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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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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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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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1
리더십 영역
응

용

편

01-03 리더로 미래를 설계하다
02-03 공모전으로 나의 스토리 업글하기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통해 시장에서의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분석
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체화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설계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실제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미래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른다.
또한, 자신의 스토리를 채워갈 수 있는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 과정 전반을 학습한다. 공모전의 종류와 목적,
트렌드를 이해하고, 수상작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기획서를 작성하고 공모전에 도전해 본다.

01-03 리더로 미래를 설계하다
1) 내용 체계

영역 목표

영역

핵심 역량

차시

리더십

미래 선견 능력

5차시

리더로서 미래 사회를 내다보고, 새로운 요구를 발견하여 이를 구체화할 수
있다.
[10발명01-03]

성취 기준

미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요구를 예측하고, 예측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
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
1. 다양한 관점에서의 요구 분석을 통해 메가트렌드를 예측해 본다.

체험 활동

2. 성공 비즈니스 사례 요인을 분석하여 요구되는 리더십을 알아본다.
3. 소비자의 요구와 기능 분석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설계한다.
4. 매력적인 투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설계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을 알고 선정한 아이템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 [중급 01-01]

3) 단원 소개

고도화된 산업의 발달과 자동화 및 정화 기술의 발전에 의해 미래 사회는 예측하기 힘든 속도로 변화하
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 국가, 지역 사회, 개인 소비자 등 다양한 요구
를 예측하여 시장에서의 메가트렌드를 읽고,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필요하다. 더
불어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통해 시장에서의 메가트렌드를 예측하고 다양한 계층의 요
구를 분석하여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체화한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 설계 등을 통해 아이
디어를 구체화해 실제 활용 방안을 탐색하고, 미래 리더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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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0.5차시

활동 개요
흥미 유발
앞선 트렌드를 읽자

… 앞선 시장 요구를 반영하여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 예시
: 성공 비즈니스 사례에서의 성공 요인 및 트렌드
: 주목받는 상품(서비스) 분석을 통한 트렌드

메가트렌드!

전개

2차시
(ppt)

… 국제 사회, 국가, 지역 사회, 소비자 등의 요구 알아보기
… 가치, 편의, 대중성, 경제성 등 다양한 각도의 관점에서
공통의 요구 찾아보기
: 키워드 검색과 자료 수집을 통한 메가트렌드
: 메가트렌드 분석을 통한 시장 예측

리더십과 비즈니스 성공 사례

…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를 과학 기술, 수요 증가, 숨겨진
요구, 융합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기
… 성공한 비즈니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리더십 역량

핵심 기술로 살펴보자
전개

1.5차시
(ppt)

전개/정리
1차시
(ppt)

지도할 때 유의점

… 흥미 유발 자료에서 특정 제품 시장에서
의 트렌드와 시장 전체의 트렌드가 혼합
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
는 특정 주제에 자주 노출되는 키워드 등
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시하거나, 학생 스
스로 자료 수집을 통해 제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도출된 메가트랜드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
서 시장 변화를 예측하여 소비자의 요구까
지 도출하도록 지도한다.
… 사례 외에도 필요한 리더십 역량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지도한다.

… 미래 트렌드 및 소비자의 요구 분석
… 제품 진화 로드 맵, 기능 트리, IFR 등의 분석
… 미래 제품 설명서 작성 및 핵심 기능, 핵심 기술 선정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트렌드 분석
: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의 요구 분석
: 제품 및 서비스의 설명서 작성
: 핵심 기능 및 핵심 기술 선정

… 중등 교재를 통해 배운 기능 분석 방법
을 사용하여 미래 제품(서비스)을 상상
하여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 다양한 비즈니스 시장 분야까지 확대하
여 아이디어를 설계하게 한다.

도전! 크라우드 펀딩

… 성공 비즈니스 사례는 개인 조사를 통해
성공 요인을 도출한 뒤, 모둠 활동을 통
해 공통의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
… (모둠 활동)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 사례
를 사전에 조사한 후 장점과 단점을 분
석하고 앞선 미래 제품(서비스)의 크라우
드 펀딩을 위한 전략을 설계한다.

…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 주목받은 크라우드 펀딩 등의
사례를 통해 요구 분석 및 성공 요인 파악
: 자료 조사를 통한 성공 비즈니스 사례 및 성공 요인
… 크라우드 펀딩 설계하기
: 트렌드를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투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설계

01-02 리더로 미래를 설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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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미래의 메가트렌드-미래 예측의 중요성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기술의 발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환경 등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셀 수 없이 많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
게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예측 대상의 변화가 빠를
수록, 또한 먼 미래일수록 예측하기가 어려워진다.
세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또한 셀 수 없이 많아지고 있
다. 그나마 예측 가능한 기술의 발전, 문화 현상, 주변국과의 외
교 갈등을 비롯하여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 팬데믹, 자연재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준다. 미래 사회
의 변화는 이러한 부분별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거대한 변화이기 때문에 분야 간의 연관성을 잘 살
펴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국가 모두
에게 매우 중요하다. 국가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
와 직결되며, 기업에서의 미래 예측은 그 조직의 경쟁력이기 때
문이다. 특히 기업이 미래를 예측하고 앞선 트렌드를 읽어 소비
자의 요구를 사전에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다. 따라서 국내 트렌드뿐만 아니
라 세계적인 이슈와 현상들을 파악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
계 속에서 미래를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10년 후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미래 이
슈를 2019년에 다음과 같이 새롭게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미래 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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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 고갈

3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8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4

고용 불안

9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5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10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미래 전망 보고서』 등 국내외 다양한 문헌과 데이터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이슈를 선정하였다.
분야
경제(6개)

이슈 명칭
초연결 사회,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디지털 경제, 고용 불
안, 제조업의 혁명, 산업 구조의 양극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사회(10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다문화 확산,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젠더 이슈 심화, 난치병 극
복(100세 시대), 사이버 범죄

정치(5개)

식량 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전자 민주주의, 글로벌 거버넌스
재난 위험,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국가

환경(7개)

간 환경 영향 증대, 원자력 안전 문제, 생물 다양성의 위기, 식
품 안전성

[미래준비위원회의 향후 10년 후 28대 분석 이슈(2015)]

또한 미래준비위원회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기준으로
28개 이슈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아 먼저 대응해야
하는 이슈, 두 번째 그룹은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높
아 실제로 일어날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큰 이슈, 세 번째
그룹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낮은 이슈, 마지막은 발
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이슈로 분류하였
다.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를 제외한 10대 이슈, 디지털 경제와
초연결 사회가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슈는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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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요성 낮음
중요성 증가정도 높음

현재 중요성 높음
중요성 증가정도 높음

◆ 식량안보

◆ 기후

◆ 생물

◆ 사이버

범죄
및 자원 고갈

다양성의 위기

변화와 자연재해

◆ 초연결

사회

◆ 에너지

◆ 글로벌

거버넌스

◆ 저출산·초고령화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 다문화

확산

◆ 디지털

경제

◆ 난치병

극복

◆ 전자

◆ 국가

민주주의
현재 중요성 낮음
중요성 증가정도 낮음

◆ 식품

혁명

위험

◆ 전통적
◆ 젠더

현재 중요성 높음
중요성 증가정도 낮음

안전성

◆ 제조업의
◆ 재난

사회

간 환경 영향 증대

◆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 미래

가족 개념 변화

이슈 심화

세대 삶의 불안정성

◆ 불평등

문제

◆ 원자력

안전 문제

◆ 산업

구조의 양극화

◆ 북한과

◆ 경제이슈

◆ 사회이슈

안보 통일 문제

◆ 고용

불안

◆ 학력

중심 경쟁력 교육

◆ 정치이슈

◆ 환경이슈

[이슈별 현재 중요성과 미래 중요성의 증가 정도]

4.7

글로벌 이슈와의 비교
세계경제포럼(WE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미국국가정
보위원회(NIC) 등 주요 해외 기관이 도출한 글로벌 이슈와
우리나라가 도출한 이슈를 비교하였다.

한국에서
관심이 큰 이슈

공통적으로 관심이 큰 이슈
불평등 문제

세계적으로
관심이 큰 이슈

저출산·고령화

고용 불안 / 사이버 범죄

재정 위기

사회 / 국가 간

/ 에너지 및 자원 고갈 /

/ 유동성 위기

환경 영향 증대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원자력 안전문제 /

/ 북한과 안보·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 식량 안보 /

통일 문제 /

재난 위험 / 생물 다양성의 위기

다문화 확산

글로벌 거버넌스

/ 대규모
테러 공격 /
대량 살상무기
배치

젠더 이슈 심화

◀

3.0

◀

영
3.8
향
(평균)
력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
◆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
고용 불안
◆ 사이버
◆
범죄
에너지 및 자원 고갈
◆
◆
국가 간 환경 영향 증대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
◆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
◆
원자력 안전 문제 ◆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
초연결 사회
주변국과 지정학적 갈등
◆ 디지털 경제
◆
◆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난치병 극복
식량 안보
라이프 스타일
◆
◆
산업 구조의 양극화
생물 다양성의 위기 ◆
식품 안전성
◆ 다문화 확산
◆ 학력 중심 경쟁적 교육
◆
재난 위험 ◆
◆ 글로벌 거버넌스
◆
제조업의 혁명
◆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
불평등 문제

3.0
표시된 영역

◀

5.0

3.3
(평균)
발생가능성
◆ 경제이슈 ◆ 사회이슈 ◆ 정치이슈 ◆ 환경이슈

4.9

더 알아보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http://iped.kr/c010311

더 알아보기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

[미래 이슈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 분석 도표]]

http://iped.kr/c010312

01-02 리더로 미래를 설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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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미래 산업에 영향을 미칠 메가트렌드
미래준비위원회,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 분석을 통해 3대 메가트렌드를 도출해 보자.
분류
기관

사회

환경

•저
 출산·초
미래준비

기술

정치·경제

• 에너지 고갈 • 초연결 사회
• 디지털 경제

•삶
 불안정

•국
 가간환

• 사 이버 범죄

•고
 용 불안

위원회

경 영향

산업
연구원

•불
 평등

고령화 사회 • 기후 변화

•글
 로벌 저성장

•고
 령화

•기
 후 변화

• 디지털 사회

•개
 도국 성장

•1
 인 가구

•식
 량 부족

• 인공 지능

•중
 국 경제 영향력

•자
 원 고갈

• 가 상 현실

•경
 제 양극화다극

증가

체제

산업기술
진흥협회

•저
 출산

•에
 너지 자

•고
 령화

원 전쟁

명 기술

•기
 후 환경

• 인공 지능

•글
 로벌 저성장

• 블 록체인

•세
 계 정치 분쟁

•생
 산 가능
인구 감소

변화

• 4차 산업 혁

•대
 북 경제 협력
•중
 국 경제 영향력

•식
 량 부족
도출
3대

•저
 출산

트렌드

•고
 령화

•기
 후 환경
변화

•4차 산업 혁명

·

메가트렌드가 미치는 영향을 키워드로 알아보자.

에너지 및 자원 고갈(기후 환경 변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미래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7%로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관련 미디어 키워
드를 살펴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키워드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
고 있다. 젊은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로 연
결되고, 기성세대의 고용 연장 등은 고령 인구의 안정된 노후
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자리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와 서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1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면 시장 경제 역시 그 구조를
달리하게 될 것이다.

재취업

해결방안

한 정부의 정책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자원을 대
체할 수 있는 에너지와 해결 방안 분석을 통해 산업과 기술의
발전 방향, 글로벌 경제 활동의 방향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태양광

도시화

태양열

노후소득 재무설계

고용안정
문제

국민연금

세일가스
에너지절약
해결방안

기후변화
환경오염 화석에너지 고갈

연금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관련 미디어 키워드]

풍력
바이오

에너지 및
자원고갈

지구온난화
건강

대체에너지

원인

이산화탄소

출산대책

고령화

12 · 미래 세상과 발명 III

된 키워드를 살펴보면, 원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

무상보육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고용연장

욱 강력해지면서 산업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다음에 제시

온실가스

보육지원
저출산

일자리

대한 인류의 관심이 증대되고 각국의 기후 관련 정책 등이 더

자동차

육아휴직

1인가구
청년실업

변화 등이 현실화되면서 원인이 되는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에

기술화
맞벌이

비정규직

최근 기후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온도 상승에 의한 생태계의

[에너지 및 자원 고갈 관련 미디어 키워드]
출처: 미래 이슈 보고서(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대체에너지
에너지효율
친환경자재
전기자동차

기업가 정신이란?
기업가 정신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나 능력에 구애받지
않고 기회를 포착하고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으로 정
리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은 기업가나 창업자뿐만 아니라 조직
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에게 모두 필요하다.
기업가 정신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뿐 아니라 대
학, 연구소, 공공 기관, 비영리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내
에서 발휘된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산 및
서비스에 있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가치 창출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
하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이 전통적 개념의 기업가 정신
이다. 현대에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 정신에 ① 고객
제일주의, ② 산업 보국, ③ 인재 양성, ④ 공정한 경쟁, ⑤ 근로
자 복지 후생, ⑥ 사회적 책임 의식까지 포함하고 있다.

성공한 기업가의 공통적 특징은?
-성
 공한 기업가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결단력
과 인내심이 강함.
-스
 스로 설정한 목표가 달성되면 상향 조정된 새로운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여 계속 도전함.
-높
 은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함.
- 주도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일의 결과
에 대해 스스로 책임짐.
- 하려는 일에 장애가 나타날 경우 이를 극복하려는 욕구가 강

기업가적 마인드셋은 왜 필요할까?
불확실하고 실패의 가능성도 있지만,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기업가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열정적으로 기회를 탐색하여 잘 활용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며, 인
적·물적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

기업가적
마인드셋

경험
・사회적
설득력
・신체적 상
태

-기
 업가는 정치가와 달리 권력 욕구보다는 성취 욕구에 의해
행동함.
- 정직과 신뢰가 없으면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신념으로 장

・실수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실천에 들어가지만 일이 장기적으로 진행되거나 일의 결과가

・어려움을 직면함에 있어 지속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

적이고 끈기 있는 노력을 한다.
・타인을 통해 배운다.
・성공을 그려 본다.
・허용 가능한 행동에 대해 스
스로 결정한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을 대처

출처: 기업가 정신의 이해(중소기업청)

하는 등 매우 현실적이며 매사를 긍정적으로 봄.

-신
 속하게 움직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황을 대응한다.
・다양한

-외
 부 환경이나 자신의 강점, 약점에 관한 냉철한 판단을 중시

기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사업 활동을 함.

・긍정적인 태도로 도전적인 상
・성공 경험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끈질기게 노력함.

하는 법을 배운다.

성공

-실
 패에 실망하지 않고 실패를 통하여 배우려는 자세가 강함.
‘제주올레’의 기업가적 마인드 성공 사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개발된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관광 사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
로 보도 여행 열풍을 가져왔고, 일본 규슈 지방에서 모방
사례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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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미래 제품을 위한 핵심 기술을 선정해 보자.
앞서 학습한 메가트렌드에 따른 시장 및 트렌드의 변화를 알아
보고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미래 제품을 설계할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이 갖추어야 할 기능 등을 분석하
여 제품을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제품의 핵심 기술
을 선정해 보자.
미래 제품 기능 분석하기
제품 진화 로드맵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제품이 발전해 온 진화 요인은?
•제품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제품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기능 트리

미래 제품 상상하기

Function

중등 교재를 통해 학습한 진화 로드 맵, 기능 트리, IFR의 분석
을 통해 미래 제품을 상상하여 제품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
록 스케치하고, 구체적 기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미래 제품 설
명서를 작성한다.
미래 제품 상상
미래 제품 스케치

미래 제품 설명서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유지될 기능은?
•기능이 사라진다? 기능이 자동화된다!
•기술은 진화한다. 어떤 기술로 대체될까?

미래 제품 핵심 기능 및 핵심 기술 선정하기
제품 설명서에서 작성한 미래 제품의 기능을 비교하여 다른 제

IFR

품과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기능을 핵심 기능으로 선정한다.
핵심 기능 및 기술 선정
IFR

핵심 기능 선정
미래 제품 기능 A
미래 제품 기능 B
미래 제품 기능 C

•최상의 미래 제품은 무엇일까?
•과연 어떤 제약이 사라질 수 있을까?
•어느 정도 시점이 현실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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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제품 기능 D
미래 제품 기능 F

핵심 기술 탐색 및 선정
관련 기술 A
관련 기술 B
관련 기술 C
관련 기술 D

미래 트렌드를 반영한 핵심 기술
기술

설명
정보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주위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인터넷

사물, 사물과 사물 간에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소통하는 기술을 의
미함. 지능형 인프라 및 서비스 기술, 스마트 홈, 자율 주행 자동차,
스마트 카 등에 활용함.
기존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 및 이

빅 데이터

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의미
함. 구성원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구현, 범인 검거 등에 활용함.
지성을 갖추고 사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장

인공 지능

치를 의미함. 인간 체스 챔피언과 겨루어 이긴 IBM의 딥 블루, 휴머
노이드 로봇, 빅 데이터-인공 지능 결합을 통한 감성 로봇 등에 활
용함.
컴퓨터와 같은 기기를 통하여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가상 현실 상황을 실제처럼 구현하는 기술을 의미함.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HCI), 원격 의료, 홀로그램 등에 활용함.
신체에 착용할 수 있도록 휴대가 가능하거나, 피부에 직접 부착할
웨어러블

수 있도록 제작된 디바이스를 의미함. 의복, 시계, 안경, 건강용 기

디바이스

기 등에 사용되어 신체 기능을 대체하거나 엔터테인먼트 용도 등으
로 활용함.
무한 증식이 가능한 자가 재생산과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

만능 세포를 의미함. 장기 이식을 통한 만성 질환 치료, 줄기세포 이
식을 통한 장기 재생, 혈액 대체를 통한 수명 연장을 가능하게 함.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기술로 유전자와 같이 생명

유전

현상에 관여하는 분자를 조작하여 인간에게 이로운 산물을 얻어

공학・분자 내는 기술을 의미함.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의 대량 생산, 태아의
생물학

유전적 기형 검사, 유전자 재조합 식품(GMO), 유전자 선택 태아,
개인 맞춤형 의료, 희귀종 유전자은행 등을 가능하게 함.
세포나 그 이하 단계의 생물학적 과정을 생체 내에서 영상화하여

분자 영상

선정된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으

그 특성을 규명하고 정량화하는 기술을 의미함. MRI, PET-CT처
럼 인체를 절제하지 않고 암, 뇌졸중과 같은 중증 질환의 조기 발견
에 활용함.

로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미래 핵심 기술을 선정한다.

나노미터 단위로 물질의 구조를 제어하거나 혼합함으로써 제작되
는 새로운 기능이나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는 소재를 의미함. 더 작
나노 소재

더 알아보기

고 빠른 나노 전자 공학 소자, 가볍고 튼튼한 구조체, 단열 성능이
우수한 소재, 더러워지지 않는 소재, 기능성 의류, 의공학용 생체 친
화 소재, 기능성 화장품 등에 활용함.

핵심 기술 특허 검색 및 분석
모둠 구성원별로 핵심 기술에 포함되는 특허를 할당량 이
상 검색하여 특허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한 내용의 기술
적 중요성, 실현화 정도, 제품화 가능성 등을 분석해 핵심
특허 기술을 선정한다.

3차원 제품의 형상을 디지털로 설계 및 스캔하여 다양한 재료를
3D 프린터

핵심 기술 B

용 가능함.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환경 위해성이 적은 에너지를 의미함. 태

에너지

양광, 풍력, 조력, 지열, 폐기물 및 바이오 에너지 등이 있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CO2, CH4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이

온실가스

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포획하여 감축시키는 기술을 의미함.

저감 기술

전기 자동차, 이산화 탄소 포집 저장 기술, 탄소 순환형 바이오 화
학 공장 등에 활용함.

에너지

기술 로드 맵은 제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에 초점을 가지고 장단기적 관점에서 자원과 노력을
특정 방향으로 집중시켜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에너지 자원을 사용 후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기술을 의미

자원재활용 함. 에너지 하베스팅, 플라스틱 재활용, 희유금속 재활용, 핵연료 재
기술

기술 로드 맵 작성

의미함. 조립 과정이 없는 제품 생산, 인공 관절 및 뼈 제조 등에 활

신재생

핵심 특허 분석

핵심 기술 A

이용하여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입체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활용, 폐수 재활용 등에 활용함.
우주 물체의 설계, 제작, 발사, 운용 등에 관한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우주 기술 우주 공간의 이용 및 탐사와 관련되는 기술을 의미함. 우주 발사체,
기상・환경 위성, 달 탐사선, 우주의 희소 자원 탐사선 등에 활용함.
원자력
기술

원자핵 반응을 인위적으로 제어하여 그 반응에서 얻어지는 에너지
를 활용하는 기술을 의미함. 원자력 발전, 핵융합 발전, 동위 원소를
활용한 정밀 측정, T-ray 등 피폭량이 적은 비파괴 검사에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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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다양한 비즈니스의 형태와 특징을 알아보자.
제품 비즈니스
- 제품 산업의 특징: 자본 집약적, 대규모 설비
- 성공 요인: 품질 및 성능, 가격, 기술력, 디자인, 브랜드 자본력 등
서비스 비즈니스
- 서비스와 제품의 차이: 세탁소와 세탁기 모두 세탁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목적은 같으나, 고객이 ‘어떤 것’에 돈을 지불했는지에 따
라 다름. 세탁기의 경우 제품 구입에 돈을 지불했으며, 세탁소는 ‘옷
을 깨끗이 해서 바로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함.
- 성공 요인
① 서비스 내용: 고객이 원하는 것과 부합하는가?
② 가격: 고객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가?
③ 직원 관리: 표준화 혹은 맞춤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가?
④ 고객 관리: 고객과의 상호 작용이 활발하며, 고객 경험을 전
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⑤ 인프라: 고객이 이용하는 장비, 설비, 공간 등이 깨끗하고 트
렌드를 반영하였는가?
제품-서비스 시스템(PSS) 비즈니스
예) Apple: iPod+iTunes, iPhone+app store
사무용 복합 기업체: 프린터+프린터 관리 서비스
- 제품-서비스 시스템(PSS)의 장점
(고객 입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음.

더 알아보기
비즈니스 아이템 자가 채점표
평가 항목

(기업 입장) 단일 제품・서비스와 차별화 가능,
	부가 가치 창출, 지속적 소비 증진, 고객 충성심 제고 및 고객

경영 능력

이탈 방지
- 성공 요인: 고객의 요구와 제품을 이용하면서 얻고자 하는 효
용이 맞는 서비스가 덧붙여져야 함.
플랫폼 비즈니스
예)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 택시 서비스 플랫폼: 우버,
무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 등
- 플랫폼 비즈니스의 장점
① 개인 맞춤 서비스・제품을 쉽게 제공할 수 있음.
② 소비자의 규모가 제한되지 않아 수익성이 뛰어남.
③ 유연한 수익 구조를 가짐.
④ 잉여 자원을 통해 가치 창출이 가능함.
- 성공 요인: 이용자-생산자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며, 플랫폼의
모든 참여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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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사업성

평가 항목
경영 능력

기술성

사업성

평가 내용
항목

총점
점수

• 팀 구성원의 전문성 활용 방안

0~2

• 팀 내 의사소통 능력

0~2

• 사업 계획의 일관성 및 논리성

0~2

• 사업계획서 준비 태도

0~2

• 선행 기술 조사의 충실성
• 창업 콘텐츠의 신규성 및 진보성

0~2
0~2
0~2

• 구매자 및 경쟁 아이템 분석의 충실성

0~2

• 마케팅의 창의성

0~2

• 기대 수익의 타당성

0~2

종합 의견

(20)

총점(100)

더 알아보기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 시작 전 사전 체크 리스트

□ (후원자) 내 제품과 프로젝트에 특별함을 느끼고 가치를 공

유할 매니아, 또는 얼리 어답터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수는 내가 원하는 펀딩 금액을 채울 정도로
충분한가?

□ (소통) 이들과 어떻게 소통을 시작하고 이어 나갈 것이며, 무
□
□
□

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시간)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할까? 전
반부 펀딩은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내에 모금하는 것이 좋
을까? 또한 중후반부는 어떠한가?
(유혹) 나의 타깃에게 나의 제품과 프로젝트를 어떻게 매력
적인 콘셉트로 각인시킬 것인가?
(가격) 어떤 제품 구성에 대해 얼마를 지불하게 할 것인가?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 설계 수업 예시
이론 교육을 통하여 기부 문화와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 이해하
고, 프로젝트 기획을 바탕으로 기부 대상을 설정하며, 디자인
의 실습을 통하여 펀딩에 적합한 디자인물을 제작한다. 그 후
기부 펀딩 신청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정하고, 앞서 진
행한 프로젝트 기획 및 실습 내용을 적용하여 기부 프로젝트
를 실행한다. 펀딩이 시작되면 홍보 활동을 병행하며, 중간 점
검과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수정 및 검토를 진행한다. 마지막
으로 펀딩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프
로젝트를 종료한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Ⅰ 이론 교육

군중인 크라우드(crowd)와 자금 제공인 펀딩(funding)의 결
합어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 단체, 기업이 크라우드 펀

기부 문화

크라우드 펀딩

• 개념
• 필요성 인식

• 플랫폼 개념 이해
•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활용 사례

Ⅱ 프로젝트 기획

딩 플랫폼에 자신의 상품이나 사업 계획을 올려서 불특정 다
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크라우드 펀딩의 종류

Ⅲ 디자인 실습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기획
• 사회 문제 조사 및 토론
• 기부 필요성 인식
• 기부 대상 설정
• 기부 크라우드 펀딩 유형 설정
디자인 구상

디자인 제작

• 자료 조사
• 벤치마킹
• 아이디어 발상
• 토론 및 발표

• 대출형: ‘개인 간 직거래 금융 방식’이다.
• 투자형(지분 투자형):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 개발 프로젝
트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수요자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쉽게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투자에 따른 지분 획득 등
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 캘리그래피 디자인
• 애코백/뱃지
• 실물 제작 사전 조사
• 제작 자료 조사
• 실습 및 제작

Ⅳ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실행

완성품 사진 촬영 및 편집
•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진행

• 리워드형(후원형): 대중의 후원으로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 프

• 플랫폼 선정

로젝트가 성공하는 방식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중간 점검 및 보고

• 온라인 신청

• 기부형: 금전적 보상 없이 기부하는 펀딩으로, 창작 활동, 문

• 셀프/전문가 피드백

화 예술 상품, 사회 공익 활동 등을 지원한다.

• 완료

모의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오픈트레이드(https://otrade.co)/더보기/모의크라우드펀딩
네오스프링(https://neospring.kr)/모의

• 수정 및 검토
•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발표

Ⅴ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종료
[기부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 수업 절차]
출처: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한 기부 디자인 프로젝트의 교육 실습 모형 설계(이고은, 부산대)

01-02 리더로 미래를 설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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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공모전으로 나의 스토리 업글하기
1) 내용 체계

영역 목표

영역

핵심 역량

차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능력

8차시

1. 미래의 발명 리더로서 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새로운 니즈를 발견할 수 있다.
2. 발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10발명02-01]
공모전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흥미 있는 공모전을 선택하여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0발명02-02]
공모전을 준비하기 위한 기획서 작성 방법을 알 수 있다.
[10발명02-03]
공모전에 도전하기 위한 기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공모전의 종류를 알아보고 흥미 있는 공모전을 선택하여 분석해 본다.

체험 활동

2.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기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3. 도전할 공모전을 정해서 기획서를 만들고 공모전 참가에 도전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 고객이 원하는 가치(JOB) 및 결과를 탐색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중급 02-02]

3) 단원 소개

본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특별한 도전인 공모전에 참여하기 위
한 준비 과정 전반을 학습하게 된다. 먼저 다양한 공모전의 종류를 알아보고, 공모전의 목적에 따라 분류
해 본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공모전의 트렌드와 자신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여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인지도 높은 공모전의 수상작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수상의 열
쇠를 찾아보고, 성공적인 기획서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을 찾아
자신만의 기획서를 작성해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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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점

… 공모전 준비를 위한 유용한 사이트 찾아보기
… 관심 있는 분야의 공모전 종류 알아보기
: 마케팅 공모전, 광고 공모전, 참여형 공모전 등
…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을 찾아서 분석 후 친구들 앞에서 소
개하기

…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다섯 개 이상
의 공모전 사이트를 천천히 알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 학생들이
다양한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전
할 동기를 갖게 하는 데 수업의 목적을
둔다.

공모전 완전 정복
도입

2차시
(ppt)

공모전 수상의 열쇠 찾아보기
전개

2차시
(ppt)

… 공개된 공모전 수상작에서 수상의 열쇠 찾아보기
: 대형 광고사나 구글링을 통하여 공개된 수상작 내려받기
: 수상작 분석하기(구성 – 논리 – 디자인)
: 기획서 체크 포인트 리스트 분석 및 작성하기
… 기획서 분석에 유용한 평가 척도로 점수화해 보기
… 자신이 분석한 공모전 수상의 열쇠를 친구들 앞에서 프레
젠테이션 하기

… 수 상작을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전달력
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게 한다.
교
 재에 제시된 평가 척도를 활용하여
수상작을 평가하고 수상 요인을 찾아
보게 한다. 학생들이 심사자의 입장이
되어서 분석하게 한다.

기획서 작성 연습하기

전개

2차시
(ppt)

… 한 장 기획서 작성법 알아보기
… 한 장 기획서 예시 및 중요 요소 알아보기
… 학생들에게 익숙한 예능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한 장 기획
서 작성하는 연습하기
… 친구들이 작성한 기획서 비교를 통해 기획서의 흐름 파악
하기
… 나를 상품으로 한 장 기획서 작성하기
… 나를 잘 분석한 후 한 장 기획서 예시 작성하기
… 나의 기획서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하기

도전! 공모전
전개/정리
2차시
(ppt)

… 도전할 공모전 선택하기
… 비슷한 공모전을 선택한 학생들끼리 팀 결성하기
… 공모전 분석하기
… 공모전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모으기
… 공모전 기획서 작성을 위해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 기획서 발표하기
… 기획서 품평회 후 수정해서 공모전에 응모하기

… 한 장 기획서가 익숙해지도록 예시를
제시한 후 연습하게 한다.
요
 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연
습을 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기획서 작성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 한다.

… 도입 단계에서 선택한 공모전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고 새로운 공모전을 선택
해도 된다. 수업 기간이 길다면 공모전
의 일정이나 신청 요건 등에 대한 업데
이트 내용을 꼭 확인하게 한다.
기
 획서에 대한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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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공모전의 종류를 알아보고, 도전하고 싶은 공모전을 찾
아 분석한 후 친구들 앞에서 소개해 보자.
청소년 시절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은 매우 색다른 경험이다. 관
심 분야의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해 자료를 찾고 작품을 제작하
는 과정에서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겪기 어려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음은 공모전을 모아놓은 다양한 사이트들 중에서 사용자
들이 비교적 많은 몇 개의 사이트를 정리한 내용이다.
1. 씽굿(www.thinkcontest.com)
‘월간 공모전 가이드북’을 출판하는 대학문화신문사에서 운영
하는 사이트이다. 각 공모전이 게시될 때마다 실제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참고하여 ‘공모전에 대한 씽굿 코치’ 서비스를 제공하
기 때문에 초보가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2. 캠퍼스몬(campusmon.jobkorea.co.kr)
캠퍼스몬은 HR(human resources) 기업 잡코리아에서 운영
하는 공모전 사이트이다. 공모전 가이드 코너에 가면 여러 공모
전 수상자들의 인터뷰를 살펴볼 수 있다.
공모전 개최 정보를 스크랩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이메일로
자동 발송하는 메일링 서비스인 ‘공모전 알리미’도 제공하고 있
다. 집행하는 공모전 광고의 노출 수, 클릭 수, 공모전 랭킹으로
공모전의 인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5. 링커리어(https://linkareer.com/)
국내 최대의 대학생 취업 커뮤니티였던 스펙업의 공모전 정보
사업이다. 각종 공모전 검색은 물론이고 대외 활동, 채용, 자소
서 만능 검색기, 게시판 기능을 제공한다. 모바일 앱으로도 사

3. 위비티(https://www.wevity.com/)
공모전 검색 순위에서 최상위에 링크되는 사이트이다. 공모전
을 분야별 응시 대상자뿐 아니라 주최사의 시상 내역까지 분류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보다 원하는 공모전을 찾기
가 쉽다. 또한 대외 활동 서포터즈 공모 분야와 1회성 이벤트도
따로 분류해서 서비스하고 있다.

용이 가능하다.
수업 활용 tip
공모전 비교 사이트에서 관심 분야별로 공모전을 찾을 수 있고, 대
상별로 구분해서 찾을 수도 있다. 참여 대상을 청소년으로 설정하고
찾으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도전할 만한 공모전을 검색할 수 있다.

공모전 자료에서 수상작, 공모전 작품 제작 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영상, 폰트 정보, 필승 전략 등 다양한 공모전 참고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관심 분야의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4. 대티즌(www.detizen.met)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이다. 공모전 정보는 물
론 각 대학의 신문사와 연계한 ‘학보사 소식’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각 학교의 유용한 기사들을 제공한다. 더불어 대학생들
의 자유로운 이야기장인 ‘대티즌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대학생
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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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분야별 정리
1. 마케팅 공모전
특정한 주제 혹은 정해진 대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모전이다. 상품에 대한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이 효율적으로
전달될 방안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여 줘야 한다.
각 기업은 공모전을 통해 TV나 신문 광고 외에 비용적인 측
면에서 효율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신
세계 글로벌 유통 프론티어 공모전과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공

3. 체험·참여형 공모전
최근 기업들이 선호하는 체험형 공모전으로 쉽게 말하면 서포
터를 모집하는 형태이며,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
다. 본인의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고, 친구들을 통한 입소
문 마케팅 효과 등을 볼 수 있다. 기업의 실무자들이 할 수 없
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므로 요즘의 광고 트렌드와 일치하
는 공모전이다. 다른 공모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참
여할 수 있고,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
는 좋은 기회가 된다.
대기업의 기자단이나 시제품 체험단 등도 참여형 공모전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관심 있는 공모전 찾기 예시 자료
- 이름: 2020 인권 공모전
- 주제: 차별 금지, 차별 예방, 일상 속 차별 문제와 인권 존
중 문화 확산

※ 구체적 차별 사유: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
력, 병력(病歷)(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 참조)

모전이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매년 많은 팀이 참가하고 있으
며, 상금 규모가 크고 해외여행 및 인턴십 특전을 제공한다.
2. 광고 공모전
기업 혹은 광고 대행사에서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의 광고 아이
디어를 구하는 공모전이다. 광고 공모전은 제품이나 브랜드를
누구에게 어떤 콘셉트로 접근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 핵심이다.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으로 광
고 시안까지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다.
유명한 공모전으로는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경기, 대
전 등 각 지역의 관광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다.
수업 활용 tip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대한민국 공익 광고제
공익 광고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의식 개혁을 목표로 하며, 휴머니즘, 공익성, 범국민성, 비영
리성, 비정치성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공 사
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 응모 분야: 포스터/카드 뉴스/인권 에세이
- 참가 대상: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청소년부/일반
부) 개인 혹은 팀 3인(대표자 포함) 이내
※ 다만, 인권 에세이 부문은 개인으로만 응모 가능
- 주관 기간: 국가인권위원회

더 알아보기
2019 인권 공모전 수상작 모음
http://iped.kr/c020318

각 공모전 소개 사이트마다 올라오는 공모전 정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공모전 소개 사이트 한 곳만 정해 놓고 이용하
는 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공모전 소개 사이트에서 공모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이 각 사이트에 비용을 지불
하고 홍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업이 모든 사이트에 홍보하
는 것이 아니며, 특히 네이밍 공모전이나 정책 공모전은 정기적
으로 시행되지 않고 규모가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두 곳
에만 홍보하기도 한다. 따라서 여러 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된 공
모전 정보를 확인할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한다.

있으므로 수업 시간에 역대 수상작들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http://iped.kr/c0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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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공개된 공모전 수상작을 찾아보고, 수상의 열쇠를 찾아
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자.
공모전을 준비하기 전에 기존 수상작을 분석해 보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수상작을 분석하면 공모전을 주최하는 측에서 원하는 기
획서 형태나 아이디어, 자료, 메시지, PPT 양식까지 알 수 있다. 또한
나의 아이디어가 기존 아이디어와 겹치지 않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수상작 분석 전 체크
1. 기획서의 콘셉트가 과거 수상작과 비슷하지 않은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과거 수상작과 닮은꼴인 경우가 꽤 많기 때
문에 공모전 참가자들은 시작 전에 과거 수상작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2. 대상을 수상한 기획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없는가?
대상작을 분석하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는 경우가 종
종 있다. 추후 바뀔 수도 있지만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수상작들은 일정한 PPT 형태를 지니고 있는가?
기업이 일정한 형태를 선호하는 경우 그 형태에 맞춰서 작성하
는 것이 좋다.

수상작 분석

3. 디자인 – 시각적으로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가?
디자인이 좋아야 수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수상

1. 구성: 메시지가 눈에 잘 들어오는가?

작들은 디자인이 뛰어나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는

심사자는 많은 작품을 심사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보다는 각

것이 가장 중요하다.

슬라이드에 담겨 있는 중요 메시지에 주목한다. 메시지를 담는

시각화는 내용을 빽빽하게 채우는 유형, 이미지 하나로 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위아래에 질문 형식으로 구성하는 방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 주는 유형이 있다. 전자는 많은

법, 위나 아래에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담는 방법이 있다. 슬

내용을 효과적으로 간결하게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고, 후자는

라이드는 통일성 있게 구성하고, 보는 사람에게 내용을 각인시

얼마나 임팩트 있게 메시지를 전달하느냐가 관건이다.

킬 수 있어야 한다.
① 예시 자료: 내용을 빽빽하게 채우는 유형
2. 논리: 핵심 아이디어 도출 과정이 논리적인가?
전체 메시지의 흐름이 좋아도 슬라이드 간의 연결성이 떨어지
면 핵심 아이디어가 빠지거나 전달 과정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슬라이드의 연결성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 놓으면 기획의
흐름이 기승전결을 가졌는지 파악하기가 쉽다.
수업 활용 tip
주요 메시지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벤
치마킹을 통한 제안이다. 벤치마킹은 다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서 본받을 만한 것들을 자사의 전략에 활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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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은상 수상작]
출처: ‘Be Free, 배리어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장벽을 허무는 페스티벌’ 기획서 일부

2. 디자인/미술 분야
한국디자인진흥원 대한민국 디자인 전람회 YOUTH, WAF
(web animation festival)
3. 공공 분야
보건복지부 청소년 흡연 예방 문화제, kobaco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대한민국 공익 광고제
지도상의 유의점
1차시에 검색한 공모전 소개 사이트에서 응모 대상을 청소년으
로 검색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공모전을 볼 수 있다. 오랫
동안 진행된 대부분의 대회 홈페이지에서 역대 수상작들을 검색
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다.

기획서 분석 체크 리스트 만들기
공모전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기획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야 이후에 만들 PPT나 영
상에 혼선이 없고 논리성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기획서 분석 체크 리스트를 통해서 기획서 작성 단계에서 기
억해야 할 팁을 알아보자.
분석 체크 리스트
기획서를 작성하는 목적과 의도를
파악했는가?

② 예시 자료: 이미지 하나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보여
주는 유형
[제41회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금상 수상작]
출처: ‘환영합니다. 가장 가까운 여행 에버랜드입니다.’ 기획서 일부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사이트에서 최근 수상작을 검색해서 예
시 자료로 보여주면 좋다. 요즘은 PPT로 작품을 제작하기도 하고 짧
은 동영상으로 제출하기도 하는데, 학생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좋다.

중요 메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함.

고객이나 주관사의 입장에서

주최 측의 공모전 목적을 명확하게

작성되었는가?

파악해야 함.

질문, 과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가?

기획서에 질문에 대한 답이 보여야 함.

기존에 작성된 기획서를

역대 수상작을 여러 개 보고 겹치는

벤치마킹했는가?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함.

정보의 출처는 밝혔는가?

통계 자료나 정보의 출처를 밝혀야 함.

사실, 설득과 거리가 먼 내용은

개인의 의견으로 비용을 산출하는

없는가?

것 등은 자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림.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였는가?

수업 활용 tip

기획서 작성할 때 기억해야 할 팁

기획서는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해야 함.

중요한 사실이나 결론부터

두괄식의 메시지 전달이 강하게 어

시작했는가?

필되는 경우가 많음.

불필요한 도형이나 자료는 없는가?

메시지를 전달하기에 필요 없는 디
자인은 삭제함.

긴 글을 이해하기 쉽게 키워드를

글을 요목화하고 짜임새 있게 배치

시각화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

숫자는 근거와 단위 등을

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지만, 반드시

명확히 확인했는가?

출처를 밝혀야 함. 공신력 있는 기관

숫자를 활용하는 것이 신뢰도를 파

분야별 공모전 수상작 검색 사이트

의 정보만을 사용함.

1. 광고 마케팅 분야
제일기획 아이디어 페스티벌 , HS애드 영 크리에이터스 컴피티
션, 대홍기획

줄 맞춤, 띄어쓰기는 문법대로
작성했는가?

맞춤법은 반드시 여러 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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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기획서 작성을 연습해 보자.
1. one page proposal이란?
한 장으로 이루어진 기획서의 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 사실, 추론,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한다. 기획서를 읽는 이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설득력이
있게 작성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한 장 분량으로 만든다.
한 장 분량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압축해
서 넣은 문서라고 할 수 있다.
2. one page 기획서 작성 학습 이유
기획서를 읽는 이는 대부분 결정권자이므로 시간이 많지 않으
며, 처리할 업무량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획의 기본인
‘읽을 대상’을 고려한 선택이다. 한 장으로 만들어 일단 기획서가
쉽게 읽히게 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제공하는 동시에 읽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한 장으로 압축해야 하므로 기획자는 완벽하게 본인의 기획을
이해해야 하고, 작성 과정에서 오류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기획서의 목적은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므로 기획서를 작성
하고 난 뒤 학생들에게 다음의 과정을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1.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라.
2. 누 구에게 제출할 것인가? 관심사와 역할, 예상 반응 또한 조
사의 대상이다.

2장. 기둥이 제대로 서야 집안이 선다!
제안서에서 중요한 점은 제안의 목적과 제안을 풀어 나가는 전
체적인 흐름이다. 보통 ‘tree’라고 표현하는데 큰 나무의 기둥

3.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라.

에 중간 가지들이 나열되고 가지에서 나뭇잎과 열매를 작성하

4. 질문을 예상하라.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하는 시간이다.

면, 일관성 있고 목적성이 강한 글이 된다.
3장. 하나의 연극처럼 기승전결

기획서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
1장. 제안서의 승패는 제목에서 결정된다.(약 80%)
제목 그대로 제안서(사업 계획서)는 제목에서 80% 정도 승패
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초보자들이 제안서를 작성할 때 제목은 대부분 아이템의
명칭이다. 초경량 리모컨, 좋은 피부 관리기 등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이유는 나만이 아는 제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경량 리모컨에 대한 사업 제안서의 제목은 “1인 가구에
맞는 초경량 리모컨 개발 및 제품 상용화”로 표현하는 게 100
점짜리 제목이다. 즉, 제안서의 제목에는 ‘어떠한 물건’을 ‘누구
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인지 대상(타깃)이 포함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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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가 읽는 사람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해서 한눈에 띄지
않는다면 쉽게 상대방을 설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안서는 소
설처럼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어지면서 재미있어야 한다.
제안서를 쓸 때 홈 쇼핑을 참고해도 좋다. 홈 쇼핑에서는 평
범한 세안제를 팔아도 지금 꼭 구입해야 하고, 미리 사 두면 좋
은 물건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한다.
4장. 글이 아닌 문장으로 승부하라!
글을 작성할 때 문단보다 문장으로 작성하라. 이는 전체적인
글의 내용은 기승전결을 이루지만, 글은 간략하게 문장으로
나누라는 말이다. 제안서에 도표와 수식, 그리고 시각적 요소
를 많이 넣을수록 좋다.

기획서 작성 연습하기
한 장 기획서 예시
제목: 수요미식회
부제: 신개념 예능 미식 토크쇼
목표
-1차 목표: 먹는 장면 없이 미식가에 대한 토크로 이루어지는 고
품격 음식 토크 예능 프로그램
-2차 목표: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을 통해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경
험을 자극하고 그 경험의 크기를 키워서 음식에 대한 상상력과 먹
고 싶은 욕구를 극대화할 수 있음.
논리적 근거: 음식 관련 프로그램의 인기 비결은 정보 제공, 웃음
제공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 먹는 장면을 보는 것에서 나오
는 대리 만족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재정: 시청률 3% 같은 시간대 종편 1위
최소 100회 이상 방영
광고 수입 10억/년
현재 상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시각적인 효과가 주는 자극에서
오는 대리 만족 경험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천편일률적인 접근 방
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음.

5장. 마무리
가장 좋은 제안서를 쓰는 법은 일단 많이 적어 보는 것이다. 그
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템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
을 추천한다. 일단 하나의 아이템으로 작성하고 계속 수정 및
보완하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이다.
수업 활용 tip

실행: 음식에 관한 이야기만을 통해 시청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자극하고 그 경험의 크기를 키워서 음식에 대한 상상력과 먹고 싶
은 욕구를 극대화함.
먹는 장면을 통해 시청자를 자극하는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순수하게 음식에 대한 패널들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형식으
로 구성함.
먹는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더 먹고 싶게 만드는 화면, 패널들의 다
양하고 풍성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화면으로 구성함.

수업 활용 tip
예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 주는 것보다는 교사의 수업 안
내 길잡이 정도로만 활용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예
능의 홈페이지에서 기획 의도나 목적 등을 찾아본 후 직접 분석

구글 검색 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기획서를 검색해서 따라

하여 쓰는 것이 기획서 작성 연습에 좋을 것이다. 공중파나 지상

하거나 일부분을 발췌해서 써 보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된다.

파 TV를 보지 않아서 예능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학생의 경우, 1
인 방송 채널 중 관심 있는 방송의 내용과 전체적인 콘셉트를 기
획서로 작성하게 해도 좋다.

기획서 작성 시 반드시 이것만은~“한마디로 말하자면?”
학생들이 기획서를 처음 쓰기 때문에 생소한 용어들 때문에
요점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기획서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

기획서 평가

는 핵심 콘셉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기획서의 주

학생들이 자신의 기획서를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중

제를 파악할 수 있게 쉬운 말로 작성해야 한다.

점적으로 다음에 유의하며 본다.
① 기능 및 실용성
② 간결하면서 인상적인가?
③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는가?
④ 창의성, 참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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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공모전에 도전해 보자.
공모전 선택하기
1차시에 검색했던 공모전 검색 사이트에서 응모 대상을 청소년
으로 축소해 검색한 뒤 공모전을 선택한다.
중간에 진행이 되지 않는 공모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모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한 후에 시작을 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일회성 공모전일 경우는 중간에 취소되는 경우도 매우 많다.
공모전 분야 선택하기
(논문·리포트, 기획·아이디어, 사진, UCC·영상, 게임·소프트웨
어 등)
청소년경연대회
http://iped.kr/c020341
3대 광고 공모전
1. 대홍기획 공모전
http://iped.kr/c020342
2. HS애드 공모전
http://iped.kr/c0203411
3.제일기획 공모전
http://iped.kr/c0203412
지도상의 유의점

2. 영어와 한국어를 적절하게 활용하기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와 영어, 혹은 앞의 핵심 단어를 적절하
게 혼합해 네이밍하는 경우이다.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면 방식에 따라 세련되고 신선하며

공모전을 선택할 때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

재미있는 느낌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영어와 한국

렇지 않은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고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

어의 중의적인 뜻으로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워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콘셉트가 참신하다고 무조건 수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콘셉트이다.
논리적으로 상황 분석을 하고 그 결과로 가장 적합한 콘셉
트를 제시해야 수상할 확률이 높다. 또한 콘셉트와 네이밍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뒤에 나오는 광고, SNS 캠페인 등의 전
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정해야 한다.
수상작의 콘셉트 네이밍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1. 브랜드명을 활용한 콘셉트 잡기
- 공모전을 주최한 기업의 브랜드명을 활용해 메시지를 전달
하는 것이다. 기존 브랜드명과 발음, 모양이 비슷한 글자들을
나열함으로써 재치 있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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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활용 tip
센스 있는 팀명 짓는 방법 7가지
1. 이름 합치기 (예, 윤&정)
2. 팀원 공통점 찾기 (예. 청춘18세)
3. 단체이름 쓰기
4. 아이디어와 일치 시키기 (예. 슬기로운 학교생활)
5. 패러디하기 (예. 알쓸신톡)
6. 의미있는 단어 조합하기 (예. 대동단결)
7. 에
 피소드 넣기 (예. 떡볶이 : 공모전 준비동안 간식으로 매일
떡볶이를 먹어서)
피해야 하는 팀명
1. 어려운 외국어
2. 비속어 또는 유행이 지난 개그나 유행어
3. 학교명
4. 주관사에 민감한 주제 (예: 경쟁사명, 정치적 이슈 등)

점에 가서 그 분야의 관련 서적, 신문, 잡지, 만화, 인터넷 강연
등 어떤 것이든 읽고, 보고, 느껴야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공모전 기획서 작성 시 디자인에 도움을 주는 사이트
1. 픽토그램 사이트
https://www.flaticon.com/
여기서 여러 픽토그램을 이용해서 기획서의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2. 고화질 이미지, 일러스트 사이트
https://www.pixabay.com/
여기서는 픽토그램이 아닌 고화질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다.

손으로 스토리보드 작성하기
스토리보드를 손으로 써 보면 기승전결 중 어느 한 부분이 없
거나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다. 그림
이 아니더라도 공모전 기획 단계에서 스토리보드를 자세하게
써 보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
들이 반드시 작성하게 한다.

트렌드 검색
공모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
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다. 학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어려워할 때 트렌드를 살펴
보게 하는 것이 발굴의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트렌드를

공모전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 생각하기
1. 일단은 많이 쓰게 한다.(브레인스토밍)
팀원들에게 포스트잇을 한 묶음씩 주고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
를 쓰게 한다. 비슷한 것은 모아서 붙이고 연관성이 없는 것은
한쪽에 모아 둔다.
2. 모두가 그리는 마인드맵
전지를 1~2장 준비하여 전지의 한가운데 공모전 주제를 쓰고
팀원 모두가 둘러앉아 마인드맵을 그린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
서 연상 단어를 계속 이어 나가고 서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다
면 그 단어끼리 이을 수도 있다.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있을 때
보다 글로 쓸 때 더 구체화되고 확장된다.
3. 광고로 아이디어 훔쳐보기
TV, 신문, 지하철 광고 등 각종 매체의 광고를 보면 요즘 소비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1. 네이버 데이터랩(http://iped.kr/c0203415)
네이버에서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간
별, 주제별로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이다. 네이버의 검색 트렌드 및 급상승 검색어
이력, 쇼핑 카테고리별 검색 트렌드를 제공한다.
2 구글 트렌드(http://iped.kr/c0203416)
구글에서 최신 트렌드, 데이터 및 시각화 정보를 확인할 수 있
고, 지금 주변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의 검색어 동향을 제공한다.
3. 검색 줌 이슈 트렌드(http://iped.kr/c0203417)
사람들이 현재 검색하고 있는 이슈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다.

자들의 관심사나 기업이 어필하려는 메시지 등 최신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4. 독서하기
공모전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이다. 도서관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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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2
정보통신기술 영역
응

용

편

03-03 슬기로운 발명 프로젝트 생활
04-03 인공 지능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메이커

이 단원에서는 정보 통신 기술(ICT) 활용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ICT 도구를 알아보고 인공 지능 소프트웨
어(SW)를 이용한 발명 교육을 학습하게 된다. 먼저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발명 과정을 공유하고 정
리할 수 있는 구글 문서 사용법을 학습하고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또한 인공 지능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인공 지능을 경험하고, 이를 창의적인 발명품을 구상해 실현하는 과정에 적
용한다. 이 단원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협력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 활동을 할 수 있다.

03-03 슬기로운 발명 프로젝트 생활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정보 통신 기술

정보 통신 기술
(ICT) 활용 소양

4차시

영역 목표

성취 기준

다양한 ICT 도구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조화하고, 협업하여 공유할
수 있다.

[10발명03-03] 구글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명 일지를 작성 및 공유하고, 오픈
소스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조화할 수 있다.

1. 다양한 ICT 도구를 알고 타인과 함께 발명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
3.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명 과정에서 관련된 코딩 소스를 찾을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ICT 도구를 이용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중급
03-01]
- 발명 과정을 멀티미디어로 표현할 수 있다. [중급 03-02]

3) 단원 소개

코로나19로 인해 교실에서 대면하는 발명 교육이 아닌 비대면 발명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비대
면 발명 활동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비
대면 발명을 위해 온라인으로 접촉이 가능한 통신 도구, 발명 아이디어에 대해 의사소통하며 그 과정을
기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본 단원에서는 다양한 ICT 도구들에 대해 알아보고 여러 친구들과 협력하여 발명을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발명 과정에 대해 자문을 받아 완성도 높은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 과정에서 코딩 오픈 소스를 참고하여 발명품을 만들고, 내가 제작한 코딩 소스는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발명 동기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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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할 점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동영상)

전개

2∼3차시
(스마트폰,
인터넷 공유기)

정리

2∼3차시
(스마트폰,
인터넷 공유기)

… ICT 도구 관련 영상 시청
: ICT 도구(통신) 홍보 영상 시청
(https://youtu.be/VnyitUU4DUY)
: ICT 도구(협업) 홍보 영상 시청
(https://youtu.be/3BgVtlyQMqc)
… 다양한 ICT 도구 알아보기
: ICT 소통 도구 챌린지 빙고
: 내가 선호하는 ICT 도구 알아보기
: 다른 사람들과 협업하여 발명하기 위한 ICT 도구 선택과 이유

… 구글 사이트 도구 알아보기
: 구글 사이트 도구 제작 과정 제시하기
: 구글 사이트로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기
… 구글 사이트 기능 알아보기
: 구글 사이트 인터페이스 제시하기
: 구글 사이트 기능을 찾아 역할 기록하기
… 구글 사이트로 발명 노트 만들어 기록하고 발표하기
…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 개설하기
: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 구글 사이트 예시 자료 제시
: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를 위한 모둠 구성
: 모둠원들과 발명 주제를 찾아 기록하기
: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 개설하여 기록하고 발표하기

… 오픈 코딩 소스 찾기 도구 소개
: 깃허브 소개 영상 시청
: ICT 도구를 활용해 발명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의 공유 가치 제시하기
: 깃허브 소개하기
: 깃허브에서 오픈 소스 검색 방법 소개
… 깃허브에서 주제별로 저장소 주소 찾기
: 학생 스스로 깃허브에 접속하여 주제별 검색하기
: 검색 결과의 저장소 주소 기록하기
… 깃허브 가입 및 코딩 소스 업로드 방법 안내하기

…발
 명은 대면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언제, 어디서
나 가능함을 인지시킨다.

… 구
 글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필
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
에 미리 설치하게 한다.
…오
 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
는 발명의 신규성에 어긋나지 않
도록 지도한다.

…깃
 허브는 발명품을 공유하는 것
이 아니라 발명 과정의 코딩 소
스를 공유하는 것임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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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ICT 교육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device)를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교
육이다. ICT 교육은 소양 교육과 활용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ICT 소양 교육

ICT 활용 교육

ICT의 기술적 사용 방법

ICT와 교과 교육의 통합

(about ICT)

(with ICT)

ICT의 도구적 활용

ICT의 교육적 활용

컴퓨터 관련 교과 중심

모든 교과에 적용

컴퓨터 및 각종 정보 기기, 멀티미디어

교과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

매체, 응용 프로그램 등을 다룰 수 있

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기술을 도구적

는 기본적인 소양 교육 활동

으로 활용하는 교육 활동
출처: ICT 활용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의연, 2003)

ICT 교육은 왜 필요할까?
다양한 교수·학습 활동을 할 수 있다.
ICT 교육으로 인해 지식 전달 위주의 교수·학습 방법, 교실에
서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하는 경험을 하고,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를 하게 됨으로
써 다양성, 창의성 등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 시간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확인하고 학생 이 자발적으
로 적절한 학습 전략을 선정해서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는 과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적합한 정보를 찾아 용
도에 맞게 수집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해 내는 과
정 속에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함양시킨다.
동기 유발을 통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다양한 미디어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 경험을 제공하
며, 이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실생활 관련 주제
를 알아보고 자신에게 흥미 있는 정보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인 학습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
교실 안에서 진행하는 수업의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 교육의

ICT 활용 교육의 목적
발명 과정에서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육은 학습자의 능
동적이고 창의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이나 학습에
서 유용한 정보 통신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당면하는
발명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문
제 해결에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
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ICT 활용 교육은 발명하고자
하는 발명품과 정보 통신 기술의 특성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
룰 때에 교육적인 효과가 크다.
<ICT 활용 교육의 목적 및 세부 목적>
유용한 ICT를 적극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장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보다 폭넓은 사고와 경험을 통해 고
차적인 사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EBS 미래교육 플러스 ‘ICT 교육 필요성’
(황지초등학교의 요상한 수업 시간)
http://iped.kr/c0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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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정보

자기주도적인

교과의

통신 기술 활용

학습 능력 신장

목표 달성

출처: ICT 활용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의연, 2003

스카이프: 인터넷에서 음성 무료 통화를 할 수 있는 플
랫폼이다.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바이스만 있다면 언제 어디든지 무료로 음성, 파일, 문
자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스마트폰용 무료 통화 및 메신저 응용 프로
그램이다. 문자, 영상, 파일, 사진, 연락처, 단체 대화,
실시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행아웃: 구글이 개발한 화상 통화, 에스엠에스(SMS),
인터넷 전화(VoIP) 기능들을 포함하는 통신 플랫폼
이다. 원격으로 보이스, 화면 공유 등이 가능하며 구글 계정과
크롬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한 무료 원격 툴이다.
라인: 네이버 기반의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로 국가나
이동 통신사와 관계없이 무료 메시지는 물론 영상, 음
성 통화 서비스가 가능하다. 사진과 동영상의 공유는 물론 음
성 메시지와 연락처 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메신저를 넘어서
게임, 쇼핑몰, 음원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사진 및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
디어 플랫폼이다. 사용자들이 사진 촬영과 동시에 다
양한 디지털 효과를 적용하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사진을 공유할 수 있다.
줌: 인터넷 회의 및 세션을 할 수 있는 도구이다. 서로
떨어진 곳에 있는 상대와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영상 회의 플랫폼이다. 미팅, 온라인 세미나,

‘내가 사용해 보았던 ICT 소통 도구 챌린지 빙고’ 게임
방법

개인 컨설팅 및 카운슬링, 채팅, 파일 공유 등이 가능하다.
틱톡: 15초에서 1분 이내 짧은 영상을 제작해 공

① 개인별로 빙고 게임판을 확인한다.

유할 수 있는 공유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다.

② 빙고 게임판의 글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를 생각한다.

누구든지 쉽게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먹방, 춤 등 다양한 형태

③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검정색으로 네모 칸에 빗금을 친다.

의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④ 빙고 게임판의 글을 모두 확인하고 빙고 개수를 센다.
⑤ 옆의 친구와 빙고 개수, 빗금 친 칸의 내용을 확인한다.
⑥ 학급 전체에서 빙고 개수가 가장 많은 친구를 확인한다.
ICT 소통 도구 챌린지 빙고 게임 활동의 목적은 게이미피케이션
(gamification)을 통해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 ICT 소통 도구를 알고,
발명 활동에 적합한 ICT 소통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다.

유튜브: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
여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어느 누구나 영상을 올려 광
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영상 아래에 댓글을 통해 시
청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영상을 공유하여 의
사소통이 가능하다.
네이버 밴드: 네이버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온라인상 가상의 방에 자료 게시, 공유

다양한 ICT 소통 도구
페이스북: 세계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연결시키겠다.”라는
목표로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일상과 자료를 사진, 영

등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게시
판, 채팅, 사진첩, 캘린더, 멤버 주소록, 투표, 동창 찾기 기능을
제공한다. 자신의 밴드에 속한 사람이 다른 밴드나 외부로 내
용을 공유할 수 있다.

상, 글 등을 활용하여 업로드하고 사람 간의 인맥을 형성하고
유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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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구글 사이트의 탄생
구글 사이트는 JotSpot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JotSpot
은 조 크라우스와 그레이엄 스펜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였
다. 2006년 2월 JotSpot의 이름은 한 단계 도약의 의미로 ‘Next
Net 25’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2006년 5월 인포월드 잡지사
에서 제시한 ‘주목해야 할 15개의 스타트업’ 목록에 등재되었다.
2006년 10월 JotSpot은 구글에 인수되었다.(출처: 위키백과)

구글 사이트의 목적
누구든지 각기 다른 편집자들 간의 협업을 지원하는 단순한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글 사이트란?
구글 사이트는 구글이 제공하는 구조화된 위키 및 페이지 제
작 도구이다.

구글 사이트의 특징
① 손쉽게 효과적인 팀(모둠) 사이트 제작이 가능하다. 팀, 프
로젝트 또는 이벤트에 사용할 유용하고 수준 높은 사이트를
공동으로 만들 수 있다.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에 이르는 모든

구글 사이트 도구 사용 방법
인터넷 웹 브라우저 ‘크롬’으로 접속하여 구글 사이트 도구를 연
다. 오른쪽 하단에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글 사이트 창을
볼 수 있다. 페이지 추가와 삭제를 통해 구글 사이트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구성한다. 텍스트와 이미지 추가 또는 수정, 구글 파
일, 동영상 및 기타 콘텐츠를 추가하여 구글 사이트의 내용을 채
워 넣는다. 구글 사이트가 다 완성되면 오른쪽 상단의 게시 버튼
을 누르고 미리 보기를 한다. 수정 사항이 나올 때마다 게시 버
튼을 눌러야 반영된다는 것에 유의한다. 모두 완성 된 사이트의
공유 링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활용한다.

기기의 화면에서 보기 좋게 사이트를 만들 수 있으며 디자인이
나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다.
② 프로그래밍 또는 디자인 기술 없이 사이트 제작이 가능하
다. 사이트 도구를 사용하면 드라이브 폴더, 문서, 심지어 공유
된 캘린더까지 지 스위트(G Suite)의 모든 콘텐츠에 쉽게 접근
하여 간편하게 팀 작업을 보여줄 수 있다.
③ 다양한 디바이스에 맞게 콘텐츠가 자동으로 최적화되어 표시가
가능하다. 신중하게 선정되고 생성된 테마를 사용하여 주목 받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사이트 도구는 데스크톱, 태블릿, 휴대 기기
에서 보기 좋게 사용자의 작업 내용을 자동으로 최적화한다.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구글 사이트 도구 소개

구글 오픈 포트폴리오 만들기 과정

http://iped.kr/c030321

http://iped.kr/c0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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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쉽게 사이트 제작이 가능한 도구
지금 시대는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웹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이젠 코딩을 할 줄 몰라도, 굳이 호스팅을 받지 않아도 된
다. 구글 사이트 이외에도 손쉽게 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
는 도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① 카고 콜렉티브(Cargo Collective): 템플
릿을 심플한 레이아웃으로 제공하여 사이트
의 환경을 구성한다. 회원 가입은 자신의 작업물과 메일 주소
를 알려주면 승인제로 이루어진다. 출처: https://cargo.site/
② 덩크트(Dunked): 웹상의 포트폴리오 전용 사이트이다. 다
양한 옵션이 존재하며 템플릿 역시 다양한 편이다. 10일간 무
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10일 이후에는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
③ 스트라이킹리(Strikingly): 스타트업을 위한 웹 사이트 제
작을 돕는 성격이 강한 서비스이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제공한다. 기본적으로 무료지만 매달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옵션을 이용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도 있다.
④ 래디매그(Readymag): 1인 출판 미디어 시대를
위해 태어난 서비스이다. 웹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포트폴리오만 온라인으로 보여주는 데 적절하다. 단순히 이미
지 슬라이드 기능뿐 아니라 텍스트, 비디오도 입력할 수 있으

구글 사이트로 제작한 발명 노트 지도 방법

며 그 외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출처: https://readymag.com/
⑤ 캔바(Canva): 수많은 템플릿을 제공하여 손쉽게

구글 사이트에 발명 노트를 만들어 발명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활동은 참신한 발명 아이디어를 얻는 목적보다는 구글 사이트
를 친근하게 생각하고, 사이트에서 가능한 한 많은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하게 만들어 향후 모둠원들과 발명 아이디어를 발
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구글 사이트를 이용해 예시 자
료를 보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
자신이 제작한 발명 노트를 공유 가능한 디스플레이(티브이,
빔 프로젝트 등)에 게시하고 발표할 수 있게 안내한다. 다른 친
구들은 경청하고 기록하게 한다. 발표자가 발표하는 내용을 잘
듣고 문제 발견하기, 문제 해결하기, 발명 아이디어 개선하기,

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다. 디자인을 선택하고, 부분
적으로 수정하여 바로 퍼블리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포스터나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서류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는 느
낌을 받는다. 구글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한 사이
트에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출처: https://www.canva.

com/ko_kr/

더 알아보기
Canva 100% 활용하기
http://iped.kr/c030324

발명 대회 도전하기, 산업 재산권 출원하기 내용 중 가장 흥미
롭고 인상 깊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게 한다.
더 알아보기
구글 사이트 고객 센터
http://iped.kr/c0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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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오픈 포트폴리오 프로젝트(OPP)란?
오픈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열
어 놓는 것이다. 포트폴리오의 사전적인 의미는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나 관련 내용을 집약한 작품집’을 뜻한다. 어느
한 사람의 이력이나 실력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자료 묶음 같
은 것이다. 스스로 학습해 온 과정과 전체 내용을 한눈에 검토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복습의 도구로도 활용
된다. 예술, 디자인, 글쓰기, 설계 등 창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작업(작품)을 설명하면서 스스로 정체성을 계발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포트폴리오이다. 발명 과정에 여러 학
생들이 참여하여 오픈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완료가 되면 다
른 학생, 교사, 발명 전문가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오픈 포트폴리오 메인 사이트 구성 예시
오픈 포트폴리오 구축 및 지도 방향
메인(인트로) 사이트를 교사가 구축하여 각 모둠의 사이트를 링
크로 걸어 두는 것이 좋다. 수업 과정에서 메인 사이트만 열어서
모든 모둠의 발명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발표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메인 사이트에 링크되어 있는 모둠별 사이
트는 각 학생들이 링크를 만들어 구성하게 한다. 구글 사이트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사이트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교사가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예시를 바탕으로 사이트를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더 알아보기
표현하고, 기록하고, 공유하는 오픈 포트폴리오
http://iped.kr/c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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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메인 사이트의 구성 예시이다. 교사
가 추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고, 발명 대회에 참
여하는 분류의 주제를 할 수도 있다. 발명 주제뿐만 아니라 주의
사항, 과정, 평가 방법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구글 사이트를 활용한 오픈 포트폴리오 발명 프로젝트
지도 시 유의 사항
① 작성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한다.
오픈 포트폴리오 작성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이미지, 동영상
을 가져오는 경우가 발생한다. 동영상은 원본 파일을 올리는
것보다 링크를 올려 재생이 되게 하고 이미지는 저작권자의 사
용 동의를 얻거나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용해야 한다.
② 타인의 발명 아이디어를 도용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발명 활동은 다양한 지식을 바로 찾아 활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의 발명 아이디어
를 자기 것처럼 도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타인의 아이
디어를 도용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처벌에 대해
안내한다.
③ 온라인 예절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불필요한 댓글이나 채팅을 자제하고 욕설, 성희롱적 글, 이
미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온라인 예절
을 지키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
음을 주지시킨다.
④ 작성자의 접속 및 작성 기록을 확인하고 정적강화를 통한
피드백을 한다.
구글 사이트에서 학생들이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글 사이트 이외의 ICT 소통 도구를 선정하는 이유
모둠원들이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명 포트폴리오를 작성

접속을 많이 하고 작성 내용이 많은 학생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또한 발명 내용에 대해 교사가 피드백하여 학생들이
발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온라인 ICT 소통
도구를 선정하여 모둠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구글 사이
트 포트폴리오가 작성되고 있는 상황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하
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ICT 소통 도구가 있지만 현재 학
생들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는 경우가 가
장 많다. 온라인상에서 의사소통할 때에는 바른 언어를 사용
하고 비방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사진, 동영상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터넷 예절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

온라인 협력 학습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갈등 지도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협력 학습을 할 때처럼 무임승차자와 모
둠원들과의 갈등은 항상 존재해 왔다. 온라인 수업에서 무임승
차 학생을 지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먼저 무임승차 상황을 확
인하고 그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교사의 긍정적 칭찬과 지
원을 바탕으로 모둠 안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유도한다. 활동 결과에 대한 피드백, 평가, 보상 등 학습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강조하고 모둠원이 모두 함께 프로젝트
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모둠원들의 역할에 따라 구체
적인 작성 내용을 선정하여 진행할 수도 있다.
더 알아보기
온라인 학습 예절(에티켓) 지키기
https://youtu.be/gXWqLqGu4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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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오픈 소스(open source)란?
오픈 소스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 개발자의 권리를 지키
면서 누구에게나 무상으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수정 및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개발자는 오픈 소스를
활용한 2차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오픈 소스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무료라는 것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무료라는 의미보다는 기술을 공개하고 많
은 사람들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협업이라는 의미에 더욱 가치
를 두는 것이다. 오픈소스의 공유 정신은 대중에게 기술을 공
유하면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잘못된 사용 방법에 따른 법적 책
임을 가지게 된다. 오픈 소스 코드를 사용할 때에는 개발자가
규정한 라이선스를 정확히 읽고 지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
우에는 라이선스 위반 및 저작권 침해가 되고, 법적인 처벌을

깃허브의 오픈 소스 가이드
오픈 소스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발명을 시작하게 하고 성장시킨다. 깃허브에서도 오픈 소스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오픈 소스 가이드를 한국어 버전으로 발표
하였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 시작하기’에 오픈 소스의 이해와
프로젝트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받을 수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자유로운 사용, 수정, 배포를 보장하고 있다. 다음은
오픈 소스 개발자의 라이선스에 대한 기록 예시이다.
-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제시된 조건하
에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오픈 소스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일
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습니다.
※ 라 이선서(licenser)는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자이며 라이선시(licensee)는 라이선스를 받는
자를 뜻한다.

더 알아보기
깃허브 오픈 소스 가이드(한국어 버전)
http://iped.kr/c03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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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코딩 소스 코드 공유 사이트
정보 통신 기술을 이용한 발명 활동의 가장 큰 벽은 코
딩 소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코딩
소스 코드 공유 사이트를 이용하여 발명에 사용하는 센
서, 보드에 적합한 코드를 찾아 응용하여 창의적인 발명
이 가능하다.

① 페이스트빈(Pastebin): 텍스트 파일 공유 사이트이다. 익명
으로 텍스트, 문서를 공유할 수 있으며, 주로 프로그래머들
이 코드를 보관하고 공유하는 데 사용하며 언어에 맞는 문
법 하이라이팅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② 소스 포지(Source Forge): 일반 사람들이 자신이 진행한
프로젝트의 전체에 해당되는 소스 코드를 오픈하는 세계적
으로 유명한 사이트이다.

③ 스니플(Snipplr): 전 세계의 코드를 라이브러리 형태로 정
리한 사이트이다.

깃허브에 파일을 올리고 빼내는 순서
User
Working
Directory
❶ git init
깃 저장소 만들기

INDEX

HEAD

Staging Area

Local Repository

❷ git add

❸ git commit
확정

❷ git merge

GitHub
Remote
Repository

❹ git push
❶ git fetch

❷ git pull
❷ git clone
출처: https://baekjungho.github.io/github-use/

④ 플래닛 소스 코드(Planet Source Code): 인터넷상에서 업
로드되어 정리가 되지 않은 코드들을 검색하여 모아둔 사이
트이다. 새로운 코드가 업로드되어 체계적이진 않으며, 일반
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코드를 찾을 수 있다.

GitHub(remote repository)에 가입하여
repository 생성

GitHub 원격 repository를 다운로드

더 알아보기
오픈 소스 빨리 찾는 방법
https://youtu.be/xuYiHOl42c4

local repository에 파일 추가 및 commit

remote repository에 push를 하여 GitHub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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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인공 지능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메이커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정보 통신
기술 영역

소프트웨어(SW)
교육

11차시

영역 목표

인공 지능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기술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
[10발명04-02]
인공 지능의 원리를 이해하고 피지컬 컴퓨팅 교구로 간단한 인공 지능 발명품을

성취 기준

만들 수 있다.
[10발명04-03]
인공 지능 블록을 활용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인공 지능 발
명품을 제작할 수 있다.
1. 인공 지능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인공 지능을 이용한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다양하게 동작할 수 있다.
3. 인공 지능을 이용한 나만의 발명품을 만들 수 있다.

2) 선수 학습 소개

-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활용하여 나만의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다. [중급 04-02]
- 나만의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피지컬 컴퓨팅 교구로 만든 발명품과 연동하여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중급 04-03]

3) 단원 소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나아가 인공 지능 교육이 중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인공 지능 스피커, 자율 주행
차, 자율 주행 로봇 등 다양한 곳에서 인공 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2016년 바둑 기사인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에서 승리한 알파고 역시 인공 지능을 활용한 기술이다.
전 세계에서 인공 지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공 지능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 현장에서
도 학생들에게 인공 지능 교육을 실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인공 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발명품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발명 교육에서 인공 지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단원에서는 피지컬 컴퓨팅의 대표적인 교구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하여 인공 지능을 구현해 보고자
한다. 인공 지능을 이해하고 직접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인공 지능 프로그래밍
을 통해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다양하게 활용해 보고 나만의 인공 지능 발명품을 만들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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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2차시
(인공 지능)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인공 지능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 지능 알아보기
인공 지능 프로그램 체험하기

지도할 때 유의점
…인
 공 지능의 개념을 이해한다.
…카
 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준비한다.
…간
 단한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 제어하기

전개

3차시
(마이크로비트와
인공 지능)

… 프로그램에 마이크로비트 연결하기
키튼블록에 마이크로비트 연결 방법 알아보기
… 다양한 인공 지능 블록 사용하기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번역 인공 지능 블록의 종류 알아보기
비디오 감지, 텍스트 음성, 번역 인공 지능 블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만들기
얼굴 인식 인공 지능 블록의 종류 알아보기
얼굴 인식 인공 지능 블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만들기
… 머신 러닝 인공 지능 블록 사용하기
머신 러닝 인공 지능 블록의 종류 알아보기
머신 러닝 인공 지능 블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만들기

인공 지능 렌즈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 제어하기
전개

3차시
(마이크로비트와
인공 지능 렌즈)

… 마이크로비트에 인공 지능 렌즈 연결하기
인공 지능 렌즈 사용 방법 알아보기
마이크로비트에 인공 지능 렌즈의 연결 방법 알아보기
… 인공 지능 렌즈 블록으로 마이크로비트 제어하기
인공 지능 렌즈 블록의 종류 알아보기
인공 지능 렌즈 블록으로 다양한 프로젝트 만들기

마이크로비트로 인공 지능 발명품 만들기
전개/정리

3차시
(인공 지능 발명품
메이커)

… 실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
구상하기
인공 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생활 문제 생각하기
실
 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발명품을 그리
고 설명하기
… 구상한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를 마이크로비트로 만들기
내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 수정 및 보완하기
… 친구들이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 서로 평가하기

…키
 튼블록 사용 방법을 지도한다.
…여
 러 가지 인공 지능 블록을 이해할 수 있
게 지도한다.
…교
 재에 나온 블록은 참고 자료이므로 다
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다.
…인
 공 지능을 이용한 산출물을 만들도록
지도한다.
…친
 구들이 만든 산출물을 자세히 분석하도
록 지도한다.

…인
 공 지능 렌즈를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인
 공 지능 렌즈 블록을 이해할 수 있게
지도한다.
…교
 재에 나온 블록은 참고 자료이므로 다
른 방법으로 만들어도 좋다.
…입
 력 장치와 출력 장치로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도록 유도한다.

…다
 양한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

하고 설명할 수 있게 지도한다.
…학
 생들이 인공 지능 발명품을 구상할 때
목적이 실생활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친
 구들이 만든 산출물을 자세히 분석하
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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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인공 지능, 기계 학습, 딥 러닝
인공 지능은 영어 약어로 AI(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
며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등을 컴퓨터로 프
로그래밍 하여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 지능을 기계 학습
(ML: Machine Learning), 딥 러닝(DL: Deep Learning)이
라고도 한다.
기계 학습이란 사람이 학습하는 것처럼 컴퓨터에 데이터를
입력해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딥 러닝이란 머신 러닝에서 발전된 형태로 사람이 학습할 데이
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하는 방식이다.
인공 지능(AI)
기계 학습(ML)

딥 러닝(DL)

사고나 학습 등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컴퓨터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
성능을 향상 시키는 기술 방법
인간의 뉴련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

이처럼 인공 지능이란 기계가 인간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기계는 학습이 필요하다. 인공 지
능을 학습하는 방법에는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이
있다.
지도 학습이란 컴퓨터에게 문제와 답을 알려주고 컴퓨터 스
스로 문제와 답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 주어진 문제로부터 답
을 유도하는 규칙을 파악하게 만드는 학습 방식이다.
비지도 학습이란 지도 학습과 달리 컴퓨터를 학습시킬 때
답을 알려주지 않는 학습 방식이다.
강화 학습이란 지도 학습이나 비지도 학습과는 다른 영역으
로 주어진 환경 안에서 에이전트(agent)가 목표에 가까워지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며 에이전트가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게 하는 학습 방식이다.
더 알아보기
인공 지능, 머신 러닝, 딥 러닝

인공 지능과 인간과의 대결
1. 딥 블루(Deep Blue)
딥 블루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그랜드 마스터인 가리 카스
파로프를 시간제한이 있는 정식 대국에서 이긴 최초의 컴퓨터로
체스 게임 용도로 IBM에서 만든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다.
2. 왓슨(Watson)
왓슨은 2011년 미국 제퍼디 퀴즈 쇼에서 최장기간 우승을 거두
었던 켄 제닝스를 이긴 IBM에서 만든 인공 지능 프로그램이다.
3. 알파고(AlphaGo)
알파고는 2016년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을 4
승 1패로 이긴 구글 딥마인드에서 개발한 인공 지능 바둑 프로
그램이다.

http://iped.kr/c040311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딥 블루, 왓슨, 알파고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 강화 학습
http://iped.kr/c0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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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ed.kr/c040313

리적 판단 문제 등이 있다.
더 알아보기
‘사이코패스 인공 지능’ 등장
http://iped.kr/c040310

더 알아보기
윤리가 결여된 인공 지능의 모습은?
http://iped.kr/c0403111

더 알아보기
인공 지능이 ‘도덕’을 배울 수 있을까?
http://iped.kr/c0403112

지도상의 유의점
교사는 인공 지능 관련 유튜브를 통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인공
지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적게 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학생들이 인공 지능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게 한 후 유튜브를
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인공 지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인공 지능의 장점과 문제점을
생각하며 인공 지능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립하게 한다.

인공 지능프로그램 체험
체험 사이트

사이트 설명
자신의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과 연관된 여러 가지 그
림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원을 그리면 접시, 달, 반

오토드로우

지, 공, 수박 등 내가 그린 원과 연관된 그림을 제시해
준다.

일상생활 속의 인공 지능
오늘날 인공 지능은 시각 인식과 음성 인식에서 많이 활용되
고 있다. 교통, 산업,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사용되며 스스

주어진 단어에 맞는 그림을 그려 인공 지능이 인식하
퀵, 드로우!

게 한다. 주어진 단어를 보고 20초 이내에 알맞은 그
림을 그려 인공 지능이 맞추게 해야 한다.

로 움직이는 자율 주행차, 음식 배달 로봇, 그림을 그리는 로봇,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인공 지능 등이 우리 생활을 더

스케치-RNN

욱 편리하게 해 주고 있다.
더 알아보기

에이아이 듀엣

일상생활에 파고든 인공 지능 로봇
http://iped.kr/c040318

[Model]에서 단어를 선택한 후 그 단어에 맞는 그림을
일부 그리면 인공 지능이 나머지 부분을 그려 준다.
내가 피아노를 연주하면 그 피아노 연주를 분석하여
인공 지능이 뒤따라 어울리는 연주를 해 준다.
지휘자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듯이 카메라를 보고

세미컨덕터

손동작을 하면 가상의 오케스트라가 내 손동작에 따
라 연주를 한다.

더 알아보기
생활 속으로 들어온 인공 지능 기술

이미지, 오디오, 동작에 대한 기계 학습을 시켜 인공
티처블 머신

지능이 내가 제시하는 이미지, 오디오, 동작을 인식
하게 한다.

http://iped.kr/c040319

인공 지능의 윤리(도덕)
인공 지능은 오늘날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고 있지만, 그
로 인한 문제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문
제, 인공 지능을 학습시킬 때 특정 데이터를 배제하고 편견을
주입하는 문제, 사생활 침해(딥페이크), 데이터의 오류 문제, 윤

지도상의 유의점
크롬(Chrome)에서 순서대로 6가지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체험
해 보고 자기가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적어 보게 한다.
인공 지능 프로그램 체험을 통해 인공 지능을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것을 작성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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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코딩(coding) 프로그램
인공 지능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딩을 해야 한다. 코
딩을 하는 방법에는 블록(block)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텍
스트(text)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블록 코딩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국내 카이스트에서 만
든 엔트리(Entry)와 미국 엠아이티(MIT)에서 만든 스크래치
(Scratch) 프로그램이 있다. 또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중국에
서 만든 엠블록(Mblcok), 키튼블록(KittenBlock)이 있다.
텍스트 코딩 프로그램에는 C, C#, Python, 자바스크립트
등이 있다.
프로그램
블록 코딩

텍스트 코딩

장점

단점

텍스트 코딩보다 이해하고 만

텍스트 코딩보다 다양한 코딩

들기 쉽다.

을 하기에 제한이 있다.

블록 코딩보다 더 다양한 코

블록 코딩보다 이해하고 만들

딩이 가능하다.

기 어렵다.

키튼블록(KittenBlock) 프로그램
더 알아보기
키튼블록 설치 사이트
http://iped.kr/c040321

3. 펌웨어를 설치한다.

중국에서 만든 키튼블록은 스크래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
로그램으로 마이크로비트(micro:bit)를 제어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순서로 마이크로비트를 키튼블록에 연결한다.

4. 펌웨어 설치가 완료되면 마이크로비트 [리셋 버튼]을 누른다.

1. [Not Hardware]를 클릭하여
[MicroBit Python
- serial]을 클릭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중학교 정보 교과에서 코딩을 배웠다는 가정하에 스크래치에
대한 기본 설명 및 학습은 아래 링크를 참고한다.

2. [Not Connected]를 클릭하

만약 스크래치 코딩을 모르는 학생이 있다면 사전에 스크래치
3.0을 학습하고 오도록 준비 과제로 제시한다.

여 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연
결하기]를 클릭한다

더 알아보기
스크래치 3.0
http://iped.kr/c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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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micro:bit) 기본 블록
마이크로비트 블록

설명
LED 매트릭스에 표시되는 모양을 직접 만
든다.
여러 가지 아이콘 모양을 LED 매트릭스에
표시한다.
LED 매트릭스에 문자를 표시한다.
(영어, 숫자, 기호만 가능)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온도 센서에서 측정
된 온도 값을 가져온다.
P8/P12/P13/P14/P15의 핀에 0, 1의 디
지털값을 쓴다.
P0/P1/P2/P8/P12/P13/P14/P15의 핀
에 0, 1의 디지털값을 읽어서 반환한다.
P0/P1/P2/P3/P4/P10의 핀에 0~1023
의 아날로그값을 쓴다.
P 0 / P 1/ P 2 / P 3 / P 4 / P 10 의 핀 에 서
0~1023의 아날로그값을 읽어서 반환한다.
버튼을 이용하여 P0/P1/P2/P3/P4/P10
의 핀을 풀업, 풀다운으로 설정한다.
마이크로비트에 스피커를 연결하여 여러 가
지 음악을 연주한다.
음높이 빈도, 정지 시간을 조절한다.
작성한 글자를 말한다.
(온라인 모드에서 지원하지 않음)
마이크로비트 A, B, A+B 버튼을 눌렀는지
판단한다.
마이크로비트의 가속도 x, y, z좌표를 측정
한 값을 가져온다.
마이크로비트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졌는

더 알아보기

지 판단한다.

마이크로비트 사용법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나침반 센서에서

http://iped.kr/c040323

측정된 방향 값을 가져온다.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나침반 센서를 교정
한다.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된 라디오 통신 기능

키튼블록 코딩을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하기

을 이용한다.
라디오 통신 채널을 정한다.
라디오 통신 기능을 통해 문자를 전송한다.
라디오 통신 기능으로 수신받은 값을 가져
온다.
시리얼 기능으로 문자를 출력한다.
시리얼 기능으로 출력할 문자 값을 정한다.

[Stage]를 클릭하면 [Coding]으로 바뀌며 창이 뜬다. 창에서

지도상의 유의점

자동 번역을 체크하고 [Translate]을 클릭한 후 [Play]를 실행

학생들이 마이크로비트 기본 블록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

하면 마이크로비트에 자동으로 업로드된다. 마이크로비트 [리

램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기본 설명은 발명

셋 버튼]을 누르고 실행하면 코딩한 대로 동작한다.

교재(중급) 심화 응용 편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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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키튼블록의 인공 지능 블록
실시예(embodiment)는 특허를 받으려키튼블록에 있는 인공
지능 블록을 활용하기 위해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클릭하여
아래 기능을 추가한다.
※ [음성 인식] 확장 기능은 음성 인식 서버 문제로 현재 동작
하지 않아 제외한다.

비디오 감지 블록

설명
캠 화면상 움직임이 10 초과일 때 동작하게
한다.
캠 화면상 스프라이트, 무대에 대한 동작, 방
향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을 켜기, 끄기, 뒤집힌 상태로 켜기를
한다.
캠 화면 투명도를 0~100까지로 정하여 보여
준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추적했을 때 동작한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 동작을 추적한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인공 지능이 인식한 나이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 동작을 추적한 오류를
수정한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남자, 여자 성별로 판단한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에 여러 가지 가면을 씌어
준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인공 지능이 인식한 웃음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눈, 코, 입 등)의 위치 값
을 가져온다.
텍스트 음성 블록

설명
작성한 글자를 소리로 말해 준다.
글자를 소리로 말할 때 여러 가지 음성으로 바
꿔 준다.
음성으로 나타낼 언어를 정한다.

번역 블록

설명
작성된 글자를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해 준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나라의 언어 값을 가져
온다.

얼굴 인식 블록

설명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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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 화면에 있는 얼굴이 가진 여러 가지 감정을 인
공 지능이 인식한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인공 지능이 인식한 아름
다움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이 건강한지, 착색되었는지,
여드름이 있는지, 다크서클이 있는지 인공 지능
이 인식한 값을 가져온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아시아인, 백인, 흑인으로
판단한다.
캠 화면에 있는 얼굴을 분류하기 위해 Class를
만든다.
얼굴을 분류하기 위해 ClassA에 Tom 얼굴을 추
가한다.
얼굴을 분류하기 위해 ClassA를 검색한다.
Tom 이름을 찾았을 때 동작한다.
검색이 끝났을 때 동작한다.
검색한 결과 이름 값을 가져온다.

기계 학습 블록

설명
MobileNet은 특정 이미지의 내용을 인식하
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기계 학습 모델이다. 이
이미지 분류기에 저장된 이미지를 불러온다.
캠 화면에 나오는 물체를 보고 MobileNet에
저장된 이미지와 비교 후 이름 값을 가져온다.
물체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기능 추출기를
초기화한다.
캠 화면에 나오는 물체의 특징을 추출한 값을
긴 숫자로 나타낸다.
KNN(K-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통해 캠 화
면에 나오는 물체를 레이블 이름에 저장한다.
캠 화면에 나오는 물체의 특징을 추출한 값을
분류하여 레이블 이름 값을 가져온다.
물체와 레이블 이름 값이 같지 않을 경우 삭제
한다.
단어를 선택하여 구글 스케치-RNN의 인공
지능이 단어에 어울리는 그림을 불러온다.
구글 스케치-RNN의 인공 지능이 단어에 어
울리는 그림을 그려준다.
PoseNet은 골격을 추적하는 기계 학습 모델
을 초기화한다.
캠 화면에 나오는 골격을 PoseNet이 추적
한다.
캠 화면에 나오는 여러 신체 조직의 위치 값을
가져온다.

기계 학습으로 이미지 학습시키기
KNN(K-Nearest Neighbors)을 통해 가위바위보 이미지 특
징을 추출하여 각 이미지에 맞는 레이블 이름을 저장한다.
기계 학습 블록

설명
캠 화면에 손으로 가위를 만들고 다양한
가위 모습을 [가위] 레이블에 저장한다.

검색한 신뢰 값을 가져온다.
문자, 차량 번호판을 인식한다.
(중국어, 중국 차량 번호만 이식 가능)

캠 화면에 손으로 가위를 나타내고 [가
위] 레이블 이름 값을 가져온다.

지도상의 유의점
인공 지능 블록으로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경우에는 키튼블록

더 알아보기

프로그램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하

K-Nearest Neighbors

지는 못한다. 즉, USB 케이블을 통해 마이크로비트의 유선 연결 제

http://iped.kr/c040331

어는 가능하지만, 업로드를 통한 무선 연결 제어는 불가능하다.

더 알아보기
기계 학습으로 가위바위보 가르치기

기계 학습 블록

http://iped.kr/c040332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란 무엇일까요?
기계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방대한 양의 자료(빅데이터)가 필요

자료의 패턴을 발견
[확장 기능 추가하기]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이 다양한 인공 지능 블록을 활용해서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하게 한다.
기계 학습 블록의 경우, 다양한 이미지를 학습시켜 그 레이블 이
름 값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
도록 유도한다.
발명 교재(중급) 심화 응용편에 나오는 센서 확장 보드를 이용
하여 마이크로비트에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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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지능 렌즈: 허스키 렌즈(Husky Lens)
마이크로비트에는 카메라가 없으므로 인공 지능 시각 인식을
위해서는 마이크로비트에 연결하기 위한 카메라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이크로비트는 라즈베리파이처럼 고사양의 보드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카메라를 연결할 수 없다. 그래서 최근 마
이크로비트 사양에 알맞은 인공 지능 렌즈가 출시되었다.
인공 지능 렌즈인 허스키 렌즈는 얼굴 인식, 물체 추적, 물체
인식, 라인 추적, 색상 감지 및 태그 감지의 6가지 기능이 내장
되어 있어 사용하기 쉬운 인공 지능 머신 비전 센서이다.
허스키 렌즈 사양
-SEN0305 Husky Lens:
이미지 센서

OV2640 (2.0 메가픽셀 카메라)
-SEN0336 Husky Lens PRO:
OV5640 (5.0 메가픽셀 카메라)

공급 전압
소비 전류
연결
인터페이스
디스플레이
내장
알고리즘

3.3~5.0V (센서 확장 보드를 사용해야 함)
320mA(3.3V), 230mA(5.0V)
(얼굴 인식 모드, 80% 백라이트 밝기, 채우기 조명 끄기인 경우)
UART 모드 또는 I2C 모드
320*240 해상도의 2.0인치 IPS 화면
얼굴 인식, 객체 추적, 객체 인식, 라인 추적, 색상 인식, 태그 인식

이름

설명
LED 라이트로 전면 양쪽에 한 개씩 있으며 ON 또는 OFF로

LED

설정할 수 있다. LED 라이트의 밝기 범위는 1~100이다. 기본
값은 50이다.

이름
Function
Button
Learning
Button
Screen
Mounting
Hole

설명
기능 버튼으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다이얼을 돌려 다른 기능으
로 전환하고 가운데를 짧게 눌러 기능을 선택한다. 가운데를 길게

RGB LED
Camera

누르면 각 기능의 설정을 바꿀 수 있다.
학습 버튼으로 짧게 누르면 화면에 지정된 개체를 학습하며 길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비친 물체를 보여준다.
1MB~512GB까지 다양하다. 메모리 카드를 구매하여 데이
터를 저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허스키 렌즈를 다른 기기에 연결하거나 고정할 수 있다.

다. RGB 라이트의 밝기 범위는 1~100이다. 기본값은 20이다.

Trans Flash 카드로 메모리 카드를 의미한다. 저장 공간은
TF Card Slot

누르면 지정된 각도와 거리에서 화면에 지정된 객체를 계속 학습
카메라에 나타나는 물체를 화면에 보여준다.

전면에 RGB 라이트가 있으며 ON 또는 OFF로 설정 할 수 있

UART는 비동기 통신을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UART/I2C

I2C는 두 가닥의 선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방식을 말하며
SCL과 SDA로 이루어져 있다.

USB Connector

USB 커넥터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전력을 공급한다.

더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허스키 렌즈 구매하기

허스키 렌즈 소개

http://iped.kr/c040343

http://iped.kr/c0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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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스키 렌즈 블록
허스키 렌즈 블록

설명
허스키 렌즈 연결이 성공할 때까지
I2C를 초기화한다.
연결이 성공할 때까지 얼굴 인식, 물
체 추적, 물체 인식, 라인 추적, 색상
감지, 태그 감지 알고리즘을 바꾼다.
허스키 렌즈 화면에 나온 결괏값을
한 번 요청한다.
허스키 렌즈가 학습한 이미지 ID
값을 가져온다.
이미지에 있는 박스, 화살표의 결
괏값을 판단한다.
가운데 화 살표에 표시된 이미지
ID(위치)의 매개 변수에 가까운 결
괏값을 가져온다.
가 운데 박스에 표 시된 이미지
ID(위치, 크기)의 매개 변수에 가까
운 결괏값을 가져온다.
이미지 ID 번호에 있는 박스, 화살
표의 결괏값을 판단한다.
허스키 렌즈가 학습한 이미지 ID
번호의 결괏값을 판단한다.
이미지 ID 번호의 박스 매개 변수의
위치, 크기 결괏값을 가져온다.
이미지 ID 번호의 화살표 매개변수
의 위치 결괏값을 가져온다.

더 알아보기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용 교재에 있는 QR 코드 ‘허스키 렌즈 사용 방법’은 크롬에
서 검색하여 ‘한국어’로 번역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마이크로비트와 허스키 렌즈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센서 확장
보드가 필요하며 센서 확장 보드에서 I2C 포트에 연결하면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뿐만 아니라 센서 확장 보드에도 전원을 공급
해 줘야 허스키 렌즈가 작동한다.

마이크로비트 기초 강좌
http://iped.kr/c040347

더 알아보기
마이크로비트에서 허스키 렌즈 블록 불러오기
http://iped.kr/c040348

지도상의 유의점
마이크로비트 코드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 위의 QR 코
드 ‘마이크로비트 기초 강좌’를 사전에 학습하여 마이크로비트 코
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빨간색 선: V2

마이크로비트, 허스키 렌즈에 USB

검은색 선: G

케이블을 연결하여 전원 공급

파란색 선: P19핀(SCL)
초록색 선: P20핀(SDA)

허스키 렌즈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얼굴, 물체, 색깔 등을 인식
하는 학습을 시키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허스키 렌즈 블록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이
크로비트를 제어하게 한다.

허스키 렌즈를 I2C로 설정하기
[ G e n e r a l S e t t i n g s ] - [ P r o t o c o l Ty p e ] - [ I 2 C ] [Save&Return]-[Yes]
발명 교재(중급) 심화 응용 편을 참고하면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
딩 방법 및 외부 장치를 연결하는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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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비트 핀 블록
허스키 렌즈 블록

설명
P0~P20의 핀에서 0, 1의 디지털값을
읽어서 반환한다.
P0~P20의 핀에 0, 1의 디지털값을 쓴다.
P0/P1/P2/P3/P4/P10의 핀에서 0~1023
의 아날로그값을 읽어서 반환한다.
P 0/ P 1/ P 2 / P 3/ P4 / P 10 의 핀 에
0~1023의 아날로그값을 쓴다.
P0/P1/P2/P3/P4/P10의 핀에 아날
로그 PWM 출력 주기를 마이크로초
(micros) 단위로 설정한다.

핀의 범위를 매핑하는 것으로 최솟값에
서 최댓값까지 범위를 다시 변환한다.

P0/P1/P2/P3/P4/P10의 핀에 연결
된 서보모터에 0~180 값을 출력해서
작동한다.
P0/P1/P2/P3/P4/P10의 핀에 연결
된 서보모터에 아날로그 PWM 값의
출력을 위한 서보 펄스폭을 마이크로초
(micros) 단위로 설정한다.

마이크로비트 외부 센서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마이크로비트 센서라고 검색하기보다

마이크로비트를 센서 확장 보드에 결합하면 더 다양한 외부
센서를 연결할 수 있다. 각 외부 센서마다 마이크로비트에 연
결하는 방법이 다르니 직접 검색을 통해 알아본다.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초음파 센서
인체 감지 센서

서보모터
스피커

토양 습도 감지 센서

네오 픽셀

조이스틱 모듈

DC 모터

압력 센서

OLED

이 밖에도 조이스틱 모듈, 압력 센서, 화염 감지 센서, RGB
LED, 심장 박동 감지 센서, 소리 감지 센서, 터치 감지 센서, 충
격 감지 센서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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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아두이노 센서와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두이노 센서’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센서들을 찾을 수 있다.
유튜브에서도 역시 ‘아두이노 센서’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센서
들을 사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학생 스스로 자신이 찾고자 하는 센서를 찾고 그 기능도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허스키 렌즈와 함께 발명 교재(중급) 심화 응용 편에 나오는 센
서 확장 보드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에 다양한 센서를 연결해
보도록 지도한다.

그 밖의 외부 센서 이용 방법
1. 디지털 입출력 장치인지 아날로그 입출력 장치인지 구분한다.
2. 센서에 있는 각 핀이 어떤 핀인지 분석한다.
3. 센서를 동작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이 얼마인지 알아본다.
4. 센서를 동작하기 위해 저항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5. 센서에 있는 각 핀에 알맞게 마이크로비트와 연결한 후 프
로그래밍을 한다.

이 밖에도 앞에서 배운 더하기-빼기, 크기 바꾸기, 반대로 하
기, 용도 바꾸기 등과 같은 발명 기법을 활용하면 입력 장치와
출력 장치를 결합한 다양한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마이크로비트와 외부 센서를 이용한 예시
http://iped.kr/c040352

지도상의 유의점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이 찾은 센서 중에 저항이 따로 필요한 센서가 있는 경우에
는 악어 클립 전선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브레드보드를 이용하
는 방법이 있다.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마이크로비트 브레드보드
어댑터가 필요하다.

더 알아보기
마이크로비트 브레드보드 어댑터

발명 교재(중급) 심화 응용 편에서는 마이크로비트에 다양한 외
부 센서를 연결한 발명품을 만들어 보았다. 발명 교재(고급)에서는
허스키 렌즈를 이용한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를 생각하여 만들
어 보게 지도한다.
허스키 렌즈가 구매하기 어려운 발명 센터는 허스키 렌즈 없이
웹캠을 연결한 키튼블록 프로그램으로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만들어 보게 해도 좋다.
허스키 렌즈를 활용한 발명이 키튼블록을 활용한 발명과 다른
점은 인공 지능을 활용하여 마이크로비트를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마이크로비트에 코딩한 프로그램을 주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http://iped.kr/c040351

인공 지능 발명 아이디어 구상하기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입출력 장치와 아날로그 입출력 장치
를 이용하여 발명품을 구상할 수 있다.
입력 장치 1개와 출력 장치 1개를 각각 선택하여 결합하면
여러 가지 발명품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상황에 맞게 허스키 렌즈와 서보모터
를 결합하여 허스키 렌즈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학습시킨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고 경고음이 울리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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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마이크로비트 정보 공유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하다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만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비트 관련 카페나 에스엔에스(SNS)
를 이용한다면 더 쉽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코딩 교육을 위한 BBC 마이크로비트(micro:bit) 사용자 모임
http://iped.kr/c040361

페이스북
마이크로비트 한국 교육자 그룹
http://iped.kr/c040362

특히 내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을 중간발표 또는 최종 발
표를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게 한다.
1. 내가 생각한 발명품은 인공 지능 기능이 있나?
─ 내가 생각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 지능 기능
지도상의 유의점
내가 구상한 발명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정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센서만 활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그 외에 더 필요한 센서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 미리 구매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 센서를 미리 조사하여
다양한 센서를 사전에 구입하여 준비해 놓는 것이 좋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렴한 가격의 센서들
이 많이 있다.

마이크로비트 인공 지능 발명품 평가

을 가졌는지 생각해 본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집에 들어갈 때
도어록 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집주인
의 얼굴을 인식하여 집의 문을 자동으로 열어 주는 인공 지
능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2. 내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의 완성도는 어떠한가?
─ 내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이 한 번 동작하고 고장이 나거
나 동작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인공 지능 발명품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3. 내가 선택한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나?
─ 내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이 내가 생각한 실생활 문제점

마이크로비트로 인공 지능 발명품을 만들다 보면 내가 의도한

을 해결하기에 알맞은지 생각해 본다. 이를 위해서 기존에

대로 만들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때 친구들과 정보를 나누고

내가 생각한 실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

서로 도움을 받으며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

공 지능 발명품이나 연구 등을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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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그 실생활 문제점을 왜 인공 지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지 자기 생각과 비교해 본다.
3. 친구가 문제점을 인공 지능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 쓴다.
─ 나라면 그 문제점을 인공 지능으로 어떻게 해결했을지 생각
해 본다.
4. 친구가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을 작동해 보고, 발명품의 장점과
단점을 쓴다.
─ 인공 지능 발명품의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쓰게 지도한다.

마이크로비트 인공 지능 발명품 상호 평가표(예시)
친구

실생활

해결하고 싶

이름

문제점

은 이유

해결 방법

인공 지능 발명품
장점

단점

다양한 마이크로비트 발명품
전 세계 많은 사람이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다양한 발명품
을 만들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사람들
지도상의 유의점
학생들이 만든 최종 인공 지능 발명품을 전시할 때 단순히 인공
지능 발명품만 전시하기보다는 그 작품을 만들게 된 동기나 목적,
설명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간단하게 작성하게 하는 것도 좋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인공 지능 발명품을 분
석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업로드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볼 수 있고 내가 만든 인공 지
능 발명품도 이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
가를 받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마이크로비트 프로젝트
https://microbit.hackster.io

지도상의 유의점

마이크로비트 인공 지능 발명품 분석

교사가 다양한 인공 지능 발명품 예시를 제시해주거나 스스로

최종 완성된 마이크로비트로 만든 인공 지능 발명품을 전시하

검색을 통해 인공 지능 발명품을 찾아보게 하고 다양한 인공 지능

고 학생들이 돌아다니며 인공 지능 발명품을 작동해 보고 분

발명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돕는다.

석한다. 이때 친구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다면 인공 지능 발명
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친구가 선택한 실생활 문제점이 무엇인지 쓴다.
─ 내가 선택한 실생활 문제점과 비교해 본다.

작품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인공 지능 기능을 활용
하여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은지 아이디어의 중요성에 더 초점
을 맞춘다.
다른 친구들의 인공 지능 발명품을 보며 자신의 인공 지능 발명
품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친구가 실생활 문제점을 왜 인공 지능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지 그 이유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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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3
지식재산권 영역
응

용

편

05-03 특허권 레벨 업 하기
06-03 지식재산과 창업

이 단원에서는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할 방법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 창업 시뮬레이션의 기회를 제
공한다.
먼저 발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특허를 이용한 권리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허 청구항을 작
성해서 지식재산에 대한 심화된 내용을 학습한다.
또한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동업자를 선정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자금을 유치하는 활동을 진
행한다. 다양한 창업 중에 발명을 이용한 기술 창업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더 나아가 마케팅까지 간접적으로 경험
함으로써 지식재산 창업 역량을 신장할 수 있다.

05-03 특허권 레벨 업 하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6차시

영역 목표

1.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2. 나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10발명05-03]
성취 기준

좋은 특허권을 만들기 위한 청구항 작성 방법과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1.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기초하여 침해 판단을 해 본다.
체험 활동

2. 실시예 확장, 선행 기술 검색 및 청구항 작성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해 본다.
3.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하여 청구항 보정을 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 특허 검색을 통해 선행 기술을 분석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 명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중급05-02]
- 특허 출원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중급05-03]

3)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좋은 특허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운다. 좋은 특허권이란 넓은 권리 범위와 높은 권리 안
정성을 갖는 것이다. 잘못 만들어진 특허권은 너무 좁은 권리 범위를 가져서 유사한 물품의 사용을 막지
못하거나 권리의 안정성이 낮아서 쉽게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단원은 좋은 특허권을 만드는 방법들을 배우고 실습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먼저 특허 침해의 사례와
판단 방법을 학습한다. 다음으로 좋은 특허권을 만들기 위한 실시예 확장 방법, 확장된 실시예를 이용한
청구항 작성 방법, 그리고 거절 이유에 대응한 보정 방안 작성 방법을 학습한다.
학생들은 이 단원을 통해 좋은 특허권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좋은 특허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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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좋은 특허권이란 무엇일까?

도입

1차시

… 좋은 특허권의 의미 알아보기
… 특허권 침해를 판단하는 방법 알아보기
…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해 보기

지도할 때 유의점

…구
 성 요소 완비의 원칙은 좋은 특허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개념이므로
모든 학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한다.

…좋
 은 특허권을 만들기 위해선 명세서 작성 전에

좋은 특허권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2차시

전개

3-5차시

전개/정리
6차시

… 실시예 확장에 대해 알아보기
… 선행 기술 검색에 대해 알아보기

… 청구항 작성에 대해 알아보기
…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좋은 특허권 만들기⑴: 출원 단계

… 실시예 확장해 보기
… 선행 기술을 찾고, 유사점과 차이점 적어보기
… 선행 기술과 차별화되도록 청구항 작성하기

좋은 특허권 만들기⑵: 심사 단계

…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보정 방안 작성하기

실시예 확장과 선행 기술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인지시킨다.
…실
 시예 확장 알아보기(3p) → 실시예 확장해보기
(5p) → 선행 기술 검색 알아보기(3p) → 선행 기
술 검색하기(6p) → 청구항 작성 알아보기(4p) →
청구항 작성하기(6p) → 대응 방법 알아보기(4p)
→ 보정 방안 작성하기(7~8p) 순으로 수업을 진행
할 수도 있다.

…기
 본 실시예를 세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실시예 확장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를 인
터뷰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학
 생들이 청구항 작성을 어려워하면 청구항의
형식은 무시하고 구성 요소들, 이들의 관계 및
기술적 특징을 자유롭게 기재하게 한다.

…보
 정된 청구항을 작성하기 어려워하는 학생은
어떻게 보정하면 거절 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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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종종 ‘A사, 00 기술 특허 획득’이라는 기
사를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마치 00 기술을 A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A사는 청구항에 의해 결
정되는 범위만큼의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A사의 권리를 알려
면 청구항을 검토해야 한다. ‘무엇을 배울까?’에서는 특허 침해
를 판단하는 방법, 좋은 특허권을 만들기 위한 청구항 작성법
에 대해 알아본다.

특허 침해를 판단하는 방법
1.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침해(문언 침해) 판단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All element rule)’은 청구 범위에 기재
된 발명의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실시’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
을 사용,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
면 다음과 같다.
▶

갑은 아래와 같은 청구항을 갖는 특허권의 특허권자다.

【청구항 1】
A;
상기 A상에 제공되는 B; 및
상기 A와 상기 B 사이에 제공되는 C;를 포함하는 X.
▶

을은 갑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A와 B를 포함하

는 X를 실시(제조, 판매 등)한 자이다. 을은 청구항 1의 구
성 요소 중 A와 B는 포함하지만, C는 포함하지 않는 X를
실시하였으므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 전
부를 실시하지는 않았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을은 갑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병은 갑의 허락이나 정당한 권원 없이 A, B, 그리고 C를

포함하는 X를 실시(제조, 판매 등)한 자이다. 병은 청구항
1의 구성 요소인 A, B, 그리고 C를 전부 포함하는 X를 실
시하였으므로,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 전부
를 실시하였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의해 병은 갑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균등론에 따른 침해(균등 침해) 판단
균등론은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일부가 다른
구성 요소로 치환된 경우 특허 발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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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침해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균등론에 의한 침해 판단은 구
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른 침해 판단을 보완하는 방법이다.
균등 침해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때 인정될 수 있다(다만,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특허 발명과 실시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할 것,
② 치환이 가능할 것, ③ 치환이 용이할 것, ④ 특허 발명
이 특허 출원 시에 공지 기술이 아닐 것, ⑤ 치환된 구성
요소가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닐 것
간단히 말하면, 특허권자가 아닌 타인이 특허 발명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다른 구성 요소로 바꿔서 사용하더라도 사실
상 특허 발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타인은 특허권
을 균등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59쪽 사례 해설
1. A사의 특허권 대한 설명
A사의 발명은 일반적인 우산에 디스플레이 장치, 반사 띠, 그
리고 히터를 결합한 것이다. 여기서 디스플레이 장치, 반사 띠,
그리고 히터는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징에 해당한다고

- 이유: C사는 A사 특허권의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
중 우산대, 히터 기능을 갖는 손잡이, 우산살, 우산 천, 디스플레
이 장치, 그리고 반사 띠를 포함하는 우산을 발명하였다. C사는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 전부를 실시하였으므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좋은 청구항이란 무엇일까?
청구항은 앞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구성 요소들의 수가 적
어야 넓은 권리 범위를 갖기 때문에 구성 요소가 적을수록 바
람직하다.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구성
요소들의 수가 적을 때 침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 요소가 적을수록 공개될 가
능성은 크고 등록 가능성은 적다. 앞의 사례에서 ‘디스플레이,
반사 띠, 히터 기능을 모두 갖는 손잡이를 포함하는 우산’보다
‘반사 띠를 포함하는 우산’의 등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좋은 청구항은 ① 등록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②
가능한 한 적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
‘디스플레이와 반사 띠를 포함하는 우산’이 등록이 가능하다
면, ‘디스플레이와 반사 띠를 포함하는 우산’이 기재된 청구항
이 가장 좋다. ‘디스플레이와 반사 띠’보다 더 많은 구성 요소
들을 포함하는 우산(‘디스플레이, 반사 띠, 그리고 히터 기능을
갖는 손잡이를 포함하는 우산’)을 청구항에 기재한다면, 등록
은 할 수 있으나 권리 범위가 좁아진다. 반대로 ‘반사 띠를 포함
하는 우산’만을 청구항에 기재한다면 그 청구항은 등록을 할
가정한다. A사는 위의 발명으로 【청구항 1】을 갖는 특허권을
획득하였다. 【청구항 1】에는 일반적인 우산의 구성 요소들인
우산대, 손잡이, 우산살 및 우산 천이 기재되어 있고,
A사 발명의 특징인 디스플레이 장치, 반사 띠, 그리고 히터도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스플레이 장치, 반사 띠,
그리고 히터가 【청구항 1】에 전부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것 때문에 B사와 C사의 침해 여부가 나뉜다.

수 없다.
특허 명세서 작성 전 특허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여 선행 기
술을 충분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행 기
술 검색을 통해 어떤 구성 요소들을 청구항에 기재해야 등록
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좋은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특허 분쟁 사례1: 쿠쿠 vs. 쿠첸(침해 인정)
- 기사: http://iped.kr/c05031

2. B사의 행위가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

-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권: ‘안전장치가 구비된 내솥 뚜껑 분리

- 침해 성립 여부: N

형 전기 압력 조리기’(등록번호: 10-0878255)

- 이유: B사는 A사 특허권의 【청구항 1】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 우산대, 손잡이, 우산살, 우산 천,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치

더 알아보기

를 포함하는 우산을 발명하였다. B사가 발명한 우산은 【청구

특허 분쟁 사례2: 네이버 vs. 네오패드(침해 불인정)

항 1】에 기재된 구성 요소 중 손잡이가 히터 기능을 갖는 것과

- 기사: http://iped.kr/c0503127

반사 띠를 포함하지 않는다. B사는 【청구항 1】에 기재된 발명
의 구성 요소 전부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구성 요소 완비의
원칙에 따라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 분쟁의 대상이 된 특허권: ‘홈페이지 등록, 관리 및 검색 서비
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 10-0945570)’, ‘홈페이지 통
합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10-0929925)’, ‘홈페이
지 생성, 등록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시스템 및 방법(등록번호:10-

3. C사의 행위가 A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

0962342)’

- 침해 성립 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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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실시예 확장
실시예(embodiment)는 특허를 받으려는 발명의 구체적인 예
를 뜻한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장치가 결합된 우산을 발명
하였다면, 장우산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결합된 것, 접이식 우
산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결합된 것, 투명 우산에 디스플레이
장치가 결합된 것 등이 전부 실시예에 해당한다.
발명자들은 대체적으로 자신이 한 발명에 대해서만 특허 등
록을 받으려 한다. 하지만, 등록 가능성을 높이고, 타인의 회피
설계를 방지하며, 사업 다각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
은 실시예로 특허 등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시예 확장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1) 구성 요소의 상위 개념
을 찾기, 2) 구성 요소를 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3) 대체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기, 4)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부가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찾기 등이 있다. 이는 실제 변리사들
이 발명자와 면담을 할 때 실시예를 확장하기 위해 묻는 내용
들이다. 각각의 방법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구성 요소의 상위 개념 찾기
어떤 구성 요소의 기능은 유사하게 가지되, 그 구성 요소보다
상위 개념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가 있는지 찾아본다. 예를 들
어, 금속판을 포함하는 발명이라면 전도체 판으로 바꿀 수 있
는지 검토한다.
2. 구성 요소를 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어떤 구성 요소의 형상, 위치, 물질 등을 한정할 수 있는지 검
토한다. 일반적으로 한정을 통해 특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휴대폰 케이스 발명
의 경우, 휴대폰 케이스가 무선 충전 기능을 방해하지 않을 정

발명과 유사한 선행 기술 검색
좋은 특허권은 가능한 한 넓은 권리를 갖는 것을 뜻한다. 이때
‘가능한’의 경계는 선행 기술 검색을 통해 대략 확인할 수 있다.
선행 기술 검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등록 가능성이
낮은 청구항 또는 권리 범위가 협소한 청구항이 작성될 가능성
이 크다.
특허 검색 사이트인 키프리스(www.kipris.or.kr)에서 선

도의 두께를 갖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행 기술을 검색한다. 가급적 좌측 상단 메뉴에 있는 ‘특허·실용

3. 대체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기

연산자는 ‘특허·실용신안’ 검색창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구성 요소의 기능을 유사하게 가지되, 그 구성 요소를 대

신안’을 클릭하면 나오는 검색창을 이용한다. 아래에 소개되는

유형

예시

키프리스 예시

and

휴대전화 and 인터넷

휴대전화*인터넷

체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다.

or

휴대전화 or 인터넷

휴대전화+인터넷

4. 더 나은 효과를 얻기 위해 부가할 수 있는 구성 요소 찾기

not

휴대전화 not 인터넷

휴대전화!인터넷

구문

“휴대전화 인터넷”

“휴대전화 인터넷”

인접

휴대전화 ADJ 인터넷

휴대전화^#인터넷

체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찾는다. 예를 들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고무를 포함하는 발명이라면, 고무를 스프링으로 대

본래 목적한 효과를 더 높이거나,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부가할 수 있는 구성 요소가 있는지 찾는다. 예를 들어,
쉽게 부러질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은 그 구성 요
소의 내구성을 높이는 새로운 구성 요소를 부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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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두 개의 검색어를 모두 포함
두 개의 검색어 중 하나 이상
을 포함
휴대 전화를 포함하고, 인터
넷을 포함하지 않음.
공백을 포함하는 두 개 이상의
검색어를 하나의 검색어로 인식
두 개의 검색어의 거리 #단어 이
하로 떨어져 있는 구문을 검색

내지 00의 두께를 갖는 X를 발명하였더라도 A와 B만으로 선
행 기술과 차별화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이 독립항과 종속항
을 이용하여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구항 1】
A; 및
B;를 포함하는 X.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상에 제공되는 C;를 더 포함하는 X.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C의 두께는 00 내지 00인 X.

최소한의 보정으로 거절 이유를 극복
1)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선행 기술에 비해 신규성 및 진보
성이 있어야 등록될 수 있다. 신규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 기술
과 같지 않다는 것이고, 진보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 기술로부
터 용이하게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규성을 판단할 때는 하나의 선행 기술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비교한다.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둘 이상의 선행 기술
을 조합해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할 수 있다.
선행 기술 검색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순서1> 키
 워드 추출하기

예시: 손잡이가 달린 컵 발명 → 손잡이, 컵

순서2> 키워드 확장하기
예시: 손잡이 → 고리, 그립 / 컵 → 그릇, 글라스, 머그

순서3> 검
 색식 작성 및 검색 실행

예시: (손잡이+고리+그립)^2(컵+그릇+글라스+머그)

2) 사례 1의 경우, A사가 책꽂이가 결합된 책상을 출원한다면
신규성 위반으로 의견 제출 통지를 받게 된다. 책꽂이와 결합
된 책상 자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례 2의 경우, 책꽂이가 결합된 책상 자체가 공개되어 있진
않으므로 A사의 출원이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
만 책상과 책꽂이가 각각 공개되어 있으므로, 공개된 책상과
책꽂이의 조합에 의해 A사는 진보성 위반을 이유로 의견 제출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행 기술들을 조합할 땐 그 조합이 당업자에게 용이

가능한 한 적은 구성 요소로 청구항을 작성
1) 청구항은 가능한 한 적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는 넓은 권리 범위를 갖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이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능한’의 경계는 선행 기술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청구항이 선행 기술과 차별화되는 구성 요
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 특허 출원은 등록될 가능성이 크다.
2) 청구항은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표현될 수 있다. 독립항은
어떤 항도 인용하지 않는 청구항이고,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청구
항 1이 독립항이고, 청구항 2는 청구항 1을 인용하는 종속항
이며, 청구항 3은 청구항 2를 인용하는 종속항이다. A, B, 00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혀 다른 분야의 선행 기술들은 조합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의견 제출 통지는 출원 발명과
유사한 분야의 선행 기술들에 근거하여 발행된다.
3) 신규성 위반 및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선 청구항의 내용을 선행 기술과 차별화되도록 보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체적으로 선행 기술(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구성 요소를 청구항에 추가하거나, 청구항의 구성 요소를 한
정하여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한다.
일반적으로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할 땐 청구항 보정 사항을
담은 ‘보정서’와 보정된 청구항이 왜 선행 기술과 차별화되는지
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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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실시예 확장
기본 실시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 확장 실시예를 기본 실시
예의 구성 요소와 대비되도록 정리한다. 이는 청구항 작성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하는 데 중요하다.
가장 넓은 범위를 갖는 청구항 제1항은 보통 기본 실시예에
서 중요도가 낮은 구성 요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들
을 포함하여 작성된다. 중요도가 낮은 구성 요소란 선행 기술
과의 차별화에 기여를 하지 않는 구성 요소나 그 발명이 당연
히 포함하는 일반적인 구성 요소(예를 들어 우산의 손잡이, 우
산 천) 등을 뜻한다. 중요도가 낮은 구성 요소들 및 확장 실시
예의 구성 요소들은 종속항에 기재한다. 기본 실시예와 확장
실시예를 교재에 기재된 대로 정리하면 청구항을 용이하게 작
성할 수 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을 작성할 때는 기본 실시예를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확장 실시예를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확장 실
시예는 기본 실시예의 구성 요소들을 대부분 포함하되, 일부
구성 요소만 다른 것이다. 따라서 확장 실시예를 설명할 때는
확장 실시예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기재하지 않고 기본 실시예
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기재한다. 기본 실시예와 확장 실시예
를 교재에 기재된 대로 정리하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된다.

청구항 작성
청구항을 선행 기술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선행 기술에 기재되

선행 기술 검색
유사한 선행 기술을 찾았다면 반드시 그 선행 기술과 출원하
려는 발명을 비교해서, 그 둘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해야
한다. 선행 기술에 기재된 구성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가능
한 한 적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원하려는 발명이 A, B, C, D, E를 포함하는 X 발
명이고, 선행 기술 1이 A와 B를 포함하는 X 발명, 선행 기술 2
가 A와 C를 포함하는 X 발명인 경우, 선행 기술 1과 선행 기술
2에 A, B, C가 기재되어 있고, D와 E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청구항을 A, B, C, D를 포함하는 X 또는
A, B, C, E를 포함하는 X로 작성할 수 있다. 선행 기술의 구성
요소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앞의 예시에서 A, B, C를 포함
하는 X로 청구항을 작성하거나 A, B, C, D, E를 포함하는 X로
청구항을 작성할 수 있다. A, B, C를 포함하는 X로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고, A, B, C, D, E를 포함하는
X로 청구항을 작성한다면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 범위가 과도
하게 좁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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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내용을 청구항에 기재한다.
청구항은 등록하려는 발명을 글로 표현한 것으로, 청구항의
말미는 ‘자전거.’, ‘의자.’와 같이 출원 발명의 명칭에 일치시킨다.
청구항은 다음의 순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아래 ①~③의 방
법을 적용한 것이다.
【청구항 1】
우산대;
상기 우산대의 일부분에 제공되는 히터 기능을 갖는 손
잡이;
상기 우산대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방사형으로 연장되는
우산살; 및
상기 우산살을 덮는 우산 천;을 포함하는 우산.
① 구성 요소들 나열하기(빨간색 글씨)
② 구성 요소들 사이의 연결 관계 적기(초록색 글씨)
③ 발명의 기술적 특징 적기(노란색 글씨)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 표현이 기재된 경우
【청구항 1】
A; 및
상기 A상에 제공되는 B;를 포함하는 X.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B는 상기 C에 부착되는 X.
→ 청구항 제2항에 기재된 ‘상기 C’ 앞에 C가 기재되지 않
았으므로 ‘상기 C’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지 불명확하다.

2. 두
 개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
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두 개 이상 항의 번호가 택일적으로 기재된 예
【청구항 1】
A; 및
상기 A상에 제공되는 B;를 포함하는 X.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와 상기 B 사이에 제공되는 C;를 더 포함하는 X.
【청구항 3】
청구항은 권리 범위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타인이 청구항을
보고 특허권을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 제도는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인정하
는 것이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청구항을 제외한 명세서
의 내용에 의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특허 심사 지침서에는 청구항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청구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래는
불명확한 표현의 예시다.
① 임의 선택적 표현
예시) 필요에 따라, 특히, 예를 들어
② 비교의 기준이나 정도가 불명확한 표현
예시) 주로, 거의, 약
③ 부정적인 표현
예시) ~을 제외하고, ~이 아닌
④ 지시의 대상이 불명확한 표현
예시) 상기 000이 기재되어 있으나, 앞에 000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는 b인 X.
→ 청구항 제3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이라고 표현하여 인
용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였다.
두 개 이상 항의 번호가 택일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예
【청구항 1】
A; 및
상기 A상에 제공되는 B;를 포함하는 X.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와 상기 B 사이에 제공되는 C;를 더 포함하는 X.
【청구항 3】
제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상기 B는 b인 X.
→ 청구항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이라고 표현하여 인용
하는 청구항을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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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청구항 보정은 청구항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청구항 보정은 의견 제출 통지에 대응하여 거절 이유를 극복하
기 위해 행해진다.
특허법은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보정의 시기와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심사가 지체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정의 시기 및 범위를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견 제출 통
지의 종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의견 제출 통지의 종류에 따라
보정의 시기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의견 제출 통지의 종류
1. 최초 의견 제출 통지
출원 시부터 있었던 거절 이유를 처음으로 지적하며 발행하는
의견 제출 통지다. 예를 들어, 출원 시 청구항에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가 있었는데 이를 누락하고 다른 이유로 몇 차례 의
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되었다면 진보성 위반의 거절 이유를 발
견한 후 최초 의견 제출 통지가 발행된다.
2. 최후 의견 제출 통지
최초 의견 제출 통지로 지적한 거절 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청
구항을 보정하였으나, 그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 이유가

1. 출원 후부터 최초 의견 제출 통지 전까지

발생하는 경우의 의견 제출 통지다.

이 시기에 행하는 보정을 특별히 자진 보정이라 한다. 자진 보정
은 최초 의견 제출 통지 전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보정은 출

청구항 보정의 시기 및 범위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출원

원 시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 최초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보정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가 발행되면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만
청구항을 보정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최초 의견 제출

최초 의견 제출 통지

최후 의견 제출 통지

재심사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며, 연장할 수 있다. 보정은 출원
시 제출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3. 최후 의견 제출 통지에 대한 보정
최후 의견 제출 통지가 발행되면 의견서 제출 기간 내에만 청구
항을 보정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기간은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개월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보정은 출원 시 제출
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해야 하고, 청구 범위

등록

를 감축하는 것,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것, 또는 분명하지
않은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만이 허용된다. 즉 최후의견 제출
통지 이후에는 보정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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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입부, 유출 홀, 음료 이송관을 포함하는 컵 본체를 갖는 종이
컵이다.
음료 이송관은 컵 벽에 내장되어 있고, 유출 홀은 음료의 수
용 공간으로 열려 있다. 흡입부는 컵 벽의 상부로 돌출되었고
사용자가 흡입부에 입을 대고 빨면 음료가 유출 홀을 통해 유
입되어 음료 이송관을 지나 사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선행 기술은 빨대 관, 유입구 및 배출구를 갖는 빨대 컵의
발명이다.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구항 제1항의
구성 요소들은 전부 선행 기술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청구항 제1항은 선행 기술에 의한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
유를 갖는다.
거절 이유를 극복하려면 먼저 A 출원과 선행 기술의 차이점
을 찾아야 한다. A 출원의 도면과 ‘상세한 설명’ 항목을 살펴보
면, 두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요철부(141)가 A
출원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선행 기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는 점이다. 두 번째는 A 출원의 컵 본체(100)는 골판지로 형성
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선행 기술에는 이와 같은 내용
이 없는 점이다.
따라서 흡입부가 요철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
컵 본체가 골판지로 형성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거절 이유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상기 두 가지 방안 중 컵 본체(100)가 골판지로 형성되
는 것보다 흡입부(140)가 외측 표면에 요철부(141)를 포함하는
것이 선행 기술과의 차별화를 위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4. 재심사 청구 시의 보정

선행 기술에서 어떤 재질의 컵을 사용하는지는 당업자가 용이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나 최후의견 제출 통지서에 기재된 거절

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거절 결정 통지서가 발행된다.
원칙적으로 거절 결정 통지서가 발행되면 심사는 종료된 것이

<보정 방안의 예시>

다. 하지만 최초의 거절 결정에 대해선 청구항을 보정하면서 재

청구항 제1항에 흡입부가 요철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재심사 청구 시 보정의 범위는 최후 의

한다.

견 제출 통지에 대한 보정의 범위와 동일하다. 참고로 재심사
를 청구하였음에도 거절 이유를 극복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 결
정 통지서가 발행되고, 이때는 심사가 완전히 종료되므로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의 해설
제시된 출원 사례는 등록 특허 제10-2134514호(공개 번호:
10-2020-0019480)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선행 기술은 실
제로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기술이며, 최초 의견 제출 통지서
도 실제 사안을 간단하게 만든 것이다. 키프리스에서 실제 사

【청구항 1】
컵 본체;를 포함하되,
상기 컵 본체는 상기 컵 본체의 상부에 제공되는 흡입부,
상기 컵 본체의 내측면에 제공되는 유출 홀 및 상기 컵 본
체 내부에 제공되는 음료 이송관을 포함하되,
상기 흡입부는 외측 표면에 요철부를 포함하고,
(또는 상기 컵 본체는 골판지로 형성되고,)
상기 흡입부와 상기 유출 홀은 상기 음료 이송관에 의해
서로 연결되는 종이컵.

안을 검색할 수 있다.
출원 발명은 빨대 기능을 하는 관이 컵 벽에 내장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종이컵이다. 청구항 제1항의 구성 요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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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지식재산과 창업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지식재산권

창업 체험

8차시

1. 지식재산을 이용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영역 목표

2. 발명 아이디어와 관련된 창업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3. 창업 계획서를 이용해서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수 있다.
[10발명06-03]

성취 기준

지식재산을 이용해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 시뮬레이션 게임을 할
수 있다.
1. 창업할 동업자를 모집해 본다.

체험 활동

2. 발명 창업을 위해 출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탐구해 본다.
3. 미니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마련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선수 학습 내용 없음

3) 단원 소개

창업(創業)이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예
를 들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 창업, 기업의 노하우를 배워서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창업,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기술 창업이 있다.
이번 단원은 그중에서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기술 창업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창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갈 동업자를 선정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을 분석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작성, 투자금 유치까지 창업을 게임 형태로 간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학생들은 이 단원을 통해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체화하려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학습하
고, 모둠별 아이디어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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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흥미 유발

… 창업의 종류 알아보기

창업을 함께할 동업자 선정하기
… 동업자 선정 기준 알아보기

창업과 지식재산권

전개

2차시
(ppt)

… 특허와 실용신안의 등록 요건 알아보기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알아보기
… 상표 등록 요건 알아보기
… 식별력과 상표의 종류 알아보기
… 디자인 등록 요건 알아보기
… 공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창작성 알아보기

고객 분석하기

… 관련 시장에 따른 고객 대상 분석하기

시장 경제 규모 분석하기
전개

2차시
(ppt)

… 판매하고자 하는 발명 아이디어의 시장 규모를 조사
해 보기
… 전체 시장 규모 분석하기
… 발명 아이디어 제품 시장 규모 분석하기
… 실제 판매 가능 시장 규모 분석하기

경쟁사 분석하기

… 유사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사 조사해 보기

지도할 때 유의점

…발
 명 창업이 중심이 되게 운영한다.
…사
 전에 학생들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서 교사
가 모둠을 선정한다.

…특
 허와 실용신안 등록 요건에 대해 정확히 인
지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상
 표와 디자인의 경우 이론적으로 접하지 못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학습
할 수 있게 지도한다.
…발
 명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이 왜 필요한지 충분히 교육한다.
…워
 크북 작성 요령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다.

…학
 생들이 TAM-SAM-SOM 분석에 대해 정
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이용
해서 설명한다.
…학
 생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쟁
사를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회사인지 안
내할 수 있는 보조 자료도 함께 준비하도록 안
내한다.

SWOT 분석하기

… 실생활에서 모스 부호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구상해 보기

전개/정리
1차시
(ppt)

… SOWT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
협에 대해 분석하기

포지셔닝 맵 그리기

… 발명품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포지셔닝 맵 그리기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 미니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투자금 유치하기

…사
 업 계획서를 이용해서 투자금 유치 발표 자
료를 제작하게 한다.
…모
 둠별로 일정 금액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투
자금 유치 활동에 사용하게 한다.
…투
 자금 유치 활동에서 자신이 속한 팀에는 투
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고 반드
시 다른 팀에게 모든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안내한다.

… 사업 계획서를 이용해서 투자금 유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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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동업자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창업을 혼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창업 초기에
는 경영, 자금 조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창업을 시작하려고 하며, 자신에게 부족한 단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업을 할 때 동업자를 잘못 만날 경우 창업에 실패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사업 아이템에 못지않게 좋은 동업자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좋은 동업자는 어떤 동업자이고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하면 좋을지 알아보자.

동업 사례에 대해 알아보자
부부 동업 사례
비키는 세계 여러 나라의 드라마를 쉽게 볼 수 있게 해 주는 서
비스이다. 영상을 의미하는 비디오(video)와 불특정 다수가 협
업으로 수정해서 완성하는 웹 사이트란 뜻을 지닌 위키(wiki)
를 합성해서 만든 이름이다.
비키는 문지원, 호창성 부부가 함께 동업하면서 성장시킨 서
비스이며, 매달 2,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비키를 일본의 라쿠텐이란 회사에 2,000억 원에
매각하며 부부 창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비슷한 취향과 취미를 가
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는 빙글이라
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형제 동업 사례
배달의 민족은 우아한 형제에서 만든 음식 배달 서비스 애플
리케이션이다. 우아한 형제는 실제로 친형제 관계인 김광수, 김
봉진 형제가 동업을 해서 만든 기업이다. 두 사람은 배달의 민
족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새로운 배달 문화를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회사에 4조 8천
억 원에 매각되면서 성공적인 창업 아이콘이 되었다.

동영상 서비스 비키_출처: 비키 홈페이지

배달의 민족(출처: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

더 알아보기
SI 업체, 네이버에서 일하던 두 형제 기사 읽기
http://iped.kr/c060311
문지원, 호창성 부부_출처: EBS 다큐멘터리 다시 벤처의 바람이 분다

68 · 미래 세상과 발명 III

동업자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족, 친구, 부부가 동업하다 보면 다양
한 요소들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잘 해
결하면 문제가 없지만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업자를 선정할 때는 기준을 가
지고 신중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업자가 창업하기 위한 핵심 역량을 충분히 가졌는지
판단한다.
둘째, 동업자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가 충분한지 판단한다.
셋째, 동업자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
넷째, 동업자가 함께 준비하는 사업에 대한 주인 의식이 얼
마큼 있는지 판단한다.
창업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리
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도와줄 인적 네트워크도 중요한 요소이
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동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창업의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실패하는 동업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학연, 지연, 혈연 등 단순한 친분만으로 동업을 시작할 경우 동
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실패하는 원인을 알아 둘 필
요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첫째, 창업에 대한 서로의 비전이
다른 경우, 둘째, 업무상 서로의 장단점을 모르고 시작했을 경
우, 셋째, 실패의 원인이 상대방에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 마지
막으로 창업에 필요한 능력을 살피지 못한 경우이다.
친구 동업 사례

더 알아보기

게임 개발사로 유명한 선데이토즈는 명지대 컴퓨터 공학과 출신

기사를 읽고 동업자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친구들의 동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이 개발한 애니팡이 3,500

보자.

만 건 넘게 다운로드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이후 이들은 주식 매

의리와 정은 실패의 지름길

각, 인수 합병 등을 통해 1,500억 원이 넘은 수익을 기록했다.

http://iped.kr/c060312

창업 전 준비 사항
누군가와 함께 창업하면 자금, 운영 등을 관리할 때 효과적이
다. 하지만 계약을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반드시 공동 창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각자의 역할과 권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애니팡(출처: 애니팡 홈페이지)

더 알아보기
동업 계약서 작성하기
http://iped.kr/c060313

이정웅, 박찬석, 임현수 동기(출처: http://www.pikle.co/?p=3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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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자
대부분의 개인 발명가들은 자신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
장 효과적인 권리로 특허를 떠올린다. 그러나 발명을 특허만으
로 보호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타인의 모방으로부터 발명을
더욱 확실히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 상표도
같이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특허에 가려져 놓치기 쉬운 디자
인과 상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자.
지식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산업
재산권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상표
<지식재산권의 종류>

디자인 등록 요건
-공
 업상 이용 가능성: 공업적 생산 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물
품을 양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창작성: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권리별 보호 기간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

지식재산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 등록 요건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출원 발명이 자연법칙을 위배하지 않고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신규성: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도 없는 디자인이어야 한다.
- 진보성: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한다.
상표 등록 요건
- 식별력: 소비자 또는 거래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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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 지식재산 사례 1
• 디지털 점자 시계 ‘닷’
‘닷’은 2015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이다. 현재 직원 수는 약
30명이고 주요 사업 분야는 사물 인터넷과 센서 기반의 하드
웨어 장치 개발이다.
닷의 김주윤 대표는 시각 장애인 친구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로부터 소외되고, 점자 기기에 의지해서 생활하
는 것을 보고 ‘닷 워치’를 발명했다고 한다. 특히 시각 장애인용
점자 정보 단말기가 550만 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제품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닷 워치’는 기존의 시각 장애인 점자 단말기 제품들이 일본
의 세라믹(도자기) 셀을 사용한 것과 달리 독자적인 기술을 수
많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점자 기기 시장은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며, ‘닷 워치’는 기
존 단말기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0만 원의 가격으로 세

창업과 지식재산 사례 2
• 암 진단 키트 ‘진캐스트’
‘진캐스트’는 2016년에 설립된 스타트업 회사이다. 현재 직
원 수는 약 23명이고 주요 사업 분야는 암 진단키트 개발이다.
암 진단의 표준 방법은 액체 생검과 조직 생검이 있는데 현재
는 조직 생검을 주로 사용한다. 그러나 조직 생검은 채집 위치
에 따라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진캐스트는 액체 생검
을 이용해서 암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
액체 생검은 혈액, 소변, 척수액 등을 이용해 질병을 진단하
는 방법으로, 기존에도 있었으나 정확도가 조직 생검에 비해
떨어졌다. 그러나 진캐스트의 ADPS 기술은 100만분의 1의 민
감도로 1기 암을 매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액체 생검 시장은 2015년 기준 세계 시장 16억 달러로 추산되
고 매년 성장하여 2020년에 4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진캐스트는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8년 5월 기술보
증기금, 파트너인베스트먼트, 심본투자파트너스, IBK캐피탈
등 많은 곳에서 143억 원을 투자받았다.
• 진캐스트: ADPS 지식재산권
진캐스트: 암 진단 키트 ADPS
유전자 변이 특이성이 증가된 DNA 중합 효

명칭

특허 ·
실용신안

계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 닷: 닷 워치 지식재산권
닷: 시각장애인용 스마트 시계 닷 워치

특허 ·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명칭

정보 출력 장치

등록(출원) 번호

10-1746151

발명의 명칭

정보 출력 장치

등록(출원) 번호

10-2055304

명칭

손목시계

등록(출원) 번호

30-0855106

상품 분류

제09류

등록(출원) 번호

40-1421243

상표

소의 활성 증가용 PCR 버퍼 조성물

등록(출원) 번호

10-1958660
유전자 변이 특이적 증폭 효율이 증가된

발명의 명칭

DNA 중합 효소

등록(출원) 번호

10-1958659

명칭

해당 없음

등록(출원) 번호

해당 없음

상품 분류

제35류

등록(출원) 번호

4020190141376

<ADPS 등록 상표>

더 알아보기
진캐스트
http://iped.kr/c060321

더 알아보기
닷 워치
<닷 워치 등록 상표>

<닷 워치 등록 디자인>

http://iped.kr/c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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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시장 규모를 추정해 보자
시장 규모 분석 방법 TAM-SAM-SOM

TAM
SAM

SOM

① TAM(Total Addressable Market)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체 시장의 크기를 의미한다. 국내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배달 시장의 경우 전체 시장은 서울특별
시를 포함한 17개의 시도이다. 초기 스타트업 기업이 진입하기
에는 매우 큰 시장이다.
② SAM(Served Available Market)
유효 시장이라고 하며 전체 시장(TAM) 중 일부분이고 일반적
으로 스타트업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시장 규모이다. 초기 배달
시장을 예로 들면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지역이나 서울과 같이

사례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시장 규모 분석 방법에 대해 이해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시가 해당한다.

할 수 있게 지도한다.
근거

③ SOM(Share Of Market)
수익 시장이라고 하며, 유효 시장(SAM)보다 작고 실제로 확보가
가능한 시장 규모를 의미한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생
존 시장으로도 불린다. 수익 시장에서 고객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유사 제품

가구 수 약 2,000만 가구

전체 시장

평균 월 외식 10회(배달 음식 3회)

규모

2,000만 가구 X 3회 X 2,000원 = 약 1,200억 원

유효 시장이나 전체 시장으로 확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명

④ TAM-SAM-SOM
최소 규모의 시장에서부터 최대 규모의 시장을 추정해서 실질

배달비 1회 2,000원

아이디어
제품 시장
규모

적인 성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서울특별시 인구 1,000만 명
가구 수 약 380만 가구
평균 월 외식 10회(배달 음식 3회)
배달비 1회 2,000원
380만 가구 X 3회 X 2,000원 = 약 168억 원
송파구 인구 67만 명

더 알아보기

실제 판매

가구 수 약 27만 가구

TAM-SAM-SOM

가능 시장

평균 월 외식 10회(배달 음식 3회)

http://iped.kr/c060331

규모

27만 가구 X 3회 X 2,000원 = 약 16억 원
초기 목표
이용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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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1회 2,000원

13,500 가구

초기 목표
점유율

SOM
5%

경쟁자 유형을 분석해 보자
브랜드 경쟁자
특징이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쟁자이며 유사한 브랜
드로 인식한다.

제품 경쟁자
동일한 카테고리 제품이지만 구성과 가격이 다른 경쟁자이다.

일반 경쟁자
서로 다른 제품이지만 소비자의 이용 목적이 유사한 경쟁자이
다. 이동을 위해서는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를 이용할 수 있
으며 이들은 서로 일반 경쟁자 관계이다.

심부름 앱

발명 아이디어

주요 경쟁사
이름

배달의 민족

배달통

쿠팡

경쟁사 제품

장점과 단점

음식 배달

점유율이 높지만 물건은

서비스 앱

배달하지 않는다.

음식 배달

최초 배달 음식 서비스

서비스 앱

앱이지만 점유율이 낮다.

온라인
물건 판매

총 예산 경쟁자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지만

제한된 금액 안에서 가격을 중심으로 경쟁하는 경쟁자이다.

주문과 동시에 배달이

1,000원으로 삼각김밥을 먹을 수 있고 신문을 구매할 수도 있

오지 못한다.

차별화 요소 분석

으며, 건전지를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경쟁자를
의미한다.

음식이 아닌 물건을 대신 주문 받아서 구매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간단한
문구류, 음료 등을 심부름해 주는 서비스 앱이다. 기존에는 없는 서비스로 음
식 배달 시장 규모로 구매 대행 시장 규모를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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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투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된다.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A~C로 구분하는 이유는 실리콘 밸
리의 투자 방식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창업자가 많은 돈을 투자
받으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좋겠지만, 그만큼 제 3자에게 경영
권이 넘어갈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리즈 A~C로 투자 종류
를 구분해 놓았다.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A는 미국 주식 시장에서 경영을 위한 의결권이 없는 우
선주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시리즈 A 투자자에게 의결권을 부
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금은 초기 안정화를 위한 시드 머니
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스타트업 회사의 경우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
자는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높다. 일반적으로 창업 2~5년 차에
10억~30억 원 정도를 유치하며, 주로 엔젤 투자자들이 시리즈
A에 투자한다. 미국의 경우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할 경우 기업
가치를 최대 160억 원 수준으로 본다.
시리즈 C 투자는 유치가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는 카플랫을
시리즈 B 투자

운영하는 플랫에서 약 2,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받아 국내 주

시리즈 A 투자를 받은 회사가 투자금을 소진하고 회사를 안정

차장 운영 업체인 하이파킹을 인수했다.

적으로 운영하면 시리즈 B에 올라서게 된다. 이때 기업은 제품
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좋은 인재를 확보하며 회사를 본격적
으로 성장시키는 단계에 있다.

더 알아보기
스타트업 투자
http://iped.kr/c060341

일반적으로 시리즈 B는 중기 투자에 해당하는데 주로 벤처
캐피털이 투자하고,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상당하는 투자금

더 알아보기

을 유치한다.

포지셔닝

국내에서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회사는 살아있는 세포를

http://iped.kr/c060342

관찰할 수 있는 현미경을 발명한 아이빔테크놀로지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테라펀딩 운영 업체인 테라핀테크가 있다.
시리즈 C 투자
시리즈 C 투자는 회사가 상당한 규모로 올라선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후기 투자에 해당하고 대형 벤처 캐피털이나 투자 은행이
참여하며, 투자 금액도 많게는 수천억까지 이른다. 이 단계는 자
체 수익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로 사업을 확대하
기도 한다. 또한 투자금을 인수 합병, 또는 기업 공개를 위한 자
금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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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분석에 대해 알아보자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 자사의 강점은 무엇인가?
• 타사와 비교하여 우위를 점하
는 부분은 무엇인가?
• 외부 환경에서 사업 기회는
무엇인가?
• 자사와의 관련성은 높은가?

• 자사의 약점은 무엇인가?
• 타사와 비교하여 열위에 있는
점은 무엇인가?
• 외부 환경에서 사업 위험 요소
는 무엇 인가?

회사명

사업 개요

경쟁 기술

딜리버리 컴퍼니

아이템명

김집사

사업 비전

새로운 대한민국 배달 문화 안착

사업 목표

언제 어디서나 소비자 옆에 있는 구매 대행사

경쟁업체

우아한 형제, 쿠팡

경쟁 상품

배달의 민족, 배달통, 쿠팡이츠

경쟁 상품
장단점

오프라인

장점 : 다양한 품목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단점 : 실시간 구매 대행이 불가능하다.
• 홍보용 책자 제작 및 배부
• 무료 쿠폰 배부

홍보 전략
온라인

• SNS 유료 광고 집행
•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통한 간접 광고

기업 가치 평가 방법
① 수익 접근법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예상 현금 흐름을 이용한 가
치 평가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업이 평생 벌어들일 예상 수입을
통해 현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추정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면도 있지만 가장 신뢰도가 높
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② 시장 접근법
기업을 직접 평가하지 않고 유사한 기업의 시장가치를 통해 비
교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기타 평가 방법

더 알아보기

회사가 가진 자산과 부채를 환산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SWOT 분석
http://iped.kr/c060343

신제품 홍보 전략
① 방송, 신문 보도를 통한 언론 홍보
② 블로그 또는 SNS 홍보

포지셔닝 맵에 대해 알아보자
포지셔닝 맵이란 그래프를 이용해서 자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
을 비교하고, 제품의 특징과 제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
할 때 이용하는 마케팅 분석 방법이다.

③ 인플루언서 마케팅
④ 이벤트 행사
⑤ 인터넷 펀딩 마케팅

투자금 유치 게임 방법

익일 배송

① 교사는 자유롭게 금액을 정해서 팀별로 나누어 준다.
② 팀별로 사업 계획서를 이용해서 발명 아이디어를 홍보할 수

쿠팡

있는 자료를 만들고 발표한다.
물건

음식

김집사

쿠팡이츠

배달통

배달의
민족

③ 팀별로 다른 팀의 발표를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액의 일
부를 투자한다. 단 자신의 팀에는 투자할 수 없다. (동료 평가)
④ 교사는 팀별 발표를 듣고 학생들과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투
자자로 참여한다. (교사 평가)

실시간 배송

⑤ 투자금을 가장 많이 유치한 팀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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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4
공학적 설계 영역
응

용

편

07-03 적정 기술 아이디어로 개발 도상국에 도움 주기
08-03 3D 프린터로 문제 해결하기
09-03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

발명은 우리의 생활이 변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인류의 진보에 기여해 왔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수많은 제품으
로 실현되었고,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개선해 왔기 때문이다.
이 단원에서는 창의적 사고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고, 이를 통해 발명의 과정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공학적 설계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기술 관련 체험, 3D 프린터 활
용 과정, 모형 자동차 제작 등을 학습해 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화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설계-제
작 과정’을 구체적으로 체험해 보고자 한다.

07-03 적정 기술 아이디어로

개발 도상국에 도움 주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아이디어 발상 및
제작 능력

5차시

영역 목표

1.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이를 시제품으로 제작할 수 있다.
[10 공학적 설계 07-03]

성취 기준

1. 공학적 설계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제품을 제작해 봄
으로써 실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다.
1. 적정 기술 사례를 찾아보고, 적정 기술의 조건에 대해 알아본다.

체험 활동

2. 적정 기술의 용도를 찾아보고, 작동 원리를 조사한다.
3. 마인드맵을 통해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4.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작동 가능한 시제품으로 제작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적 사고 기법에 대해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다.
[중급07-01]

3) 단원 소개

현대 사회는 고도로 기술이 발전했지만, 이로 인한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못하는 실정
이다. 이 단원에서는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기술을 알아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을 통해 새로운 시
각으로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소외된 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적정
기술을 사용해 발명품을 제작하고자 하였다.
먼저 기존의 적정 기술 발명품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된 기술과 원리를 탐구해 본다. 그리고 마인드맵과
스캠퍼 기법을 활용해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기술을 발상해 본다. 마지막으로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시제
품으로 제작하고 사용 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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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도입

[흥미 유발]
적정 기술은 개발 도상국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을까?

0.5차시
ppt

전개

2차시
ppt

… 적정 기술 개발 사례, 적정 기술 조건 알아보기
… ‘따뜻한 발명, 적정 기술을 만나다’ 유튜브 시청하기

1.5차시
ppt

… 기존 적정 기술 발명품을 보고 개발 도
상국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 물건의 용도 상상하기
: 인력을 이용한 적정 기술을 작성해 본다.
: 태양을 이용한 적정 기술을 작성해 본다.
… 적정 기술의 작동 원리 검색하기
:적
 정 기술 발명품의 작동 원리를 조사하고 작동 원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본다.

… 답을 정해 놓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
에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지도
한다.

… 적정 기술 발명품 알아보기
: 전기를 이용한 적정 기술을 알아본다.
: 보건에 사용된 적정 기술을 알아본다.

… 전기가 없는 개도국에서 필요한 적정 기술 구상하기
… 전기가 없으면 불편한 점을 마인드맵으로 그리기
… 문제점을 스캠퍼 기법을 적용해 작성하기
: 제품 및 서비스의 시장 트렌드 분석
: 제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요구 분석
: 제품 및 서비스의 설명서 작성
: 핵심 기능 및 핵심 기술 선정

적정 기술 발명품을 만들어 보자.
전개/정리
1차시
ppt

… 적정 기술 개발 사례를 찾아보고 실패 사
례는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조사해 본다.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

적정 기술 아이디어 구상하기
전개

지도할 때 유의점

… 태양광 발전 LED등 회로도 구성
: 부품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작성해 본다.
… 태양광 발전 LED등 제작
:태
 양광 발전 LED등의 사용 시간을 작성하고 전력
량을 계산해 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작동 원리를 적어 보고,
실제 제품의 작동 원리를 조사해 본다.
… 마인드맵으로 문제점을 발상할 때 많이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작성된 문제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캠
퍼 기법을 적용하도록 지도한다.
…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아이디어 내
용을 충실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
한다.

… 각 부품의 역할과 부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태양광 발전 LED등을 제작할 때 인두,
칼, 글루 건, 송곳 사용에 유의하도록 안
전 지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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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약자를 위한 적정 기술 발명가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발명
가 중 한 명인 에밀리 커민스
는 고등학교 때부터 미래 여성
기술상, 영국 여성 발명가상,
지구를 구하는 세계 선구자상
등 수많은 상을 석권한 발명가이다. 에밀리 커민스는 ‘약자에
게 도움이 되는 발명품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본격적
으로 발명을 시작해 18살부터 각종 상을 받기 시작했다.
에밀리 커민스의 발명(적정 기술)
물로 작동하는 약품 냉장고

•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의 두꺼운 천에서 물이 증발하며 발생하는 기화열
로 내부 온도를 유지해 주는 원리
• 아프리카 ּ 중동 등 기온은 높지만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서
약품 보관 가능

적정 기술이란?
적정 기술이란 기술 발전으로 인한 혜택이 모두에게 충분히 돌
아가지 못한다는 인식으로부터 시작된 기술이다. 개도국의 삶

어린이도 쉽게 옮길 수 있는 수레

의 질 향상과 빈곤 퇴치 등을 위해 개발한 기술을 의미한다. 적
정 기술은 물 부족, 질병, 빈곤의 해결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도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소외
계층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정 기술 개발이 제시되고
있다.

• 양동이를 최대 5개까지 싣고 쉽게 굴릴 수 있게 설계 된 수레
• 물 을 구하기 위해 수 킬로미터의 거리를 왕복하는 아이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설계

에밀리 커민스는 위와 같은 발명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본인의
철학 및 발명품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The Gift of Invention(http://iped.kr/c0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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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탕수수 줄기를 이용한 숯

적정 기술은 현지에 있는 자원 및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 제작
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MIT의 연구소인 D-LAB에서는
아이티 현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기물인 사탕수수 줄기를
이용해 숯을 만들었다.

큐 드럼(Q drum)은 어떻게 발명되었나?
디자이너 한스 핸드릭스(Hans Hendricks)에 의해 발명된 큐
드럼은 적정 기술의 대표적인 제품이라 할 수 있다.
아프리카와 같이 식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주
로 여성과 아이들이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이동해 물을 길어
온다. 그러나 이동한 거리에 비해 양동이로 나를 수 있는 물의
양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스 핸드릭스는 굴리는 물
통인 큐 드럼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물통은 한번에 50L의 물

적정 기술의 조건?
적정 기술은 현지에서 필요한 기
술 또는 제품으로, 특정 지역이나

을 손쉽게 나를 수 있게 해 줘서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환경에서 필요한 기능을 제공한
다. 모기를 통해 확산하는 말라
리아를 방지하는 모기장 퍼마넷
(PermaNet)이 그런 경우다.
적정 기술은 복잡한 훈련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

큐 드럼은 지름 50cm, 높이 36cm로 물을 가득 채웠을 때의

다. 따라서 개발 도상국이 가진 문제

무게가 54.5kg이지만, 바퀴가 굴러가는 원리를 이용하여 힘을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할 때,

들이지 않고 물을 옮길 수 있다.

적정 기술은 인적 자본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슈퍼 머니메이커 펌프(Super
MoneyMaker Pump)는 아프리카 전역에서 사용되는 수동식
펌프로 8시간 동안 2에이커의 땅에 물을 공급하게 하는 적정
기술이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펌프로 인해 작물
재배 수익이 110달러에서 1,100달러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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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드는 디지털 해시계
디지털 해시계

• 햇빛의 각도에 따라 숫자로 시간이 표시되는 해시계
• 싱기버스(thingiverse)에서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3D 프린터로 출
력 가능
• 설계 파일 링크: http://iped.kr/c070321

태양을 이용한 적정 기술
태양열 식품 건조기

태양열 전구

• 빛과 열을 이용해 식품을 오랫

• 태양광 패널과 LED를 이용하여

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 식품 건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구

인력을 이용한 적정 기술

조기

프리플레이 라디오

• 유리를 통해 들어온 태양열이
상자 내부 온도를 60℃ 이상으로
가열
• 앞뒤 통풍구를 통해 흐르는 공
기를 타고 식품의 증발된 수분을
배출
햇빛 영화관

태양열 조리기 셰플러

• 손으로 돌리는 힘으로 구동되는 라디오
• 태양광과 태엽을 이용해 건전지를 살 수 없거나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 가능

자전거 세탁기 바이슬아바도라(bicilavadora)
• 자전거의 기계 요소를 세탁기에 적용한 발명품
• 자전거에 달린 기어를 이용해 변속이 가능
• 국내 S전자에서 개발한 햇빛 영

• 오목 거울의 원리를 이용하여 요

화관

리를 할 수 있는 조리기

• 말라위의 소년이 보낸 “마을 사

• 1L의 물을 100도까지 6분 만에

람과 함께 영화를 보고 싶다.”는

가열 가능

• 최대 100w의 출력을 이용해 쉽게 빨래가 가능
스윌(Swirl)

내용의 편지를 받고 개발한 프로

• 공 모양의 세탁조로 공놀이를 통해 빨래가 가능한 발명품

젝터

• 공놀이를 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공 내부의 고무 면

• 태양광 패널과 휴대폰을 이용
해 제작

과 빨랫감을 마찰시켜 세탁
• 물을 담아 운반하는 저장 용기로서의 기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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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사용된 적정 기술
네오너처 인큐베이터

엠브레이스 보온기

<출처: Tomweis 공식 사이트>

<출처: Embraceinnovations 공식 사이트>

• 개발 도상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

• 보온 팩과 침낭을 이용해 저체온

는 폐자동차의 헤드라이트, 송풍 팬,

증으로 사망하는 신생아를 줄일

차임벨, 배터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수 있는 보온기

인큐베이터
피크 비전

• 스마트폰을 활용한 백내장, 색
맹 테스트, 시력 검사를 할 수 있
는앱
<출처: PeekFoundation_Annual_Report>

특허청 적정 기술 보급 사례

물을 정화하는 적정 기술
와카 워터

솔라볼

<출처: 특허청 보도 자료(‘특허 정보를 활용한 적정 기술, 개도국 성장의 씨앗으로!’)>

특허청은 2010년부터 13개 국가를 대상으로 22건의 적정 기
술을 개발해 보급하였다.
• 낮과 밤의 기온 차에 따른 수증

• 자외선을 이용해 물속의 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의

기 응결 현상을 이용하여 물을 저

생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정

장하는 장치(하루 5L 저장)

수기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전 세계 곳곳에 적정 기술 및 브랜

• 대나무 등 식물의 줄기를 엮은 틀

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 지식재산 나눔 사업을 통

에 이슬이 잘 달라붙도록 촘촘한

해 지식재산과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최빈국 및 개도국 국민

나일론 소재의 그물을 단 구조물

의 건강과 생활, 나아가 소득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엘리오도메스티코

것이다.

• 태양열로 바닷물을 증류시켜
증류수로 바꾸어 주는 정수기
• 하루에 5L의 바닷물을 담수
화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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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전 세계의 전기가 부족한 지역

<출처: WADE 공식 사이트>

파란 숫자는 농촌 지역, 빨간 숫자는 도시 지역에서 전기 접근
이 어려운 인구수를 보여준다. 전기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자.
버려진 페트병으로 빛을 밝히는 적정 기술
모저 램프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아이디어 확산 기법으
로 아이디어를 조직하는 작용을 한다. 마인드맵은 핵심어를 사
<출처: Believe.Earth 공식 사이트>

• 페트병, 물, 표백제를 이용해 만든 램프

용하여 아이디어를 이미지로 표현한다.
마인드맵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

• 페트병에 물 1.5L를 채우고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 표백제 10ml를 추가

아무 것도 없는 깨끗한 종이

• 병의 1/3을 지붕 밖으로, 2/3는 집 안에 들어오도록 설치

다양한 색의 색연필이나 사인펜

• 백열전구와 비슷한 40~60W 밝기

식용유를 이용해 빛을 밝히는 적정 기술

열린 마음
상상력
탐구하고 싶은 주제

루미르

학생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 XMind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http://iped.kr/c070331
• 알마인드
<출처: 루미르 공식 사이트>

• 식용유를 이용해 LED 빛을 밝히는 조명
• 온도 차로 전기를 생성해 내는 제베크 효과, 즉 식용유에 불을 붙였을 때
생기는 열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LED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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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학년 학생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 프로그램
http://iped.kr/c070332
• 코글
웹상에서 사용 가능한 마인드맵 프로그램
http://iped.kr/c070333

S: 대치하기
A를 B로 대치하여 아이디어 발상하기
(유리컵을 종이로 대치하여 발명한 종이컵)
C: 결합하기
A와 B를 결합하여 아이디어 발상하
기(프린터와 팩스, 스캐너가 결합된
복합기)

A: 동화시키기
A를 B에 응용하거나 다르게 조정하여 아이디어 발상하기(도꼬
마리를 이용한 벨크로)
참고 자료 세상을 바꾼 발명 16-벨크로 http://iped.kr/c070334

M: 수정 ּ 확대 ּ 축소하기
기존의 제품이나 성분을 축소하여 아이
디어 발상하기(선풍기를 축소한 휴대용
선풍기)

P: 용도 변경하기
처음과 다른 용도로 바꾸어 아이디어 발상하기(레이더를 연구
마인드맵이 갖추어야 할 요소

하다 개발된 전자레인지)
참고 자료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우는 걸까? http://iped.kr/c070335

명확한 중심 주제가 있는가?
주제를 묘사하는 분명한 중심 이미지가 있는가?
도표가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가?

E: 제거하기
기존에 있는 것을 제거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가지마다 단어가 하나씩 배치되어 있는가?

발상하기(날개 없는 선풍기, 설탕을 없앤 무가

이미지가 있는가?

당 주스)

전체에 걸쳐 색깔을 사용했는가?
마인드맵이 깔끔해 보이는가?
형태가 자연스럽고 유기적인가?
시각적으로 멋져 보이는가?
스캠퍼 기법
스캠퍼 기법은 특정 문제에 7가지 질문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R: 재정리하기
A와 B의 순서를 바꾸거나 거꾸로 해 아이
디어 발상하기(뚜껑이 아래에 있는 용기)

를 발상한다. 대치하기(Substitute), 결합하기(Combine), 동
화시키기(Adapt), 수정 ּ 확대 ּ 축소하기(Modify, Magnify,
Minify), 용도 변경하기(Put to other uses), 제거하기
(Eliminate), 재정리하기(Rearrange) 질문을 통해 아이디어
를 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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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태양광 발전 LED등 회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다이오드, 충전지, 저항 LED
를 이용해 회로도를 구성하였다.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충전
할 수 있으며, 충전된 전기를 사용해 빛을 낼 수 있다.
실리콘(Si)이란?
원자 번호 14의 원소로 정식 명칭은 규소이며, 산화물인 이산
화 규소(SiO2)의 형태로 모래, 암석 등에 풍부하게 존재한다.
반도체에 많이 사용되며, 반도체 산업에서는 영어 그대로 실리
콘(Si)이라고 한다. 미국 실리콘 밸리도 여기에서 유래하였다.

실리콘은 전자가 2-8-4로 구성되어 있다. 최외각 전자는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로 8일 때 가장 안정하다.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충전식 LED등의 재료인 태양광 패널, 다이오드, LED는 실리
콘을 이용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다.

N형 반도체

태양광 발전 원리

P형 반도체

• N형 반도체: 실리콘은 최외각 전자가 4로 되어 있으며, 최외
각 전자가 5인 불순물 인(p), 비소(As), 안티모니(sb) 등을 추가
해 최외각 전자를 9로 만들어 전자가 1개 더 많은 상태로 만든
것
• P형 반도체: 실리콘은 외각 전자가 4로 되어 있으며, 외각 전
자가 3인 붕소(B), 갈륨(Ga), 인듐(In) 등을 추가해 외각 전자
를 7로 만들어 전자가 1개 더 적은 상태(정공)로 만든 것
다이오드
전기를 한 방향으 로 흐 르게 하기 위해 두 개(di)의 전극
(electrode)을 붙여 놓은 것을 다이오드(diode)라 한다. 전자
가 많은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적은 P형 반도체로 전자가 이
동하면서 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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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전지는 실리콘으로 대표되는 반도체이며 전기적 성질이
다른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구조를 하고 있다.
태양 전지 속으로 흡수된 태양 빛이 가진 에너지에 의해 반도
체 내에서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정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모인다. 이때 전위가 발생하여 전류가 생기는 원리이다.
LED에서 빛이 나는 원리
LED란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로 발광 다이오드를
뜻한다. 반도체 발광 소자로서 수명이 길고 소비 전력이 전구의
1/8, 형광등의 1/2로 매우 적은 장점이 있다.

- LED는 극성이 있어 빛이 나지 않으면 반대쪽으로 연결해 본다.
(병뚜껑으로 전선을 넣어서 연결해야 하므로 작동만 확인하고
납땜은 나중에 한다.)
4. 페트병 자르고, 병뚜껑에 구멍 내기
- 페트병 아랫부분을 자르고, 병뚜껑에 송곳으로 구멍을 낸다.
5. 병뚜껑에 LED 설치하기
- 병뚜껑 부분에 구멍을 내고 LED 전구와 전선을 연결하여 납
땜한다.
- 병뚜껑과 전선이 만나는 부분을 글루 건으로 고정한다.
6. LED등 설치 및 작동 확인하기
- 페트병 양쪽에 구멍을 뚫고 클립을 이용해 고정용 걸쇠를 만
든다.
-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설치하고 작동 상태를 확인해 본다.
7. 태양광 충전 시간에 따른 LED등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작
성하기

조명의 60년 주기 기술 혁신
1879년 백열등 발명
18 9 7 년 에 디 슨 ( T. A .
Edison)이 처음으로 탄소
필라멘트등을 발명하였다.

1938년 형광등 발명
형광등은 1857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베크렐(Alexandre E.
양과 음의 전기적 성질을 가진 두 PN 반도체를 접합하고, 전기
를 흐르게 하면 PN 접합 부분(PN junction)에서 재결합이 발
생해 빛이 난다.
충전식 LED등 만들기
• 필요 재료: 태양광 패널, 절연 테이프, 충전지, 충전지 케이스,
전선, 페트병, LED, 다이오드, 저항(10Ω, 100Ω), 스위치, 납,
클립
• 필요 도구: 장갑, 글루 건, 전선 니퍼, 가위, 송곳, 인두
1. 태양광 패널에 다이오드와 저항 연결하기
- 태양광 패널의 극성을 확인하고 다이오드를 연결한다.
- 다이오드에 그려진 선을 확인하고 방향에 유의해 납땜한다.

Becquerel)이 전기 방전으로 빛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이론
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이를 GE사의 인먼(G. Inman)
이 1938년 발명 및 특허를 통해 실용화하였다.
1996년 백색 LED등 발명
백색 LED를 제작하는 데 청색 LED가 중요한 이유는, 빛의 특
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빛의 3원색(빨강, 초록, 파랑)을 모두
섞으면 흰색이 나온다. 백색 LED를 구현할 때에도 청색 또는
자색의 LED 칩 위에 다른 색상의 형광 물질을 도포하거나, 두
개 또는 세 개의 LED 칩을 조합해서 백색을 만든다.
청색 LED를 만들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발명가
나카무라 슈지는 1993년 청색

과충전 방지, 충전지 보호용 10Ω 저항을 납땜해 연결한다.

LED를 발명하여 2014년 노벨

2. 충전지와 LED, 저항 연결하기

리학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 충전지 케이스에 충전지를 넣고 연결한다.

노벨상 위원회는 선정 이유에

- 전압은 1.5V 충전지 4개를 이용해 6V로 설정한다. 회로도와
같이 LED 부분에 100Ω 저항을 납땜한다.(충전지 3개 4.5V로
만들려면 LED 저항값을 낮추어 회로를 구성한다.)
3. 스위치 연결하기
- 스위치 부분을 연결해 LED에서 빛이 나는지 확인해 본다.

대해 “LED는 저전력의 태양광
발전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에 사는 15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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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 3D 프린터로 문제 해결하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디자인

8차시

1. 자
 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디자인함으로써 다른 사람
영역 목표

과 의사소통할 수 있다.
2.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하여 발명의 과정
과 가치를 이해한다.
[9발명08-02]
디자인 문제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디자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0발명08-03]
생활 속의 문제를 찾고, 3D 디자인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체험 활동

1.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한다.
2. 제시된 문제를 3D 프린터를 활용한 공학적 설계 과정을 통해 해결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생활 속에서 디자인 문제를 찾고 2D 디자인을 이용하여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다. [중급08-03]

3) 단원 소개

생활 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
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고 보다 효과적인 아이디어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모형(시제품)을 제작하
여 실험하고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모형을 제작해 보는 방법 중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 3D 프린터
를 활용해보는 것이다.
본 단원에서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보기 위하여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방법, 즉, 3D 모델링
방법과 3D 프린팅하는 방법을 학습하고자 하였다. 간단한 생활 소품을 제작해 보고, 이어서 튼튼한 교
량 제작이라는 문제를 제시하여 공학적인 설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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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활동 개요
흥미 유발

도입

1차시
ppt

… 발명 시제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 3D는 무엇일까?
… 3D 프린터란?
: 3D 프린터의 종류

지도할 때 유의점

… 발명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
한 노력과 방법을 이야기하도록 지도한다.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전개

1차시
ppt

… 3D 프린팅 과정의 이해
… 모델링 과정

: 모델링이란?
: 3D 모델링 도구
… 3D 프린팅 방법
: 3D 출력용 파일 만들기
: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활용

… 발명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제작하는 데
있어 도면의 필요성과 컴퓨터를 이용한 도
면 그리기(모델링)의 장점에 대하여 이야기
할 수 있게 한다.

창의적인 연필꽂이 모델링하기
전개

2~3차시
ppt

… 연필꽂이 아이디어 스케치
… 팅커캐드 프로그램의 활용
: 도형 선택하기, 치수 정하기
: 이동하기, 회전하기
: 그룹 만들기, STL 파일로 내보내기

… 창의적인 연필꽂이 만들기 활동을 통해
3D 모델링 프로그램인 팅커캐드의 사용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창의적이고 튼튼한 다리 구조물 만들기
전개/정리
3~4차시
ppt

… 다리(교량)의 종류 이해
… 트러스교의 특징을 알고, 다리 구조물 설계하기
: 문제 확인하기, 스케치하기
: 팅커캐드를 활용한 3D 모델링
… 다리 구조물 만들기 및 재하 실험
: 3D 프린터로 제작
: 제작한 다리 구조물 실험

…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리 구조
를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게 한다.
3D 프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링
→슬라이싱→3D 프린팅을 체계적으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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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3D 프린터의 역사
3D 프린터는 1980년대 미국의 ‘3D Systems’ 라는 회사에서
SLA(플라스틱 액체를 굳혀 입체 물품 제작) 프린터를 개발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높은 생산 비용 및 특허권 등의 이
유로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만드는 용도로 제한적으로 사용
되었다. 최근 3D 프린터를 제작하는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고
특허 기간이 만료되어 보급이 확산되었으며, 2015년 이후 본
격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3D 프린터의 활용
3D 프린터는 전통적으로 항공이나 자동차와 같은 제조업 분
야에서 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활용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의료 분야에서는 관절, 치아, 두개골, 의수 등을
비롯한 인공 귀나 인공 장기를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자격증
1.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① 산업 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인공 뼈>

식품 분야에서는 꽃이나 얼굴 등의 모양으로 입체 초콜릿을 만
드는 것에서부터, 쿠키를 만들거나 라면과 같은 패스트푸드를
만들 수도 있다.

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3D 프린팅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은 3D 프린터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초 이론과 실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자격 특징
① 3D 프린터는 3차원 설계도를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물건을
인쇄하는 기계 자체를 말하고, 3D 프린팅은 3D 프린터로 입체
적인 물건을 디자인하고 인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②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는 3D 프린터를 운용해 제품을 제
작하는 능력을 평가하며, 객관식 필기시험과 작업형 실기 시험
으로 시행된다.
필기시험

실기 시험

1. 3D 스캐너
2. 3D 모델링
3. 3D 프린터 설정
4. 3D 프린터 출력 및 후 가공

3D 프린팅 운영 실무
작업형(4시간 정도)

5. 3D 프린터 교정 및 유지 보수
<3D 푸드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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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q-net.or.kr/]

소재에 따른 3D 프린터의 종류
1.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방식(고체)
필라멘트나 와이어 상태의 고체 수지 재료를 녹여서 아래부터
위로 층층이 쌓아 모델을 만든다. 저렴한 장비부터 고가의 장
비까지 다양하다. FDM 방식은 열가소성 재료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으며, 출력물의 표면이 일반적인 광조형 방식
(SLA, SLS)과 비교했을 때 치수 정밀도가 낮고 다소 거칠다. 하
지만 광조형 방식의 3D 프린터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2.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방식(액체)
SLA 방식은 광경화성 수지(Photopolymer)가 들어 있는 수
조에 레이저 빔을 쏘아 광경화성 수지를 고체화시켜 모델을 만
들어 낸다. 제작 속도가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력하기
어려운 형태나 심한 곡면을 가진 모델링을 출력할 수 있다. 특
히 후처리 시 샌딩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밀도와 완성도가
높은 모델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강도가 낮고 제품
의 형태에 따라 지지대(support)가 필요하다. 또한 FDM 방식
과 비교하면 재료나 프린터의 가격이 비싸다.

FDM 방식 3D 프린터의 재료
1. PLA(Polylactic Acid)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주원료로 만든 무독성 친환경 소재로
녹는 동안 냄새가 없고, 출력 시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거의
없다. 또한 녹는 온도가 180~230℃로 ABS에 비해 낮아 열
수축 현상이나 휨, 균열 등이 덜하다.
2.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석유 추출물에서 유해 가스를 제거한 재료로 열에 잘 견디고
단단해 일반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매끄럽게 다듬기가 용이하여 후처리가 PLA 소재보다 자유
롭다. 그리고 도금, UV 코팅 등이 가능해 다양한 시제품을 만
들기에 편리하다.
3. HIPS(High Impact Polystyrene)

3.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방식(분말)
선택적 레이저 소결 조형 방식으로 SLA 방식과 거의 동일하지
만 소재가 분말(powder)이다. 분말이 담겨있는 수조에 레이저
빔을 쏘아 얇은 막(layer)을 형성하는 원리로, 막이 형성되면
다시 분말을 뿌리고 레이저 빔을 쏘는 과정을 반복하여 모델을
제작한다. 재료는 나일론, 왁스, 금속, 세라믹 등의 다양한 소
재를 사용한다. 작업 속도가 빠르며 완제품도 정교하다. 하지만
프린터의 가격이 비싸고 부피도 크다.

유독 가스를 제거한 석유 추출물 재료로 강도는 PLA와 ABS
의 중간 정도이다. 단단하지만 수축성이 있어 큰 조형물을 프
린트할 때는 균열이 생길 수 있다.
HIPS로 출력된 부분은 리모넨 오일(limonene oil)에 담가
녹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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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3D 모델링 방식
방식

폴리곤 모델링

특징
다각형(최소 삼각형)으로 입체를 표현한다. 데이터의
용량이 적고 수정이 용이하다.
넙스(NURBS) 방식의 곡선을 활용한 정교하고 자유로

서피스 모델링

운 모델링이 가능하다. 쉐이딩, 렌더링, 데이터 변환 시
폴리곤(polygon)의 수가 많아져서 용량이 커지고, 수
정이 용이하지 않다.
폴리곤의 직관성과 넙스의 곡면 표현이 가능하다. 픽사

서브디비전 모델링

(Pixar)가 1997년 시그라프(SIGGRAPH)에서 처음 발
표하였다. 폴리곤을 잘게 나눠서 곡면을 표현하며, 적은
수의 메시(mesh)로 곡면을 표현해서 각광받았다.

솔리드 모델링

정확한 치수를 기반으로 한다. 치수의 변형을 통해 형
태의 쉬운 변형이 가능하며, 치수가 구속 조건이 된다.

3D 모델링 프로그램 종류
팅커캐드(tinkercad)
http://iped.kr/c080321

STL
스케치업(sketchup)
http://iped.kr/c080322

3D 모델링된 데이터를 표준 형식의 파일로 저장할 수 있게 제
공하는 파일 형식이다. 3D 그래픽 소프트웨어마다 파일을 저
장하는 포맷이 각각 다르지만, STL 파일로 대부분 호환시킬

퓨전360(fusion360)
http://iped.kr/c080323

수 있으며, 3D 업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파일이다.
STL은 입체 모형을 삼각형 면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세밀하게 조절하면 원형에 가까운 모형을 설계할 수 있다. 현재
3D 프린팅을 비롯한 디지털 가공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솔리드웍스(soildworks)
http://iped.kr/c080324

라이노3D(Rhino3D)
http://iped.kr/c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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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국제 공통의 3차원 데이터 양식이다.

큐라(Cura)
얼티메이커(Ultimaker)사에서 개발한 대표적인 오픈 소스 슬
라이싱 소프트웨어로 FDM 방식의 3D 프린터를 위해서 개발
되었다. G-code와 호환되는 FDM 방 식의 3D 프린터는 대부
분 큐라를 사용한다. 출력 과정을 단순하게 설정할 수 있고, 사
용자 인터페이스도 단순해서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다.
• 큐라 설치 방법
순서

내용

1

Cura 검색 후 ‘무료 다운로드’ 클릭하기

2

운영 체제 선택하기

3

설치하기

4

자신의 3D 프린터 찾아 세팅하기

5

언어를 ‘한국어’로 바꾸기

6

활용하기

• 큐라 출력 설정
품질
• 층 높이: 적층되는 한 층의 높이를 설정함.
외곽: 출력되는 모델 외형의 두께를 세부적
으로 설정함.
• 벽 두께/라인의 수: 출력물의 외형을 이루
는 벽면의 두께 및 노즐의 출력 라인 수를 지
정함.

슬라이싱 프로그램 종류

• 상단/하단 두께 및 레이어: 출력 시 출력물
의 하단 면과 상단 면의 두께 및 적층되는 층

• 키슬라이서(KISSlicer)

수를 지정함.

큐라와 쌍벽을 이루는 오픈 소스 슬라이싱 소프트웨어 중의

내부 채움

하나로 조나단 더머(Jonathan Dummer)에 의해서 최초 버

• 밀도: 빈 공간을 채울 밀도를 세부 %로
지정함.

전이 개발되었다. 큐라와 비교했을 때 출력 과정을 섬세하게

• 패턴: 빈 공간에 채워질 모양을 선택함.

조절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재료
• 프린팅 온도: 노즐의 온도를 설정함.

• 큐비크리에이터(Cubicreator)

• 빌드 플레이트 온도: 히팅 베드의 온도를

국내 하이비전 시스템(Hivison System)사에서 개발한 큐비

설정함.

콘 전용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이다. G-code 호환의 출력 파일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함.

• 리트렉션 활성화: 적층하지 않을 때 재료가

을 생성하지만 오픈 소스 3D 프린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완

속도

벽하게 호환되지 않는다. 큐비콘 시리즈가 전문가용 제품으로
출시된 만큼 큐비크리에이터도 전문적인 사용자를 위한 기능
을 갖추고 있다.

• 프린팅 속도: 출력 속도를 지정함.
이동
• 리트렉션 후 노즐 이동 시 출력물과 노즐 간의 여유 공간을 만듦.
냉각

• 3D웍스 데스크톱(3Dwox Desktop)

• 프린팅 냉각 사용: 노즐에 장착된 팬을 사용하여 출력물을 안전하게 굳힘.

신도리코에서 개발한 신도리코의 3D 프린터 전용 슬라이싱 소

서포트

프트웨어이다. 큐비크리에이터에 비해서 쉽고 직관적인 사용자

• 서프트 생성: 오버행이 발생되는 위치에 지지대를 생성하여 출력함.
• 서포트 배치: 지지대를 생성할 위치를 지정함.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 사용법이 쉽다. 다른 오픈 소스 3D

• 오버행 각도: 지정한 각도에 따라서 지지대를 생성함.

프린터와 호환되지 않는다.

빌드 플레이트 부착
•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 출력물을 고정할 유형을 선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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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팅커캐드(tinkercad)
• 팅커캐드는?
오토데스크사에서 선보인 초보용 무료 온라인 CAD이자
3D 프린팅 앱이며, 학생 교육을 목적으로 한 CAD이다.
• 팅커캐드의 특징
- 다양한 모양의 입체를 더하고 빼는 방법으로 모델링한다.
불러온다 ▶ 조정한다 ▶ 합친다의 3단계
- 입체는 치수, 회전 및 속성의 변환을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구분을 위
해 색을 변경하거나 투명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
-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웹 브라우저에서만 동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별도
로 저장을 누르지 않아도 작업이 자동으로 저장된다.

팅커캐드 사이트에 가입하기
1) www.tinkercad.com에 접속해 회원 가입을 한다.
2) 회원 가입 후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다.
3) 새 디자인 작성 버튼을 눌러서 작업을 시작한다.

팅커캐드 화면 구성
가) 팅커캐드 기본 화면		

나) 로그인 화면

팅커캐드 시작하기
1) 새 작업: 새 디자인(create new design) 버튼
2) 이전 작업 불러오기: 이전 버전 디자인 버튼

가) 새 디자인 작성

❶ 제목
❷ 복사, 붙여 넣기, 복제, 삭제, 명령 취소, 명령 복구
❸ 모두 표시, 그룹 만들기, 그룹 해제, 정렬, 반전
❹ 가져오기, 내보내기(STL, OBJ 파일)
❺ 홈, 화면 채우기, 확대, 축소, 원근감
❻ 작업 평면
나) 3D 모델링 시작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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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도형 선택

다) 블록 추가하기, 치수 입력

라) 그룹 메뉴 사용하기

마) 확인하기

바) 내보내기

기본 메뉴 익히기
가) 블록 선택

저장하기, 내보내기
- 팅커캐드는 인터넷상에서 자동으로 저장된다.
- 3D 인쇄용 또는 레이저 절단용으로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
나) 치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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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다리(교량)
다리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고가의 구조물이
다. 다리의 시공을 결정하는 경우는 해당 구역을 메꾸는 것보
다 교각을 세워 건너가는 것이 더 경제성 등의 가치가 있을 때
이다.
다리(교량)의 종류

단순교

트러스트교

라멘교

아치교

현수교

사장교

㉠ 단순교: 양쪽의 교각이나 교대 위에 상부 구조를 얹은 단순
한 형태의 교량이다.
㉡ 트러스교: 철재를 삼각형으로 짠 트러스를 이용하여 하중
을 지지하는 교량으로, 철도교에 많이 쓰는 형식이다.
㉢ 라멘교: 교량의 상부 구조와 하부 구조를 일체가 되도록 결
합시킨 형태의 교량으로, 철골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사
용한다.
㉣ 아치교: 상부 또는 하부 구조에 아치형 구조를 적용하여 만
든 교량으로, 미관이 아름답다.
㉤ 현수교: 양쪽에 교탑을 세워 주 케이블을 걸고 상부 구조를
줄로 매달아 지지하는 형식의 교량이다.
㉥ 사장교: 교각 위에 탑을 세우고 상부 구조의 여러 지점에 케
이블을 연결하여 지지하는 형식의 교량이다.
<출처: http://study.zum.com/book/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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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의 기본 구성
다리의 일반적인 기본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다리의 종류에
따라 이 밖의 다른 구조물들이 추가될 수 있다.
• 상판(deck): 실제로 다리 위를 지나갈 대상을 직접 지지하는
부분
• 교각(pier): 상판의 무게를 땅으로 전달하는 부분 중 다리의
중간에 설치되는 것
• 교대(abutment): 상판의 무게를 땅으로 전달하는 부분 중
다리의 양 끝에 설치되는 것

3. 팅커캐드에서 3D 모델링을 한다. 바닥과 트러스의 규격이
맞는지 확인한다.

4. 바닥면과 트러스를 조립(그룹)하고, STL로 내보내기를 한다.

5. 큐라에서 불러온 후 출력 품질을 설정한다.

<출력 예시>
출력 속도를 고려하여 층 높이는 0.2mm, 벽 두께는 0.8mm,
내부 채움은 20%로 하고, 기타 상세 설정은 모든 조가 같은 조
트러스교의 제작 과정

건으로 한다.

1. 컴퓨터, 3D 프린터, 측정용 추를 준비한다.
6. 3D 프린터 출력 후 무게를 견디는 실험을 해 본다.

2. 만들고자 하는 다리를 스케치하고, 규격에 맞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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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자동차 만들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공학적 설계

발명품 제작 및
표현

8차시

자신의 구상하고 디자인한 태양광 자동차를 3D 제품으로 제작해 봄으로써 완
영역 목표

성된 제작품의 부족한 점과 실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
선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0발명09-03]
자신이 구상한 아이디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1.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

체험 활동

2. 자신이 구상한 전기 자동차 아이디어를 3D 프린터로 출력한다.
3.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동차를 3D 프린터로 출력하여 트랙에서 테스트해
본다.

2) 선수 학습 소개

- 생활 속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발명품을 3D 프린터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
[중급09-03]

3) 단원 소개

3D 프린터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주변에서 쉽게 3D 프린터를 접할 수 있게 되고, 3D 모델로 출력하는 방
식이 대중화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공유 경제 개념이 도입되면서 싱기버스 사이트와 같은
오픈 소스를 활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쉽게 3D로 출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본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를 제작해 본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신재
생 에너지 자동차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해 이를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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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점

… 화력,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문제점을 질문하기
…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와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알아보기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사례와 태양광 에
너지의 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

흥미 유발

자동차의 구조 및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

전개

1차시~2차시
ppt

… 자동차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기
… 연료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아보기
… 자동차의 구동 방식에 대해 알아보기

모터를 이용한 자동차 알아보기

…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
… 친환경 미래를 위한 전기 차와 태양과 자동차
… 미래의 자동차는 어떻게 변화할까?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 모델링하기
전개

3차시
ppt

… 스케치업 설치하기
…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 모델링하기
… 스케치업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하기
… 큐라를 이용하여 3D 모델 출력하기
… 출력된 결과물을 조립하여 작동시키기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태양광 자동차 모델링하기

전개/정리
4차시
ppt

… 스케치업 설치하기
… 스케치업을 이용하여 전기 자동차 모델링하기
… 스케치업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하기
… 큐라를 이용하여 3D 모델 출력하기
… 출력된 결과물을 조립하여 작동시키기

… 자동차의 구조는 차체와 섀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섀시 부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원별 장단
점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전기를 이용해 주행하는 자동차의 대표적
인 예를 알려 주고 사례를 보여 준다.
… 미래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예상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

… 스케치업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과
정을 함께 해 본다.
… 스케치업 도구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 스케치업 파일을 3D 모델링 파일로 변
환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모델링하여 완성한 도면을 3D 프린터로
출력해 본다.

… 전기 자동차를 모델링한 파일을 이용하
여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동차를 모델
링한다.
… 출력된 결과물을 할로겐등 또는 자연광
을 이용하여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 다양한 미션을 제시하여 자동차 경주를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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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재생 에너지의 개발 사례
① 태양광: 현재 1MW 발전소를 운영 중이고, 다량 보급형 기
술 개발 단계를 추진하고 있다.
② 태양열: 현재 가정용 온수기 및 급탕 시설에 보급 중이고,
공장 생산 라인의 냉난방에 이용되고 있다.
③ 풍력: 현재 중형급 발전기, 제어 시스템 제작 기술 등 핵
심 요 소 기술은 확보되어 있으며, 제주도는 2030년까지
2,000MW를 추가로 건설하여 해상 풍력으로 제주에 필요한
전력 100%를 공급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④ 수력: 향후 수력 분야의 기술 개발은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
발로서 설비 표준화와 효율 향상 기술 및 자동화 기술을 중점
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⑤ 바이오 에너지: 현재 축산 시설의 분뇨, 음식물, 하수 처리
가능 시설, 산업용 폐수,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공정은 상용
화 단계로서 보급이 추진되고 있고, 목질계 바이오에탄올 연속
생산 기술은 기반 기술 확립 단계이다.
⑥ 폐기물 에너지: 현재 폐기물 소각하는 과정의 열을 이용, 성
형 고체 연료(RDF) 이용, 폐플라스틱 열분해 이용, 폐유 정제
이용 등이 개발 중이다.
⑦ 해양 에너지: 해양 에너지의 기술 개발은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1988년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
고 기술 개발을 수행하여 현재 254MW 급 시화호 조력 발전
소, 1,000kW 급 울돌목 조류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의 종류
•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이용한 발전 방식

신에너지의 개발 사례

•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① 연료 전지: 현재 국내의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기초 연구
단계이지만 연료 전지 본체를 포함한 연료 개질, 전력 변환 장
치 등의 소규모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방식
• 장점으로는 풍력 발전은 별도의 연료가 필요하지 않고, 폐기물
풍력

있으며,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발전이 불가능하여 바람이 지
속적으로 부는 지역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

세대 유망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② 석탄 액화 및 가스화: 현재 태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월 준공해 운영해 오고 있다.

이 발생하지 않으며, 온실 효과를 유발하지 않는다.
• 단점으로는 소음의 문제가 있고, 새들의 이동로를 방해할 수

현재 가정용, 휴대용, 수송용, 발전용 등으로 활용 폭이 넓어 차

갖는 300MW 급 석탄 가스화 복합 발전(IGCC)을 2016년 8

발전 방식
•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 전지를

• 바이오 에너지란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학적, 물리적 변
환 과정을 통해 액체, 가스, 고체연료나 전기·열에너지 형태로
바이오
에너지

이용하는 화학, 생물, 연소 공학 등의 기술로 발전하는 방식
• 바이오매스란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③ 수소 에너지: 현재 수소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말한다.

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연구 수준은 기초 단계이지만 천연가스
로부터 수소 제조 기술을 일부 확보하였으며 저가의 대용량 수

• 수소와 공기 중 산소의 결합으로 생산된 전기를 이용하여 발

소 제조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 물, 유기물, 화석 연료 등의 화합물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분

전하는 방식
수소 연료
전지

리, 생산해서 이용하는 기술
• 수소는 가스나 액체로서 수송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 액체 수소,
금속 수소화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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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에너지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
는 태양 전지 발전 시스템 기술이다.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흡
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하여 이용하는 태양열 발전과는 달리
반도체 혹은 염료, 고분자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태양 전지를
이용하여 태양 빛을 바로 전기로 직접 생산한다. 태양광 발전
은 태양 전지와 PCS, 축전 장치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태양광
발전의 장단점은 아래와 같다.
장점

· 공해가 없고 무제한이다.
·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 무인화가 가능하다.
· 20년 이상 사용이 가능해 수명이

단점

· 전력 생산이 일사량에 의존한다.
· 에너지 밀도가 낮고 넓은 설치 면적
이 필요하다.

길다.

태양광 발전 원리
태양 전지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키고, pn 접합
의 양단에 금속 전극을 코팅하여 만든다. 태양 빛이 입사되어
반도체 내부에서 흡수되면 전자와 정공이 발생하여 pn 접합
부의 전기장에 끌려 전자는 n층으로, 정공은 p층으로 새로운
흐름이 생기면서 접합부 양단의 전위차가 작아진다. 즉, 반도
체가 태양 빛을 흡수하면 전기가 발생되는 원리인 광전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반도체 접합부에 태양 빛이 입사되면 접합부에
전자가 발생하여 외부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추이

① 태양 빛에 의해 태양 전지(pn 반도체) 내에 전자(electron)
(-) 정공(hole)(+)쌍 생성
② pn 접합에서 발생한 전기장에 의해 전자(-)는 n형 반도체로
이동하고 정공(+)은 p형 반도체로 이동
③ 각각의 표면에 있는 전극에서 수집되며 이때의 전위차에 의
해 전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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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자동차의 발달
인류는 기원전 3,000년경에 바퀴를 발명하여 수레와 자동차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 1769년에 프랑스의 퀴뇨(Cugnot, N.
J.)는 와트의 증기 기관을 개량하여 증기 자동차를 만들었다.
그 후 1886년에는 독일의 다임러(Daimler, G. W.)와 벤츠
(Benz, K. F.)에 의하여 가솔린 자동차가 제작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미국의 포드(Ford, H.)에 의하여 자동차의 대량 생산
이 이루어져 자동차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태양광 자동차,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이
개발되었다.

내연 기관 자동차
연료를 사용하는 피스톤 기관을 이용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디젤 기관보다 진동과 소음이 적고

가솔린 기관보다 큰 힘을 낼 수 있

승차감이 좋으며 가속이 부드럽다.

어 대형 차량, 철도, 선박 등에 이

그러나 점화 장치 고장이 잦으며

용된다. 그러나 가솔린에 비해 진

연비가 좋지 못하다.

동과 소음이 크다.

친환경 자동차
- 하이브리드(HEV)

1. 가솔린 기관
공기와 가솔린의 혼합기를 압축하고 점화 플러그의 스파크 점
화를 통하여 폭발시켜 팽창하는 힘으로 동력을 얻는 기관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화석 연료와

축전지에 저장된

전기를 함께 사용

전기로 전동기를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Plug-in HEV)
- 전기 차(EV)

작동시켜 이용

- 연료 전지 전기차(FCEV)

다. 기관 본체, 연료 장치, 윤활 장치, 냉각 장치, 흡배기 장치,
점화 장치 및 배출 가스 정화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솔

하이브리드 자동차

린 기관의 연소실 형식에는 욕조형, 쐐기형, 반구형, 지붕형 등

하나의 자동차에 두 종류 이상의 엔진을 장착하거나, 두 종류

이 있다.

이상의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현재는 휘발
유나 디젤 엔진의 내연 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동력원으로

2. 디젤 기관

쓰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다.

실린더 내에 공기를 흡입, 압축하고 연료를 분사하여 자연 착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이고, 감속할

화시키는 방식이다. 경유를 자연 착화하려면 연소실의 높은 압축

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 저장하여 동력으로 활용하는

압력과 고압 연료 분사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초고압의 연

방식이 주류를 이룬다. 동력 전달 방식에 따라 직렬형, 병렬형,

료 분사량과 시기를 컴퓨터가 제어하는 축압식 연료 분사 방식

혼합형으로 나눈다.

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디젤 기관의 연소실 형식은 직접 분사식, 예연소실식, 와류실
식, 공기실식 등으로 분류된다. 연료비가 싸고 열효율이 좋아 선
박·자동차·철도 차량의 동력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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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직렬형은 주로 전기 모터만 사용해서 자동차를 움직이며 엔
진은 대부분 배터리 충전의 역할을 한다. 내연 기관은 발전기

3. 혼합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혼합형은 직렬형과 병렬형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방식으
로 내연 기관 엔진과 모터를 가지고 있다. 이 방식은 2개의 모
터 시스템으로 모드에 따라서 발전과 구동을 동시에 할 수 있
다는 특징이 있다. 모터 하나는 엔진에 의하여 전기를 발전하
는 역할을 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또 다른 모터는 바퀴를 구
동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연비, 동력 성능 면에서
효율적이고 동력을 분배하며 회생 제동 효율 또한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브리드와 전기 차 비교
하이브리드 자동차

엔진과 전기 모터를 이용한 구동 방식을 함께

(HEV)

하는 자동차

주행 거리 연장

배터리 충전용 발전 시스템을 장착해서 주행

전기 자동차

거리를 확장하는 전기 자동차

(RE-EV)
순수 전기 자동차

100% 배터리 전력으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

(EV)

전기 차의 선두 주자 테슬라(Tesla)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2003년 설립한 자동차 회사이며, 회
사명은 교류 전기를 발명한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2006년 테슬라의 첫 모델인 로드스터를 공개하였는데 리튬
역할로 배터리 충전만 수행하므로 배기량이 크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는 배터리의 충전 효율이 발달하여 가정에서의 220V
전기를 이용할 수 있어 휘발유나 경유 등을 전혀 태우지 않고
도 일정 기간 주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구동력이 전부 모터로 전
달되기 때문에 내연 기관 자동차에 비해 배터리의 크기가 크고
그에 따라 차량의 무게가 무거워져 생산 원가와 공간 면에서
불리하다.
2. 병렬형 하이브리드 자동차
병렬형은 직렬형과 반대로 엔진을 주로 이용하여 자동차를 주
행하고 전기 모터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
은 엔진의 출력과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더하여 큰
출력을 낼 수 있고,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만 사용하여 주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자동차를 이용하던 운전자도 별다른 이
질감 없이 주행할 수 있다. 또 모터가 구동하지 않을 때 발전기
역할을 해 배터리를 충전하고, 내연 기관이나 모터 중 어떤 것
이 구동되더라도 충전하면서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동력 교
체 시 자연스러운 전환 기술에 어려움이 있고 장착 공간이 많
이 필요하다.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이용하여 기존의 다른 전기 차에 비해
두 배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었으며 최고 속도는 200km/h
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008년 두 번째 모델인 모델 S를 발표
하였고 2013년 판매를 시작하였다. 모델 S는 시속 90km/h에
도달하는 시간이 4.4초밖에 걸리지 않고 코너링 및 운행 능력
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 번 충전으로 38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태양광 자동차
윌리엄 G. 코브는 장난감 자동차 크기의 작은 태양광 자동차
를 만들어 1955년 8월 31일 미국 시카고에서 처음 공개하였다.
1962년에는 사람이 탈 수 있는 크기의 태양광 자동차가 등장
하였는데, 집광판의 크기가 너무 크고, 일조량이 부족할 때는
운행을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1987년에 시작된 월드 솔라 챌린지는 모터스포츠를 통해서 태
양광 자동차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으며, 에너지의 효율성과 실
용성을 경쟁하는 크루저 클래스, 챌린저 및 크루저 클래스 규정
이 요구하는 조건을 벗어난 모든 태양광 차량이 경쟁하는 어드
벤처 클래스로 나뉜다. 우승을 향한 경쟁을 통해 태양광 자동차
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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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스케치업으로 도면 그리기
1.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스케치업 사이트 접속
https://www.sketchup.com/download/all
2. Trimble 회원 가입 또는 Google 계정으로 로그인 가능

3. 페이지를 내려 2017Make 버전 설치(무료)

4. 스케치업 기본 도구
선, 면, 입체를 선택할 때 사용 (선택) →
물체를 원하는 색, 재질로 색칠(페인트 통) →
선을 그릴 때 사용(선) →
사각형을 그릴 때 사용(직사각형) →
반지름을 기준으로 원을 그릴 때 사용(원) →

← (지우개)개체의 선을 지울 때 사용
← (자유 그림)클릭하여 곡선을 자유롭게 그림

중앙의 2개의 점으로 호를 그림(호) →
← (다각형)다수의 변이 있는 다각형을 그림
선택한 개채를 이동(이동) →

← (2점호)돌출된 2개의 점을 연결하는 호를 그림

축을 중심으로 회전(회전) →
개체의 크기 조절(배율) →
정확한 안내선을 말들 때 사용(줄자 도구) →

← (밀기/끌기)2차원의 면을 3차원으로 그림
← (따라가기)선택한 면의 경로를 따라 3차원으로 그림
← (오프셋)선택한 면의 테두리를 크거나 작게 추가
← (치수)두 점 간의 거리를 치수로 나타냄

더 알아보기
스케치업 설치 및 강좌
http://iped.kr/c09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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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 → ‘Extension Warehouse’ 메뉴를 클릭한다.

8. stl로 검색하여 → SketchUp STL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설치
한다.

9. 스케치업 파일(*.skp)을 STL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다.
5. 건전지의 전선이 지나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

10. 큐라에서 파일을 불러올 수 있다.
6. 각진 부분은 ‘따라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둥글게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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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나만의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1. 문제 상황 정리
태양 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준다.
여기서 발생된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창의적인 태양광 자동차를 제작한다.
2. 배경 지식
⑴ 태양 전지의 원리: 태양 전지판에 빛을 쬐면 내부에서 전자
의 이동이 일어나 외부 도선에 지속적인 전류가 흐른다.
⑵ 축: 바퀴를 고정하고 있는 축은 축을 고정하고 있는 부분과
마찰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⑶ 바퀴: 바퀴는 적당한 마찰을 가지고 있어야 지면에 효과적
으로 힘을 전달할 수 있다.
⑷ 직선 주행: 자동차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선 주행하기 위해
서는 바퀴를 평행하게 고정해야 한다.
⑸ 곡선 주행: 트랙의 곡선 구간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
록 롤러의 크기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
3. 평가 내용
⑴ 자동차의 주행 성능이 우수한가?
⑵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가?
⑶ 설계도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하였는가?
⑷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위한 다양한 원리를 적용하였는가?

스케치업으로 도면 그리기
1. 섀시 부분을 부품에 맞도록 모델링한다.

⑸ 작업할 때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였는가?
◆

동기 유발

• 화석 에너지 고갈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여러 가지 다양
한 모습의 태양광 자동차 사진을 보여 준다.
◆

문제 확인하기

•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주어지는 재료를 확인한다.
◆

계획하기

• 태양 전지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다.
• 태양광 자동차를 제작할 때의 고려 사항을 참고로 아이디어
를 구상하고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게 한다.
• 계획을 바탕으로 스케치하게 한다.
• 태양광 자동차 제작에 필요한 3D 모델링을 한다.
◆

실행하기

• 3D 출력된 태양광 자동차를 조립·제작하게 한다.
• 할로겐등을 이용하여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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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섀시와 바디가 일체일 경우 좌측에 별도의 문을 디자인한다.

5. 다른 사람이 그린 3D 파일을 불러올 때는 아래와 같이 한다.

6. 검색어를 ‘MOTOR’로 검색하여 유사한 것을 찾아본다.

7. 검색된 모터 축을 복사하여 반대편에 붙여 넣어 양축 모터로 수
정한다.(제시된 사이즈로 수정한다.)

3. 태양광 패널을 연결한 후 남은 부분을 넣을 공간을 두면 좋다.

8. 롤러 부분도 검색을 이용해 찾아서 4개를 만든다.
4. 모터가 장착되는 부분이 모터의 크기와 일치해야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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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좀 더 알아보자
우리도 해 보자
함께 도전해 보자

5
연구 학습 영역
응

용

편

10-03 세상을 바꾼 점과 선의 전기 신호
11-03 연료 전지를 만들어 적정 기술에 활용하기

이 단원에서는 발명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첫 번째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역사적인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용해 새로운 발명품
을 구상해 본다. 두 번째로 연료 전지의 기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직접 실습함으로써 연료 전지의 기본 개념을 학습
한 후, 에너지를 이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10-03 세상을 바꾼 점과 선의 전기 신호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연구 학습

발명과 발견

4차시

영역 목표

1. 과학의 핵심 개념과 발명의 특성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2. 발명품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10발명10-02]
과학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성취 기준

[10발명10-03]
역사적 과학 발명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며 발명품의 가치를 과학자의 삶
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체험 활동

2) 선수 학습 소개

1. 전신기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디지털 전신기를 만들 수 있다.
2. 모스 부호를 적용한 발명품을 구상할 수 있다.

- 과학적 발견과 발명의 개념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초등10-01]
- 과학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중급10-02]

3) 단원 소개

과학자는 자연을 탐구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발명하기도 한다. 또한 발명가는 새로운 분야
를 탐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발견한 사실을 이용해 발명품을 만들기도
한다.
본 단원에서는 역사적인 과학 발명품인 전신기를 살펴보면서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고 전신기의
역사적 가치를 이해한다. 또한 현대적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전신기를 다시 재현해 봄으로써 전신기의
발전이 현대 정보 통신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전신기에서 사용된 모스 부호의 과학적 의미를 이해하고 모스 부호를 우리 실생활에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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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역사적 발명품과 발명가

… 정보 통신의 발명과 발견 과정 이해하기
… 전신기의 과학적 원리와 발전 과정 이해하기

지도할 때 유의할 점

…학
 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배운 과학적 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준비물]

나만의 전신기 만들기

…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한 무선 전신기 만들기

전개

1차시
(ppt)

발명품의 기능 개선하기

…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모스 부호 변환기 만들기

전개/정리
1차시
(ppt)

모스 부호를 새롭게 적용하기

… 실생활에서 모스 부호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을 구상해 보기

노트북, 마이크로비트, 집게 전선

마이크로비트의 기본 사용법을 지도한다. 마이
크로비트의 기본 사용법은 ‘발명 교육센터 공통
프로그램(중급) - 미래 세상과 발견(심화 응용)
편’ 을 참고할 수 있다.
[준비물]
노트북 또는 태블릿
스크래치의 기본 사용법을 지도한다. 스크래치
홈페이지의 기본 튜토리얼과 다양한 예제를 통
해 기본 기능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사
 례 제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모스 부호를 변형하여 새롭게 적용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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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모스의 전신기 발명, 현대 통신의 시작
19세기 미국에서 화가로 활동하던 사무엘 모스는 1837년
모스 전신기를 발명한 데 이어 모스 부호도 발명하였다.
평소 통신에 관심이 많던 모스는 1832년 유럽에서 배를 타
고 돌아오던 중 우연히 전자석에 대한 내용을 듣고 전자석을
활용한 전신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었다. 기계에 대
한 지식이 부족했던 모스는 기계공 출신의 알프레드 베일과 연
구를 진행하여 전자석을 이용한 모스 전신기를 발명한다.
처음 제작된 모스 전신기는 전자석을 활용해 전류 길이를
변화시키며 파형 신호를 종이에 그려 내는 방식이었으며 신호
가 복잡했다. 그 후 모스는 기존 신호 체계를 점과 선으로 단순
화해 모스 부호를 발명하였고 통신 신호를 전송하고 해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

전화기의 진짜 발명가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 이 누 구인가 에 대
한 논쟁은 오랫동안 진행
되었다.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라고 알려
진 사람은 알렉산더 그레
이엄 벨이었다. 그는 농아학교를 운영하면서 1876년 3월 7일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하였고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전화 특허

더 알아보기
벨의 전화기 발명 / EBS 발명이 팡팡
http://iped.kr/c100311

를 받게 되면서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되
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은 농아학교를 운영하면서 1876년 3
월 7일 최초로 전화기를 발명하였고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
허를 받으면서 전화기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화기의 실제 발명가는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무치
였다고 한다. 1854년 안토니오 무치는 아내와 대화하기 위해
최초의 전화기를 발명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자기 이름으로
특허를 등록하려면 특허 등록비가 필요했는데, 그는 특허권을
획득할 자금이 부족하여 정식 등록이 아닌 임시 특허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876년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전화기 발명
으로 미국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를 등록하자 안토니오 무치
는 소송을 걸었지만, 안타깝게도 승소 직전 심장 마비로 생애
를 마쳤다. 하지만 2002년 미국 의회는 안토니오 무치를 전화
기의 최초 발명가로 인정하게 되었다.

전자기학의 발전과 정보 통신의 발전
19세기 초까지는 전기와 자기 현상이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
었다. 전기를 띤 물체는 번개와 같은 불꽃을 일으켰고, 자기력
은 자석과 철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전기와 자기의 새로운 관계가 발견된 것은 1820년이었다. 덴
마크의 외르스테드는 전기적 현상인 전류가 자기적 특징을 가
진 나침반 자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였다. 그러
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1년 후, 영국의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류와 자석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밝혀냈고 도선과 자석을 이용한 회전 장치, 즉 전동
기를 발명한다.
한편 많은 과학자가 전류가 자기력을 만들어 낸다면 반대로 자
석이 전류를 만들어 내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구에
도전하였지만 새로운 발견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1831년 마이클 패러데이가 다시 역사적인 발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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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자기파에 대한 패러데이의 생
각은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공로
로 인해 무선 통신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더 알아보기
패러데이와 전자기학 / EBS
http://iped.kr/c100312

5세대 이동 통신(5G) 시대의 출현
5G의 주요 특징은 초고속성, 초저지연성, 초연결성이다.
1. 초고속성
5G는 이론적으로 4세대 이동 통신(4G)인 LTE보다 최대 20
배 빠른 20Gbps(초당 기가비트)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구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G는 2Gb의 초고화질(HD) 영화를 다
운로드받는 데 13초 정도 걸렸는데, 5G는 같은 영상을 받는
데 0.8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이
다. 5G의 빠른 속도는 고화질 영화뿐만 아니라 VR(가상 현실),
AR(증강 현실)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2. 초저지연성
자율 주행차는 고속으로 달리는 중에 수많은 데이터를 주고받
으며 처리한다. 안전한 자율 주행을 위해서는 차량과 각종 센
서 및 장치 간의 데이터 전송 지연이 0.001초 이하가 되어야
게 된다. 자석을 도선 가까이에서 움직이면(즉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전류가 생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것이다.
이것을 이용한 많은 기술이 발명되었고 인류는 전기 문명을 누
릴 수 있게 되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응용한 대표적인 발명 사례가 바로 발전
기이다. 지속적인 전류를 생산하는 발전기는 에디슨에 의해 뉴
욕 중심가의 조명을 밝히는 데 처음 사용되었고, 곧이어 가정과
공장의 기기들을 돌리는 데 사용되면서 ‘전기의 시대’가 열렸다.
위대한 발견을 한 패러데이는 연구를 멈추지 않고 전기와 자
기 작용이 공간에 전달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소
리나 빛이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것처럼 전기와 자기 현상도 장
(field)이라는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패러데이는 수학적 기반이 부족
해 전자기장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는데 현재 4G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5G는 전송 지연 시간
이 0.001초 이하이며,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업로드하고 분
석할 수 있다. 즉 5G의 초저지연 특성은 자율 주행차의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3. 초연결성
사물 인터넷은 기존 이동 통신에서도 가능하지만 5G 기술로
방대하고 다양한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연결될 수 있다. 스마트
공장을 예로 들면 원격으로 실시간 기계를 조종할 수 있고 단
순 작업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공장 안에 있는 다양한
산업용 기기들을 하나의 통신망으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다.
더 알아보기
5G 시대의 변화 / YTN 사이언스
http://iped.kr/c100313

전자기장의 개념은 후대의 과학자 맥스웰에 의해 체계적으
로 정립되었고 그 과정에서 전자기파의 존재가 추가로 발견되
었다. 또한 맥스웰은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으며 빛
이 전자기파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하였다.
빛이 전자기파라는 예측은 1887년 독일의 헤르츠가 전자기
파를 직접 발생시키고 검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입증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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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전기 회로를 이용한 전신기
먼저 전지와 스위치를 내 방에 놓고 친구 방에는 전구를 두고
창문과 담장을 거쳐 두 가닥의 전선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내
방에 있는 스위치를 작동하면 친구 집에 있는 전구가 켜지고,
모스 부호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
로 친구 집에 스위치와 전지를 설치하면 양방향으로 정보를 주
고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석을 이용한 전신기 만들기
준비물
못, 에나멜선, 집게 전선, 스위치, 건전지, 종이컵, 클립(또는 금
속판)금속판(또는 클립)
제작 방법
⑴ 못에 에나멜선을 촘촘하게 감고 에나멜선의 양 끝을 칼로
긁어서 코팅을 벗긴다.
⑵ 종이컵 바닥의 한쪽 끝부분에 못을 꽂고 고무찰흙을 붙여
서 고정한다.
⑶ 딱딱한 종이의 끝을 ㄱ자 모양으로 접어 종이컵에 부착하고
못의 가까운 부분에 클립을 끼운다.
⑷ 에나멜선 끝에 스위치와 건전지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
한다.
⑸ 스위치를 누르고 떼었을 때 전자석에 클립이 잘 붙고 떨어
지는지 확인한다.

전신기와 모스 부호
모스가 전신기를 발명할 때 처음부터 모스 부호를 사용한 것
은 아니었다. 모스가 처음 만든 전신기는 전기 회로를 열었다
닫으면 전자석에 의해 진동자가 흔들리면서 종이띠에 연필이
지진파 같은 모양을 표시하는 방식이었다.

활동
⑴ 두 명씩 짝을 지어 각자 상대방에게 비밀리에 전달할 영어
메시지를 정한다.
⑵ 한 명은 스위치를 눌러 모스 부호 메시지를 전달하고, 한 명
은 전자석에 클립이 붙고 떨어지는 신호를 보며 상대방이 전
달하는 메시지를 맞춘다.
더 알아보기
디지털 전신기 만들기 / Microsoft Hacking STEM
http://iped.kr/c100321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표시되는 그래프가 복잡해서 사전을
보면서 일일이 대조해 해석해야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모스는 진동자를 사용하는 대신 철침 펜(steel point
pen)으로 바꾸고, 점(dot)과 선(dash)으로 알파벳 철자를 표
기할 수 있는 모스 부호를 발명하게 되었다. 이는 전신기의 해
석 속도를 엄청나게 높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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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전신과 마르코니
전자기파의 존재를 밝힌 헤르츠의 실험을 통해 무선 통신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고 마르코니는 스무 살이 되던 해부터
무선 통신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헤르츠의 실험에서 전자기파가 뻗어 나간 거리는 1m에 불과했
다. 전자기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이 사용되려면 더 먼 거리에
서도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했다. 마르코니는 금속에 철
사를 붙여서 높이 설치하고 똑같이 생긴 금속판을 지면에 설
치해 놓으면 전파가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
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1년 만에 2.4㎞ 떨어진 곳까지 신호
를 보내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영국에서 3㎞나 떨어진 거리에
서도 무선 통신을 성공시키면서 무선 전신 기술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마르코니의 무선 기술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
명하였고, 이는 전 세계의 영국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무선 기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식민지들을 효율적
으로 통치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대서양을 횡단할 만큼 먼 거리는
무선 통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지구가 둥근 탓에 멀리
뻗어간 전자기파는 결국 대기층 밖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
한 것이다. 하지만 마르코니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대륙 간 무
선 통신을 추진했다. 그는 전파가 지표면을 따라 이동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대륙 간 무선 통신은 성공하였다. 그 당시에는 미처
모스 부호는 짧은 전기 신호를 점으로 하고, 긴 전기 신호
를 선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표현은 숫자 0과 1로 정보를 표현

몰랐던 지구 상공에 존재하는 전리층이 전파를 반사해 둥근
지구의 반대편까지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였다.

하는 이진법을 활용한 것이다. 손가락이 10개인 사람이 볼 때
는 십진법이 편하고 이진법이 생소하지만, 이진법은 십진법보
다 논리를 표현하기 간단하고, 전기 신호로 표현하기에도 편리
하다. 이렇게 정보를 이진법으로 바꾸어 전기 신호로 전달하게
되면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될 수 있었다. 또한 세상은 더욱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삶은
더욱 편리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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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마이크로비트 무선 전신기 만들기
1. 라디오 통신을 위해 그룹 아이디와 무선 통신의 세기를 설정한
다. 그룹 아이디는 같이 활동하는 짝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2. 송신 조건에 맞게 전달 메시지를 구성한다.

\

3. 해당 조건에 맞게 수신된 신호를 표시한다.

스크래치 모스 부호 변환기
스크래치의 제어 명령어를 이용하여 각 모스 부호를 알파벳으
로 변환한다.

더 알아보기
스크래치 프로젝트 살펴보기
http://iped.kr/c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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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버튼을 누르면 점( • ) 신호를 문자 변수에 계속 추가하여 입력
한다.

3. B 버튼을 누르면 선(-) 신호를 문자 변수에 계속 추가하여 입력
한다.

4.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모스 부호를 라디오로 전송하고 해
당하는 알파벳을 마이크로비트에 표시한다. 만약 해당하는 알
파벳이 없으면 ‘Error’를 표시한다. 송신을 마친 뒤에는 전송 문
자열 변수를 빈칸으로 초기화한다.

무선 전신기 기능 개선하기
무선 모스 전신기에 모스 부호 번역 기능을 추가해 보자. 이번
에는 제스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A 버튼은 점 신호, B 버튼
은 선 신호를 의미하고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문자가 전
송되게 구현한다.
1. 모스 부호와 알파벳 문자열 변수에 각각 해당하는 모스 부호와

5. 라디오 수신 부분에서는 수신 받은 모스 부호에 해당하는 알파
벳을 마이크로비트에 출력한다.

알파벳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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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앱 ‘굿 바이브’
삼성 굿 바이브(Samsung Good Vibes)는 시청
각 장애인을 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앱이다.
문자나 음성을 진동으로, 진동을 문자나 음성으
로 변환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⑴ 시청각 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진동으로 모스 부호를
전달하는 형태
⑵ 비장애인과 시청각 장애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해 음성 및 채
팅 메시지를 모스 부호 진동으로 전달하는 형태
더 알아보기
굿 바이브 앱 스토어
http://iped.kr/c100341

더 알아보기
굿 바이브 광고 영상
http://iped.kr/c100342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지보드 키보드 앱
구글의 모바일 디바이스용 터치 키보드 앱인 지보드(Gboard)

모스 부호의 변신, 바코드

에는 모스 부호 입력 기능이 있다. 뇌성마비나 지체 장애로 키보

바코드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도록 굵기가 다른 흑백 막대를

드 사용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서 모스 부호의 점과 선으로 텍스

조합해 만든 코드로, 물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고,

트를 입력할 수 있게 하였다.

물건을 계산하는 시간까지 단축시키며 유통과 물류 분야에 혁
명을 일으켰다.
바코드는 1948년 미국의 버나드 실버와 노먼 조지프 우들런
드에 의해 발명되었다. 그들은 모스 부호를 그래픽으로 바꾸면
제품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분류 부호로 만들 수 있다는 아이
디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명하였다.
하지만 초기에 사용된 바코드는 원형의 형태였으며, 인쇄 시
잉크가 흘러넘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 후 IBM사의 조지
로럴이 이를 발전시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바코드로

더 알아보기

개발하였고 바코드 시스템의 표준으로 선정되었다.

지보드 앱의 모스 부호 교육 홈페이지
http://iped.kr/c100343

더 알아보기
지보드 앱의 모스 부호 기능 영상
http://iped.kr/c1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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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바코드

2D 바코드(QR코드)

3D 바코드

복제약 방지를 위한 3D 바코드
2015년 영국 기업 소프맷(Sofmat)에서는 영국 브래드퍼드대
학 연구자들과 3D 바코드를 공동 개발하였다. 3D 바코드는
깊이가 조금씩 다른 자국들로 이뤄져 있으며 스캐너의 빛이 바
코드의 깊이를 측정해 정보를 읽어낸다. 이 기술은 알약을 만
드는 주형틀에 수많은 핀을 넣고 이 핀들의 높이를 정밀하게
조절하여 3D 바코드를 새기는 과정을 거친다. 3D 바코드 기
술을 활용하면 알약마다 다른 코드를 새길 수 있어 복제약 생
산과 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컬러 코드
QR 코드는 기존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지만, 색을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발명된 것이 컬러 코
드이다. 1998년 등장한 컬러 코드는 빨강, 파랑, 검정, 초록 등
여러 가지 색상을 이용해 2차원 평면 형태로 만들어졌다.
기존 QR 코드보다 작지만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으며,
근거리에서만 인식이 잘 되는 QR 코드와 달리 200~300m 밖
에서도 인식이 가능하다. 또한 코드에 다채로운 색의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홍보나 마케팅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순히 사각형 점이 아닌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여
코드를 표현할 수 있으며 종이, 천, 유리 등 인쇄와 컬러 표현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활용이 가능하다.
더 알아보기

2차원 평면으로 만든 바코드, QR 코드

컬러 코드 공식 홈페이지
http://iped.kr/c100347

산업 흐름이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바코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12개의 글자나 숫자로 담는 게 한계였던 1차원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

바코드와 달리 2,000자 가량의 글자가 담을 수 있는 QR 코드
가 1994년 일본에서 발명되었다.
QR 코드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컬러 바코드

류 점검 정보도 저장할 수 있어 일부가 손상되어도 필요한 정
보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어서 보안 측면
에서도 안정성이 높다.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다양한 정보

미국 택배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맥시 코드

를 연결하거나 소액 결제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2차원 QR 코드를 발전시킨 3D 바코드도 등장했다.
3D 바코드는 우주선 부품 등 어떤 환경에서도 손상되지 않아
야 하는 물품의 정보 저장과 분류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

스마트폰 및 웹 캠에서 쉽게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원형 바코드(Shotcode)

된다.
더 알아보기
QR 코드 공식 홈페이지
http://iped.kr/c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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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 연료 전지를 만들어

적정 기술에 활용하기

1) 내용 체계

영역

핵심 역량

차시

연구 학습
(R&E)

발명과 발견

4차시

1. 과학의 핵심 개념과 발명의 특성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영역 목표

2. 발명품 속의 과학 원리를 탐구하고 이를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3. 자기 주도적인 탐구 및 연구 과정의 산출물을 지식재산과 관련지을 수 있다.

성취 기준

[10발명10-01] 과학적 발견과 발명의 개념을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10발명11-01] 과학적 개념을 이용한 발명품을 고안할 수 있다.
1. 연료 전지의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탐색한다.

체험 활동

2. 직접 제작한 연료 전지를 이용하여 과학 완구를 설계하고, 적정 기술에 적용
할 수있는지 탐구한다.

2) 선수 학습 소개

- 위대한 과학자의 과학 탐구 과정을 이해하고 과학 발명품의 원리와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초등10-02]
- 과학 발명품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초등10-03]

3) 단원 소개

연료 전지는 연료를 공급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하나의 '공장'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연료가 공급되는
한 계속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낸다. 1965년 미국의 아폴로 우주 계획에서 제미니 3호의 전원으로 채택
되어 최초로 실용화된 이후, 자동차, 잠수함, 그리고 휴대용 전자 기기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추진되
어 왔다.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 맵의 양대 축으로 ‘수소 전기차‘와 함께 ‘연료 전지’가
대두되면서 연료 전지 산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본 단원에서는 실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료 전지의 기본 개념을 학습한 후, 눈에 보
이지 않는 화학적인 반응을 에너지로 바꾸고, 그 에너지를 적정 기술에 이용하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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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시별 개요
활용 단계

도입

1차시
ppt

활동 개요

지도할 때 유의점

… 영상 ‘다음 혁신을 주도할 기술 배터리’를 보여주고 배터리
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

… 동영상 시청을 통해 수업에 대한 학생들
의 흥미를 유발한다.

흥미 유발

세계 최초의 볼타 전지 재현하기

… 볼타에 의해 발명된 세계 최초의 전지 동작 원리

전개

1차시~2차시
ppt

우리가 만든 연료 전지

… 전지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
… |연료 전지의 기본 구성과 작동 원리를 직접 확인하고,
실습을 통해 연료 전지의 기본 개념 학습하기
… 무공해 연료 전지를 제작하면서 작동 원리 이해하기

커피를 이용해 연료 전지 만들기
전개

3차시
ppt

… 커피 연료 전지의 전압 변화 측정하기
… 커피 연료 전지로 과학 완구 제작하기
: 완구 제작에 필요한 전압의 세기, 전류의 세기 탐구
… 커피 연료 전지로 움직일 수 있는 과학 완구의 재료 선정
하기
: 완구 제작 재료 선정하기, 창의적인 디자인 고려하기

무공해 연료 전지를 이용한 적정 기술 고안하기

전개/정리
4차시
ppt

… 직접 제작한 연료 전지의 적정 기술 활용 방안 연구하기
: 연료 전지의 적정 기술 활용 방안 제시하기
… 제품 분석 및 개선점 정리하기
… 그 외 활용 분야 생각해 보기

… 볼타 전지 동영상을 시청하고 볼타 전지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전지의 종류와 활용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무공해 연료 전지를 제작하여 전압의 세
기와 전류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 커피의 농도, 충전 시간에 따른 전압의
세기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창의적인 과학 완
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음
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한다. 모둠별로 토
의를 통해 수정・보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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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배울까?
볼타에 의해 발명된 세계 최초의 전지 동작 원리
더 알아보기
Voltaic pile/cell / Leclanché cell (zinc-carbon
battery) - How it works!
http://iped.kr/c110311

화학 전기의 발견
전지는 1780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당시 해부학 교수였
던 루이지 갈바니
(1737-1798)는 해
부한 개구리 다리

루이지 갈바니

알렉산드로 볼타

가 금속제의 해부칼에 닿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갈바니는 이를 보고 전기가 개구리의 신경 속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동물 전기'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에 의문을
품은 알렉산드로 볼타(1745-1827)가 전기는 종류가 다른 두
금속이 접촉하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우리는 아주 손쉽게 이 역사적인
금속의 반응성(출처: 에듀넷)

도구를 재현할 수 있다. 그것은 바
로 과일을 이용하는 것이다. 과일

종류가 다른 금속이 접촉하게 되면 하나는 전자를 잃어 양

에 아연판과 구리판을 꽂고 도선을

이온이 되고, 다른 하나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금속마

연결한 다음 전구를 연결하면, 신

다 전자를 내놓으려는 정도가 다른데 이를 정리한 표는 아래

기하게도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것

와 같다. 왼편에 있는 금속일수록 반응성이 크며 전자를 잃어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일 전지는

양이온이 되기 쉽고, 오른편에 위치할수록 반응성이 작고 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전구를 밝

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힐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반 건전지는 일정 기간 동안 사
용한 후에는 수명이 다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볼타 전지의 구조

반응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이 거의 다 소모되었거나 전해질이

볼타 전지는 1799년 알렉산드로 볼타에 의해 발명된 세계 최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초의 전지이다, 아연판(-극)과 구리판(+극)을 두 극으로 사용
하고 묽은 황산을 전해액(電解液)으로 하여 두 극에 도선을 연

볼타 전지의 구성과 원리

결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전지로 약 1V의 기전력(起電力)을 얻

1. 볼타 전지의 구성

을 수 있다.

(+)극: 양
 이온이 되기 어려운 구리판(구리판 주위에서 수소 기

볼타 전지는 구리 원반과 산 용액에 적신 헝겊, 그리고 아연
원반을 교대로 쌓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현재는 여러 가지 단
점들 때문에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당시에 물을 전기 분해하
는 데에 쓰이는 등 화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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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가 발생한다.)
(-)극: 양
 이온이 되기 쉬운 아연판(아연이 황산 용액 속으로 녹
아 들어간다.)
전해질 용액으로 묽은 황산을 사용하여 아연판을 녹인다.

Zn → Zn2+ + 2e구리판 (+)극: H+이 구리판으로 이동해 간 전자를 받아서 H2
로 된다.
2H+ + 2e- → H2↑
전체 반응: Zn + 2H+ → Zn2+ + H2↑

볼타 전지의 원리

3. 결론
표준 상태에서 아연의 환원 전위는 –0.76V, 구리의 환원 전위
는 0.34V가 맞으나 실제 반응에서는 구리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수소 이온과 아연 금속이 반응한다. 따라서 표준 상태에서
0.00V-(-0.76V) = 0.76V의 기전력이 생긴다.
볼타 전지의 발명은 전류의 지속적인 발생에 성공했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으나, 대공업의 동력원으로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용어
더 알아보기

분극 현상
볼타 전지를 이용해 전구를 켜면 구리판 주위에 수소 기체가 생

볼타 전지(금속판의 면적 크기에 따른 전압 변화)

겨 전자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금방 불이 꺼진다. 이것을 '분극'이

http://iped.kr/c110315

라고 한다. 과산화 수소, 이산화 망간 등과 같은 산화제를 구리판

더 알아보기
Voltaic batteries 6 : series connection2
http://iped.kr/c110316

주위에 넣으면 수소 기체가 물로 변하여 분극 현상이 없어지므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지도상의 유의점
이론적으로 접했던 전지를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변인을

2. 볼타 전지의 원리

통제하여 정량적인 결괏값을 얻도록 지도하고, 다음 과정에 참고

아연판 (-)극: 금속 아연은 수소보다 전자를 쉽게 잃고 녹아서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최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학생

(+)이온으로 되어 황산 속으로 녹아들어간다.(황산 속의 H+

들이 전지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한다.

보다 Zn이 이온화가 더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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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알아보자
우리가 만든 연료 전지
연료 전지는 1839년 영국 물리학자 윌리엄 그로브(William
Grove)가 원리를 처음 발견한 뒤 1960년대 미국 NASA 우주
선 프로젝트에 처음 탑재되었다.
연료 전지의 기본 원리는 전기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
로 분해하는 것을 역이용하여 수소와 산소에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연료 전지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에 의해 전기를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발전 효율이 매우 높다.
또한 순수하게 화학 반응의 결과물로 물을 만들기 때문에
화석 연료처럼 이산화 탄소와 같은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다. 미래의 에너지 문제와 공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
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준비물
염화 나트륨, 유리 투명 용기
(또는 플라스틱 투명 용기-SSC
용), 투명 컵, 9V 건전지, 커넥터,
LED, 연필심, 일회용 스포이드,
우리 주변의 물질을 이용하여 연료 전지를 만들기 위한 프우
리 주변의 물질을 이용한 연료 전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하
고 설계한다. 연료 전지를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전지
의 구성 요소 및 원리 정리-목표 설정-설계하기-제작하기-수
정·보완하기-적용 및 성능 실험 과정-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
성】을 거쳐 프로젝트를 완성한다. 완성된 프로젝트는 발표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더 알아보기

EVA 베드, 약수저, 전류계, 전압계, 집게 달린 도선 3개
학습 활동
생활 주변의 물질을 이용하여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을까?
연료 전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탐색하고, 생활 주변의 물질
을 이용해 연료 전지를 창의적으로 설계하고 수정·보완하여 만
들 수 있다.

연료 전지 만들기 프로젝트 설계

오렌지로 꼬마전구 켜기(YTN 사이언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들을 점검하고, 역할

http://iped.kr/c110321

분담을 명확하게 한다. 연료 전지를 제작하기 위해 설계한 내용

더 알아보기
숯을 이용해 전구에 불을 켤 수 있다?(YTN 사이언스)
http://iped.kr/c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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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각 모둠별로 수정·보완하여 정리한다.
1.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역할 분담을 정한다.
2. 각 모둠별로 연료 전지에 대한 토의를 통해 내용을 정리한다.
3. 목표를 설정한 후 설계도를 정리한다.

TIP
화학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활성화 되므로 약간 미지근한 온
도의 물에 소금을 녹였을 때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3. 유
 리 투명 용기 뚜껑에 연필심 2개를 꽂아 커넥터를 연결하
여 고정시켜 준다.(주의사항: 연필심이 서로 닿지 않도록 주
의한다)
4. 완성된 유리 투명 용기 뚜껑을 닫고 EVA 베드에 꽂아 준다.
5. 집게 전선을 이용해 9V 건전지와 연
필심을 직렬로 연결해 준다.
6. 충
 분히 전기 분해가 되도록 3분간
기다려 준다.
7. 9V
 건전지에 연결된 집게 전선을 떼어 내 LED에 연결해 준다.
(주의사항: LED 극성에 주의한다. LED 긴 다리가 (+)극, 짧
은 다리가 (–)극이다.)
8. 집
 게 전선을 떼어 내 전류계와 직렬로 연결하고, 전압계는
LED의 양쪽 다리에 연결하여 전압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주의사항: 전류계와 전압계를 연결 시 극성에 주
의하고,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한다)
9. 물의 온도에 따른 전압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10. 시간에 따른 전압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다.
실험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더 알아보기
수소 에너지가 궁금한 당신을 위한 안내서
http://iped.kr/c110325

더 알아보기
[과학놀이마당] 물로 만드는 수소 연료 전지
http://iped.kr/c110326

1. 측정한 값들을 알아보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2. 측정값의 단위 및 오차(불확도)를 반드시 표시한다.
3. 실험 결과는 표나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4. 결과에 대한 논의
가. 불확도를 고려하여 측정 결과를 이론적인 예상과 비교
하고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쓴다.
나. 오차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정량적으로(숫자를 사용)
밝힌다. 결과에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는 오차에 대해서만

실험 과정
1. 물
 이 담긴 투명 컵에 약수저를 이용하여 소금을 넣고 포화

논의한다.
5. 결론

상태로 만든다.(실제 전해질의 전압 측정 실험에서 전압이

실험의 전체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요약한다. 어떤 실험이

높게 나오는 전해질은 황산이나 수산화 칼륨 등 강한 산성

며, 무엇을 측정했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요약한다. 추측

이거나 강한 염기성 물질이다. 따라서 안전하면서도 전압의

또는 근거 없는 막연한 내용은 지양하며 명확한 근거를 제

세기가 높은 소금을 전해질로 사용한다.

시한다.

2. 스
 포이드를 이용하여 유
리 투명 용기에 소금물을
각각 25ml를 넣어 준다.

지도상의 유의점
모든 실험은 측정 결과를 보고서로 완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아
무리 훌륭한 실험이라도 그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크
게 감소된다. 따라서 보고서는 남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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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해 보자
커피 연료 전지를 이용한 과학 완구 제작하기
현대경제연구원은 ‘커피 산업의 5가지 트렌드 변화와 전망’
보고서에서 국내 커피 산업의 시장 규모가 연간 매출액 기준
2016년 5조 9,000억 원에서 2018년 약 6조 8,000억 원까지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약 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
망했다
한국은 유럽,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 커피 소비 국가
에 올랐으며, 2018년 기준 국내 1인당 커피 소비량은 약 353잔
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
과 통계청에 등록된 20세
이상 성인 인구수를 곱하
여 전체 커피 소비량을 계산
하면 2016년 기준 약 157억
잔으로 추정된다. 커피 한
잔을 만드는 데 원두 10g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여 질량
으로 환산하면 2016년에 소비된 원두의 양은 15만 7천 톤으로
한 해 우리나라 수입량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커피 찌꺼기 등과 같은 원료를 바이오 연료로 개질하기 위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오 연료에는

수돗물

커피

녹차

둥굴레차

9mm

110mm

10mm

12mm

이온 음료

오렌지 주스

우유

홍초 음료

더 알아보기

15mm

80mm

70mm

6mm

전기 분해 수소 자동차 참사이언스

전해질의 종류에 따른 수소기체의 양

사탕수수, 옥수수 등의 작물을 발효시켜 만든 바이오에탄올, 식

전해질

물성 기름의 원료로 만든 바이오디젤 등이 있다. 각각 휘발유와
경유의 대체 연료로 사용되는 친환경적인 원료이자, 자연에서 지
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꼽히고 있다.
더 알아보기
연료가 되는 커피찌꺼기(YTN 사이언스)

기체가 모인
높이
(mm)

http://iped.kr/c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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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ped.kr/c110332

연구 프로그램 진행 단계
1. 선행 연구의 고찰 및 연구 관련 지식 탐구
가. 연
 료 전지의 전극 및 다양한 재료에 대한 실험 탐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성이 높은 연료 전지를 제작한다.
나. 자
 료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커피를 재료로 연료 전
지를 만들어 과학 완구를 제작한다.

기체가 모인 높이(mm)

100
80
60
40
20
0

수돗물

커피

녹차

둥글레차 이온음료 오렌지

우유

홍초

[출처] 제55회 전국과학전람회 ‘커피 연료 전지로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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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통과 커피를 이용해 전지 만드는 방법

커피 분말

나사 끼우기

전선 연결-충전하기

전압-전류 측정

다. 필름 통 커피 전지의 전압-전류 측정
① 커피와 활성탄을 이용해 만든 전지가 충전 과정을 거치면
0.39V 정도의 전압, 14.6mA의 전류를 가진 필름 통 커피
전지 38g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② 그러나 전구에 불을 켜는 1.5V 이상의 전압을 얻기 위해서
는 필름 통 전지를 4개 이상 직렬연결 해야 하기 때문에 사
용하기에는 전지가 차지하는 부피가 너무 크다.
3. 커피 연료 전지를 이용한 완구(플라스틱 모형 차) 제작하기
2. 집중 실험 및 연구

가. 필
 름 통을 이용한 커피 전지는 크기가 일반 전지보다 커서

가. 자료 조사 결과

직렬연결을 하여 높은 전압을 얻고, 부피를 줄일 수 있는

① 전해질을 넣지 않은 수돗물도 전기 분해가 되는 것으로 보

방법을 탐구해 본다.

아 이온이 들어 있다.
② 우리 주변 음료 중 전기 분해가 잘되는 것은 커피>오렌지 주
스>우유 등 불투명 액체 순이었으며 다른 음료는 큰 효과가
없었다.
③ 커피를 전해질로 사용한 경우 (-)극에 모인 수소 기체의 양
이 가장 많았다.
나. 커피를 전해질로 사용하여 연료 전지 만들기
① 필름 통 양쪽에 구멍을 뚫어 나사를 끼우고 필름 통 안을

나. 커
 피 연료 전지로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전류 모터를 준비한다.(1V용, 1.5V용).
다. 플라스틱 모형 차를 만들어 모터를 끼우고 전지는 커피 연
료 전지를 9V 건전지로 3분 충전 후 사용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연구 학습 시간이 4차시로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 제시를 통해 탐구 실험을 도와준다.
커피 연료 전지를 제작할 때 커피에는 칼륨 이온이 많아 전기 분
해 시 수소 기체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농도가 진할수록 많이

‘활성탄-키친타월(분리막)-활성탄’의 순으로 전지 틀로 만

발생한다는 것, 활성탄의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안정 전압을 얻

들어 본다.

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한다.

② 필름 통을 이용한 전지의 원리를 이용하고 전극을 알루미늄
나사못으로 하여 활성탄을 커피(전해질)에 10분간 담가 놓

완구 제작 시 전지의 부피와 질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해
보도록 지도한다.

는다.
③ 9V 건전지로 3분간 충전한 후 전압의 세기와 전류의 세기
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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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도전해 보자
무공해 연료 전지를 이용한 적정 기술
더 알아보기
따뜻한 발명, 적정 기술을 만나다
http://iped.kr/c110341

적정 기술은 1973년 영국의 경제학자 에른스트 슈마허(Ernst
Friedrich Schumachar, 1911∼1977)가 쓴 『작은 것이 아
름답다(Small is Beautiful)』에서 ‘중간 기술(intermediate
technology)’이라는 개념으로 처음 소개되었다. 오늘날에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술로까지 확장되었다. 한
스 바커(Hans Bakker)는 그의 논문 『스와데시 혹은 적정 기
술에 대한 간디적 접근』에서 적정 기술을 인간이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일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술로 정의한다. 즉 어떤 한 공동체의 사회 상황이나
환경 상황을 고려하여 비록 단순한 기술일지라도 효용성이 크
다면 그것이 바로 적정 기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적정 기술 관련 탐구 활동 전개 흐름
적정 기술
소개

적정 기술
사례 조사

적정 기술
장치 고안

적정 기술
모형 제작

Hippo Water Roller

1. 적정 기술 사례 조사

http://iped.kr/c110346
LifeStraw Filtered
Dirty Water Under
the Microscope
http://iped.kr/c110344

• 물을 담아 카트처럼 밀고 다니는 통
• 한 번에 90L의 물 운반(보통 사용하는 양동이는 20L)

• 마이크로필터가 내장된 휴대용 빨대
• 2005년 스위스의 Vestergaard Frandsen사에서 개발
• 99.9%의 정화 능력으로 미세물 제거
•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제거해 수인성 전염병 예방
• 개당 3달러로 제작 비용이 저렴

• 많은 양의 물 공급으로 수인성 전염병 발병률을 감소시킴.
•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절약함.
• 전반적인 경제에 이득이 됨.
• 노동을 부담하는 아동, 여성에게 시간과 경제적 여유를 줌.

• 현재 가나,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우간다 등에서 사용
Universal Nut Sheller

Biosand water filter

http://iped.kr/c110347

http://iped.kr/c110345

• 교외 지역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물 정수 필터
• 현재 개발 도상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 모래, 돌, 콘크리트, 철을 거치며 물이 정화됨.
•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99%까지 거름.
• 필터 하나로 수인성 전염병 발병률을 40% 감소시킬 수 있음.(2007년,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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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잡이를 돌려서 얻는 에너지로 땅콩 껍질을 깸.
• Jock Brandis와 MIT D-Lab의 합작
• 한 시간 안에 깰 수 있는 땅콩의 양: 기계가 없을 때 1kg, 기계가 있을 때
50kg
• 땅콩은 개발 도상국 인구 5억 명에게 단백질의 주 공급원

3. 연료 전지를 활용한 적정 기술
예시

부표등

[ 상황 ]
부표란 항만이나 하천 등 선박이 항행하는 위치의 수면에 띄워
잘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나 항로를 알려 주고, 배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 부표에 등을 달아 부표등으로
만들면 더 잘 보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해상용 등명기이다.
현재 해상용 등명기는 보통 태양 전지를 이용한다. 우기를 대비
하여 약 5일 정도는 충전 없이도 가동이 가능하도록 제작된다.
LED와 렌즈를 사용하여 빛을 내며, 등명기가 사용될 용도에 따
라 필요 전력, LED의 개수 등이 다르다. LED 일체형 등명기의
경우에는 약 3.7V의 전압이 필요하고, 3W가 소모된다.
[ 실험 과정 ]
1. 우리가 평소 자주 마시는 물에 금속판 두 개만 넣으면 전기
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볼타 전지로 부표등을
제작하였다.
2. 볼타 전지의 구리판과 아연판을 각각 연결해 병렬 회로를
만든다.
3. 볼
 타 전지를 이용해 전구를 켜면, 켠 지 몇 분도 안 지나서
전구의 불이 꺼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joule thief의 회
로를 구성하여 분극 현상을 해결하였다.
4. 위 과정들을 통해 볼타 전지에 대해 분석한 후 볼타 전지가 최
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바다를 선정하여 부표를 제작한
2. 적정 기술 장치 고안

다.(바다는 전해질이 풍부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며

적정 기술을 통해 장치를 제작 시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고려

파도가 쳐서 쉽게 구리판의 수소 기체를 날려 보낼 수 있다.)

할 사항들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장치를 도안
하게 한다. 또한 장치를 제작한 뒤 제품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 결과 분석 ]

정리하여 수정·보완한다.

본 연구의 실용화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바다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약 0.75V 정도의 전압이 발생하였다. 이는

• 제품 분석 및 개선점 정리(예시)
항목
1

2

3

4

내용
(기능성)제품이 무리 없이
작동하는가?
(사용감)사용에 불편함이
없는가?
(편리성)사용에 편리한가?
(심미성)제품의 디자인이
아름다운가?

실험실에서 했었던 사전 실험의 수치보다 0.1V 정도 낮으나, 전
점수

개선점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구를 밝히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볼타 전지를 이용해 바다에
서 빛을 밝히는 부표를 만든 것이다.
실험에서 사용하는 회로에 방수 처리를 한 뒤 통에 넣어 제
작할 경우 물속에서도 빛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황화
카드뮴 셀과 축전기를 함께 이용하면, 낮에 발전되는 에너지를
용어

joule thief 회로 저전압 승압 회로라고도 하며, 적은 양의

전압을 사용 가능한 전압으로 높여주는 회로
지도상의 유의점

• 그 외 활용 분야 생각해 보기

4차시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재량에 따라 볼타 전지와 연료 전

역발상을 통해 고안한 장치가 다른 분야에 활용될 가능성을

지 중 한 가지 주제만 학습하고, 이를 적정 기술에 적용하도록 지

고민해 보게 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

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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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Free, 배리어프리, 장애인과 비장애인가의 장벽을 허무는 페스티벌 기획서
환영합니다. 가장 가까운 여행 에버랜도입니다. 기획서
pixabay, The DigitalArtist/7136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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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바 로고 이미지
셔터스톡 ID: 384047029
오픈 포트폴리오 실행 이미지
오픈 포트폴리오 실행 이미지
셔터스톡 ID: 1190073214
셔터스톡 ID: 46478143
GitHub 로고 이미지
셔터스톡 ID: 1445888471
깃허브 오픈 소스 가이드 실행 이미지
"https://baekjungho.github.io/github-use/"
Pastebin 로고 이미지
소스포지 로고 이미지
스니플 로고 이미지
플래닛 소스 로고 이미지
CMYK 삽화 제작
키튼블록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키튼블록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마이크로비트, http://microbit.org
셔터스톡 ID : 701936578
CMYK 삽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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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402019014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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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셔닝 맵
에밀리 커먼스
약품 냉장고
어린이 수레
적정 기술 관련 전등
Q드럼 사용 이전
Q 드럼
퍼마넷
펌프
사탕수수
숯
Q드럼
사커볼
액체안경
햇빛 영화관
디지털해시계
태양열 식품 건조기
태양열 전구
햇빛 영화관
태양열 조리기 셰플러
프리플레이 라디오
디지털해시계
태양열 조리기 셰플러
엘리오도 메스티코
와카워터
와카워터
솔라볼
엘리오도메스티코
네오너처 인큐베이터
엠브레이스 보온기
피크비전
특허청 적정 기술 보급 사례
전기가 없는 개도국
전기 부족 지역
모저램프
루미르
복합기
휴대용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캐첩
필요 재료
필요 도구
Silicon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태양광 발전 원리
충전식 lED 반들기
에디슨
나카무라 슈지
의수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인공 뼈
3D 푸드 프린터
yes 말풍선
yes 말풍선2
2D-3D
직교형 방식
델타형 방식
FDM 방식 3D 프린터
SLA 방식 3D 프린터
SLS 방식 3D 프린터
3D 프린팅 과정의 이해
머그컵
돋보기
아이디어 스케치
모델링 진행
팅커캐드 로고
팅커캐드 로고
스케치업 로고
퓨전360 로고
솔리드웍스 로고
라이노3D 로고
STL
슬라이싱 프로그램의 활용
큐라 출력 설정
연필꽂이 모델링 예시
팅커캐드 이용하기
성수대교
다양한 다리 모양
트러스교의 다양한 종류
다리의 종류
다리의 기본 구성
다리 구조물 실험
3D 프린터
측정용 추
다리 스케치
자
팅커캐드를 이용한 실험
미래 에너지원
우리나라 발전량 변화
국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현황 추이
태양광 발전 원리
자동차 구조
자동차 구동 방식
계량기
전기차
태양광 자동차
빨간 자동차
자동차 제작하기

CMYK 삽화 제작
Wikimedia Commons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770059480
셔터스톡 ID: 1186538278
셔터스톡 ID: 1063628372
셔터스톡 ID: 672192958
셔터스톡 ID: 624798584
pikist
셔터스톡 ID: 1447565384
셔터스톡 ID: 1063628375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1120213727
Flicker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1038285142
Flicker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1038285142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Tomweis 공식 사이트
Embraceinnovations 공식 사이트
PeekFoundation_Annual_Report
특허청 보도 자료('특허 정보를 활용한 정적 기술, 개도국 성장의 씨앗으로!')
CMYK 삽화 제작
WADE 공식 사이트
Believe.Earth 공식 사이트
루미르 공식 사이트/ CMYK 삽화 제작 (?)
셔터스톡 ID: 44684107
셔터스톡 ID: 44684107
셔터스톡 ID: 1110685550
셔터스톡 ID: 1641368647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CMYK 삽화 제작
저자 직접 제공
Wikimedia Commons
Wikimedia Commons
셔터스톡 ID: 1591912405
셔터스톡 ID: 364208357
셔터스톡 ID: 1215022162
셔터스톡 ID: 1531329491
셔터스톡 ID: 1537528784
셔터스톡 ID: 357490694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1215022162
셔터스톡 ID: 71757434388
셔터스톡 ID: 686622769
셔터스톡 ID: 193992257
셔터스톡 ID: 585104080
셔터스톡 ID: 585104080
저자 직접 제공
팅커캐드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팅커캐드 공식 홈페이지
팅커캐드 공식 홈페이지
스케치업 공식 홈페이지
퓨전360 공식 홈페이지
솔리드웍스 공식 홈페이지
라이노3D 공식 홈페이지
CMYK 삽화 제작
슬라이싱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큐라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팅커캐드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팅커캐드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Wikimedia Commons
셔터스톡 ID: 1726429045
셔터스톡 ID: 1677953221
http://study.zum.com/book/15020
CMYK 삽화 제작
팅커캐드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셔터스톡 ID: 552682441
셔터스톡 ID: 723508030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220835620
팅커캐드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CMYK 삽화 제작
CMYK 삽화 제작
한국에너지공단(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 추이)
셔터스톡 ID: 1068268676
셔터스톡 ID: 1190301856
CMYK 삽화 제작
셔터스톡 ID: 426148192
셔터스톡 ID: 515877400
셔터스톡 ID: 196848296
셔터스톡 ID: 372153466
저자 직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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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05
106
106~107
112
113
113
113
113
114
114
114
114
114
114
114
115
115
115
115
115
115
116
116
116~117
116~117
117
118
118
118
118
118
118
119
119
119
119
119
119
122
122
122
123
123
124
124
124
124
124
124
124
124
125
125
126
126
126
127
128
128
128
128
128
128
1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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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학생용
학생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교사용
학생용

스케치업으로 도면 그리기
3D 프린터 제작 태양광 자동차
스케치업으로 도면 그리기2
벨의 전화기
전서구
전신기의 발명
전화기의 발명
무선통신의 발명
5G 통신의 시대
전기회로를 이용한 전신기
전신기
전기회로의 스위치와 전구
집모양
진동 전신기
지진파 모양 전신기
전신기와 전자석
전신기 회로 모형
무선 전신기
모스부호
마르코니
전자기파
마이크로비트
전지소켓
마이크로비트 무선 전신기 만들기
마이크로비트 무선 전신기 만들기
국제모스코드 표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앱
굿바이브 앱
지보드 키보드
1D 바코드
2D 바코드
3D 바코드
바코드 이미지
QR코드 이미지
컬로코드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1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2
다양한 형태의 바코드3
루이지 갈바니
알렉산드로 볼타
볼타전지
볼타 전지의 구성과 원리
볼타 전지의 원리
연료전지
배터리
전극 연결
연료전지 발명자 그로브
그로브에 의해 제작된 연료전지
물전기분해
수소연료전지
준비물
실험 과정
실험과정
커피를 이용한 전지 만들기
우리나라 커피 수입량 추이
기체가 모인 높이
커피를 이용한 전지 만들기
휴대용 빨대
물정수필터
Q드럼
휴대용 빨대
물정수필터2
Q드럼
넛 셀러
예시도면

스케치업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셔터스톡 ID: 1360090151
스케치업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셔터스톡 ID: 238811002
셔터스톡 ID: 1665649174
셔터스톡 ID: 254859793
셔터스톡 ID: 1770640475
셔터스톡 ID: 69654625
셔터스톡 ID: 1318126250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28666459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1654251973
셔터스톡 ID: 244396312
셔터스톡 ID: 72959737
셔터스톡 ID: 474690208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1276128997
셔터스톡 ID: 244389310
셔터스톡 ID: 1309034638
셔터스톡 ID: 765933061
셔터스톡 ID: 480983503
저자 직접 제공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램 실행 이미지
셔터스톡 ID: 399115747
셔터스톡 ID: 660549907
굿바이브 앱 로고 이미지
지보드 앱 이용 이미지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170514701
셔터스톡 ID: 521220724
저자 직접 제공
Wikimedia Commons
Wikimedia Commons
Wikimedia Commons
Wikimedia Commons
Wikimedia Commons
에듀넷
저자 직접 제공
에듀넷
셔터스톡 ID:1482188729
셔터스톡 ID:437371405
셔터스톡 ID:405712063
Wellcome Collection gallery
Wikimedia Commons
셔터스톡 ID:6192243
셔터스톡 ID:1549610768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관세청
저자 직접 제공
저자 직접 제공
셔터스톡 ID: 610548101
Wikimedia Commons
셔터스톡 ID: 1063628372
셔터스톡 ID: 610548101
Wikimedia Commons
셔터스톡 ID: 1063628372
Wikimedia Commons
저자 직접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