자형인 D형이 모둠의 장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

D
(주도형)

1. 자기중심적이다.
2. 듣기보다는 말한다.
3. 자기 주장이 강하다.
4. 의지가 강하다.
5. 힘으로 밀어붙이고 결의가 굳다.

I
(사교형)

1. 듣기보다는 말한다.
2. 때로는 감정적이다.
3. 설득력이 있고 정치적인 감각이 있다.
4. 활기차며 타인을 설득하려고 한다.

S
(안정형)

1. 말하는 것보다 질문한다.
2. 일관성이 있다.
3. 상담, 상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4. 인내심이 있다.
5. 변화에 소극적이며 말에 신중을 기한다.

C
(신중형)

1. 규칙/규범을 준수한다.
2. 구조적, 조직적이다.
3.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세운 목표에 스스로 엄격하다.
5. 대인 관계에서 외교적이다.

고, 모둠의 수에 맞게 D형 학생이 모둠을 구성하도록
안내한다.
⑤ D형의 학생이 자신의 모둠에 대해 발표하게 한다.
⑥ D형의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자신의 모둠이 될 것을
제안하고, 해당 학생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모둠원이
된다. 그러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으며. 1번 거부한
학생은 다른 D형의 학생이 제안을 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D형 학생이 순차적으로 모
둠을 구성한다.
⑦ 최종적으로 남은 학생들은 모둠에 무작위로 배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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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는 행동

3. 상호협력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을 위해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자.

순서
준비

내용

구글 문서 앱 준비하기
체크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준비하였는가?

⑤ 앱 스토어 접속

⑥ 구글 문서 다운로드

⑦ 구글 문서 열기

⑧ 구글 문서 실행

⑨ 새 문서 기능

⑩ 새 문서 공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당 앱을 다운로드하였는가?(구글 문서)
클라우드 컴퓨팅 도구에 가입하였는가?(구글)
실행

새 문서를 만들어 보았는가?
문서에 글을 기록해 보았는가?
문서에 글의 크기, 색깔, 글꼴 등을 변화해 보았는가?
문서에 이미지를 넣어 보았는가?
문서에 동영상을 넣어 보았는가?
문서에 표를 작성해 보았는가?

정리

내가 작성한 문서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았는가?

<구글 문서 앱(APP)>

<구글 문서 기본 창>

<구글 문서 기능 기본 명령 단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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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문서 앱 준비하기
① 앱 스토어 접속

② 구글 문서 다운로드

구
 글 문서 앱 설치 및 기능 테스트 주의사항
① 교실에 무선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① 앱 설치와 기능 확인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하면 모둠
③ 구글 문서 열기

④ 구글 문서 실행

별로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더 알아보기
구글 계정 만들기
http://iped.kr/9030104

더 알아보기
구글 문서 사용법
http://iped.kr/90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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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로 발명 일지를 작성해 보자.
구글 문서를 이용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발명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이 좋다. 구글 문서에 새 문서를 실
행해 보자.

구글 드라이브이란?
구글 드라이브는 인터넷이 되는 곳이라면 파일을 저장하

4. 아래와 같은 양식을 만들고, 모둠원들과 내용을 공동으로 작성해보자.
① 담당 학생명:

② 담당 학생명:

③ 담당 학생명:

④ 담당 학생명:

고 접근할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이다. 구글 드라
이브에 접속하면 구글 문서 도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
진, 동영상, 문서 도구 등 무엇이든 인터넷이 접속된 환경
(랩톱,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라면 파일을 저장하고 다
운로드받거나 문서 편집이 가능하며, 친구, 직장 동료,
가족 등 누구와도 공유가 가능한 무료 서비스이다.
① 장점: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처음 가입을
하면 15G의 저장 공간을 받는다. 기존처럼 이메일이나
USB 저장 장치에 파일을 넣고 다니거나 유료 웹 하드를 사
용할 필요가 없다. 친한 지인들과 자료 공유가 가능하다.
② 단점: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구글 서버에 저
장된 파일이 해킹으로 사라지거나 타인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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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의 유의점

구글 문서 사용하기
·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발명 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작성하게 한다.
· 발명 대회, 발명 과정에 대한 평가(포트폴리오) 등으로
사용가능하므로 발명센터의 상황에 맞게 공동 양식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 협업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영상 및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발명 아이디어
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구글 문서 도구란?
웹 기반의 서비스로 워드프로세서, 스프
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등의 문서를 만들
고, 저장하며,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이다.
① 워드프로세서(word processor)는 문서를 만들고 수정
및 공유, 인쇄를 할 수 있다. 직장, 학교 또는 개인 문서에
템플릿을 적용한다. Google 계정이 있는 사용자라면 누
구나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실시간으로 공동 작업
을 진행할 수 있다.

활동상의 유의점

구글 문서로 발명 일지 작성하기

② 스프레드시트(spreadsheet)는 모두가 함께 같은 스프레
드시트에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 수식, 함수, 서식 지정

① 발명 일지 양식의 각 창마다 역할을 분배하여 준다.

옵션을 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고 자주 사용하는 스프레

② 자기 역할을 끝내 학생은 다른 창에 가서 도움을 줄

드시트 작업을 간소화할 수 있다.

수 있게 한다.

③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은 언제 어디서든 프레젠테이

③ 발명 일지 작성 과정에서 오프라인에서 표현할 수 없었

션을 작성하고 수정할 수 있어 공동 발표가 가능하다. 여러

던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을 충분히 활용하게 한다.

사용자가 동시에 하나의 프레젠테이션에 작업하면서 다른

④ 모둠원들과 공유한 뒤 선생님과도 공유하게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조언을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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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적용한 변경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설
 문지, 퀴즈, 참석 여부 확인 양식 등을 만들 수 있다. 사
람들과 설문지를 공유하고 응답을 추적할 수 있다.

5. 모둠원들과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하여 구글 문서에 기록해 보자.

PMI 기법

문제 발견하기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생성되어 있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면 손이 아프다.

따져보고 분석해 봄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문제 해결하기(확산적 사고) : 마인드맵
핸드폰 케이스를
바꾼다.
구조

기법은 DeBono(1973)가 고안한 기법으로 주의 집중의

구조

핸드폰 뒤에 고리를
만든다.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대안을 유도하는 수렴적 사고 기법의 한 종류이다. PMI

목이 아프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의자

도구이다. 주의를 먼저 의도적으로 P(강점)에 집중시킨

일정 시간 후 손가락이
아프면 소리가 나는 기능

위치

기타

핸드폰 거치대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

다. 그 다음에 약점(M), 마지막으로 그 아이디어가 가지
고 있는 I(흥미로운 점)에 주목하여 생각한다. 다시 말하

핸드폰에 드론 기능 탑재

면 제시된 아이디어에 대하여 좋은 점이나 좋아하는 이
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그 아이디어의 나쁜

손이 아프지 않도록 손목
운동을 열심히 한다.

점이나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제시된

문제 해결하기(수렴적 사고) : PMI기법
P(강점)

M(약점)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흥미롭게 생각되는 점 등을 따져보

I(흥미)

- 발명센터에 다양한 기기 - 아두이노 같은 기기는 잘 - 손이 아프지 않게 핸드폰
가 마련되어 있어 핸드폰
다루지 못한다
게임을 잘 하고 싶은 의
거치대를 만들 수 있을 것 - 팀원들의 학원 일정이 모
지가 강하다.
같다.
두 달라 만나기가 쉽제 - 핸 드폰을 거치할 수 있
- 우리는 만들어 본 경험이
않다.
는 집게가 신기하고 만
많이 있다.
들어 보고 싶다.
해결 방안 평가하기

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안의 강점이나 긍정
적 측면을 살펴보고, 단점에 대하여 ‘어떻게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면을 수정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통하여 단점을 수정하고 보

가장 좋은 방법은 의자에 집게를 달아 핸드폰을 잡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든다.

완해 나간다. PMI 기법 과정에서는 ① 신중해야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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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성을 고려해야 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신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독창적인 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기로운 면을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③ 언제나 목표에

마인드맵(mind map)

초점을 두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마음 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이해하고 정리하면

지도상의 유의점

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제

발명 아이디어 작성

를 생각하고 다양한 관련 아

· 모둠원들과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에 확산적 사고

이디어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거

방식으로 마인드맵을 이용하고 수렴적 사고로 PMI 기

미줄처럼 사고가 파생되고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확인하

법을 이용한다. 하지만 발명센터의 상황과 강사의 숙련

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동시에 검토하고 고려할 수 있

도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는 일종의 시각화된 브레인스토밍 방법이다.
마인드맵 작성 7원칙
첫째, 종이의 중심에서 시작한다.
둘째,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 이미지를 이용한다.

· 활동지에 먼저 작성하고 기록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구글 문서에 바로 발명 아이디어를 작성하게
한다.

더 알아보기

셋째, 전체적으로 색깔을 사용한다.

확산적 사고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

넷째, 중심 이미지에서 주가지로 연결한다.

http://iped.kr/9030106

다섯째, 구부리고 흐름이 있게 가지를 만들어라.
더 알아보기
여섯째, 각 가지마다 하나의 키워드만을 사용하라.
일곱째,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라.

학생의 질문을 통한 수렴적 사고
http://iped.kr/90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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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다른 모둠의 발명 아이디어를 피드백해 보자.

다른 모둠에게 우리의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하여 피드백을 받는다면 문제를 해결
하는 데 다양한 측면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
인 생각을 듣고 더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로 변경해 보자.

발표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6가지 방법
초기에 발현한 발명 아이디어는

6. 우리 모둠의 발명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아래 순서로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모둠원들과 발명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 정리하기

부족한 면이 있다. 교사와 학생

발표자를 선정하고 발표 준비하기

등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거

발명 아이디어와 해결 방안
구글 문서를 TV 또는 기타 화면에 제시하기

치면 훌륭한 아이디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① 발표하기 힘들어 하는 학생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하여 먼저
고려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발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학생들이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그 원인을 잘 이해해야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다.
② 발표하는 학생이 외향적인 학생이면 칭찬하고, 내성적인
학생이면 격려한다. 내성적인 학생은 발표하기 전까지 최
소 8초는 기다려주고, 발표를 할 경우 크게 격려해준다. 격
려는 실패해도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③ 목소리가 작은 학생에게는 마이크 사용의 기회를 준다. 발
표 능력이 떨어지거나 목소리가 작은 학생들에게 발표의

다른 모둠원들에게 발표하기
7. 다른 모둠의 발명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피드백해 보자.
( 상큼이 )모둠
(
)모둠
해결해야 할 문제 :
해결해야 할 문제 :
- 의자에 집게를 붙이기가 쉽지 않음
- 집게 봉이 자유롭게 구부러져야 함
문제 해결 방안 :
문제 해결 방안 :
- 집게가 벌어지는 크기와 딱 맞는 의자 찾기
- 코브라형 집게를 사서 붙임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 의견 :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 의견 :
-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함
- 만들면 나도 쓰고 싶음
- 집에서 사용하려면 모서리가 부드러워
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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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주지 않으면 발표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발표 시간은 발표를 잘하는 학생보다 발표를 못하
는 학생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④ 발표하기 전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방법을 미리 가르쳐야

타 모둠 발표 후 피드백 규칙

한다.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발표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① 발표 내용의 아이디어에 대해 피드백을 한다.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수업처럼 미리 준비한 내용을 발표

② 구체적이고 명확한 언어로 피드백을 한다.

하는 경우, 프레젠테이션 작성 방법, 발표 진행 방법 및 유

③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며 피드백을 한다.

의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다.

④ 타 모둠의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기록한다.

⑤ 발표하기 전에 미리 교사가 점검한다. 발명 아이디어를 구
글 문서에 정리하는 과정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게 하여 개별 학생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다. 발
표 후에는 준비 과정에 대한 의미를 두고 피드백 할 필요
가 있다.
⑥ 긍정적인 피드백을 한다. 발표의 과정과 결과를 분리하여
피드백을 준비하고 부족한 부분도 제시하지만 잘한 점에
대해서는 강조하며 조언을 한다. 발표 후 질문을 통해 다
시 한번 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발표

타 모둠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 점검 사항
필요성

발명자에 의해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고 발명품의 혜
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개선이 가능한가?

창의성

문제에 대한 해결 아이디어가 창의적이고 참신한가?

실용성

기존에 유사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개선 및 발전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

발명품의 제작을 위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제
작이 용이한가?

내용보다 학생의 감정을 읽으며 피드백을 한다.
(출처 : 김현섭(2015), 질문이 살아 있는 수업, 한국협동학습센터)

협업이 가능한 앱 ‘padlet(패들렛)’

더 알아보기

패들렛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연결 링크 주소만으로

수업 시간 발표 피드백 방법

접속하여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다. 포스트잇 붙이듯 입력

http://iped.kr/90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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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만들고 그곳에 사진, 텍스트를 입력하는 작업용 툴

(
해결해야 할 문제 :

)모둠

(
해결해야 할 문제 :

실시간 공유 앱 ‘Mentimeter(멘티미터)’

)모둠

모둠별로 발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아이디어에 대한 피
드백을 하기 위해서는 ‘패들렛’을 사용할 수 있지만 ‘멘
문제 해결 방안 :

문제 해결 방안 :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 의견 :

해결 방안에 대한 피드백 의견 :

티미터’도 가능하다.
http://iped.kr/9030110

멘티미터는 실시간으로 아이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구
름모양의 차트로 만들어 볼 수 있는 웹 기반 프로그램이
8. 온라인 공유 앱 패들렛을 이용하여 다른 모둠의 발명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피드백해
보자.

다.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나
누고 생각을 모을 때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하지만 멘티
미터를 이용하면 학생들의 생각이 화면에 실시간으로 제
시되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손쉽게 생각하고 공유할 수

①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패들렛'을 검

있다.

색하여 설치한다.

① (교사)멘티미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계

② 선생님이 제시한 링크 주소 또는 QR 코
드를 찍어 담벼락에 접속한다.

정을 만든다.

③ 자신이 생각하는 다른 모둠의 발명 아

② (교사)멘터미터가 제공하는 question type 중 원하는 형

이디어에 대한 피드백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자.

태를 선택하고 공유 화면을 구성한다.(본 수업을 진행하기

④ 모둠별 피드백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위해서는 word cloud 선택을 권장한다.)

확인하며 토의해 보자.

③ (교사) 공유 버튼을 터치하여 QR 코드, 링크 주소를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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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장한다.
④ (학생) 자신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인터
넷 검색 창에 멘티미터를 검색해 접속한 후 코드 번호를

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남길 수 있다. 스
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폰의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의 앱
스토어에서 패들렛을 검색하여 설치한다.

입력하거나, QR 코드를 인식하여 접속한다.
⑤ (학생) 자신의 스마트폰(태블릿 PC, 노트북 등)으로 교사
의 질문에 대한 의견을 입력한다.

① (교사) 다른 모둠의 발명 아이디어를 확인하기 위한 앱
‘Padlet’은 포털 사이트에 '패들렛'을 검색해 가입하고 새

지도상의 유의점

로운 ‘담벼락’을 생성한다. 생성된 담벼락에 링크 또는 QR

공유와 협력 앱 사용 과정

코드를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패들렛은 학생들이 회원 가

· 인터넷 기반의 공유와 협력을 위한 앱을 사용하기 위해

입하지 않고 참여가 가능하다.

무선인터넷망을 준비해야 한다.

② (학생) 자신의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패들렛’ 또는 ‘padlet’

· 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버전에 따라 앱이 실행

이라고 검색하여 설치한다. 선생님이 제시한 링크 주소나 QR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교사는 태블릿 PC, 노트

코드를 통해 접속하여 자신의 피드백을 입력한다.

북 등을 준비해야 한다.

더 알아보기
패들렛 PC 버전 따라하기
http://iped.kr/9030111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패들렛 한국 사이트

멘티미터 튜토리얼

http://iped.kr/9030109

http://iped.kr/90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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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모바일
앱(app)을 만들자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정보통신기술영역

소프트웨어(SW)
교육

6차시

세부 목표

성취 기준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간단한 소프트웨어를 구현
할 수 있다.

[9발명04-01] 블록 코딩을 활용한 앱 개발 프로그래밍 도구로 간단한 앱을 만
들 수 있다.

1. 여러 가지 앱을 비교하여 앱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간단한 앱을 만들 수 있다.
3. 스마트폰에 자신이 만든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블록 코딩을 직접 체험해 보고 코딩의 기초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초등04-01]
-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나의 목적에 맞게 수정할 수 있다. [초등04-01]

3) 단원 소개

창의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
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앱(app)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 앱(app)이란 스마트폰 등에 다운로
드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으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줄인 말이다.
하드웨어인 스마트폰의 발전에 따라 소프트웨어인 앱도 발전해 가고 있다. 앱은 건강, 게임,
교육, 교통, 금융, 여행,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료 앱부터 유료 앱까지 다
양하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다양한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 단원은 학생이 직접 필요한 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구성되었으며, 앱 개발 프로그램
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블록 코딩을 활용하여 나만의 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앱 프로그
램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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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전개
1차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전개
2차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전개/정리
2차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할 점

흥미 유발

…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 모바일 앱이란 무엇인가요?
: 다양한 앱을 조사하고 분석해 보기

…앱
 카테고리가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조
사하여 발표하게 한다.
… 앱이 필요한 이유를 인식하게 한다.

모바일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 앱을 개발한 사례 공유하기
: 앱을 개발한 사례를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앱 인벤터에 대하여 알아보기
: 앱 인벤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할 점 알아보기

…Q
 R 코드에 있는 [앱 인벤터 1강~5강] 동

: 앱 인벤터 디자이너 화면, 블록 화면 이해하기
… 내가 만들고 싶은 앱 화면 구상해보기
: 앱 인벤터로 앱 화면을 디자인하고 제어하기
: 내가 만든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실행하기

…자
 신이 관심있는 기존에 개발된 앱을 참
고하는 것도 좋다.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해 보아요

…무
 선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QR 코드에 있는 [앱 인벤터7강~12강] 동
영상은 사전에 학습하고 오는 것이 좋다.

… 스마트폰 기능 알아보기
: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앱 조사하기
… 스마트폰의 카메라, 음악 재생 기능을 활용한 앱 구상하기
: 앱 인벤터로 앱 화면을 디자인하고 제어하기
… 스마트폰의 캔버스, 위치 센서, 방향 센서, 문자메시지 보
내기 기능을 활용한 앱 구상하기
: 앱 인벤터로 앱 화면을 디자인하고 제어하기

영상은 사전에 학습하고 오는 것이 좋다.
…Q
 R 코드에 있는 [앱 인벤터 6강]은 함께
보며 만들어도 좋다.

…자
 신이 만들 앱 화면과 아이콘을 구상하기
위한 활동지를 나눠주고 그리게 한다.

…교
 재에 나온 블록은 참고자료이므로 다
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다.
…친
 구들이 만든 앱을 자세히 분석하도록
지도한다.
…Q
 R 코드에 있는 [앱 인벤터13강~18강]
동영상은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도한다.

나도 이제 모바일 앱(app) 개발자!

…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

… 실생활에 필요한 모바일 앱(app) 구상하기
: 카테고리를 정하고 실생활 문제점을 조사하기
: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모바일 앱 구상하기
: 아이콘, 카테고리, 앱 이름, 앱 화면, 활용 기능 및 방법
… 구상한 앱을 앱 인벤터로 만들기
: 만든 앱을 수정 및 보완하기
… 친구들이 만든 앱을 서로 평가하기

…다
 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게
QR 코드에 있는 다양한 예시 자료를 보
여준다.
…만
 들 앱을 구상할 때 실생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목적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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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모바일 앱이란 무엇인가요?
최초의 스마트폰 발표

애플리케이션
앱(app)이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약자로 목적

버스가 곧 도착하겠네.
학교앞역

폰
아이
스
브잡
스티

트폰
스마

에 따른 전용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application’의 사
전적 의미는 ‘응용’을 뜻한다. 모바일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은 게임
너무 재미있는걸.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모바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1

2

3

4

이 앱에는 이런 기능이
더 있으면
좋겠는데.

스마트폰 앱이 다양해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이 ‘애플리
케이션’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앞 글자를 딴 ‘앱’로도 불
리고 있으며, 이는 실제 영어 단어의 발음이나 한글 맞춤
법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에서 신조어처럼 사용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했을까요?
창의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개발한 후 스마트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앱이 개발되고 있다. 앱은 건강, 게임, 교육, 교통, 금융, 여

애플리케이션의 시스템

행,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이 개
발한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더

애플리케이션의 운영 체제는 크게 ‘안드로이드’와 ‘IOS’

욱 편해지고 있다.

로 나뉜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운영 체제 개발사는 구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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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스마트 기기 제조사는 삼성, LG, 구글, HTC, 모토로
라 등이 있고 제공 스토어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이다.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은 개방형 시스템으로
제조사에서도 쉽게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구
글에서 OS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조사에서도 OS에 맞게
기기 OS를 최적화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이다.
IOS 애플리케이션 운영 체제 개발사는 애플이며 스마
트 기기 제조사 또한 애플, 제공 스토어 역시 애플 스토
어로 애플 고유의 운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IOS 애플리케이션 장점은 안드로이드보다 안정성과
보안성이 높다는 점이다. 단점은 폐쇄적인 운영 체제로
다른 기기와 호환성이 낮다는 점이다.중 공동체역량과
의사소통역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모둠을 만들어 프로젝
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발명은 프로젝트를 진
행하는 적절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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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web)과 모바일 앱(app)
모바일 웹이란 다른 말로 모바일 인터넷이라 하며 스마
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장비를 이용해 이동
중에도 인터넷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교제, 정보 검색, 거
래, 오락 등을 할 수 있는 발전된 인터넷 서비스라 할 수
있다. 플랫폼마다 별도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 리
소스가 많이 드는 모바일 앱과 달리 모바일 웹은 전 세계
표준 플랫폼이라 개발 리소스가 적게 들어 편리하다.
하지만 현재 모바일 시장은 ‘웹’보다 ‘앱’을 훨씬 많이 사
용하고 있다. 모바일 웹과 달리 모바일 앱은 스마트폰 하
드웨어인 카메라, GPS, 블루투스, 생체인식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접속 속도에 있어서 모바일 웹
은 기술적 차이 때문에 모바일 앱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

모바일 웹 화면
· 미래 세상과 발명 II

모바일 앱 화면

왜 모바일 웹보다 모바일 앱을 더 많이 사용할까요?

더 알아보기
기획부터 개발까지

명함 앱 리멤버 성장

귀 질환 진단 스마트폰 앱

http://iped.kr/9040101

http://iped.kr/9040102

http://iped.kr/9040103

모바일 앱 모바일 웹
http://iped.kr/9040105

당뇨병 관리 앱
http://iped.kr/9040106

[구글과 애플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 중 1개를 설치해 보고 분석해 봅시다.
더 알아보기

달리기 앱 런데이

구글과 애플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

http://iped.kr/9040107

http://iped.kr/9040104

앱 이름:
앱

애플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app)

앱 아이콘 모양

주요 화면
앱의 활용 방법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돕는 앱

앱이 인기있는 이유

앱에 더 추가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점:

증강 현실(AR)을 활용해
개구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 앱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app) 카테고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심 있는 카테고리
를 1개 골라 어떤 앱(app)이 있는지 조사해 봅시다.
43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카테고리
구글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

지도상의 유의점

·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폰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으
므로 직접 앱을 설치하여 실행해 보게 하여 왜 인기가
많았는지 생각하게 한다.
· 수업을 위해서 무엇보다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공간에
서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Daydream

게임

키즈

건강 / 운동
교육
금융
날씨
뉴스 / 잡지
데이트
도구
도서 / 참고 자료
동영상 플레이어 / 편집기
라이브러리 / 데모
라이프 스타일
만화
맞춤 설정
부동산 / 홈 인테리어
뷰티
비즈니스
사진
생산성
소셜
쇼핑
스포츠
식음료
엔터테인먼트
여행 및 지역 정보
예술 / 디자인

교육
단어
롤플레잉
보드
스포츠
시뮬레이션
아케이드
액션
어드벤처
음악
자동차 경주
전략
카드
카지노
캐주얼 게임
퀴즈
퍼즐

만 5세 이하
만 6~8세
만 9세 이상
교육
두뇌 게임
액션 / 어드벤처
역할놀이
음악 / 동영상
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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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모바일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픈 형을 위해 앱을 개발한 16세 1인 개발자를 보며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만
들고 싶은 앱이 있나요? 그 앱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모바일 앱 개발 방법

나도 앱을 만들 수 있다.

앱 인벤터(app inventor)!!!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방법에는 텍스트로 코딩하는 방

구글과 MIT에서 누구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직접 만들 수 있

법과 블록으로 코딩하는 방법이 있다. 텍스트 코딩에는

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자바(java)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

가장 보편적인 자바(java) 언어가 있으며 블록 코딩에는
앱 인벤터, 엠비즈메이커 등이 있다.
텍스트 코딩은 앱을 더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배우기 어렵다. 블록 코딩은
앱 개발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앱을 더 구체적으로 다
양하게 구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게 개발한 프로그래밍 도구가 바로 ‘앱 인벤터’입니다. 원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앱을 개
그래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가 직접 앱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던 이전 방식과 달리 앱 인벤터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명령 블록을 끼워 넣어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앱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앱 인벤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점]
1. 앱 인벤터는 반드시 크롬(chrome)에서 실행해야 해요.
2. 개인 구글 계정이 필요해요.
3.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필요해요.(사양: Android Operating System 2.3 (“Gingerbread”) 이상)

앱 인벤터 디자이너 화면을 살펴 봅시다.
① 메뉴: 프로젝트, 연결, 빌드, 도움말에 대한 메뉴들이다.
② 스크린: 스크린 이동, 스크린 추가, 스크린 제거를 할 수

앱 인벤터 시작하기
1.

Chrome을 실행하여 ‘앱 인벤터’라고 검색한다.

2. 화
 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되는 [Create apps!] 버튼을 클릭한다.
3. 안내에 따라 gmail의 ID와 패스워드로 접속한다.
4. 앱 인벤터가 실행되어 화면에 표시되면 [English]를 클릭하고
[한국어]를 선택하여 화면의 메뉴를 한글로 변경한다.

있다.
③ 팔레트: 앱을 디자인하는 데 필요한 컴포넌트들이다.
④뷰
 어: 앱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배치하는 곳이다.
컴포넌트를 드래그하여 배치한다.
⑤ 컴포넌트: 뷰어에 배치된 컴포넌트들을 목록 형태로 보여준다.
⑥ 미디어: 앱에 사용되는 사진(이미지), 음악(소리), 동영상 등을 파일로 올리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⑦ 속성: 각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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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테스트, 저장 및 설치하기
1. 앱 테스트하기(실시간 미리 보기)
가. Wi-Fi로 연결하기
5. [새 프로젝트로 시작하기]를 클릭하고 앱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
한다. 이때 새 앱 인벤터 프로젝트 이름은 반드시 첫 글자가 영
어 알파벳이어야 하고 두 번째부터 숫자나 밑줄을 쓸 수 있다.
※ 개발한 앱 인벤터 프로젝트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준비
앱을 개발하면서 중간중간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
스트 과정이 필요한다. 그리고 앱이 완성되면 앱을 스마트폰에 설
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1. 안
 드로이드 스마트폰 준비하기
2. 구
 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MIT AI2 Companion]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하기

※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같은 Wi-Fi에 연결된 환경에서만 테스
트가 가능한 방법이다.
① 메뉴의 [연결]→[AI 컴패니언]을 클릭한다.
② QR 코드와 여섯 자리로 된 코드가 화면에
표시된다.

③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로드받은 [MIT AI2 Companion] 앱에서
여섯 자리로 된 코드를 입력하거나 [scan QR code] 메뉴를 사
용하여 실시간 미리 보기를 진행한다.

나. 에뮬레이터 사용하기
※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컴퓨터로 앱을 테스트할 때
가능한 방법이다.
① aiStarter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권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다.
※ 크롬 검색창에서 [앱 인벤터 에뮬레이터]를 검색하기

3. 완성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 [QR 코드 리더] 앱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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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ed.kr/9040108

이번엔 블록 화면을 살펴 봅시다.

더 알아보기
아픈 형을 위해 앱을 개발한 16세 1인 개발자
http://iped.kr/9040109

SKplanet Tacademy 채널
http://iped.kr/9040110

앱 인벤터 설치
① 블록: 앱이 동작하도록 하는 명령어 블록들이다.

http://iped.kr/9040111

② 미디어: 앱에 사용되는 사진(이미지), 음악(소리), 동영상 등을 파일로 올리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③ 뷰어: 블록으로 동작을 코딩하는 곳이다. 블록을 드래그하여 배치한다.

앱 인벤터 스마트폰 연결

④ 백팩: 블록 복사, 붙여넣기를 도와주는 기능이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젝트 또는 스크

http://iped.kr/9040112

린에서 블록을 복사하여 다른 프로젝트나 스크린에 붙여 넣을 수 있다.
⑤ 휴지통: 블록을 드래그하여 놓으면 삭제 뷰어 영역에서 삭제된다.

ICT DIY 포럼-[자유학기제] 앱 인벤터

내가 만든 앱을 누가 사용할지를 생각하며 앱 인벤터로 만들고 싶은 앱 화면과 앱에 어울

http://iped.kr/9040113

리는 아이콘을 구상해 봅시다.
앱 인벤터 디자이너 화면에 있는 [팔레트]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레이아웃’을 활용하여 내
가 만들고 싶은 앱 화면을 디자인해 봅시다.
이번엔 앱 인벤터 블록 화면에 있는 다양한 블록을 활용하여 내가 만들고 싶은 앱 화면을
제어해 봅시다.

3. 앱 설치하기
※ 완성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QR 코드
리더]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만든 앱을 직접 테스트해 보고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실행해 봅시다.
내가 구상한 앱 화면이 스마트폰에서도 잘 나타났나요? 내가 만든 앱을 친구들과 공유하
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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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생성되고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하거
나[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한다.
③ [연결]→[에뮬레이터]를 클릭한다.
④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면서 컴퓨터 화면에 스마트폰 화면이 뜨
면 연결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린다.

① 메뉴의 [빌드]→[앱(.apk용 QR 코드 제공)]을 클릭한다.
②QR 코드가 나타나면 앞에서 설치해 둔 [QR 코드 리더] 앱으로
코드를 인식한다.
※ 이렇게 생성된 QR 코드는 2시간 동안만 유효하다. 다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시 QR 코드를 생성해야 한다.
③ 코드를 인식하면 ‘*.apk’파일이 스마트폰에 저장되고 저장된 파
일을 클릭하여 앱을 설치한다. 이때 앱 설치와 관련된 보안 경고
창이 나타난다(앱이 설치되지 않음).
④ 스마트폰의 [설정]→[보안]→[디바이스 관리]의 메뉴의 ‘알 수 없
는 출처’를 선택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 외에 다른 출처의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④ ‘*.apk’파일을 찾거나 다시 빌드하여 앱을 설치한다. 설치가 끝
나면 [열기]를 클릭하여 앱을 실행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앱 인벤터
⑤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실행되면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면 된다.
※ 만약 실행이 잘 안될 경우에는 반드시 컴퓨터를 다시 시작한다.

2. 앱 저장하기
① 메뉴의 [프로젝트]→[선택된 프로젝트(.aia)를 내 컴퓨터로 내보
내기]로 완성된 앱을 컴퓨터에 저장한다.
※앱
 을 다시 편집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저장하는 방법이므로
메뉴의 [프로젝트]→[내 컴퓨터에서 프로젝트(.aia) 가져오
기]로 다시 불러올 수 있다.
② 메뉴의 [빌드]→[앱(.apk를 내 컴퓨터에 저장하기)]로 저장하면
완성된 앱이 설치 파일 형태인 ‘.apk’ 파일로 저장된다. 파일은
사용자 컴퓨터의 [다운로드]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생들이 앱 인벤터를 통해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생
각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앱 인벤터 기초 사용 방법
은 앱 인벤터 강의를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해야 주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 QR 코드로 만들어진 앱 인벤터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미리 앱 인벤터 강의를 안내
하여 스스로 학습하게 하고 수업 중에는 강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는 시간을 갖는다.
· 학생들이 만들 앱 화면과 아이콘을 구상하기 위해 그
림을 그릴 수 있는 활동지가 필요하다. 활동지는 빈 종
이를 주어도 되고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 주어도 좋다.

04-01 나만의 모바일 앱(app)을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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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해보자.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나요? 각 기능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한 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알고 있는 앱의 이름을 적어 봅

스마트폰 기기 기능

시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는 카메라(사진, 동영상), 메모리
(내장, 외장), 네트워크, 위치 기술(GPS 등), Wi-Fi, 블
루투스, NFC, 센서(가속도, 기압, 지문, 자이로, 지자기,
홀, 심박수 측정, RGB 광 센서, 근접 센서), 플레이어(오
디오, 비디오) 등이 기본 내장되어 있다. 앱 인벤터는 이
런 스마트폰 기기의 기본으로 기능을 활용하여 앱을 만
들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스마트폰 활용 기능
활용 기능
사진

활용 기능
사진
동영상
플레이어
녹음기
음성 인식
음성 변환
캔버스
가속도 센서(흔들림)
바코드 스캐너
위치 센서
NFC
방향 센서
근접 센서(거리 인식)
블루투스

앱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 음악 재생 기능을 활용한 앱 화면과 앱에 어울리는 아이콘을 구

설명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는다.

동영상

스마트폰의 캠코더를 사용하여 영상을 녹화한다.

플레이어

음악을 재생하거나 스마트폰의 진동을 울리게 한
다. 지원하는 오디오 포맷은 3GP, MP4, FLAC,
MID, MP3, WAV 등이 있다.

녹음기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리를 기록하여
저장한다.

음성 인식

스마트폰의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말을 텍스트로
바꾸어준다.

음성 변환

텍스트로 입력된 글을 말로 바꾸어준다.

캔버스

터치 가능한 2차원 패널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스프라이트를 움직일 수 있다.

가속도 센서
(흔들림)

흔들림을 감지하여 3차원 공간에서의 가속도 근
사값(x가속도, y가속도, z가속도)을 측정한다.

상해 봅시다.
앱 인벤터로 내가 구상한 앱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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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능 블록

음악재생 기능 블록

팔레트 컴포넌트

바코드 스캐너 바코드 스캐너를 사용하여 바코드를 읽는다.

위치 센서

경도, 위도, 고도, 주소와 같은 위치 정보를 제공
한다. (단, 무선 네트워크나 GPS 위성을 통해 위
치 정보를 가져오는 센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기
만 하다.)

NFC

NFC 기능을 제공한다. 현재는 텍스트 태그 읽
기, 쓰기가 되는 기기만 가능하다.

방향 센서

3차원 공간에서의 기기의 물리적 방향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한다.

근접 센서
(거리 인식)

기기의 화면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물체가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단위는 cm) 측정할 수 있다. 이
센서는 주로 스마트폰이 사람의 귀에 가까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다.

블루투스

짧은 거리에 있는 두 기기를 서로 페어링을 통해
연결한다. 보통 10미터 이내의 기기들이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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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Maps, 저장소, 연결 등의 컴포넌트가 있다.
이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내가 만든 앱에서 스마트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캔버스 기능, 위치 센서 기능, 방향 센서 기능,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

더 알아보기

용한 앱 화면과 앱에 어울리는 아이콘을 구상해 봅시다.

앱 인벤터 카메라

앱 인벤터로 내가 구상한 앱을 만들어 친구들과 공유해 봅시다.

http://iped.kr/9040114

앱 인벤터 MP3 플레이어
http://iped.kr/9040115

위치 센서 기능 블록
카메라 기능 블록

드림코드
http://iped.kr/9040116

[ 공통 블록 ]
문자 메시지 보내기 기능 블록

방향 센서 기능 블록

친구가 만든 앱의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라면 어떻게 만들지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이 만든 앱을 분석해 봅시다.
친구 이름

앱 이름

활용 기능

활용 방법

앱 인벤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 기능, 변수, 리스트, TinyDB, 조건문, 반복문 등을 스
스로 학습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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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의 유의점

· 학생들이 QR 코드
로 만들어진 앱 인
벤터 강의를 스스로
학습하며 처음에는
강의에 있는 그대로
따 라서 만들 어 본
다. 교재에 나와 있는 기능 블록은 참고 자료일 뿐이므

지도상의 유의점

로 강의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기능을

· 친구들이 만든 앱의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을 보

활용한 나만의 앱을 만들기 위해 앱 화면과 아이콘을

며 내가 만든 앱과 비교하며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

구상해 본다.

으로 분석해보게 한다. 다른 사람이 만든 앱을 분석하

· 앱 인벤터 강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다양하고 기발한

는 것만으로도 앱을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앱 개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구상한 앱을 앱 인

· 만약 자신이 만들고 싶은 앱과 비슷한 앱이 있다면 그

벤터로 직접 만들어보고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여 친구

앱의 디자이너 화면

가 만든 앱의 좋은 점을 찾고 나라면 어떻게 만들지 이

과 블록 화면을 분

야기를 나누어 본다.

석하여 내가 앱을

· 이 외에도 공유 기능, 변수, 리스트, TinyDB, 조건문,

만들 때 필요한 부

반복문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앱 인벤터 강의가 있으니

분을 얻을 수 있을

학생 스스로 더 학습해 보게 한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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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나도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

지금까지 앱 인벤터로 앱 화면을 디자인하는 방법과 블록을 이용하여 앱을 제어하
는 방법을 배워보았습니다. 스스로 더 다양한 앱 인벤터의 기능을 익혀보고 실생
활에 필요한 나만의 모바일 앱을 만들어 봅시다.
지도상의 유의점

앱 만들기
① 첫째,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의 카테고리 중 1개를 정해
본다. 이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카테고리를 활용해
도 좋다.

우선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의 카테고리를 1개 정해 봅시다.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생활 문제점을 생각해 보거나 조사해 봅시다.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그 실생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이때, 내가 생각한 모바일 앱과 비슷한 앱이 있는지도 함께 조사해 봅시다.
실생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모바일 앱 화면과 아이콘을 구상해 그려 봅시다.

② 둘째, 내가 정한 카테고리에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

아이콘 그리기

생활 문제점을 생각해 보거나 인터넷으로 조사해 본다.

카테고리
앱 이름

③ 셋째,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그 실생활 문제점을 어
앱 화면 그리기

떻게 해결할지 구상해 본다. 내가 생각한 모바일 앱

활용 기능 및 방법

과 비슷한 앱이 있는지 조사하여 참고하는 것도 좋다.
이때 기존의 앱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앱이 어떤 점이
다른지도 생각하며 구상해야 한다.
④ 넷째, 내가 구상한 모바일 앱 화면과 아이콘을 구상
해 그려 본다. 이때 친구들과 서로 만들 앱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앱 인
벤터로 만든 앱과 관련된 다양한 참고 자료를 보여준다.

더 알아보기

· 앱 인벤터에서는
매달 ‘이달의 앱’을
선정하고 있다. 그
동안 어떤 앱이 선
정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달의 앱’으로 선정된 앱 중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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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장면을 여러 개 만들어 각각 장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는 블록 코딩을 해야 한다. 앱 장면이 여러 개일 경우
장면을 이동할 때마다 스마트폰 화면에 앱 장면이 떠 있
게 된다. 그래서 앱 종료를 해도 한번에 앱이 종료가 되
지 않고 여러 번 종료를 해야 해서 오류가 발생한다.

있는 것을 선택하여 그 앱의 디자이너 화면과 블록 화면을
분석해 본다. 이는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거나 앱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앱 장면(screen) 추가하기
앱 장면 1개에 내가 만들고 싶은 앱을 모두 담을 수 없을

위와 같이 블록 코딩을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의 스크린을 닫고 다른 스크린을 열어 오류
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우에는 앱 장면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앱 장면을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앱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

앱 인벤터 Tip
1. 프로젝트를 ‘.aia’ 파일로 백업해야 한다.
━ 힘들게 작업한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일이다.

로 10개 이하로 만들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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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aia’파일의 용량이 5MB가 넘었다면 사이

친구와 함께 구상한 앱을 보고 수정하거나 개선할 점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더 알아보기

앱 인벤터로 내가 구상한 앱 화면을 디자인해 봅시다.

앱 인벤터 가위바위보

내가 구상한 앱을 제어하기 위해 블록을 사용하여 프로그래밍해 봅시다.

http://iped.kr/9040118

앱 인벤터 구글 지도
http://iped.kr/9040119

어드벤처 트리
앱 인벤터로 만든 앱을 직접 테스트해 보고 설치하여 실행해 봅시다.

http://iped.kr/9040120

내가 만든 앱에 오류가 있다면 오류를 수정해 봅시다.

음성 인식 계산기

친구가 만든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 보고 사용해 봅시다.

http://iped.kr/9040121

친구들이 만든 앱을 평가해 봅시다.
친구 이름

앱 이름

활용 기능

활용 방법

앱 인벤터 도난 방지
http://iped.kr/9040122

앱 인벤터 연기 감지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내가 만든 앱을 등록하는 방법
1. 앱 스크린 숏, 고해상도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앱 APK파일 준비하기
2. 구
 글 플레이 콘솔 계정 만들기
(https://play.google.com/apps/publish/signup/)
(※개발자 등록비로 25달러가 필요)
3. 개발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순서대로 작성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배포
http://iped.kr/9040117

http://iped.kr/9040123

앱 인벤터 RC카
http://iped.kr/90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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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크린을 여러 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레이아웃]에 있는 수평 배치, 수직 배치, 표 배치 등의 보
이기(visible) 속성을 이용하면 한 스크린에서 여러 장면과

즈를 줄여야 한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앱 인벤터는 5MB 용량 크기의 제한이 있다.
━ 프로젝트에 추가된 그림, 소리, 동영상 등의 asset을 줄인다.

7. 문제가 생기면 앱 인벤터 포럼에 올려 본다.

━ 안 쓰는 것은 삭제한다.

━코
 드 블록에 문제가 생기면 스크린 숏을 설명과 함께 포럼
에 올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
━ 예를 들어 한 스크린에서 notifier를 4개나 쓸 필요는 없
다. 1개의 스크린에 하나면 충분하다.

더 알아보기
MIT 앱 인벤터2 팁
http://iped.kr/9040127

4. 에뮬레이터는 매우 느리다.
━ 가능하면 에뮬레이터보다 안드로이드폰을 사용해야 한다.
━ 앱 인벤터에서 제공하는 에뮬레이터는 매우 느리고 때로
는 부정확하다. 빠르게 할 수도, 더 멋지게 보일 수도, 해
상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도 없다.
━ Genymotion 에뮬레이터를 사용해 본다.(녹스 앱플레이
어도 좋다.) ※ 녹스 앱플레이어: https://kr.bignox.com/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배포 시 유의점
1. 과도한 키워드 스팸은 안된다.
2.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3. 무리한 광고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4. 개인 및 기밀 정보를 무단으로 게시하면 안된다.
더 알아보기

5. 프러시저(procedure)를 사용해야 한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개발자 정책 센터

━ 프러시저를 사용하면 공간과 중복을 줄일 수 있다.

http://iped.kr/90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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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영역
기

본

편

과거에는 토지, 자본, 노동 등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이었
다면,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로부터 발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이 단원에서는 지식재산의
개념과 유형을 학습하고 특허 분쟁 사례를 통하여 자신의 아이디
어를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또한 자신
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나만의 회사를 만드는 데 도전해 보자.

이 아이디어가 내 것이라고 왜 말을 못 해?
나도 CEO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가 내 것이라고
왜 말을 못 해?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지식재산권

지식재산
권리화

3차시

세부 목표

성취 기준

체험 활동

1. 지식재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특허 분쟁의 사례를 분석하고,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말할 수 있다.
[9발명05-01] 지식재산의 유형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유형에 따른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2. 특허 분쟁 사례 분석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토론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발명과 지식재산의 개념을 바르게 안다. [초등05-01]
- 공감을 이끌어내는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를 스스로 탐색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초등05-03]

3) 단원 소개

많은 학생들이 발명교육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산출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경험해 왔다. 하지만 아무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라 할지
라도 기존에 존재하는 아이디어나 방법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유
일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착각할 수 있다.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또는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가 지식재산권이다. 이는 학생
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존에 존재
하는 지식재산권을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차시에서는 지식재산권을 검색하는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검색한 특허를 분석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
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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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흥미 유발

도입

… ‘지식재산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론해 본다.

1차시

지식재산의 유형 알아보기
… 지식재산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다.
… 지식재산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
… 지식재산의 유형별 특징을 분석해 본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의 지식재산 사례
들을 찾아본다.

전개
2차시

특허 분쟁 사례 분석해 보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재식재산의 개념을 개인별로 찾기가 어
려울 때에는 모듬별로 활동하게 한다.
… PC 사용 시간에 수업 이외의 활동을 하
지 않도록 안내한다.
…인
 터넷, 자료 등을 확인해서 특허 분쟁
사례를 검색하도록 지도한다.

… 관심 있는 특허 분쟁 사례를 찾아본다.
… 특허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토론해 본다.
…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자.

PUBD 게임해 보기
…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발명 아이디어를 공유해 본다.
… 서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지식재산의 유형에 대해
토론한다.

전개 / 정리
3차시

…서
 로의 아이디어에 대해 격려하고, 긍정
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지식재산의 중요성 토론해 보기
… 위조 상품의 사례를 통해 지식재산 보호 활동에 대해 생
각해 본다.
… 서로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고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
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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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지식재산이란 무엇일까?
삼성, 애플 스마트폰 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기능도
비슷한 것
같고..

생활 속의 지식재산
앱
케 리
이
션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
람은 알렉산더 그레이엄

그럼 나도 스마트폰 한번
만들어볼까?

벨(Alexander Graham

1

2

3

4

안돼! 스마트폰은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단다.

지식재산권

Bell; 1847-1922)이다.
하지만 동시대에 전화기
를 발명한 엘리샤 그레
이(Elisha Gray; 18351901)와의 일화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나의 아이디어를 지키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물 중에서

벨은 그레이보다 간발의 차이인 두 시간 먼저 특허를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법이 부여하는 권리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
인권·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 활동과 관련된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독점적 권

신청해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되었고, 벨보다 특

리로 인정하는 무형의 재산권이다.

허 출원이 늦었던 그레이는 ‘안타까운 2등’으로 남게 되
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선발명주의’라는 특허제도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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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벨이 그레이보다 앞서서 전화기를
발명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게 될 경우 해당 기술을
창출하거나 발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재산에 관한 권
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한다.
더 알아보기

안토니오 메우치(Antonio Meucci)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
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들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의 변화가 예고되어 있다. 기업 간,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메우치는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보다 무려 21년 앞서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했지만, 특허 등록비
가 없어서 특허로 등록하지 못했고, 이를 문제 삼아 소송
을 걸었지만, 승소 직전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했다.

지식재산의 종류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그리고 최근 신지식재
산권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고, 저작권은 저
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이 있으며, 신지식재산권
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 배치 설계 등이 해당된다.
더 알아보기
산업재산권의 종류
http://iped.kr/9050101

<출처> CIO 100: Get your businesses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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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종류
http://iped.kr/9050102

지식재산이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저작권의 이해
사람들은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
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며 살아간
다.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또는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스마트폰에는 어떤 지식재산권이 들어 있을지 조사해 보자.

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표현들은 작은 몸짓에서부터 글, 그
림, 음악, 사진,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저작권은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이다. 그러
더 알아보기

신지식재산권
· 과학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하면서 보호받아야 하는 범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종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이다.

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신지식재산권의 이해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례를 조사해 보자.

신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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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공학기술

정보재산권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

기타

프랜차이징, 지리적 표시, 캐릭터,
인터넷 도메인 네임, 새로운 상표,
색채 상표, 업체 상표, 맛, 소리,
냄새 상표 등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분류 기준인 산업재산권과 저작
권 중의 어느 하나로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두되
지식재산의 종류

특허

내용

보호 기간

물건 또는
방법의
기술적인
아이디어

등록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보호

실용
신안

물품의 형상,
등록 후
구조 등의 출원일로부터
기술적인
10년 동안
아이디어
보호

디자인

물품의 형상,
출원일로부터
모양, 색채
20년 동안
또는 이들의
보호
결합

산업
재산권

상표

저작권

상품을
등록 후 10년
식별하기
(10년마다
위하여 사용
갱신 가능)
하는 표지
인간의 사상
과 감정을

저작자
생존 시,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

사망 후
70년

었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존의 지식재산권
으로는 보호가 어려운 신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지식재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법규의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
치를 지닌 지적창작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허권, 저작권 등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범주로는 보호가 어려운 컴퓨터 프로그램, 유전자조작
동식물, 반도체설계, 인터넷, 캐릭터 산업 등과 관련된
지식재산이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된다.
지도상의 유의점

· 토의와 토론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게 한다
·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지식재산의 유형으로 구분짓지 않고 다양한 의견이 나
오게 한다.
· 토론을 통해 지식재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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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지식재산의 유형 알아보기

지식재산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중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산업재산권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
는 권리이다.

지식재산의 유형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자동차에 포함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조사해보자.

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중 어떤
유형으로 보호할지 정해야 한다. 이 중에서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권리는 특허와 실용신안이다.
특허는 기술적으로 수준이 높은 발명이며, 실용신안
[특허]

은 실용성이 있는 개량 기술을 의미한다.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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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특허청>
https://www.kipo.go.kr/easy/pc/model.html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그림과 같이 자동차에서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등은
자동차의 원천이자 핵심기술로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
는 아이디어이다. 그에 비해 백미러, 컵 홀더, 의자 높낮
이 조절장치 등의 기술은 주변 개량 기술로 실용신안으
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물품의 외관이나 형상에 대한 아이디어는 디자인권으
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모양이나 헤드라이트
의 모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상품의 명칭으로 특정 자동차의 이름이나 자
동차 제작사의 명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출처 : 미국 특허청>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US9340178B1

더 알아보기
지식재산 개론

무인 자동차에 관한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

http://iped.kr/9050103

는 가운데 최근 세계적인 IT 회사 구글이 교통사고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한 ‘인간 끈끈이’ 기술을 특허
로 등록하였다.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된 이 특허는 차량 앞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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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자동차에 대한 특허를 찾아보고, 자동차 변화에 대해 토론해 보자.
[무인 자동차 특허]

주변 사물의 지식재산권

[무인 자동차의 변화 방향]

휴대폰 케이스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자
특허 :

실용신안 :

의자의 경우 듀얼 형태의 등받이, 안마 기능, 숙면 유도
상표 :

장치 등이 특허에 해당하며, 의자에 탈부착하는 베개,
옷걸이를 추가한 의자 등 부가적이고 보조적인 기능은
실용신안에 해당한다. 또한 의자의 팔걸이와 등받이의

디자인 :

형상, 다리의 형상 등의 모양은 디자인권에 해당하며, 의
자에 표시되는 회사 로고나 간단한 기능들이 조합된 ‘회
57

전의자’ 등의 표현은 상표권에 해당한다.

분에 도포된 접착막이 차량과 사람이 충돌하는 순간 활
성화돼 순간 강력한 접착력이 발생하면서 인체가 충격에
의해 튕겨져 나가는 상황을 방지하고 브레이크가 작동할
때까지 사람이 붙어있게 했다.
이는 무인 자동차의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발딘 아이디
어를 미리 특허로 등록시켜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바로 상용화시킬 수 없거나, 직접 제작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라고 하더라도 기술적 수준이 고도한 아
이디어일 경우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
휴대폰 케이스를 예로 들면, 자외선 엘이디 살균 기능,
더 알아보기
구글의 ‘인간 끈끈이’ 특허
http://iped.kr/9050104

무인 자동차 속 기술과 특허
http://iped.kr/9050105

방수 처리 기능, 전자파 흡수 기능 등이 특허에 해당하
고, 도난 방지 기능, 스탠딩 기능, 카드 수납 기능 등 간단
한 기능들은 실용신안에 해당한다.
또한 휴대폰 케이스의 겉모양, 후면의 그림 등은 디자
인권에 해당하며, 휴대폰 케이스에 표시하는 회사 로고
등은 상표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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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지식재산 보호하기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허 분쟁 사례 분
석을 통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분쟁 사례 : 쿠키런

특허 분쟁 알아보기

2014년 12월 ‘레몬’과 ‘데브시스터즈’사이에 ‘쿠키런’ 콘

특허 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보호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 간에 일어나는 다
툼이다. 특허 분쟁 중 규모가 큰 것을 특허 전쟁(patent war)이라고 한다. 최근 다양한 기
술의 빠른 발전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특허 분쟁을 겪고 있으며, 우리나라

텐츠에 대한 특허 분쟁이 발생했다.

기업들도 이러한 특허 분쟁을 경험하고 있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특허 분쟁

원고

피고

주식회사 레몬은 2000년에 설립된 회사로 몇 가지의 모
바일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레몬은 ‘게임 아이
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2002년에 출원하여

최근 게임 콘텐츠 기업들 간 특허 분쟁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임인 ‘쿠키런’과 관련해서 ‘데브시스터즈’와 ‘레몬’ 사이에 벌어진 특허 분쟁이 대표적이다. 이

2003년에 등록했다. 이 특허의 내용은 데이터 통신이 가능

는 ‘레몬’이 ‘쿠키런’의 유료 아이템 구매 및 결제 방식이 ‘레몬’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침해

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서버 컴퓨터로부터 게임을 다운로드

‘레몬’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다르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측의 특허 분쟁은 종결되었다.

받아 단말기에서 게임을 실행하고, 게임 중에 필요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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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법원이 ‘쿠키런’의 유료 아이템 결제 방식은

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음 단계를 포함하고 있다.
① 서버 컴퓨터로부터 게임 프로그램 및 로크(lock)이 설
정된 아이템 데이터를 다운로드받는 단계
② 단말기로부터 선택된 아이템의 요구사항을 서버 컴퓨
터로 입력하는 단계
③ 입력된 주문서에 따른 구매 정보의 저장 및 구매 정보
중 아이템에 해당하는 키(key)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단말기로 출력하는 단계

레몬은 2014년 7월에 데브시스터즈의 게임 <쿠키런>
이 위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데브시스터즈에
게 특허를 침해하는 기술을 사용하지 말 것과(설루션 폐
기)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할 것을 청구하는 한편 손해배
상액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다.
실제로 법원의 판결문에서 <쿠키런>은 아이템 정보를

④ 출력된 키 데이터로 단말기에 저장된 아이템을 언로

단말기에 저장하지 않고 게임을 실행할 때마다 서버로부

크(unlock)하여 아이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

터 받아오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데브시

는 단계

스터즈’ 측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특허의 도면>

글로벌 특허 분쟁
비타민 샤워기 헤드 개발업체
케이엔텍은 비타민C가 물과 함
께 나오는 샤워기 헤드를 개발,
‘아로마센스(Aroma Sense)’라
는 브랜드명으로 판매하고 있다.
2009년과 2015년 일본 경쟁
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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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쟁 사례를 조사하고, 특허 분쟁의 위험성에 대해 토의해 보자.
특허 분쟁 사례

특허 분쟁의 위험성

특허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의해 보자.

생활 속 저작권 분쟁 사례를 알아보고,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보자.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과 특허 괴물
http://iped.kr/90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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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분쟁
2018년 프로야구 개막 당시 야구경기장에서 각 소속팀 선
수들의 응원가가 바뀌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

받았고, 특허 기술 침해가 아님을 증명하는 자료를 경쟁
사에 전달함으로써 침해 경고를 저지했다. 이는 공개되어
있는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적절하게 대응한 사례로 특허
분쟁에서 안전하게 이익을 지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 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핵심 쟁점으로, 저작인격권
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갖는 인격, 정신적 권리이다.
프로야구 구단들은 저작권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저작권자
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불하였으나, 노래 가사를
개사하여 선수들의 응원가를 부르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

특허 괴물 NPE(non-practicing entity)
글로벌 특허 전쟁의 또 다른 유형은 소송 제기를 주요 비
즈니스 모델로 하는 특허 괴물 NPE에 의해 공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NPE는 약 560개로 파악되고 있
으며, 이들의 공격 대상 및 범위는 최근까지 대기업 중심이
었으나, 현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부가
가치 창출
·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

그러나 법원에서는 “원래 노래를 변경한 것은 야구장 관
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를 좀 높이거나 박자 템포
를 좀 빠르게 변경한 것으로, 관객들이 기존 악곡과의 차

이루어지고 있다.

NPEs의 긍정적 관점

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저작권자들이 지적한 것이다.

NPEs의 부정적 관점
· 지식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사용료 부과로 아이디어의
산업화 저해
· 특허 소송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피해

이를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일부를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
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더 알아보기
야구장 응원가와 저작권
http://iped.kr/9050106

야구장 저작권 분쟁 대처
http://iped.kr/9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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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지식재산 지킴이

앞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 활동을 해 보자.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 유형과 중
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자.

지식재산의 중요성
과거에는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자원이 부가가치의 원천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PUBD 게임
① PUBD 카드를 수령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자.

이었다면, 오늘날에는 지식과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명에 대한 독점권

특허 카드(P)

실용신안 카드(U)

특징적인 구성

특징적인 구성

요소 및 효과

요소 및 효과

이미지

이미지

디자인 카드(D)

상표 카드(B)

디자인의 특징

상표의 특징

이미지

이미지

등 무형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특허 전쟁이 빈번
하게 발생하고 상황이다.

② 아이디어 발상을 위한 대상 물품 확인 및 개인(팀)별 아이디어 카드 제작

특히 중국에서는 화장품, 요식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③ 아이디어 보드에 앞 단계에서 제작한 아이디어 카드 부착

는데, 이러한 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식재산을

특허 아이디어 카드 부착

실용신안 아이디어 카드 부착

디자인 아이디어 카드 부착

상표 아이디어 카드 부착

확실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위조 상품의 의미
위조 상품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등록된 상표

④ PUBD 유형별 최고의 아이디어 투표

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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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
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
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정품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저렴한 물건을

경찰청 :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접속 > 신
고민원포털 > CYBER112 접속 > 신고 > 일반범죄신고

구입하는 행위는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
만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위조 상품을 구입한 본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아이디어 확장을 위한 PUBD 게임
PUDB란 특허(patent), 실용신안(utility model), 디자

위조 상품에 대한 대응 방법

인(design), 상표(brand)의 앞글자를 모아놓은 약자로,

위조 상품의 판매 및 구입, 사용은 개인, 기업, 국가의 물

게임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지식재산 유형에 대한 이해도

질적 피해를 넘어서 개인 간의 불신, 사회의 불신으로 이

를 높이고, 아이디어를 고도화할 수 있다.

어지며 결국 국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사용하는 물건(휴지통, 사물함, 칠판, 교
탁, 책상, 의자 등) 중 한 가지를 제시하고, 제시한 사물을

현명한 소비자는 위조 상품을 잘 구분하여 올바른 구

개선할 수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아

매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위조 상품은 특허청, 검찰청, 경

이디어를 카드로 작성해서 팀별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

찰청(서)에 신고할 수 있다.

어를 융합해서 유용한 발명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한다.

위조 상품 인터넷 신고 방법
특허청 : 상표권 특별사법경찰 신고센터 (전화 1666-6464)
검찰청 : tp://spo.go.kr) 접속 > 온라인민원실 > 범죄신고 >
지식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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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팀별로 특허, 실용신안, 디
자인, 상표 관련된 아이디어를 각각 1장씩 총 4장의 카
드를 받게 되며, 제시된 물건에 대한 각 지식재산 유형별
아이디어를 특징과 이미지 중심으로 카드에 기재한다.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아이디어를 지식재산 유형별 최

위조 상품을 찾아보고 지식재산 보호와 중요성에 대해 토론하기
더 알아보기

위조 상품
· 위조 상품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① PUBD 게임으로 생각한 아이디어가 적용될 수 있는 물건의 위조 상품을 조사해 보자.

고의 아이디어로 선정한다.
만약 팀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팀원
이 각자 하나의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주제에 대해서 위
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디어의 전체 방향을 잡아갈 수 있
도록 개인별로 카드를 제작해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조 상품의
이름

[PUBD게임의 단계]
Step_1 학생(팀)별 PUBD 카드 수령
Step_2 아이디어 보드에 아이디어를 제안할 물건 공지
Step_3 학생(팀)별 지식재산 유형별 아이디어 회의

위조 상품의
이미지

Step_4 학생(팀)별 PUBD 카드 제작 후 아이디어 보드에 부착
Step_5 전
 체 참가 학생들의 아이디어 카드 확인 및 투표 후 지식
재산 유형별 최고의 아이디어 선정

② 지식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지식재산 보호 활동
캐릭터 산업은 SNS가 유행하고 있는 21세기
61

의 고부가 가치 핵심 사업이다. 그러나 전부
터 중국에서는 한국의 캐릭터를 모방한 제
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좌측의 라이언 인형은 카카

학생들이 작성한 카드는 교실이나 강의장의 칠판 또는
화이트보드를 아이디어 보드로 준비해서 특허, 실용신안,

오 프렌즈 라이언 캐릭터 제품이지만 중국산 봉제 인형
으로 국내에 위장 반입 시도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었다.

디자인, 상표의 지식재산 유형별로 부착할 수 있게 한다. 교
사가 제시하는 물건(휴지통, 사물함, 칠판, 교탁, 책상, 의자
등)을 아이디어 보드 중앙에 사진 또는 그림으로 배치하고,

더 알아보기
유행하는 짝퉁 상품들
http://iped.kr/9050109

그림의 좌우 상단 및 하단 네 군데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
인, 상표 카드를 붙인다. 아래는 아이디어 보드의 예시이다.

위조 상품 신고 방법
http://iped.kr/9050110

[아이디어 보드 예시]
특허 아이디어 카드 부착

실용신안 아이디어 카드 부착

더 알아보기

지식재산 침해 상품 오인 구입 예방 5계명
디자인 아이디어 카드 부착

상표 아이디어 카드 부착

1) 위조 상품 구입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인 대리점을 이용한다.
2) 인
 터넷 오픈마켓이나 수입 판매점을 이용할 때, 병행

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이 아이디어 보드에 부

수입품에 섞여있는 제품의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착된 다른 팀들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카드에

3)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면 위조 상품인지 확인한다.

기재된 아이디어를 둘러보며 각 지식재산 유형별로 가장

4) 홀로그램이나 바코드와 같은 인증 장치를 통해서 정

적합한 아이디어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사인을 하는 방
식으로 투표한다.

품을 확인한다.
5) 수입, 제조, 판매원을 꼭 확인하고 정품 보증서를 보관한다.

05-01 이 아이디어가 내 것이라고 왜 말을 못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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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CEO가 될 수 있을까?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지식재산권

창의 체험

4차시

영역 목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창업을 체험할 수 있다.

성취 기준

[9발명06-01]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창업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활용을 통한 창업의 사례를 탐색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생각할 수 있다.
3. 지식재산 활용을 통해 창업의 과정을 탐색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발명과 지식재산의 개념을 바르게 안다. [초등05-01]
- 창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발표할 수 있다. [초등06-01]

3) 단원 소개

애플은 지난 2011년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의 삼성 휴대폰이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은 아이폰 디자인은 새롭지 않으며 소비자들
이 아이폰과 갤럭시 폰을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반박했다. 결국 세계 9개국으로 확대된 소송
은 7년 만에 애플과 삼성이 합의를 보며 마무리되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개인 창업
가 역시 특허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권리화하
며,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다.
이번 단원에서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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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왜 중요할까?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사례를 통해 창업에 어떤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알아본다.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개
2차시

…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통해 창업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본다.
: 확산적 사고 기법
: 수렴적 사고 기법
: 아이디어 구체화
: 시제품 만들기

특허 검색과 타당성 평가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보자.
전개
3차시

…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의 사용법을 알아보자.
… 검색을 통해 나의 아이디어가 특허 침해 사례에 해당하
는지 판단해 본다.
… 등록된 특허를 열람하며 특허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
한다.

나만의 회사 만들기

전개 / 정리
4차시

… 창업에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 상권 분석과 사업장 위치를 정하기를 통해 시장의 경제
흐름을 분석하고 학습한다.
… 홍보 전략을 세워 창업 경쟁력을 높인다.

지도할 때 유의할 점
…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 창 업과 관련지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한다.

… 창 업에서 아이디어가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 아이디어 발상 기법 과정을 설명한다.
… 확산적 사고 기법의 종류를 설명한다.
… 수렴적 사고 기법의 종류와 의미를 설명
한다.
… 시제품 제작 방법과 제작이 가지는 가치
를 설명한다.

… 키프리스 접속 방법을 설명한다
… 키프리스 검색어가 가지는 의미와 검색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의미를 설
명한다.
… 등 록된 특허를 통해 특허 침해 유무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 창업 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
한다.
…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설명한다.
… 시장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 학생 스스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구
체적 방법을 안내하고, 용기를 준다.
… 다양한 창업 및 발명 대회 정보를 안내
한다.

06-01 나도 CEO가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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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창업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 사례를 통해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자.
이번 학교 바자회에서
뭘 팔거야?

창업
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
영하는 일을 말한다. 대부분 창업 사례를 떠올리면 삼성, 구글, 애
플 등 대기업을 떠올리곤 하지만, 창업의 사례는 다양하다. 플랫폼
산업 일종인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시간과 장
소의 제약 없이 주문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 인터넷 BJ 방송, 게임,
물건 판매 등과 같이 다양한 사례가 있다. 창업은 상황에 따라 스타
트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음, 직접 만든 인형을
팔거야. 잘 만들었지?

아니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너 혹시 지식재산
등록 조사 했어?

스마트스터디(글로벌 IP 회사/핑크퐁), 티몬(소셜커머스), 우버
(승차공유서비스), 카카오(IT/카카오톡), 런드리고(세탁스타트업)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71%

67%

61%

칠레

중국

네덜란드

한국

57%

49%

48%

11%

그런데 이 인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대기업에서
만든 인형과 비슷하잖아.

1

2

3

4

닭곰?

nd
Ha ade
m

특허청에
접속하면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제품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동의 없이
함부로 따라하면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할 수
있어.

아…
알았어.

창업을 준비하는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지식재산권

<창업 선호도 / 출처: OECD (2012)>

우리나라는 1908년 8월 12일 일본에 의해 한국 특허령이 처음 공표되었다. 1946
년 10월 5일 제91호 1946 특허법을 통해 발명가의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었다. 특
허 정보 검색 시스템(키프리스)에는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한

스타트업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창업 전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말로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
하였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 기업을 의미한다. 벤처 기
업이나 1인 기업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건
창업을 뜻한다.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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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플랫폼은 기차에서 손님이 타고 내리는 정거장을 뜻하는 용어에서
출발하였다. 요즘에는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를 뜻
하는 것으로 누구나 공연할 수 있는 무대나 애플리케이션, 유튜브,
개인 방송과 같은 매체가 이에 해당한다.

지식재산권의 이해
특허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창업팀의 41%가 특허 없이 창
업하며, 단 한 건의 지식재산권도 없이 시작한 창업팀은 25%에 달
한다고 한다. 이처험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내 창업가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도상의 유의점

토론하기
· 토론 전 모둠별로 필기도구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시태그의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표시하는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한다.
· 모둠별로 표시된 해시태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열하고
중복이 많은 단어를 표시한 후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
해 보게 한다. 중복이 많지 않거나 1번 제시된 단어가 있더
라도 단어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보충 설명하여 지식재
산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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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의 탄생
에어비앤비는 매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디자인 행사 기간 동
안 숙박 시설이 부족했던 경험으로 시작되었다. 창업자는 자신의
아파트 일부를 대여해 주었고, 이후 여행객에게 저렴한 가격에 비
어있는 방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현재, 개인 간 중개
(P2P)를 통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호텔과는 다른 현지 민박의 새
로움을 제공하고 있다.

우아한 형제들
배달 음식을 쉽고, 간편하게 배달받을 수 있는 배달의 민족 애플리
케이션을 개발했다. 첫 시작은 기존 음식점 전단지의 불편함을 해결
하는 것이었다. 전단지를 스마트폰 안으로 옮기고, 누구나 쉽게 배달
주문을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초창기 우아한 형제들은 전단
지를 일일이 주워 앱에 입력했을 정도로 아주 작은 회사였다.
더 알아보기
‘에어비앤비’의 시작
http://iped.kr/9060101

‘배달의 민족’의 시작
http://iped.kr/9060102

마법천자문의 특허 무효화
마법천자문은 한자를 손오공의 모험 이

중복이 적거나 없는 해시태그
#물거품: 지식재산권에 등록하지 않고 공표한 발명품은
특허 침해 시 발명가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 재미있게 한
자를 외울 수 있는 만화책이다. 마법천자
문의 출판사(북이십일)는 독자가 효과적
으로 한자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
며 2005년 5월 특허 출원을 하여 2006
년 6월 특허가 등록되었다.(특허 제1005920360000호) 하지만, 몇 년 후 특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사례

등록 무효 주장이 제기되었다. 마법천자
문이 특허로 출원되기 전에 판매가 되어

1. 방탄소년단 상표권 등록

신규성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조사를 통
해 특허 출원 1년 전 이미 판매를 시작했
던 것이 밝혀지며 결국 특허권이 무효화
되었다.
1.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를 적어보고 해시태그(#)를 표시해 보자.
활동1) 창업에서 지식재산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적어보자.
해시태그(#) 표시 단어

이유

<방탄소년단 팬클럽 상표(ARMY)/출처: 키프리스>

활동2) 중요한 단어나 문장에 해시태그(#)를 적어보자.
활동3) 모둠을 편성해 중복되는 해시태그(#)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고 이유를 생각해 보자.
활동4) 중복이 적은 단어나 중복되지 않은 단어도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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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명 아이돌 그룹은 자신의 그룹명을 상표로 특허청
에 등록한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이름인 아미(ARMY)를 함께 상표 등록 했
다. 특히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상표 아미(ARMY)를 상품 분류
16(사무용품), 21(주방용기구), 19(비금속 건축재료) 등 다양한 분
야에 등록함으로써 방탄소년단의 또 다른 상징인 ‘아미(ARMY)’가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2. 파리바게뜨 디자인 등록 무효
작성 예시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이유는?
1. 창업할 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않으면 특허를 침해받
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2. 지식재산권에 아이디어를 등록할 경우 기술을 독점할 수
있다.
3. 특허 침해가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었다면 법
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4. 창 업할 때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미 지식재산권에 등록되
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규성)
5. 자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였는지 지
식재산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6. 지식재산권 열람을 통해 창출한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을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표시된 해시태그(#)는 무엇인가요?
#물거품 #독점 #특허침해 #권리보호 #특허 # 지식재산권 #
창업

해시태그 나열하기
1. 지식재산권 5표
2. 창업 4표
3. 권리보호 3표
4. 특허침해 2표

< 파리바게뜨 포장 용기 / 출처: 키프리스>
빵을 판매하는 파리바게뜨는 치즈케이크 포장 용기를 특허청에 디
자인으로 등록했다. 하지만 어떤 블로그를 통해 파리바게뜨가 제품
출시 전에 판매한 사실이 들어났다. 파리바게뜨가 디자인으로 출원
하기 3일 전 소비자가 제품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디자인 출원 전 세상에 공지가 되었다면 공지
예외주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당시에는 출원과 동시
에 공지예외주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파리바게뜨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디자인 등록이 무효화되었다.
더 알아보기
파리바게뜨 디자인 등록 무효
http://iped.kr/9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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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와 아이템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 좋은
아이디어 하나가 성공하면 회사를 크게 키울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반대의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창업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창업 아이템 구상하기

2. 창업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아래 순서에 따라 생각해 보자.

창업 아이템 발굴

정보 수집

최종 창업 아이템 선정

1. 창
 업 아이템 발굴 창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
는지,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이외에 신문, TV,
잡지, 창업 서적, 박람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어 보자.

2. 정보 수집 1차 창업 아이템이 발굴되었으면, 시장조사를 통

① 문제 인식 : 불편한 점은 없을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
② 아이디어 창출 : 확산적 사고 기법(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스캠퍼, 마인드맵 등)을 활용하여 문
제를 해결할 아이디어 구상한다.
③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 : 수렴적 사고 기법(PMI, 역브레인스토밍, 히트 기법 등)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
결에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④ 아이디어 구체화 : 구상도, 제작도, 부품도를 그려 아이디어를 하나의 완성된 제품으로 구체화 시켜본다.
⑤ 시제품 만들기 : 실제로 시제품 제작을 통해 아이디어 실현이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 등을 파악한
다. 종이로 간단히 시제품을 만들어 보자.

해 해당 창업 아이템이 타당한지 검토해보자. 또한 키프리스

창업을 위한 나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자

와 구글 검색을 통해 기존에 유사 특허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① 문제 인식 작성하기

3. 최
 종 창업 아이템 선정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 및 반응을
살펴 최종 아이템을 선정하자.

생활 속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

무릎 담요가 움직일 때마다 흘러내려 불편하다.

② 아이디어 창출하기(브레인스토밍)

지도상의 유의점

창업 아이템 만들기
· 제품의 특성을 하나로 생각하지 않게 한다.
· 창업 아이템 구상을 어려워할 경우 기존의 것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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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추가하거나, 다른 제품과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
템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 창업 아이템 창출이 어렵다면, 다른 제품 및 물건에 관
련된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한다.
· 일상의 불편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 무
단횡단을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아침에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디어 창출 기법
1. 확산적 사고 기법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 라이팅(brain writing)은 종이에 주제를
적어 돌려서 쓴다는 의미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단점을 보완
하거나 아이디어를 덧붙일 때 사용한다. 롤링 페이퍼처럼 모둠
원이 순서를 정해 아이디어 종이를 돌리거나 게시판에 붙이면

문제 인식(확인)
1. 문제를 찾는 방법
━ 생활 속에서 불편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 생각해 본다.
━ 기존에 있는 물건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 생각해 본다.

다음 모둠원은 앞의 모둠원이 적은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앞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단점을 제시하되 비판이나 비난
을 하지 않는다.
아이디어 제시는 단점이나 아이디어 보완에 초점을 맞춘다.
제시된 아이디어를 모든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2. 문제 확인의 필요성
━ 문제에 대해 이해력을 높여 준다.
━ 아이디어 창출의 목표 설정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 문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여 해결의 필요성을 상기시켜 준다.

3. 정보 수집 방법
━ 인터넷을 이용한 수집
━ 서적, 전문가, 교사를 활용한 수집
━ 특허 정보 검색 시스템(키프리스)을 활용한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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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 어떤 주제나 문제점을 이미지와 단어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연결한 기법
강제 결합법: 관련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이나 관념을 억
지로 연결시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
육색 사고모자: 사고의 유형을 의미하는 여섯 가지 색깔의 모
자를 번갈아 쓰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사고의 유형에 맞춰 생
각하는 사고 기법

다. 이 기법은 먼저 안목에 따라 비슷해 보이는 대안들을 확인

③ 아이디어 평가와 선정하기(PMI)
아이디어

무릎담요에
벨크로
달기

PMI

P(장점)

제작이 쉽다.
벨크로의 부착에 따라 사이즈 조절
이 가능하다.

M(단점)

오래 사용하면 접착력이 약해진다.

I(흥미로운 점)

글루건이나 바느질을 통해 쉽게 부착
을 할 수 있다.
벨크로의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담요가 만들어 진다.

비고

한다.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어떤 공통적인 주제
영역으로 그룹화한다. 그리고 그룹에 ‘명칭’을 붙인다.
하이라이팅 기법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진행된다.

다른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까?

1. 대
 안들 중에서 중심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히트라 부르고
번호를 붙인다.
2.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 히트들을 함께 묶는다.
3. 핫스폿(hotspots)을 발견한다. 어떤 구체적인 이슈나 주제

④ 아이디어 구체화하기(스케치 그리기)

를 중심으로 묶은 히트의 결집을 ‘핫스폿’으로 분류한다.

아이디어를 구상해 보고, 손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그려보자.

4. ‘핫스폿(hotspots)'을 다시 나열하고 점검한다.
쌍비교 분석법: 체크리스트와 같이 몇 개의 대안들을 우선순
위 또는 순서를 매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려내
는 기법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만들기

⑤ 시제품 만들기
종이를 잘라 아이디어 제품을 제작하고 다음 내용을 평가해 본다.

3D 프린터란,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의 프린터 방식과

아이디어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가?

비슷하지만 3차원 모델링 파일을 활용해 입체를 프린트하는

제품이 창의적인가?

방식이다. 놀랍게도 3D 프린터는 약 30년 전 발명된 기술이

제작시 문제점이 무엇인가?

다. 그러나 최근 3D 프린터의 가장 중요한 원천 기술의 특허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권이 만료되어 3D 프린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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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렴적 사고 기법
PMI 기법: 아이디어의 장점, 단점, 흥미로운 점을 찾아 기술
하는 사고 기법
PMI의 특징
━ PMI를 통해 아이디어의 특징을 분석할 수 있어 아이디어
평가에 가장 합리적인 기법이다.
━ PMI는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법이다.
━ PMI는 아이디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흥미로운 점까지
보여준다.
━ PMI는 평가 시점에 평가자의 감정 개입을 통한 실패 확률
을 줄이며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 PMI로 미리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에 아이디어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해 볼 수 있다.
역 브레인스토밍 기법: 아이디어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약점

발명품 제작, 건축물, 자동차, 비행기, 부품, 의료(인공 심장,
인공 귀, 인공 뼈)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백정환 교수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는 부비동 암을 앓는 40세 여성과
46세 남성의 수술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수술 후 부
작용 중 하나인 얼굴과 눈의 함몰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성
공했다.
더 알아보기
3D 프린팅 기술 속 IP 이야기
http://iped.kr/9060104

들을 모두 발견해 내고 그 아이디어가 실천될 때 잘못될 수 있
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상해 보며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법

3D 프린팅 활용

평가 행렬법: 대안들의 수가 많을 때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http://iped.kr/9060105

평가하는 기법
하이라이팅: 하이라이팅 기법은 제시된 아이디어를 기본적인

백정환 교수 수술 성공
http://iped.kr/9060106

몇 개의 범위로 압축하여 분류하기 위한 수렴적 사고 도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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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특허 검색과 타당성 평가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여 보자.
창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들게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창업
과정을 알아보며 성공률을 높여 보자.

학생 창업 도전 사례
① 리얼햅틱스 이현세 대표
창업 당시 17살이었던 리얼햅틱
스 이현세 대표는 VR(가상 현실)

사업 계획서 작성
아이디어
창출
→

특허
검색
→

생산
계획
수립

보관
및
운송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 VR

시장
분석

마케팅
계획
수립

사업장
선정

사업자
등록
→

창업

<창업의 순서>

체험의 경우 장갑, 안경, 조끼 등
신체 부위별로 분리된 장치에 일
일이 진동 체감을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현세
대표는 분리된 장치들을 하나로 통합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

3. 특허 검색을 통해 나의 아이디어가 창업 아이템으로 활용 가능한지 알아보자.
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접속하기(www.kipris.or.kr)

② 검색어 정하기: 단계별 검색, 번호 검색, 인명 검색, 문장 검색을 통해 나와 비슷한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어를 개발했다. 이는 특허 제10-2016-0091613호로 출원되었
고, 해당 기술을 통해 국내 대기업의 액셀러레이터 투자 유치를
받으며 창업에 도전했다.
더 알아보기

③ 특허 정보 열람하기: 비슷한 형태나 기능, 설명을 가진 제품을 찾으면 자세한 사항을 대조해 본다. 특
히 설계도를 통해 모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④ 아이디어 특허 침해 유무 확인하기: 특허 검색을 통해 신규성과 창의성이 입증되었다면 창업 아이템
으로 타당한지 평가해 본다.

이현세 대표 인터뷰 영상
http://iped.kr/90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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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세 대표 인터뷰 기사
http://iped.kr/9060108

VR 체험 영상
http://iped.kr/9060109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특허 출원과 특허 등록 다른 개념이다. 특허 출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일정 양식에 맞춰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면 출
원번호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바퀴가 100개 달린 자동

② 커머 권서원 대표

차를 출원해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허 등록은 신규성, 진보

권서원 대표가 창 업한 주식회사 커

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머는 ‘C o mmunit y of M e dic al

바퀴가 100개 달린 자동차는 특허로 등록하기가 어렵다. 특

EngineeRing’의 약자로 의료보조기

허청 심사관이 해당 창업 아이템을 판단하며, 등록이 결정되

구 아이템을 만드는 기업이다. 시각장

면 향후 20년간 자신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애인을 위한 점자 출력 장치가 대표적
인 창업 아이템이다. 권서원 대표는 해
당 아이템을 ‘점자 라벨기’라는 이름으
로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 등록 제10-

특허와 창업
특허를 활용해 성공적인 창업을 시도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9086620000호를 활용해 청년창업사
관학교에서 창업 지원금을 받아 활발한 창업 활동을 이어 가

① 길라C&I(주)

고 있다.

길라C&I(주)의 김동환 사장
야간에 교통경찰관이 목과

더 알아보기

어깨 사이에 전등을 끼운 채

커머 권서원 대표

어렵게 필기하는 것을 본 후

http://iped.kr/9060110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불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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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③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사용하기
검색어

출원번호

④토
 끼의 손을 누르면 귀가 쫑긋하고 세워지는 토끼 모자는
등록일자

출원인

비고

출시 당시 큰 인기를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연예인들이 하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
(Cup lid for mounting of the
capsule/특허)

나둘 방송에 쓰고 나오기 시작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기 시
작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토끼 모자의 성공에도 불구하

방탄소년단(상표)

고 토끼 모자를 발명한 K씨는 큰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인기를 예측하지 못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원조보다 모

④ 사례를 통해 아이디어 특허 침해 유무 확인하기
내 아이디어

닭떡닭떡

귀가 움직이는
코끼리 모자

특허 등록된 상품

방품이 더 많이 팔렸다고 한다.

침해유무

스스로 타당성 평가하기

△

소떡소떡

닭떡닭떡의 경우 닭갈비와 떡
볶이를 배열한 것이다. 소떡
소떡의 경우 떡이 소시지를
감싼 형태이다. 재료가 다르
지만, 떡이 공통으로 들어가
기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내 제품은 등록된 제품과 캐
릭터 얼굴 디자인이 다르지만
작동하는 방법은 매우 유사하
다. 창업할 경우 특허 침해 사
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
하지 않다.

더 알아보기
소떡소떡 디자인 권리 갈등
http://iped.kr/9060111

특허와 창업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주)더본코리아 상표권 / 출처: 키프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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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는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자 요리사이다. TV 프
로그램을 통해 자신만의 요리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개하며,
없는 곳에서도 글을 쉽게 쓸 수 있는 반디라이트펜을 개발하
여 한국, 일본 등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반디라이트펜은 경찰
청에 15만 개가 납품되었고, 이스라엘 군에도 1만 개가 수출
되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해 구독자가 200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오리지널 한국의 맛을 세계 각지에 전파하겠다
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외식 기업으로, 한신포차, 새마을
식당, 빽다방, 역전우동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은 대패삼겹살이다. 백종원 대표는

재미있는 특허 이야기

1993년 4월 얇은 두께로 썰어낸 삽결살인 대패삼겹살을 개발

① 캡슐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Cup lid for mounting of

했고, 이후 상표로 등록했다. 대패삼겹살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the capsule/특허)의 발명가는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

국제 상표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 ㈜더본코리아는 그 외에도 백

(정윤호)이다.

종원의 만능짜장, 백종원의 해물肉교자 등을 상표로 등록하고,

② 방탄소년단 이름은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출원을 진행했다.

돌솥 조립체를 특허로 등록했다.

③휴게소 대표 먹거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떡소떡(떡이 소

돌솥 조립체는 돌솥 용기를 사용할

시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 납품

때마다 세척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했

업체인 B사는 소시지를 떡으로 감싼 형태의 소떡소떡을

고, 돌솥 용기를 재사용하여 가열 시

만들자고 제안했고 생산업체인 A사는 독자적인 기술을

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듯 백종원

이용해 이를 생산했다. 소떡소떡의 권리는 누가 가져갈 수

대표는 지식재산권 확보에 심혈을 기

있을까?

울이고 있다.

소떡소떡 특허 및 디자인 분쟁 지식재산권
① 특허등록 제 10-19740610000호
② 디자인 등록 제30-10026590000호

- 대패삼겹살 상표등록 제 40-04051020000호
- 백종원의 해물육교자 상표등록 제 40-14295680000호
- 돌솥 조립체 특허등록 제 10-13560420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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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나만의 회사 만들기

창업과정을 이해하며 창업의 첫 걸음을 시작해보고, ’우리도 해보자‘에서 생각한
아이템을 활용해 창업에 도전해 보자.

지식재산권 보호 시기

① 창업 아이템 선정: 자신의 대표적인 창업아이템을 선정한다.

창업 아이템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전 세상에 공개될 경
우 신규성 상실로 특허 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소비자 반
응을 보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행동은 피하고 창업
팀 상황에 맞춰 빠른 시기에 특허 출원을 하는 것이 좋다.

중학생 사업가 – 테일러 로젠탈
중학생 테일러 로젠탈은 응급

② 사업계획서 작성 :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업아이템에 대해 문서화 된 서류를 만든
다. 계획서를 보고 회사의 비전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 실제
고객의 수요가 있는 창업아이템인지 검토해본다. (ex, 시장분석)

③ 사업자 등록 : 사업자 등록을 통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사업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한다.

④ 회사설립: 사업자 등록을 실제 회사설립에 필요한 요건을 실행한다.

4. 창업계획서 작성하기
회사개요

키트자판기를 발명해 에인절

내용 및 디자인

설명 또는 이유

회사명

투자자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투자받아 회사를 창업

회사 마크 그리기

했다. 응급키트자판기는 반창고나 연고 같은 구급약을 파는
자동판매기이다. 테일러 로젠탈은 창업 아이템을 생각해 보

주력 상품 정하기

는 과제를 실제 창업까지 발전 시켰다.

가격 정하기
A/S 및 고객관리 방법 정하기

더 알아보기
테일러 로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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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ed.kr/9060112

한국발명진흥회 창업 교육

특
 허출원지원 프로그램 : YIP(Young Inventor
Program)
발명 경험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 특허 교육 및 창업
컨설팅 등을 통해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개선을 거쳐 특허 출원
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한다. 나아가 창출된 아이디어의 활용을
위한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나만의 창업 모델을 확보할

차세대 영재 기업인: 지식재산 기반의 창의적 인재(IP CEO)
를 발굴하기 위해 2009년부터 KAIST와 POSTECH에서 운
영하는 교육 기관이다. 중학생부터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이 필요하다. 또한 3년

수 있는 미래의 예비 발명가를 위한 양성 프로그램이다.
더 알아보기
YIP 사이트
http://iped.kr/9060115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중학생 때 입학하면 대학
생 때까지 창업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단 KAIST,
POSTECH 중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각 교육원마다 지원
요건에 차이가 있다.(모집 기간: 약 9월~10월).

사업자 등록 준비물
①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
②사
 업 허가증 및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

더 알아보기
KAIST IP 영재교육원
http://iped.kr/9060113

POSTECH IP 영재교육원
http://iped.kr/9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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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③ 사업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허가 전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⑤2
 인 이상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 등 공

한 형제들은 새벽 배송 회사 덤앤더머스를 자회사로 편입시

5. 사업장 위치 정하기
사업장 건물 형태
(오피스텔, 상가,
공장, 창고 등)

사업장
위치
정하기

사업장 위치
(고려사항 : 교통, 주택과
상가, 물류센터, 공장거리 등)

킨 이력이 있다.

매장 위치와 개수
(임대료와 교통비 고려)

③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수의 개인들로부

6. 홍보 전략 세우기

성별

연령층

터 자금을 모으는 활동이다. 자본금이 없더라도 창업이 가능하

고객층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나만의 전략

고객분석

나만의
홍보전략

소득 수준

홍보 방법

다는 장점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재미있

온라인

는 상품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

오프라인

터, 인디고고, 텀블벅, 유캔스타트, 와디즈, 오픈트레이드 등)

홍보 포스터 그리기

더 알아보기

홍보자료
만들기

킥스타터 사이트
http://iped.kr/9060116

대회 정보

자신의 회사를 소개하고 서로 발표해 보자!
1. 여러분은 개인투자자이다. 총 3000만원의 투자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 창업에 도움이 되는 대회 정보를 소개한다. 시기는 주최

2. 한 명씩 자신의 회사와 창업 아이템을 설명한다.
3. 모든 설명이 끝나면 자신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창업가에게 투자를 진행한다.

측 사정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다.

4. 투자금액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회사 이름

회사 설명

투자금액

투자이유

① 창업 대회 및 지식재산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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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 등록은 공동 사업

대회명

시기

사이트

청소년비즈쿨

1월

https://www.kised.or.kr/bus/
edu1.asp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

1월

https://yeep.kr/cpthb/
contestSummary.do

Be the CEO 대회

3월

http://www.civo.net

6월

http://www.hoseojys.co.kr

장영실발명창업대전
지식재산능력시험

상시 https://www.ipat.or.kr/main/index

자 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신청)
⑥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

② 발명 대회
대회명

시기

사이트

대한민국
학생발명전시회

3월

https://www.ip-edu.net/kosie

대한민국 청소년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3월

http://www.invent21.com

전국학생
과학발명경진대회

3월

https://www.science.go.kr

실전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녹색성장
학생생활발명대회

4월

http://www.elenews.com/
web_0/1.html

① 기술 이전

LG생활과학
아이디어경진대회

7월

http://www.lgsh.co.kr/introduce/
gallery/idea.dev

를 임차한 경우)
⑦ 자 금 출처 명세서1부(금지금 도소매업, 과세유흥장소 영
위자, 연료판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의 경우)

지식재산 사업화 방법

기술 이전이란 연구자가 보유한 기술이 양도 및 실시권 허락
등을 통하여 산업사회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등학생

③ 기타 정보

이었던 문OO, 송OO, 이OO 학생은 ㈜네오피아의 교육용 로

대회명

시기

사이트

봇의 작동 과정을 간소화시킨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3월

https://ipschool.ipacademy.ne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4월

https://www.ip-edu.net/koscc/
outline/bbs/47/20117

대한민국 인재상

7월

https://www.kofac.re.kr/?page_
id=2168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 및 만화 공모전

9월

https://www.kipa.org/kipa/ip002/
kw_hrtraining_2404.jsp

고, 해당 특허의 기술을 ㈜네오피아로 이전했다.
② 인수 합병
인수 합병이란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우아

06-01 나도 CEO가 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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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설계
기

본

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은 다양하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방법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
한 과정이 필요할까?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 기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도면 그리기에 대해 알아
보자.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최신 이슈와 관련된 문제
해결 활동을 해 보자.

문제가 어렵다고? TRIZ로 해결해 보자!
발명품, 도면으로부터 태어나다.
전기 자동차, 배기가스 제로에 도전하다.

문제가 어렵다고?
TRIZ로 해결해 보자!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창의적 사고

4차시

세부 목표

성취 기준

1. 지
 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9발명07-01]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사례를 설명한다.

1. TRIZ의 10가지 기법을 이해하고 발명품을 분류해 본다.
체험 활동

2. TRIZ 기법을 소개하는 자신만의 TRIZ 카드를 만들어 본다.
3. 생활 속 간단한 문제 상황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 발명 10계명을 통하여 발명이 우리 생활 속에 있음을 이해하고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
[초등07-01]

3) 단원 소개

창의적 사고 기법은 생활 속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성화된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데 유용하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여러 창의적 사고 기법 중에서 TRIZ의 주요 기법 10가지를 알아보고, 생활
속 발명품들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해 보게 한다. 다음으로 TRIZ 기법을 소개하는 자신
만의 TRIZ 카드를 창의적으로 만들고, 만든 카드를 활용한 간단한 게임 활동을 통해 이를 충분
히 이해하게 한다. 끝으로 생활 속 간단한 문제 상황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를 생각해 보게 한 후 수렴적 사고를 통하여 최적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구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생활 속 문제
를 해결함에 있어 창의적 사고 기법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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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문제

상황을 TRIZ 기법으로 해결한 발명 만화 시청하기
… 간단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T
 RIZ 기법을 설명하기보다 문제점과 해
결 방법을 생각하게 하기

TRIZ 알아보기
… TRIZ의 의미와 문제 해결 과정 등을 알아본다.

TRIZ의 10가지 기법 알아보기
전개
2차시
ppt

… TRIZ의 기법 중 분할, 추출, 국소적 성질, 비대칭, 포개
기, 반대로 하기, 차원 변경, 셀프서비스, 다용도, 선행
조치 등 10가지 주요 기법에 대해 발명 원리를 알아보기

…T
 RIZ의 10가지 기법이 적용된 동영상
을 시청하면서 간단히 소개한다.
…제
 시된 생활 속 발명품들을 학생들 스스
로 적용된 기법을 찾아 분류하게 한다.

생활 속 발명품들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해 보기
… 생활 속 발명품들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분류하기
… 픽토그램으로 표현하기

…픽
 토그램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등
을 참고하게 한다.

TRIZ 카드 만들기

…예
 시자료(트리즈닥터 카드 등)를 보여
주고, 자신만의 TRIZ 카드를 만든다.

… 학습한 TRIZ 기법 중 8가지를 골라 TRIZ 기법을 소개

전개
3차시
ppt

하는 카드를 만든다.

TRIZ 카드로 게임하기

…만
 든 TRIZ 카드를 활동 전에 먼저 공유
하며 살펴보도록 한다.

… 만든 TRIZ 카드로 메모리 게임을 한다.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생각하기
… 생활 속 간단한 문제 상황을 TRIZ 기법을 이용하여 다
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발표하기

전개 / 정리
4차시
ppt

수렴적 사고를 통하여 최선의 아이디어 선정하기
… 수렴적 사고를 통하여 최선의 아이디어 선정하고 발표하기

…T
 RIZ 기법을 활용한 발명 아이디어 탐구
단계
① 문제 발견
② 문제 분석
③ 모순 상황 발견
④ 해결책 모색
…최
 선의 아이디어는 수렴적 사고 기법을
통해 탐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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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TRIZ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아래의 2가지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액정이 크면 보긴 편하지만
휴대가 불편하고

새 스마트폰을 사러
왔어요!

어서오세요.

TRIZ의 의미와 10가지의 주요 기법을 알아보자.
TRIZ란?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란 뜻의 러시아어인

액정이 작으면 휴대가
편하지만 보기 불편해요.

‘Teoriya Reshniya Izobretatelskikh Zadatch’의 의

1

2

3

4

기술적 모순을
해결해 볼까요?

머리글자로서, 발명과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구
조적인 접근법이다. 이는 1940년대 구소련의 발명가 겸
공상과학 소설 작가인 알츠슐러(Genrich Altshuller)가

안 보여~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개발한 이론으로, 국내외 기업, 학
교에서 최근 그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론적 측면에서

TRIZ란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상 기법을 말하며
러시아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해 제창된 발명 문제 혹은 창의적 문제의 해결을 위

크게 문제 해결 도구(40가지 기법, 물질-장 분석, ARIZ

한 체계적인 방법론이다.

등)와 기술 시스템 진화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TRIZ에는 40가지의 발명기법이 있고, 각각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법 TRIZ

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다양한 발명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시하고 있으며, 생활 속의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
TRIZ의 10가지 주요 기법을 공부하면서 실생활에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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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 PMI(Plus/Minus/Interesting), 스캠퍼(SCAMPER,
Substitute/Combine/Adapt/Modify/Put to another
use/Eliminate/Reverse) 등 다양한 기법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기법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TRIZ의 40가지 기법
분할

21

고속 처리

2

추출

22

전화위복

3

23

로 문제 해결을 위한 40가지 발명 원리, 과학적 효과, 표

국소적 성질

피드백

4

대칭 변환

24

매개체

준 해결책 등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한다.

5

통합

25

셀프서비스

6

다용도

26

복제

7

포개기

27

일회용품

8

평형추

28

기계적 시스템 대체

9

29

적용 → 발견>을 유도하는 공감적 스토리 기반의 내용 흐

선행 반대 조치

공기 유압 활용

10

선행 조치

30

얇은 막

름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문

11

사전 보상

31

다공질 재료

제에 대한 통통박사의 해결을 통하여 트리즈 발명 원리에

12

높이 맞추기

32

색깔 변경

대하여 배운다. 또 원리가 적용된 다양한 예시를 통하여

13

반대로 하기

33

동질성

14

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TRIZ 이론은 기존의 사고 이론보다 구체적으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내용은 <학습자의 공감 → 이해 →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다른 사례
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더 알아보기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http://iped.kr/90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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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형화

34

폐기 혹은 재생

15

역동성

35

속성 변환

16

과부족 조치

36

상전이

17

차원 변경

37

열팽창

18

기계적 진동

38

활성화

19

주기적 진동

39

비활성화

20

유익한 작용 지속

40

복합 재료

그럼 TRIZ의 40가지 발명 기법 중에서 보다 쉽게 적용하고 공감되는 10가지 주요 기법을
알아보고 각각 설명하고 있는 기법의 주요 물건들을 써 보자.

기법

(※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기법

기법 설명

설명하는
주요 물건

1

분할

물체의 구성 요소들을 나누거나 분해 조립이 가능하게 설계하는 것
또는 이미 나누어져 있는 물체의 분해도를 더욱 증가시키는 것

도서관
퍼즐 매트

2

추출

물체로부터 원하지 않는 부분을 추출하거나 물체로부터 필요한 부분
만 추출하는 것

자전거
보호대

3

국소적
성질

물체 또는 환경을 균질 상태에서 비균질 상태의 구조로 바꾸거나, 다
른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설정하는 것

스마트
장갑

4

비대칭

물체의 형태 또는 부품을 대칭에서 비대칭 형태로 바꾸거나, 비대칭
정도를 증가시키는 것

비대칭
굴곡 베개

5

포개기

하나의 물체를 다른 물체 속에 넣거나 다른 물체의 구멍을 통과하게
하는 것

코펠

6

반대로
하기

문제의 조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작용을 거꾸로 하거나, 고정부품은
움직이게, 유동부품은 고정되게, 물체를 돌리거나 뒤집거나 하는 것

미니 수영장

7

차원
변경

대상물 또는 시스템을 1차원에서 2차원 또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바꾸거나 또는 그 반대로 하는 것

3D/4D 영화

8

셀프
서비스

어떤 물체가 스스로 상태가 좋아지게 하고 유지 및 보수할 수 있게 하
며 저절로 기능이 수행되게 하는 것

LED 인라인
스케이트

9

다용도

한 가지 물체가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하는 것

10

선행
조치

순

TRIZ의 10가지 기법에서 설명하는 주요 물건

공간의 모양에 따라 크기와 모양을
바꿀 수 있는 퍼즐 매트
커다란 매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매트를 작게 쪼갬

비고
도서관
퍼즐
매트

머리, 팔꿈치, 무릎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

소파 침대

미리 요구되는 작용을 수행하거나, 미리 물체를 최상의 동작 위치에
두고 공급에 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하는 것

제목

스티커 벽지

전신 보호 옷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기 불편한 부분은 없애고 보호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내기
손끝을 정전기가 통하는 재질로 바꾸어
터치를 하면 작동
일반 장갑은 스마트폰의 터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장갑의 손끝 일부를 다르게 함

자전거
보호대

스마트
장갑

체형에 맞는 비대칭 굴곡 베게

비대칭
굴곡
일반 베개는 체형에 맞지 않아 불편하여
비대칭으로 목 부분을 머리 부분보다 높게 함 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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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개어서 큰 냄비 안에 모든 식기 도구를
정리할 수 있는 코펠
냄비와 접시, 프라이팬 등을 들고 가기
불편하여 냄비 속에 작은 냄비를 넣고 그
속에 또 작은 그릇을 포개어 넣을 수 있음

TRIZ의 10가지 기법 동영상 콘텐츠 바로 가기
-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TRIZ의 10가지 기법이 적용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간단히 소개한다.

순

기법

1

분할

1장. 쪼
 개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1

2

추출

2장. 뽑아내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2

3

국소적
성질

3장. 부
 분을 다르게 하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3

비대칭

4장. 비대칭 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4

5

포개기

5장. 포개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5

6

반대로
하기

6장. 반
 대로 하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6

7

차원
변경

7장. 입체로 하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7

8

셀프
서비스

8장. 스
 스로 하게 만들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8

9

다용도

9장. 하
 나로 여러 기능하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9

10

선행
조치

10장. 미리 하기 기법을 활용한
창의력 쑥쑥!

http://bit.do/
kpmov10

4

제목

바로가기 주소

코펠

좁은 공간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일반 수영장은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물이 움직이게
반대로 하여 공간을 적게 차지함

미니
수영장

3D 영화가 만들어짐
평소에 보던 2D 영화는 실감이 나지 않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듦

3D/4D
영화

LED 바퀴 인라인스케이트
일반 바퀴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으나
배터리 없이도 원심력에 의해 스스로
LED가 켜지게 함

LED
인라인
스케이트

침대 겸용 소파
침대와 소파를 같이 놓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소파를 이용할 때는 쿠션을
올리고 침대로 이용할 때는 쿠션을
내려서 하나로 2가지의 기능을 하게 함

소파
침대

미리 풀칠이 되어 있는 스티커 벽지
스티커
기존 벽지에 풀칠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 도배지에 미리 스티커 처리를 하여 벽지
풀칠을 할 필요가 없음
07-01 문제가 어렵다고? TRIZ로 해결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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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TRIZ 기법으로 분류해 보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물건들은 모두 발명품이다. 이 발명품들은 TRIZ의
어떤 기법에 해당할지 분류해 보자.

TRIZ 기법으로 분류해 보자.

<분류 기준>

분할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바인더 수첩

종이가 낱개로 나누어져 있어 한 장씩 교체
가능

나누어진 그릇

두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반으로 나눈
용기

분할 메모 자석

손으로 잡는 부분이 쪼개져 있어 자석이 쉽
게 떨어짐

분리되는 리코더

세척이 편리하도록 분리되는 리코더

분할

추출

국소적 성질

비대칭

포개기

반대로 하기

차원 변경

셀프서비스

다용도

선행 조치

생활 속 발명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추출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콘택트렌즈

안경에서 렌즈만 뽑아 이용하면 간편함

팔 토시

팔에 햇빛을 막기 위해 팔 부분만 가리개를
만듦

영양제

필요한 영양분만 섭취할 수 있음

향수

좋은 향을 뽑아내어 몸에 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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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적 성질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버스 전용 차선

일부 차선만 버스가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
할 수 있음

구부러지는 빨대

일부분에 주름을 주어 먹기 편리함

포장지 절취부

절취 부분에 칼집이 있어서 쉽게 뜯어짐

조조할인

아침 시간만 할인해 판매하는 영화 티켓

비대칭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비대칭 이어폰
냉장고
휴지통 뚜껑
가방 옆 손잡이

선의 한쪽이 더 길어 목뒤로 넘겨쓸 수 있어
편리함

반대로 하기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러닝 머신

발판이 달리는 방향과 반대로 굴러가서 넓은
운동장이 필요 없고 제자리에서 운동할 수 있음

이동식 도서관

도서관을 찾아갈 필요 없이 집 근처로 찾아옴

배달 서비스

음식을 음식점에 가서 먹지 않고 음식을 시키
면 집으로 배달해줌

슬로우 푸드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즐겨 먹던 패스트푸드와
반대로 건강을 위하여 천천히 먹는 음식

냉동실과 냉장실의 크기가 달라 음식을 효
율적으로 넣음
뚜껑 축을 2/3정도 설치하여 항상 닫힘
등에 매는 가방 옆에 손잡이를 달아 들고 다
닐 수 있게 함

차원 변경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팝업 북

책 속의 그림을 입체로 만들었음

주차타워

주차장을 위로 세우니까 좁은 면적에 많은 차
를 주차함

아파트

집을 위로 지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음

독서대

독서를 편하게 하기 위해 각도를 올림

포개기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쇼핑 카트

카트 속에 다른 카트를 넣어 효율적으로 카
트를 정리할 수 있음

마트료시카 인형

인형 안에 작은 인형이 계속 들어있어 재미있음

현미경
사다리차

렌즈를 포개어 배율을 조정할 수 있음
사다리 여러 개를 포개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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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Z 기법들을 외울 수도 있지만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유엔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알리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픽토크램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우리도 이처럼 TRIZ
를 픽토그램으로 표현해 보자.

선행 조치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더 알아보기
픽토그램이란?
· 그림을 뜻하는 픽토(picto)와 전보를 뜻하는
텔레그램(telegram)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행위 등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같은 의미로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문자

화장지 절취선

미리 절취선 처리를 하여 쉽게 잘라 쓸 수 있음

반송 봉투

반송 봉투를 미리 넣어두면 우편물을 편리하
게 반송할 수 있음

식당 예약

미리 예약해 두면 붐비는 시간에도 바로 식사
가 가능함

<픽토그램의 예>
유엔에서 발표한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도심공항터미널

출국 절차를 도심에서 미리 처리할 수 있음

픽토그램의 특징
픽토그램은 단순하고 의미가 명료하면서도 쉽고 빠르게
순

적용 기법

1

픽토그램

순

적용 기법

분할

6

반대로 하기

2

추출

7

차원 변경

3

국소적 성질

8

셀프서비스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공통으로 사용할

픽토그램

수가 있다. (예: 비상구, 화장실, 장애인용, 금연표시 등)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SDGs는 '지속가능한 지구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
속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면서도 미

4

비대칭

9

다용도

5

쪼개기

10

선행 조치

래 세대가 자원을 사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
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2015년 세계 유엔 회
원 국가들이 모여 합의한 17가지 목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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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알아보기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iped.kr/9070102

셀프서비스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자동 수도꼭지

손을 대면 수도꼭지에서 자동으로 물이 나와
편리함

로봇 청소기

스스로 구석구석 다니며 알아서 청소함

자동업데이트

새로운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스스로 업그
레이드됨

셀프 주유소

서비스를 고객이 스스로 하니까 종업원 수를
줄여 비용을 낮출 수 있음

다용도의 기법이 사용된 물건들
복합기
다용도 칼
수륙양용
자동차
걸레 슬리퍼

TRIZ 픽토그램의 예시
순

적용
기법

순

적용
기법

1

분할

6

반대로
하기

2

추출

7

차원
변경

3

국소적
성질

8

셀프
서비스

4

비대칭

9

다용도

5

포개기

10

선행
조치

프린트, 복사, 스캔 기능이 함께 있음
가위, 칼, 병따개 등 생활에 필요한 소품들이
함께 있음
물에서도 갈 수 있고 땅에서도 갈 수 있어 배
와 자동차의 기능을 둘 다 가지고 있음

픽토그램

슬리퍼로 신고 다니면서 동시에 청소도 됨

픽토그램

※ TRIZ 픽토그램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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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TRIZ 카드를 만들어 보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TRIZ 카드를 만들어 보자.

TRIZ 카드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고 게임을
해 보자.
TRIZ 카드
TRIZ 카드란 TRIZ의 주요 기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
든 카드를 말한다.
TRIZ 카드를 제작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만들 TRIZ 카드의 수: 8개
· 들어갈 내용
━ 기법명
━ 픽토그램
━ 기법 설명
━ 발명품 사례 등
· 준비물: 켄트지(A4), 색볼펜, 가위, 색연필 등
· 주의 사항
━공
 부한 10개의 TRIZ 기법 중 8개만 선택하
여 카드를 만든다.
━앞
 면에 작성한 카드의 내용이 뒷면에 비치
지 않게 한다.
━ 카드의

크기는 모두 같아야 한다.

TRIZ 1
기법명

픽토그램

기법 설명

발명품 사례

나만의 TRIZ 카드 8장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자.

① 기법을 배울 수 있다.

TRIZ 1

TRIZ 2

TRIZ 3

TRIZ 4

② 주어진 주제에 대해 새로운 것을 상상할 수 있다.
③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TRIZ 카드 제작 시 유의 사항
① 한 사람이 8개의 카드를 제작한다.
② 들어갈 내용은 더 추가할 수도 있다.
③ 공부했던 10개의 기법 중에서 8가지를 선택하여 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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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한다.
④ A4 크기를 8등분하여 8장의 카드를 제작할 수도 있고, 다
른 크기의 용지로 제작할 수도 있지만, 학생들 모두 같은
크기의 용지로 제작할 수 있게 한다.

① 카드를 모두 섞어서 같은 수만큼 나누어 가진다.

⑤ 한 장에 1가지의 기법으로만 제작한다.

② 같은 기법의 카드는 골라서 가운데에 모아 놓는다.

⑥ 학습지에 먼저 카드에 들어갈 내용(기법명, 픽토그램, 기

③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법 설명, 발명품 사례를 쓴 다음 카드를 하게 한다.
⑦ 앞면에 작성한 카드의 내용이 뒷면에 비치지 않게 한다.

④각
 사람은 서로 다른 기법의 카드만 가진 채 다른 사람에
게 보이지 않도록 한 손에 펼쳐 놓는다.
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옆 사람의 카드 중 1장을 뽑아 자신의

TRIZ 카드로 메모리 게임 시 유의 사항

카드와 짝이 되는 카드가 있으면 골라서 가운데에 모아 놓는다.

① 인원은 2명~6명 정도가 적당하다.

⑥이
 러한 방법으로 다음 사람도 ⑤번의 활동을 반복한다.

② 게임 전에 작성한 카드를 서로 돌아가며 충분히 읽어보고

⑦손
 에 가진 카드가 가장 먼저 없어지거나, 손에 가진 카드

내용을 공유하게 한다.

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긴다.

③ 10개의 기법 중 8개의 기법을 선택하여 카드를 제작하였
기 때문에 짝이 없는 카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충

■ 퀴즈 활동

분히 안내한다.

① 픽토그램만 보여주고 기법 맞추기

④ 게임을 하면서 뒷면에 별도의 표시나 구김이 발생하지 않
게 유의한다.

② 기법 설명만 듣고 기법 맞추기
③ 발명품 사례만 듣고 기법 맞추기

⑤ 상황에 따라 처음에 뒤집어진 카드를 모두 같이 넘겨 확인
한 후에 다시 뒤집어 놓고 시작할 수도 있다.

■ 생활 속 TRIZ 기법 찾기
① 먼저 생활 속 장면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TRIZ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 짝 찾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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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당되는 기법을 찾아 카드에 추가할 수도 있고, 카드를
들어 표시할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TRIZ 기법을 찾아보자.

③ 양 끝을 잡고 가운데로
밀어 ‘+’ 자 모양으로
만든다.

제작한 TRIZ 카드를 친구들과 서로 돌아가며 읽고 칭찬해 보자.

④ 나머지 부분을 모아서
책자로 만든다.

이번에는 만든 TRIZ 카드로 메모리 게임을 해 보자.
· 게임 방법
① 만든 TRIZ 카드를 모두 뒤집어서 펼쳐 놓는다.
(이때 만든 카드가 서로 짝이 맞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대로 진행한다.)
②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③ 차례가 되면 한 사람이 동시에 2장의 카드를 넘겨 확인한다.
④ 확인했던 카드가 서로 같은 기법이면 가져가고 다른 기법이면 다시 뒤집어 놓는다.
⑤ 더 이상 짝이 되는 카드가 없을 때까지 진행한다.(짝 없이 남는 카드가 생길 수도 있다.)
⑥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긴다.

카드를 가져가는 경우

· 들어갈 TRIZ 기법의 수: 6가지
· 들어갈 내용: 기법 이름, 픽토그
램, 기법 설명, 발명품 사례 등
· 준비물: A4 용지, 가위, 사인펜
또는 색연필 등

카드를 못 가져가는 경우

미니북 예시
콘택트렌즈
팔 토시
에어컨 실외기
외장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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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생활 속 물건 찾기

원하지 않는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만
추출하는 것

뒷면

생활 속 물건들과 그것에 적용되어 있는 원리를 카드에
서 찾아 물건과 함께 사진을 찍어서 공유할 수도 있다.
추출

< 이런 활동도 있어요. >
※ 이번 시간에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나만의 TRIZ 미니북을
만들어 보자.

TRIZ 1

TRIZ 2

TRIZ 6

TRIZ 5

TRIZ 3

TRIZ 4

분할

A4 용지로 미니북 만드는 방법

① A4 용지를 점선처럼
8등분하여 접는다.

나누거나
분해 조립이
가능하게
하는 것
━ 바인더 수첩
━ 분할 자석
━ 커터 칼 칼날
━ 조각 피자

② 가운데 점선 부분을 칼
또는 가위로 자른다.

더 알아보기
트리즈 닥터 카드 소개 영상
http://iped.kr/90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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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TRIZ 기법으로 해결해 보자.

앞에서 배운 TRIZ 10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 속 물건들을 개선해 보자.
순

생
 활 속 간단한 문제 상황을 TRIZ 기법을 이용하
여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발표해 보자.

물건

분할

추출

사과를 먹을 때마다 가운데
있는 씨 부분이 딱딱하게
씹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씨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칼로
사과를 잘라야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합니다.

3

국소적
성질

빗자루의 솔이 휘어 있어서
먼지를 제대로 쓸지
못하거나 솔이 휘어 있어
청소 도구함에 넣으면 자꾸
옆으로 넘어집니다.

4

비대칭

① 문제 상황 이해하기
② 문제 관련 정보 찾아보기(키프리스,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들어가서 찾아본다.)

2

③ 해당 기법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하기(그림 또는 설명)
④ 발명 아이디어 평가하기
━ 자신의 아이디어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며, 질의하면 설
명자는 대답한다.

개선된 물건의
그림 또는 설명

문제 상황

책상이나 의자를 들고
다니기 불편하고,
남는 책상과 의자를
보관하는 데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1

TRIZ로 발명 아이디어 생각하기

적용
기법

━ 다른 친구들의 아이디어와 비교해 보며 나의 아이디어를
직접 평가해 본다.

순

평가 기준

1

기능성

2

창의성

3

편리성

5

심미성

평가 결과( )
우수

보통

옷걸이에 옷을 걸 때
너무 넓어서 옷의 목 부분이
늘어나거나 옷을 걸기가

미흡

힘듭니다.

82

TRIZ 10가지 기법을 이용하여 생활 속 물건 개선해 보기
1. 분할 : 물체의 분할 정도를 증가시킨 예

적용
기법

물건

개선 방향

개선된 물건의 설명

1

분할

책상,
의자

책상’이나
‘의자’의 다리를
나누어 보자.

책상과 의자의 다리를
필요할 때마다
분해하고 조립할 수
있게 만든다.

2

양손으로 잡고 사과를
위에서부터 누르면
사과의 씨 부분만을
사과
사과의 씨 부분은
추출
쉽게 잘라낼 수 있는
커팅기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도구를 만들어 보자.
잘리면서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만든다.

순

톨게이트에 요금소를 주행 도로의 차선 숫자보다 더 많
이 설치하여 한번에 많은 차량의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분할의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2. 추출 : 물체로부터 원하지 않는 부분이나 물성을 추
출한 예
무설탕 껌은 껌에서 비만과 충치를 유발하는 설탕만을
없애는 한 추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3. 국소적 성질 : 다른 부품에 대해서는 다른 기능을 설
정한 예
코팅 장갑은 일반 면장갑에서 물체와 접촉하는 손바닥
부분만을 국소적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 고무 재질로
코팅하여 마찰력을 증대시켰다. 이로써 코팅 장갑이 잘
미끄러지지 않으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하여 작업하는
동안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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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소적
빗자루
성질

빗자루의 솔이
휘지 않도록
목 부분을
변형시켜 보자.

빗자루의 솔이 휘지
않도록 목 부분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빗자루의
솔 부분이 위로
오게 한다.

옷걸이의 모양을
비대칭으로 만들어서 양쪽 옷걸이의 모양을
4 비대칭 옷걸이 옷이 늘어나지 않은 다르게 만들어서 옷이
상태로 옷걸이에 걸 수 들어가기 쉽게 만든다.
있도록 만들어 보자.

개선된 물건의 그림

순

5

6

적용
기법

물건

문제 상황

4. 비대칭 : 대칭형을 비대칭형으로 바꾼 예

개선된 물건의
그림 또는 설명

가변차로는 도로의 가운데 쪽 차선 1~2개를 가변차선으

부채를 사용할 때에는
시원하지만 보관할 때
넓은 면적을 차지해서
불편합니다.

포개기

로 하여 비대칭이 되게 하였다. 이는 통행량이 많은 쪽의
교통 흐름을 훨씬 좋게 함으로써 비대칭의 원리로 문제
를 해결한 방법이다.

쓰레기통 안에 쓰레기
봉지를 넣고 쓰레기가 차면
발로 밟아 더 채워서 버리는데
발도 더러워지고 가득 채워서
버리지 못해 불편합니다.

반대로
하기

5. 포개기 : 한 물체가 다른 물체의 구멍을 통과한 예
지시봉과 안테나는 서로의 구멍을 통과해 포개어 놓으면

7

차원
변경

그림자 인형극에 쓸 무대를
들고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부피가 작아지며, 필요할 때는 쉽게 늘릴 수 있어서 포개
기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8

9

10

화장실 슬리퍼가 자주 거꾸로
놓이는데 일일이 바로
놓기가 불편합니다.

셀프
서비스

6. 반대로 하기 : 문제가 요구하는 직접적 조치 대신에
반대 조치를 하는 예
자석 다트는 자석의 붙는 성질을 이용하여 다트를 자석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자, 컴퍼스, 각도기 등을
따로 가지고 다니기
불편합니다.

다용도

이 붙는 금속 재료로 만들고 다트 핀 끝을 뾰족한 핀 대
신 강력한 자석으로 만들어 반대로 하기 원리로 화살 다
트의 위험을 해결한 방법이다.

집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매일 먹을 만큼 고양이에게

선행
조치

사료를 주어야 합니다.

7. 차원 변경 : 1차원을 2차원으로, 2차원을 3차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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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경한 예
계단식 멀티탭은 기존의 일자식 멀티탭을 구부려 계단식
으로 바꿈으로써 큰 전기 코드와 어댑터를 무리 없이 꽂을

5

포개기

청소기

부채의 넓은 면이
접혀서 겹치도록
만들어 보자.

부채의 면이 접혀서
겹치도록 부채의 대를
여러 개로 만든다.

쓰레기통 안에 봉투를
쓰레기봉투에
넣었던 것과 반대로
반대로
6
쓰레기통
쓰레기통이
쓰레기 봉투 안에
하기
들어가게 해 보자. 쓰레기통을 넣어 봉투를
고정한다.

7

8

차원
변경

셀프
서비스

인형극
무대

인형극의 무대를
입체적으로
해 보자.

책자 형태의 두꺼운 판
지를 펼쳐 조립하면 입
체화된 구조의 무대를
만들 수 있다.

슬리퍼

거꾸로 놓여진
슬리퍼가
자동으로 바로
놓이게 해 보자.

슬리퍼를 정리판에
올려두면 슬리퍼의
무게로 인해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자,
9 다용도 각도기,
컴퍼스

컴퍼스, 각도기,
컴퍼스, 각도기, 자를 한
자를 한번에
번에 가지고 다닐 수 있
가지고 다닐 수
도록 일체형으로 만든다.
있도록 해 보자.
일정량의 애완동물용 사

10

선행
조치

설정한 급식 시간
료를 저장하고, 미리 설
애완
마다 정량의
정한 시간마다 신호를
동물용
사료를 공급할 수
발생시켜 정량의 사료를
먹이
있도록 해 보자

수 있게 차원 변경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8. 셀프서비스 : 물체가 저절로 기능을 수행하게 한 예
자동 센서 소변기는 소변 후 자동으로 물을 내려줌으로
써 소변 후 물 내림 버튼을 일일이 누르는 수고를 덜어주
어 셀프 서비스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9. 다용도 : 한 가지 물체로 여러 다른 기능을 수행하게 한 예
냉난방기는 여름에는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기를 별
도로 구입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을 다용도의 원리
로 해결한 방법이다.

10. 선행 조치 : 물체에 필요한 변화를 미리 가한 예
따개가 필요 없는 깡통은 표면에 미리 흠집이 만들어져
있어서 손잡이를 누르면 힘이 가해져 쉽게 깡통을 열 수
있다. 이는 깡통에 미리 변화를 준 선행 조치의 원리로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다.

공급하도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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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품, 도면으로부터 태어나다.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디자인

3차시

1. 지
 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세부 목표

2.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3.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과
실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성취 기준

[9발명08-01] 도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도면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체험 활동

2. 구상도와 제작도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3. 도면과 발명품의 관계를 이해하고 간단한 발명품을 직접 도면으로 표현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 자신의 아이디어를 간단한 스케치로 표현한다. [초등08-02]
3) 단원 소개

우리가 발명 아이디어나 제작품을 만들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구상입니다. 머릿속으
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만들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상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상한
물건을 제작자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구상한 내용을 말과 몸짓으로 전달한다면 어떨까요?
구상한 내용이 잘 전달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상한 내용을 기억에만 의존하여 만들려
고 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발생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겠지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문서의 형태로 정확히 표현해 놓은
것을 ‘도면’이라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도면’의 기능을 알고, 구상도와 제작도를 그리는 간단한 방법에 대하여 학습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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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ppt

…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었을까?
: 학생의 의견 수렴

전개

… 도면이 무엇인지 알기
: 기계 도면, 건축 도면, 전기 계통도 등
… 도면의 3가지 기능 알기
: 정보 전달 기능, 정보 보존 기능, 정보 창출 기능
… 발명품 제작 과정에서 도면 그리기의 중요성 생각해보기
: 스케치하기→도면 그리기→시제품 만들기→평가하기

구상도와 제작도란 무엇일까?
… 구상도란 무엇이고,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 제작도란 무엇이고, 어떤 표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기
… 투상도 퀴즈 풀어보기
: 평면을 보고 등각투상도 고르기
: 주사위를 보고 제3각법의 도면 배치 알기

전개

도면을 직접 그려 보자.

2차시
ppt

… 그림자 모양을 보고 물체를 유추하여 등각투상도 그리기
… 젠가 탑의 형태를 유추하여 정투상도 그리기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자.

전개 / 정리
3차시
ppt

… 사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도면의
필요성을 연결하여 설명한다.
… 노트르담 대성당의 3D 도면 기사 영상
도 흥미 유발 자료로 활용한다.

도면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1차시
ppt

지도할 때 유의할 점

… 소마 큐브의 뜻 알아보기
… 소마 7조각 만들기
: 트로미노와 테트로미노의 형태를 잘 보고 목공풀로 접착하기
: 7조각 모두 각각의 색깔로 채색하기
… 소마 7조각으로 소마 큐브 만들기
: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여 정육면체 소마 큐브 만들기
… 자기가 만든 소마 큐브를 등각투상도와 제3각법으로 표
현해보기

… 발명품의 제작 과정에 도면 그리기가
가 필요한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 퀴즈 등을 이용하여 각 투상법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볍게 접근한다.
… 등각투상법과 제3각법의 구체적인 제도
방법은 교사용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제
시한다.

… 교사용으로 제시된 문제 등도 함께 활
용한다.

… 정육면체 나무 조각은 교사가 미리 준비
한다. (1인당 27조각)
… 7조각을 모두 다른 색으로 채색함으로
서 정육면체 소마 큐브가 완성되었을 때
각 면이 색깔로 구분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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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도면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음… 좋은 생각이긴 한데
도대체 어떤 모양과 크기,
형태인 거지?

샬라샬라~ 블라블라~
이러쿵 저러쿵~

그래? 어떤
아이디어인가?

박사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숭례문은 어떻게 복원이 되었을까?
지난 2008년 2월 10일 화재가 난 이후 2013년 5월 4일
을 기해 숭례문 복원이 완성되었다. 사고가 발생하고 5
년 3개월만의 일이다. 서울 도성의 남쪽 정문이어서 통
칭 남대문이라고 불리는 숭례문은 현존하는 한국 성문

아… 글쎄요…
그건 말로 설명하기가
참……

1

2

이럴 때 바로 도면이 3
있으면 자네의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지!

4

도면이요?

그래! 도면! 도면은 너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는 공통언어와 같은 것이지!

건물로서는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의 목조건물 중 가장
도면

오래된 건물이기도 하다. 이번 복원 공사에서는 1960년
대 초에 있었던 해체 보수 당시의 도면을 비롯해 발굴 조
사, 고증 연구, 옛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해 최대한 원형대
로 복구되었다. 특히 이번 복원 공사에서 유용하게 사용

숭례문 방화 사건과 도면의 중요성

된 자료는 지난 2002년 3D 레이저 스캔 기술로 만들어

었다. 불과 방화가 시작된 지 5시간 만의 일이다. 목조건축물인 탓에 화재에 더욱

2008년 2월 11일 한 방화범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보 1호 숭례문이 화재로 소실되
취약했다. 그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보 1호의 소실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다 같이

진 실측 자료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숭례문은 현재 완벽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숭례문은 2013년 완공식 이후로 현재 다시 복원되
어 우리 곁에 돌아와 자리를 지키고 있다. 6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숭례문을 다시

히 복원되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었던 비밀! 그것은 바로 도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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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종류는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
사용 용도에 따른 분류
1. 계
 획도 : 설
 계에 쓰는 기초적인 도면으로 제작도를 만들 때
쓰이는 도면
2. 제작도 : 설
 계자의 의도를 제작자에게 완전히 전달하기 위
한 충분한 내용을 가진 것으로 물품을 제작할 목
적으로 그린 도면
3. 주문도 : 주
 문하는 사람이 주문서에 붙여서 자기의 요구를
주문받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도면
4. 견
 적도 : 제작하는 사람이 견적서에 첨부하여 주문한 사
람에게 견적 내용을 제시하는 도면
<숭례문 화재 및 복구 현장 1014594025 685963663>

5. 승
 인도 : 주문을 받은 사람이 주문한 사람에게 승인을 받
은 도면으로 계획 및 제작의 기초가 될 도면

더 알아보기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http://iped.kr/9080101

6. 설
 명도 : 제작물의 구조, 기능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면

내용에 따른 분류
1. 조
 립도 : 제
 품의 전체적인 조립 과정이나 전체 조립 상태를
나타낸 도면
2. 부분 조립도 : 제품 일부의 조립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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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이란 무엇읾까?
도면이란 선과 문자 및 기호를 이용하여 제품의 형태, 크기, 재료, 가공 방법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제도 용지에 나타낸 것이다. 즉, 도면은 설계자의 의도를 그림으로 정확
하게 표현한 공통된 언어라고 할 수 있다. 도면은 사용 용도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성격에 따른 분류
1. 스
 케치도 : 현장에서 제도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프리핸드법
으로 그린 후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완성한 도면
2. 원도 : 제
 도 용지에 연필로 그리거나 컴퓨터로 작성된 최초
의 도면
3. 트레이스도 : 원
 도 위에 트레이싱 종이(tracing paper)를

기계 부품을 만들 때 쓰이는 기계 도면 건축물을 지을 때 쓰이는 건축 도면

놓고 그린 도면

전기 공사에 쓰이는 전기 계통도

4. 복사도 : 트레이스도를 복사한 도면

2. 도면의 기능은 무엇일까?
도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래와 같이 3가지가 있다.
1) 정보 전달 기능 : 설계자의 의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작자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2) 정보 보존 기능 : 설계된 것을 보존하고, 다시 응용하거나 이용하는 기능

발명 특허를 출원할 때는 어떤 도면이 쓰일까?

3) 정보 창출 기능 :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기능

특허 도면의 종류

3. 내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때에도 도면을 그려야 할까?

1. 사시도 : 입
 체도라고도 하며, 물체의 3면이 보이게 나타낸

우리에게 좋은 발명 아이디어가 있을 때 보통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게 된다.
① 스케치하기

② 도면 그리기

④ 평가하기

③ 시제품 만들기

도면
2. 투상도 : 정면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방향에서 본 도면

발명 아이디어의
구체화 과정

3. 단면도 : 필요한 부분을 절단한 것을 가정하여 실선으로
정확하게 표시한 도면

여러분들의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면 그리기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서 써 보자.

특허 도면의 예
다음은 키프리스에서 검색이 가능한 도면 예시이다. 예

내 아이디어를 잊지 않을 수 있다. 제작자에게 내 생각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수정 및 보완하기 쉽다. 생각지 못한 오류를 찾아 낼 수 있다. 등…

시와 같이 특허 도면에는 도면, 지시선, 도면 부호 3가지
87

이외의 다른 내용은 기재하지 않는다.
1. 도1은 본 고안의 사시도
2. 도2는 본 고안을 분리하여 보인 참고 사시도

3. 부품도 : 부
 품의 상세한 내용을 표시한 도면의 하나로 이
도면에 의해 제작을 행하므로 실제 크기가 표시

3. 도3은 본 고안의 참고 단면도
4. 도4는 본 고안의 사용 상태를 나타낸 사시도

된다.
4. 상
 세도 : 건축이나 선박 따위의 도면을 그릴 때, 그 일부의
형상, 치수, 구조를 보이기 위하여 줄인 비율을 달
리하여 그린 도면
5. 계
 통도 : 물
 이나 기름, 가스, 전력 등이 흐르는 계통을 표
시하는 도면
6. 전
 개도 : 입
 체의 표면을 한 평면 위에 펴 놓은 모양을 나타
낸 도면

[도1]

[도2]

[도3]

[도4]

작성 방법에 따른 분류
1. 연필도 : 제도 용지에 연필로 그린 도면
2. 먹물도 : 연
 필도를 바탕으로 하여 그 위에 먹물로 다시 그
려 완성시킨 도면
3. 착색도 : 도면에 그린 구조나 재료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
록 재료별로 일정한 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색을
엷게 칠한 도면

<예시: 휴지통이 부설된 화장지 상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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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구상도와 제작도란 무엇일까?

좀 더 알아보자.

지금까지 도면이 무엇이고 도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다. 도면은 여
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 물건 혹은 발명품을 만들 때 쓰이는 구상도와 제작도에 대
해서 알아보자.

 투상법, 등각투상법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 시간
정
에 활용할 수 있는 퀴즈 및 퍼즐은 무엇이 있나?

1. 구상도와 제작도란 무엇일까?
구상도

제작도

뜻

스케치를 바탕으로 크기나 구조 등을
입체적으로 그린 후 대략적인 치수를
기입한 도면이다.

구상도를 바탕으로 제품의 모양, 크기,
구조 등을 자세하게 표시하여 제품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작성하는 도면으로
부품도와 조립도가 있다.

투상법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정투상법(제3각법)

도면 그리기는 그리는 방법만 지도할 시 학생들이 다소
지루해하고, 어려워할 수 있다. 따라서 정투상도와 등각
투상도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 지각 능력의 강화 활
동으로 수업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퀴즈 몇 가지를 제

구상도

시한다.

제작도

등각투상법

사투상법

정투상법(제3각법)

서로 120°를 이루는 3개의
기본 축 위에 물체의 너비, 높이,
안쪽 길이를 옮겨서 정면, 평면,

물체의 앞면 모서리를 수평선과
평행하게 하고, 안쪽 길이는
수평선과 일정한 각을 이루게

물체의 각 면을 투상면에
나란하게 놓고 직각 방향에서
본 물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방법.

측면을 모두 일정한 각도로
나타내는 방법

하여 그리는 방법

주로 평면도(위), 정면도(정면),
우측면도(오른쪽)로 나타낸다.

1. 퀴즈 예시
1) 다
 음과 같은 조형물을 보고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네
사람이 각자 보이는 대로 그렸다. 잘못 그린 사람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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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기의 전개도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를
모두 찾아라.

① 철수

③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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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④ 길동

2) 예시 문제 1

2. 투상도 퀴즈를 풀어보자.
1) 다음 5개의 도형을 돌리면서 관찰했을 때, 아래와 같은 3가지 평면을 모두 관찰할 수

2

있는 등각투상도를 찾아보자.

4

1

3
2

2) < 보기>의 주사위는 정투상법(제3각법)으로 표현된 주사위이다. <문제>의 주사위를 제3

3

각법으로 표현해보자.

평면
정면

<보기>

정면

3

2

2

1

평면
우측면

정면

3) 예시 문제 2
정면
<문제1>

우측면

4
평면
정면

<문제2>

정면

평면
우측면

정면

정면
<문제3>

4
우측면

5

* 도면의 변신!
도면은 물체의 모양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도면의 특성을 이용하여 퍼즐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스카이스크래퍼 퍼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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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4) 예시 문제 1의 답안

2. 스카이스크래퍼 퍼즐
스카이스크래퍼(skyscrapper)는 한국말로 ‘고층 건물’

2
1

4

4

3

1

2

3

1

2

4

3

2

2

1

3

4

3

4

1

1

3

2

2

1

을 뜻하며, 숫자 게임의 일종이다. 열이나 행에 숫자를
재사용하지 않고, 행렬에 숫자를 채워야 한다. 스카이스
크래퍼 퍼즐은 학생들에게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과 사
고력을 길러주고, 도면을 그리는 활동 전에 가볍게 활용
할 수 있는 퀴즈이다.

3

더 알아보기
스카이스크래퍼
http://iped.kr/9080102

5) 예시 문제 2의 답안

4

1

2

4

5

3

4

2

3

1

4

5

5

4

3

2

1

3

5

2

1

4

4

1

5

3

2

1) 규칙
가로n, 세로n으로 이루어진 정사각형에 가로, 세로
각각 1부터 n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한 번씩 들어
규

간다.

칙

정사각형 안의 숫자를 건물의 높이이고, 정사각형 밖
의 숫자는 해당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건물의
개수이다.

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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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도면을 직접 그려보자
앞서 구상도와 제작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하였다. 이번에는 문제 상황을
보고, 물체의 모양을 유추하여 도면으로 직접 표현해보자.

구상도와 제작도를 그리는 데 쓰이는 투상법은?
1. 구상도를 그리는 방법

1. ? 위치에 있는 어떤 물체의 위, 옆, 정면에서 빛을 비췄을 때, 아래와 같은 그림자가 비
추어졌다. 조건을 잘 읽고, 이 물체의 모양을 등각투상법으로 표현해보자.

구상도를 그리는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등각투상법과
조
건

사투상법이 있다.

1) 등각투상법
1. 수직선을 긋고, 좌우로
수평선에 대하여
30° 각도 선을 긋는다.

2. 각 기준선 위에 물체의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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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필요한 선을 지운 후
물체의 외형선을 뚜렷하게
그어 완성한다.

3. 높이, 너비, 안쪽 길이와
나란하게 외형선을 긋는다.

2) 사투상법

1. 정면을 물체의 실물과

4. 불필요한 선을 지우고

같은 모양으로 그린다.

완성한다.

2. 밑변의 꼭지점에서
수평선에 대하여 45°로
안쪽 길이를 잡는다.

90 · 미래 세상과 발명 II

1. 옆
 에서 비춘 그림자의 크기는 가로X세로가
2cmX4cm이다.
2. 위
 에서 비춘 그림자의 크기는 가로X세로가
4cmX2cm이다.
3. (가)의 길이는 3cm이다.
4. (나)의 길이는 2cm이다.

3) 제3각법

2. 철수와 영희가 젠가 게임을 하다가 오른쪽과 같은 탑을 만
들었다. 철수와 영희가 이후부터 ‘소수’인 숫자가 써진 나무

① 물체를 제3각에 놓고 정투상하는 방법

블록만 제거하기로 규칙을 바꾸어 게임을 했을 때, 조건을
잘 읽고 최종 완성된 탑의 형태를 제3각법으로 표현해 보자.

조
건

② 눈과 물체 사이에 투상면이 있게 된다.

1. 최종 완성된 탑은 무너지지 않았다.
2. 나무 블록 1개의 크기는 1cmX1cmX3cm이다.
3. 모눈종이의 눈금은 1칸에 1cm라고 가정한다.
4. 화살표 방향이 정면이다.

③ 평화면, 측화면을 입화면과 같은 평면이 되도록 회전
시키면 정면도의 위에 평면도가 놓이고, 정면도의 오
른쪽에 우측면도가 놓이는 것이 특징이다.

1. 정면도를 치수에
맞게 그린다.

2. 정면도에서 연장선을
그어 평면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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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도를 그리는 방법

3. 컴퍼스와 자로 평면도와

1) 정투상법 : 정투상법을 그리는 방법에는 제1각법과

정면도에서 연장선을 그어

제3각법이 있는데, 제3각법을 주로 사용한다.
제1각법

제3각법

투상
공간

제1면각 공간

제3면각 공간

투상
방법

눈 → 물체 → 투상면

눈 → 투상면 → 물체

우측면도를 그린다.

4. 연장선을 지운 후

투상도
위치

도면을 완성한다.

2) 제1각법
① 물체를 제1각에 놓고 정투상하는 방법
② 물체는 눈과 투상면 사이에 있게 된다.
③ 평화면, 측화면을 입화면과 같은 평면이 되도록 회전
시키면, 정면도의 왼쪽에 우측면도가 놓이고, 평면도
는 정면도의 아래쪽에 놓이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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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자.

소마 큐브는 창의력과 공간지각능력 등을 길러줄 수 있는 보편화된 교구이다. 소마
큐브를 직접 제작해보고, 그것을 도면으로 표현해보는 활동에 도전해보도록 하자.

소마 큐브에 대하여 알아보자.
1. 소마 큐브란?
소마 큐브는 1개의 트로미노 블록과 6개의 테트로미노
블록으로 구성된 입체 퍼즐이다. 이 7개의 블럭으로 3
×3×3 정육면체 모양에서부터 동물, 가구, 건축, 조형에

1. 소마 큐브란?
소마 큐브(soma cube)는 시인이자 물리학자이며 동시에 수학자이기도 한 피에트 하인(Piet
Hein)이 1933년 ‘공간은 어떻게 정육면체들로 잘게 쪼개어져 있는가?’에 관한 물리학 강의
를 듣던 중 생각해 낸 3차원 퍼즐이다. 이 퍼즐은 4개 이하의 정육면체로 구성된 일곱 개의
조각을 가지고 240가지의 방법(반사, 회전은 무시)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2. 정육면체로 소마 7조각을 만들어 보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2. 소마 큐브의 창시자인 피에트 하인(Piet Hein)
소마 큐브의 개발자는 덴마크의 물리학자인 피에트 하

①정육면체 나무조각 27개,
목공풀,(접착제), 채색도구를 준비한다.

②나무조각의 한 면에 목공풀을 바른다.

③나무조각을 서로 붙여 위 7가지 도형을 만든다.

④각 도형별로 채색하여 완성한다.

인으로(Piet Hein) 우연히 대학에서 물리학 강의를 듣
던 중 소마 큐브를 창안했다고 알려진다.
그 강의는 공간이 어떻게 정육면체들로 잘게 쪼개어
질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고, 피에트 하인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7개의 소마 조각을 만들게 되었으며 이
조각들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다. 그로부터

92

수년 후 소마큐브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유행하게 되었고, 1970년에 파커 브라더스사에 의해 대
량으로 만들어져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도 전 세계
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정육면체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자.
소마 큐브는 1개의 트로미노 블록과 6개의 테트로미노
블록을 이용하여 240가지의 정육면체 소마 큐브를 만

3. ‘소마’ 이름의 유래
소마라는 이름은 미래사회를 묘사한 올더스 헉슬리의 소
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에서 인용된 것이다.

들 수 있다. 아래는 그중 한 가지 방법이다. 어떻게 조
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다.

소설에서 소마는 문명인들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안 좋
을 때 사용한 마약이다. 사람들이 여가 시간 동안 퍼즐
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미와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이다.

4. 7개의 소마 조각

*트로미노(tromino) : 정육면체 3개를 붙여 만든 입체
*테트로미노(tetromino) : 정육면체 4개를 붙여 만든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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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체 소마 큐브 조립 예시>

이 공명쇄 퍼즐은 ‘전통 건축 기법을 응용한 퍼즐

3.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자.
앞서 만들어본 7조각의 소마조각들을 조합하면 정육면체의 소마 큐브를 만들 수 있다. 자
기만의 방법으로 정육면체 소마 큐브를 만들어 보자.

(puzzle)’이라는 이름으로 키프리스에서 도면의 검색이
가능하다.

4. 자기가 만든 정육면체의 소마 큐브를 등각투상도와 제3각법으로 표현해보자. (채색필수)
등각투상도

제3각법

<전통 건축 기법을 응용한 퍼즐의 사시도(소멸)>

* 도전!
생활 속 제품들을 살펴보고 이를 도면으로 그려보자. 그리고 자신이 그려본 도면이 실제
제품의 도면과 얼마나 유사한지 키프리스 검색을 통하여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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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그리기 활동의 심화 활동으로 공명쇄의 실물 사진
과 아래의 공명쇄 정투상도(제3각법)를 제시한 후, 학생
들에게 등각투상도로 표현해 보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그린 등각투상도를 실제 키프리스에 등록된 <전통 건축
기법을 응용한 퍼즐의 사시도(소멸)>와 비교해 본다. 본

도면 그리기 활동의 심화 학습
공명쇄 퍼즐의 정투상도를 등각투상도로 그려보자.
공명쇄는 영어로 six piece burr(6조각 버)라고도 하며,
중국 퍼즐, 퍼즐 매듭, 악마의 매듭, 루반 자물쇠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기본적인 공명쇄부터 응용,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응용해 정투상도를 보고 등각투
상도로 바꾸어 표현해 보고, 동시에 실제 특허 및 실용신
안 등록에 도전했던 아이디어 도면과 본인의 도면을 비교
해 봄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심화 공명쇄까지 다양한 형태의 공명쇄 퍼즐이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조립 활동에서부터 도면 그리기 활동까지
수업을 연장하여 할 수 있다.

<공명쇄>

<공명쇄 정투상도(제3각법)>

08-01 발명품, 도면으로부터 태어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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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배기가스 제로에 도전하다.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발명품
제작 및 표현

4차시

1. 지
 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하여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세부 목표

2. 디자인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할 수 있다.
3.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아이디어의 부족한 점과 실
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성취 기준

[9발명09-01] 문제 상황에 따른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핵심 재료를 이용하여 발
명품을 제작한다.
1. 반구조화된 문제를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만든다.

체험 활동

2. 수공구들과 기초 재료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명품을 만든다.
3. 자신이 만든 발명품이 문제의 해결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적용을 통
하여 수정·보완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단순한 공작 활동으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경험을 해 봄으로써 발명품 제작의 즐거움을
느끼고 발명 과정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초등 09-01]
- 다양한 수공구들을 활용하여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제품과 제
작 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 [초등 09-02]
- 자신이 계획한 아이디어를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 만들어 보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 [초등 09-03]

3)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고, 슈퍼 콘덴서를 이용한 자기만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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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학생의 다양한 의견에 경청한다.

… 미세먼지 유발을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
학생의 의견 수렴
… 자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 유발에 영향을 줄까?

…자
 동차 배기가스가 미세먼지에 큰 영향
을 주고 있음을 영상과 함께 설명한다.

미래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무엇일까?
…전
 기 자동차의 뜻 알아보기

전개
1, 2차시
(ppt)

…전
 기 자동차와 화석 연료 자동차의 비교하기
: 연료, 운행 거리, 충전/주유 시간, 배기가스, 소음
… 전기가 전달되어 바퀴를 돌리는 과정 비교하기
: 화석 연료 자동차 : 주유소→연료 탱크→엔진→구동 바퀴
: 전기 자동차 : 충전소→배터리→모터→구동 바퀴
… 전기 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 생각해보기

전기 자동차를 만들 준비를 해 보자.
…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 알아보기
… 콘덴서 알아보기
: 콘덴서의 뜻과 극성 알아보기
… 슈퍼 콘덴서 전기 자동차 설계하기 (등각투상법, 제3각법)

나만의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전개
3차시
(ppt)

… 슈퍼 콘덴서 자동차 제작 방법 알아보기
: 제작 방법은?
: 충전 및 작동 방법은?
… 카(car) 볼링 대회 도전하기
: 경기장 도면 및 점수표 활용

낭떠러지 탈출 미션! 도전해 보자!
전개/정리
4차시
(스마트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 미션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구상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 미션 조건 확인하기
: 경기장 확인하기
: 추가 재료
: 해결 계획서 작성하기
: 제작하기
: 평가하기

…화
 석 연료 자동차와의 비교를 통해 전기
자동차의 장점, 단점과 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지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전
 기 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이 무엇일지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한다.
…앞
 서 공부한 전기 자동차의 동력 전달
과정과 각 준비물을 연결시켜 설명한다.
…등
 각투상법으로 구상도를, 제3각법으
로는 섀시의 제작도를 설계하게 한다.
…수
 공구 활용 시 유의 사항을 꼭 교육하
고, 부상에 주의하여 지도한다.
…4
 차시 수업을 위하여 섀시의 폭은
10cm로 고정, 길이는 20cm 이내로 제
작하도록 안내한다.
…낭
 떠러지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
장과 추가 재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진
행한다.

09-01 전기자동차, 배기가스 제로에 도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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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미래의 자동차, 전기 자동차란 무엇일까?
<도로가>

콜록 콜록! 매연 때문에
목이 다 따갑네!

삑~! 경고!

윽! 도로가 주변
미세먼지 최악이잖아!!

미세먼지
P.M2.5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을까?

P.M10
매우나쁨

1. 미세먼지 발생원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인 발생원으로 구
매연 없는 자동차는
없는걸까?

분된다. 자연적 발생원은 흙먼지,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있다.

위잉~

인위적 발생원은 발전소나 보일러 등에서 화석 연료를 태울

1

2

3

4

와! 좋아보이는걸?

내가 바로 네가 찾던
매연없는 자동차야~
바로 '전기 자동차!'

응?

때 발생하는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 등에서 발생
하는 비산먼지, 소각장 연기 등이 있다. 한편 미세먼지가 생
성되는 메커니즘에 따라 1차 생성과 2차 생성으로 구분된다.

2. 1차 생성

요즘 대기오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미세먼지이다.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하고, 미세먼지 측정 앱리케이션을 설치

공장의 굴뚝 등 고정 배출원, 자동차 배기가스, 건설 현장의

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미세먼지는 사람의 호흡기에 심각한 악영향을

비산먼지 등에서 미세먼지가 배출되어 직접적으로 대기 중으

준다. 이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바로 자동차의 배기가스이다. 이 배

로 유입되는 것이다.

기가스를 줄이는데 전기 자동차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공부해보자.

2차 생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지의 크기가 크며 주로

더 알아보기

PM-10의 농도와 관련이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와 미세먼지
http://iped.kr/9090101

3. 2차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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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
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석탄, 석유 등 화석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황산

중 아황산 가스와 질소 산화물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되

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암모니아와 결합하거나 자동차 배기

는 물질이다. 여기에 탄소 성분으로 인한 CO2, CO의 발생도

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

미세먼지의 성분을 이루고 있다.

니아 등과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 미세먼지가 생성된다.
1차 생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먼지의 크기가 작아 PM-2.5의 농도
와 관련이 있다.

자
 동차 배기가스는 미세먼지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1. 자동차 배기가스의 성분은?

 석 연료 자동차에는 미세먼지 정화 장치가
화
있을까?
이처럼 화석 연료 자동차는 연료를 연소한다는 특징 때문에
필수적으로 탄소류, NOx, SO2와 같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
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자동차에는 미세먼지를 정
화할 수 있는 장치가 같이 부착되어 생산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동차 엔진에서 연료가 산소와 반응하면 이산화 탄소(CO2)

‘촉매기’이다. ‘촉매기’는 유해 가스를 무해 가스로 전환시키

와 수증기가 만들어지며,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면

는 역할을 하는데 촉매기에 들어 있는 백금이라는 물질이 촉

일산화 탄소(CO)가 생성된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공기 속 질

매 역할을 하며,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일산화 탄소, 아황

소가 산화되어 질소 산화물(NOx)이 생성되며, 연료 속의 황

산 가스 등의 유해 가스를 수증기, 이산화 탄소 등과 같은 무

성분 때문에 아황산 가스(SO2)도 배출된다.

해 가스로 바꾸어 준다. 자동차 기술이 더욱 발전해 과거에
비해 훨씬 정화된 배기가스가 배출되고는 있으나, 연료의 특

2. 배기가스의 화학 반응에 의한 미세먼지 생성

성상 유해 가스가 완벽히 걸러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으므

미세먼지를 이루고 있는 성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

로 현재는 탈화석 연료 자동차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

는 황산염(O4S2)과 질산염(NO3)이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

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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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 자동차란?

전
 기 자동차가 극복해야 할 점

전기 자동차(electric vehicle, 電氣自動車)

더 알아보기

는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화석 연료의 연

1. 발전방식 및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성

전기 자동차

소로부터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

http://iped.kr/9090102

동차이다.

전기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화석 연료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기 자동차

2. 전기 자동차와 화석 연료 자동차를 비교해보자.
화석 연료 자동차

의 동력으로 쓰이는 전기를 생산할 때 현재의 산업구조 상 화

전기 자동차

석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
므로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다. 또한, 전기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배터리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디젤자동차 보다 훨씬

연료

휘발유/경유

전기

운행 거리

1회 주유 시 약 300km

1회 충전 시 약 150km

충전/주유 시간

약 5분 이내

약 30분소요

배기가스

발생

미발생

소음

큼

작음

더 많은 CO2를 배출하는 문제 또한 극복해야 할 문제이다.

2. 배터리 충전시간
전기 자동차는 차량마다 차이는 있지만 충전하는데 급속으

3. 전기가 전달되어 바퀴를 돌리는 과정을 알아보자.
화석 연료
자동차

① 주유소

② 연료탱크

③ 엔진

④ 바퀴

전기
자동차

① 충전소

② ( 배터리 )

③ ( 모터 )

④ 바퀴

로 30분, 완속으로 4~9시간정도 충전시간이 소모 된다. 이
는 약 5분정도면 주유가 끝나는 화석 연료 자동차에 비해 너
무 긴 충전시간이므로 전기 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배

4. 화석 연료 자동차에 비해 전기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전기 자동차가 지금보다 더 보편화가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전
 기 자동차는 구조적으로 화석 연료를 쓰지 않고,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였다가
모터를 돌려서 구동을 하므로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보 조금등을 활용하여 전기 자동차의 구입비용을 낮춘다. 배터리의 충전시간을 단
축한다. 충전소의 숫자를 늘린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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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의 충전시간 단축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다.
주행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화석 연료 자동차의 경우 1회
주유하여 약 300km를 달릴 수 있는 반면, 전기 자동차는
200km정도가 그 한계였으나 최근 배터리 저장 기술의 발달
로 1회 충전하여 400km(도심기준)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
니, 주행거리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솔린 자동차의 수준까
지 기술이 도달해 있다.

3. 부족한 충전시설

전
 기 자동차의 역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전기차

놀랍게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솔린자동차보다 전기 자

충전소는 약 7200여개이다.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

동차가 더 먼저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1864년 니콜라우스 오

지만 도로를 지나가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의 숫자에

토(독일)가 최초의 내연기관을 발명하였지만, 전기 자동차는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보다 30년 전인 1834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앤더슨

외국의 경우를 보면 독일은 25,000여개, 프랑스는 16,300

이 전기차 ‘원유전기마차’를 개발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전

여개, 네덜란드는 32,800여개, 영국은 14,200여개가 설치

기차는 변속장치가 필요 없고, 다른 연료보다 전기가 더 구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비교해 보면 7200여개

기 쉬웠기 때문에 먼저 개발될 수 있었다.

의 우리나라의 전기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면 7200여개의

연번

연도

개발자 및 차명

충전소에서 급속충전이 가능한 시설을 보유한 곳은 3400여

1

1830년대

앤더슨(영국)의 원유전기마차

개 충전소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발전되는 전

2

1880년대

4

토마스파커(영국) 전기 자동차 상용화
미국 텍사스에서 원유 대량 발견, 휘발유 가격
1920년대
의 폭락
1930년대
내연기관자동차의 전성시대 시작

5

1990년대

내연기관자동차의 환경오염 대두

6

1996년

7

2000년대

8

2010년

제너럴모터스(GM)사의 EV1 개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 유가급등,
전자 기술 발전, 반도체 기술 발전
전기 자동차의 재부상, 닛산의 리프 출시

9

2012년

테슬라(미국) 모델S 출시

3

기 자동차의 수요와 필요성에 비해 충전시설의 부족은 전기
자동차 상용화의 또 다른 한계로 작용하고 있어 극복해야 하
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보편화되어 있는 영국(좌), 독일(우)의 도로변 충전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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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전기 자동차를 만들 준비를 해 보자.

슈퍼 콘덴서는 앞서 배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것을 이용
하여 나만의 전기 자동차를 만들 준비를 해 보자.

브레드보드의 구조와 활용방법을 알아보자.

1.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
물품명
수량
우드록(5t, 30cm*30cm)
2개
대나무 꼬지(Ø2mm, 길이120mm) 2개 2개
일자 빨대
1개
축용 평기어
1개
모터용 피니언 기어
1개
저전류 모터
1개
브레드보드 소형(30핀 or 180핀)
2개
슈퍼 콘덴서(2.7V, 3.3F)
1개
건전지(1.5V, AA)
3개
건전지 홀더(4.5V, AA용)
1개
그 외 30cm자, 칼, 가위, 안전 장갑,
송곳,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등

1. 브레드보드란?
브레드보드(bread board)는 일명 빵판이라고 불리는
무납땜 장치이다. 초기 비전문가들이 빵 자르는 나무판
에다가 회로를 구성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보통 전
자 부품들을 연결할 때에는 부품과 부품, 전선과 전선을
납땜해야 튼튼하게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브레드보드
는 전자 부품이나 전선을 핀에 맞추어 꽂으면 되기 때문
에 납땜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보통 영구적인 연

2. 콘덴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자.
가. 콘덴서란?
커패시터라고도 하며, 전기 회로에서 전기 용량을 저장하는 전자 부

결보다 임시적인 연결에 주로 사용하며, 연결 가능한 핀

<다양한

의 수에 따라 30핀~3220핀 브레드보드까지 다양한 종
류가 있다. 아래는 간단한 전자 부품의 연결에 많이 사

품을 말한다. 단위는 F(패럿)이지만 그 단위가 너무 커서 pF(피코패

콘덴서> 럿), ㎌(마이크로패럿)의 단위를 주로 쓴다. 슈퍼 콘덴서란 주로 패럿
단위를 쓰며, 일반 콘덴서에 비해 충전 용량을 늘린 콘덴서를 말한다.

나. 콘덴서의 극성
콘덴서는 극성이 있는 전해 콘덴서, 탄탈 콘덴서 그리고 극성이 없

용하는 400핀 브레드보드의 모습이다.

는 세라믹 콘덴서 등이 있는데 보통 극성이 있는 콘덴서에는 그림과
(+)

(-)

같이 (-)표시가 되어 있으며, (-)표시가 되어 있는 다리 쪽이 (-)극성
을 띠는 쪽과 연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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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품의 연결과 전류의 흐름

<400핀 브레드보드의 모습>

2. 브레드보드의 구조
<가>

<나>

위 사진 중 <가>의 모습처럼 버스 부분에 전원선을 연결
하고, 부품 영역 부분에 극성에 맞추어 LED 다리를 꽂
아 전원선과 연결했다고 할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
나>의 노란색 화살표 방향처럼 흐르게 될 것이다. 본 교
사용 안내 자료에는 400핀 브레드보드를 예로 들었지
400핀 브레드보드의 내부는 위 사진처럼 빨간색, 파란

만, 실제 슈퍼 콘덴서 전기 자동차 만들기 실습 시에는

색, 녹색 부분끼리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다.

30핀이나 180핀의 소형 브레드보드를 활용하는 것이

파랑선과 빨강선이 지나가는 부분을 버스라고 부르며,

바람직하다. 30핀과 180핀 브레드보드 같은 경우 400

전원선을 꽂는 부분이다. 또 가운데 부분은 녹색선이 그

핀 브레드보드와는 다르게 별도로 버스 부분이 나뉘어

어진 5개의 구멍끼리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부품영

있지 않다.

역이라고 부르며 전자 부품을 꽂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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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덴서의 종류

3. 나만의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설계하자.
제한 조건: 자동차 섀시의 폭은 10cm 고정, 길이는 20cm 이내로 설계한다.

콘덴서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두 전극판 사이의 유전체

가. 자동차의 전체 외형을 등각투상법으로 표현해 보자.

(절연체)를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아래
는 여러 가지 콘덴서의 종류와 모양을 그려놓은 것이다.

종이

전해 콘덴서

세라믹

폴리스티렌

폴리카보네이트

탄탈전해

폴리에스터

관통형

바이폴라

마일러

은운모

트리머

가변

나. 자동차의 섀시를 제3각법으로 표현해 보자.

4. 슈퍼 콘덴서란?
콘덴서는 저장 용량을 나타내는 단위로 F(패럿)이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나 보통의 콘덴서에서 패럿은 굉
장히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전기를 저장하는
보통의 콘덴서의 경우 pF(피코패럿), ㎌(마이크로패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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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위를 쓴다. 슈퍼 콘덴서는 저장 용량을 패럿 단위까
지 늘린 콘덴서로서 대용량으로 전기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콘덴서(커패시터)란?
1. 콘덴서의 기능과 용도
콘덴서(condenser)는 커패시터(capacitor) 또는 축전

실
 제 전기 자동차와 내 자동차의 구동 과정을
비교해보자.

기라고도 불리는 전자 부품이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

본 단원에서는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 자동차를 슈퍼 콘

능을 수행한다.

덴서를 이용하여 구현해 보는 활동이 주를 이룬다. 이에

① 직류 전압에 의해 전하를 축적하는 기능(전기 저장)

대략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구동 과정과 내 자동차의 구

② 직류를 차단하고 교류를 통과시키는 기능(정류 작용)

동 과정을 비교해 보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콘덴서는 노이즈 제거 및 불안
정한 전원을 잡아주는 용도, 정류 작용, 집적 회로의 안
정적 작용 등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실제 전기 자동차

나의 전기 자동차

충전소

=

건전지

배터리

=

슈퍼 콘덴서

모터

=

모터

차동 장치

=

기어

바퀴

=

바퀴

2. 콘덴서의 구조
두 장의 전극판이 마주 보
고 있으며, 전극판 사이에 절
연체(유전체)가 들어있는 구
조이다. 절연체는 전기를 차
단하고 담아 두는 역할을 하
며, 어떤 재질의 절연체를 썼

<콘덴서의 일반적인 구조>

<전기 자동차와 내 자동차의 구동 과정 비교>

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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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나만의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자.
설계한 내용대로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제작하고 카 볼링 경기를 해 보자.
1. 제작 방법을 알아보자.

우드록으로 원형 바퀴를 만드는 방법
1. 서클 커터의 활용
종이, 우드록, 가죽, 목재 등을 원형으로 잘라 가공하고
자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하나가 바로 서

① 평기어 지름을
고려하여 홈을 파
고, 섀시를 만든다.

② 앞뒤축 들어갈
빨대를 잘라 붙인다.

③ 평기어를 홈에
놓고, 축을 빨대와
평기어에 관통하여
끼운다.

④ 모터에 피니언
기어를 끼운다.

⑤ 피니언 기어가 평
기어와 맞물리게 글
루건으로 고정한다.

⑥ 소형 브레드보드
를 섀시에 붙이고 모
터 전선을 연결한다.

⑧ 바퀴를 만들어
앞뒤축에 끼운다.

⑨ 바퀴 축을 다듬
어 완성한다.

③ 충전된 콘덴서를
섀시 브레드보드의
모터 연결 라인에
꽂는다.

④ 작동

클 커터(circle cutter)이다. 서클 커터는 발명교육센터
등의 교육과정에서 우드록으로 자동차 바퀴 등의 원형
을 가공하고자 할 때 쓸 수 있으며, 일반 커터 칼과 같이
커터 날만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면 된다. 서클 커터는 그
쓰임새 등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아래 영상은
서클 커터의 활용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단, 서클 커터

2. 충전 및 작동 방법을 알아보자.

는 커터 날이 커터의 아래쪽에 위치하여 잘 보이지 않고,
날이 날카로운 편이므로 작업 시 반드시 안전 장갑 등을
착용하여 부상의 위험이 없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충전용 브레드
보드에 건전지 홀더
(4.5V)를 연결한다.

더 알아보기

② 콘덴서를 극성에
맞추어 브레드보드
에 끼워 2~3초 충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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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클 커터의 사용법
http://iped.kr/9090103

2. 우드록 커터기의 활용
발명교육센터에는 우드록 커터기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 우드록 커터기는 우드록을 곡선으로 가공하거
나 가이드를 이용하여 직선으로 자르고자 할 때 주로 활
용한다. 이 우드록 커터기가 구비되어 있다면 원형의 바
퀴를 손쉽게 가공할 수 있다. 우드록 커터기는 서클 커터
와는 달리 열선의 열로 우드록을 녹여 잘라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에는 반

2. 우드록을 열선에 적당히 밀어 넣는다.

드시 안전 장갑을 사용하고 기구의 사용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용하게 한다. 다음은 우드록 커터기를 활용
하여 원형을 가공하는 방법이다.
열선

압정
원의
반지름

압정

1. 열선으로부터 원의 반지름만큼의 거리에
압정을 뒤집어서 테이프로 부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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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드록을 눌러 압정에 고정한다.

3. 카 볼링 경기를 해보자.

슈퍼 콘덴서를 활용한 다른 제작 활동의 예시

가. 경기 방법
1) A, B 두 팀으로 나누고, 팀원의 순번을 정한다.
2) 팀원당 연속 2회씩, 양 팀이 번갈아가며 1번씩 발사한다. [이를 1프레임이라 한다.]

슈퍼 콘덴서 비행기 만들기
슈퍼 콘덴서를 이용하여 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활동

3) 프레임당 쓰러진 볼링 핀 하나를 1점으로 계산한다.
4) 이때, 10개의 볼링 핀을 한번에 쓰러뜨리면 보너스 점수 5점을 더한다.

을 할 수 있다. 비행기의 몸체는 얇은 우드록으로 만들

5) 한 프레임에서 두 번째 발사에 스페어 처리를 하면 보너스 점수 3점을 더한다.
6) 10프레임까지 반복하여 총점을 내어 승리 팀을 가린다.

수도 있고, 종이비행기를 접어 만들 수 있다. 비행기에
작용하는 4가지 힘(추력, 양력, 항력, 중력)과 방향타, 승

S
T
A
R
T

강타 등의 간단한 비행 이론을 설명하고 제작 활동에 들
어가면 자기 비행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으
며, 오래 날리기, 원하는 방향으로 비행하기 등의 활동과

나. 점수표
팀
프레임

A팀
팀원

볼링 핀
점수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다.

B팀
보너스
점수

점수
합계

팀원

볼링 핀
점수

보너스
점수

점수
합계

① 좌회전 : 꼬리의 방향타를 왼쪽으로 접는다.
② 우회전 : 꼬리의 방향타를 오른쪽으로 접는다.

1
2
3

③ 상승 : 꼬리의 승강타를 위로 접는다.

4

④ 하강 : 꼬리의 승강타를 아래로 접는다.

5

슈퍼 콘덴서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슈퍼 콘덴서뿐

6
7

만 아니라 소형 프로펠러, 소형 저전류 모터, 충전용으로

8

쓰일 건전지 홀더와 잭이 필요한데, 시중에는 슈퍼 콘덴

9
10
-

총점

서, 소형 프로펠러, 소형 저전류 모터가 일체형으로 제작

총점

되어 판매되는 것들이 있다.
101

<슈퍼 콘덴서 비행기 만들기에 필요한 부품>

비행기의 몸체는 우드록, 폼보드, EVA, 종이 등 다양
한 재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중에 많은 시제품들이 나
와 있으므로 검색을 통해 참고하게 한다. 본 교재에서는
4. 압정을 중심으로 우드록을 한 바퀴 돌린다.

참고로 우드록을 이용한 슈퍼 콘덴서 비행기의 비행 영
상을 간단히 소개한다.
더 알아보기
슈퍼 콘덴서 비행기
http://iped.kr/9090104

카 볼링 대회의 볼링 핀은?
자동차 몸체가 부딪혀서 쓰러뜨릴 수 있는 10개의 물품
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요구르트 병, 500ml 페트병 등
5. 전원을 끄고 원형 이외의 부분을 제거한다.

발명센터의 상황에 맞춰 준비한다.

09-01 전기자동차, 배기가스 제로에 도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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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낭떠러지 탈출 미션! 도전해 보자!

전기의 힘으로 동력을 얻는 슈퍼 콘덴서 자동차를 만들어 보았다. 이번에는 추가
재료와 공구를 활용하여 아래의 미션 조건을 해결할 수 있는 슈퍼 콘덴서 자동차
로 바꾸어 보자.

경기장 만드는 방법
1. 경기장 제작 재료
경기장 도면을 보고 우드록이나 폼보드 등을 치수대로 잘
라서 서로 연결하여 만든다. 접착은 글루건을 이용하며,
‘START’ 구간과 ‘FINISH’ 라인은 다른 색깔로 표시해
준다. 볼링 핀은 페트병이나 요구르트병 등 자동차가 부딪

1. 미션 조건
가. 미션은 정해진 경기장에서 진행한다.
나. 미션 참여 자동차의 섀시 폭은 반드시 10cm이고,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한다.
다. 자동차는 반드시 START 구간 내에서 출발한다.
라. 출
 발한 자동차는 경기장의 볼링 핀 2개를 쓰러뜨리고, FINISH 라인을 틍과해야
한다.
마. 제시된 추가 재료만을 이용한 자동차의 변형 및 가공을 통해 미션을 수행한다.
바. 추가 재료로 경기장을 변형할 수는 없다.

혀서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물품이면 무엇이든지 좋다.
2. 경기장

2. 완성된 경기장 모습
폼보드를 이용하여 경기장을 제작한 모습이며, 저자는
볼링 핀의 용도로 500ml 페트병 2개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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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경기장의 모습 1>

의 재료가 추가가 될 수도 있고,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 제시한
‘섀시는 폭 10cm이고, 길이는 20cm 이내여야 한다.’는
자동차 제작의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본 미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퀴의 개수를 늘리는 방
법과 보조 운송 장치를 제작하여 자동차를 운반하는 방
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바퀴의
개수를 늘려 미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1. 바퀴의 개수를 늘려 해결하는 방법
바퀴 축을 바꾸고 바퀴의 개수를 늘려 미션을 해결할 수
있다. 기존 바퀴 축을 새롭게 제공된 긴 육각축으로 교
<제작된 경기장의 모습 2>

체하고, 안쪽 바퀴 4개, 바깥쪽 바퀴 4개를 제작하여 총
8개의 바퀴가 동시에 구동되도록 형태를 변형하는 것이
다. 12cm 폭의 낭떠러지는 안쪽 바퀴의 구동에 의해 지

미션 해결의 예시

나가고, 12cm 폭의 구덩이는 바깥쪽 바퀴의 구동에 의

추가 재료 및 공구의 제공은 발명교육센터의 상황과 지

해 지나가게 된다. 상세한 제작 방법 등은 다음의 사진을

도학생의 수준, 인원에 따라 지도 교사의 판단하에 소정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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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재료 및 공구
물품명

수량

물품명

수량

은박지 45cm X 45cm

1개

모루 30cm

1개

대나무 꼬지(Ø2mm,
길이 120mm) 4개

2개

우드록 30cm X 30cm

1개

일자 빨대

1개

나무젓가락

1조

탄성 고무줄 30cm

1개

A4 종이

1장

공구: 30cm자, 칼, 가위, 안전 장갑, 송곳, 글루건, 스카치테이프 등

4. 해결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활용할 재료는
무엇인가?

활용한 재료로
어떻게 미션을
수행할 것인가?

3. 안쪽 바퀴 4개와 바깥쪽 바퀴 4개를 고정한다.
(이때, 안쪽 바퀴 간의 폭은 12cm 이내,
바깥쪽 바퀴 간의 폭은 12cm 이상이어야 한다.)
변형될 자동차의
모습을 구상도로
표현해 보자.

2. 실제 구간 통과 모습

103

1. 12cm 낭떠러지 구간은 안쪽 바퀴의 구동에 의해 통과한다.

1. 기존 바퀴와 축을 떼어 내고 새로운 축으로 교체한다.

2. 12cm 구덩이 구간은 바깥쪽 바퀴의 구도에 의해 통과한다.
2. 바퀴 8개를 제작한다.

09-01 전기자동차, 배기가스 제로에 도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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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학습
영역
기

본

편

이 단원에서는 발명과 발견의 관계를 이해하며 발명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
다. 바늘구멍 사진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한
발명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USB 현미경으로 우리 주변을 관찰하
여 새로운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게 하였다.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관찰을 통해 발명하기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연구 학습
(R&E)

발명과 발견

3차시

1. 과학의 핵심 개념과 발명의 특성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세부 목표

2. 발명품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3.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연구 과정의 산출물을 지식재산으로 연결할 수 있다.

성취 기준

체험 활동

[9발명10-01]
핀홀 효과를 이용한 생활 속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존 AR 렌즈와 레티널(LetinAR) 렌즈를 비교해 보고,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과학적 발견과 발명의 개념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초등10-01]
- 과학적 개념을 이용한 발명품을 고안할 수 있다.[초등11-01]

3) 단원 소개

역사상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 번 바뀌었다고 한다. 안경 개발로 저시력자들이 세상을 보
게 되었고, 망원경과 현미경의 개발로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최
초의 ‘시력 보정용’ 안경은 약 730년 전인 1286년 이탈리아 도미니크 수도원의 수사였던 알렉
산드로 드 스피나(Alessandro della Spina)에 의해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꺼이 공유할
수 있는 안경’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은 노안이 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질 경우 근시용 안경(오목 렌즈)을 먼
저 접하게 되는데 오목 렌즈가 먼저 발명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볼록 렌즈로 깎은 원시용
안경이 먼저 발견되었다는 점도 흥미롭다.
본 단원에서는 핀홀 효과를 이용한 핀홀 안경과 핀홀 카메라 그리고 시력이 나쁜 사람도 비
스킷 한가운데 뚫린 작은 구멍을 통해 사물을 보면 안경을 낀 것처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핀홀
원리를 활용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 탐구해 보고,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증강 현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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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영상을 보여 주고 ‘핀홀 효과’, ‘바늘 구멍으로 보기’에
대해 알아본다.

핀홀 효과의 원리를 이용한 발명품 찾아보기
… 핀홀 안경의 원리와 구조를 알아본다.

지도할 때 유의할 점
…학
 생들이 동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핀
 홀 효과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 핀홀 카메라의 원리와 구조를 알아본다.

전개
1차시
(ppt)

핀홀 안경과 핀홀 카메라의 원리와 구조 알아보기

…핀
 홀 효과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핀홀 조사 도구 만들기
… 모델 개발 - 조사 계획 및 수행 – 데이터 분석 및 해석
- 설루션 설계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하기

…핀
 홀로 인한 광학 현상을 발견하게 한다.

… 전구의 수를 늘리면서 이미지의 수를 관찰한다.
… 구멍의 수를 늘리면서 이미지의 수를 관찰한다.
… 관찰한 데이터를 기록한다.

전개
2차시
(ppt)

제작한 도구 응용하기
… 전구 색상 변경, 전구 순서 변경
… 전구 추가, 전구 정렬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경
… 보기 위치 변경, 조명 주변 걷기, 핀홀 뷰어 회전

증강 현실용 렌즈 ‘레티널(LetinAR)’
전개 / 정리
3차시
(ppt)

… 핀홀 원리를 활용한 스마트 글라스에 대해 탐구해 본다.
… 기존 AR 렌즈와 레티널(LetinAR) 렌즈의 차이점을 알
아보고,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본다.

…핀
 홀 조사 도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을 찾게 한다.

…모
 둠별로 대안의 수렴 과정에서 협업을
통해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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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배울까?

바늘구멍으로 세상 보기
핀홀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핀홀 효과를 이용한 핀홀 카메라와 핀홀 안경에 대
해 알아봅시다.

핀홀 효과(pinhole effect)

왜 스마트폰을
실눈을 뜨고 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 잘
보이거든.

그럼 핀홀 안경을 써봐.

와우! 신기하게
잘 보이네!

핀홀 효과는 말 그대로 핀으로 뚫은 작은 구멍을 의미
하는 말로 작은 구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상에 대한
효과를 말한다. 핀홀 효과는 카메라의 원리에서 나온 효
과인데 카메라에서 렌즈 대신 핀홀이라는 바늘구멍같

핀홀 효과를 이용한거야.

1

2

3

4

핀홀 효과?
핀홀 카메라와 같은 원리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같이 찾아볼까?

핀홀 효과를 이용한
발명품들이 뭐가 있을까?

이 작은 구멍을 통해서 초점을 잡아서 찍으면 상이 선명
하게 필름에 맺히는 원리이다. 이는 빛의 직진 현상과 작
은 구멍을 통해서 초점심도가 깊어지기에 일어나는 현
상이다.
더 알아보기

핀홀 효과(pinhole effect): 핀으로 뚫은 작은 구멍을 의미하는 말로 작은 구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상에 대한 효과

핀홀 효과(pinhole effect)

공개된 DIY 키트 핀홀 카메라

http://iped.kr/9100101

http://www.pinhole.cz/en/pinholecameras/dirkon_01.html

바늘구멍으로 보기

공개용으로 쉽게 핀홀 카메라를 만들 수 있고, A4 종이로 프린트하여 만들 수 있으
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카메라이다.

http://iped.kr/9100102
108

핀홀 안경
우리 눈의 구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메라와 매우 유사
하다. 빛이 들어와서 카메라 필름에 상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상이 맺힌다.

초점심도: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어 상점(image plane)을 만
들었을 때 상점 전후방의 일정 거리 이내에서는 상의 흐림을 구별
할 수 없는 범위를 초점심도라고 함.

또한 안경을 벗고 양손으로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그
구멍으로 사물을 보아도 잠시나마 흐릿한 상을 줄여서
조금 더 선명한 상이 맺혀 잘 보이는데, 이도 같은 원리
이다. 하지만 핀홀 효과는 일시적으로 잘 보이는 현상이
며, 핀홀이 없어지면 원래 시력으로 돌아온다.
특히 바늘구멍같이 작은 구멍으로 사물을 보게 되면
잠시나마 초점심도가 깊어지게 되어서 사물이 잘 보이게
된다. 눈이 나쁜 사람이 멀리 있는 사물이 잘 안 보일 때
눈을 찡그리거나 해서 눈의 구멍을 좁게 하면 흐릿한 상
이 조금이나마 또렷하게 보이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핀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핀홀은 안경 렌즈의 도수로 시력 상승이 가능한지 여
부 등을 알아보는 검사 방법이며, 시력을 회복시키는 도
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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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홀 카메라
아래 사진은 아벨라르도 모렐(Abelardo Morell)이 ‘카메라 오브스쿠라’ 방 안에서 만든
몇 개의 이미지들이다.

더 알아보기
핀홀 카메라의 모델
http://iped.kr/9100103
더 알아보기
International Orange: Abelardo Morell, Tent Camera Photographs

이미지가 선명해지려면 투사된 이미지의 주변이 상대

http://iped.kr/9100104

적으로 어두워야 하므로 어두운 방에서 카메라 오브스
위 사진을 보면 함께 탐구해야 할 흥미로운 문제들이 많이 있다.
1. 움직이는 이미지를 방 안에서 거꾸로 보는 것과 이미지의 사진을 보는 것 간의 차이점

쿠라 실험을 많이 했다.
핀홀(pinhole)이란 말 그대로 종이에 핀으로 뚫은

은 무엇일까?
2. 방의 뒤집힌 이미지의 사진은 오랜 노출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것 같은 매우 작은 구멍을 말한다. 핀홀을 통해서 들어

핀홀 안경
눈을 찡그리는 이유는 눈의 굴절 이상 즉, 시력이 안 좋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안경의
교정 원리가 바로 망막에 상이 한 점으로 모이게 해 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이 행위가
눈을 찡그리는 것이며, 눈의 구멍을 좁게 만들어 흐릿하게 보이는 상을 일부 제거해 일시
적인 시력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을 핀홀 효과라고 한다. 핀홀 안경은 일시적으로 착용했
을 때 안경이 없어도 시력이 나아지는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시력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는 빛을 받아들여 촬영하는 카메라를 핀홀 카메라
(pinhole camera)라고 하며, 흔히 '바늘구멍 사진기'라
고도 한다.
핀홀 카메라는 대개 두 개의 상자로 이루어져 있다. 겉
상자에 작은 구멍을 뚫어 빛이 모이게 하고, 속 상자에는

눈을 찡그리거나 눈의 구멍을 좁게 하여 흐릿한 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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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을 놓아 형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게 한다. 초점 거리
는 속 상자를 앞뒤로 이동하여 조정하며 셔터는 손으로
가리거나 적당한 마개를 사용하기도 한다. 바늘구멍을
통과하여 맺힌 상은 거울을 보는 듯 뒤집혀 보이게 되고,

핀홀 카메라의 모델

핀홀 카메라의 구멍은 완벽한 원에 가까워야 상의 왜곡
이 없다.
핀홀 카메라는 어떤 기계적인 장치가 없다. 따라서 핀
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면 렌즈가 되는 구멍을 얼마
간 개방한 뒤 닫고, 스크린에 보이는 장면을 관찰한다.
핀홀 카메라는 대게 노출 시간이 길다. 구멍을 매우 작
게 만들어야 하고 조리개 값이 매우 큰 값이 되기 때문에

핀홀의 밝기 =

긴 노출 시간이 필요하다
레디메크(readymech)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노출 시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카메라이며,

간을 권장하고 있다.(맑은 날 4~8초, 흐린 날 12~20초,

그 원리는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

밤 30초 이상). 하지만 조명 조건, 필름에 따라 셔터 스피

부터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이름

드는 다를 수 있다.

으로 동서양에 알려져 있었다.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핀홀 이미지로도 불리며, 스크린
의 다른 쪽(예를 들어 벽)에 있는 장면의 이미지가 개구
부 반대편에 있는 표면에 반전되고, 반전된 이미지(좌에
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거꾸로)가 그 화면의 작은 구멍을
통해 투사될 때 발생하는 자연적인 광학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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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좀 더 알아보자.

핀홀 효과 조사 도구 만들기

핀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제작하여 핀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알아봅시다.

핀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 만들기

핀홀 카메라 제작

핀홀의 성질에 대한 조사와 실험을 실시하는 기본 셋업
1. 기본 핀홀 뷰어
재료:
· 기름종이(또는 왁스 종이, 트레이싱 페이퍼), 화장지 심
지, 골판지, 알루미늄 포일 등
- 화장지 심지 대체 재료
키친타월 심지, PVC 또는 ABS 파이프(5cm ~8cm 직
경) 등 관의 길이가 약 10cm 이내 권장

[방법1]
1. 키친타월 심지(또는 화장지 심지, 점보 롤 화장지 심지)의 한쪽에 알루미늄 포일을 끼워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 화 장지 심지(지름 4cm × 높이 5cm)를 사용하면 이미지를 관측하는 데 편리할 수
있다.

· 고무줄

- 점보 롤 화장지(지름 8cm × 높이 9cm)를 사용하면 초점 거리가 짧아져 광원에서 가

· 압정

- 키친타월 심지(지름 5cm × 높이 22.5cm)를 사용할 경우 초점 거리가 길어져 광원에

· 어둡게 할 수 있는 방

깝게 이미지를 관측할 수 있다.
서 떨어져서 이미지를 관측할 수 있다.
2. 반대편에는 기름종이를 붙이고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3. 골판지를 이용하여 기름종이가 있는 끝부분에 골판지를 10cm 이상 돌출되게 한다.
골판지를 고무줄로 고정하면 기름종이에 비치는 이미지를 잘 관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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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정보
핀홀 뷰어라고도 하는 간단한 카메라 오브스쿠라와 다
색의 광원(RGB)을 만든다.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여 다
양한 개념을 조사 및 실험하고, 학습한다.

2. 기본 멀티 컬러 광원
재료:
· 빨간색, 녹색, 파란색(RGB) 전구(8W~10W 권장) 각각

4. 관련 활동
기본 핀홀 뷰어, 광선과 핀홀, 멀티 컬러 광원

1개(다양한 전구 옵션 사용 가능)
- 색상 백열등
- 컬러 콤팩트 형광등
- 컬러 LED 전구
- 또는 컬러 필터에 쌓인 흰색 전구

· 나사형 라이트 소켓 3개
· 플러그가 3개 이상 있는 전원 스트립
· 전원 콘센트

5. 핀홀 뷰어
가. 알
 루미늄 포일을 튜브 끝부분보다 조금 큰 크기로 자
른다.
나. 알
 루미늄 포일의 절단 시트를 튜브 끝에 놓고 고무줄
로 고정시킨다.
다. 왁
 스 종이의 절단면을 튜브의 반대쪽 끝 위에 놓고
다른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왁스 칠을 한 종이가 가

더 알아보기
빛과 색을 만나다 _ YTN 사이언스
http://iped.kr/9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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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한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이
시야가 될 것이다.
라. 압정으로 포일 중앙에 구멍 하나(4mm 이내)를 뚫는다.

6. 멀티 컬러 광원

6. 포
 일을 기름종이 맞은편에 고무줄로 고정시킨다.
참고: 알루미늄 포일이 매끄럽고 평평하며 팽팽해야 한다.
7. 핀보다 크지 않은 뾰족한 부분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포일의 중앙에 아주 작은 구멍을
뚫는다.

가. 전구를 소켓에 끼운다.
나. 전원 스트립에 전구 하나, 두 개 또는 세 개를 꽂는다.

8. 핀홀 카메라 준비 끝.
더 알아보기

7. 작업

기름종이(papillote-paper)
음식 등을 종이로 덮어 장식으로 사용하는 종이

가. 압정으로 포일 중앙에 구멍 하나를 뚫는다.

왁스 종이(wax paper )
코팅이 되어 있는 종이로 유분과 수분에 강해 베이커리 제품, 튀김류, 꽃 포장에 사용

나. 가급적 어두운 환경을 만든다.

트레이싱 페이퍼(tracing paper)
투사지(透寫紙. 도면, 그림 따위를 투사하는 데 쓰는 반투명의 얇은 종이

다. 이제 광원을 비친다.
1) 장치의 알루미늄 포일 쪽을 색색의 전구 쪽으로 향하거
나(위에서 설명한 대로) 불이 잘 들어오는 장면(창이나
낮을 향한 출입구)을 가리킨다.
2) 기
 름종이 끝이 자신을 향하도록 장치를 잡는다. 눈으로
부터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둔다.

점보 롤 화장지를 사용한 예

LED 전구(3W) RGB

3) 기름종이에 비친 상을 관찰한다.
4) 밖에 밝은 부분을 창문이나 문을 통해 들여다 본다. 관
찰한 내용을 기록한다.

알루미늄 포일의 핀홀

알루미늄 포일의 핀홀 무늬

111

마. 선
 택 사항: 기름종이를 어둡게 하면 더 잘 보이므로,
기름종이가 있는 끝부분의 심지를 골판지로 감싼다.
골판지가 심지에서 10cm 이상 돌출되도록 하고, 골
판지를 고무줄로 튜브 주위에 고정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 핀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기본 원리를 보여주
는 것 외에도, 일련의 관련 활동(위 참조)이 학생들에게
핀홀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핀홀 뷰어(또는 카메라 오브스쿠라)는 많은 과학적 질
문들과 공학적인 도전에 좋은 출발점이다.

점보 롤 화장지를 사용한 예

LED 전구(3W) RGB

· 어떤 것을 발견할 것인지? 만들다가 무슨 문제가 발생
했는지? 제작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문점이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원하는 목표를
더 잘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탐구하며 핀홀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도구를 제작해 보도록 지도한다.

알루미늄 포일의 핀홀

알루미늄 포일의 핀홀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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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방법
핀홀 효과 조사 도구를 이용하여 컬러 믹싱과 핀홀의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
법을 알아봅시다.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방법

1. 제작 방법을 알아보자.

확대된 핀홀로 색채 개선
· 핀홀에 적합한 광원을 찾아보자.
· 다양한 광원을 통해 실험해 보자.
· 다양한 광원들이 믹싱되었을 때 색채 변화를

LED 전구(적, 파, 녹)

관찰 내용(녹, 파, 적)

LED 전구

관찰 내용

알아보자.
· 핀홀을 이용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보자.

광원과 핀홀
1. 먼
 저 한두 개의 다른 색 전구만으로 여러 가지 색상의 광원
핀홀 수

전구 수(켜진 광원)

이미지 수(왁스 종이 스크린에서 보는 전구)

1

1

1

2. 전구를 켜고 실내등을 끈다.

1

2

2

3. 기름종이 화면을 보면서 핀홀 뷰어를 통해 조명을 본다.

1

3

3

2

1

2

2

2

4

을 설정한다.

4. 상이 거꾸로 뒤집혀 있는지를 관찰한다.
5. 실험을 반복하여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본다.
6. 다음은 시도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다.
가. 전구 색상, 순서 변경
나. 전구 추가
다. 전구 정렬을 수평에서 수직으로 변경
라. 관찰 위치 변경, 조명 주변 걷기
마. 핀홀 뷰어 회전
바. 한 번에 한 개의 빛을 차단(그림자)
사. 조명 사이에 물체의 이동 위치:
1)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2) 위, 아래로

핀홀 수 × 전구 수 = 전구 이미지 수
112

멀티 광원
핀홀 뷰어: 간단한 과학적 조사를 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도
구를 사용한다. 핀홀 효과 조사 도구는 광원의 반전된 이미지
를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 개의 구멍은 이러한 반전된 이미지
를 여러 개 만들 것이다.
핀홀의 수와 사용하는 빛의 수를 변화시킴으로써 생성되는
이미지의 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1.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어진 표에 값을 기록한다.

LED 전구(적, 파, 녹)

관찰 내용(녹, 파, 적)

가. 첫 번째 열에 포일에 찌른 구멍의 수
나. 두 번째 열에서 켜진 전구 수
다. 세 번째 열의 왁스 종이에 보이는 이미지의 수

2. 새로운 포일 시트(구멍이 없는 것)를 붙인다.
3. 단일 전구 하나부터

LED 전구

관찰 내용

가. 압정을 사용하여 포일에 하나의 구멍을 뚫는다.
나. 기름종이에 비치는 이미지/s의 수를 보아라.
다. 데이터를 기록한다.

4. 켜
 지는 조명의 수를 2개, 3개로 늘린다. 이 데이터를 다시
더 알아보기
카메라 오브스쿠라 체험하기
http://iped.kr/9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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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한다.
5. 두
 개의 구멍을 찔러 다시 한 개의 전구로 시작하여 전구의
수를 늘린다. 다시 데이터를 기록한다.
6. 한
 사람씩 계속해서 포일에 구멍을 뚫어 빛의 수를 바꾸어

핀홀 뷰어와 빨강, 초록, 파랑 조명을 사용

가. 불 주위를 걸어라.
나. 광원으로부터 기기를 더 가까이 또는 더 멀리 유지한다.
다. 핀홀 뷰어를 돌리면서 관찰해 본다.
라. 광원을 회전시키거나 구멍을 더 크게 만든다.

더 알아보기

하여 컬러 조명을 함께 섞는다. 빨강, 초록,

빛의 과학! '빛의 합성'

파랑(또는 RGB)색 인식은 우리가 색을 인

http://iped.kr/9100107

식하는 방법의 기본이다. 여러분의 핀홀
뷰어를 사용하여 색 인식에 대한 간단한

9. 색
 전구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곳은?

과학적 조사를 수행하고,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여 색을 보는 방법을 이해한다.

Red

?

Green

Red

전구 1의 색깔

?

Blue

Green

전구 2의 색깔

?

Blue

Red

겹치는 빛의 색

Red

+

Green

=

Yellow

Red

+

Blue

=

Magenta

Green

+

Blue

=

Cyan

?

Red

Blue

백색광

Green

전구 1의 색깔

모두 겹쳐 있는 색상은?
(

?

Red

Green

세 개의 조명이
Green

다음 표를 완성한다.

)

?

?

Blue

Blue

전구 2의 색깔

겹치는 빛의 색

Red

+

Green

=

Yellow

Red

+

Blue

=

Magenta

Green

+

Blue

=

Cyan

Green

?

Red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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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조명이 모두 겹쳐 있는 색상은?
(

백색광

)

가면서 관찰 내용을 다시 기록한다.
7. 구멍, 전구, 이미지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8. 찌른 구멍 수와 사용된 전구의 수를 알면 형성된 이미지
수를 예측할 수 있는가?

컬러 믹싱
1. 기본 설정에서 장비를 생성하는 방법을 확인한다.
2. 핀홀 뷰어의 포일 쪽에서는 압정을 사용하여 알루미늄 포
일의 중앙에 있는 구멍 하나를 찢는다.
3. 손가락으로 구멍을 확대한다. 그 구멍은 너무 커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너덜너덜할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다.
4. 광
 원에 2개의 불을 켜라.
다음 광 조합 중 하나(그리고 결국에는 모두)를 사용해 본다.
가. 빨강과 초록
나. 빨강과 파랑
다. 녹색과 파랑

5. 방의 불을 끈다.
6. 바 늘구멍 보기 장치를 조명에 대고 포일(그리고 큰 구멍)
이 전구를 향하게 한다.
7. 기름종이 스크린을 본다.
8. 이
 제 두 가지 빛의 색이 겹쳐지게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세 개의 조명이 모두 겹쳐지면 무엇이 보이는가?
백색광! 그게 바로 우리의 눈-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많은 주요 기술은 RGB 조명만을 사용하여 스펙트럼의 모든 색상
을 인식하는 능력에 의존한다. 하나 이상의 RGB 조명을 어둡게 해
보면서 다른 색깔도 만들 수 있는지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도상의 유의점

· 핀홀이 커질수록 이미지가 밝아지는 것을 알아차렸는가? 밝
고 날카로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뷰어 및 전구 장치로 다른 디자인을 사용해 보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핀홀과 색 조명의 놀라운 조합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지가 반전되고 반전된다! 이미지를 곱할 수 있
다! 색깔은 함께 섞일 수 있다! 자, 이제 배운 모든 것을 사용
하여 멋진 예술을 만들어 보자!

▶ 예술을 만들어라! 다양한 기술을 시도하고 창의적이 되라!
· 작은 구멍이나 큰 구멍을 뚫어라.
· 하나의 구멍이나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라.
· 패턴이나 추상적인 것을 만들어라.
· 다양한 빛의 조합을 시도해 보라.
· 다른 종류의 재료를 사용해 봐라.
10-01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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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증강 현실용 렌즈 ‘레티널(LetinAR)’

핀홀 효과와 유사한 핀 미러 효과를 사용한 증강 현실 렌즈의 원리가 다른 가상 현
실 기술에 비해 개선된 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증강 현실용 렌즈 ‘레티널(LetinAR)’

다음 영상을 시청하고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VR)

VR, AR, MR, SR
http://iped.kr/9100111

컴퓨터로 만든 100% 가상 환경 내에서 사용자의 오감 정
보를 확장·공유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레티널(LetinAR)의 핀 미러 구현 원리

상황을 실감 나게 체험하게 하는 총체적 기술을 의미한
다. 가상 현실 기술은 제조, 관광, 스포츠, 의료, 게임, 엔
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와 융·복합이 가능하다.

증강 현실(Augmented Reality, AR)

114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 가상의 콘텐츠를 겹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
증강 현실은 주로 마케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교육

LetinAR PinMRTM 기술

등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고, 의료나 제조 분야 등 산업

레티나는 증강 현실(AR) 안경용 광학 설루션을 개발하는 스

전반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

타트업이다. LetinAR의 PinMRTM 렌즈는 작은 거울에 이른
바 핀홀 효과(pinhole effect)를 적용해 안경 렌즈를 끼웠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하고 빛을 사
람의 동공으로 보낸다. 사용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
가상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의 이미지를 쉽게 볼 수
있다. 사람의 눈은 동공보다 작은 거울을 감지할 수 없다. 그
런 거울에 반사되는 빛에 의해 형성된 가상의 영상만이 보
일 뿐이다. 바늘구멍이 늘어날수록 시야각도 넓어진다.

VR의 활용 예
http://iped.kr/9100108

더 알아보기
LetinAR @ MWC 2019
http://iped.kr/91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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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의 활용 예
http://iped.kr/9100109

기존 AR 렌즈와 레티널(LetinAR) 렌즈의 비교

증강 현실용 렌즈 ‘레티널(LetinAR)’
기존 AR 렌즈와 레티널 렌즈의 차이를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자.

레티널은 AR 글라스에 들어가는 렌즈의 광학계 설루션을

더 알아보기

개발하는 업체다. 바늘구멍 원리(핀홀)를 응용해 개인의 시

LetinAR PinMRTM 기술
레티나는 증강 현실(AR) 안경용 광학 설루션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력 차이나 초점 거리와 무관하게 뚜렷한 상을 보여주는 AR
렌즈를 자체 개발했다. 기존 AR 렌즈는 실제 사물과 가상
사물의 초점이 맞지 않거나 사람의 시력 차에 따라 초점이
맞지 않는 점, 복잡한 광학계 구조로 인한 색 번짐 현상 등

레티널 렌즈

레티널 렌즈

레티널 렌즈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1

초점 테스트 2

초점 테스트 3

초점 테스트 4

의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또한 크기와 무게, 어지러움, 제한
된 해상도 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레티널은 핀 미러 기술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했다. 아주
작은 거울을 반사체로 이용해 프로젝트 라이트를 원형 그

레티널 렌즈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레티널 초고해상도

초점 테스트 5

렌즈 테스트1

렌즈 테스트2

AR 데모

대로 수정체에 투영하는 기술로 거울 한 개당 약 15도의
시야각을 만들어 준다. 레티널은 여러 개의 핀 미러를 수
직, 수평으로 배열해 기존 어떤 업체도 달성하지 못한 70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증강 현실, 어떤 분야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의료 영상 분야, 상품 제조 및 수리, 주변 사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테
마파크, 놀이공원, 광고와 마케팅 등

도, 혹은 그 이상의 시야각을 제공한다.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100인치에 가까운 대형 화면이 눈앞에 펼쳐진다.
외형적으로도 일반 안경 렌즈와 차이가 없고, 자연스
러운 디자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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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엡손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
들이 이런 관련 제품들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데 기술
적 난제들이 많이 걸려 있다. 대표적으로 일반 안경과 같은

LetinAR의 PinMRTM 렌즈의 특징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고, 화면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보이

1. 혁신적인 '핀 미러' 기술

지 않거나 초점이 맞지 않으며, 색이 제대로 맞지 않는 등 다

핀 미러를 사용하면 10배 깊이 있는 피사계 심도가 가능하며
25cm에서 무한대의 선명한 이미지를 볼 수 있다. 그것은 사용자들
이 어떤 거리에서도 선명한 물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핀 미러 기술은 200인치 화면 수준의 초광각을 허용한고, 트루
컬러 기술을 사용하여 색채 이상 없이 구현할 수 있다.

양한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레티널은 핀홀 효과를 통해 가
상과 실제를 함께 보여 줌으로써 크기를 줄여서 안경과 같
은 크기 안에서 표현이 가능하고 핀 미러를 늘림으로써 쉽
게 확장이 가능하며, 굉장히 선명하고 깨끗한 화면을 그대
로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2. 색 번짐 현상 등의 기술적 한계
작은 구멍을 통해 사물을 보면 개인의 시력 차이와 무관하게 선명
한 상을 볼 수 있다. 레티널은 이 기술을 이용해 근거리부터 원거리
까지 선명하게 표현하고 색상 표현이 정확하며 멀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3. 디자인 콘셉트
큰 크기와 무게 때문에 현재 AR 안경은 사용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레티널 안경은 고전적인 하프
프레임 안경 형태를 취했다.

4. 단순하고 강력한 증강 현실 장치
혁신적인 핀 미러 기술을 통해 훨씬 단순하고 작은 크기의 보다 강
력한 증강 현실 장치이다.

레티널의 PinMRTM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학생
들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레티널 기술이 단순히 인간을 편리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실
생활에 활용되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기술임을 학생들이 이
해하고, 레티널의 원리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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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을 통해 발명하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과학 탐구와
발명

연구 학습

4차시

1. 과학의 핵심 개념과 발명의 특성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세부 목표

2. 발명품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3.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연구 과정의 산출물을 지식재산으로 연결할 수 있다.

성취 기준

[9발명11-01] 과학 탐구 기능이 발명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 USB 현미경으로 다양한 종이와 펜을 관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 특징을 설

체험 활동

명한다.
2. 관찰을 통해 패턴을 만들고, 구조에 따른 기능을 설명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과학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과학 발명품의 원리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초급11-03]
3) 단원 소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하는 활동은 탐구 활동의 시
작이다. 또한 주변 현상의 관찰로부터 개선점을 인식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
명으로 이어진다. 관찰에 활용되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지만 이 중 USB 현미경은 가격이나 조
작 방법 등에 있어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 단원에서는 USB 현미경을 활용한 관찰, 관찰을 통한 유형화, 구조와 기능의 관계에 대한
추론 등 탐구와 발명을 관련짓는 활동이 진행된다. 체험 활동으로 일상생활에서 매일 사용하
는 종이와 펜을 주제로 하여 각 종이와 펜의 특징을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쓰는 느낌”과
이러한 필기감이 가능한 특징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종이에 쓴 글씨가 “지
워지는 현상”을 관찰해 보고 종이-펜 환경에서의 필기감의 특징을 이해한다. 이러한 관찰 결과
를 바탕으로 종이-펜 필기감을 모방한 발명품을 인식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고안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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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할 점

… 옷, 손바닥, 머리카락, 지문, 교과서, 노트 등 눈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들을 보면서 USB 현미경 사용에 익숙해진다.

…자
 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주지만 소란스
럽지 않고 관찰한 내용을 노트하게 유도
한다.

활용 단계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ppt

관찰 목적 세우기
… 관찰 목적에 따라 다른 관찰 방법을 이해한다.
… 비교 관찰 방법을 이해한다.

전개
1차시
ppt

면밀한 관찰
… 오감과 USB 현미경을 활용하여 필통을 세밀히 관찰한다.
… 선호하는 노트와 펜 조합을 떠올리고, 어떤 면에서 선호
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지 기술한다.

구조와 기능 1–종이의 구조
전개
1차시
ppt

… 교재와 신문지, 선호하는 노트에 선호하는 연필, 볼
펜 등으로 글씨를 작게 적은 후에 육안으로 확인하고,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 종이-펜 필기감 관찰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한다.
… 선호하는 종이-펜의 필기감을 설명할 수 있다.

구조와 기능 2–글씨를 지우는 현상

전개 / 정리
1차시
ppt

… 연필로 적은 글씨를 지우고,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 지워지는 볼펜으로 적고 지운 다음 USB 현미경으로 관
찰한다.
… 종이-펜 필기감을 모방한 발명품을 고안해 보고, 친구
들과 논의한다.

…U
 SB 현미경의 LED 조명을 오랫 동안
보지 않게 한다.

…모
 든 종이와 펜을 모두 관찰하기보다는,
관찰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종이와 펜을 챙겨 가서 활동한다.

…조
 별 발표 시간에 미러링 기술을 활용하
여 학생들이 관찰한 사진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다
 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독려한다.

…다
 양한 종이-펜 필기감을 모방한 기성
발명품들을 인식하고 감상한다.
…다
 양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도록 독려한다.

11-01 관찰을 통해 발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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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 배울까?

USB 현미경

새로운 눈으로 교실을 보자.
수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심오한 아름다움에 관해
진정한 느낌을 갖기 어렵다.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자연을 배우고 싶다면, 자연
이 하는 언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리처드 파인만 )
걸리버가 가장 좋아할 발명품을
가져오는 이에게 상을 수여
하겠노라.

USB 현미경
USB 현미경을 모바일에 연결하기

이 앰플을 드시면
사자의 용기가
솟아납니다!

이 하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십시오.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1. 앱
 스토어에 접속해서 ‘카메라파이’ 앱
을 검색하고, 앱을 설치한다. (카메라파
이 앱은 USB 현미경의 종류에 관계없
이 설치하여 사용 가능한 앱이다.)

카메라파이
앱 아이콘

1
이 뇌를 가지면 훨씬
현명해 집니다.

이 현미경을 눈에 대면 3
소인국 사람들의 표정을 읽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2
4

걸리버가 우리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걸
돕는 USB 현미경을 발명한 관찰중학교 학생에게
이 상을 수여하노라.

2.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첫 화면이 나온다. 그 후에
기기를 연결하라는 화면이
뜬다. USB 현미경의 연결선
USB 현미경은 편리한 방법으로 주변의 사물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규칙적으로

에 OTG 젠더를 꽂고 모바일

실을 떠서 뜨개질로 옷을 만드는 것처럼,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구
성되는지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USB 현미경으로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관

에 연결한다.

찰하고 사물의 특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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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파이 앱 첫 화면

경우에는 한쪽 방향으로 완전히 끝까지 돌린다. 그 후
에 천천히 돌리면서
상을 찾는다.(지면에
딱 붙여서 관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스탠
카메라파이 앱 실행 화면

USB 현미경을 모바일에 연결한 화면

서 벗어난다.)

이 USB 현미경을 인
식한 후에 바로 앱을

5. 첫 번째 상을 찾은 후에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눌러서

실행할 것인지 묻는
연결 확인 화면

하면 다음번에 USB 현미경을 모바일에 연결했을 때
앱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4. USB 현미경 앞 부분의 덮개를 제거한 후에, 천천히 돌
리면서 초점을 맞추어 상을 확인한다. 처음 상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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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우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상에

3. 연결하면 다음과 같

질문이 나온다. 체크

드로 정교한 조절이

사진을 저장한다. 동시에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부
위를 펜으로 표시한다.(버튼을 누르거나 초점 조절 부
위를 돌리는 동안 관찰했던 부위에서 벗어나기 쉬우
며, 이런 경우 다시 원래의 상을 찾기가 어렵다.)

6. 초점 조절 부위를 돌려서 더욱 확대된 상을 찾는다.
카메라 모양 버튼을 눌러 사진을 저장한다.

USB 현미경으로 교실 앞에 보이는
다양한 사물들을 관찰해 보자.

USB 현미경 관찰 예시

더 알아보기
· 현미경(顯微鏡, microscope)은 눈으로는 볼 수 없
을 만큼 작은 물체나 물질을 확대하여 관찰하는 장
치이다. 일반적으로 '현미경'이라 하면 광학 현미경
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광학 현미경은 대물렌즈,
접안렌즈, 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물렌즈와
접안렌즈의 배율이 합해져서 사물을 확대한다. 광

교실의 학생들

옷, 손바닥, 머리카락, 지문, 교과서, 노
트, 핸드폰, 책상 등 다양한 사물들이
있다. 육안으로 살펴보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는가?

학 현미경이나 실체 현미경 외에도 금속 현미경, 위
상차 현미경, 편광 현미경, 적외선 현미경, 자외선
현미경, 전자 현미경 등 다양한 현미경이 있다.
· USB 현미경은 LED 빛이 매우 강할 수 있다. USB

노트의 미세한 선

교재에서
붉은 선 부위

하늘색 옷감

현미경의 방향이 눈을 향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관찰한 사물의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기
록해 보자. 관찰 도중에 생긴 궁금한 점들이 있는가? 이러한 궁금증도 함께 기록해 보자.

광학 줌과 디지털 줌

교과서 흰 부분, 색 부분

손, 지문

머리카락

특징 메모
흰 종이 부분은 뭔
가 구별이 어렵고 검은 점 같은 것
들이 간혹 있다.
색이 있는 부분이 육안으로는 선
명한데 가장자리는 흐릿하다.

특징 메모
동그랗게 돌아가는
지문 모습을 볼 수 있고, 지문을 형성
하는 패인 곳, 땀구멍 등을 볼 수 있
다. / 땀구멍에 LED 광원이 만드는
동그란 원이 관찰을 방해한다.

특징 메모
염색해서 상한 부
분이 보인다. 머리카락이 촘촘히
난 부분과 듬성듬성 난 부분이 확
연히 다르게 보인다.

옷

노트의 선

볼펜

육안으로는선인데,점 특징 메모
볼펜 똥이 뭉쳐진
특징 메모
섬유 조직이 보이고 특징 메모
가는 실들이 엮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점이연결되어있어서흐린선으로보인 부분에 LED 광원이 비쳐서 더
다.규칙적점들의배열이신기하다.
도드라져 보인다.

광학 줌은 사물을 접안렌즈와 대물렌즈의 곱만큼 확대
하는 방식이다. 사물과 대물렌즈의 거리(초점 거리)를 조
절하면서 초점을 맞춘다. 고배율로 관찰하는 경우 단위
면적을 투과하는 빛의 양이 줄기 때문에 저배율에 비해
화면이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모자이크처럼 보이지 않고
선명한 확대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특징 메모

특징 메모

특징 메모

디지털 줌은 카메라에 포착되는 이미지의 화소를 확대
하는 방식이다. USB 현미경도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

현미경 없이 맨눈으로 봤을 때와는 다른 상이 보인다. 사믈의 특징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서는 어떻게 관찰하는 것이 좋을까?

는 화소를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반복해서 확대하는 경
우 이미지는 선명하지 않고 깨진다. 사진을 컴퓨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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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확대하면 가장자리가 어색하게 모자이크처럼 보이
는 것과 같다.
따라서 USB 현미경의 디지털 줌 배율은 광학 현미경

다양한 USB 현미경

의 광학 배율과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것으로 동일한 배

USB 현미경은 USB로 핸드폰 혹은 모니터에 관찰 상을

율이 아니다. 실제로 1,000배 USB 현미경이라고 표시되

보여주는 형태이다.

어 있어도 광학 배율 40 ~ 100배 정도의 관찰 상을 보이

기본적으로 LED 광원, 카메라, 몸통, 초점 조절 부위,

며, 그 이상의 확대된 선명한 이미지를 얻기 어렵다.

USB 연결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USB 현미경

현재의 USB 현미경은 세포 수준의 정교한 관찰이 불가

은 그림과 같은 카메라와 광원이 달린 몸통에 USB 케이

능하며 광학 현미경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사

블에 연결된 모습이다. 최근에는 USB 연결선이 없이 블

용 목적과 용도에 맞게 USB 현미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루투스로 연결하는 형태도 있다.
또 현미경 스탠드와 현미경이 일체형으로 고정되어 있

USB 연결선

고, 재물대 위에 시료를 높으면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USB 현미경도 있다. 이런 고정형 현미경은 주로

몸통

산업체에서 반도체 회로 검사 등에 사용한다.

초점 조절 부위
카메라(몸통 내부)

더 알아보기
다양한 USB 현미경

LED 조명
USB 연결선

http://iped.kr/9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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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필통과 종이를 관찰하자

좀 더 알아보자.

관찰은 사물의 유형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어 과학의 탐구나 기술적 발명에 많
은 영감을 주게 된다. 지속적이고 정교한 관찰을 통해 사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구조를 관찰하기
과학 과정 기능 중 하나인 관찰
비판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관찰, 측정, 분
류, 추론, 예측, 실험, 의사소통과 같은 과학의 활동 과정
을 필요로 한다. 관찰은 과학적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기초적인 활동이고 매우 단순한 듯 하지만, 의문점을
불러일으키며 과학뿐만 아니라 발명을 위한 문제 해결

천으로 된 필통

관찰을 할 때 육안으로 보기만 하는 것보다 오감을 활용하거나, 측정한 결과를 더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물을 설명할 수 있다.
자연물이나 사물의 모양, 크기, 무게, 질량, 촉감, 다양한 용도, 단점, 장점, 그리고 발견 지
역 및 서식처 등 다양한 기준으로 관찰을 진행할 수 있다.
여러분의 필통으로 관찰 연습을 해 보자. 먼저 아래와 같이 여러 기준으로 관찰하고 기록
해 보자. 제시된 특징 이외에 다른 특징들을 논의할 수 있다.

방법에도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다.

관찰은 다음과 같은 세부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모양

크기

무게

용도

단점

장점

기타

모서리가
둥근 사각
기둥 모양

10 X
20 X
5cm

펜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무거움.

필통

길이가 애매해서
모서리에 끼이는
펜이 있음.
밝은 색 천이라
때가 잘 탐.

잘 늘어나서
이것저것
잘 들어감.

다음번에는
비닐 코팅된
필통을
살 계획임.

· 색, 질감 또는 냄새와 같이 묘사되는 대상의 기본 속성을 오
감을 사용하여 관찰하고 기술하기

이번에는 USB 현미경으로 필통을 관찰하고 특징을 기록해 보자. 어떤 패턴을 관찰할 수

·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기

있나요?

· 전체를 부분으로 구분해 보기

섬유들이 빽빽이 꼬여 있고 가로세로로 조밀하게 짜여 있음.
안에 코팅된 부분이 반사됨.

· 부분에 이름을 만들고 기술하기
· 본 것을 그리고 명칭 붙이기

관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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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관찰하여 특징을 명료히 구분
관찰 활동은 한 가지 사물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비슷

이 활동은 필통 자체를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1)

하거나 다른 특성을 가진 둘 이상의 사물을 동시에 진행

관찰을 다양한 각도에서 진행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2) 사

하기도 한다. 비교 관찰은 일반적인 관찰보다는 관찰의

물의 구조와 기능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

기준이나 초점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양파 세포와 구강

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업 시간에 필통을

상피 세포를 동시에 관찰하는 활동은 세포의 구조를 이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디자인 등의 활동은 지양하고

해하는 동시에,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차이점을 확인

관찰 및 비교 관찰 활동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한다.
교재는 천으로 만들어진 필통을 관찰하는 내용으로

하기 위한 활동이다.

구성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갖고 있는 종이, 철 등 다른
비교 관찰은 다음과 같은 세부 활동을 포함한다.
· 두드러지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고, 이러한 특징에 초점
을 맞추어 다시 각각을 관찰함.

소재로 만들어진 필통을 관찰할 수 있다.
익숙한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특징이나 개
선점을 찾아보는 활동은 발명 활동의 출발점이 된다. 필통

· 시간에 따른 비교 –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이러
한 변화와 함께 일어난 다른 변화

을 정교하게 관찰하는 활동은 익숙한 사물인 필통을 여러
기준에 따라서 관찰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를 관찰함.

또한 필통을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필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현상 관측을

통의 기능과 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하는 필통의 구조적

바탕으로 유형을 파악하거나, 다음

특징을 관련지을 수 있다. 즉 펜을 담을 수 있고 펜이 부

번 관찰에서의 변화를 예측함.
나비 한살이 관찰

러지지 않도록 적당히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필통의 기
능과 구조를 관련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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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조와 기능의 관계 이해

왜 필통은 부드럽고 잘 늘어나는 양말 천이나 알록달록한 색종이로 만들지 않을까?
아마 양말과 같은 천이라면 늘어나서 그 틈새로 펜의 뾰족한 부분이 나와 버려서 좋은 필
통이 되기 어렵고, 색종이는 알록달록하고 예쁘지만 얇고 힘이 없어서 펜을 담아두기 어렵
기 때문이다.

필통을 구성하는 천은 가로세로로 직조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필통의 구조와 기능을 관련지어 보자.
구조

기능

가로세로가 촘촘히 짜여 있는 구조

쉽게 찢어지지 않고 펜을 보관

필통 내부 천의 코팅

펜의 뾰족한 부분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음

에 기여하게 된다.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1) 관찰 활동을 통한 패턴 인식
한 가지 자연물이나 사물을 집중적으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다른 사물과 비교 대
조하면서 그 특성을 더욱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자연 현상이나 사물을 접할 때 이해하는 방식 중 하나는
관찰을 통한 특성 파악, 그리고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다.

종이와 펜을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자. 종이와 펜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궁금증을 갖
고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
이는 우리 주변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신소재로서 배터리, 반도체, 열전도

패턴은 반복되는 구조나 규칙성 관찰 등을 통하여 발견
할 수 있는데, 패턴 인식 활동과 관련되는 관찰 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체 등 종이의 특성과 다양한 기능에 대한 연구가 이
종이와 펜

루어지고 있다.

종이는 전통적으로 뭔가를 쓰고 인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물체이다. 여러분은 지
금도 인쇄된 종이를 보고 이 교재를 보면서, 노트에 여러분의 생각을 펜으로 적고 있다.

① 자연 및 사물을 관찰하고 유형을 설명한다.
달을 관찰하여 패턴을 이해한다.

필기할 때 더 선호하는 노트와 펜 세트가 있는가? 어떠한 면에서 선호하는가?
똥이 없고 빨리 써짐, 가느다랗고 선명하게 적힘,
칸의 선이 진하지 않고 부드러워서 눈이 피로하지 않음 등 다양한 답이 가능하다.

USB 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그 답을 찾아보자.

②자
 연 및 사물을 관찰하여 유사점이나 차이점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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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유형을 구분한다.
거미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고(몸통이 머리가 슴으 로만 구 분되고

관찰을 통한 패턴 인식, 기능과 구조의 인식
미국의 과학 교육과정인 차세대 과학 표준(NGSS: Next

다리가 여덟 개) 이러한
특징을 기준으로 거미
류를 구분할 수 있다.

generation science standard)에서는 과학과 공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연 세계 이해를 위한 관점 형성

③거
 시적인 패턴이 현미경 및 원자 수준 구조의 본질과 관련

을 돕는 일곱 가지 교차 개념(crosscutting concepts)을 제

되어 있음을 인식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하

기한다. 교차 개념에는 1) 패턴, 2) 인과 관계, 3) 척도·비율·

거나, 원인과 결과 관계를 파악하여 그래프 및 표를 사용

양, ４) 시스템과 시스템의 설명, 5) 에너지와 물질, 6) 구조와

하여 패턴을 식별한다.

기능, 7) 안정과 변화가 있다. 즉, 패턴을 인식하거나, 원인과

식물 줄기를 현미경으로 관찰

결과를 추론하거나, 척도나 수량을 측정할 수 있고, 관심 있
는 현상에 대한 설명 모형을 형성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이
루고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 사용 등에 대한 설명, 이러한 물

하여 물관이 여러 개의 가는 관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찰하
고, 물의 이동을 모세관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식물의 관다발 횡단면

질의 모양과 그 하부 구조 및 사물의 속성과 기능의 관계에
대한 설명, 더 나아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 어떻게 안정
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관찰 활동은 특히 패턴 인식, 구조와 기능 관계 이해와
밀접히 관련된다.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한 결
과, 사물에 내재한 규칙성이나 패턴을 이해하게 된다. 또
한 이러한 구조의 관찰과 이를 통한 추론은 사물의 기능

④ 현상의 인과 관계 설명을 위해서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사고 방법
을 사용하여 특정 패턴을 인식하
고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박과의 식물은 자방이 세 개로 이루어진 삼심피임을 관찰
하고, 씨를 바르기 쉽게 수박을 자르는 방법을 고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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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우리도 해 보자.

종이 필기감을 모방해 보자.
종이에 펜으로 필기하면 종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USB 현미경으로 관
찰해 보자. 선호하는 노트-펜이 주는 필기감을 어떻게 응용하여 발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염두하면서 관찰해 보자.

종이의 구조와 기능
여러 종류의 종이와 펜을 비교 관찰하는 활동을 통해서
구조와 기능의 관계를 이해하고, 종이에 쓰는 것과 같은
필기감을 모방해 보는 활동이다.

노트 필기

더 알아보기
종이를 만드는 과정
http://iped.kr/9110102

1. 종이의 구조
이 활동은 종이를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펜으로 쓸
때 느끼는 필기감을 설명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서로 다
른 종류의 종이에 펜으로 적고 USB 현미경으로 관찰하

1. 발명 교재와 신문지, 그리고 선호하는 노트를 준비한다. 육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촉
감을 느껴 보면서 특징을 기록한다.
발명 교재는 약간의 광택이 나는 하얀색이고, 신문지는 회색의 탁한 색이다. 노트는 흰색은 아니
고 약한 황색이다.
발명 교재는 맨들맨들하고, 신문지나 노트는 거칠거칠하다. 노트가 좀 덜 거칠지만 생각보다 거
친 느낌이다.

2. 종
 이를 손으로 찢은 다음에, 쩢어진 면을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어떤 특징을 관찰
할 수 있는가?
세 종이 모두 섬유로 구성된 모습이 보인다. 신문지가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들이 많이 풀어져 나
오고, 발명 교재는 덜 풀어진 모습이지만, 고배율에서는 매우 많은 섬유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얇아 보이는데, 관찰해 보면 입체감이 느껴진다.

면서 구조를 확인한다.
손으로 종이 표면을 만지면 매끄러운 느낌이지만 USB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무수히 많은 섬유들이 불규칙하게

3. 각
 종이 위에 볼펜과 연필, 그리고 선호하는 펜을 사용해 5mm 이하로 조그맣게 “A”
라고 적고, USB 현미경의 저배율 및 고배율로 관찰한다.
122

배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를 형광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에서는 더욱 더 선명하게 종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를 관찰할 수 있다.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 화학 처리, 필기감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의 특성에 따라서 흑연이나 잉크가 섬유

사각사각 필기하는 소리는 마찰력 때문

표면과 그 사이에 끼이는 정도가 다르다. 섬유가 균일한 굵기로
배열되어 있는 경우 펜이 지나간 자리에 균일하게 흑연 또는 잉
크가 스며든다. 잉크나 흑연이 규칙적으로 묻어 있기 때문에 육
안으로 보기에 번져 보이지 않고 글씨가 또렷해 보이다.
하지만 필기감은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지 과정 중 도공 공정은 종이 표면을 화학 물품
으로 처리하여 매끄럽게 하거나, 백색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포

형광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종이의 섬유 배열

함한다. 화학 물품 처리가 되면 종이 표면이 매끄럽게 되어 연
필의 경우 자국만 남고 흑연이 잘 끼이지 않는다. 볼펜의 경우

글씨를 쓴 부분에 흑연이나 잉크가 균일하게 분포된 것이 아

섬유 사이로 잉크가 스며들어야 하는데, 잉크의 흡수가 늦어져

니라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 사이에 끼여 있거나, 표면을 구성

서 잘 번지고 손에 묻어나게 된다. 반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

하는 섬유를 타고 번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종이

은 신문지의 경우에는 섬유 사이로 흑연이 많이 끼여서 손에 잘

에 펜으로 한 필기는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인 마이크로피브

묻어나고, 볼펜의 경우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를 따라서 잉크가

릴(microfibril) 표면 혹은 사이에 흑연이나 잉크가 끼이는 현

쉽게 퍼져서 글씨가 번진다.

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느끼는 “필기감”은 종이의 섬
유 배열로 생기는 요철 부위와 딱딱한 흑연 혹은 펜심 사이의

2. 종이 관찰 결과 발표

마찰로 생기는 느낌이다.

학생들의 활동 결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정교한 관찰 유
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능한 종이를 구성하는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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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에 USB 현미경을 대고 관찰하면 하얀 색이어서 관찰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손으로 찢
은 면을 보면 종이를 구성하는 무수히 많은 얇은 섬유들인 마이크로피브릴을 볼 수 있다.

종이를 만드는 과정
한지를 제외하고 우리가 주로 쓰는 종이는 목재를 주원료로
하여 각종 기계적, 화학적 처리를 통해 용도에 알맞은 종이가
된다. 제지 과정은 조성 공정, 초지 공정, 도공 공정, 마무리

찢은 교재 종이

찢은 신문지 종이

형광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종이의 섬유배열

첫 번째 사진은 교실의 나무 책상 위에서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발명 교재를 구성하는
섬유, 두 번째 사진은 신문지를 구성하는 섬유들이다. 세 번째 사진은 종이에 형광 처리한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성 공정 - 목재 펄프를 물에 해리하고(섬유를 물에 풀어지

전자 현미경의 사진이다. 레이스처럼 듬성듬성 섬유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게 하는 과정) 고해하는(물에 풀어진 섬유를 기

전자 현미경으로 매우 확대한 모습이다.

계적으로 절단) 과정을 통해서 곤죽으로 만드는

이러한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가는 섬유들은 종이의 원료인 목재의 섬유질이 제지 과정에서
가공된 것이다. 종이는 목재의 셀룰로오스 섬유질을 추출하여 아주 얇은 섬유들로 구성된

과정. 섬세한 섬유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종이의

곤죽을 만든 이후에, 물을 없애면서 높은 압력으로 누르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품질과 밀접히 관련됨.
초지 공정 - 조성 공정을 마친 지료를 탈수 및 건조하여 섬유

종이에 필기를 하면 어떤 변화가 관찰되는가?
사각사각 쓰는 소리가 난다.
균일하게 잉크가 묻은 것이 아니라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 사이의 틈에 더 많은 잉크가 묻은 부분과
잉크가 덜 묻은 부분이 있다. / 군데군데 종이 섬유와 관계없이 잉크가 많이 묻어 있고 그 주변의 종
이 섬유 사이로 잉크가 옅게 퍼져 있는 모습이 보인다. / 잉크가 덜 말랐을 때 손을 대면 번져 나간다.

를 누르고 종이로 제조함.
도공 공정 - 종이의 표면에 안료를 도표하여 종이의 특성(광
택, 균일성, 백색도) 등을 개선함.

종이를 이루는 섬유들의 배열에 따라서 글씨가 더 선명하게 써지거나, 번지거나 하는 필기
감이 생기게 된다. 여러분이 선호하는 종이 - 펜의 필기감을 USB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선호하는 이유와 관련지어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젤펜–볼
 펜으로 쓸 때는 잉크가 더 많이 나온 곳과 덜 나온 곳이 있어서 글씨가 군데군데 진하
기가 다른데 잉크가 균일하게 나와서 글이 선명하다 / 비슷한 양의 잉크가 들어가서 글
이 선명하다. 여러 색이 있다.
연필 – 지
 울 수 있다, / 연필심이 물러서 힘주지 않아도 글이 잘 써진다. / 뾰족하고 선명하게 적
을 수 있다.
만년필 – 섬유들 사이로 잉크가 번져 있고 글씨가 뾰족하지 않다.

더 알아보기

· 종이는 대부분 표백 처리가 되어 있어서 USB 현미경
으로 필기하지 않은 종이를 관찰하는 경우 종이를 구
성하는 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 종이를 손으로 찢거
나, 필기한 후에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 연필, 볼펜,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젤 펜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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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후에 세 개의 사진을 동시에 비교 관찰해야 종이
마다 다른 섬유의 배열이나 펜으로 인한 차이점을 확
인할 수 있다. 관찰 결과를 기술할 때에는 반드시 동시

유의 구조와 각 종이의 기능을 관련지어 설명하게 한다.

에 보면서 비교 관찰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종이를 찢어서 USB 현미경으로 구성하는 섬유 구조 관찰

<발명 교재 종이
– 볼펜, 연필>
고배율

발명 교재
종이
발명 교재 종이 저배율

발명 교재 종이 고배율

볼펜 글씨 고배율

연필 글씨 고배율

볼펜 글씨 저배율

연필 글씨 저배율

볼펜 글씨 고배율

연필 글씨 고배율

<신문지 –
볼펜, 연필>
저배율

신문지
신문지 저배율

신문지 고배율

종이에 쓴 글씨를 USB 현미경으로 관찰

<신문지 –
볼펜, 연필>
고배율

<발명 교재 종이
– 볼펜, 연필>
저배율
볼펜 글씨 저배율

연필 글씨 저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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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필기를 응용한 발명품을 고안해 보자.

종이에 펜으로 적는 필기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반대로 종이에 적힌
글씨를 지울 때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 종이에 펜으로 적는 것,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는 활동을 응용하여 발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종
 이-펜 시스템의 필기감을 모방하는 발명품
을 고안해 보자.
종이의 글씨를 지우는 활동은 종이에 붙어 있던 흑연이
지우개에게 옮겨붙는 원리임을 이해하고, 연필이 아니지
만 지울 수 있는 Frixion 펜을 쓰고 지우는 활동이다. 전
시간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이-펜의 관계를 생각해 보
고, 이를 모방하는 발명품을 고안한다.

종이의 글씨 지우기

다양한 Frixion

1. 노트에 연필로 작게 ‘A’라고 적은 후에 지우개로 지운 다음, 육안으로 관찰하고, USB
현미경으로도 관찰한다.
육안으로 볼 때는 희미한 자국 정도만 남고 다 지워졌지만,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섬유
사이에 끼인 흑연이 다 지워지지 않았다.

연필로 쓴 글씨는 다시 지울 수 있다. 그런데 볼펜으로 쓴 글씨도 지울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2. 노트에 볼펜으로 적은 글씨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Frixion 펜으로 쓰고 지우기

일반적인 종이에 볼펜으로 적은 경우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지워지는 펜들이 있다.

http://iped.kr/9110103

3. Frixion 검은색 펜으로 조그맣게 글씨를 적고,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자.
육안으로 봤을 때 볼펜의 검은색보다 좀 흐리다. USB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일반적인 볼펜과
큰 차이가 없다.

4. Frixion 펜 뒤의 지우개로 지운 후의 변화를 육안과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자.

종이의 글씨를 지우기

5. F
 rixion 펜으로 지운 종이를 냉동고에 잠시 두었다가 육안과 USB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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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운 글씨 저배율

지운 글씨 고배율

펜에 달린 지우개로 지운 후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

노트에 연필로 글씨를 적고 지운 후에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다.
육안으로는 다 지워진 것 같지만, USB 현미경으로 관
찰해 보면 여전히 자국이 남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USB
현미경의 저배율에서는 희미하게 글씨가 보인다. 고배율
로 관찰해 보면 표면의 흑연은 지워졌지만, 여전히 섬유
사이에 끼어 있는 흑연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Frixion 지움 저배율

Frixion 지움 고배율

냉동고에 15분 이상 둔 후에 USB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

지워지는 볼펜의 글씨 지우기
발명 교재에 지워지는 볼펜으로 적은 후 USB 현미경으
로 관찰한 사진

Frixion 지우고 냉동 15분 저배율

Frixion 지우고 냉동 15분 고배율

지워지는 볼펜의 원리
볼펜인데 어떻게 지우개로 지워질까? Frixion 펜이 종이
의 섬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펜에 붙은 지우개의
교재-frixion 저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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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frixion 고배율

성능이 매우 좋아서 글씨가 지워지는 것도 아니다.

종이-펜 발명품 고안 발표

Frixtion 펜으로 적을 때와 다른 볼펜으로 적을 때 어떤 차이점을 느꼈습니까?
Frixtion 펜의 차이는 잉크에 있다. Frixion 펜의 잉크는 지우개의 마찰로 인한 열로 인해
서 잉크의 속성이 변하면서 색이 보였다가, 낮은 온도에서는 다시 색이 나타나게 된다.

학생들의 발명품은 종이-펜 필기감의 여러 측면을 이해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했는지의 유무로 평

이제 무심코 지나쳤던 노트와 펜들이 좀 다르게 보이나요?

가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고안한 발명품에 대한 아이

여러분이 종이, 펜, 필기감과 관련한 관찰을 어떻게 발명에 응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1. 종이-펜의 필기감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다양한 특징을 생각해 보자.

디어는 독특하고 실용적인지, 많은 친구들이 아이디어에
동의하는지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종이의 섬유 사이를 마찰하여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
연필로 적는 경우 섬유 사이에 낀 흑연이 지우개에게 옮겨붙어서 글씨가 안 보인다.
펜의 촉 지름에 따라서 섬유 사이에 끼이는 정도가 다르다.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의 밀도나 화학 처리 정도에 따라서 필기감이 다르다.
펜의 잉크 종류에 따라서 섬유에 묻어나는 정도가 다르다.

제한된 시간 내에 완결된 발명품을 고안하기 어렵고,
학생으로서는 여러 기술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종
이-펜의 필기감을 활용한 발명품을 모색하는 과정에 중

2. 종이-펜 필기감을 응용한 기존의 발명품을 살펴보자.

점을 두어서 진행할 수 있다.

- 지워지는 펜
- 종이 질감의 액정 필름
- 압력에 따라 다르게 적히는 스타일러스
- 매끄러운 표면에 필기하지만, 인위적으로 필기감을 부여하는 입력 장치
- 표면에 여러 겹의 섬유로 처리하여 마찰을 높이고 마모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타이어

종이-펜 필기감을 모방한 발명품을 종이를 구성하는 여러 가
닥의 섬유들과 마찰력, 펜을 구성하는 잉크와 섬유의 반응 등

3. 종
 이-펜의 필기와 관련된 특성 중 여러분이 발명품에 응용하고자 하는 특성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안한 종이-펜 필기감을 모방한 발명품을 스케치하고, 더 확인하고 싶은 내용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종이 질감’, ‘저항’, ‘필기감’ 등의 검색

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여러분이 고안한 발명품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보자.

어로 키프리스(http://kipris.or.kr)를 검색하여 기존의 발명

착안한 특성

종이-펜 필기감 모방 발명품 스케치

품을 참고할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더 확인할 점

- 지워지는 펜은 잉크의 특성에 의한 것인데, 일본 특허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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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rixion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잉크가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 보자.
- 흑연이 아닌 나노 물질로 구성되어 연필의 필기감을 가지

비밀은 온도에 반응하는 잉크에 있다. 이 잉크는 열이

는 볼펜도 있다.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보이지 않는다. 지우개로 지우

종이를 구성하는 섬유들 사이의

는 온도는 상온이지만, 지우개로 종이를 지우는 동안에

마찰력을 활용한 발명품은 주로

마찰력에 의해서 온도가 상승하여 글씨가 지워진다. 반

전자 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대로 냉동실에 넣거나 차가운 온도에서는 지워졌던 글씨

자 기기의 표면을 종이 질감처럼

가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열에 의해 반응하는 잉크의 특

처리하거나, 전자 기기의 입력 장

성으로 지워지는 것이며, 이는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특
허출원번호 10-2007-0122441)
· Frixion 펜의 잉크는 세 가지 물질의 혼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잉크의 색을 나타내게 하는 물질, b–a와 결합했을 때에만 색
을 내는 잉크, c–a와 b의 결합을 막는 물질이다. -10도에서 60
도 사이의 온도에서는 a와 b가 결합되고, c는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잉크의 색을 나타낸다. 그런데 60도 이상의 고온이 되면 c
가 a와 b 사이의 결합을 막아서 잉크의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 Pilot 회사는 1975년에 이러한 특성을 갖는 Mometo라는 잉크
를 개발했지만, 즉시 실용화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아주
제한된 온도에서만 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볼펜으로 활용하기 어
려웠으며, 잉크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크기가 너무 커서 볼펜의
잉크로 부적절했기 때문이다. 오랜 연구 끝에 더 넓은 온도 범위
(-10~60도)에서 발색이 되고, 머리카락 두께의 1/40 정도인 작
은 입자로 구성하였으며, 2007년에 상용화하여 시판하였다.

치를 사용할 때 필기감을 부여하
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 종이와 같은 느낌이 나는 적정한

종이 질감 보호 필름

마찰이 생기도록 표면을 처리한 것이다.
더 알아보기
종이 액정 보호 필름
http://iped.kr/9110104

- 반면에 입력 장치 자체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필기구(볼펜,
연필 등)를 종이, 천 등에 사용할 때의 느낌을 재현하는 입
력 기구에 대한 발명품도 있다.

11-01 관찰을 통해 발명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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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단원
01-01

02-01

쪽수

교재

그림명

출처

10

교사용

삼성전자

셔터스톡 ID: 539442697

10

교사용

LG전자

셔터스톡 ID: 496032931

10

교사용

소니

셔터스톡 ID: 483096049

10

교사용

애플

셔터스톡 ID: 553623685

10

교사용

힐튼

셔터스톡 ID: 1102229549

10

학생용

DHL

셔터스톡 ID: 1039712524

10

교사용

이스타항공

셔터스톡 ID: 1162411300

11

학생용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1

학생용

제품/서비스 시스템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1

학생용

플랫폼 비즈니스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1

학생용

애플 핸드폰

셔터스톡 ID: 249807004

11

학생용

에어비앤비

셔터스톡 ID: 1149823916

11

학생용

스마트워치

셔터스톡 ID: 1379614118

11

교사용

레노보 신발

CMYK 제작 삽화

11

교사용

플랫폼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1

교사용

App/Web기반 플랫폼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1

교사용

AI/Web기반 플랫폼

포스텍영재기업인교육원(2017), 미래유망비즈니스&비즈니스 성공사례

12

학생용

To the Future

셔터스톡 ID: 662264896

12

학생용

From the Future

셔터스톡 ID: 548790652

12

교사용

벤츠

셔터스톡 ID: 617716007

12

교사용

ibm

셔터스톡 ID: 735904663

12

교사용

microsoft

셔터스톡 ID: 274497602

12

교사용

노틸러스 호

위키피디아, Nautilus under way

12

교사용

Echte Wagner 사의 미래모습 카드 01

플래시백, https://flashbak.com

12

교사용

Echte Wagner 사의 미래모습 카드 02

플래시백, https://flashbak.com

13

학생용

커피포트

셔터스톡 ID: 1135786202

13

학생용

세탁기

셔터스톡 ID: 89837479

13

교사용

지문인식

셔터스톡 ID: 155526815

13

교사용

구글글래스

셔터스톡 ID: 242068195

13

교사용

아이언맨

셔터스톡 ID: 753598444

13

교사용

마크 주커버그

셔터스톡 ID: 179288018

13

교사용

피터 드러커

셔터스톡 ID: 1035571555

14

학생용

곤로

셔터스톡 ID: 1267794814

14

학생용

가스렌지

셔터스톡 ID: 657657499

14

학생용

인덕션

셔터스톡 ID: 790361686

14

교사용

구겨진 옷

셔터스톡 ID: 129499847

14

교사용

스피커

셔터스톡 ID: 287095742

15

학생용

스마트폰

셔터스톡 ID: 229579480

15

교사용

화살및 과녁

CMYK 제작 삽화

17

교사용

스토리텔링사례

유튜브(2013), Apple 2013 Christmas commercial: misunderstood

17

교사용

정글

셔터스톡 ID: 578391289		

20

교사용

의사소통지수 표

김은성(2009),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21

학생용

의사소통지수 표

김은성(2009), 오바마처럼 연설하고 오프라처럼 대화하라

21

학생용

엘리베이터피치

셔터스톡 ID: 557509663

22

학생용

두뇌

셔터스톡 ID: 728353228

22

학생용

생각

셔터스톡 ID: 1276140478

22

학생용

open

셔터스톡 ID: 612725408

22

학생용

엄지척

셔터스톡 ID: 746920423

23

학생용

한화그룹 로고

한화그룹 로고

23

학생용

JTBC 로고

중앙그룹 "JTBC" 로고

23

학생용

JTBC 면접 가이드

중앙그룹 채용 공고 홈페이지, http://recruit.joongang.co.kr/html/main.html

23

교사용

지니캐스팅 비즈니스 모델

지니캐스팅, http://www.ginicasting.net

23

교사용

스타트업 빅뱅

유튜브(2018), 창업 신들의 배틀 '스타트업 빅뱅'

23

교사용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포스터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www.startupidea.kr

23

교사용

NACUE

NACUE, https://nacue.com

25

학생용

SCRIPT

셔터스톡 ID: 57088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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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3-01

04-01

05-01

쪽수

교재

그림명

출처

25

학생용

STORYBOARD

셔터스톡 ID: 634008281

25

학생용

VOICE OVER

셔터스톡 ID: 342388487

25

학생용

ILLUSTRATIONS

셔터스톡 ID: 1112004371

25

학생용

ANIMATION

셔터스톡 ID: 794359405

25

학생용

SOUND FX

셔터스톡 ID: 744676912

25

학생용

스토리보드

셔터스톡 ID: 596401673

26

학생용

트로피

셔터스톡 ID: 1066976033

26

학생용

아이&엄마

셔터스톡 ID: 49377037

26

학생용

발명품들

셔터스톡 ID: 434617552

26

학생용

꿈

셔터스톡 ID: 81288637

27

교사용

VivaVideo

구글플레이스토어, 비바비디오

27

교사용

필모라고

구글플레이스토어, 필모라고

27

교사용

키네마스터

구글플레이스토어, 키네마스터

32

교사용

OECD 교육 2030 학습 개념틀

최상덕(2018), 외국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통한 핵심 역량 교육 사례, 행복한 교육

33

교사용

클라우드 빙고 게임

셔터스톡 ID: 1369477130

33

학생용

클래시 오브 클랜

티스토리(2014),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육성 공략

34

교사용

DISC 행동유형검사 사이트 접근하기

DISC 성격유형검사, https://kr.vonvon.me/quiz/767

35

학생용

구굴문서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https://play.google.com/store

35

학생용

구글 문서 기본창

구글문서 실행 이미지

35

학생용

구글 문서 기능 기본 명령단추

구글문서 실행 이미지

35

교사용

구글 문서 앱 준비하기

구글문서 실행 이미지

36

교사용

구글문서 도구란?

KDLT NEWS(2017), google-docs-icons, https://www.kdlt.com/search/google+docs

37

교사용

마인드맵

셔터스톡 ID: 529043491

38

교사용

수업시간 발표의 효과성

셔터스톡 ID: 1147175117

39

학생용

패들렛

구글플레이스토어, 패들렛

39

교사용

패들렛

패들렛, https://padlet.com

42

교사용

IOS, 안드로이드 이미지

셔터스톡 ID: 636948847

42

교사용

모바일 웹화면, 앱 화면

daum, https://www.daum.net & https://m.daum.net

43

학생용

앱 주요 화면(스마트폰 빈 화면)

CMYK 제작 삽화

43

교사용

구글 선정 2018년 최고의 앱

BLOTER, 구글과 애플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은?

43

교사용

애플 선정 2018년 최고의 앱

BLOTER, 구글과 애플이 선정한 2018년 최고의 앱은?

44

학생용

전체 앱 인벤터 화면(좀 더 알아보자)

앱 인벤터, https://appinventor.mit.edu

44

학생용

전체 앱 인벤터 화면(우리도 해보자)

앱 인벤터, https://appinventor.mit.edu

47

교사용

앱 제작 계획 세우기

셔터스톡ID: 699631414

47

교사용

5개 앱 개발 사진

셔터스톡ID: 177063098

48

교사용

전체 앱 인벤터 화면(함께 도전해 보자)

앱 인벤터, https://appinventor.mit.edu

48

학생용

앱 주요 화면(스마트폰 빈 화면)

CMYK 제작 삽화

49

학생용

앱 인벤터 제작 모습

CMYK 제작 삽화

54

교사용

그레이엄 벨(Alexander Graham Bell)	The Nation(2015), January 25, 1915: Alexander Graham Bell, in New York, Speaks on the

54

교사용

4차 산업혁명

CIO(2018), CIO 100: Get your businesses read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셔터스톡 ID: 586567277

Telephone With Thomas Watson, in San Francisco
55

학생용

스마트폰

55

교사용

지식재산의 종류 -특허	미국특허청, Airborne fulfillment center utilizing unmanned aerial vehicles for item delivery,

55

교사용

지식재산의 종류- 실용신안

키프리스, 색연필케이스, 2004844740000

55

교사용

지식재산의 종류-디자인

셔터스톡 ID: 1152819125

55

교사용

지식재산의 종류-상표

SKT T전화 로고

55

교사용

지식재산의 종류-저작권

셔터스톡 ID: 257765110

55

교사용

신지식재산권의 이해

CMYK 제작 삽화

55

교사용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

56

교사용

지식재산의 유형

특허청 지식재산 탐구생활, https://www.kipo.go.kr/easy/

56

교사용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미국특허청, Adhesive vehicle front end for mitigation of secondary pedestrian impact

57

교사용

토끼 귀 의자

US9305280B1

,US9340178B1

06-01

AliExpress, 단단한 나무 어린이 의자

57

학생용

휴대폰케이스

셔터스톡 ID: 1199375926

58

교사용

레몬과 데브시스터즈의 특허 분쟁

디스이즈게임(2016), '쿠키런'은 어떻게 특허 분쟁에서 이겼을까?

58

교사용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도면

키프리스,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1003890930000

58

학생용

쿠키런

쿠키런 실행 이미지

59

교사용

글로벌 특허 분쟁 (케이엔텍과 일본 경쟁사)

11번가. [아로마센스] 실속패키지 9000 비타민 필터 향기 샤워기 헤드

59

교사용

특허괴물(사진1)

유튜브(2017), 진화하는 NPE, 특허 사나포선 경계령
유튜브(2017), 진화하는 NPE, 특허 사나포선 경계령

59

교사용

특허괴물(사진2)

60

학생용

휴지통 아이디어 보드

셔터스톡 ID: 57698734

61

교사용

라이언 위조상품

관세청(2017), 사이버감시단 웹진

65

학생용

마법천자문

키프리스, 한자 교재 및 애니메이션 한자 교재를 기록한 기록매체, 1005920360000

이미지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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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7-01

08-01

쪽수

교재

그림명

출처

65

교사용

상표 아미

키프리스, ARMY, 4013538060000

65

교사용

파리바케트

키프리스, 케이크용 포장케이스, 3005383580004

66

학생용

브레인스토밍

CMYK 제작 삽화

67

교사용

3D 프린터

셔터스톡 ID: 563617177

68

교사용

길라C&I

키프리스, 버턴자동식 발광펜, 1001678400000

69

학생용

닭떡닭떡

CMYK 제작 삽화

69

학생용

소떡소떡

CMYK 제작 삽화

69

학생용

코끼리 모자

CMYK 제작 삽화

69

학생용

토끼 모자

CMYK 제작 삽화

69

교사용

대패삼겹살

키프리스, 대패삼겹살, 4004051020000

69

교사용

해물교자

키프리스, 백종원의 해물육교자, 4014295680000

69

교사용

돌솥조립체

키프리스, 돌솥 조립체, 1013560420000

70

교사용

테일러 로젠탈

SBS뉴스(2016), 학교 과제하다가…'대박' CEO 된 중2 소년

70

교사용

차세대영재기업인

DVN뉴스, 한국발명진흥회 차세대영재기업인 연합캠프 개회

78

학생용

바인더 수첩

셔터 스톡 ID: 270823379

78

학생용

버스전용차선

셔터 스톡 ID: 327889217

78

학생용

쇼핑카드

셔터 스톡 ID: 721793698

78

학생용

팝업북

셔터 스톡 ID: 81149131

78

학생용

자동수도꼭지

셔터 스톡 ID: 230836387

78

학생용

로봇청소기

셔터 스톡 ID: 1184098828

78

학생용

나누어진 그릇

셔터 스톡 ID: 1446976241

78

학생용

구부러지는 빨대

셔터 스톡 ID: 1175667763

78

학생용

마트로시카 인형

셔터 스톡 ID: 562614472

78

학생용

주차타워

셔터 스톡 ID: 1347634322

78

학생용

화장지 절취선

셔터 스톡 ID: 192024962

78

학생용

복합기

셔터 스톡 ID: 435047173

78

학생용

콘텍트렌즈

셔터 스톡 ID: 111063590

78

학생용

비대칭이어폰

셔터 스톡 ID: 1075052864

78

학생용

런닝머신

셔터 스톡 ID: 1025602498

78

학생용

이동식 도서관

셔터 스톡 ID: 1317843473

78

학생용

반송봉투

셔터 스톡 ID: 350915132

78

학생용

맥가이버 칼

셔터 스톡 ID: 413682433

78

학생용

팔토시

셔터 스톡 ID: 1431396428

78

학생용

냉장고

셔터 스톡 ID: 1080200909

79

학생용

유엔에서 발표한 17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픽토그램(한글)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main

82

학생용

책상

셔터 스톡 ID: 1157236708

82

교사용

개선된 책상(조립식 책상 결합구조)

키프리스, 조립식 책상 결합구조, 1015036890000

82

학생용

사과

셔터 스톡 ID: 1413508751

82

교사용

사과 커팅기

G-Market, 일본 타이거 크라운 과일 커팅기

82

교사용

개선된 빗자루

이마트몰, 회전 빗자루쓰레받기

82

학생용

옷걸이

셔터 스톡 ID: 1045006462

82

교사용

개선된 옷걸이

고마운점, 논슬립 옷걸이 다용도 미끄럼방지 뉴올걸이

83

학생용

부채

셔터 스톡 ID: 1353787226

83

교사용

개선된 부채

셔터 스톡 ID: 1161838663

83

교사용

개선된 쓰레기통(종량제봉투 압축펼침대)

NH마켓, 종량제봉투 압출펼침대

83

학생용

인형극 무대

셔터 스톡 ID: 373737937

83

교사용

개선된 인형극 무대

셔터 스톡 ID: 1106614025

83

학생용

슬리퍼

셔터 스톡 ID: 1225215505

83

교사용

개선된 슬리퍼(화장실용 슬리퍼 방향전환장치)

키프리스, 화장실용 슬리퍼 방향전환장치, 2019990005569

83

학생용

자, 컴퍼스, 각도기

셔터 스톡 ID: 110226443

83

교사용

개선된 자, 컴퍼스, 각도기

키프리스, 컴퍼스 및 각도기 기능을 갖는 직선자, 1007634150000

83

학생용

고양이 사료

셔터 스톡 ID: 600977711

83

교사용

개선된 고양이 사료(애완동물 자동먹이 공급장치)

키프리스, 애완동물 자동먹이 공급장치, 1013733210000

86

교사용

남대문 화재

셔터스톡ID: 1014594025

86

교사용

남대문 복구

셔터스톡ID: 685963663

87

학생용

기계도면

셔터스톡ID: 196109429

87

학생용

건축도면

셔터스톡ID: 111231971

87

학생용

전기계통도

셔터스톡ID: 239078611

87

교사용

도1

키프리스, 휴지통이 부설된 화장지상자, 2002326540000

87

교사용

도2

키프리스, 휴지통이 부설된 화장지상자, 2002326540000

87

교사용

도3

키프리스, 휴지통이 부설된 화장지상자, 2002326540000

87

교사용

도4

키프리스, 휴지통이 부설된 화장지상자, 2002326540000

88

학생용

등각투상법

CMYK 제작 삽화

88

학생용

사투상법

CMYK 제작 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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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09-01

10-01

11-01

쪽수

교재

그림명

출처

92

교사용

정육면체 소마 큐브 조립 예시

위키피디아, File:Soma cube solution.svg

93

학생용

나무블럭 큐브

셔터스톡ID: 290781512

93

교사용

전통 건축 기법

키프리스, 전통 건축 기법을 응용한 퍼즐, 2001837990000

93

교사용

공명쇄

셔터스톡ID: 37063441

97

학생용

화석 연료 자동차

CMYK 제작 삽화

97

학생용

전기 자동차

CMYK 제작 삽화

97

교사용

영국 자동차 충전

셔터스톡ID: 1143679088

97

교사용

독일 자동차 충전

셔터스톡ID: 146391746

98

학생용

다양한 콘덴서

셔터스톡ID: 1146013496

98

학생용

콘덴서의 극성

셔터스톡ID: 1178535160

99

교사용

콘덴서의 일반적인 구조

셔터스톡ID: 1016307631

99

교사용

콘덴서의 종류

셔터스톡ID: 731355235

108 교사용

눈동자1

셔터스톡 ID: 1361790587

108 교사용

눈동자2

셔터스톡 ID: 1361790599

108 교사용

핀홀 안경

셔터스톡 ID: 1208282041

109 교사용

1280px-Camera_obscura_Prague

위키피디아,Camera obscura

109 교사용

001_a01_camera_obscura_abrazolas

위키피디아,Camera obscura

109 교사용

Camera_obscura_box

위키피디아,Camera obscura

109 학생용

Abelardo Morell 1

유튜브(2013), International Orange: Abelardo Morell, Tent Camera Photographs

109 학생용

Abelardo Morell 2

유튜브(2014), International Orange: Abelardo Morell, Tent Camera Photographs

109 학생용

Abelardo Morell 3

유튜브(2015), International Orange: Abelardo Morell, Tent Camera Photographs

111 교사용

카메라 옵스큐라

YTN사이언스(2016), 카메라 옵스큐라부터 디지털 카메라 까지

114 학생용

LetinAR PinMR™ Technology

레티널, https://letinar.com/technology

114 학생용

LetinAR PinMR™ Lens Image (8)

레티널, https://letinar.com/technology

114 학생용

LetinAR PinMR™ Smart glasses

레티널, https://letinar.com/technology

114 교사용

PinMR™ Lens module

레티널, https://letinar.com/technology

114 교사용

LetinAR PinMR™ Lens Image (10)

레티널, https://letinar.com/technology

114 교사용

양안최대120도 시야각도 표시

레티널, https://letinar.com

114 교사용

VR활용의 예

유튜브(2019), 실제로 개발된 영화속 가상 현실 기술들

114 교사용

AR활용의 예

유튜브(2012), CGI VFX Breakdowns : IronMan Hud Shot for Marvel"s The Avengers

115 학생용

레티널렌즈초점테스트1

유튜브(2017),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A

115 학생용

레티널렌즈초점테스트2

유튜브(2017),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A-3

115 학생용

레티널렌즈초점테스트3

유튜브(2017),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B

115 학생용

레티널렌즈초점테스트4

유튜브(2017),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C

115 학생용

레티널렌즈초점테스트5

유튜브(2017), 레티널 렌즈 초점 테스트 D

115 학생용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렌즈 테스트1

유튜브(2018),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렌즈테스트 A

115 학생용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렌즈 테스트2

유튜브(2018), 레티널 멀티핀 미러 렌즈테스트 B

115 학생용

레티널 초고해상도 AR데모

유튜브(2019), LetinAR Super-high Resolution AR Demo 1

115 교사용

AR글라스의 기술적 난제를 풀어내다1

유튜브(2019), 독자적인 스마트글래스용 렌즈 개발_레티널_스타트업히어로

115 교사용

AR글라스의 기술적 난제를 풀어내다2

유튜브(2020), 독자적인 스마트글래스용 렌즈 개발_레티널_스타트업히어로

118 교사용

카메라파이 앱 아이콘

구글플레이스토어, 카메라파이

118 교사용

카메라파이 앱 첫 화면

카메라파이 실행 이미지

118 교사용

카메라파이 앱 실행 화면

카메라파이 실행 이미지

118 교사용

연결 확인 화면

카메라파이 실행 이미지

119 학생용

교실의 학생들

셔터스톡 ID: 201254147

119 교사용

USB 현미경 각 부위의 명칭

셔터스톡 ID: 1327466084

119 교사용

산업용 USB 현미경

셔터스톡 ID: 1410118481

120 교사용

관찰하는 모습

셔터스톡 ID: 1311707417

120 교사용

나비 한 살이 관찰

셔터스톡 ID: 452304466

120 학생용

천으로 된 필롱

셔터스톡 ID: 548278837

121 학생용

종이와 펜

셔터스톡 ID: 715147120

121 교사용

달의 위상 관찰

셔터스톡 ID: 639375763

121 교사용

다양한 거미

셔터스톡 ID: 288056597

121 교사용

식물의 관다발 횡단면

셔터스톡 ID: 549098785

121 교사용

수박 단면

셔터스톡 ID: 339823808

122 학생용

형광 전자 현미경으로 찍은 종이의 섬유배열

위키피디아, Paper

122 학생용

노트 필기

셔터스톡 ID: 134221697

124 학생용

종이의 글씨 지우기

셔터스톡 ID: 1016187397

124 학생용

다양한 Frixion

셔터스톡 ID: 1288539928

125 교사용

종이 질감 보호 필름

폰트리, 종이질감 액정보호필름

4컷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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