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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제시

평범한 건축학도였던, 프리히드리히 케쿨러는 대학에서
우연히 청강한 화학 강의를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건축학 대신 화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기화합물을 연구하고, 결합구조에 관하여 연구하던 중
우연히 꿈에서 뱀이 자기꼬리를 무는 꿈을 꾸고 벤젠의 분자구조
를 발견하였습니다.
화학물질에 관한 깊은 관찰력과 호기심 덕분에 꿈에서 분자구조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케쿨레 폰 슈트라도니츠
(Friedrich August Kekuler von Stradonitz, 1829 ~ 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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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력과 호기심
- 분자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형
- 분자의 결합원리: 공유결합

분자세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형
강아지와 닮은 분자모형이 있다고요?
혹시 길을 걷다가 비닐봉지를 보고 비둘기나 고양이로 오해한 경험이 있나요? 우
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때때로 전혀 다른 형태 또는 물질이지만 닮은꼴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 대상은 사람과 동·식물, 사람과 사물, 동물과 음식 등 다양합니다.
분자모형

<탄소 원자 60개로 이뤄진 ‘탄소60 풀러렌’ 나노입자와 이와 닮은꼴인 축구공>1)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의 상대적인 위치와 화
학 결합을 나타내는 기
하학적 모형이다. 분자
모형을 통해 쉽게 분자
의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이해할 수 있으
며, 만들 때에는 원자
핵의 상대적인 위치와
원자들 사이의 화학결
합이 잘 표현되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2)

[네이버 지식백과]
분자모형 [model of
molecule, 分子模形]
(두산백과)

<Ethanol 분자의 구조>

<강아지 모습>

Ethanol 분자의 구조의 형태가 강아지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 눈에 보
이지 않는 분자 세상에도 여러 형태의 분자들이 존재합니다. 분자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그 모양이 축구공과 닮아 보이기도 하고, 소파, 강아지 등과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자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분자를 눈에 보이는 세계
의 다양한 종류의 사물 혹은 생물들로 유사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
도록 합시다.
Ÿ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의 물체의 디자인이 분자세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Ÿ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Ÿ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사이언스 온. '플라톤 정다면체'가 빚는 나노세계의 안정성. http://scienceon.hani.co.kr/135397 (2020.12.16. 검색).
2) 두산백과. 분자모형 [model of molecule, 分⼦模形]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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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된 탄소 분자 구조
1985년 4월, 우연히 레이저를 흑연 조각에 쏘아서 생성된 그을음 사이에 미처 생각하지
도 못한 물질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 물질의 이름은 풀러렌(Fullerene)이라고 이름을 불리
게 되었다. 이 물질은 축구공을 1억분의 1 정도로 축소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12개의 5
각형과 20개의 6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5각형과 6각형이 인접해 있는 구조로 구
성되어 있습니다.

<풀러렌(C60)의 분자구조>
축구공이 무수히 많은 발길질에도 끄떡없는 것처럼 이 합성물도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갖습니다. 나노기계의 윤활제, 공
업용 촉매제, 금속을 포접할 시 고온 초전도체, 산소와 수소원자를 부착한 풀러렌 화
합물을 전도체로 사용한 연료전지 응용목적의 전해질 막, 분자골격 전체에 퍼져 있는
전자계로 인해 빛과 상호 작용하여 광 흡수, 발광, 광 전도성, 광 전기력 효과 등 다
양한 광 전자기능, 방사선 동위원소 전달체, 축전지, 풀러렌 내부에 약 성분을 저장해
운반하는 운반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풀러렌을 이용해 극소형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연구가 성공한 사례가 보
고되었고, 에이즈 치료 약 임상 실험이 시작되는 등 2천 건이 넘는 특허가 세계에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풀러렌>3)

Ÿ

풀러렌과 같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구조물로 무엇이 있을까요?

3) 한국물리학회. https://naverkpsdictionary.miraheze.org/wiki/%ED%92%80%EB%9F%AC%EB%A0%8C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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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발견: 31년 전 건축가의 디자인에서
풀러렌이 보였다.
풀러렌의 구조는 이미 1951년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 (Richard Buckminster
Fuller)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시세계인 분자세계에서 이 구
조가 발견되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풀러렌 분자와 풀러의 건축물은 놀
라울 정도로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5년 풀러렌 분자가 발견되
었을 때 그 분자구조가 풀러의 축지형 돔(Geodesic Dome)과 매우 유사하여 이 디

리처드 버크민스터 풀러
(Richard Buckminster
Fuller, 1895-1983)

자인을 만든 풀러를 기리기 위하여 풀러렌이라고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버크민스터 풀러의 지오대식 돔4)

풀러렌 분자

미국의 건축가·작가·디자
이너·발명가·시인이자 멘사
의 두 번째 회장이다. 그는
지오데식 돔을 디자인했는
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크
로마뇽인의 돔 형태 움막에
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Ÿ

풀러렌 분자와 버크민스터 풀러의 축지형 돔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하여 정리해 봅시다.

풀러렌 분자

축지형 돔

모형의
유사성

모형의
차이점

4) 굿모닝충청. ‘건축물에 적용된 도형의 규칙성과 수학적 배경’, (2013년 8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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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결합의 원리: 공유결합
화합물 결합구조 원리의 역사
●

화학의 발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물질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고, 철학자마다 다양한 주
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중세 과학의 암흑시절에 아랍권에서 고대 그리스 서적이 전
달되면서 화학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연금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자이
브 이븐 하이얀에 의해서 수많은 화학실험이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 암모니아, 황산과
같은 다양한 화합물의 제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후 서양으로 넘어간 연금술은 뉴
턴, 라부아지에, 아보가드로, 돌턴과 같은 물리/화학분야의 학자들에 의해서 화학으로
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급속한 화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물질들이 어떤 형태로 결합을 이루어
졌는지 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

건축학도, 유기 화합물의 결합을 발견하다.

19세기 독일의 유기 화학자 케쿨레는 젊은 시절 건축학을 공부했던 평범한 건축학도
였습니다. 우연히 대학에서 화학강좌를 듣고 난 후 화학에 깊은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
였고, 전공을 건축학에서 화학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후 케쿨레는 여러 화합물을 연구
했지만 특히 탄소화합물인 벤젠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연구를 통하여 케쿨레는 탄소의
원자가가 4개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케쿨레의 이런 화합물 결합의 연구는 결국 벤젠의 구조를 밝히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
그 발견은 꿈속에서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현대 원자사이의 결합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케쿨레에 의해서 1920년대 미국의
화학자 길버트 뉴턴 루이스에 의해서 전자쌍이론이 확립되었고, 현대 분자의 결합 원
리인 공유결합이 규명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투스
케쿨레 폰 슈트라도니츠
(Friedrich August Kekulé von
Stradonitz, 1829-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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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버트 뉴턴 루이스
(Gilbert Newton Lewis,
1875-1946)

분자의 결합원리: 공유결합
●

공유결합이란?

자연상태의 원소는 원자의 형태가 아닌 분자나 이온화합물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이
유는 원자 상태에서는 18족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가 가장 바깥쪽에 전자를 8
개를 가지지 못하여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자는 다른 원자의 전
자를 서로 공유하여 안정한 상태인 분자가 되고자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공유결합의 종류7)
공유결합은 일반적으로 3가
지 종류를 가진다. 두 원자
가 1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단일결합, 2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이중결합, 3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는 3중 결합
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18족 원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는 전자를 공유하여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결합입니다.

단일결합
<물질: 메테인>

<주기율표에서의 원자의 최외각 전자>5)
●

이중결합
<물질: 산소>

전자의 공유=원자를 안정하게 만들다.

일반적으로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에 전자가 꽉 차야, 화학적으로 안정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기에 원자는 원자끼리 전자를 공유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이
런 특성 때문에 매우 많은 화합물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탄소와 규소같은 14족 원소

삼중결합
<물질: 질소>

의 경우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무한에 가깝게 수많은 화합
물을 만들어 냅니다.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식
화합물의 결합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표현방법으로서 원소가 가지
는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
현하여 나타낸
것이다.

물 분자의 루이스
전자점 표현식

<루이스 전자점식을 이용한 공유결합 분자 표현>6)

5) zum 학습백과; 원소의 성질과 주기율표. http://study.zum.com/book/13056 (2020.12.16. 검색)
6) ProProfs Quizzes. https://www.proprofs.com/quiz-school/story.php?title=covalent-bonds-quiz (2020.12.16. 검색)
7) zum 학습백과: 공유결합. http://study.zum.com/book/12216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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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공유결합 분자
1) 다양한 종류의 공유결합구조

전자쌍 반발력
일반적으로 전자쌍과 전자쌍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가지기 때
문에 반발력이 발생한다. 이 반
발력을 전자쌍 반발력이라고 한
다. 이러한 이유로 전자쌍은 반
발력의 세기가 가장 작은 쪽으
로 기하학적 구조를 가진다. 또
한 공유결합 분자 중 중심원자
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경우 반발력의 세기가 공유결
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보다 강
하기 때문에 실제 결합모형이
일반적인 공유결합 구조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다.

공유결합을 하는 분자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와 중심원자의 비공유전자쌍에 의해
서 다양한 종류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공유결합의 구조는 크
게 3가지로서 직선형, 평면삼각형, 사면체 구조입니다.
명칭

직선형

평면삼각형

사면체

180도

120도

109.5도

모형

결합각

<대표적인 공유결합 분자 모형>8)
2) 루이스 전자점 식을 이용한 분자의 구조 분석의 한계
현대시대에 들어서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분자의 구조도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자를 일일이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중반에 공유결합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손으로 분자를 모델링하는
것에 한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고, 과학자들은 이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분자의 구조를 분석하고,
그 특징에 관하여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Agurslab을 이용한 분자모델링 >9)

어떻게 문자를 활용하고, 이미지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될 수 있을까요?

8) 백봉용 화학. 3단원 분자의 구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by9475&logNo=221224357820&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
2F. (2020.12.16.일 검색)
9) Arguslab. http://www.arguslab.com/arguslab.com/ArgusLab.html.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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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차시

창의적설계

과거 화학자들은 플라스틱 공과 막대기를 이용하여
분자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 다양한
분자 및 화합물이 발견되면서 플라스틱 공과 막대기를
이용한 분자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1970년대 마틴 카플러스, 마이클 레빗, 아리에 워셀에 의해서
분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도입하였고, 이를 통하여
현대 화학에서 복잡한 분자들의 모델링이 가능해졌습니다.

2

응용력
- 분자를 직접 모델링해보기: chemsketch

3

실험정신
- 눈에 보이는 물체를 보고 창의적으로 분자
모델링하기

4

아이디어에 대한 인내심
-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자모형 발
표하기

상상을 현실로 나타내 주는 분자 모델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
Chemsketch(켐스케지)

●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이란?

케나다 ACD/Lab 사에서 만든

매년 전 세계의 화학 연구기관에서 수많은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 물질 중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 가

우리의 일상에 사용되는 물질은 많지 않습니다. 수 많은 물질을 만드는데 과학자들은 단

장 기본적인 분자를 직접 디자

순히 물질은 합성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물질 합성과정과 예상 물질을 디자인 합니다.

인하고, 그 분자의 3차원 구조
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간단하

예상 물질을 디자인 하는데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과 다르게 현재는 분자 모델링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설계합니다.

게 분자식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분자구조 그리고, 그 구조의 특
징을 분석할 수 있다. 현재까지

●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 다가가기
< 프로그램 실행모습 >

나온 다양한 분자 모델링 프로
그램 중 가장 간단하고 초보자
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다.

< 실제 사용하는 아이콘 버튼 및 기능 >
아이콘
버튼

내용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등의 기본 화합물을 나타내는 버튼
※ 버튼 클릭 시 해당 버튼에 적혀 있는 원소가 중심원자가 됨.
(주변원자는 기본적으로 수소원자로 표현)

3D Optimization: 설계한 화합물을 결합원리에 의해서 재배열
3D Viewer: 설계한 화합물을 3D 디자인으로 보여주는 버튼
※ 설계판에 분자식을 그린 후 필히 Esc버튼을 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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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 사용해보기
분자 모델링 프로그램인 Chemsktch(켐스케치)의 몇 가지 기능을 이용하여 간단한
분자구조를 설계해보도록 합시다.
●

메테인 분자 설계하기

②-③

①

Chemsketch(켐스케지)
사용할 때 중심원자의 주변
원자를 치환시키는 법
① 중심원자를 그린다.
② Esc버튼을 누른 후
중심원자와 연결할 주변
원자 버튼을 클릭한다.
③ 중심원자에 마우스를
넣고 왼쪽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긴다.

④

Chemsketch(켐스케지)
사용할 때 다중결합을
넣는 법
① 중심원자를 그린다.
② Esc버튼을 누른 후
중심원자와 연결할 주변
원자 버튼을 클릭한다.
③ 중심원자에 마우스를

① 켐스케치 좌측에 있는 C를 클릭합니다.

넣고 왼쪽버튼을 누른

② 화면에 좌측 버튼을 누르면 CH4(메테인) 분자가 생성된다.
③ ESC 버튼을 누른 후 메테인 분자를 드레그 한 다음 상단 3번째 줄에 정사면체
분자모형으로 나타나 있는 3D Optimization를 클릭한다.
④ 해당 분자가 설계도에서 3차원 구조로 표현된다.

상태에서 당긴다.
④ 결합이 만들어 졌으면
다시 중심원자에 마우스
를 넣고 왼쪽버튼을 누
른 상태에서 다중결합을
생성할 분자로 당겨 연

●

3D 메테인 분자 만들기

결시킨다.

설계도에 설계된 메테인
분자를 드래그한다.
▼
드래그 한 분자를 3D Viwer
아이콘 버튼을 클릭한다.
▼
3D Viwer가 실행되면서
설계한 분자구조가 3차원
구조로 나타난다.
▼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분자를 돌려본다.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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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다양한 분자의 구조를 Chemsketch로 나타내보기
일반적으로 알려진 분자구
조와 닮은 물체

켐스케치의 기본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의 분자들을 직접 켐스케치로 그려보고 그 분
자의 모양이 어떤 물체를 닮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분자식

모델링 분자구조

연상되는 물체

(분자명)

모형

(혹은 디자인)

공유결합 종류 및
분자구조의 극성
유무

NH3
<사다리>

(암모니아)

CH3CH2OH
(에탄올)

<정육면체>

C 6H 6
(벤젠)

C8
(탄소)
<피라미드>

C3CH2O

<거북이>

C13H4

Ÿ

분자를 직접 디자인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Ÿ

기존의 분자구조와 다른 분자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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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분자구조 디자인하기
창의적인 분자구조 모델링 초안 잡기
캠스케치를 이용한 분자구조 모델링을 바탕으로 직접 조를 짜서 다양한 형태의 분자
구조를 만들어봅시다. 다양한 물체나 디자인을 보고 영감을 얻은 후 분자구조 모델링을
해봅시다.
▶ 분자구조 모델링을 실시할 때 영감을 얻을 물체 선정하기

선정 디자인

선정 디자인을 공유결합
분자구조 모델링을 위한 단순화 스케치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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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구조 설계 시 문제점 분석하기
분자구조 설계 시 공유결합에 의한 전자쌍 반발 원리가 작용하여 사전 설계와 다른 분자구
조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시 나온 분자모형과 비교하여
구조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고, 구조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토
의를 통하여 수정해 봅시다.

실제 컴퓨터 모델링

선정 디자인

문제 해결방안

문제점 분석

창의적인 분자구조 모델링 활동과정

▶

<분자모델링을 위한
디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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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 모델링 실시>

<디자인한 분자 모델링의
문제점 토의>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자구조
디자인 발표
창의적인 분자구조 디자인발표
켐스케치 사용시 주의사항

분자구조 모델링 발표와 관련하여, 우선 모델링한 분자구조의 분자식을 작성하고,

켐스케치는 분자의 공유결

이 분자구조의 특징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야합니다. 또한 이 분자구조를 모델링

합 혹은 이온결합을 바탕으

하는데 영감을 준 물체에 관하여 설명하면 됩니다.

로 하여 컴퓨터 모델링을 하
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기 때
문에 다양한 구조의 분자를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확장된 옥텟규칙도 적용되기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2주기
원소가 아닌 3주기 이상의
원소를 사용할 경우 화학1에
서 배운 분자구조와 다른 분

▶

자구조가 나올 가능성이 있
다. 그러므로 분자 모델링을
할 때는 교과내용을 바탕으
로 해야 하므로 2주기 원소
를 이용하여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

<설계한 분자구조: C10H4>

<설계한 분자구조와 비슷한 디자인:
자동차>10)

분자모형 디자인 시 주의사항
ü 공유결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분자구조를 그린다.
ü 분자모델링 시 발생하는 오류에 관하여 분석하여 수정 할 수 있도록 한다.
ü 눈에 보이는 다양한 물체를 보고 연상되는 분자구조를 설계한다.

10) 현대자동자. https://www.hyundaiusa.com/us/ko/suvs (2020.12.16. 검색)

창의적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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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분자 모델링 발표하기
발표준비 방법을 알아봅시다.
구글 클래스 룸
(Google Class Room)

① PC를 이용하여 디자인한 분자 구조를 캡처한다.

구글이 학교를 위해 개발한
무료 웹 서비스로, 종이 없이

② 발표와 관련한 양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과제를 만들고, 배포하고, 점

③ 양식에 맞게 정리한 후 구글 클래스 룸에 자료를 업로드 한 다음 발표를 실시한다.

수를 매기는 것을 단순화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글
클래스룸의 주요 목적은 교사
와 학생 사이의 파일 공유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발표주제:
● 분자구조를 모델링 하는데 차용한 디자인

● 설계한 분자모델링

● 해당 분자 모델링 구조를 보고 연상되는 형상에 관한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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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시

감성적체험

리처드버크민스터 풀러는 미국의 건축가로서
미래의 디자인에 관한 다양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축지형 돔으로서 기하학적
특성이 매우 독특하여 현대 돔 구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러는 틀에 박혀 있지 않는 사고를 가지고 사물을 관찰하였고,
그에 따라 혁신적인 디자인들은 탄생시켰습니다.
그 결과 현대 공학디자인 분야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리처드버크민스터 풀러 (Richard Buckminster Fuller, 1895-1983) -

5

태도 함양
- 과학자와 예술가의 창의적 도전

과학자와 예술가의 유연한 창의적 도전
토론하기
▶ 학생들이 설계한 분자구조를 보고 정리 및 개선할 부분에 관하여 토론해봅시다.

Q1. 통계 설정을 참고하며, 개선 및 발전 부분을 느낌으로 적어볼까요?

Q2. 다른 친구들의 분자 모델링 발표에서 칭찬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적어봅시다.
발표한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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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할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Memo

과학이나 예술에서는 새로운 발견 및 예술작품을 만들 때,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
하여 다양한 도전을 합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을 만들 때 머리

정리 전 친구 발표 내용의
개요 자유롭게 필기해요!

속에 자신이 거울을 들고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상상을 하면서 기존의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케쿨레가 벤젠고리를 발견할 때 꿈속의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모습에서 영감을 얻어 벤젠고리 모델링을 만들어 냈습니다.

<케쿨레의 꿈 속 꼬리를 무는
뱀>11)

<지오대식 돔>

또한 풀러의 축지형 돔 아이디어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창의적인 기하
학적 구조와 더불어 독특한 아이디어가 현실로 구현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자구조를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계할 때, 설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분자구조 모델링을 위한 도전을 함으로서 분자구
조를 이해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는 도전정
신을 얻었을 겁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견이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하여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11) https://en.wikipedia.org/wiki/August_Kekul%C3%A9 (2020.12.1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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