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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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나바다, 시장놀이! 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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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모듈

1

관련
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슬기

■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법 알아보기

로운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생활

조사하여 발표한다.
■ 시장놀이 계획하기

슬기
로운
2
초등
1-2

생활,
즐거운

아나바다,

생활

시장놀이!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즐05-03]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
하여 놀이를 한다.
■ 시장놀이 하기, 진로설계하기

슬기
로운
3

생활,
바른
생활

[2슬05-04]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2즐05-03]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
하여 놀이를 한다.
[2바06-01]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STEAM
요소

초등 1~2학년

1~3차시

∙ 아나바다,
시장놀이!∙

초등 1~2학년 9

아나바다, 시장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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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요 및 제작 의도

이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슬기로운 생활 중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
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와 즐거운 생활의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그리고 바른생활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라는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시장놀이를 할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현재의 학생들이 성장하여 직면하게 될 미래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 직업 분포
등에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회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에서는 이러한
미래 사회에 유용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한 가지로
본 프로그램은 융합인재교육을 기반으로 도전정신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은

특정되는 직업이 아닌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격려하여 창업․ 창직 등을 유도하므로 학생들의 미래사회 적
응에 보다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운영 가능한 ‘시장놀이’를 제안하는데,
시장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가치 제안, 수요자의 요구 파악, 공급
자의 재화 공급 가능성, 이익과 비용 계산 등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
이 요구된다. 특히, 시장놀이는 중고 물품의 판매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재활
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법을 알고, 이러한 물품의 거래, 교환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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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1.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다.
2.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파는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다.
3. 수집, 선별, 거래, 교환, 판매, 구매 등의 체험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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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AM 요소

슬기로

•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알아본다.

운생활

•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한다.

즐거운
생활

4

STEAM
준거

•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여 놀이를 한다.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

진로

교수 • 학습 활동

단계

시간
(분)

자료 및
유의점

1모듈 (20분)
상황

꿈꾸기

◉ 생활에 필요한 물건 알아보기

20‘

∙ 요즘 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혹은 전혀 사용하지 않

제시



재활용
가 능 한

는 물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물 건 을

․ 그 물건을 언제, 왜 사용하는지(혹은 왜 사용하지 않는

생각해보

지) 이야기 나누기

고,

◉ 상황 제시하기

용할
의

즐거운 운동회를 맞아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였다. 그

점도

런데 운동화가 작아서 신을 수 없게 되었다. 작아진 운

재활
때
좋은
이

야기한다.

동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법 알아보기
․ 아직 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자라서 필요 없게 된 옷,
신발 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
․ ‘아나바다’ 운동, ‘벼룩시장’에 대해 알아보기
2모듈 (40분)
창의적

꿈

설계

키우기

◉ 시장의 모습 살펴보기

40‘

 시장놀이

∙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알아보기

에 사용할

∙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물건, 간판, 가격표, 할

물건,

인 안내문 등) 이야기하기
∙ 그 외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모습 이야기하기
◉ 시장놀이 계획하기

간

판,

가격

표,

영수

증,

가게

초등 1~2학년 11

∙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질문 중 초등 단계에 적절한 4

홍보 자료

가지 질문에 대해 탐색하기
가치 제안
수요자

공급자

이익과 비용

등


나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지만 아직 쓸

‘비즈니
스

모델’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그 까닭은

의

경우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필요

초등

저

학년

수

만한 물건은 어떤 쓸모가 있을까?

로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

준 에 서

을까?
시장놀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

이 해 할

을 수 있을까?

수

있도

록

지도

한다.

◉ 시장놀이를 하기 위한 용돈 모으기

 시장놀이

․ 집에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야기하기

전

놀이

◉ 시장놀이에 필요한 도구 준비하기(이 활동은 한 차시

에

필요

수업으로 운영하기 어려우므로 즐거운생활 시간을 활용

한

용돈

하여 보완하도록 함.)

을

모으

․ 일정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여 용돈 모으기

․ 판매대 마련하기

․ 물건 전시하기

도록

지

․ 가게의 간판 만들기

․ 물건의 가격 써 붙이기

도한다.

․ 홍보 자료 만들기 등
3모듈 (60분)
감성적

꿈

체험

펼치기

◉ 시장놀이하기

40‘

 시장놀이

․ 물건을 전시하고 판매하기

물건,

․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해 홍보 활동하기

장놀이 활

․ 물건을 살펴보고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하기 등

동

◉ 시장놀이에서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한 방법

시
분석

자료 등

․ 손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 준비하기
․ 손님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 물건 가격을 적절하게 정하기 등

활동을
통해

◉ 시장놀이 활동 정리하기

기

업가정신

․ 잘 팔린 물건과 그 이유 알아보기

을

․ 잘 팔리지 않은 물건과 이유 알아보기

할 수 있

․ 시장놀이 후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처음 예상한 금액과

도록

비교해보기

경험
한

다.

․ 시장놀이를 하면서 느낀 점 이야기하기
․ 시장놀이를 한 후 잘 한 친구 선정하여 상장주기
진로

꿈

설계

다지기

◉ 중고물품 판매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 중고물품으로 할 수 있는 일 이야기하기
- 온, 오프라인 매장 운영

12

20‘

 직업
련
자료

관
사진

- 오래된 우표나 동전 등 중고 물품 수집 및 판매
- 오래된 물건의 전시를 통한 수익 창출 등
․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가 되는 방법 알아보기

 중고물품
판 매 가
물자

- 고장에서 열리는 중고 장터 알아보기

약,

- 고장의 중고 장터에 참여해보기

보호

․ 미래 직업과 관련하여 사업가로서의 자질에 대해 생각
해보기
◉ 활동 평가하기

절
환경
등

에

도움

이

됨을

이야기한
다.

* 이 수업의 경우 40분 단위가 아닌 20분, 40분, 60분 등 모듈 수업으로 운영됨.

5

평가 계획

평가 영역

창의적 설계
(꿈 키우기)

감성적 체험
(꿈 펼치기)

진로 설계
(꿈 다지기)

평가 내용

평가 방법

(성취욕구)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
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나요?

수행 평가

(도전정신) 시장놀이에 필요한 용돈 모으기 방법을 알고 용돈 모
으기 활동에 잘 참여하였나요?

수행 평가

(창의성) 시장놀이에 필요한 물품 가격표, 간판 등을 창의적으로
만들었나요?

산출물 평가

(도전정신) 시장놀이에서 잘 팔린 물건과 그 이유, 잘 팔리지 않
은 물건과 그 이유를 살펴보았나요?

활동지 평가

(협업능력) 시장놀이 활동에 잘 참여한 학생을 선정하여 칭찬하였
나요?

활동지 평가

(자기효능감)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관련 있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관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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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관찰 평가 기준표
상

중

하

성취욕구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적극적으로 조
사하여 관련된 물품을
준비함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조사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노력
함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
건을 조사하는 과정, 물
품 준비 과정에 소극적
으로 참여함

도전정신

시장놀이를 하기 위한
용돈 모으기 활동 방법
을 제시하고 용돈 모으
기 활동에 적극 참여함

시장놀이를 하기 위한
용돈 모으기 방법을 알
고 이를 실천함

시장놀이에 필요한 용
돈 모으기 방법 제시,
실천 활동에 소극적으
로 참여함

창의성

시장놀이에 필요한 물
품 가격표, 간판 등을
창의적으로 만듦

시장놀이에 필요한 가
격표, 간판 등을 만듦

시장놀이에 필요한 여
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활동이 미숙함

도전정신

시장놀이에서 잘 팔린
물건과 이유, 잘 팔리지
않은 물건과 이유를 생
각하고 느낌을 이야기함

시장놀이에서 잘 팔린
물건과 잘 팔리지 않은
물건을 살펴보고, 활동
느낌을 이야기함

시장놀이의 활동 느낌
을 이야기함

협업능력

시장놀이 활동에 잘 참
여한 학생 중 상의 종
류에 어울리는 학생에
게 칭찬 상장을 줌

시장놀이 활동에 즐겁
게 참여한 학생을 선정
함

시장놀이 활동에 잘 참
여한 친구를 선정하는
데 소극적임

자기효능감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은 어떠한
지 살펴봄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가 하는 일에 대해 이
해함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가 하는 일, 자신의 적
성 파악 등에 소극적으
로 참여함

창의적
설계
(꿈
키우기)

감성적
체험
(꿈
펼치기)

진로설계
(꿈
다지기)

평가 척도

평가
항목

평가영역

○ 수행, 관찰 평가 기록지
평가
영역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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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창의적 설계
성취욕구

도전정신

감성적 체험
창의성

도전정신

협업능력

진로설계
자기효능감

○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성취수준

평가내용
- 시장놀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관련 물품을 준비하고, 놀이에 필요한 용돈을 마련하는 활동에

상

도 성실히 참여하여 용돈을 마련함. 가게의 간판, 물건 가격표 등을 창의적으로 만들
고, 놀이 활동 후 잘 팔린 물건과 그 이유, 잘 팔리지 않은 물건과 그 이유를 파악하
여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며, 놀이에 성실하게 참여한 친구들을 선정하여 칭찬해 줌.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은 어떠한지 파악함.
- 시장놀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사하여 이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고, 놀이에 필요한 용돈 모으기 방법을 알고 이

중

를 실천함. 놀이에 필요한 가게의 간판, 물건 가격표 등을 만들고, 놀이 활동 후 잘
팔린 물건과 잘 팔리지 않은 물건을 살펴보고 활동 느낌을 이야기함. 시장놀이에 즐
겁게 참여한 학생을 선정하고,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함.
- 시장놀이를 통해 기업가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친구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 물품 준비 과정에 소극적이며, 놀이에 필요한 용돈 모으기 방법 제시

하

및 실천 활동에서도 참여가 부족함. 시장놀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를 만드는 활
동이 미숙하고, 놀이 결과를 정리하는 과정에 소극적임. 시장놀이에 잘 참여한 친구
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적성 파악에도 소극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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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이 주제는 슬기로운 생
활, 즐거운 생활, 바른
생활의 성취기준을 활
용한 스팀 프로그램으
로,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창의∙융합적인 사
고력을 기르고자 한다.
- 또한, 새로운 미래 사
회에 대비, 스스로 자
신의 일을 만들어내는
창업∙창직의 기업가 정
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
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
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표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보충 자료>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할 미래 직업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직업
우리 인류는 1700년대 후반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에 이어 2차,
3차를 거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다. 많은 연구자에 의하
면 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약 700만 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200
만 개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한다.
- http://blog.naver.com/smil
equeen/220777321378

이와 같이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살아가게 될 학생들이 학교교
육을 통해 배워할 내용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본 프로그램에
서는 기존의 일자리가 아닌, 자신이 새롭게 창업이나 창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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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모듈: 꿈꾸기
재활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법 알아보기
(예상 시간: 20분)

- 이 프로그램은 모듈 개
념으로 운영한다. 1모듈
에서는 20분 동안 재활
용 가능한 물건의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2모듈에서는 40분 동안
시장놀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시장놀
이에 필요한 가격표, 간
판, 홍보 문구 등은 즐
거운생활 시간을 활용하
여 제작한다. 한편, 시장
놀이에 소요되는 용돈은
사전에 가정활동을 통해
모아오도록 지도한다. 3
모듈의 초반 40분 동안
에는

학생들이

준비한

시장놀이 자료로 시장놀
이를 해보고, 후반 20분
동안에는 중고물품 판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물건이 필요하다. 이를 기본적인

사업가 관련 진로를 탐
색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의식주’라고 한다.
‘의생활’에서는 옷, 신발, 양말, 모자, 장갑 등이, ‘식생활’에서는
채소, 쌀, 고기, 과일, 견과류 등이, ‘주생활’에서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과 그 안에 사용되는 다양한 가구 등이 필요하다.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잘 관리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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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가정생활,

학교생활을

하면서 최근에 잘 사용
하지 않게 된 물건을
이야기해본다. 사용하지
않게 된 까닭에는 체격
이 커지면서 사용하지
않는 것, 구입한지 오래
되어 사용하지 않는 것,
유행이 지나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 있을 텐
데, 이러한 물건들을 어
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해보도록 한다.
- 최근에는 물건의 품질
이 좋기 때문에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는 많지 않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
도록 한다.

⦁생각 쑥쑥!
 예) 작아져서 못 사용하는 것 : 어릴 때 입은 옷이나 신발 등
유행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는 것 : 장난감, 인형 등
깊이 보관하여 잊고 지낸 것 등
 예) 그러한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증한다.
옷이나 이불 등은 동네에 있는 의류 수거함에 넣는다.
동네 벼룩시장 등에 참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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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학생들이 사용하는 물건
들의 구입 장소를 이야
기 한다. 학용품은 문구
점에서 구입하고 옷이나
신발, 가방 등은 각각을
판매하는 가게에서 손쉽
게 구할 수 있다.
- 개별 가게 외에 여러 가
지 물건을 골고루 판매
하는 곳에는 시장, 백화
점, 대형 마트, 동네 편
의점 등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곳의 편리한 점,
우리에게 주는 도움 등
을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보충 자료>
-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
은 1931년 서울시 종로
구에 세워진 ‘화신백화
점’이다. 이 백화점은 민
족자본으로 설립되어 우
리 민족에 의해 경영되
⦁세계 최초의 백화점 ‘봉 마르셰(Le Bon Marche)’
세계 최초의 백화점은 프랑
이

(Aristide

백화점은
Baucicaut)에

강점기에 우리나라 상업
계에

스 파리에 있는 ‘봉 마르셰’이
다.

었던 백화점으로, 일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부시코
의해

만들어졌는데, 그는 큰 건물
안에 다양한 상점과 미술 갤
러리 등을 배치하고, 어린이들

*출처:

을 위한 공연 등을 하며 기존

http://dibrary1004.blog.me/22029191

*출처:

시장과 다른 백화점으로 발전

0276

http://blog.naver.com/eg151jk9/1

시켰다.

2019706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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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재활용하는 방
법 중 ‘아나바다 운동’
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아나바다 운동’으로 물
자를 재활용하면 자원
을 아낄 수 있을 뿐 아
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아나바다 장터’를 하게 된 이유
- 서로 물건을 교환하거나 싸게 구입함으로써 돈과 물자를 절약
할 수 있다.
-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등
⦁우리 동네의 ‘아나바다 장터’
- 각 지방 자치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역의 아나바다 장
터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는지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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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여기에서는

‘아나바다

장터’와 비슷한 개념의
‘벼룩시장’에 대해 소개
한다. 아나바다 장터, 벼
룩시장은 일반 시장과는
달리 정해진 시기에 특
정 장소에 사람들이 물
건을 가지고 와 사고 판
후 약속된 시간이 지나
면 시장이 없어지는 특
징이 있다.
- 일반

시장이나

가게가

있음에도 사람들이 이러
한 중고물품 시장을 여
는 까닭은 무엇인지 생
각해보도록 한다.
- 한편,

벼룩시장에서는

오래된 골동품을 사고파
는 경우가 많은데, 특정
물품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는 사람은 벼룩시장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물
품을 구하기도 한다.

⦁벼룩시장(Frea Market)
벼룩시장은 벼룩이 들끓을 정도로 오래되고 낡은 물건을 판다
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
시장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늘날에는 세계 대
부분의 나라에서 벼룩시장을 열어 다양한 중고물품을 사고판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청계천 8가의 고물시장에서 다양한 골동
품을 사고파는데, 벼룩시장, 개미시장, 만물시장 등의 이름으로 불
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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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모듈: 꿈 키우기
시장놀이 계획 및
준비하기
(예상 시간: 40분)

<지도의 주안점>
- 시장의 종류에는 백화
점, 대형 마트, 재래시
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물건을 사고파
는 모습 등은 비슷함을
이해한다.
- 시장에서는 물건을 사
고파는

사람,

다양한

물건, 가게 이름을 나
타낸 간판, 각 물건의
가격을 알 수 있는 가
격표, 물건을 홍보하는
안내문 등을 볼 수 있
다. 학생들이 평소 시
장에 다니면서 보거나
경험한 내용을 자유롭
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 ‘남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은 서울에 위치

<교육과정 연계>
슬기로운생활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심
시장이다. 만 개 이상의 상점
이 있으며, 다양한 먹거리도
판매한다.
이곳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비

*출처:

롯하여 하루 약 40만 명의 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

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mode=LSD&mid=sec&sid1=102&oid
=005&aid=00006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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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시장놀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수요자의

요구이다. 먼저 친구들
이 필요로 하는 물건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수요
자의 요구를 확인하도록
한다.
- 교실에서 실시하는 시장
놀이는 가정에서 가져올
수 있는 중고물품이 그
대상이다. 따라서 수요
자의

요구대로

물품을

준비하기는 어렵지만 가
능하면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을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한편, 물건의 가격을 매
기는 일도 중요한데, 초
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므로 물품의 금액
은 최대 500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잔돈이 발
생하지 않도록 십 원 단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의 9가지 빌딩 블록
알렉스 오스터왈더 등은 ‘기업가정신’ 교육 모델로 ‘비즈니스 모

위를 두지 않는 것이 효
과적이다.

델’을 제안하였으며, 다음의 9가지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고 제안하였다.

<평가 안내>
1. 핵심 파트너 : 동료들은 어떤 장점이 있고, 이 사업에서는 그 장
점이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까?

- 친구들의 요구 조사 활
동은 수행평가의 ‘성취

2. 핵심 활동 :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욕구’ 항목에 해당하므

3. 핵심 자원 : 이 사업에 필요한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 쪽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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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시장놀이를 하기 위해
서는 사전에 용돈을 모
아야 한다. 놀이를 하
기 약 2주 전부터 학부
모님께 양해를 구하여
용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부모님과 협의하여 학
생들이 하는 활동에 따
라 일정 금액을 보상,
학생 자신이 스스로 용
돈을 마련하는 뿌듯함
을 느끼도록 한다.
- 자신이 어렵게 모은 용
돈을 사용할 때에는 보
다 규모 있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평가 안내>
- 시장놀이를 하기 위해
용돈을 모으는 활동은
수행평가의

‘도전정신’

항목에 해당하므로 학생
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4. 가치 제안 :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 가치는 무
엇인가?

도와 용돈을 잘 모을 수

5. 고객 관계 : 어떻게 사람들과 거래하는가?

있도록 지도한다.

6. 고객 채널 :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가?
7. 고객 세분화 : 당신이 돕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8. 비용 구조 : 이 사업의 비용과 수익은 얼마나 되는가?
9. 수익원 :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되는가?
*출처: Alex Osterwalder, Yves Pigneur & Tim Clark(2010). Business Model
Genration. 유효상 역(2011).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 서울: 타임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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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실제와 비슷한 시장놀이
를 하려면 여러 가지 소
품이 필요하다. 대표적
으로 가게의 간판, 물건
의 가격표,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한다.
- 그런데 슬기로운생활 시
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즐거운생활 시간과 연계
하여 각종 소품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안내>
- 시장놀이에 필요한 물품
가격표, 간판, 영수증 등
을 만드는 활동은 수행
평가의 ‘창의성’ 항목에
해당하므로 학생들이 창
의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격려한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안하는 ‘기업가정신’의 핵심 요소
1. 성취의욕 :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어려움이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냄.
2. 도전정신 : 직면하게 될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난관을 극복
하고자 함.

<교육과정 연계>
슬기로운생활
[2슬05-02] 이웃과 함께
쓰는 장소와 시설물의
종류와 쓰임을 탐색한다.

3. 창의성 : 새롭고 유익한 것을 발상, 발견, 발명하려 함.
4. 자기효능감 :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잘 해 낼 수 있다고 자
부함.
5. 협업능력 : 어렵고 힘들며 위험 부담이 큰 일을 함께 협력하
여 이겨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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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듈: 꿈 펼치기
시장놀이하기
(예상 시간: 40분)

<지도의 주안점>
- 실제 시장놀이를 할 때
에는 두 모둠으로 나누
어 한 모둠은 판매하는
사람, 다른 모둠은 구입
하는 사람으로 활동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역할을 바꾸도록 해야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
두 경험할 수 있다.
- 한편, 판매자와 구매자
입장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재미있게 놀이
를 할 수 있는지 생각
해보도록 한다.

<교육과정 연계>
슬기로운생활
[2즐05-03]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직업과 관련하
여 놀이를 한다.
[2바06-01] 사람들이 많
이 모이는 곳에서 질서
와 규칙을 지키며 생활
한다.

⦁‘시장놀이’ 활동의 의의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된 후 안정적인 직업,
직장을 갖는데 강조점을 두는 편이다. 하지만 미래의 새로운 사회
는 학교 공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다.
이에 특정 직업이나 직장이 아닌, 스스로 창업, 창직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놀이를 통해 자신의 사업
을 작은 규모로나마 경험해 봄으로써 기업가정신을 맛볼 수 있으
므로 ‘시장놀이’의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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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시장놀이 활동을 정리하
면서 물건의 팔리고 남
은 정도, 용돈을 사용하
고 남은 정도를 확인하
도록 한다.
- 활동에서 잘 한 점은 무
엇이고, 부족한 점은 무
엇이었는지 의견을 나누
면서 개선할 점을 끌어
내도록 한다.

<평가 안내>
- 시장놀이에서

잘

팔린

물건과 이유, 잘 팔리지
않은 물건과 이유를 확
인하고 느낌을 이야기하
는 것은 수행평가의 ‘도
전정신’ 항목에 해당하
므로 학생들이 시장놀이
를 한 활동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세계 최고의 기업가로 평가 받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
스티브 잡스는 오늘날 우리
가 ‘손 안의 컴퓨터’라고 말하
는 스마트 폰을 가장 먼저 발
명한

사람이다.

그는

‘애플

(APPLE)’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컴퓨터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세계 최고의 기업가로

*출처:

평가받는다.

http://blog.naver.com/pati35/3010301
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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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시장놀이는 단순히 돈
을 버는 것을 넘어 보
다 적극적으로 자신이
준비한 물품을 홍보하
고 판매하는 활동에 주
안점을 둔다. 이를 통해
기업가적 마인드를 경
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학생들이 보다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
다양한 전략(미소 짓기,
간판 예쁘게 꾸미기, 적
극 홍보하기 등)을 사용
하도록 안내하며, 이러
한 전략을 잘 사용한
친구들을 선정하여 격
려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안내>
- 시장놀이 활동에 잘 참
여한 친구를 선정하여
상의 종류에 어울리게
주는 것은 수행평가의
‘협업능력’ 항목에 해당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정신

하므로 학생들이 놀이
를 잘한 친구 선정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
록 한다.

개척 정신
-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
상과 동경
- 탐구 정신, 개척 정신
- 위험 감수, 모험, 도전
정신
- 비즈니스맨 정신(합리적
인 계산)

발명(창조) 정신
- 기회 포착, 선도 정신
- 독립 정신, 주인 정신
- 과학기술 + 산업 자본

개혁(진보) 정신
- 공공(사회, 문화), 농업,
군사

등의

개척정신

- 아이디어(창의성)

- 새로운 질서와 방식

- 위험 감수, 모험 도전

- 사회적

정신, 역경 극복
- 높은 위험 요소와 높
은 보상

책임,

행동
- 공유 가치 창출
- 진보주의

*출처: 이춘우 외(2014). 기업가정신의 이해. 서울: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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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에서

윤리적

4모듈: 꿈 다지기
중고물품 판매 사업
관련 진로 탐색하기
(예상 시간: 20분)

<지도의 주안점>
- 이 모듈에서는 시장놀이
활동을 통해 경험한 기
업가정신을 실제로 발휘
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중고물
품을

다루는

오프라인

상점이나 온라인 상점,
우표수집이나 동전을 수
집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일 등 우리 주변에는 중
고물품 관련 직업이 다
양하게 존재함을 이해하
도록 한다.

<교육과정 연계>
슬기로운생활
[2슬05-04] 동네 사람들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물건의 재사용과

이 하는 일, 직업 등을
조사하여 발표한다.

재순환을 통해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상점이다.
기증 받은 헌 물건을 수선하여 되팔거나 물건의 재사용과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41871&cid=40942&categoryI
d=3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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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교재에는 중고물품 관
련하여 우표, 동전 등이
제시되었는데, 그 외에
도 오래 전부터 사용한
여러 가지 골동품도 훌
륭한 중고물품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자신의 주
변에서 보존할만한 가
치가 있는 물건들을 생
각해보도록 한다.
- 한편, 일부 중고물품의
수집은 수익을 얻는 활
동이면서 동시에 자신
의 취미생활을 즐기는
활동으로 가능함을 안
내하도록 한다.

<보충 자료>
- 제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

⦁청년 기업가 사례 -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
1998년 이영석 대표가 세운 ‘총
http://www.koreaautomu

각네 야채가게’는 현재 우리나라의

seum.com/

대표적인 농수산물 직거래 상점으
로 발전하였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작은 규
모로 시작한 창업 활동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하면서

같이 발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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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출처 :
http://www.chonggakne.c
om/business/edu/

<지도의 주안점>
-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이 고장의 아나바다 장
터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가정
신의

실제적인

위해

경험을

구현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 각

고장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아나바다 장터
가 열리는 시기, 장소,
유의사항 등을 찾을 수
있으므로

이를

조사하

고, 또 가정에서 준비할
수 있는 중고물품도 찾
아볼 수 있도록 한다.
- 다만 3번의 경험 정리에
서는
장터에

실제로
참여한

아나바다
경우는

기록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2번까지만 시행
하도록 한다.

⦁Babson College 의 ‘기업가 정신 6단계’

*출처: http://blog.naver.com/do_learn/220121763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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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동영상>
- 추억을 파는 곳, 황학
동 벼룩시장(2017.6.29.)
(2:48)

http://tv.naver.com/v/175
6424
- 서울 베스트 100, 동묘
벼룩시장(2017.6.29.)
(1:00)

http://tv.naver.com/v/158
8726
- 마을 축제가 된 거라지
세일(2017.6.29.)(2:34)

⦁‘아나바다 운동’의 시작
아나바다 운동은 1998년 우리나라의 IMF 사태 이후 어려워진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자 관공서와 국민들이 중심이 되어 물자절약
을 실천했던 캠페인이다. IMF 구제금융을 벗어난 이후에도 각 지
방자치단체들은 스스로 아나바다 장터를 열어 지역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유도하고 있다.

http://tv.naver.com/v/116
2143

오늘날에는 물건 뿐 아니라 ‘재능’도 기부하면서 지역 사회의 문
제에 참여하고 있다.
*출처 : http://www.edu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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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이
므로 다양한 직업에 대
해 이해하고, 자신의 소
질과 적성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따라서 진로 설계에 있
어 특정 직업을 갖는다
는 개념이 아닌, 이러한
직업 활동을 하기 위해
어떤 점에 관심을 기울
여야 하는지 생각해보도
록 유도한다.

<평가 안내>
-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가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자
신의 적성을 생각해보는
활동은 수행평가의 ‘자
기효능감’ 항목에 해당
하므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
록 안내한다.

⦁유-초-중등 단계에 기업가 정신 함양 교육을 하는 나라
미국, 중국, 이스라엘, 에스토니아, 핀란드, 인도 등은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창업, 창직을 비교적 많이 하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학습자가 아주 어린 유치원 시기부터 발달 단계
에 적절한 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 내용에서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이 대종을 이루는데, 이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에 대비, 창업∙창직
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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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그림의 내용은 중고물
품 판매 사업가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진로를
나타낸 것이다. 중고물
품 판매 사업가가 되는
길은 다양하며, 반드시
대학에 진학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로의 진로에 관심이 있
고 이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학업성취에
관계없이) 자신의 상황
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
로 진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 학생들이 자신이 좋아하
는 일(흥미), 잘할 수 있
는 일(적성과 능력), 하
고자

하는

일(진로)을

찾아 성실하게 노력한다
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http://www.jinhak.or.kr/uat/uia/main.do)
오늘날의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자신의 소질과 적성, 능력 등을
탐색하여 ‘진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초등학교 학생 수준에서 활용하면 좋은 진로교육 사이트에는 ‘서
울진로진학정보센터’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학생들의 적성을 확
인해볼 수 있는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 각종 진로교육 자료, 직업
정보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여 활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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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주안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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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관련 진로에 대해 학생
의

느낌을

수직선상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해당 진로에 대한
학생의 관심 정도를 확
인해 볼 수 있다.
만약

학생이

중고물품

판매 사업가 관련 진로
에

흥미를

나타낸다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중
고물품의 가치, 수요자
의 요구 조사 등 기업가
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에 대해 보다 구체
적으로 탐색해 나가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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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 시장놀이!-학생용】 사진/그림 자료 출처
http://cafe.naver.co

http://blog.daum.net

m/goguryokkt/1245

/angelreporter/385

http://blog.naver.co

http://blog.naver.co

m/jangbugon/22006

m/nemo750/220806

6610975

561580

http://cafe.naver.co

http://corners.auctio

m/joyseocho/4274

n.co.kr/corner/Used
Market.aspx?categor
y=49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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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

http://www.pholar.c

m/reneepics/220982

o/post/1254446/965

741449

1195

http://blog.naver.co

http://blog.naver.co

m/dortus85/220769

m/lssilver/90168234

612447

080

http://www.yes24.c

http://terms.naver.c

om/ChYes/FlashVie

om/entry.nhn?docId

wer.aspx?gn=53209

=1225953&cid=4094

53&name=i-scream

2&categoryId=31896

http://news.naver.co

http://post.naver.co

m/main/read.nhn?m

m/viewer/postView.n

ode=LSD&mid=sec&

hn?volumeNo=7197

sid1=101&oid=008&

074&memberNo=84

aid=0000696376

30010

http://blog.naver.co

http://cafe.naver.co

m/guo344/1201630

m/turtletrade/91688

91008

한글 그리기 마당

위 어린이는 시장놀이에
서 위와 같이 멋진 모습을
보였기에 이 상장을 주어
칭찬합니다.

http://www.i-scream.co.kr
http://cafe.daum.net
/mu-mu/Se7z/1234?
q=%B8%F0%C7%FC
%20%B5%B7&r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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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바다, 시장놀이!-교사용】 사진/그림 자료 출처
http://dibrary1004.bl

http://news.naver.co

og.me/22029191027

m/main/read.nhn?m

6

ode=LSD&mid=sec&
sid1=102&oid=005&
aid=000069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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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

http://blog.naver.co

m/pati35/301030185

m/do_learn/22012

91

1763385

http://www.chonggak

http://blog.naver.co

ne.com/business/edu

m/eg151jk9/1201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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