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도서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목차

※ 덕성여자대학교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요
1.

3D 프린팅이란? ··························································································6

2.

3D 모델링하기 ························································································26

3.

G코드 변환 슬라이싱 프로그램 이용하기 ···············································51

4.

쿠키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58

5.

쿠키 박람회 ·····························································································73

6.

컴퓨터공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진학과 진로 ···········································76

덕성여자대학교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요
주제

3D 프린터로 쿠키커터 만들기
Ÿ
Ÿ
내용
목표

Ÿ
Ÿ
Ÿ
Ÿ
Ÿ

학습
목표

Ÿ

Ÿ
과정
목표

Ÿ
Ÿ
Ÿ
Ÿ

STEAM
과목요
소

관련교과

과학, 정보, 수학, 기술, 가정, 공학, 미술

기업 내 식품 신제품 개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고 기업 내 신제품 개
발의 각 파트별 진행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3D 프린팅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보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1
인 창조기업을 어떻게 만들지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다.
식품회사 직원이 되어 신제품 쿠키 출시를 위한 쿠키커터를 디자인·설계할 수 있다.
식품가공과 식품화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식품 선택을 위한 실생활 속 식품공학기술
을 생각하고 찾을 수 있다.
3D 프린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대량생산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컴퓨터 공학과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식품공학을 이용한 실생활과 연계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팅커캐드 프로그램의 기본도형과 hole도형,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쿠키
커터의 외형을 만들고 Group과 Ungroup을 이용하여 각 도형을 합치거나 분리하
여 쿠키커터를 설계하고 완성할 수 있다.
팅커캐드 프로그램으로 설계한 쿠키커터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를 이용하여
G코드로 변환한 후, 3D 프린터에서 출력 할 수 있다.
직접 디자인·설계한 쿠키커터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쿠키를 만들 수 있다.
쿠키 박람회를 통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살펴 볼 수 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키와 직접 만든 쿠키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상품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모둠 활동을 통해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S

3D 프린팅의 원리, 식품 화학과 가공의 원리

T

기업 내 신제품 개발 과정과 파트별 역할, 3D 프린팅의 과정,
팅커캐드 프로그램(3D 모델링 무료 프로그램), 슬라이싱 프로그램 CURA(G코드 변환), 쿠키

E

제조 과정

A

쿠키커터의 창의적 설계 및 디자인

M

입체도형의 구조와 성질

제작 의도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고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 대량 생산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탐구하는 계기를 갖는다.

3D 프린팅 기술은 생활용품, 자동차 및 항공부품, 전자제품, 예술, 의료, 요리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모델링한 제품을 3D 프린터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
은 기업 내 쿠키 신제품 개발과정을 이해하고 입체도형의 구조와 성질을 이용하여 팅커캐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쿠키커터를 디자인·설계할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한 쿠키커터를 3D 프린터에
서 출력해서 직접 쿠키를 만들고 시판되는 쿠키와 비교 분석하며 더 나은 방안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탐구력이 신장되고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과 쿠키 제조를 통해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 관련 진로와 직업에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활동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Ÿ
Ÿ
Ÿ

세상에 하나 뿐인 쿠키를 만들어 내 마음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만약 원하는 쿠키 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품 신제품 개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기

설계

Ÿ
Ÿ

새로운 쿠키디자인 설계하기
쿠키 커터 모델링하기

감성적
체험

Ÿ
Ÿ
Ÿ

쿠키 디자인 로고를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3D 쿠키 커터를 이용하여 초콜릿 쿠키 만들기
3D 프린터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대량생산 방법 생각하기

상황
제시
STEAM
단계
요소

창의적

▶ 차시별 총괄 계획표
차시

교수 ․ 학습 활동

주제

 상황 제시하기
Co 특별한 날을 위한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만들어 선물해 보

학습자료

※관련 교과 :

면 어떨까? 만약 원하는 쿠키커터 모양이 없다면 어떻게 할
까?

3D 프린팅의
원리와 과정
1

(45분)

CD

만들고 싶은 쿠키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원하는 쿠키커터 모
양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기

ET

만들고 싶은 쿠키 모양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 나누기

▶동영상자료 활용사이트의 예
 3D 프린터의 원리와 과정 알아보기
Co 3D 프린터를 직접 봤거나 3D프린터로 만들어진 물건, 관련 -3D 프린터의 원리
https://youtu.be/NOzZCWDp01s
내용을 본 경험 이야기 나누기
Tip!
CD

Tip!

CD

ET

3D 모델링
·
G코드 변환
·
2

3D 프린팅
(45분)

식품화학
3

·
쿠키 만들기
(45분)

3D프린터가 제조업을 넘어 사회공헌에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더 많은 관심 갖기
나도 1인 창조기업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1인 창조기
업가를 꿈꾸며 예측하고 설계해 보기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나만의 1인 창조기업 발표하기

 상황 제시하기
Co 내가 상상한 쿠키를 만들기 위해 쿠키커터를 직접 디자인·설
※관련 교과 :
계한다면 어떨까?
 3D 모델링 하기
▶3D프린팅 활용사이트의 예
CD Tinkercad 프로그램을 익히고 내가 상상한 디자인으로 쿠키
-Tinkercad(무료 온라인 3D 모델링)
커터 설계하기
www.tinkercad.com
-CURA(슬라이싱프로그램)

 3D 프린팅 하기
https://ultimaker.com/en/produ
CD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에서 G코드로 변환 후 3D 프린
팅 하고 모델링과 출력물을 비교해 본 후 개선방안 생각해 cts/ultimaker-cura
보기
ET

식품 가공과

-3D 프린터 재능기부로 되살린 손

학생의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의 장으로 연결하기
https://youtu.be/NnLY9As8wq8
3D 프린터의 원리와 실생활과 연계된 3D 프린터의 다양한
적용분야 동영상을 감상하고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
한 컴퓨터 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하기

3D 모델링한 쿠키커터와 실제 출력물을 비교·분석하고 개선
방안 발표하기

 상황 제시하기
Co 쿠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 건강한 생활을 ※관련 교과 :
위한 저당 쿠키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Co

제과제빵의 식품가공학적 분류와 쿠키 제조 시 발생하는 식
품화학적 변화 살펴보기

 나만의 쿠키 만들기
Co

쿠키 제조 공정 익히기

CD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협업하
여 쿠키 만들기

CD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와 실제 구워진 쿠키 모양을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 생각해 보기

ET

개선방안 발표하고 다른 사람의 개선방안 공유하기

 상황 제시하기
Co 내가 만든 쿠키와 다른 사람의 쿠키는 어떻게 다를까?
Co

시판되는 쿠키와 내가 만든 쿠키는 어떻게 다를까?

Co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신제품 쿠키를 대량생산할 방법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쿠키 대량생산
CD

쿠키 신제품
품평회

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보기
ET

·
4

진로 ․ 직업 탐색
(45분)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내가 개발한 신제품 쿠키
건강을 위한 차별화된 신제품 쿠키 재료 및 방법과 3D 프린
터를 활용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 발표하기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과 진학과 진로
Co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
가 있을까?

CD

실생활과 밀접한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의 예와 진로 및 직
업 탐색하기

Co

오늘 한 체험을 통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과 그 직업
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과 실현 가능한 목표는 무엇일까?

CD

진로디자인과 준비를 위한 방법과 목표를 생각하고 계획해
보기

ET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이며 진로디자인과 준비를 위한
방법과 목표는 무엇인지 발표하기

※관련 교과 :

▶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지식과 내용

기능 및 기술

평가 기준
Ÿ

3D 프린팅의 원리와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가?

Ÿ

식품가공과 화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가?

Ÿ

Tinkercad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가?

Ÿ

쿠키커터를 만들기 위한 3D모델링 기능을 익히고 이를 활용하여 쿠키커터를

Ÿ

평가 방법

관찰법

디자인·설계할 수 있는가?

관찰법

설계한 쿠키커터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를 이용하여 G코드로 변

산출물

환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가?

정의적 측면

Ÿ

모델링한 쿠키커터로 쿠키를 만들 수 있는가?

Ÿ

탐구활동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Ÿ

전체 활동 시 서로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토의 활동에
참여하는가?

의사소통

관찰법
체크리스트

관찰법

Ÿ

쿠키 만들기 모둠 활동 시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며 활동하는가?

자기평가

Ÿ

쿠키커터 및 쿠키 박람회 활동 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활동

동료평가

하는가?

◈ 생각 키우기 1 :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세상에 하나 뿐인 쿠키를 만들어 내 마음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렌타인데이! 이번에는 꼭 내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용돈이 적어서 비싼
선물을 살 수도 없고 꽃다발은 너무 식상하다. 무언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그래!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만들어 선물해 보자. 너와 나의 이니셜 쿠키는 어떨까? 멋진 캐릭터 쿠
키는 어떨까? 너의 얼굴만한 대형 쿠키는 어떨까?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그려 보자.

[출처 : http://blog.naver.com/happy3845/220922829715]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특별한 날을 위해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쿠키를 그려 봅시다.

1

◈ 생각 키우기 2 : 쿠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

나만의 특별한 쿠키에 어떤 토핑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 달달한 초코칩도 좋고 고소한 아몬드도 좋다.
색깔 초콜릿을 녹여 그림을 그려 보는 건 어떨까? 내가 만들고 싶은 다양한 쿠키 재료를 적어 보자.

[출처 : http://blog.naver.com/kayacima/220625808097]

나만의 특별한 쿠키에 어울릴 만한 토핑 재료를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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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키우기 3 : 만약 원하는 쿠키 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고 싶은 쿠키모양도 결정했고 재료 구성도 생각했다. 이제 쿠키 커터만 준비하면 쿠키를 만들 수 있
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쿠키 커터가 어디에서도 팔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쿠키 커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팅커캐드로 원하는 쿠키 커터를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다. 먼저 내
가 만들고 싶은 쿠키 커터를 간단하게 그려 보고 팅커캐드에서 3D 모델링을 해보자.

[출처 : http://hueproject.com]

세상에 하나 뿐인 나만의 쿠키 커터를 간단하게 그려 보고 팅커캐드로 3D 모델링을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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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관련

과학, 기술, 미술, 수학

교과

차시

1차시

3D 프린팅의 원리와 과정

주제
Ÿ

3D 프린터의 원리와 출력 방식

교육

Ÿ

3D 프린팅의 과정

과정

Ÿ

실생활과 연계된 3D 프린터의 활용

Ÿ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컴퓨터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

학습

3D 프린터의 원리와 다양한 출력 방식을 알아보고 실생활과 연계된 3D 프린터의 활용 예를 알 수 있고 첨단

목표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공학과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학습자료 및 유의점

 상황 제시
Co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 학생용 교재 활동지

생각 키우기 : 특별한 날,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세상에 하나 뿐인 쿠키를 만들어 내 마음을 선물해 보면 어떨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렌타인데이! 이번에는 꼭 내 마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도입
(10분)

용돈이 적어서 비싼 선물을 살 수도 없고 꽃다발은 너무 식상하다. 무언가 특별한
선물이 없을까? 그래!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만들어 선물해 보자. 너와 나의 이
니셜 쿠키는 어떨까? 멋진 캐릭터 쿠키는 어떨까? 너의 얼굴만한 대형 쿠키는 어
떨까?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그려 보자.
 창의적 설계
CD

만들고 싶은 쿠키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ET

만들고 싶은 쿠키 디자인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 나누기

 3D 프린터의 원리와 과정 알아보기
Co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의 쿠키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기

Co

3D 프린터를 직접 봤거나 3D프린터로 만들어진 물건, 관련 내용을 본 경험 이야
기 나누기

학습

CD

활동
(30분)

▶ 동영상 자료 활용사이트의 예
- 3D 프린터의 원리
https://youtu.be/NOzZCWDp01s
- 3D 프린터 재능기부로 되살린 손

https://youtu.be/NnLY9As8wq8
3D 프린터의 원리와 실생활과 연계된 3D 프린터의 다양한 활용의 예시 감상하고 - 세계 최초! 3D 프린터 식당 오픈!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컴퓨터 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하기
https://youtu.be/btMLvthKJKs
- 신기한 3D프린터 재료 TOP5
https://youtu.be/FDyq2-YceBk

Tip!

3D프린터가 제조업을 넘어 사회공헌에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보고 더 많은 관심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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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3D 프린터의 원리와 다양한 출력방식 등 주요개념에 대해 정리하기

3D 프린팅은 3D 설계 데이터에 따라 액체, 고체, 분말 형태 재료를 적층하여
조형하는 기술이다. 우리가 사용할 출력 방식은 고체 기반의 재료를 열을 가해서
녹인 뒤 쌓아올려 상온에서 식혀 굳히는 융용 압출법 방식을 사용한다.
 상황 제시하기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Co

생각해 보기 :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1인 창조기업을 만든다면?

▶ 학생용 교재 활동지

만약 내가 3D 프린터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 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기발할
아이디어가 많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새롭게 만들어 줄 신제품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반짝이는 나의 아이디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하여 나만
의 1인 창조기업을 만들어 보자.

 창의적 설계
CD

나도 1인 창조기업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1인 창조기업가를 꿈꾸며 예측하
고 설계해 보기

Tip!

기업 내 신제품 개발 및 판매 과정과 각 파트별 역할과 하는 일을 알아보고 1인
창조기업의 경우 신제품 개발·제조·판매·유통·수익계산까지 1인이 담당하게 되므로
전체적인 기업 운영의 과정을 인지하고 1인 창조기업을 설계할 수 있다.

 감성적 체험
마무리

ET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한 기발한 아이디어의 1인 창조기업 발표하기

- 나만의 아이디어 신제품과 3D 프린팅 기술과 융합한 1인 창조기업 기획과 운영 내

(5분)

용 발표하기
- 다른 사람의 발표 내용을 듣고 의견 나누며 새로운 아이디어 공유하기

Ÿ

서로의 의견과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Ÿ

서로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토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Ÿ

학생의 경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의 장이 연결되도록 한다.

Ÿ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3D 프린터의 원리와 출력방식
등에 대한 기본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지도상 Ÿ

3D 프린터는 개인 소품 제작뿐만 아니라 주택건설, 음식, 의료 등 다양한 분야

유의점

로 확대되고 있음을 관련 동영상을 통해 알려 준다.
Ÿ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3D 프린터를 통해 창업을 할 수 있으며

1인 제조

업과 1인 창조기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음을 알려 주며 관심을 갖게 한다.
Ÿ

그 외에 의수 제작 등 재능 기부를 통한 사회 공헌에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
음을 알려 주고 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동기부여를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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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틀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3D프린터에 대해 알아보고, 3D프린터가 활용에 대해 살펴본다.

3D프린팅이란 3차원의 물체를 만들어 내는 인쇄라기 보단 제조기술라 할 수 있다. 3D프린팅이라
불리는 것은 기존의 2차원 프린터가 종이에 잉크를 뿌리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을 뿌려 입체 물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3D프린팅이라는 용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

< 누구나 쉽게 접하게 된 3D프린터 >
<그림 출처: lgcns.com>

3D프린터는 1980년대 초반에 개발되어 현재는 더 많은 방면에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용 3D프린터 뿐
아니라 최근엔 개인용 3D프린터가 저렴하게 보급되면서 개인이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3D프린터는 재료를 정해진 두께만큼 한 층씩 쌓아 올리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성하는
기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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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터의 원리 >
<그림 출처: samsungsemiconstory>

입체물을 만드는 재료와 방식에 따라 3D프린터의 종류를 나눌 수 있다.
분류

방식
FDM(Fused deposition Modelling)
FFF(Fused Filament Fabrication)

특징
FDM(Fused Deposition Modeling)
고체 기반, 응용수지 압출 조형방식, 열가
소성 재료를 열을 가해 녹인 후 노즐을 거
쳐 압출되는 재료를 적층하는 조형방식

압출(Extrusion)

<그림 출처: google.com>

분사(Jetting)

MJM(Multi Jetting Modeling)

3DP (Three Dimensional Printing)

3DP(3 dimension Printing)

분말 분사 방식
SLA (Stereolithography)액체 기반,

액체경화(Light Polymerized)

SLA(Stereo Lithography Apparatus)

광경화수지 조형방식, 강한 자외선이나

DLP(Digital Light Processing)

레이저로 순간적으로 경화시켜 조형하는
방식, 얇고 미세한 형상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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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방식
SLS(Selective Laser Sintering)

특징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SHS(Selective Heat Sintering)

분말 기반, 선택적 레이저 소결 방식.

SLM(Selective LAser Melting)

대량의 작은 플라스틱 분말 세라믹 금속,

EMB(Electron Beam Melting)

유리 분말을 레이저로 녹인 뒤 응고시켜

DMD(Diret Metal Deposition)

입체적으로 조형 하는 방식
∙EBM (Electron Beam Melting)
전자빔 소결 , 전자빔을 통해 금속파우더를

고체용융(GranulatSintering)

녹여 티타늄 소재의 고강도 제품 조형방식.
∙DMLS (Direct Metal Laser Sintering)
직접 금속 레이저 소결 조형 , 금속
파우더를 레이저로 소결하여 생산, 강도
높은 제작 가능.
∙SHS (Selective Heat Sintering)
<그림 출처: google.com>

시트접착(Sheet Lamination)

열가소성 분말 분사 방식
LOM (Laminated Object Manufacturing)

LOM(Laminated Object

적층물 제조 방식, 디자인한 모델의 단면

Manufacturing)

모양대로 잘려진 점착성 종이, 플라스틱,
금속판 등을 접착한 채로 적층시키는 조형
방식.

3D프린팅은 위 표와 같이 출력방식에 따른 다양한 프린팅 방식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미분'과 '적분'에서 출발한다.
먼저 3D 프린터는 인쇄할 물건을 미분하듯이 아주 얇은 두께로 잘게 나눠 분석하고, 이렇게 나눠진
얇은 층(레이어)을 적분하듯이 다시 한 층씩 쌓아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완성하여 입체물을 출력하는
적층 가공방식( Additive Manufacturing)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FDM , SLS , SLA 방식이 있지만 보급형으로 쓰이는 대부분 3D프린터는
FDM방식이다.
SLS나 SLA는 가격대가 높고, 프린터 인쇄에 쓰이는 재료비용도 높아 기업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되며, FDM방식은 저렴하고 손쉽게 이용할 대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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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력방식에 따른 여러 3D프린터를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자.

∙ 출력 방식에 따른 3D프린터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 3D프린터 중 액체소재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 레이저를 이용하여 3D프린팅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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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Ÿ

3D 프린터의 제작 원리 및 종류 / 한국기술 https://youtu.be/Ifw1qmQIRtc

Ÿ

3D 프린터의 원리 / 과학기술 백두대간 https://youtu.be/NOzZCWDp01s

Ÿ

3D 프린팅 세상을 출력하다 / 미래성장보고서 https://youtu.be/kzH-q9m9LSE

Ÿ

액체에서 입체 모형 뽑아낸다/ YTN 사이언스 https://youtu.be/6Or_ag2R5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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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소재는 플라스틱
수지, 금속, 종이, 목재, 식재료 등 매우 다양하며 그중 플라스틱 수지와 금속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수지

금속

나무

세라믹

종이

바이오 물질

식품
<그림 출처: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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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에 따른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소재가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 앞으로 어떤 소재들이 개발 될지, 어떤 소재가 필요할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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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Ÿ

3D프린터, 속도·재료 한계 넘는다/ YTN https://youtu.be/n2rOhDt1h0E

Ÿ

신기한 3D프린터 재료 TOP5 / 미래예보 https://youtu.be/FDyq2-YceBk

Ÿ

페트병을 재료로 쓰는 3D 프린터 펜 제품 https://youtu.be/VPB0ROLH3_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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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환경의 변화
사출성형 또는 프레스 성형으로 제작 되어 오던 물건들이 3D프린터의 발전으로 소량, 저가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아이디어를 현실로
기존의 물리적 방법으로 제조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한 모양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3D프린터의 보급화로 개인이 디자인한 물건을 직접 생산 할 수 있게 되었다.

∙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함
다양한 소재로 복잡한 구조의 제품까지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패션, 건축, 자동차, 귀금속,
예술분야, 식품까지 여러분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출처: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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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Ÿ

아디다스의 3D 프린터 운동화 'FUTURECRAFT 4D
https://youtu.be/MAbrSHWcSlg

Ÿ

3D 프린터 재능기부로 되살린 손

https://youtu.be/NnLY9As8wq8

Ÿ

3D 프린터로 집 짓기 https://youtu.be/iTvM-aR-AN8

Ÿ

세계 최초! 3D 프린터 식당 오픈! https://youtu.be/btMLvthKJKs

Ÿ

3D 프린터의 미래 https://youtu.be/il9cGKqSP4U

Ÿ

3D 프린터로 만든 '슈퍼카' / YTN https://youtu.be/iNIbATSc6C8

Ÿ

만물상자 3D 프린터 / SBS 8시 뉴스 https://youtu.be/MZCPwisPPyY

15

3D프린터를 통해 입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모델링 과정
3D모델링 프로그램(123D, Thihkercad, 3dMax 등)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입체물을 설계하면
STL파일을 생성한다.

∙ 슬라이싱 과정
STL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Cura,Kisslicer 등)으로 프린터가 인식할 수 있고 필요로하는 정보값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된 설계를 한층한층 얇게 썰어주며, 프린터가 얼마의
빠르기로 어떤 경로로 움직일지에 대한 정보 등을 저장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G-Code파일이라
한다.

∙ 출력 과정
슬라이싱 프로그램으로 저장된 G-Code 파일이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고 나면 후가공의 과정을 거쳐
입체물이 완성된다.

∙ 후가공 과정
후가공 과정에서는 출력 시 나온 부산물 과 지지대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끈하게 하는 작업등이
있다.(샌딩 작업, 퍼티 작업, 도색 작업, 아세톤 훈증 작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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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Ÿ

Tinkercad (무료 온라인 3D 모델링 프로그램) https://www.tinkercad.com/

Ÿ

123D, 3D MAX (유료 다운로드 3D 모델링 프로그램)

Ÿ

CURA (무료 슬라이싱 프로그램) https://ultimaker.com/en/products/ultimaker-cura

Ÿ

KISSLICER (무료 슬라이싱 프로그램) http://www.kisslic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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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발전 되는 3D프린터와 새로운 소재가 이끌게 될 3D프린팅은 어떻게 발전 할지 생각해 보자.

<그림 출처: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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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 신제품 개발의 각 파트별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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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과 1인 창조기업의 시대

3D 프린팅 기술은 생활용품, 자동차부품, 항공부품, 전자제품, 예술분야,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요리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전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는
집집마다 1대의 3D 프린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1인 창조 기업을 만들 수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다면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모델링한 제품을 3D 프린터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품 개발, 디자인, 생산 그리고 판매와 수익 창출까지 기업의 복잡한 생산과 판매
프로세스를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1인 제조업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3D 프린터는 1인 제조업 시대를 이끌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3D 프린팅을 배우는 여러분 모두가 1인 창조기업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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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3D 프린터를 갖게 된다면 어떨까? 나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기발할 아이디어가
많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새롭게 만들어 줄 신제품을 개발해 보면 어떨까?
반짝이는 나의 아이디어와 3D 프린팅 기술을 융합하여 나만의 1인 창조기업을 설계해 보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0&aid=0002172681]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고 싶은 나의 신제품은 무엇일까?
3D 프린팅 기술과 융합한 나만의 1인 창조기업을 설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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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Ÿ

생산관리론 - 제품ㆍ서비스의 설계와 개발
http://www.kocw.net/home/search/kemView.do?kemId=1019071

Ÿ

잡타임즈-마케팅 편 자료정리 블로그

http://ssu8928.blog.me/140198567425

Ÿ

공업일반교과서 2단원 제품의 생산 / 미래엔
http://bestfamily.pe.kr/spboard/board.cgi?id=yun_sulbi&action=view&gul=44
&page=1&go_cnt=8

Ÿ

공업일반교과서 3단원 기업의 경영활동 / 미래엔
http://bestfamily.pe.kr/spboard/board.cgi?id=yun_sulbi&action=view&gul=45
&page=1&go_cn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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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관련

정보, 과학, 기술, 미술, 수학

교과

차시

2차시

3D 모델링과 3D 프린팅

주제
Ÿ

3D 설계 프로그램 팅커캐드 기능 익히기

교육

Ÿ

팅커캐드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기

과정

Ÿ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를 사용하여 G코드 변환하기

Ÿ

3D 프린터 사용법을 알아보고 쿠키커터 출력하기

학습

3D 설계 프로그램인 팅커캐드를 사용하여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쿠키커터를 모델링하고 3D 프린터를 이

목표

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상황 제시
Co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생용 교재 활동지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생각 키우기 2 : 만약 원하는 쿠키 커터가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들고 싶은 쿠키모양도 결정했고 재료 구성도 생각했다. 이제 쿠키 커터만 준비
하면 쿠키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양의 쿠키 커터가 어디에서도
도입

팔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쿠키 커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팅커캐드로

(5분)

원하는 쿠키 커터를 설계하고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다. 먼저 내가 만들고
싶은 쿠키 커터를 간단하게 그려 보고 팅커캐드에서 3D 모델링을 해보자.
 창의적 설계
CD

만들고 싶은 쿠키커터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감성적 체험
ET

만들고 싶은 쿠키커터 디자인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 공유하기

 상황 제시
Co

▶ 학생용 교재 활동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 3D 프린터로 제작된 다양한 쿠키 커터의 예시 살펴보기
- 잘못된 예시의 개선 방법을 생각해 보기
학습
활동

 창의적 설계

(35분)  팅커캐드 알아보기
Co

팅커캐드 실행하고 기능 익히기

- 팅커캐드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하기
- 팅커캐드 화면 구조를 살펴보고 메뉴와 툴바 익히기
- 기본도형과 hole도형, 문자, 기호, 커뮤니티 등의 다양한 도형 알아보기

▶3D프린팅 활용사이트의 예
-Tinkercad(무료 온라인 3D 모델링)
www.tinkercad.com

23

- Group과 Ungroup 기능 알아보기

Tip!

기본 쉐이프 이외에 커뮤니티의 추천 모양 생성기와 커뮤니티 모양 생성기에서 다
양한 형태의 모양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

 나만의 쿠키커터 만들기
CD

나만의 쿠키커터 3D 모델링하기

- 내가 만들고 싶은 쿠키커터 디자인 결정하기
-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나만의 쿠키커터를 3D 모델링하기
- 쿠키커터의 잘못된 예시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며 3D 모델링하기

Tip!

도형을 선택하고 반드시 영문자 “D”를 눌러 작업 평면 바닥에 붙여야 출력할 수
있다. 도형을 겹치거나 배치할 때 뷰박스의 평면도와 좌측 메뉴바의 직교뷰를 선택
하여 화면을 평면처럼 전환하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완성된 작품의 전체 사이즈를
확인한 후, 작업 평면 바닥에 붙어 있는지 확인 후 STL 파일로 내보낸다.

 3D 프린팅 하기
CD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CURA에서 STL 파일을 G코드로 만든 후, 3D 프린터에서 ▶3D프린팅 활용사이트의 예
출력하기

- 슬라이싱 프로그램 CURA의 기능과 구조 알아보기
- layer 기능을 사용하여 쿠키커터의 적층 이미지 살펴보기
- scale 기능을 사용하여 사이즈 확인 및 사이즈 조정하기
- 모델링한 쿠키커터 STL 파일을 G코드로 만들기
- 3D 프린터에 G코드 파일을 넣고 출력하기
- 출력물 후가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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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A(슬라이싱프로그램)

https://ultimaker.com/e
n/products/ultimaker-cu
ra

Tip!

CURA가 컴퓨터 시스템 사양과 맞게 설치되었는지, 최신버전인지 확인한다. 보유
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사양에 맞게 Machine settings을 해 준다.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작품이 작업평면에 붙었는지, 또한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작품
사이즈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감성적 체험
마무리

▶ 학생용 교재 활동지

3D 모델링한 쿠키커터와 실제 출력물을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 생각해 보고

ET

다른 사람과 의견 나누기

(5분)
Tip!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살펴보고 발표 내용을 들은 후,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개
선방안을 공유한다.

Ÿ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팅커캐드 이외의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Ÿ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작품명을 반드시 변경하게 한다.

Ÿ

팅커캐드는 만들고 있는 작품을 자동 저장해 주는 기능이 있다.

Ÿ

세밀한 작업을 위해 오른쪽 하단의 그리드 스냅을 0.1mm로 바꾸게 한다.

Ÿ

원통 도형의 경우 쉐이프의 측면을 64(최대치)로 바꿔 측면을 매끄럽게 만든다.

Ÿ

도형을 겹치거나 배치할 때 뷰박스의 평면도와 좌측 메뉴바의 직교뷰를 선택
하여 화면을 평면처럼 전환하고 사용하면 편리하다.

Ÿ

A, B, D 등과 같은 영문자나 ㅁ, ㅂ, ㅇ, ㅎ 등과 같은 한글 문자를 구멍 도
형으로 사용할 경우 연결되지 않은 가운데 부분들이 붙어서 출력되지 않고 문
자 전체로 뚫려서 출력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지도상
유의점

Ÿ

구멍 도형의 높이가 키홀더 기본 도형보다 높아야 문자를 뚫을 수 있다.

Ÿ

도형을 선택하고 반드시 영문자 “D”를 눌러 작업 평면 바닥에 붙여야 출력할
수 있다.

Ÿ

기본 쉐이프 이외에 커뮤니티의 추천 모양 생성기와 커뮤니티 모양 생성기에
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을 끌어와 사용할 수 있다.

Ÿ

완성된 작품의 전체 사이즈를 확인한 후, 작업 평면 바닥에 붙어 있는지 확인
후 STL 파일로 내보낸다.

Ÿ

CURA가 컴퓨터 시스템 사양과 맞게 설치되었는지, 최신버전인지 확인한다.

Ÿ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터의 사양에 맞게 Machine settings을 해 준다.

Ÿ

출력이 되지 않을 경우 모델링한 작품이 작업평면에 붙었는지 팅커캐드에서 다시 확
인한다.

Ÿ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게 작품 사이즈가 적정한지 확인한다.

Ÿ

서로의 의견과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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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을 통해 입체물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3D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3D데이터를 구축, 설계하는
행위를 3D모델링이라고 한다. 3D데이터는 X축, Y축, Z축 세 가지의 위치 정보를 담고 있다.

팅커캐드는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으로 조작법이 쉬워 초보자들도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다.

1. 팅커캐드 회원가입하기
‘ww.thinkercad.com’으로 접속 후 회원가입을 한다.

사이트 접속 후 [지금 팅커링 시작]을 눌러 회원 국가, 생년월일을 입력 후 메일주소로 계정을
가입을 한다.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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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 한 뒤 새 디자인 작성을 누르면 모델링 작업 평면(그리드)에서 만들고자 하는 입체물을
작업을 할 수 있다.

만든다.

① Thinkercad 로고 : 로고를 클릭하면 본인의 프로필로 이동한다.
② My Designs: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파일을 저장, 파일이름 변경 할 수 있다.
③ 편집도구: 선택한 도형을 복사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④ 명령취소, 복구: 작업을 취소하거나 다시 실행 할 수 있다.
⑤ 그룹화: 선택한 도형을 그룹 만들기, 그룹해제 할 수 있다.
⑥ 정렬: 선택한 도형들을 정렬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⑦ 도형 모음: 각 분류에 해당하는 도형과 모양들을 표시한다.
⑧ 이동도구: 작업 화면을 좌/우로 이동하거나 확대/축소할 수 있다.
⑨ 쉐이프: 도형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⑩Work plane(작업평면): 도형들을 삽입하여 작업하는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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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양한 쿠키 커터의 출력 예시

3D 프린터로
생각해 보자.

제작된

다양한

잘된 예

쿠키

커터의

예시를

살펴본

후,

잘못된

예시의

잘못된 예

다양한 쿠키 커터의 출력 예시를 살펴보고, 잘못된 예시의 개선 방법을 작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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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법을

3. 팅커캐드 활용하기
1) 도형으로 만드는 쿠키커터

① 얼굴로 사용할 원기둥을 가져 온다.

② 가로, 세로, 높이를 조정하여 곰의 얼굴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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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trl+C, ctrl+V 기능으로 같은 도형을 1개 더 만든다.

④ 1개의 도형은 hole(구멍)도형으로 만들고 높이를 조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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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미세한 작업을 위해 작업 평면을 [직교 뷰]로 전환한 후, [평면도]에서 작업한다.

⑥ 2개의 도형을 겹친 후, hole 도형을 작게 만들어 테두리를 1~1.5mm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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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원기둥을 새로 가져와서 얼굴처럼 순서대로 곰의 귀를 1개 만든다.

⑧ hole(구멍)도형과 겹쳐진 곰의 귀를 1개 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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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곰의 귀 모양 2개를 얼굴의 알맞은 위치에 놓는다.

⑩ 도형 전체를 영역으로 선택한 후, [그룹만들기]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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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완성된 모델링 작품을 확인한다.

⑫ [내보내기]-[3dFormats]-[stl]을 선택하여 [파일명.stl]로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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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작품명.stl] 파일을 슬라이스 프로그램(CURA)에서 G code로 변환한 후, 출력한다.

⑭ 3D 프린터로 출력 한 쿠키 틀로 쿠키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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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자로 만든 쿠키커터

① TEXT를 불러 온다.

② 원하는 글자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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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trl+C, ctrl+V 기능으로 같은 글자를 2개 더 만든 후, 손잡이가 될 1개의 글자는
높이를 낮게, Bevel 수치를 조절하여 면적을 넓힌다.

④ 글자 테두리가 될 1개의 글자는 높이를 15mm, Bevel 수치를 조절하여 면적을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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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뚫리는 역할을 할 글자 1개는 Bevel 수치를 조절하고 높이는 20mm로 수치를 바꾼다.

⑥ 뚫리는 역할을 할 글자를 hole(구멍) 글자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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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면적이 넓은 글자를 밑으로 순서대로 겹쳐 준다.

⑧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지게 한다. (그리드 스냅을 0.1mm로 지정한 후, 화살표 키로
세밀하게 간격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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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글자 전체를 영역으로 선택한 후, [그룹만들기]를 선택한다.

⑩ 완성된 작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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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내보내기]-[3dFormats]-[stl]을 선택하여 [파일명.stl]로 저장한다.

⑫ [작품명.stl] 파일을 슬라이스 프로그램(CURA)에서 G code로 변환한 후, 출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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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D 이미지를 입체화하여 만드는 쿠키커터

① 위의 그림처럼 「경계가 명확하고 모양이 단순한 흑백의 2D 이미지」를 준비한다.

② www.online-convert.com 에 접속한 후, [Image converter]의 펼침 버튼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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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Convert to SVG]를 선택하고 [Go]를 누른다.

④ [파일선택]에서 2D 이미지 파일을 올린 후, 하단의 [Convert file]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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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파일명.svg] 파일이 생성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팅커캐드 [가져오기]에서 [파일명.svg]를 불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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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2D 이미지는 작업 평면에 매우 크게 나타나므로 치수를 보고 축적 비율을 줄여 준 후,
가져온다.

⑧ 3D로 변환된 이미지를 확인하고 높이를 변경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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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내보내기]-[3dFormats]-[stl]을 선택하여 [파일명.stl]로 저장한다.

⑩ [작품명.stl] 파일을 슬라이스 프로그램(CURA)에서 G code로 변환한 후, 출력한다.
[참고자료]
Ÿ

ON-LINE CONVERT (2D 이미지를 3D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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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online-convert.com/

① Quality : 출력물의 적층 높이, 두께 등을 설정한다.
② Layer height: 적층 높이 설정 0.1mm부터 설정 가능 하며 값이 작을수록 출력물의 품질이 좋다
③ Shell thickness: 출력무의 외부 두께를 설정한다. 값이 클수록 출력물이 단단해진다.
④ Fill: 출력물의 내부의 채움 정도를 설정한다.
⑥ Speed and Temperature: 프린터의 출력속도와 압출 온도를 설정한다.
⑦ Support: 출력물의 지지대 설정한다.
⑧ Filament: 필라멘트의 두께 값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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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린터 설정하기
Machine settings에서 3D프린터의 배드 크기를 설정한다.
(X, Y, Z의 최대 값을 입력한다.)
Machine settings에서 배드 사이즈, 배드 모양, 중심, 열판의 사용 유무를 설정할 수 있다.

2. 모델링한 STL파일을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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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력물의 사이즈와 Quality 설정 값에 따라 출력 시간이 표시된다.
적층 높이 값이 작을수록 출력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4. Layer를 누르면 프린터의 경로와 내부 채움의 정도, 출력물의 적층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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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든 출력 값이 설정이 되면 G코드로 저장한다.
G코드를 SD카드에 저장 후 3D프린터에 연결하면 출력 할 수 있다.

[참고자료]
Ÿ

CURA (무료 슬라이싱 프로그램) https://ultimaker.com/en/products/ultimaker-c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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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이싱 단계는 3D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한 단계로 프린터가 인식 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정보 값을
갖게 해주는 단계이다.

∙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진 STL파일을 G코드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프린터가 원료를 쌓기 위한 경로 와 속도를 설정한다.
∙ 출력물의 적층 두께, 외부 두께, 내부 채움 정도 설정한다.
∙ 압출 온도 및 프린터의 사이즈 설정한다.
∙ 필라멘트의 직경, 노즐 직경 설정한다.
∙ 쿨링팬 가동 유무 등 출력에 관한 프린터 값을 설정한다.

<그림 출처: 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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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프린터의 기종에 따라 Machine settings의 값이 달라지는 주의한다.
FDM방식의 3D프린터는 다음의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Cartesian

Delta

<그림 출처: google.com>

X, Y, Z축의 모터가 각각 따로 움직인다.
사각형의 배드 모양을 갖는다.

X, Y, Z축의 모터가 서로 상호작용한다.
원형의 배드 모양을 갖는다

∙ 프린팅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설정하지 않는다(30mm/s이하) 속도가 빠르면 필라멘트가 굳기 전에 다
음 층이 적층되어 출력물의 모양이 무너질 수 있다.
∙ 출력물의 크기가 프린터의 배드 사이즈보다 크지 않게 조정한다.
∙ 필라멘트의 종류에 따라 압출 온도를 맞춰준다.
∙ 출력물중 일부가 공중에 떠있는 모양일 경우 서포트를 설정해준다.
∙ 면적이 좁아질수록 출력 속도를 낮춰준다.

∙ STL파일과 G코드 파일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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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Cura에서 어떤 값을 조정하면 될까?

∙ FDM방식의 대표적 3D프린터 두 가지에 대해 설명해보자.

∙ 3D프린터의 장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자.

∙ 3D프린팅의 과정을 설명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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팅커캐드에서

모델링한

쿠키커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해

보고

모델링

작품과

비교해 보자.
비교 예시

팅커캐드에서 모델링한 대로 쿠키커터가 잘 출력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개선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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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출력물을

▶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관련

과학, 기술, 미술

교과

차시

3차시

식품 가공 및 식품화학과 쿠키 만들기

주제
Ÿ

식품가공과 식품화학의 정의

교육

Ÿ

제과제빵의 식품가공학적 분류와 쿠키 제조 시 식품화학적 변화

과정

Ÿ

쿠키 제조 공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올바른 당 섭취 기준과 적용 방법

Ÿ

식품 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

Ÿ

쿠키 제조 시 식품화학적 변화를 알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올바른 당 섭취 기준과 적용방법을 고려하여 쿠키

학습
목표

재료를 선정하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로 쿠키를 만들 수 있다.
모둠 활동을 통해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Ÿ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상황 제시
Co

이야기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생용 교재 활동지

생각 키우기 3 : 쿠키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
나만의 특별한 쿠키에 어떤 토핑 재료를 넣으면 좋을까? 달달한 초코칩도 좋고
도입

고소한 아몬드도 좋다. 색깔 초콜릿을 녹여 그림을 그려 보는 건 어떨까? 내가

(5분)

만들고 싶은 다양한 쿠키 재료를 적어 보자.
 창의적 설계
CD

나만의 쿠키에 사용하고 싶은 재료를 생각해 보기

 감성적 체험
ET

만들고 싶은 쿠키 재료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 공유하기

 상황 제시
Co

▶ 학생용 교재 활동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기

- 시판되는 쿠키의 레시피를 통해 사용되는 재료 살펴보기
- 제과제빵의 식품가공학적 분류와 쿠키 제조 시 발생하는 식품 화학적
변화 알아보기
* 제과제빵의 식품가공학적 분류(팽창 형태)

학습

․화학적 팽창, 효모 팽창, 공기 팽창

활동

* 쿠키 제조시 생기는 식품 화학적 변화

(35분)

․캐러멜화 반응, 마이얄 반응, 전분의 호화와 노화
- 당의 종류와 과잉섭취시의 문제점 알아보기
CD
ET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저당 쿠키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생각해보기
저당 쿠키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 공유하기

Co

식품공학과 관련된 학과 및 다양한 진로 방향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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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하기

 창의적 설계
 나만의 쿠키 만들기
Co

-

Tip!

쿠키 제조 공정 익히기
쿠키
쿠키
쿠키
쿠키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탐색하며 호기심과 관심 갖기
제조 공정의 시범을 통해 만드는 순서와 방법 알아보기
제조에 사용되는 기구의 종류와 사용법 알아보기
제조 시 유의점에 관해 이야기 해보기

쿠키 만들기 재료를 충분히 탐색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쿠키 제조 시 쉽게 접
근할 수 있도록 한다. 쿠키 제조 시 유의점에 관해 이야기 해보는 기회를 통해 안전
사고에 대비한다.

CD

모둠별 쿠키 만들기

- 모둠 구성원 간에 토의를 통해 활동 내용 분담하기
- 쿠키 반죽을 만들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로 쿠키 반죽 찍어내기
- 쿠키를 다양한 방법으로 꾸미기
- 사용한 기구와 주변 정리하기

Tip!

반죽을 너무 얇게 만들면 쿠키가 탈 수 있으므로 적당한 두께로 만든다. 각종 사용
기구에 다치지 않도록 유의점을 다시 상기시킨다.

CD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 생각해 보기

- 반죽에 잘 찍히지 않은 쿠키커터의 개선방안 생각해 보기
- 구워진 쿠키 모양과 상상했던 쿠키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보기
- 3D 프린터를 활용한 쿠키 대량생산 방법 생각해 보기
 감성적 체험
마무리
(5분)

ET

3D 프리터로 출력한 쿠키커터와 실제 구워진 쿠키 모양을 비교·분석한 후 개선
방안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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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Ÿ

다른 사람의 작품을 살펴보고 발표 내용을 들은 후, 서로 의견을 나누며 새로운 개
선방안을 공유한다.

모둠 활동을 통해 협업의 즐거움을 느끼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성취
감을 느끼게 한다.

지도상
유의점

Ÿ

쿠키 재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한다.

Ÿ

쿠키 제조 시 유의점에 관해 이야기 해보는 기회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Ÿ

쿠키 만들기를 통해 식품가공과 화학변화에 대한 지식을 실생활과 연계해서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Ÿ

건강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공학과 관련된 진로 및 직업을 충분히 탐색하
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한다.

Ÿ

서로의 의견과 발표 내용을 경청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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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제작을 통해 식품의 화학성 변성에 대해 알아보고 제조방법에 따른 쿠키의 종류를 분류해보자.

식품가공이란 농·수·축산 식품재료를 도살 혹은 수확하여 여러 단계의 공정을 거치면서 최종 제품으로 가
공될 때까지 필요한 각종 단위조작(unit operation) 살균, 건조, 농축, 증류, 냉동, 추출, 포장 등의 공정
중에 발생되는 물리·화학적 변화와 관능적, 영양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처리공정을 말한다.
∙ 식품가공의 기술
식품가공은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기술이 사용된다.
1. 물리적, 기계적 방법: 화학적 변화를 갖지 않고 식품의 조성, 형상, 물성들을 변화시킨다.
연마, 분쇄, 탈피, 추출, 가열, 냉각, 침전, 증류, 압착, 사별 등이 있다.
2. 화학적 방법: 화학약품(식품첨가물) 또는 효소를 이용해 원료 성분의 화학변화를 일으켜 성상을 변화
시킨다. 당화, 응고, 유지경화 등.
3. 생화학적 방법: 미생물을 이용하여 원료를 발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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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가공의 효과
식품재료를 가공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는 가공성 증가, 다양성 증가, 복합적 요소 증가, 관능적 가
치 증가, 상품적 가치 증가, 저장성 증가가 있고 단점으로는 자연적 특성의 감소와 가공비용을 들 수 있
다.
∙ 식품의 맛과 영양 및 기능성 등을 향상 시켜준다.
∙ 불리한 물질이나 독성물질을 제거해준다.
∙ 유통과 저장이 용이하게 해준다.
∙ 식량의 용도를 다양하게 함.
∙ 가공을 통한 저장기간 증가로 일년 내내 식량의 공급 조절가능하게 해준다.
∙ 직접 소비될 수 없는 식품을 이용할 수 있음.
∙ 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새로운 식품, 기능성 식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준다.
∙ 제과제빵의 식품가공학적 분류
팽창 형태에 따른 분류
빵 및 과제 제품을 분류하는 가장 일반 적인 방법으로 화학적 팽창, 효모팽창, 공기팽창, 무팽창, 복합적
팽창으로 분류 할 수 있다.
∙ 화학적 팽창: 팽창작용이 베이킹파우더와 같은 화학팽창제에 의존하는 방법을 말한다.
∙ 효모 팽창: 팽창작용이 효모에 의존하는 발효방법으로 식빵류가 대표적 효모 팽창 제품에 속한다.
∙ 공기팽창: 믹식 중 포집된 공기에 의존하여 팽창작용을 하는 방법을 말한다.

∙ 좋아하는 음식과 그 음식의 가공과정을 나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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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학(food chemistry)이란 식품 원재료나 가공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화학적인 특성과 가공이나
저장 중에 일어나는 식품성분들의 화학적인 변화로 식품 원료 자체의 성질, 식품 상호 간의 반응, 식품과
효소 간의 반응, 가공기계에 의한 식품의 변화, 식품과 포장재료 간의 반응 등을 말한다.

쿠키 제조 중 생기는 식품 화학전 변화
∙ 캐러멜화 반응
당이나 당 용액을 높은 온도로

열하면 특이한 냄새와 갈색 색소가 생성된다. 이 반응을 캐러멜화 반응

(caramelization)이라 한다.
∙ 마이얄 반응
환원당이 아미노기를 가진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반응 항 갈색 색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마이얄(Maillard
reaction)반응이라 한다. 예를 들어, 오븐에서 빵을 구울 때 빵의 노출된 겉 부분은 뜨거운 열에 마이얄
반응을 일으켜 갈색으로 변하게 되고 구수한 맛을 낸다.

∙ 전분의 호화
전분은 식물의 저장 탄수화물로 주로 종자, 뿌리, 덩이줄기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쌀, 밀, 옥수수,
감자, 타피오카 등은 대표적인 전분질 작물이다.
전분을 수중에서 가열하면 전분립이 물을 흡수하고 크게 팽윤한다. 이때 전분의 투명도와 점성이 증가 되
는데 이 변화를 전분의 호화(gelatinization)이라한다. 전분이 호화되면 소화가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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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분의 노화
호화된 전분을 상온에 오래 방치하면 전분 분자들이 수소결합을 통해 서로 결합하여 부분적으로 결정성
구조를 형성한다. 이를 전분의 노화(retrogradation)이라 한다. 떡이나 밥, 빵 등이 딱딱해 지는 것이 대
표적 노화현상이다.
한번 노화된 전분은 효소의 작용을 받기가 힘들어 소화가 잘 안 된다.
∙ 노화 억제방법
∙ 수분함량 조절 : 수분함량이 10%이하에서는 노화가 일어나기 어렵고, 30~60%범위에서 노화가 촉진된다.
∙ 온도조절: 온도가 낮으면 물 분자의 수소 결합이 안정화 되고 녹말 분자의 이동이 억제되어 노화가 억제된다.
∙ 당의 첨가: 당(설탕)이 탈수제로 작용하여 노화를 억제해준다.
∙ 유화제사용: 전분의 콜로리드 용액의 안정을 증가 시켜 노화를 방지한다.

∙ 주변에서 일어나는 탄수화물의 호화, 노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 식품화학적 변화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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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로 만든 나만의 쿠키커터를 이용하여 쿠키를 만들어보자.
재료

(g)

버터

160

설탕

100

소금

2

달걀

27g(1/2개)

박력분

300g

제조 공정
1. 버터를 부드럽게 풀어준다.
2. 설탕과 소금을 넣고 색깔이 조금 연해지도록 휘핑한다.
3. 계란을 2회에 나누어 넣고 휘핑한다.
4. 체질한 박력분, 베이킹파우더, 바닐라향을 넣고 고무주걱으로

(초코쿠키는 박력분 280g, 코코아 20g)

베이킹파우더

3g

바닐라향

4g

코팅 다크초콜릿

적당량

코팅 화이트초콜릿

적당량

가볍게 섞는다.
5. 비닐팩에 넣고 납작하게 눌러서 20분 정도 냉장고에서 휴지
시킨다.
6. 휴지시킨 반죽을 비닐 사이에 두고 3~4mm 두께가 되도록
밀대로 밀어 편다.
7. 원하는 쿠키커터로 찍는다.
8. 균일한 간격으로 팬에 팬닝한다.
9. 180°C로 예열한 오븐에서 12~15분 정도 굽는다.
10. 쿠키를 식힌 후 녹인 초콜릿으로 장식하여 굳힌다.

∙ 쿠키가 구워지면서 갈색으로 변하는 이유를 설명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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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의 긍정적 효과와 과잉섭취시의 문제
단맛 제공

과일과 같이 본래 당의 함량이 높은 식품은 단맛이 나며,
첨가한 당은 식품에 단맛을 냅니다

가공식품이나 조리식품에

1g은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특히 뇌, 적혈구, 신경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에너지제공 당
이용하므로 탄수화물의 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만

달게먹는 습관은 내 몸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게 하며,
에너지는 지방으로 변하여 몸에 저장되므로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충치

세균이 입 안에 남아있던 당을 분해하여 치아를 부식시켜 충치를 일으킵니다.

쓰고 남은

∙ 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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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중 단순당과 복합당의 예를 찾아보자.

∙ 자연식품과 가공식품 속의 당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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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 섭취시의 문제

∙ 청소년의 당 섭취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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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식품속 영양 성분 확인

∙ 단순당과 복합당의 차이를 설명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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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당 과다 섭취시에 생길 수 있는 질병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 저당 쿠키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말해보자.

∙ 영양성분 표를 읽고 각 영영성분이의 함유량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해보자.

∙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67

68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로 세상에 하나뿐인 쿠키를 만들어 보고 쿠키커터와 쿠키를
비교해 보자
비교 예시

3D 프린터로 출력한 쿠키커터를 반죽에 찍을 때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쿠키커터의 모양대로 쿠키가 잘 구워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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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관련

과학, 기술, 미술, 정보, 수학

교과

차시

4차시

쿠키 신제품 품평회와 진로․직업 탐색

주제
Ÿ

쿠키 신제품 품평회

교육

Ÿ

3D 프린터를 활용한 쿠키 대량생산 방안

과정

Ÿ

식품공학을 이용한 실생활과 연계된 진로 및 직업 탐색

Ÿ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컴퓨터 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

Ÿ

쿠키 신제품 품평회를 통해 직접 만든 쿠키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과 대량생산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Ÿ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공학 및 컴퓨터공학과 관련된 진로 및 직업을 탐색하고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학습
목표

수 있다.

학습

교수학습 활동

과정
 상황 제시

학습자료 및 유의점
▶ 학생용 교재 활동지

도입

Co

내가 만든 쿠키와 다른 사람이 만든 쿠키는 어떻게 다를까?

(5분)

CD

나의 작품과 다른 사람의 작품에서 잘된 점과 개선할 부분을 생각해 보기

ET

쿠키 신제품 품평회에 나온 작품들의 잘된 점과 개선할 부분 발표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통해 다양한 개선방안 공유하기

 창의적 설계
 3D 프린터를 활용한 쿠키 대량생산
Co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시판되고 있는 쿠키와 내가 만든 쿠키의 맛을 비교해 보
면 어떻게 다를까?

학습

CD

시판되고 있는 쿠키와 내가 만든 쿠키의 맛을 비교․분석하고 차이점을 생각해 보기

Co

건강을 위한 차별화된 쿠키를 개발하려면 어떤 재료와 방법이 있을까?

CD

알맞은 재료와 방법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새로운 쿠키를 계획해 보기

Co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신제품 쿠키를 대량생산할 방법은?

CD

첨단기술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내가 개발한 신제품 쿠키를 대량생산할 수 있
는 방안 생각해 보기

활동
(35분)

ET

건강을 위한 차별화된 신제품 쿠키 재료 및 방법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하기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과 진학과 진로
Co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은 우리 실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CD

우리 생활과 밀접한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의 예를 탐색하고 알아보기

CD

컴퓨터공학 및 식품공학과 진로 및 직업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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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용 교재 활동지

1. 컴퓨터공학과
① 정보화 사회에서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구하여, 컴퓨터 시스템과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기술을 개발하여 익히고 이를 각 분야와 실생활에 응용
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과이다.
② 진로 및 직업
▶ 기업계의 경우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 자체적인 컴퓨터 시스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업체 등 컴퓨터와 관련된 대부분의 직
업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은 삼성, LG,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국내외 IT
업체, 이동통신업체, 컴퓨터개발업체, 게임개발업체, 애니메이션관련업체, 정보보
안전문가, 정보분석가, 등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한 업체 등이 있다.
▶ 연구계의 경우,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융합소프트웨어 연구소 등에
서 일하거나 정보통신교육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
▶ 학계·교육계의 경우, 정보통신 관련 전공 분야의 대학교수 및 교사, 대학원이
나 ROTC 진학, IT 전문 강사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 정부·공공기관·기타의 경우는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행정직·전산직·
경찰직 등의 공무원, 국책연구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가
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법조인, 변리사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2. 식품공학과
① 식품공학은 생물, 화학, 물리 등을 기초로 한 응용과학의 하나이다. 식품의 효
율적인 생산기술, 제품개발, 가공, 품질관리, 식품위생, 발효공정, 생물학적 기
법 등 식품생산에 관련된 기술개발 및 제조장비 등에 관한 기계적 기술론에 대
해 연구한다. 식품공학과는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식품개발에 필요
한 학문을 중심으로 하고 식품의 저장, 유통, 마케팅 등 식품과 관련된 폭넓은
학문과 기술에 대한 전문가 양성에 교육목표를 둔다.
② 진로 및 직업
식품공학 기술자, 식품학 연구원, 가공식품 개발연구원, 식품 시험원, 식
품 분석 연구원 등
Co

지금까지 소개된 직업 중에 가장 관심이 가는 직업은 무엇이며,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CD

▶ 학생용 교재 활동지

가장 관심 가는 직업을 생각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을
생각해 보기

Co

오늘 한 체험을 통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과 실현 가능한 목표는 무엇일까?

CD

진로디자인과 준비를 위한 방법과 목표를 생각하고 계획해 보기

 감성적 체험
ET

을 갖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역량 발표하기

마무리
(5분)

컴퓨터공학과 식품공학에서 소개한 다양한 직업 중 내가 관심 있는 직업과 직업

ET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이며 진로디자인과 준비를 위한 방법과 목표는 무엇
인지 발표하기

Tip!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발표 내용을 들은 후, 서로 의견을 나누며 다양한 진
로․직업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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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상
유의점

Ÿ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서로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도록 이끌어 준다.

Ÿ

쿠키 신제품 품평회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며 자
기이해와 사회적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

Ÿ

각 대학의 학과 소개와 전망 등을 탐색하며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알맞은 자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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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든 쿠키 작품을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자.
작품 제목

작품 설명

∙ 친구들의 작품을 살펴보고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작품 이름

나의 의견

∙ 잘된 점:

∙ 개선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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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내가 만든 쿠키와 시판되는 쿠키의 맛을 비교․분석해 보고
생활을 위한 차별화된 쿠키 재료와 3D 프린터를 활용한 쿠키 대량생산 방안을 생각해 보자.
블라인드 테스트

내가 만든 쿠키와 시판되는 쿠키의 맛이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차별화된 쿠키를 개발하려면 어떤 재료와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개발한 쿠키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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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5.4.1. 지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5.4.2. 내가 상상하고 설계했던 대로 쿠키가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5.4.3.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5.4.4. 앞으로 3D 프린터로 만들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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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공학과 및 식품공학과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 생각해보기: 컴퓨터공학과 및 식품공학과 진학과 진로

1. 수업 시간에 소개 되었던 컴퓨터공학 및 식품공학 관련 직업들을 적어봅시다.

2. 소개된 직업 중 가장 관심이 가는 직업은 무엇인가요?

3.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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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다지기: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무엇일까?

1. 오늘 한 체험을 통해 나에게 가장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2.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 앞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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