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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함양 교육 프로그램

“이 보고서는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본 연구의 내용은 연구팀의 의견이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매력 만점, 반지의 제왕! ___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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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인재교육 (STEAM) 프로그램 개발의 의의

오늘날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농업혁명’으로 식물의 작물화와 동물의 가축화를 통해 사람들의 토지 이용 방법을 바꾸
었고, ‘산업혁명’이 기계의 동력으로 물품의 대량 생산과 정보의 대량화를 이끌었다면,
이번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 세계가 융합된 인간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세상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놀라운 신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
다. 이러한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기술적 창의력 등 학교교육은 융
합적인 사고력을 갖춘 학생들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의 적용입니다. 이는 2015 개
정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서도 지향하는 것입니다.
융합인재교육은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기타 교과목, 수학 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교과에서 연계 가능한 내용들을
엮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융합적
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특히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기르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합니다. 흔히 기업가정신은 경제나 경영 혹은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통해 가능할 것
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시절부터 여러 교과 활동을 통해 그 싹은 자라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연구 개발은 초․중학교에서 STEAM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려고 합니다. 기
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적인 타고난 혹은 길러진 소양(가령 성취의욕, 도
전정신, 창의성, 자립정신, 협업능력 등)도 있을 것이며, 학교교육과 현장을 통해 기업가
들이 겪을 각종 일들(예컨대 주요 고객 확인, 동원가능한 자원, 제공할 가치 확인, 핵심
활동, 예상되는 손익 계산 등)을 다각도로 연습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초등학교에서 아나바다 시장놀이, 지역사회 여행 자원 발굴을 통한 여행컨설턴트, 샌드
위치 만들기를 통한 식품류의 생산과 거래, 중학교에서 핸드폰용 무전원 스피커와 3D
프린팅을 이용한 요구조사, 설계, 제작, 후가공, 가격책정, 거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맛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융합인재교육의 흥미로운 세계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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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교육

학교교육의 최종 목적은 학습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직업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찾아서 준비하는 것을 ‘진로교육’이라고 하며, 이것은 초등
학교 시기에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알아보는 진로 탐색, 중등학교 시기에는 미래의 직
업 선택을 위한 진로 개발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4차 산업혁명으로 현 직
업의 50%가 사라지고, 40%는 자동화되며, 65%의 학생들은 새롭게 탄생할 직업에 종사
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고, 그럴 경우 어떤 학생들은 미래에 사라질지도 모르는 직업을
위해 공부하게 됩니다. 이는 학교교육으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입니다.
미래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기초 중 한 가지 방안은 초중등학생 때부
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혁신의 기업가적 소양’을 갖추는 것입니다. 벤처, 스타트업, 창
업․창직이 활발한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에서는 ‘유-초-중등’ 단계의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체계적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우 취약합니다. 이에 직업소멸시대에 대비하여
STEAM에 기반한 체계적인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에 필요한, 미래 직업 연계형 초-중학
교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나바다, 시장 놀이!’, ‘우리 고장 체험 관광’, ‘샌드위치의 경쟁력’,
중학교에서는 ‘깜찍한 무전원 스피커’, ‘매력 만점 반지의 제왕!’ 프로그램을 통해
STEAM의 융합적인 활동을 경험하고, 미래 사업가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자질을 탐색하
고 가꾸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융합교육은 상황 제시-창의적 설계-감성적 체험으로 진행
됩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진로교육의 개념을 연계, 여러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
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체험 과정을 ‘꿈꾸기-꿈 키우기꿈 펼치기-꿈 다지기’의 순으로 제시하며, 보완자료로 ‘꿈 도우미’를 추가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제시된 프로그램을 실험하고 실습해나가면서 내 소질과 적성이 어디
에 있는지, 내 관심과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공부와 일, 내가 잘 할 수
있는 공부와 일, 내가 할 필요가 있고 해야겠다고 꿈꾸는 공부와 일을 어느 순간 찾는
행운(serendipity)을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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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의 흐름도

본 교재의 프로그램은 창업․창직 등 사업가 관련 진로교육과 연계된 융합인재 양성이
목적이므로, 진로를 학생들의 ‘꿈’으로 보고 꿈을 꾸고, 키우며, 펼친 후, 최종적으로 꿈
을 다지는 흐름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요구되는 정의적 소양과
행동적 절차 및 경험을 키워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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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의 단계

기업가정신 관련 STEAM 프로그램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프로그램 단계

단계별 수행 내용

꿈꾸기

• 학생들이 자신의 상황으로 느끼고 흥미를 끌 수 있는 제재를 사용하
여 문제 상황을 제시, 기업가로서 풀어야 할 공동 과제 확인

(상황 제시)
꿈 키우기
(창의적 설계)

꿈 펼치기
(감성적 체험)

꿈 다지기
(진로 설계)

• 자연스럽게 따라가다 보면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치밀한 설계
• 관련 직업에 필요한 기능을 파악하고 기업가의 직무 활동을 체험
•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성 체험
• 자신에게 유의미한 경험,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증진
• 창업․창직 등 사업가로서의 학업 및 직업 진로 경로를 탐색 및 계획하
는 것을 통해 학생들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과정, 도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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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기업가정신 관련 연계 교육과정

프로그램

모

관련

명

듈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 잃어버린 우정링, 위기상황 속의 기적

1

기술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 반지를 3D 모델링 해보자!
■ 모델링한 반지를 3D 프린터로 출력!
[9과05-03]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의 온도변화에 대한 자료

2

과학 를 해석하여 녹는점, 어는점, 끓는점을 찾을 수 있다.
기술 [9기가04-04] 제조 기술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
미술 을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
으로 표현할 수 있다.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 마케팅을 위한 ‘네이밍’
중등

매력만점

■ 반지공작소의 이윤파악하기!

,
자유

반지의

학기제

제왕!

■ 반지공작소 프레젠테이션!
[10수학03-01] 집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표현할 수
있다.

3

수학 [10수학05-01]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이
사회 용하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
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9사(일사)08-01] 경제활동에서 희소성으로 인한 합리적 선
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
식으로서 경제체제의 특징을 분석한다.

■ 반지의 진화 – 절대반지? 스마트 반지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자가 되기 위한 진로 설계를
해봅시다.

4

과학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
사회 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
화를 토의할 수 있다.
[9사(일사)08-02] 자유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
임을 이해하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STEAM
요소

중등
자유학기제

1~8차시

∙ 매력만점,
반지의 제왕!∙

중등 자유학기제 9

매력만점, 반지의 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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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는 급변하고 있다. 직업 환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학생

들이 마주할 사회는 ‘창업’과 ‘자기주도 일자리 창출’ 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그 사회 안에서 수요 증가와 기반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3D

프린터의

차 산업혁

4

명’ 은 창업과 일자리 시장의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의 ‘과학기술의 발달, 미래 사회의 직업

변화’와 기술의 ‘생활 속에서의 기술 활용 사례, 기술적 문제해결능력’, 수학의 ‘집합, 경
우의 수’, 사회의 ‘기업가정신, 경제활동, 합리적 선택’, 미술의 ‘창의적 표현, 표현 매체
의 확장’ 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반지공작소(3D 프린팅)를 설
계하고 운영하도록 구성되었다.
최근 들어

3D

프린터의 가격이 대중화되고 기기와 소재의 다변화로 활용 범위가 넓

어졌다. 그리고 직업시장 역시 패션, 액세서리, 피규어, 주택 등

3D

프린팅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3D

모델링을 시작으로 반지공작소를

운영할 계획을 세운다. 학급 학생들의 수요조사로 타깃층을 공략하고 친구들이 원하는
반지를 직접

3D

모델링하고 프린팅 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핵심활동을 익힌다. 후에 자

신들의 기업을 위한 마케팅,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을 특화시키고 비용구조를 파악하
며 자신들의 기업을 홍보할 것이다. 자신의 기업을 설계하고 운영해보는 전 과정에서
학생들은 성취욕구와 협업능력의 기업가정신을 배울 것이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주
인의식을 가지며 진로를 개척해 진취적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2

학습 목표

1. 디자인 창작소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2. 3D 모델링으로 액세서리(반지)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다.
3. 브레인스토밍과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업능력을 기를 수 있다.
4.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5.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진로를 설계(탐색)할 수 있다.

10

3

STEAM 요소
•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관련
과학

분야의 진로를 설계(탐색)할 수 있다.
• 3D 모델링 및 프린팅을 하며 첨단과학을 이해한다.
기술

• 3D 모델링으로 액세서리(반지) 설계하고 제작한다.

• 3D 모델링으로 액세서리(반지)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한다.
미술
사회

• 디자인 창작소를 운영함으로써 시장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 반지를 포함한 귀금속 거래와 관련된 사업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이해한다.

수학

4

STEAM
준거

• 반지공작소의 이윤을 파악하며 비용구조와 수익원을 분석한다.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모듈 (25분)
상황

꿈꾸기

- 장사한 번 해보자! ‘기업가 정신 설명하기’

25‘

‘비즈니스
모델의

[프로젝트 도입]

제시



9가

지 빌딩 블

◉ 잃어버린 우정링, 위기상황 속의 기적

록’의

기준

- 잃어버린 우정링을 3D 모델링하기 위한 문제 상황 제시

을 바탕으로

잃어버린 우정링으로 속상해하는 학급 급우를 위해

기업운영계
획이 진행될

3D 프린팅을 이용해 우정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것이라고 안

준다. 친구들의 요구사항을 꼭 맞추어줄 반지공작소 사

내한다.

업을 생각해 본다.
- 반지공작소 사업(고객맞춤형 3D 모델링 액세서리)을 위
한 준비사항 생각해보기
-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빌딩 블록 이해하기
모듈 (245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프로젝트 전개]
◉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 반지시장의 타

45‘

 반지수요조
사표 이외에
도 자신들의

중등 자유학기제 11

깃층 공략(고객가치)

기준이 있다

- 우리 반 친구들이 원하는 반지 요구사항 파악하기
(반지의 용도, 색깔, 재질, 디자인 등)
◉ 마케팅을 위한 ‘네이밍’ : 가치제안, 고객관계 및 채널

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20‘



아이디어
정리노트

(소통수단) 파악
-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브레인스토밍
1) 우리 기업의 브랜드와 이름의 창의적 네이밍
2) 기업의 로고
3) 고객과 소통할 수단
4) 특색 있는 판매전략
◉ 반지공작소의 이윤파악하기! : 반지공작소의 비용구조

45‘

와 수익원
- 반지의 설계 제작 판매에 걸친 비용구조 파악
- 다양한 경로의 수익원 파악(예상하기)
◉ 반지를 3D 모델링 해보자! : 반지공작소의 핵심활동,

 3D 프린터
로

핵심자원
- 기본적인 모델링 툴 익히기

45‘

 3D 모델링

- 반지 3D 모델링 연습하기

프로그램의

1) 기본형상 원모양의 반지 모델링

기본 명령어
에

2) [응용1] 반지에 장식을 달기(스탬프 도장)

설계된

반지모형

45‘

대해

잘 이해하도
록

3) [응용2] 불규칙한 모양의 윤곽 모델링하기

지도한

다.

- 3D 반지 모델링의 실제! - 친구들의 반지를 모델링해보자

45‘

 3D 모델링
시 유의사항

1) 친구야 원하는 반지 단순하게 표현하기

에

2) 단순하게 표현한 반지 스케치하기

대해서

안내한다.

3) 스케치를 바탕으로 3D 모델링하기
3모듈 (70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모델링한 반지를 3D 프린터로 출력! : 핵심 파트너십

35‘

 후가공도구
(사포, 송곳,

- 3D 프린팅 파일 변환하기

물감 등)

- 출력물 후가공하기(서포터 떼기, 사포질하기)



- 3D 프린팅 대행업체 탐색
◉ 반지공작소 프레젠테이션!(준비)

반지모형
출력 및 후
가공 방법에

10‘

- 반지공작소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기업 소개자료 작성

대해 충분히
안내한다.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
[프로젝트 정리]
◉ 반지공작소 프레젠테이션!(발표)

12

25‘

 활동을 통
해 기업가정
신을 경험할

- 우리 학급의 우수 반지공작소 선정하기(다른 모둠 선택

수

있도록

한다.

및 평가)
- 우리 모둠의 기업과 비교하고 개선점 찾아보기
- 프로젝트를 수행에 대한 동료평가
4모듈 (20분)
◉ 반지의 진화 – 절대반지? 스마트 반지

진로

꿈

설계

다지기

20‘

- 스마트 반지(웨어러블)를 제시하며 반지시장의 확장성을
제시
- 반지의 새로운 기능을 예측해보고 반지공작소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에 대해 생각해보기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자가 되기 위한 진로 설계를
해봅시다. 중학교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직업
관련
사진 자료,
동영상 등
 반지의 새
로운 기능의
확장성에 대
해 열린 사
고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 수업의 경우 블록타임 수업이 가능할 경우 10분 단위가 아닌 20분, 40분, 60분 등의 모듈 수업으
로 운영될 수 있다.

5

평가 계획

평가 영역

평가 내용
(도전정신) 일정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창의적 설계
(꿈 키우기)

감성적 체험
(꿈 펼치기)

진로 설계
(꿈 다지기)

평가 방법
수행 평가

(창의성) Autodesk 123D를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과 형태의 고객
맞춤형 반지(액세서리)를 모델링할 수 있는가?

활동지 평가

(협업능력)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아줄 친구와 더불어 협력하여
일하였는가?

산출물 평가

(협업능력) 모둠별로 역할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하여 반지공작
소를 운영하였는가?

관찰평가

(창의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여 반지공작소를 계획하
였는가?

수행 평가

(성취욕구) 반지공작소를 통해 내가 의도했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활동지 평가

(자기효능감) 반지 제작을 하면서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
신감을 얻었는가?

활동지 평가

(자기효능감)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산출하여 감사인사를 받
았는가?

관찰평가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을 이해하고 내 적성과 강점에 비추어 반지
공작소 CEO(경영인)가 되는 진로를 알아보았는가?

수행평가

중등 자유학기제 13

○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
항목

상

중

하

창의성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델링하여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남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델링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상상
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델링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상상
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
타나지 않음

도전정신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과 도전정신을 가
지고 디자인 공작소를
창업을 준비함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을 가지고 디자인
공작소를 창업을 준비함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을 가짐

협업능력

창업 팀(모둠) 내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잘 파악
하고 모둠원들을
서로
신뢰하며 도움.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
여 모둠 내 뿐만이 아니
라 타 기업(모둠)과의 네
트워크 형성 및 공유·협
업 문화 정착이 잘 되어
있음

창업 팀(모둠) 내 자신
의 역할을 잘 파악함.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진행하여 모둠 내 뿐
만이 아니라 타 기업(모
둠)과의 네트워크 형성
이 갖추어져 있음

창업 팀(모둠) 내 자신
의 역할을 인지하고 개
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모둠 내 네트
워크 형성이 갖추어져
있음

창의성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
타남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
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
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
타나지 않음

성취욕구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고, 창의
적으로 해결함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
해하고, 간단한 문제를
해결함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간단한 문제를 부분적
으로 해결함

자기효능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약
간의 흥미가 있으며 과
제 해결 과정에 어려워
하지만 참여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
미가 거의 없으며 과제
해결 과정에 거의 참여
하지 않음

도전정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반지공작소
CEO(경영인)으로의 진로
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훌륭히 발표함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반지공작소 CEO
(경영인)으로의 진로 설
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
리하여 발표할 수 있음

기업가정신에 대한 이해
를 바탕으로 도전정신을
가지고
반지공작소
CEO(경영인)으로의 진
로 설계에 필요한 내용
을 작성할 수 있음

창의적
설계
(꿈
키우기)

감성적
체험
(꿈
펼치기)

진로
설계
(꿈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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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척도

○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이름

창의적 설계
창의성

도전정신

감성적 체험
협업능력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진로설계
창의성

도전정신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성취수준

평가내용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과 도전정신을 가지
고 디자인 공작소를 창업을 준비함. 반지공작소의 사업으로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

상

델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력,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모둠 내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공유와 협업문화를 형성하였으며, 탄탄한 팀워크를 통해 반지공작소 CEO(경영인)으로
의 진로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훌륭히 발표함.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을 가지고 디자인
공작소를 창업을 준비함. 반지공작소의 사업으로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델링하여

중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정교성이 가끔씩 나타남. 모둠 내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협업문화
를 형성하였으며, 팀워크를 통해 반지공작소 CEO(경영인)으로의 진로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함.
-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아이템을 실현시킬 추진력을 가짐. 반지공
작소의 사업으로 ‘고객맞춤형 반지’를 3D 모델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마케

하

팅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모둠 내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으며, 팀워크를
통해 반지공작소 CEO(경영인)으로의 진로설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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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프로젝트 진행 시, 모둠은
2인 1기업으로 설정한다.
- 기업가는 무엇이 필요
할지, 기업가가 된다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
지에 대해 발문을 하며,
기업가정신의 학습 필
요성을 느끼게 해준다.
- 이 주제는 과학, 기술,
사회, 수학, 미술의 성취
기준을 활용한 스팀 프
로그램으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고 창의∙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고자 한다.
- 또한, 미래의 유망 기
술인 3D 프린팅 기술
을 이용한 기업의 운영
에 사용함으로써 기업
가 정신을 이해하고 관
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경
험하고 자신들의 창의력
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
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반지의 다양한 의미와
역사, 그리고 반지공작
소를 제시해주며, 반지

⦁반지의 역사
반지를 주고받는 역사는 48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네 번째 손

와 관련된 기업을 운영

가락에 결혼반지를 끼는 것은 대다수 국가의 관습이다. 이는 16세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기에 튜더왕조가 왼손의 약지가 심장으로의 혈관과 연결되어 있다

될 것임을 알려준다.

고 믿은데 서 유래되었다. 따라서 반지를 세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것은 착용자가 연인관계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엔 이런

<참고 동영상>
- 지식채널e-[경제 시리즈
시즌3] 11부 기업가 정
신 (2014.11.1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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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손가락에 반지를 끼곤 한다.
출처 : 위키 백과

1모듈: 꿈꾸기
잃어버린 우정링,
위기상황 속의 기적
(예상 시간: 25분)
- 이 프로그램은 모듈 개
념으로 운영함. 문제 상
황 제시에 20분, 반지공
작소의 타깃층 공략 및
마케텡 전략 및 3D 모
델링에 265분, 3D 프린
팅 및 기업 프레젠테이
션에 70분, 진로탐색에
20분을 배당함.

<지도의 주안점>
- [상황제시] 잃어버린 우
정링을 통해 반지공작소
사업을 구상해보고 기업
에 설계에 준비해야할 요
소와 인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고 학생들
이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 생각 쑥쑥 작성 시 필요
한 요소를 분류하고, 순차
적으로 정리하게 한다. 학
생들이 제시한 답이 기업
⦁예시 답안

운영의 필요요소가 될 것

1)

이라는 사실을 안내해준

- 고객이 어떤 디자인의 반지를 원하는지 파악해야한다.

다.

- 반지의 디자인을 도면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한다.

<교과 수업 연계>

- 도면을 통해 3D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

2)

[9기가05-03] 일상생활

- 수요조사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

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 손기술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 3D 모델링이 가능한 인력이 필요하다.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 마케팅과 이윤파악을 위한 경영 관리인이 필요하다.

있음을 이해한다.

- 장사 수완이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

중등 자유학기제 17

<지도의 주안점>
- [꿈도우미]

읽기자료에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
의

9가지

빌딩블록은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
을 위한 준비요소가 무
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
는 기준이 된다. 빌딩
블록을 통해 창업 아이
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 9가지 빌딩블록과 비즈
니스 모델의 개념과 내
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강조한다.

-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들이 진행하는 프로젝
트가 9가지 빌딩 블록
중 어느 분류에 해당하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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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듈: 꿈 키우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누구인가?
(예상 시간: 45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의 꿈키우기 과
정은 9가지 빌딩블록 중
고객유형(CS)에

해당하

는 단계이다.
- 제시된 반지의 수요조사
표 이외에 자신들의 기
준이 있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지도상 유의사항>
- 본 차시는 고객들이 원
하는 반지를 수요 조사
하는 단계이다. 학생들
이 자신의 반지가 아닌
고객들의

반지를

수요

조사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해준다.(사
업가 자신의 반지를 만
⦁반지의 분류(용도상)

드는 것은 이윤추구 목

- 건강반지

적에 부합하지 않음.)

- 스타일반지

- 비현실적인 반지를 요구하

- 클래스 링 : 학년 표지를 새긴 반지
- 참 링(charm ring) : 부적반지

지 않도록 이야기해준다.

- 가드 링(guard ring) : 값진 반지가 헐거울 경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

(다이아, 순금, 운석반지)

해 손가락에 꽉 끼는 단순한 형태의 반지

- 반지수요조사 시 흉기로

- 모닝 링 : 죽은 자의 초상 ·문장 ·명 등을 새겨 넣어 17세기에 사용한
복상반지
- 실 링(seal ring): 납(왁스)을 묻혀 봉인하는 데 쓰는 반지
- 결혼반지 : 결혼 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교환하는 반지

사용될 여부가 있는 반
지는 금지한다고 안내한
다.(너클반지 금지)
- 반지의 크기는 자를 이

- 주교 반지 : 주교가 주교 표지로 사용하는 반지
- 인장반지 : 반지에 도장을 결합시킨 것, 기원전 4000년 경 수메르에서

용하여 반지를 끼울 손

사용되던 것에서 유래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의 왕위 상징으

가락 두꺼운 부분의 지

로도 사용되었다.
출처 : 위키 백과

름을 잰다.(모델링 시 반
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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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학급 친구들에게
수요조사를 함으로써 어
떤 반지가 필요한지 알아
볼 것이다.
-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나만의 개성 있는 반지
를 손쉽게 만들 수 있
다. 실제 3D 프린팅으
로 만들어진 입술의 반
지를 통해 ‘상상이 현
실이 되는 반지공작소’
구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생들이 반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반
지의 크기에 제약 없이
다음과 같은 입술모양
의 반지도 있다는 구상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내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
1. 성취의욕 :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냄.
2. 도전정신 :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하
고자 함.
3. 창의성 : 새롭고 유익한 것을 발상, 발견, 발명하려 함.
4. 자기효능감 :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잘 해 낼 수 있다고 자부
함.
5. 협업능력 : 어렵고 힘들며 위험 부담이 큰일을 함께 협력하여
이겨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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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을 위한 ‘네이밍’
(예상 시간: 20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의 꿈펼치기[감
성적 체험1] 과정은 9가
지 빌딩블록 중 가치제
안(VP), 고객관계(CR), 채
널(CH)에 해당하는 단계
이다.
- 브레인스토밍에 대해 설
명하고, 이를 통해 아이
디어

발상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학생들은 꿈키우기 [감
성적

체험1]

활동지를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진
행하고

구상한 아이디

어를 기록한다.

<교과 수업 연계>
기술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브레인스토밍 원리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

1)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이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의적으로 해결한다.

2)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
능성이 많다.
3)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출처 : 두산백과
⦁예시 답안
- 고객들이 자주 올수록 할인율을 높여준다.(10%,20%,30%)
- 커플고객에게 20%할인, 단체할인 이벤트
- 추첨을 통한 사은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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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꿈도우미

[읽기자료]를

통해 실제로 3D 프린
팅 반지공작소가 운영
되는 사례를 확인한다.
- 학생들은

‘세이프웨이

스’ 기업을 통해 3D 프
린팅 스타트업에 관심
을 가지고, 우리 모둠
의 기업과 비교해보며
마케팅

전략(브레인스

토밍)에 참고하도록 한
다.

⦁스타트업[start-up ]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하며 미국 실리콘
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다.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
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버
블로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
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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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공작소의
이윤파악하기!
(예상 시간: 45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의 꿈펼치기[감
성적 체험2] 과정은 9가
지 빌딩블록 중 비용구
조(CS)와

수익원(RS)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 본 차시에서 교사는 학
생들이 자신들이 설계하
고 완성한 제품의 가격
을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은 수익원을 파악
할 때, 책정한 비용구조
를 기반으로 이윤을 예
상해본다.

<지도상 유의사항>
- 비용구조를 측정할 때,
스마트폰이나
드

사용이

스마트패
가능하다면

검색하도록 안내한다.
- 반지 1개당 무게는 플라
스틱 기준 보통 1g~4g
이다.(필라멘트 가격 측
정 시 활용)
⦁비용구조의 두 가지 유형

<교과 수업 연계>

1) 비용구도 : 비용 절감에 최대한 초점 → 저가정책, 자동화, 아웃

수학

소싱 확대

[10수학03-01] 집합의

2) 가치주도 : 가치 창조에 더 많은 초점 → 고급스러운 밸류 프로

개념을 이해하고, 집합을

포지션과 고도의 맞춤서비스

표현할 수 있다.
[10수학05-01] 합의 법
칙과 곱의 법칙을 이해하
고, 이를 이용하여 경우
의 수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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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읽기자료를 통
해서

3D모델링

툴에

대해 안내한다. 그리고
반지 모델링 시 해당
툴이 사용된다는 것을
안내한다.
- 학생들은

상황제시를

통해서 프로젝트에 필
요한 요소로서 3D 모
델링과 프린팅이 들어
간 것을 확인하고 기본
적인 3D 모델링 툴에
대해서 확인해본다.
- 3D 모델링을 접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참고동영상을

시청을

과제로 주어준다.

<참고 동영상>
- 다은쌤의 123D Design
– 소개, 마우스, 뷰 화
면 조작
(2016.8.24.)(1:36)
https://www.youtube.com
/watch?v=GqdQ6QjBQ4E

오토데스크 123D는 공식사이트(www.123dapp.com)에서 다운 받

&index=1&list=PL3tES2o

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3D 모델링 시 123D 프로그램을 사용할

5VicJOzn5yG0G4-JKysJLh

수도 있지만,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지를 모델링할

kjiX

수 있다. 다음 소개하는 모델링 프로그램은 싱커캐드이다.
⦁싱커캐드((tinkercad) - 다른 3D 모델링 프로그램 안내
싱커캐드는 쉬운 기능을 이용하여 복잡한 것도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획된 환상적인 초보자 프로그램이다. 웹 브라우저에서 작
동되며 기능을 익히기가 쉽고, 셰이프웨이스와도 바로 연동하여 자
신의 디자인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 사이트 : https://www.tinkerc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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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 다은쌤의 123D Design
-

기본

스케치

3

-

polyline, spline, fillet
(2016.8.26.)(4:24)
https://www.youtube.com/
watch?v=Dffcnp39lT8&list
=PL3tES2o5VicJOzn5yG0G
4-JKysJLhkjiX&index=7

⦁예시답안
- 반지의 모양을 2D로 나
타내기 위해서는 Sketch의
polyline이 필요하다.
- 반지의 도넛모양을 만들
기 위해서는 같은 거리만
큼 띄워서 그리는 Sketch
의 offset이 필요하다.
- 2D의 평면을 3D로 올려
주려면

Construct의

Extude가 필요하다.
- 반지의 굴곡을 다듬고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Modify의 chanfer와 fillet
이 필요하다.

<3D 프린팅의 양면성> : 3D 프린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을 제시해주어 학생들이 균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3D 프린팅의 긍정적 영향 : 제조의 혁신(제품 개발비용과 시간의
절감, 범용성 증대(다양한 분야에서의 3D 프린팅 활용 증대), 자
신이 원하는대로 제작이 가능, 누구나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 3D 프린팅의 부정적 영향 : 총기 규제의 제도적 허점, 제조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 의식 미비, 바이오프린팅의 윤리 및 규제 필
요, 금지 약물 제조 가능성,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중등 자유학기제 25

반지를 3D 모델링
해보자! (1)
(예상 시간: 45분)

<지도의 주안점>
- 이번 차시를 통해 학생
들은 3D 모델링 실력
을 증진시킬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친구
들의 수요조사를 바탕
으로 한 반지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단, 모델링을 처음
으로 접하는 학생이라
면 구조를 단순화시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본 차시의 꿈키우기[창
의적 설계2] 과정은 9
가지 빌딩블록 중 핵심
활동(KA)와 핵심 자원
(KR)에 해당하는 단계
이다.

⦁Babson College 의 ‘기업가 정신 6단계’

*출처: http://blog.naver.com/do_learn/2201217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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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는 기본형상 원
모양의 반지모델링이다.
교사는

학생용

교재에

제시된 모델링 툴을 학
생들이

직접

활용해볼

수 있도록 독려한다. 학
생들에

따라서

반지의

크기와

디자인이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연습단계이므로
아래 설명에 제시된 치
수와

간격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3D 모델링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
도한다.

<참고 동영상>
- 다은쌤의 123D Design
- 기본 스케치 4 - trim,
extend, offset
(2016.8.26.)(4:20)
https://www.youtube.com/
【STEP 1】 원모양으로 2D 스케치하기

【STEP 2】 원 안에 한 겹의 원의 모양
스케치하기
[Sketch]→[Offset]을

꿔보기

Circle]을

선택하고 50mm 크기의
원을 스케치한다.

스케치를 클릭하면 똑같
은 모양의 원 테두리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때 새
로 그리는 원의 테두리
간격은 10mm의 간격으

watch?v=du8xiJYnHa4&in
dex=8&list=PL3tES2o5VicJ

선택하

고 ‘STEP1’에서 그린 원
[Sketch]→[Sketch

【STEP 3】 2D의 원 스케치를 3D로 바

Ozn5yG0G4-JKysJLhkjiX
[Construct]→[Extrude]를

선

택 후 스케치한 원을 클
릭한다. 도면의 위 방향으
로 10mm

만큼 수치를

입력한 후 Enter를 친다.

로 설정한다.
【STEP 4】 글씨(텍스트) 입력하기
[Text]를 원기둥의 윗면을 클
릭한 후 글씨의 위치를
선정해준다. 오른쪽 툴바
의 ‘Text’ 창에 글씨를 입
력하면 원하는 글씨를 설
정할 수 있다.

【STEP 5】 글씨(텍스트) 새기기
[Construct]→[Extrude]를

【STEP 6】 반지윤곽 다듬기
선

[Modify]→[Fillet]을

선택한

택 후 작성한 텍스트를

후, 반지의 각진 부분을

클릭한다. 도면의 아래 방

모두 선택한다. 둥글게 깎

향으로 15mm 만큼 수치

아주는 수치는 10으로 설

를 입력 후 Enter를 친다.

정한다.

중등 자유학기제 27

반지를 3D 모델링
해보자! (2)
(예상 시간: 45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는 반지에 장식
을 달 수 있는 스탬프
반지를 만드는 응용단
계이다.
- 스탬프(사각형
예시로

도형)를

제시하였지만

올리는 도형에 따라 다
양한 장신구 모양이 추
가될 수 있을 것이다.
-

ex. 타원을 두 개 토
끼의 귀처럼 배치하면
토끼 도장이 만들어 질
수 있음.

<참고 동영상>
- 다은쌤의 123D Design
- 글자, 텍스트 (text)
(2016.8.28.)(3:39)
https://www.youtube.com
/watch?v=enrINGsKJks&in
dex=13&list=PL3tES2o5Vi

【STEP 2】 2D의 사각형 스케치를 3D

【STEP 1】 사각형 2D 스케치하기

로 바꿔보기

cJOzn5yG0G4-JKysJLhkjiX
[Sketch]→[Sketch Rectangle]

<교과 수업 연계>
미술
[12미02-02] 조형 요소
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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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선택하고 가로 세로
20mm 크기의

사각형을

스케치한다.
【STEP 4】 글씨(텍스트) 올리기
[Construct]→[Extrude]를

[Construct]→[Extrude]를

선

[Text]를 사각기둥의 윗면을

택 후 스케치한 사각형을

클릭한 후 글씨를 작성한

클릭한다. 도면의 위 방향

다. 오른쪽 툴바에서 글씨

으로 5mm 만큼 수치를

의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입력한 후 Enter를 친다.

수 있다.

【STEP 5】 스탬프 이동하기
선

【STEP 3】 글씨(텍스트) 입력하기

[Transform]→[Move]를

【STEP 6】 스탬프 합치기
선택

[Combine]→[merge]를

선택

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택 후 작성한 텍스트를

하고 z축 방향으로 90도

하고 사각기둥과 원기둥

수 있다.

클릭한다. 도면의 위 방향

를 입력 후, 원기둥(반지)

을 클릭한 후 Enter를 친

으로 2mm 만큼 수치를

방향으로 사각기둥을 이

다. 이후 반지 윤곽을 다

입력 후 Enter를 친다.

동한다.

듬어 준다.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는 불규칙한 모
양의

윤곽을

모델링할

수 있는 응용단계이다.
- Revolve 모델링 툴을 잘
활용하면 굴곡진 모양의
디자인을 모델링 할 수
있다.
- 교사는 학생들이 기본단
계와 [응용1], [응용2] 단
계에서 배운 내용을 종
합하여 사용해서 다양한
모양의 반지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
시간을 준다.

<참고 동영상>
- 다은쌤의 123D Design
- 리볼브 ( Revolve )
(2016.8.28.)(4:12)
https://www.youtube.com/
watch?v=zz3auZ_q5yE&in
dex=10&list=PL3tES2o5Vi
cJOzn5yG0G4-JKysJLhkjiX

<교과 수업 연계>
기술
[9기가04-04] 제조 기술
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
【STEP 1】 불규칙한 도형 스케치하기

[Sketch]→[Polyline]을 선택하
고 원하는 모형의 도형을
그린다. (단, 도형의 한쪽
부분은 반드시 직선으로
스케치한다.)

【STEP 2】 회전축 설정하기

【STEP 3】 도형 회전하기
[Construct]→[Revolve]를

고, 해결책을 창의적으로
선

[Sketch]→[Polyline]을 선택하

택 한다. 도형을 먼저 클

고 직선과 평행한 선분을

릭하고 그 다음으로 평행

그린다. (회전축으로 사용

한 선분을 클릭하고 360

될 것이다.)

도 회전시켜준다. 이후 반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
한다.

지 윤곽을 다듬어 준다.

중등 자유학기제 29

반지를 3D 모델링
해보자! (3)
(예상 시간: 45분)

<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꿈키우기 [창의
적설계2] 활동지를 통
해 친구가 원하는 반지
모양을 단순화하여 그
려보고

스케치하도록

한다.
- 스케치를

토대로

3D

모델링이 진행되기 때
문에 3D 모델링을 처
음 접해본 학생이라면
반지의 모양을 더욱 단
순화시킬 수 있도록 한
다.
- 스케치를 할 때는 꿈키
우기에서 조사했던 친
구들의 요구사항을 바
탕으로

하되,

주어진

조건(반지의 크기)을 반
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과 수업 연계>
미술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
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30

⦁학생들의 모델링 과정

3모듈: 꿈 펼치기
모델링한 반지를 3D
프린터로 출력!
(예상 시간: 35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의 꿈키우기[창
의적 설계3] 과정은 9가
지 빌딩블록 중 핵심파
트너십(KP)에

해당하는

단계이다.
- 교사는 꿈키우기 [창의
적 설계3] 활동지를 통
해 STL 파일 변환 과정
과 3D 프린팅 과정을
안내한다.
- 교사는 3D 출력물을 후
가공할

때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 학생들은 꿈키우기 [창
의적설계3] 활동지를 통
해 자신이 만든 반지 모
델링 파일을 STL로 전환
하고 3D 프린팅 한다.
- 학생들은 3D 프린팅된
반지를 후가공한다.
⦁3D 프린팅을 위한 다양한 후가공 방법
1) 서포터의 제거
2) 불필요한 서포터 제거 – 서포터 제거용 니퍼, 서포터 다듬기 도
구(커터칼, 조각도, 아트 나이프)

<교과 수업 연계>

3) 표면 처리 마무리용 사포(종이사포, 천사포, 스펀지 사포)

과학

4) 표면 처리용 퍼티(표면정리용)

[9과05-03] 상태 변화가

5) 표면 처리용 아세톤 훈증(매끈한 표면을 얻을 수 있음)

일어날 때의 온도변화에

6) 서페이서(흠집 메우기, 밑칠 효과)

대한 자료를 해석하여 녹

7) 아크릴 수지 물감과 채색용 붓

는점, 어는점, 끓는점을

8) 캔 스프레이로 칠하기

찾을 수 있다.

중등 자유학기제 31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는 3D 프린팅
출력물을 후가공 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후가
공 방법이 있지만, 준
비물의 구비정도와 수
업시간에 맞추어 후가
공을

진행하면

된다.

간단한 방법으로는 ‘송
곳으로 서포터를 떼기’,
‘사포를 이용해 매끈하
게 하기’, 아크릴 물감
으로 도색하기‘ 과정이
있다.

<참고 동영상>
- 3D프린터와 함께 쓰는
도구 사용 - 출력물 분
리,

서포터

제거

(2016.9.12.)(3:37)
https://www.youtube.com
/watch?v=aRqdRU0HEpA

⦁3D프린팅 대행 서비스 과정
온라인 검색으로 ‘3D 프린팅 대행업체’를 하는 순간 다양한 기업
광고들이 줄줄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D 프린터가 없
더라도 대행업체를 통해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 대행 서비스
과정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3D 모델 제작(직접 모델링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도면을 구매)
2) 견적 의뢰(모델링을 STL 파일로 저장 후 견적요청)
3) 수정 및 결제(상담을 통한 수정 및 재견적)
4) 모델 출력(제품의 크기와 양, 출력방법에 따라 다양한 출력 가능)
5) 후가공(표면 재가공 및 도색작업)
6) 제품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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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공작소
프레젠테이션!
(예상 시간: 35분)

<지도의 주안점>
- 본

차시는

우리모둠의

반지공자소를

프레젠테

이션 하는 시간이다. 교
사는 학생들이 발표 자
료를 준비하며 기업 운
영계획을 전반적으로 살
펴볼 수 있도록 안내한
다.
- 학생들은

프레젠테이션

을 통해 기업운영의 전
체과정이 파악하고 비즈
니스모델 9가지 빌딩블
록의 요소들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 교사는 학생들의 효과적
인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아래의 팁을 안내한다.

⦁프레젠테이션 잘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은 전적으로 청중을 위한 시간이다. 프레젠테이션을

<교과 수업 연계>
사회

잘하는 법의 최우선 요건은 전달할 내용을 명확하고 논리 정연한

[9사(일사)08-01]

경제

스토리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습해야한다.

활동에서 희소성으로 인

1)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준비

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2) 선 스토리, 후 발표자료 구성

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경

3) 청중을 압도하는 정보와 지식

제 문제 해결을 위한 방

4) 키워드가 있는 스피치와 발표자료

식으로서 경제체제의 특

5)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라

징을 분석한다.

6) 적절한 분량과 밀도의 발표자료 구성
7) 유머를 적절히 활용할 것
8) 겸손해야 할 것
9) 리허설을 반드시 할 것

중등 자유학기제 33

<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학생들이 이 프
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모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그리고 모둠 간
우수한 반지공작소 운
영계획이

뛰어났던 모

둠에 대해서 의견을 공
유할 수 있도록 지도한
다.
- 교사는 학생들이 다른
모둠의 작품을 평가하
는

과정에서(동료평가)

학생 간 피드백을 진행
할 수 있도록 유도한
다.
- 동료평가 시 학생들이
서로의 친분을 토대로
평가가 진행되지 않도
록 주의를 한다.

⦁동료평가의 장점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서로를 평가
하는 방법이다. 동료평가의 장점은 동료들에게 건설적인 시사점을
서로 제공함으로써 부서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동
료의 조언이 직무행동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할 수도
있다. 평가 시, 구성원들 간 적대심과 경쟁심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의 마련과 훈련이 갖추어진다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HRD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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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모듈: 꿈 다지기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자기 되기
(예상 시간: 20분)

<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꿈다지기 [진로
탐색] 활동지를 통해 스
마트 반지를 설명해주고
기존의

반지의

스마트기능의

기능이
삽입으로

얼마나 확장될 수 있는
지를 충분히 설명한다.
- 학생들은 꿈다지기 [직
로탐색] 활동지를 통해
스마트 반지에 대해 이
해한다. 그리고 반지의
새로운 기능을 생각해보
고, 반지공작소의 확장
성을 생각했을 때, 기업
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
지를 작성해본다.

⦁예시 답안

<교과 수업 연계>

○ 반지의 새로운 기능

과학

- 결제가 가능한 반지

[9과07-02] 현대 사회의

- 우리 집 열쇠로 사용될 수 있는 반지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

- 휴대전화 기능이 있는 반지

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반지

들어 설명하고, 미래 사

○ 반지공작소에 필요한 인재

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 3D 소프트웨어 개발자

토의할 수 있다.

- 웨어러블 전문가
- 통신기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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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꿈도우미 [읽기
자료]

활동지를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반지
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다.
- 학생들은 꿈도우미 [읽
기자료] 활동지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반지의
기능과 활용방법에 대
해 확인하고 꿈다지기
[진로탐색]에

추가적으

로 작성할 부분을 생각
해본다.

<참고 동영상>
- 결제, 잠금 해제가 가
능한 만능열쇠 반지 #
미래채널
(2017.07.03.)(00:42)
-https://www.youtube.co
m/watch?v=6MoZhC-UJk
o

⦁피트니스 트래커 삼킨 스마트 반지
모티브 링(Motiv Ring)은 반지 타입으로 생긴 초소형 피트니스 추적 장치다.
이 제품은 티타늄 재질로 만든 본체 안에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보행 거리
나 소비 칼로리 같은 운동 정보 외에 수면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광학
심박 측정기까지 내장했다고 한다. 배터리 연속사용시간은 한 번 충전하면 3∼5일은
거뜬하다. 전기를 많이 먹는 디스플레이나 알림 기능 같은 게 없는 것도 한 몫 한
결과다. 모티브 링은 그 뿐 아니라 반지라는 사방이 막힌 형태 덕분이겠지만 방수
도 수심 50m까지 지원한다. 이 제품은 2017년 1월 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
리는 CES 2017 기간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출처 : 테크홀릭 이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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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
자와 관련된 진로 설계
를 확인하고, 각 시기에
따라

진로를

확인하고

중학교시기에 진로 설계
내용을 적어볼 수 있도
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돌
아보면서 활동을 정리하
도록 한다. 그리고 학생
들이 이 프로그램 활동
에 대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칭찬하고 격
려한다.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
자와 관련된 진로에 대
해 학생의 느낌을 수직
선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진로에
대한 학생의 관심 정도
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학생이 기업가 정
신을 갖춘 창업자 관련
진로에 흥미를 나타낸다
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가정신 분야에 관심
을 가지고 보다 구체적
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예시 답안

안내한다.

- 창업아이템을 생각해본다.

<교과 수업 연계>

- 창업 박람회를 견학한다.
-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빌딩 블록을 이해하고 기업 운영에 있
어 준비해야할 요소를 파악한다.
- 학교축제를 이용해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물건을 사고팔며 이
윤을 내본다.

사회
[9사(일사)08-02]

자유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역할
과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
고, 기업가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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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그림의 내용은 3D 프
린팅 반지 디자이너가
되어 창업 시 다양한
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3D 프린팅 반지 디자
이너 되는 길은 한 가
지가

아니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3D 프린팅 반지 디자
이너로의 진로에 관심
이 있고 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학업성

취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
식으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
하는 일(흥미), 잘할 수
있는 일(적성과 능력),
하고자 하는 일(진로)을
찾아 성실하게 노력한
다면 꿈을 이룰 수 있
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
다.
⦁ 3D 프린팅 반지 디자이너로서의 창업
- 3D 프린팅 반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접근을 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3D 모델링, 혹은 소프트웨
어, 디자인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고, 대학에서는 컴퓨터학과나
디자인학과에 입학하여 전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
-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공모전이나 디자인 관련 자격증 혹은
나만의 디자인 특허 등을 만들며 자신만의 이력을 쌓을 수 있다.
- 학생들은 3D 프린팅 반지 다지이너로서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
의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반지 디자인 공작소를 창업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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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교사는 [평가하기] 활동
지를 통해 학생들이 자
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은 [평가하기] 활
동지를 통해 스스로 평
가한다.
-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
자와 관련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느
낌에 따라 표시할 수 있
도록 지도한다.

∙서술형 평가
∙관찰 평가: 주제의 선정, 자료 조사, 역할 분담, 발표의 과정 전반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평가에 반영한다.
∙동료 및 자기 평가: 참여도 향상을 위한 동료 평가와 자기 평가 설문지
작성을 통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 모둠 활동 시 역할 배분을 잘 하여 전체 학생이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
히 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
력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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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정신 함양 과정 : 매력만점, 반지의 제왕–교사용】 사진/그림, 참고 자료 출처
https://kcminblog.

http://blog.naver.com/d

wordpress.com/201

o_learn/22012176338

4/06/06/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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