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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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부탁해

유형

학문분야 주제별 융합형 프로그램

세부

특허정보를 활용한 발명적 사고 신장 수업

대상학년

초등 1~2학년

요구환경

교실수업 환경

재료구입비
난이도

말판놀이 준비(컬러 프린터 사용)
중‧하/말판놀이, 보드게임을 이해하는 역량이면 충분함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명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생활주변에서 소재를 찾아 특허출현

활용 가능성

발명품을 탐색해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만의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는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통합 교과에서 활용이 가능한 창의융합 발명 사고력을 키우는 STEAM 콘텐츠이다.

산출물 이미지(Full View)

개발자 추천의 말

산출물 이미지(Detail View)

디자인 씽킹 원리에 기반해 즐겁게 협력하며 배려와 소통하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문제를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명특허 받는 발명품들을 탐색합
니다. 발명적 사고(PMI 기법)을 통한 창의적 설계로 기술‧공학적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구안하
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실제 문제해결에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창의적 발명사고의 중요성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현재 일어나는 사회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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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립니다.
정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산출물을 설계하여 제작합니다. 교과 또는 요소의 융합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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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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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육성을
위해 2015개정교육과정 및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프레임 워크에 따라 개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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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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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스크를 부탁해
■ 주제 개요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학생들의 생활과 교육활동까지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
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저학년의 학생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창의적인 사고기능 중 하나인 발명적 사고를 통하여서,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일회용품 사용도 자제할 수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보관함을 해보는 것
이 이 수업의 주된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자연과 우리 몸을 위한 초등 1-2학년 수준의 실천 가능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방향은 학습자들이 1) 자신이 아는 지식(Knowledge)을 2) 사용할 수 있는 방법
(Skills)과 3) 행동하고 참여하는 인성(Character), 4) 다양한 현실의 상황에 반영하고 적응하는 메타학습
(Meta-Learning)의 네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자 지향하였습니다.
- 디자인 씽킹 원리에 적용해서 즐겁게 협력하고 배려와 소통하며 내가 자주 사용하는 마스크에 대한 문
제를 공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발명특허 받는 발명품들을 탐색한다. 발명적 사고
(PMI 기법)을 통한 창의적 설계를 이용해 기술‧공학적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구안하였습니다.
-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신이 아는 지식, 필요한 관련 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며 실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발명 특허의 사고과정을 통해 일상 속에서 창의적 사고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작적
체험을 을 깨닫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습목표
•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발명적 사고를 통해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설계할 수 있다.
• 창의적인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할 수 있다.
•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관함을 발표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 발표하기, 미세먼지 마스크를 위생적인 사용방법 찾아보기. 발명기법 활동하기,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 관찰하기
○ T/E：우리 주변의 다양한 마스크의 기능 및 차이점 알아보기, 마스크 올바른 착용방법 알아보기, 미세
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이야기하기, 개선된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 A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 M：미세먼지 수치 알아보기, 마스크 보관함 크기 재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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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쁘구나!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야 한단다.” 매일 아침
학교 갈 때마다 늘 엄마께서는 가방을 매고 신발을 신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엄
마께서는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알림 앱을 열어서 오늘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세요. “집에
올 때도 잊지 말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쓰고 나와야해. 알았니?” “ 예, 엄마, 꼭 마스
크 쓰고 집에 올게요.”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던 것과 달리,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는 미세먼지 마스
크를 집에 올 때 쓰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쓰고 가는 미세먼지 마스크
는 일회용이기에 내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마스크와 친구 마스크와
같은 모양이라서 어떤 마스크가 내 마스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실에 도착해
서 마스크를 벗어둔 것은 맞는데, 어쩌다가 교실 바닥에 마스크가 떨어진 경우는 집에
갈 때 다시 그 마스트를 쓰는 것이 망설여져요. 그래서 살짝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해
요. 그런 날은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집에 가게 되어요.
제 생각에는 날마다 마스크가 버려지는 것도 아깝고, 무엇보다 집에 갈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나오는 것에 엄마께서 걱정하신다는 것도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학교 올
때 쓰고 온 내 마스크를 집에 갈 때에도 깨끗하게 보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요.

○ 창의적 설계

-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 알고 실천하기
- 발명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 알아보기
- 다양한 발명품을 알아보고,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기
-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창의적인 미세먼지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 감성적 체험

- 미세먼지 수치의 의미를 알아보고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제작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관함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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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활동 안내
차시

차시명

활동 내용
◨ 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것 발표하기

마스크를
1

부탁해

◨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마스크 종류를 알아보고, 미세먼지 마스크의 일반 마스크가 차이점을 알아보기
◨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아보기
◨ 미세먼지 수치의 의미를 알아보고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 우리 생활 속에서 신기한 발명 물건 알아보기

2

미세먼지

◨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공감하고 문제해결방법 찾아보기

마스크의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 관찰하기

비밀

우리 반
3

마스크
솔루션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더 신기한 방법으로
마스크 보관방법 설계하기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물 알아보기
◨ 창의적으로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하기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내일부터 등하교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반 캠페인 기획하기.

■ 차시별 활동 흐름
차시

차시명

마스크를
1

부탁해

미세먼지
2

마스크의
비밀

우리 반
3

마스크
솔루션

학습목표

주요내용

◨ 미세먼지가 우리 생
활에 주는 영향을 설명
하고, 미세먼지 마스크
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기

◨ 마스크 보관함 발명
품을 관찰하고, PMI기법
을 통해 위생적인 나만
의 마스크 보관함을 설
계할 수 있다.

◨ 발명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 알아보기

◨ 위생적인 나만의 마
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제작하고, 발명품을 발
표할 수 있다.

◨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크 보

◨ 다양한 마스크의 종류 알아보기
◨ 미세먼지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방법을 실천하기
◨ 『미세먼지 대비 끝!!』말판놀이하기

◨ 우리 주변의 발명품을 알아보고,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 탐색하기
◨ PMI기법을 통해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관함 제작하기
◨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해 제작한 나만의 미세먼지 마스
크 보관함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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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준비물

시

Tip & Knowhow

STEAM

교과 역량

관련자료

-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체험한
주사위,
놀이판,
말판,

1

실습용
미세먼지
마스크

부분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 발명의 개념을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다. 2차
시에서 발명검색 사이트를 통해 미세먼지 마스
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S,T,M

창의적 사고역량
자료정보 활용역량

-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개인의 위생 뿐 아니라 다
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을 인식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아

다양한
마스크
보관함

2

발명품
자료,
색연필

이디어가 반영된 발명품을 찾아본다.

창의적 사고역량

-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솔직하

의사소통역량

게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감의 과
정을 거쳐서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S,A,T

한다.

공동체
자료정보 활용역량

- 아침에 사용한 마스크를 하교할 때 당일 사용

대인관계역량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자원절약과 위생적인 보관
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색연필,
네임펜,
마스크봉지,

3

마스크,
다양한
제작
준비물

- 새로운 형태의 보관방법을 생각하고 제작하는
활동이 1~2학년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가장

창의적 사고역량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적용한 발명품을
제작함으로 발명기법을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S,A,T,E

- 너무 어려운 제작방법을 선택해서 제작을 할

지식정보처리역량
의사소통역량
대인관계역량

수 없는 경우는 교사의 추가 설명을 통해 쉽고
가까운 발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로그램 핵심역량 요소

차시

1~3

관련 핵심역량 요소

요소 내용

창의적 사고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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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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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계획

○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2슬02-01〕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슬기
로운
생활
〔2슬02-02〕
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2바02-01〕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
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
른다..

바른
생활
〔2바04-02〕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
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있도록 계획
을 세워 실천한다.

〔2안01-07〕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
에서의 위험 요인을 알고 사고를 예
방한다.

평가기준
상

봄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의 관련성을 3가지 이상
발표할 수 있다.

중

봄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모습의 관련성을 1∼2가지 발표
할 수 있다.

하

봄 날씨나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말할 수 있다.

상

봄철에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도구를 조사하고, 쓰임에
맞게 구분할 수 있다.

중

봄철에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도구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하

봄철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생활 도구를 말할 수 있다.

상

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이를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

중

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이를 지키려
노력할 수 있다.

하

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나열 할 수 있다.

상

여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스스로 실천할 수 있다.

중

여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이를 지키려
노력할 수 있다.

하

여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나열 할 수 있다.

상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고 위험을 예방하여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

중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알고 기초적인 대응방법을 안다.

하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안다.

상

나와 여러 사람의 안전 생활을 위해 공중 위생을 지켜야
함을 알고, 공중위생 실천 방법을 익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중

나와 여라 사람의 안전 생활을 위해 공중 위생을 지켜야
함을 이해하고, 기초적 공중위생 방법을 실천하고자 노력
한다.

하

나와 여러 사람의 안전 생활을 위해 공중 위생을 지켜야
함을 안다.

안전

〔2안01-09〕공중 위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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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ㆍ학습 활동 및 평가 계획
학습
단계

교수･학습 활동

평가 계획
평가 과제 1

∙ 미세먼지 마스크 ∙

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것 발표하기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기 (관찰)

1
‘미세먼지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가 차이점
차시
을 알고,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아보기

피드백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법을 실천하는 습관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실천을 위한 피드백
착용방법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효과
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

평가 과제 2

∙ 마스크 보관함 설계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 관찰하고, PMI기법을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을
2
차시

통해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산출물, 관찰평가)

설명하기
PMI기법을 통해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피드백

보관함 설계하기

생각을 더하기, 생각 빼기, 더 재미(흥미,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떠올려보며, 본인
이 제작할 수 있는 마스크 보관방법을 찾아가도록
피드백을 강화함

평가 과제 3

∙ 마스크 보관함 제작 ∙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제작하기
3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차시
발표하기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제작하고 친
구들 앞에서 발표하기(구술ㆍ발표, 자기평가)

피드백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서 마스크 보관
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피드백 함. 너무 어려운 제

활동 후기 나누기

작방법을 선택해서 제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사
의 추가 설명을 통해 쉽고 가까운 발명의 경험을 제
시하도록 피드백을 제시함.

11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자료
과목

통합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자료

기재 상황 예시

봄철 날씨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이를 스스로 실천할

소통 및

수 있고, 봄에 사용하는 다양한 생활 도구를 조사하여 쓰임에

문화적

맞게 무리 지을 수 있다. 또한 봄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

소양함양을

을 설명할 수 있고, 변화하는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변화를 인지하고, 대처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술하는 경우

봄철 날씨의 변화에 따른 건강 수칙을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며

공동체 역량과

봄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의 관련성을 발표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

또한 변화하는 날씨 변화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조사하

함양을

고, 실천방안을 다양한 창의적산출물로 설계하고 친구들 앞에

중심으로

서 발표할 수 있다.

기술하는 경우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생활을 위해 지켜야 할 일을 알고 있으
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의사소통 역량

생활을 위해 필요한 생활 도구의 종류를 알고 있으며, 쓰임을

함양을

파악하여 무리 지을 수 있다. 건강 수칙을 익히는 여러 가지

중심으로

놀이의 방법을 익혀 친구들을 배려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

기술하는 경우

에 참여한다.
겨울철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겨울에

자연과 사람의

사용하는 생활 도구의 쓰임을 설명할 수 있으며, 쓰임을 기준

다양한 모습과

으로 무리 지을 수 있고 쓰임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관계를

있다. 건강 수칙을 익히는 여러 가지 놀이의 방법을 익혀 친구

중심으로

들을 배려하고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에 참여한다.

창의적

기술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프 등 야외 활동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종

실천적

류를 알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안전 수칙을 실천한다. 감염병

생활과정을

예방을 위해 기침 예절, 손 씻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등의

중심으로

예방 수칙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기술하는 경우

체험활동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나 캠프 등 야외 활동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경

생활

우를 알고 있으며, 응급상활 발생 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변
에 알려야 함을 알고 절차에 따라 상황을 알릴 수 있다. 나와
여러 사람의 안전 생활을 위해 공중위생 실천 방법을 익혀 실
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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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성장과정
중심으로
기술하는 경우

학년
(주제)

차시

슬기로운
생활

1

◨ 건강 수칙과 위생
▣〔2슬02-01〕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2〕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바른생활

수학

◨ 네자리 이하의 수
▣ [2수01-01] 0과100까지의 수 개념을 이해하고, 수를 세고 읽고 쓸
수 있다.
▣[2수01-03] 네 자리이하의 수의 범위에서 수의 계열을 이해하고,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생활
2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3

(◨내용 요소 및 ▣성취기준)

◨ 건강 수칙과 위생, 질서
▣〔2바02-01〕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바04-02〕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슬기로운

1~2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관련교과

◨ 건강 수칙과 위생
▣〔2슬02-01〕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2〕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 건강 수칙과 위생, 질서
▣〔2바02-01〕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바04-02〕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 건강 수칙과 위생
▣〔2슬02-01〕봄 날씨의 특징과 주변의 생활 모습을 관련짓는다.
▣〔2슬02-02〕봄철에 사용하는 생활 도구를 종류와 쓰임에 따라 구분한다.

바른생활

◨ 건강 수칙과 위생, 질서
▣〔2바02-01〕봄철 날씨 변화를 알고 건강 수칙을 스스로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2바04-02〕여름 생활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실천한다.

안전한생활

◨ 야외 활동 안전, 공중위생
▣〔2안01-07〕현장체험학습이나 캠핑 등 야외 활동에서의 위험 요인을
알고 사고를 예방한다.
▣〔2안01-09〕공중 위생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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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마스크를 부탁해

14

마스크를 부탁해
■ 수업의 흐름
순

1

활동명

활동 요약

미세먼지에 대해 알
고 있는 것 발표하기
우리 주변의 하늘 /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

미세먼지 알아보기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마스크
공사장에서

2

다양한 마스크의
종류 알아보기

먼지를 막아주는
방진마스크

유아들이

피부 미용을

얼굴 미용을

사용하는 면으로

위한 LED

위한 팩으로

만들어진

불빛이 나오는

되어 있는 영양

유아동 마스크

미용 마스크

마스크

다양한 마스크의 종류를 알아보기

미세먼지

마스크의

3 올바른 착용방법 알
아보기

마스크 밀착 착용방법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 알아보기

4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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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마스크를 부탁해

차시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통합(봄-슬기로운 생활)

단원

2. 도란도란 봄 동산

1/3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바른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 2015개정교육과정 / 수학 / 초등학교 1~2학년군

학습

•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미세먼지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
준거

미세먼지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미세먼지 마스크 탐색하고 조사하기

감성적 체험

미세먼지 마스크의 정확한 착용방법 알고 실천하기

교사

주사위, 놀이판, 말판, 실습용 미세먼지 마스크

학생

실습용 미세먼지 마스크

준비물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자료 및 유의점
Ÿ 미세먼지로

▣ 미세먼지에 대해 들어보거나 알고 있는 것 발표하기
- 미세먼지를 들어보았나요?

인해 변화된

- 미세먼지로 인해 달라진 부분을 이야기해 볼까요?

생활모습 사진

- 집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Ÿ PPT

-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요?
- 미세먼지로 인해 불편해진 점은 무엇일까요?
- 미세먼지로 인해 더 변화될 부분이 있을까요?

도입

10‘
https://www.youtube.com/watch?v=Wori_sLC10k
우리는 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호흡에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학생들이 느낀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고, 어느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체험한 부분을 서로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한다.
잊지 말자! 미세먼지 마스크
“오늘도 미세먼지 수치가 나쁘구나!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가야 한
단다.” 아침 학교 갈 때마다 늘 엄마께서는 가방을 매고 신발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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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나에게 말씀하세요. 엄마께서는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알림 앱
을 열어서 오늘 우리 동네의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시고, 저에게 미
세먼지 마스크를 꺼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세요. “집에 올 때
도 잊지 말고 미세먼지 마스크를 꼭 쓰고 나와야해. 알았니?” “ 예,
엄마, 꼭 마스크 쓰고 집에 올게요.”
하지만, 저는 씩씩하게 대답했던 것과 달리,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저
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집에 올 때 쓰고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요. 제가 쓰고 가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용이기에 내 이름을 적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내 마스크와 친구 마스크와 같은 모양이라서
어떤 마스크가 내 마스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교실에 도착해
서 마스크를 벗어둔 것은 맞는데, 어쩌다가 교실 바닥에 마스크가 떨
어진 경우는 집에 갈 때 다시 그 마스트를 쓰는 것이 망설여져요. 그
래서 살짝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해요. 그런 날은 마스크를 쓰지 못하
고 집에 가게 되어요.
제 생각에는 날마다 마스크가 버려지는 것도 아깝고, 무엇보다 집에
갈 때 마스크를 쓰지 못하고 나오는 것에 엄마께서 걱정하신다는 것
도 죄송해요. 어떻게 하면 학교 올 때 쓰고 온 내 마스크를 집에 갈
때에도 깨끗하게 보관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
요? 정말 궁금해요.
Ÿ 다양한 마스크 사진

▣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마스크 종류를 알아본다.

Ÿ 정확한 미세먼지

- 우리 주변의 다양한 마스크를 알아볼까요?

마스크 착용 영상 및

- 다양한 마스크가 쓰이는 곳을 알아볼까요?

이미지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다양한 마스크
공사장에서
먼지를 막아주는
방진마스크

Ÿ PPT

유아들이

피부 미용을

얼굴 미용을

사용하는 면으로

위한 LED

위한 팩으로

만들어진

불빛이 나오는

되어 있는 영양

유아동 마스크

미용 마스크

마스크

발명이라는 것에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간다. 2차시에서 발명검색 사이트

Ÿ 발명사이트를 이

를 통해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전개

용한 다양한 마스크
25‘

사진

▣ 미세먼지 마스크와 일반 마스크가 차이점을 알아보기
- 우리는 언제 마스크를 쓸까요?
- 마스크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Ÿ 실습용 미세먼지

- 마스크를 쓰면 어떤 점이 불편할까요?

마스크

- 다양한 종류의 마스크를 알아볼까요?
- 일반 마스크와 미세먼지 마스크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어떤 상황에서 마스크의 필요성이 강조되는지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한다. 마스크를 쓸 때 어떤 불편한 점과 좋은 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개인의 위생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한다.

▣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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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알아보기
- 내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과 비교해볼까요?
- 올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방법을 실천해보기

Ÿ PPT
마스크 밀착 착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x_CnNsYzgXI

마스크 밀착 착용방법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실천하는 습관을 지키도록
강조한다. 착용방법에 따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하는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

Ÿ 활동지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하기

- 미세먼지 수치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기
-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면서 캐릭터의 의미와 대응방안을 익히기

▣ 우리 가족에게 미세먼지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기

정리

- 친구들과 서로 올바르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점검해 주기
- 친구들에게 올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방법을 설명해주기
- 우리 가족에서 올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방법을 설명해주고, 확인
받아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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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세먼지 대비 끝!!』
미세먼지 표시를 익힐 수 있어요

활동지, 주사위, 말판
우리 동네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기억해요.
1. 매일 매일 집을 나서기 전, 수시로 미세먼지를 체크하고, 대비하면 보다 건강한 하루를 맞이
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을 친구들과 함께 해요.

게임방법
1. 2~4명이 함께 합니다.
2. 각자의 말을 준비합니다.
3.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숫자만큼 말을 이동합니다.
4. 말이 마스크가 필요한 캐릭터(나쁨, 매우 나쁨)에 멈추면, 내 순서에서 한 번 쉽니다.
5. 말을 이동해서 파란하늘에 먼저 도착하는 편이 이깁니다.

마스크
착용여부

게임방법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아요.

마스크를 써요

마스크를 써요

주사위 수만큼 말을

주사위 수만큼 말을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한 번 쉬어요.

한 번 쉬어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

좋음(0~15)

보통(16~35)

나쁨(36~75)

매우 나쁨(76~)

우리동네
대기질
캐릭터

대 미세
기 먼지
질
정 초미세
도 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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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세먼지 마스크
○ 황사와 미세먼지

21

○ 미세먼지 마스크의 숨겨진 과학

22

○ 올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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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방법
식약처 허가를 받은 마스크를 구입했다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
게 최대한 얼굴에 밀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래 그림을 통해 마스크 착용법을 알아봅시다.

○ 마스크 사용 시 주의사항

https://blog.samsungfire.com/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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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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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마스크 착용방법 알아보기

▸ 설명 :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 활동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 활동

▸ 설명 :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 활동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 활동

▸ 설명 : 미세먼지 대비 끝!! 게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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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미세먼지 마스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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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마스크의 비밀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우유와 시리얼을

발명된
1

실내에서 걸어다니면

핸드폰 보관함이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청소가 되는 슬리퍼

부착되어 있는 청바지

중간에 벽이 있는

접시

그릇

생활용품
알아보기

피자를 자르면서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청소 슬리퍼

핸드폰 청바지

시리얼 그릇

피자 가위

발명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용품 알아보기
- 책상 위에 놓았다가 실수로 떨어졌어요.
- 짝꿍과 똑같은 마스크인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내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어요.

마스크
2

보관함이
필요한 까닭
공감하기

- 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요.
- 사물함에 넣었는데 다른 물건 속에 섞이거나, 사물함 안의 먼지가 묻었어요.
- 마스크를 가져와서 보관할 곳이 없었어요.
- 겉옷 안에 두었는데 주머니에서 빠져서 잃어 버렸어요. 등등

마스크 보관함이 필요한 까닭 공감하기

발명품
3 (마스크 보관함)
알아보기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

마스크 보관함

보관함

소독용 마스크 보관함

목걸이 마스크 보관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 탐색하기

나만의 마스크
4

보관함
설계하기

생각 더하고, 불편한 점은 빼고, 나의 개성을 넣은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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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미세먼지 마스크의 비밀

차시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통합(봄-슬기로운 생활)

단원

도란도란 봄 동산

교육 과정

2/3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바른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학습

•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관찰하고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목표

• PMI기법을 통해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설계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
준거

우리 주변의 편리한 발명품 알아보기

창의적 설계

PMI기법을 통해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설계하기

감성적 체험

미세먼지 마스크의 보관함 필요성 설명하기

교사

동영상, 활동지, ppt, 다양한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 자료

학생

색연필

준비물
학습
단계

시간

교수·학습 활동

(분)

자료 및 유의점

▣ 우리 생활 속에서 신기한 물건 알아보기
-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물건들이 가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 두 가지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만든 물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Ÿ 신기한 발명품

- 이러한 물건들을 모아 놓는 곳이 있을까요?

사진

- 여러 가지 발명품을 찾을 수 있는 웹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나요?

Ÿ PPT

- 특허검색 사이트 ‘Kipris’ 가 있습니다.

도입

키프리스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KZQlSKmaEk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반영된 발명
품을 찾아보고, 발명품의 시작은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안
내한다. 특허검색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 그런 사이
트가 있다는 것만 안내하도록 한다.

참고영상: 한컷의 과학(발명,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https://www.youtube.com/watch?v=FE1Rx3zVw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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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 이야기하기
- 학교에 올 때 쓴 마스크를 하교할 때도 쓰는 친구 알아보기
- 하교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일까요?
- 하교할 때 마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 마스크를 계속 새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쁠까요?
-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 책상 위에 놓았다가 실수로 떨어졌어요.
- 짝꿍과 똑같은 마스크인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내 것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하고 집에 갔어요.
- 가방 안에 넣어두었는데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어요.
-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요.
- 사물함에 넣었는데 다른 물건 속에 섞이거나, 사물함 안의 먼지가 묻었어요.
- 마스크를 가져와서 보관할 곳이 없었어요.
- 겉옷 안에 두었는데 주머니에서 빠져서 잃어 버렸어요. 등등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공감의 과정
을 거쳐서 문제해결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한다.

▣ 미세먼지 마스크를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전개

- 마스크를 보관할 작은 가방을 만들어요.

25‘

- 가방 안에 마스크를 넣는 곳을 만들어요.
- 마스크에 이름을 적어요.
- 마스크에 떨어지지 않게 걸어두는 곳을 만들어요.

Ÿ 발명사이트를 이

- 사물함 속에 마스크 보관봉지를 넣어두어요.

용한 다양한 마스크
사진

일회용 마스크를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사
용한 마스크를 집에 갈 때 당일 사용하는 것을 설명하고 자원절약과 위생적인 보
관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한다.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 알아보기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은 무엇일까요?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의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무엇일까요?

▣ 발명특허를 받는 마스크 보관함 관찰하고, 생각을 더하고
빼서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에 생각을 더해 보기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에 생각을 빼보기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에 나만의 개성을 넣어 보기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방법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더 신기한 방법으로 마스크를 보관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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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활동지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마스크 보관함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 보관함

소독용 마스크 보관함

목걸이 마스크 보관

▣ PMI기법을 통해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더하기 발명 기법 알아보기
- 빼기 발명 기법 알아보기
- 개성을 넣는 방법 알아보기

생각을 더하기, 생각 빼기, 더 재미(흥미, 개성)있는 아이디어를 학
생들이 창의적으로 떠올려보며, 본인이 제작할 수 있는 마스크 보관
방법을 찾아가도록 한다. 친구들과 토의과정을 통해 모둠별로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나만의 창의적인 마스크 보관방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점검하기

정리

5‘

- 준비물 확인하기
- 꼭 들어가야 하는 정보 확인하기
- 마스크 보관방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해야 할 점을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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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의 위생적인 마스크 보관!!
나만의 창의적인 마스크 보관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요.
활동지, 색연필
생각 더하고, 불편한 점은 빼고, 나의 개성을 넣은 마스크 보관 방법을 찾아봐요.
1.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함을 관찰해 보아요. 생각 더하고, 불편한 점은 빼고, 나의 개성
을 넣은 마스크 보관방법을 찾아봅시다.
- 발명특허를 받은 마스크 보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 생각을 더하거나 빼거나 더 신기한 방법으로 마스크 보관 방법을 생각해볼까요?

발명특허 마스크 보관방법

생각 더하기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마스크 보관함

소독용 마스크 보관함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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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빼기

나의 개성 넣기

발명특허 마스크 보관방법

생각 더하기

생각 빼기

목걸이 마스크 보관방법

2. 내가 만들고 싶은 마스크 보관함(보관 방법)을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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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개성 넣기

창의적 발명사고-PMI기법
○ PMI 기법
PMI 기법은 de Bono라는 사람이 개발한 인지사고 프로그램(CoRT)에 포함된 사고 방법으로 하나의 아이디
어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보게 하는 방법이다.
PMI 기법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먼저 강점(Plus = P)에 집중하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약점(Minus =
M)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점(Interesting = I)에 집중하여 생각을 한다. 각각의 과정은 대개 2～3분
내에 이루어진다(김영채, 2010). 이것은 어떤 아이디어에 대해 일단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흥미 있는 측면을
모두 생각해 본 후에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이나 또는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생각해낸 아이
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흥미로운 부분의 세 가지 측면을 골고루 이끌어 내어, 개
인의 기호에 대한 주관성을 확립시키면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개발하는 사고의
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임인정, 2009)
예시 아이디어 : 황사 마스크와 관련된 발명아이디어 생각하기
• P : 황사가 너무 심할 때 보호안경을 쓰는 것과 같은 마스크를 생각해 봐요.
• M :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 I : 황사가 심한 밤에는 마스크 버튼을 누르면 빛이 나와 재미있는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 PMI의 장점
① PMI가 없다면 처음에는 좋지 못한 의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좋은 의견을 빠뜨릴 수도 있다.
② PMI가 없다면 매우 좋은 의견처럼 보이는 것의 단점을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③ PMI는 아이디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흥미로운 점까지 보여준다.
④ PMI가 없다면 그 의견의 좋고 나쁜 점에서가 아닌 그 당시의 감정에 의해서 대부분 판단할 것이다.
⑤ PMI로 미리 아이디어를 탐색한 후에 그것을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 PMI의 적용
P(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면)과 M(나쁜 점이나 부정적인 면), I(흥미로운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 창의적으
로 떠오른 아이디어) 등으로 나누어 표를 이용하여 비교 대조하며 살펴본다.
- 흥미로운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 등에 대해 모둠별로 친구들과 아이디어를 나누어보고 전체 발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친구들의 발표를 들은 후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충 수정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출처
- 임인정(2009).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사고과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교육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수(2016), 초등학교 통합교과를 활용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부제: 2학년 1학기 ‘나’와 ‘봄’ 교과를 중
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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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장점)

M(단점)

I(개선점)

예쁜 물고기를 감상할 수 있다.

관리를 잘못하면 냄새가 난다.

물고기에 대해 관심이 생긴다.

실내가 아름다워진다.

먹이 전기 등 비용이 든다.

물고기를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생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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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산출물명 : 수업 적용 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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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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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설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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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우리 반 마스크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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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 마스크 솔루션
■ 수업의 흐름
순

활동명

활동 요약
개인별도 다양한 준비물로 제작해 봅니다.

마스크 보관함
1

제작을 위한
준비물

다양한 모양의

유성펜, 네임페,

미세먼지 마스크

사인펜, 연필 등

다양한 끈,

나만의 개성을

플라스틱 상자,

표현할 수 있는

비닐 봉지 등

준비물

알아보기

마스크 보관함 제작을 위한 준비물 알아보기
- 마스크의 크기를 재어보아요.
- 마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관함을 제작해요.
- 학교에 올 때 사용하던 마스크를 집에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요

2

마스크 보관함
제작하기

- 깨끗한 장소에 보관해요.
- 마스크 보관함에 내 이름을 적어두어요.
- 마스크를 담을 수 있는 봉지를 사용해요.
-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제작해요.
- 책상, 가방 등에 마스크 보관함을 걸어두면 잊지 않아요. 등등

마스크 보관함 제작하기

나만의 발명품
3 (마스크 보관함)
발표하기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마스크 보관함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
보관함

소독용 마스크 보관함

목걸이 마스크 보관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 발표하기

친구들의
4

발명품
(마스크 보관함)
평가하기
생각 더하고, 불편한 점빼고, 개성을 넣은 마스크 보관함 평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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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주제

우리 반 마스크 솔루션

차시

과목

초등학교 1-2학년 | 통합(봄-슬기로운 생활)

단원

도란도란 봄 동산

3/3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슬기로운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교육 과정

• 2015개정교육과정 / 통합(바른생활) / 초등학교 1~2학년군 / 봄
• 2015개정교육과정 / 창의적체험활동 / 안전한 생활

학습

•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제작할 수 있다.

목표

• 위생적인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발표할 수 있다.
상황제시

융합
준거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 공감하기

창의적 설계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제작하기

감성적 체험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을 발표하기

교사

동영상, 활동지, ppt, 마스크 보관함 발명품

학생

색연필, 네임펜, 마스크봉지, 마스크, 다양한 제작 준비물

준비물
학습

시간

교수·학습 활동

단계

(분)

자료 및 유의점
Ÿ PPT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하기 위한 준비물 알아보기
-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 마스크 보관함에 꼭 넣어야 할 필요한 정보(내용)는 무엇일까요?
-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입

10‘

키프리스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humansteam/104

새로운 형태의 보관방법을 생각하고 제작하는 활동이 1~2학년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가장 간단하지만, 창의적인 생각을 적용한 발명품을 제
작함으로 발명기법을 경험해보는 활동으로 진행한다.
Ÿ 활동지 1,2,3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에 창의적 발명적 사고 넣어보기
- 무엇과 무엇이 더해져서 완성된 물건인지 알아보기
- 볼펜과 다른 물건을 합쳐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보기
- 5가지 물건을 더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보기

전개

25‘
학생들이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대상하여 하여, 그 물건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하는 물건, 비슷하게 생긴 물건, 함께 보관하는 물
건, 어울리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혹은 볼펜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발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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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하기
- 마스크의 크기를 재어보아요.
Ÿ 발명사이트를 이

- 마스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보관함을 제작해요.

용한 다양한 마스크

- 학교에 올 때 사용하던 마스크를 집에 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내가 가장 편리

사진

한 방법을 선택하기
- 깨끗한 장소에 보관해요.
- 마스크 보관함에 내 이름을 적어두어요.
- 마스크를 담을 수 있는 봉지를 사용해요.
- 만들기 쉬운 방법으로 제작해요.
- 책상, 가방 등에 마스크 보관함을 걸어두면 잊지 않아요. 등등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서 마스크 보관함을 제작할 수 있도
록 한다. 너무 어려운 제작방법을 선택해서 제작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교사의 추
가 설명을 통해 쉽고 가까운 발명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나만의 마스크 보관함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 친구의 작품과 나의 작품을 비교해서 평가하기
- 친구의 작품에서 따라하고 싶은 생각을 칭찬하기
- 나와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보기
- 사용할 때 불편한 점은 있었는지 생각해보기
학생들이 제작활동이 구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다.

Ÿ 활동지

▣ 내일부터 등하교시간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반 캠페인을 기획한다.

정리

5‘

- 미세먼지 마스크를 사용하기
- 위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용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 사용했을 때는 세탁
하지 않고, 버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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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엇과 무엇이 합쳐졌을까?

■ 그림을 보고 합쳐진 물건을 찾아보세요.
• 그림 속 연필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
졌을까요?
1)
2)

• 그림 속 숟가락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
졌을까요?
1)
2)

• 그림 속 우의는 무엇과 무엇이 합쳐
졌을까요?
1)
2)

• 그림 속 가방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
졌을까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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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물건과 볼펜을 합쳐보자

■ 볼펜과 다른 물건을 합쳐서 다른 물건을 만들어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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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법의 물건 만들기

■ 마법의 단지 속에 5가지의 신비한 물건을 넣어보세요. 마법의 단지 속에 물건을 집어넣
으면 무엇이든 합쳐지게 된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 ? ? ? ?

■ 5개의 물건이 합쳐져서 어떤 물건이 되었는지 그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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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물건을 볼펜과 합쳐보자.

■ 글씨를 적는 연필과 다른 물건을 더해봅시다. 연필과 연필 깎는 칼을 더하면 어
떤 물건이 될까요?

연필

+

연필 깎는 칼

=

연필과 연필깎이

특징: 연필을 사용하다가 연필을 깎을 때 매우 편리해요.

■ 글씨를 적는 연필과 다른 물건을 더해봅시다. 연필에 시계를 더하면 어떤 물건이
될까요?

연필

+

시계

=

시계달린 연필

특징: 공부나 과제를 하다가 시간을 금방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 글씨를 적는 연필과 다른 물건을 더해봅시다. 연필에 사탕을 더하면 어떤 물건
이 될까요?

연필

+

막대사탕

=

사탕달린 연필

특징: 공부하다가 간식이 먹고 싶으면 사탕을 먹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 연필과 다른 물건을 더할 때 생각하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요.
- 비슷하게 생긴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 연필을 사용할 때 함께 사용하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 연필과 함께 보관하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 연필과 어울리는 물건을 생각해 봅니다.
- 연필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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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법의 물건 만들기

■ 마법의 물건을 약을 만드는 마법사를 상상해 봅시다.
- 마법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단지 속에 물건을 집어넣고 끓이면, 각 물건을 특징
을 더한 신기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마법의 단지는 물건을 더
하게 하는 신비한 마술의 힘이 있어요.
- 이 단지 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건 5개를 넣어 봅시다.
- 모두 5가지 물건을 집어넣고, 그것이 합쳐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 어떤 물건을 집어넣을까요?

물건

특징

마법의 물건

1

가방

물건을 담아요.

우산, 모자가

2

물병

물을 담아요.

3

손수건

물기나 오물을 닦아요.

4

우산

비가 오면 옷이 젖지 않게 해 줘요.

5

모자

햇살을 막아줘요

달리고, 지퍼
안에 손수건이
+

달려있는 가방.
물을 담을 수
있는 젖지 않는
공간도 있어요.

특징: 여러 가지 물체를 담을 수 있는 가방은 여행이나 등산을 갈 때 아주 편리합니다.

■

물건을 더할 때 생각하면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요.

-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 5개를 넣을 수 있어요.
- 내가 가장 싫어하는 물건 5개를 넣어 더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 보세요.
-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며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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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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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발표하기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발표하기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49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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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산출물명 : 학생 산출물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 설명 : 나만의 마스크보관함 작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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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 마스크 밀착 착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x_CnNsYzgXI
- 미세먼지 행동요령: https://www.youtube.com/watch?v=Wori_sLC10k
- 미세먼지 마스크 https://blog.samsungfire.com/4094

<2차시>
- 발명특허 검색: http://beginner.kipris.or.kr/beginner/search/headerSearch.do?#page1
- 한컷의 과학(발명,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https://www.youtube.com/watch?v=FE1Rx3zVwrY
- 키프리스 홍보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yKZQlSKmaEk
- 소독용 마스크 보관함- 마스크 보관용 소독 케이스(STERILIZATION CASE TO KEEP MASK)
1) 특허명: 마스크 보관용 소독 케이스
2) 출원번호: 2020040001367
3) URL: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next=biblioViewSub01&applno=2020040001367&getType=BASE
- 목걸이 마스크
1) 특허명: 마스크(A MASK)
2) 출원번호: 1020070045128
3) URL: http://kpat.kipris.or.kr/kpat/remoteFile.do?method=bigFrontDraw&applno=1020070045128
- 돌돌 말아 보관하는 마스크
1) 특허명: 마스크 위생 휴대 케이스(Hygiene Carrying Case for Mask)
2) 출원번호: 1020150131995
3) URL: http://kpat.kipris.or.kr/kpat/remoteFile.do?method=bigFrontDraw&applno=1020150131995
- 환기구가 있는 마스크보관함
1) 특허명: 마스크 및 생리대 휴대용 케이스(A carrying case for masks and sanitary pad)
2) 출원번호: 020160017922
3) URL: http://kpat.kipris.or.kr/kpat/biblioa.do?method=biblioMain_biblio&next=biblioViewSub01&applno=1020160017922&getType=BASE

<3차시>
- 한국과학창의재단(2015), 창의력증진프로그램(DHA), 초등 저학년 프로그램
- 키프리스 알아보기: https://cafe.naver.com/humansteam/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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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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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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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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