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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성과물(보고서, 교재, 논문, 간행물 또는 행사)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임을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함
- “이 보고서는 2019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
※ 연구성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발생시 모든 책임 소재는 해당 연
구진에게 있음.
- 연구팀에서 연구 개발한 연구결과물에 포함된 타인의 저작물(글, 그림, 사진 등)은 모두 저작권
자에게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즐겁게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화분의 품격

유형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세부

식물의 다양성을 알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창의적인 화분 제작하기

대상학년

초등 5~6학년

요구환경

교실수업 환경(차시에 따라 컴퓨터실 이용)

재료구입비
난이도

없음(화분제작에 필요한 재료는 모둠에서 정함)
정보검색 및 간단한 조작·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면 충분함
실과 및 미술 교과목에서 발명품만들기 및 생활용품 디자인하기 수업에서 활용

활용 가능성

가능성이 매우 높음

4차 산업혁명 시대, 발명교육 연계 STEAM 콘텐츠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개발자 추천의 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식물이 있음을 알고, 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해 창의적인 화분을
제작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특허정보검색사이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이 활동
을 통해서 자신과 비슷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의 발명품
을 확인함으로서 더 창의적인 제품(화분)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예시 자료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구(상황주사위)를 활용하게 됩니다.

시범적용

친절한 수업자료

교사 평점

수업내용의 질적 우수성

평균(00명/10점 만점

수업 적용 용이성

기준)

교수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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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STEAM 교육은 우리나라에서는 “융합인재교육”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STEAM 교육의 정의는
“과학 기술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기술 기반의 융합적 사고력(STEAM Literacy)과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STEAM 교육을 융합인재교육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교과 융합은 수단일 뿐이고,
진정한 목적이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STEAM은 다섯 가지 교과의 영어표기 첫 글자를 딴 명칭입니다.
다섯 가지 교과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Art), 수학(Mathematics)입니다.
본 프로그램 차시별 지도안에는

,

,

,

,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2. STEAM 교육의 목적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떠올립니
다. 정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설계하여 제작합니다. 교과 또는 요소의 융합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
럽게 진행됩니다.
STEAM 교육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2) 학생중심의 활동과 체험을 통해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함
3) 자연스러운 융합을 통해 융합적 사고력 배양(융합형 인재 양성)
3. STEAM 교육의 학습준거
백윤수 외(2012)는 과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융합적 지식을 함양하고, 융합 과정에 대한 흥미와 이해
를 높임으로써 문제를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한국과
학창의재단에서는 이 수업 모형을 국내 STEAM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준거 틀로서 활용하여 보급하고 있습니
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차시별 지도안의 세부 활동에 해당 준거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상황제시

: 학생이 해결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 상황을 제시함으로

써 자기 문제로 인식하여 문제 해결 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합니다.
- 창의적 설계

: 학생 스스로 자신이 처한 상황 및 조건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
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 선정하며, 설계를 계
획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 감성적 체험

: 학생의 흥미와 동기가 향상되고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성공 경험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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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프로그램의 특징
□ 본 프로그램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에 따라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적 융합인재육성
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 및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프레임 워크에 따라 개발하였
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들이 자
신이 아는 지식(Knowledge)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Skills)과 행동하고 참여
하는 인성(Character)을 기르며, 다양
한 현실의 상황에 맞게 변형하고 적
용하는

메타학습(Meta-Learning)을

하도록 지향하였습니다.

□ 특히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인성, 다양한 현실 상황
에 반영해 적응하는 메타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 KIPRIS 특허정보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경험을 하도록 “특허정보활용 플러스 솔루션”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습니다.

특허정보
과학적 지식의
활용

+

디자인 씽킹
자신이 경험하는
일상의 문제발견력

=

플러스 솔루션
실천적 창의역량

- 학습자들은 교과서에 수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정보를 확인하며
1) 자신이 배운 지식이 지식재산의 창출과 연결됨을 확인하고
2) 디자인 씽킹 원리를 활용해 자신이 경험하는 실생활의 문제를 발견한 후
3) 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며
4) 특허정보의 기술‧공학적 문제를 확장‧해결해보는 플러스 솔루션의 실천적 창의역량을 강화하도
록 STEAM 프로그램을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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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활용 안내
-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교사용은 가능한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안내하였습니다. 각 주제별로 앞쪽에 ‘차시별 활동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제시하였
습니다. 또, 각 차시의 시작 부분에 ‘수업의 흐름’을 사진 또는 시각 자료로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수업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수업지도안 및 수업활동 내용에

을 제시하여 적용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 학생용은 최대한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현장의 특성 및 요구에 따라 평가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시 유의사항
- 짧은 차시 내에서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시간적 제약을 감안해 직접적으로 활동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으나, 이 프로그램을 지도하면서 학생들이 단순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활동으로 끝나
는 것이 아니라, ‘지식 재산권의 소중함’과 ‘권리 침해’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
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 아이디어 창출과정에서 학생들이 친구들과 협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창의
적인 산출물을 제작해보는 경험이 이루어지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수준에서 발휘하는
창의성은 전문가들의 창의성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고유한
상상과 도전을 통해 독창적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성공적 경험의 축적에 초점
을 맞추어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본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도출된 학생 활동 자료 결과물은 다양한 교내, 교외의 대회나 전시 등으
로 연계해 활용해도 좋습니다(예: 발명대회 참가, 특허 출원 지도 등). 단순히 교실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명대회에 직접 출품하거나 특허 출원으로 이어진다면 훨씬 더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창의성 계발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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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체 교육 프로그램 로드맵
1) 초등학교 1-2학년
(1) 프로그램명 : 마스크를 부탁해
(2) 교육 목표 :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으며, 발명적 사고를 통해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설계 및 제작 할 수 있다.
(3) 컨텐츠 키워드 : 미세먼지, 마스크, 마스크 보관함, 발명
(4) 기대 효과 : 즐겁게 협력하며 배려와 소통하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명특허 받는 발명품들을 탐색한다. 발명적 사고(PMI 기법)을 통한 창의적
설계로 기술‧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 초등학교 3-4학년
(1) 프로그램명 : 자석에 아이디어를 더하면
(2) 교육 목표 : 특허, 실용신안 등을 검색하여 발명 아이디어를 찾아, 모둠이 함께 나와 타인의 불편함을 해
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TED Talk 발표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
(3) 컨텐츠 키워드 : 특허, 실용신안, 발명, Kipris, 자석, TED Talk
(4) 기대 효과 : Kipris 검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발명, 특허, 실용신안에 대해 알고, 발명이 생활의 작은 불
편함을 개선하는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나와 타인의 불편함을 개선해주고자 하는 의
도를 통해 나와 타인에 대한 ‘도움’을 주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자 하였다.
3) 초등학교 5-6학년
(1) 프로그램명 : 화분의 품격
(2) 교육 목표 : 다양한 식물에 대해 조사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창의적인 화분을 제작·홍보할 수 있다.
(3) 컨텐츠 키워드 : 식물, 화분, 특허정보검색서비스
(4) 기대 효과 : 다양한 식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
다.
4) 중학교 차시대체형
(1) 프로그램명 : 특허, 과학을 GET하다
(2) 교육 목표 : 특허 검색을 통해서 찾은 아이디어를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개선할 수 있다.
(3) 컨텐츠 키워드 : 중학교 과학교과서, 특허, 특허검색, 키프리스, 크라우드 펀딩, 저작권,
(4) 기대 효과 : 특허 검색을 통하여 생활 속의 문제를 찾아서 과학적 방법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모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개선된 지적 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본다.
5) 중학교 자유학기제
(1) 프로그램명 : 특허정보 활용 생활용품의 무한변신
(2) 교육 목표 : 과학원리가 적용된 생활용품을 탐색하고 Plus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는 지식
의 실제 생활 속 문제해결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3) 컨텐츠 키워드 : 선풍기, 기화열, 상태변화, 냉방시스템, 적정기술
(4) 기대 효과 : 가용한 자원 내에서 적정한 기술과 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보는
활동과 경험을 배워,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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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의 품격
■ 주제 개요
- 본 프로그램은 식물의 다양성을 알고 모둠에서 정한 식물을 키우기 위한 화분을 제작하는 활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자, 인간과 함께 환경에 적응
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식물은 다양한 종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종에 따라서 생육
조건도 다르다. 학생들은 식물을 선물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식물을 선물할지 고민하고, 식물이 지
닌 의미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식물마다 자라는 환경이 다름을 알고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화
분을 제작하게 된다.
- 창의적인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동에 있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특허 정
보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자신과 비슷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
며, 발명품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자신의 아이디어에 접목시킴으로써 창의적 산출 역량 강화에 용
이하기 때문이다.
- 완성된 제품을 친구들 앞에서 홍보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명품의 장점과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가격, 특장점,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이 표현될 수 있도록 하며, 제한시간동안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여 게임적인 요소를 가미하였다.
■ 학습목표
•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 내가 정한 식물이 잘 자라는 성장 환경을 조사하고, 선택한 이유 말하기
• 특허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화분을 설계한다.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화분을 제작한다.
• 쇼호스트가 되어 모둠에서 만든 화분을 홍보한다.
■ STEAM 과목 요소
○ S: 식물의 다양성 확인하기, 식물의 종에 따른 성장조건 알아보기

○ T/E：화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기능) 알아보기, 특허정보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관련
내용 검색하기, 발명특허를 받는 아이디어 활용하기
○ A : 발명특허 받은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화분 설계 및 제작하기
○ M : 발명품의 특장점을 알아보기 쉽게 수치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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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본 프로그램에서는 특허정보검색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보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하였다. 상황 제시 단계에서 학생들은 꽃
가게에 방문하게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식물의 다양한 기능에
대해 알게 되며, 목적에 따라 준비해야 할 식물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다음 차시로 연결되는 다양한 화분에 대한 이야기도 접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
해 학생들은 수업 주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특히, 특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
록 한다.
<읽기자료> 꽃가게 이야기
나는 주말에 엄마와 함께 친척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최근 친척이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에 우리 가족을 초대한 것이다. 엄마는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던 중 예
쁜 화분을 선물하시기로 했다.
꽃가게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화분들이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어디에 가냐고 물으
셨고 엄마는 집들이로 친척집에 방문하니 괜찮은 식물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다. 엄
마는 나에게도 화분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셨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식물과 화분이 있었다. 그
중 내 눈에 들어온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화분이었는데 벽에 붙어있었다. 가까
이 다가가서 보니 화분 아래쪽에 ‘실용신안’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실용신안? 이건 학교 발명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
집에 와서 실용신안을 검색해보고 특허정보를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기발한 화분
들을 볼 수 있었다.

○ 창의적 설계

창의적 설계 단계에서는 1차시에 정했던 식물을 키울 화분에 대해 수업이 이루어진
다. 특히 ‘꽃가게 이야기’에 등장하는 특허 받은 화분을 통해 학생들이 특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의 경우 검색 방법은 어렵지 않으나, 특허에
관련된 용어가 6학년 수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특허 제목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또한 ‘디자인’ 특허의 경우 도안을 확인해 보면 특허의 내용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제시된 화분과 특허검색서비스에서 찾아본 화분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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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화분을 설계한다. 주사위를 활용하여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지,
어떤 소재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곳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을 정하고 화분을 설
계한다. 설계과정에서 모둠별 역할 분담 및 준비물을 잘 확인하고 1차시에서 정한 식
물의 성장 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 감성적 체험

감성적 체험 단계에서는 화분을 제작해보고 장점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공 경
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읽기자료를 통해서 주인공과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생각
해보고, 제품과 특허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한 홍보의 경우 모둠에
서 제작한 화분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게 안내 자료를 마련하며, 실제 쇼 호스트가
하는 것처럼 모둠별 화분을 판매해 보는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직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홍보활동이 끝나면 교실에 화분을 전시해보고 추후지도로 식물 제배가 가능한
화분의 경우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어보며 생명존중교육도 함께 진행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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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1

차시명
식물을
부탁해

활동 내용
◨ 선물로 알맞은 꽃은 무엇일까요?
◨ 다양한 식물을 조사해보고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 친구들에게 식물 소개하기
◨ 학생들이 평상시에 본 화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하기

2

마이팟
(My Pod)

◨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화분 찾아보기
◨ 다양한 아이디어 화분에 대해 알아보기
◨ 화분 설계하기
◨ 설계한 화분 발표하기
◨ 화분 제작하기
◨ 홍보 준비하기

3

화분판매왕

◨ 홍보하기
◨ 기억에 남는 화분 발표하기
◨ 화분 전시회

■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1

차시명

식물을
부탁해

학습목표
◨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 내가 정한 식물이 잘
자라는 성장 환경을 조
사하고, 선택한 이유 말
하기

주요내용
◨ 내가 알고 있는 식물 말해보기
◨ 꽃의 모양, 색, 향기, 효능(기능) 조사하기
◨ 내가 정한 식물에 대해 조사하기
◨ 분류정보, 잘 자라는 환경, 효능, 이유 등 정리하기
◨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 화분의 기능 생각하기

마이팟
2

(My Pod)

◨ 특허검색사이트를 이
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
어를 떠올린다.
◨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
의 화분을 설계한다.

◨ 내가 본 화분 중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화분 이야기하기
◨ 어떤 화분이 특허(실용, 디자인)를 받았는지 살펴보기
◨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생각하며 동영상 보기
◨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지, 어떤 소재를 이용할 것인
지, 어느 곳에 놓을 것인지 정하기
◨ 우리 모둠이 설계한 화분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모둠에서 준비한 재료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3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화분을 제작한
다.
화분판매왕
◨ 쇼호스트가 되어 모
둠에서 만든 화분을 홍
보한다.

◨ 모둠에서 제작한 화분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보드판
만들기
◨ 제한시간(3분) 내에 화분의 특징을 살려 홍보하기
◨ 친구들의 홍보 활동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화분 이
야기하기
◨ 제작한 화분을 교실에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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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준비물

Tip & Knowhow

STEAM

교과 역량

-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다면 어떤 식물
인지 그리고 왜 그 식물을 키우게 되었는지 이
야기해본다. 또한 집에서 식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 경우(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없을 경우) 왜
식물을 키우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이야기

1

자료,
스마트폰
또는 PC

-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식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창의적사고역량

식물이 살아가는 환경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

S,T/E

는 것을 안다.
- 선물하는 목적에 따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질

의사소통역량
자료정보활용역량

수 있다.
- 식물을 조사하면서 분류계통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다른 친구가 정한 식물과의 공통점을 확
인해볼 수 있다. 또한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과 효능은 다음 차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된 내용을 학급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허검색 시 실용과 디자인 위주로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게 안내한다. 또한 특허정보에 적
혀있는 용어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
우는 특허의 제목과 삽입된 도면을 보고 유추
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다양한 화
분이 소개된다. 창이나 벽에 붙이는 화분, 실내

2

동영상

에서 야채를 키울 수 있는 화분, 자동급수화분,

자료,

공중부양 화분, 공기청정기가 달려있는 화분,

스마트폰
또는 PC

물고기를 이용한 화분 등

창의적사고역량
STE

- 참고자료에 있는 상황 주사위를 이용하여 선물

의사소통역량
자료정보활용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할 대상과 사용할 소재를 정한다. 또한 앞서
활동했던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용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모둠에서 각자 상황 주
사위를 돌려서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모둠원
의견을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식물 및 상황을
정한다.
- 화분을 설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목적 그리고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다.
보드판,

3

다양한
제작
준비물

창의적사고역량

- 실제 기능의 구현보다는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한다.
- 화분의 가격, 특장점, 기존제품과의 차이점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STEA

지식정보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 실제 식물재배가 가능한 화분의 경우 해당 식
물을 심어보는 것도 추후 활동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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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프로그램 핵심역량 요소

차시

1~3

관련 핵심역량 요소

요소 내용

창의적사고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
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역량

의사소통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역량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
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 평가계획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6실04-02]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
에 따라 분류하고, 가꾸기 활동을 실행
한다.

실과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의 의미
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한다.

과학

[6과05-02] 생태계 환경 요인은 빛, 온
도, 물 등을 의미함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
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
인하게 한다.

평가기준
상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선물할 대상과 연결 지
을 수 있다.

중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할 수 있지만 선물할 대상과
연결짓는 것을 어려워한다.

하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

상

특허정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고, 자신
의 발명품에 적용할 수 있다.

중

특허정보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는데 익
숙하다.

하

특허정보검색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상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화분을 제작하고 발표할
수 있다.

중

재료를 활용하여 구상한 내용을 화분으로 표현하였다.

하

구상한 내용을 화분으로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상

생태계 환경 요인을 알고 식물의 다양성 및 식물마다 성장
환경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중

생태계 환경 요인을 조사하고 식물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

식물의 다양성을 알고 있으나 다양한 성장 환경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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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ㆍ학습 활동 및 평가 계획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평가 계획
평가 과제 1

∙ 식물 정하기 ∙

식물의 정보(분류, 잘 자라는 환경, 효능)을 찾아보고
선물 정하기
1
차시

선물로 알맞은 꽃 정하기
피드백

다양한 식물을 조사해보기

꽃말의 의미를 찾아보게 하거나 기능(효능)을
찾아보게 하여 식물에 관심을 가도록 한다.
식물의 분류계통을 확인해보고 다른 친구와
조사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평가 과제 2

∙ 화분 설계 ∙

화분과 관련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검색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
2
차시

허를 받은 화분 찾아보기

탐구하고, 우리 생활에 적절한 발명 아이디어로
구상하여 디자인하기

다양한 아이디어 화분에 대해 알아
피드백

보고 화분 설계하기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해보고 다양한 화분을 통해서 창의적인
화분을 설계해 본다.

평가 과제 3

∙ 화분 제작 및 홍보 ∙

화분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모둠별로 준비하고, 창의
모둠에서 준비한 재료로 프로토타입
3
차시

제작하기

적으로 제작하기. 제작 할 때 화분의 목적과 선물할
대상을 고려하기
쇼호스트가 되어 화분의 특장점을 살려 홍보하기

제작한 화분의 특징을 살려서 홍보
준비하기

피드백
모둠의 아이디어가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화분을
제작한다.(실제 기능의 구현보다는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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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과목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식물의 다양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성장 환경
이 식물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고 있음.

탐구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자신이 선물하고 싶은 식물을 정하는 데 있어, 식물의
분류를 통해 성장 환경 및 다양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조사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특허검색서비스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존의
아이디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융합할 수 있는 모습이
뛰어남. 쇼호스트가 되어 홍보하는 활동에서 실감나는
언어와 연기를 통해 화분의 특장점을 살려 표현함.

탐구활동 과정에서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자세히 관찰하여
기술한 경우

특허검색서비스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모둠별
회의를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확장함. 또한 화분을
제작하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과학

실과

학년
(주제)

차시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 생물과 환경

과학

▣[6과05-02] 생태계 환경 요인은 빛, 온도, 물 등을 의미함을 인식하
게 한다. 또한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으로 확인하게 한다.
◨ 기술 시스템

5~6

▣[6실04-02] 생활 속 식물을 활용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가꾸기 활

1-3

동을 실행한다.
실과

◨ 기술 활용
▣[6실05-03] 생활 속에 적용된 발명과 문제해결의 사례를 통해 발명
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6실05-04]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제품을 구상하고 제작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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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식물을 부탁해

14

식물을 부탁해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1 우리 집에 있는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식물에 관심 갖기

2 선물로 알맞은 꽃은?

다양한 식물을 조사하고,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3 식물 소개하기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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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식물을 부탁해

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 과학

단원

5. 생활 속의 동식물

교육 과정

1/3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군 / (5) 생물과 환경
• 2015개정교육과정 / 실과 / 초등학교 5~6학년군 / (4) 기술 시스템, (5) 기술 활용

학습

•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목표

• 내가 정한 식물이 잘 자라는 성장 환경을 조사하고, 선택한 이유 말하기
상황제시

융합
준거

‘꽃가게 이야기’를 통해 식물에 관심 가지기

창의적 설계

다양한 식물 중 선물하고 싶은 식물을 정하고 조사하기

감성적 체험

자신이 정한 식물 발표하기

교사

이야기 자료

학생

스마트폰(또는 PC)

준비물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자료 및 유의점

▣ 우리 집에 있는 식물은 무엇인가요?
- 어떻게 해서 그 식물을 키우게 되었나요?
- 키우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 왜 그곳에서 키우나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식물이 있다면 어떤 식물인지 그리고
왜 그 식물을 키우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본다. 또한 집에서 식
물을 키우고 있지 않는 경우(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없을 경우)
왜 식물을 키우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Ÿ 동영상

▣ 엄마와 함께 꽃가게에 방문하게 된 친구의 이야기 들어보기

(이야기자료)

<읽기자료> 꽃가게 이야기
도입

나는 주말에 엄마와 함께 친척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최근 친척이
이사를 했는데 집들이에 영서 가족을 초대한 것이다. 엄마는 선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던 중 예쁜 화분을 선물하시기로 했다.
꽃가게에는 다양한 식물들과 화분들이 있었다. 주인 아저씨가 어디
에 가냐고 물으셨고 엄마는 집들이로 친척집에 방문하니 괜찮은 식물
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다. 엄마는 나에게도 화분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셨다.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니 밖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식물과 화분
이 있었다. 그 중 내 눈에 들어온 화분이 하나 있었다. 작은 화분이었
는데 벽에 붙어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화분 아래쪽에 ‘실용신
안’이라는 작은 글씨가 보였다.
‘실용신안? 이건 학교 발명 수업 시간에 배웠던 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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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ttps://cafe.nave
r.com/humanst
eam/105

집에 와서 실용신안을 검색해보고 특허정보를 찾아보았다. 생각보
다 기발한 화분들을 볼 수 있었다.
- 꽃가게 주인이 엄마에게 방문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어본 이유는 무엇
인가요?
- 내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 특이한 효능이 있는 식물이 있나요?
특수한 기능을 가진 식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식물이 살아
가는 환경이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학습에 대한 안내
- 선물을 위한 식물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보고, 식물의 성장 환경 조
사해조기
▣ 선물로 알맞은 꽃은 무엇일까요?
- 내가 알고 있는 식물 말해보기
- 꽃의 모양, 색, 향기, 효능(기능)
선물하는 목적에 따라 식물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다.
- 관상용(분재): 다육식물, 화살나무, 소사나무 등
- 식충식물: 파리지옥, 토종끈끈이 주걱 등
- 공기정화: 레몬, 벤자민 고무나무, 로즈마리, 라벤더 등
- 신경안정: 라벤더
전개

20‘
▣ 다양한 식물을 조사해보고 선물하고 싶은 식물 정하기

Ÿ 활동지,

- 내가 정한 식물에 대해 조사하기

스마트폰

- 분류정보, 잘 자라는 환경, 효능, 이유 등 정리하기
식물을 조사하면서 분류계통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다른
친구가 정한 식물과의 공통점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식물
이 잘 자라는 환경과 효능은 다음 차시 수업과 연계할 수 있
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리된 내용
을 학급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 친구들에게 식물 소개하기
- 자신이 조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전달하기
정리

10‘

▣ 정리 및 다음 수업 안내
- 다양한 식물이 있으며, 각 식물마다 효능이 있다.
- 사용자의 목적에 맞는 식물을 선택해야 한다.
- 다음 수업(식물에 맞는 화분 제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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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정화의 원리
○ 공기정화의 원리
식물은 광합성, 증산작용, 토양 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실내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잎에 흡수된 오
염물질은 식물의 대사산물로 이용되어 일부는 제거되고 일부는 뿌리로 이동하여 토양미생물의 영양원으로 활
용된다.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잎의 기공을 통하여 식물에 흡수된 후 포름산, 이산화탄소로 차례로 전환되고,
광합성 과정을 거쳐 광합성의 대사 산물로 이용되면서 그 독성이 제거된다.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하여 엽맥의 수분이 감소하게 되면 부압(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이 발생하여 줄기와 뿌
리의 물을 끌어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뿌리에서도 부압이 발생한다. 이 부압에 의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이
토양에 흡착되고 미생물에 의해 제거된다. 따라서 실내 공기정화를 위해서는 식물의 뿌리 부분과 공기가 원활
하게 접촉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잎의 증산작용을 통하여 실내의 온·습도가 조절되며 산
소, 향 등의 방출물질에 의하여 실내 환경이 쾌적해진다. 이러한 공기정화는 광량이 많아 광합성속도가 빠를수
록 잘 이루어지며 오염물질을 많이 처리할수록 미생물이 많아져 효율이 좋아진다.

[출처] 공기정화식물 (두산백과), YTN 사이언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334&cid=40942&categoryId=32667
https://www.youtube.com/watch?v=YgJWi4eOc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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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가 선정한 공기정화식물
미항공우주국(NASA)은 우주선의 밀폐된 공간 안에서 효율적이고 생태적 생명유지시스템의 실현을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폐수처리, 식용 작물 등 다양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 중 하나로 밀폐된 실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하여 내부의 생명
체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험이 ‘나사의 공기 정화 연구: 실내공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실
내조경식물 (NASA Clean Air Study: Interior Landscape Plants for Indoor Air Pollution Abatement)’이다. 이
실험은 12종의 실내 식물에 대하여 포름알데히드, 벤젠, 트라이클로로에틸렌의 정화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실
생활과 유사한 환경을 갖는 길이 13.7m, 너비 5m의 밀폐된 공간(Biohome)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1989년에 발
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에서 식물이 유해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으며 새집증후
군을 제거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아레카 야자

아이비

인도고무나무

관음죽

행운목

산세베리아

[출처] 공기정화식물 (두산백과), YTN 사이언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334&cid=40942&categoryId=32667
https://www.youtube.com/watch?v=YgJWi4eOc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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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부탁해
1) 선물하고 싶은 식물을 정할 수 있다.
2) 식물이 잘 자라는 성장 환경을 조사하고, 선택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스마트폰(또는 PC)
내가 원하는 식물을 검색해 보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자.
❐ 식물의 전체적인 모습(또는 꽃의 모습)은...

❐ 내가 정한 식물은...

❐ 식물의 효능(이용 방법)

❐ 식물 분류에 대한 정보
쌍떡잎식물
속씨식물

외떡잎식물
겉씨식물
❐ 선택한 이유

❐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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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연꽃

▸ 산출물명 : 로즈마리

▸ 산출물명 : 금낭화

▸ 산출물명 : 해바라기

▸ 산출물명 : 라벤더

▸ 산출물명 : 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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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마이팟(My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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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팟(My Pod)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1

화분의 모습

활동 요약

기억에 남는 화분 이야기하기

2 특허 받은 화분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화분 찾아보기

3

화분 설계하기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지, 어떤 소재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곳에 놓을 것인지 정하기

4

설계한 화분
발표하기

친구들 앞에서 설계한 화분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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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마이팟(My Pod)

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 실과

단원

5. 발명과 로봇

교육 과정

2/3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군 / (5) 생물과 환경
• 2015개정교육과정 / 실과 / 초등학교 5~6학년군 / (4) 기술 시스템, (5) 기술 활용

학습

• 특허검색사이트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목표

•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새로운 디자인의 화분을 설계한다.
상황제시

융합
준거

준비물

‘꽃가게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분 떠올리기

창의적 설계

특허를 받은 화분 조사하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화분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설계한 화분 발표하기

교사

동영상 자료, 활동지

학생

지난 시간 활동지, 스마트폰(또는 PC)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자료 및 유의점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
- 선물하고 싶은 식물 말하기
- 어떤 곳에서 잘 자라는 지 설명하기
지난 시간 활동지를 통해 식물마다 특징이 있으며, 성장환경이 다

도입

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5‘
Ÿ 지난 시간

▣ 학습에 대한 안내

활동지

- 다양한 기능의 화분 검색하기
- 특허를 받은 화분 찾아보기(특허를 받은 이유 찾아보기)
- 상황 주사위를 통해서 화분 설계하기
▣ 여러분들이 본 화분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야기하기
- 화분의 기능 생각하기
- 내가 본 화분 중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화분 이야기하기
▣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화분 찾아보기

Ÿ 특허검색서비스

- 어떤 화분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를 받았는지 살펴보기
특허검색 시 실용신안과 디자인 위주로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게

전개

안내한다. 또한 특허정보에 적혀있는 용어들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
려운 경우는 특허의 제목과 삽입된 도면을 보고 유추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낸 화분을 소개하기
[출처]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DGMain_biblio&ne
xt=biblioDGViewSub01&masterKey=3020150032897,M001&rights=D
G&index=2&getType=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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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검색어: ‘화분’(디자인, 출원인: 사은실)
- 특허검색 후 느낀 점 발표하기
▣ 다양한 아이디어 화분에 대해 알아보기
Ÿ 스마트폰(또는

-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지 생각하며 동영상 보기

PC)

영상에서는 학생들의 흥미를 끌만한 다양한 화분이 소개된다. 창

Ÿ 동영상(9:45)

이나 벽에 붙이는 화분, 실내에서 야채를 키울 수 있는 화분, 자동급
수화분, 공중부양 화분, 공기청정기가 달려있는 화분, 물고기를 이용
한 화분 등
수업 시간 절약을 위해 플립러닝 자료로 제시해도 좋음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AuYXYN3zFM0

▣ 화분 설계하기
-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지, 어떤 소재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곳에 놓을 것인
지 정하기
- 모둠에서 최종적으로 식물 정하기
참고자료에 있는 상황 주사위를 이용하여 선물할 대상과 사용할
소재를 정한다. 또한 앞서 활동했던 특허검색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용
적 아이디어와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모둠에서 각자 상황 주사위를 돌려서 스토리를 만들어보고, 모
둠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최종적으로 식물 및 상황을 정한다.
화분을 설계할 때 식물의 성장 환경을 고려한다.

▣ 설계한 화분 발표하기
- 우리 모둠이 설계한 화분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정리

10‘
▣ 다음 수업 안내
- 화분 제작 활동 안내
- 설계된 화분에 필요한 재료 모둠별 준비

25

마이팟(My Pod)
창의적인 화분을 설계할 수 있다.

활동지, 상황주사위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지, 어떤 소재를 이용할 것인지, 어느 곳에 놓을
것인지 정해봅시다.
❐ WHO?(누구)

❐ WHAT?(소재)

❐ 화분 설계도

❐ 필요한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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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장소)

상황 주사위 1 - 대상
■ 누구에게 선물할 화분인가? (

는 풀칠하는 곳 )

내 친구

아픈 사람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

수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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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황 주사위 2 - 소재
■ 무엇(소재)을 이용할 것인가? (

는 풀칠하는 곳 )

사진

공기청정기

압착기

물고기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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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상황 주사위 3 - 장소
■ 어느 곳에 화분을 놓을 것인가? (

는 풀칠하는 곳 )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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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지식재산권의 유형
■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저작권(Copy Right), 신지식재산권
(New 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각종 창작물에 대한 권리와 그에 따른 제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또한 급
속도로 발전하는 컴퓨터 산업 등의 확장으로 인해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확대 분류되어 있다.

[출처] 발명교육포털사이트
http://www.ipdiscovery.net/_HTML/contents/ko/04/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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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특허·실용신안
■ 화분
검색어: ‘화분’(특허, 실용신안)
[2] 화분(출원인: 염정인)
본 고안은 화분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화분의 상부에 형성된 상부 프레임이 서로 밀착되도록 화분을 전/
후/좌/우로 다수 배열하면 상부 프레임의 모서리부분에 형성된 손잡이부가 서로 연결되면서 내부에 손 삽입구멍이 형
성되고, 작업자가 다수의 화분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이동시켜야될 경우 손 삽입구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화분의
양쪽 손잡이부를 간편하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화분의 손 삽입구멍의 크기를 최소화하여 화분에 공급되
는 물이나 영양제가 화분의 밖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화분에 관한 것이다.

■ 다용도 화분 조립체
검색어: ‘다용도 화분 조립체’(특허, 실용신안)
[2] 다용도 화분 조립체(출원인: 윤병섭)
본 발명은 광합성은 물론 수분 공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실내에서 완벽하게 식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며, 실
내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립식으로 펜스 등으로 구성하여 친환경적이면서 미관이 수려하
게 되도록 한 다용도 화분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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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디자인
■ 화분
검색어: ‘화분’(디자인)
[12] 화분(출원인: 사은실)
건물의 사각 기둥이나 벽 모서리에 밀착하여 걸거나 붙임으로써, 건물의 각진 모서리(90도)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연
출할 수 있다. 벽의 평명에 걸던 기존의 벽걸이 화분과 달리 90도로 각진 모서리에 끼우듯이 밀착하여 붙이거나 걸기
때문에, 화분이 벽면으로 스며든 듯한 신기한 착시효과와 견고한 안정감을 동시에 줄 수 있다. 기둥이나 벽모서리에
다양한 색상과 크기의 화분들을 수직으로 배치하여 응용하면, 독특한 화분 배열이 가능하고 건축 모서리에 작은 정원
을 꾸밀 수 있고 인테리어에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화분의 외관 변형은 무한 가능하지만, 기본 화분(원통형)에서
90도 부피의 공간을 빼낸다는 아이디어에 보호받고 싶은 디자인의 독창성이 있다.

■ 화분
검색어: ‘화분’(디자인)
[18] 화분(출원인: 염정인)
화분의 하부 프레임 내부에 식물이 심어지고, 하부 프레임의 상부에 상부 프레임이 일체로 형성되어 화분을 전/후/
좌/우로 다수 배열하여 상부 프레임을 서로 연결하면 상부 프레임의 모서리 부분에 형성된 손잡이부와 손잡이부가 서
로 연결되면서 내부에 손 삽입구멍이 형성되고, 작업자는 손 삽입구멍으로 손가락 또는 손은 삽입하여 화분을 간편하
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임. ‘화분’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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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상표
■ 화분
검색어: ‘화분’(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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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발명사고-SCAMPER
○ SCAMPER 기법

스캠퍼 기법은 특정 대상이나 특정 문제에 7가지의 대표적인 질문을 활용하여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새로
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으로 밥 에벌러(Bob Eberle)가 오스본(Osborn)의 동사 체크리스트를 재조직하여 만든
사고 기법이다.
S·C·A·M·P·E·R는

대치하기(Substitute),

결합하기(Combine),

동화시키기(Adapt),

수정·확대·축소하기

(Modify-Magnify-Minify), 용도 변경하기(Put to other uses), 제거하기(Eliminate), 재정리하기(Rearrange)의 첫
철자를 따서 기억하기 좋게 만든 약어로서 대상의 용도 개발, 품질 개선, 실용성 증진 등에 유용하다. 또한 주
어진 질문의 패턴에 따라 사고를 전개시키므로 문제의식을 습관화 할 수 있다.
주로 아이디어의 생성을 위한 발산적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

약어

사고유형

질문내용

S

대치하기(Substitute)

무엇을 대신 사용할 수 있을까?

C

결합하기(Combine)

비슷한 것 끼리 결합 또는 혼합하면 어떨까?

A

동화시키기(Adapt)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조절할 수 없을까?

수정·확대·축소하기

색, 모양, 형태 등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Modify-Magnify-Minify)

(고치거나 크게, 강하게, 작게, 가볍게)

M

P

용도 변경하기
(Put to other uses)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까?

E

제거하기(Eliminate)

무엇을 삭제, 제거할 수 없을까?

R

재정리하기(Rearrange)

어떻게 형식, 순서, 구성을 바꿀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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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방법
(A) 절차

대상 선정
▼
스캠퍼 질문 적용
▼
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

(1) 대상 선정 : 활용 용도를 찾거나 개선, 변형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정한다.
(2) 스캠퍼 질문 적용 : 스캠퍼의 7가지 질문을 적용하여 아이디어 생성한다.
(3) 아이디어 평가 및 선택 : 산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작업을 거쳐 문제 해결에 적합한 아이디어를 선
택한다.

(B) 활용상의 유의점

(1) 스캠퍼의 질문은 약어의 철자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으며 아이디어의 흐름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 선
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스캠퍼의 훈련 단계에서는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게 하는 방법도 좋다.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classroom.re.kr/cnts/detail/sub.do?cntsSeq=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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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 누구-수험생, 소재-사진, 장소-서재

▸ 설명 : 누구-내 친구, 소재-공기청정기, 장소-서재

▸ 설명 : 누구-내 친구, 소재-압착기, 장소-침실

▸ 설명 : 누구-수험생, 소재-자석, 장소-현관

▸ 설명 : 누구-아픈 사람, 소재-자석, 장소-침실

▸ 설명 : 누구-수험생, 소재-사진, 장소-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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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화분 판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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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 판매왕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1

화분 제작하기

활동 요약

지난 시간에 설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화분 제작하기

2

홍보 준비하기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이 잘 드러나게 홍보 준비하기

3

홍보하기

쇼호스트가 되어 제한 시간 내에 화분의 특징을 살려서 홍보하기

4

화분 전시회

제작한 화분을 교실에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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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화분판매왕

차시

과목

초등학교 5-6학년 | 실과(또는 창체)

단원

5. 발명과 로봇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과학 / 초등학교 5~6학년군 / (5) 생물과 환경
• 2015개정교육과정 / 실과 / 초등학교 5~6학년군 / (4) 기술 시스템, (5) 기술 활용

학습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화분을 제작한다.

목표

• 쇼호스트가 되어 모둠에서 만든 화분을 홍보한다.

융합
준거

3/3

상황제시

화분 설계의 목적, 대상을 떠올리며 최종 점검하기

창의적 설계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설계한 화분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쇼호스트가 되어 제작한 화분 홍보 및 전시하기

교사

보드판(8절지 또는 4절지)

학생

지난시간 활동지, 화분 제작을 위한 개인 준비물

준비물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Ÿ 지난 시간

▣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

도입

자료 및 유의점

- 화분 설계 마무리하기

5‘

활동지

화분을 설계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목적 그리고 대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한다.

▣ 화분 제작하기

Ÿ 모둠별 재료

- 모둠에서 준비한 재료로 프로토타입 제작하기
실제 기능의 구현보다는 기능이 구현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중
점을 두고 제작한다.
Ÿ 보드판
▣ 홍보 준비하기
- 모둠에서 제작한 화분의 특징이 잘 드러나게 보드판 만들기

전개

- 다른 화분을 검색해보고 우리 모둠 화분의 가격 정하기
- 쇼호스트 역할 정하기
- 쇼호스트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준비하기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제 곧 주문 마감입니다. 화분을 구입할 시 OO도
드립니다. 구입하신 분에 한해 경품을 드립니다. 등)
화분의 가격, 특장점, 기존제품과의 차이점이 잘 표현될 수 있도
록 한다.
[출처] hnsmall
https://www.youtube.com/watch?v=LuF_H4-Av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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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홍보하기
- 제한시간(3분) 내에 화분의 특징을 살려 홍보하기
홍보 제한 시간은 3분이며, 시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홍보에 긴
박감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담임선생님의 재량에 따라 시간 조절
이 가능하다.

▣ 기억에 남는 화분 발표하기
- 친구들의 홍보 활동을 보고 가장 기억에 남는 화분 이야기하기
- 그렇게 생각한 이유도 함께 말하기

정리

10‘
▣ 화분 전시회
- 제작한 화분을 교실에 전시하기
실제 식물재배가 가능한 화분의 경우 해당 식물을 심어보는 것도
추후 활동으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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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호스트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상품을 판매해요.”
Q. 어떤 일을 하나요?
A. 다양한 홈쇼핑 채널에서 각종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
비자들이 상품을 사도록 유도하는 일을 합니다.
담당 PD와 작가가 상품 설명과 가격 등을 토대로 기본적인 대본을
작성하면 쇼호스트는 대본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
해 상품의 기능과 특성, 장단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품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뿐만 아니라 시장동향과 개인의 소비
심리에 대해 연구하며 쇼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구상
합니다.
최근에는 쇼호스트의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어 패션, 보석, 요리, 미
용 등 각각의 분야로 나뉘기도 합니다.

Q.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A. 쇼호스트가 되려면 홈쇼핑회사들의 입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전공은 제한은 없고 대부분이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 졸업자입니다.
성우, 아나운서와 같은 방송 경험자, 대학에서 방송동아리 활동 등의 경험을 살려서 진출하기도 하고 사설 교육
기관이나 언론사의 방송아카데미 등에서 훈련 받기도 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https://pixabay.com/ko/photos/성인-가방-주문-구매자-18945

[출처]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cnet/front/base/juniorJob/juniorView.do?JUNIOR_SEQ=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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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판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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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무지개 장미화분

▸ 산출물명 : 샤워기 워터 화분

▸ 설명 : 화분말고 연필꽂이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설명 : 꽃과 정인이를 보면서 샤워할 수 있다.
(선물할 대상: 선생님, 소재: 자석, 설치할 곳: 화장실)

(선물할 대상: 내 친구, 소재: 아이클레이, 설치할 곳:
침실)

▸ 산출물명 : 무명화분

▸ 산출물명 : 뗏목화분

▸ 설명 : 집중력을 높여주는 로즈마리가 있고, 사진

▸ 설명 : 물 위에 놓으면 홈캉스 분위기를 느낄 수

을 끼워 틈틈이 단어를 외울 수 있다.

있다.

(선물할 대상: 수험생, 소재: 사진, 설치할 곳: 서재)

(선물할 대상: 선생님, 소재: 빨대, 설치할 곳: 화장실)

▸ 산출물명 : 선생님의 영단어를 책임질 화분

▸ 산출물명 : 벽돌화분

▸ 설명 : 똥을 싸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향기로운

▸ 설명 : 실용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인테리어 효과

꽃냄새를 맡으며 영단어를 외울 수 있다.

가 뛰어나다.

(선물할 대상: 선생님, 소재: 사진, 설치할 곳: 화장실) (선물할 대상: 친구, 소재: 사진, 설치할 곳: 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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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생태-환경-정원-원예-녹색-2985781]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꽃가게-꽃-지중해-천안-953100]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꽃의-꽃-개요-아트-2069810]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다육식물-다육이-선인장-정원-1464417]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라벤더-꽃-라일락-블루-1595584]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공장-리프-자연-3300357]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끈끈이-주걱-늪-공장-581880]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냄비-식물-선인장-즙이-많은-716579]
- 공기정화식물 [자료 출처] 공기정화식물(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8334&cid=40942&categoryId=32667
- [사진, 동영상 출처] YTN 사이언스
https://www.youtube.com/watch?v=YgJWi4eOcn4

<2차시>
- 화분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illustrations/식물-자연-냄비-화분-3984065]
- 화분 [사진 출처] 키프리스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next=biblioViewSub01&applno=2020130007597&getType
=BASE
- 다용도 화분 조립체 [사진 출처] 키프리스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next=biblioViewSub01&applno=1020140077085&getType=B
ASE
- 화분 [사진 출처]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DGMain_biblio&next=biblioDGViewSub01&masterKey=3020150032897,
M001&rights=DG&index=2&getType=BASE
- 화분 [사진 출처]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grrt1000a.do?method=biblioDGMain_biblio&next=biblioDGViewSub01&masterKey=3020140031352,
M01&rights=DG&index=2&getType=BASE
- 상표 [사진 출처] 키프리스 http://kdtj.kipris.or.kr/kdtj/searchLogina.do?method=loginTM#page1
- [동영상 출처]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AuYXYN3zFM0
- 식물 사진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수채화-선인장-선인장-식물-4321813]
- SCAMPER [내용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www.classroom.re.kr/cnts/detail/sub.do?cntsSeq=959

<3차시>
- 홈쇼핑 영상 [동영상 출처] hnsmall https://www.youtube.com/watch?v=LuF_H4-Avr8
- 쇼호스트 [사진 출처] 픽사베이[https://pixabay.com/ko/photos/성인-가방-주문-구매자-18945]
- 쇼호스트 [자료 출처] 커리어넷 https://www.career.go.kr/cnet/front/base/juniorJob/juniorView.do?JUNIOR_SEQ=1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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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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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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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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