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 혁신 포트폴리오 최종 보고서 양식 

Teaching Portfolio 

1. 교과목 개요
학수
번호

분
반 교과목명 전자응용설계

학점 2   학점
담당교수 수강대상

및 인원 4학년,  27명
시간 2   시간

관련
핵심
역량

협업봉사( 30 )% 비전도전(20)% 의사소통(20)% 정보문해(10)% 문제해결(20)% 세계시민(  )%

◉ 교과목과의 연관성
- 기본 전자공학에 대한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프로젝트 및 모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련  결과를 도출한다.
- 팀원간의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설계 프로젝트 결과를 분석,  효과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

교육
목표

1. 문제정의 : 해결 방안을 바탕으로 현실적 제한 조건을 반영한 설계 능력 배양.
2. 문제해결 :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설계능력 :전자공학 시스템에서 제한 조건을 이해하여 요소 및 공정 설계 능력 배양
4. 팀워크  : 전자공학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으로서 팀 성과에 기여

교육
내용

1. 아이디어 생성(Idea thinking)
2. 아이디어를 전자공학에 도입
3. 생활 과학이라는 공학적 사고를 도입하여 결과물 생성
4. IoT, 4차 산업으로의 교육 진행

(전자공학, 통신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공학등의 융합을 위한 교육)

교수
방법

1. 기초공학적인 사고의 설계로부터 전자공학이라는 무한한 운동장으로의 사고 유도와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 설계로 유도 교육

2. 아이디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타과와 연계교육 진행
- 교양학과 : 아이디어 싱킹과 창업과의 연계를 위한 트리즈 교육 연계
- 소프트웨어 학과 : 학생들이 부족한 아두이노 교육을 통한 코딩 능력 향상 교육

3. 기업에서 필요한 기본 교육 : 프로젝트 제안서 교육, 회로설계 교육, 임베디드 교육,
발표능력 배양, 교내외 공모전 출품 지도.



해당
교과의

교육혁신
기여도

1. 자발적인 학생 참여 향상
2. 현장적인 교육 : 용산, 구로, 세운 상가 자체 견학을 통한 전자 제품과 소재의 이해 향상.
3. 타과와의 협력 교육 : 교양과(TRIZ), 소프트웨어학과(아두이노 코딩 교육)
4. 현실적인 전자 시스템 교육

교재
(수업
자료)

1. 견학을 통한 현장 수업 : 용산 부품 상가의 견학
2. 코엑스 견학을 통한 아이디어 구상
3. 유투브를 통한 타 대학 종합설계(캡스턴 디자인) 자료 이해
4. 과거 공학혁신센터의 공모전 자료 및 선배들의 설계자료 분석
5. 특허 사전조사를 통한 교육

학습자
분석

1. 위 설명된 교재 내용과 같은 준비를 통해 수업 시작 2개월 동안 각종 아이디어를 접하여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이해를 통해 각 조별 본인들이 맞는 아이디어를 결정하고

2. 타과 연계 교육을 통해 설계능력과 제작 능력을 향상 시켰으며, 학생들이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수업
으로 진행함.

학업
성취
평가
방법

1. 평가방식의 개방화 : 본 학과 교수외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그리고 공학혁신센터와 공동으로
평가방법 및 교육 채택

2. 1차 평가와 2차평가를 진행함.
1차 : 본 학과 내 PPT 발표 평가  : 5월 초
2차 : 공학혁신센터의 교내 PPT 발표 평가 : 5월 중순
3차 : 매주 지도를 통한 평가
4차 : 종합보고서를 통한 평가 : 6월 중순

해당
수업의
특성

(타수업과의
차별성)

1. 조별 협력 프로그램 진행으로 하며 지도교수가 1대 1조 토론으로 진행
2. 타과와의 교육 협력진행 : 교양과, 소프트웨어 학과
3. 평가방식의 개방화 : 본 학과 교수외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그리고 공학혁신센터와 공동으로

평가방법 채택  -> 그 결과 소프트웨어학과 학생과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team) 생성



2. 주차별 수업내용

▣ (  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전자응용 설계 운영 내용 설명과 운영과정 설명
- 용산전자상가, 구로공구상가(전자부품), 세운 상가 방문

주차
학습성과

- 전자시스템 관련 부품과 관련 자료 수집
- 부품의 이용방법 등 터득

(   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전자부품 관련 웹사이트에서 부품의 종

류와 제조방법 그리 이용관련 자료 습득
www.hany.pe.kr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1. 강의계획서를 통한 수업 방식 설명

2. 수업에서 필요한 자료 관련 서류

이해

3. 현장에서 사용되는 부품의 이해

4. 여러가지 시스템 기본 회로 이해

- 강의계획서 

- 전자부품 관련

 웹사이트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1. 부품관련 센서 회로 습득

http://www.hany.pe.kr


                                                  
▣ (  2 ~ 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조별 아이디어 산출 

주차 
학습성과

▶ 각 조별로 Ieda Thinking을 통해 전자 분야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산출 

(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유투브 웹사이트 검색

  전국 대학 종합설계, 캡스턴디자인, 아이

디어 교육 

  등의 자료 참고 

- 신기술 신제품 검색   

-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 확인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유투브 웹사이트를 통한 자료를 통한 자

료검색

- 신기술 신제품등의 자료검색과 비교검토

- 위 내용을 토대로 조별로 아이디어 도출 

- 무료 특허 검색 사이트를 확인하여 본인

들 조의

  아이디어와 비교 검토하고 재생산한다. 

- 마인드맵핑, 브레인 스토밍을 통한 아이

디어 생성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자료 검토와 아이디어 도출 



                             

< 선배들의 기존 자료 열람>

< 무료 선행 특허 조사 웹사이트 소개>
- 공개되거나 등록된 특허 무료조사 웹사이트 : 키프리스(www.kipris.or.kr)



▣ (  6   )주차 수업

<학생 제출 제안서 예>

뒷 부분에 첨부 함.

주차
학습목표

- 제안서 작성교육

주차
학습성과

- 기존 연구자들과 기업에서 운영되는 제안서 생성 능력을 키운다.

(   6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제안서란 무엇인가?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제안서의 서식과 이를 통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기획서인 제안서 

 작성 요령을 배운다.  

- 아이디어 싱킹(Idea Thinking)을 통한 

  학생들의 조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제안서 작성 연습 



▣ (  7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결정한 아이디어를 PPT 로 작성하기 위한 교육

주차
학습성과

▶ PPT 작성과 발표 능력의 배양

(  7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PPT 란 무엇인가?

ex. 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팀 활동지, 자기 

평가지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를 기입)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기존의 잘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하

고 PPT 제작 과정을 교육하고 실습한

다.  

- 본인조의 PPT 작성을 하여 학과내 및 

교내 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시킨다. 

- 인의 생성된 PPT 자료로서 발표 연습

을 시킨다. 

- 아이디어를 보완하는 시간을 갖는다. 

- 주차별 수업 

 지도 서류로서 

 수업 진행을   

 확인한다.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각자 자기 조의 PPT를 완성해 본다. 



▣ (  8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아이디어 생성과 창업능력 배양

주차
학습성과

▶ 트리즈(TRIZ) 교육을 통한 창업 교육 연계

(  8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TRIZ 란 무엇인가?

- 관련 자료 

 웹페이지 

- 특강자료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교양 학과의 위탁 교육을 통한 트리즈 

개념과 창업까지의 과정 교육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트리즈 특강 교육 후의 학생들의 생각 



< 특강 사진 >



▣ (  9 ~ 10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학과내 아이디어 PPT 발표

주차
학습성과

▶ 공모전과 같은 발표 능력을 배양한다.

( 9~10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PPT 준비와 각자 맡은 부분의 발표 준비

ex. 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팀 활동지, 자기 

평가지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를 기입)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PPT 준비와 각자 맡은 부분의 발표 연습과 발표 

-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듣고 자료 및 설계를 보완

을 한다. 

장소 :
 IT 융합대학 606호 

심사위원 : 

전자공학과 

이원재 조의식 정재필 

교수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은숙 문상식 

소프트웨어학과 

황윤석 조정환 교수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발표연습 



종합설계 조별 목록(A, D반)
 (2019 1학기 이원재 교수 담당)

번호 조 
인적 사항 

설계 제목 
성명 학번 

1
1

 5월2일 발표 
 1:00 ~ 1:20

2
3
4

2
 5월2일 발표
 1:25 ~ 1:40

5
6
7

3
 5월2일 발표
 1:45 ~ 2:00

8
9  

10

4  5월2일 발표
 2:05 ~ 2:20

11
12
13  

14  

이후 4개조 발표 

 2:25 ~ 3:40 조의식 교수 발표팀

 2:45 ~ 3:00 조의식 교수 발표팀

 3:05 ~ 3:20 조의식 교수 발표팀

 3:25 ~ 3:40 조의식 교수 발표팀 

번호 조 
인적 사항 

설계 제목 
성명 학번 

1

1 5월9일 발표 오후 3시 부터 
3:00 ~ 3:20

2

3

4

2
5월9일 발표 
3:25 ~ 3:40

5

6  

7

3
5월9일 발표 
3:45 ~ 4:00

8

9

10

4
5월9일 발표 
4:05 ~ 4:20

11

12

5월9일 발표 
4:25 ~ 5:40  조의식 교수 발표 4 팀

5:45 ~ 6:40  정재필 교수 발표 3 팀



▣ (  11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교내 공모전 참가

주차
학습성과

▶ 공학혁신센터의 공모전을 통한 참가

(  11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교내 공모전 참가 준비

ex. 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팀 활동지, 자기 

평가지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를 기입)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공학혁신센터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에 

출품 : 교내 총 22개 조 참가 

- 전자공학과 전자응용설계 수업 21개

조 중에서 선정된  8개 조 신청 

  이원재, 조의식, 정재필교수 지도 

- 전자공학과 자체동아리 테이크아웃에

서 1개조 참가 

심사위원 : 

본교 

이원재 김경환 

공학교육혁신센터 

주은숙 문상식 

외부  

정태승(진우테크)

고윤석(멀티컴기술)

오창섭(코센테크)

이상훈(NET solution)

4시간 

공모전 참가

못한 학생들

은 자체적으

로 전자회로

설계 준비함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발표후 심사위원 분들의 지적 검토 

사항에 대한 보완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실

에서 조별

개별 토론



▣ (  12 ~ 13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아두이노 교육

주차
학습성과

▶ 아두이노 교육을 통한 코딩 능력 배양

( 12~14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아두이노란 무엇인가?

ex. 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팀 활동지, 자기 

평가지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를 기입)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3 일에 걸쳐 이론과 실제조립하고

C 언어로서 코딩 연습을 진행함.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 C 언어의 복습



<아두이노 교육>

1. 아두이노 교육일정
일시 :  5월 16일, 30일  13시 ~ 17시(4시간)

장소 :  바이노 나노대학 3층 3-01호
담당교수 : 황윤철 교수

<아두이노 교육 후기 내용>

 :
*아두이노 교육 제 1일
아두이노 우노의 사용법을 배우고 간단한 코딩 규칙을 배움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준비
공학혁신센터에서 진행 될 발표를 준비함

*아두이노 교육 제 2일
아두이노 우노를 사용하여 간단한 실습을 함. 실습 중 코딩은 교수님께서 보여준 것으로 함.
아두이노 교유에 대한 의견 : 아트메가는 사용해보았지만 아두이노는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스케치 나름대로 정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C 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C 언어의 기본 구성은 1(상,변,함) + 2(연산자) + 3(제어문) +
@메크로 이렇게 구분하여 언어를 작성할수 있게 됩니다. 쉽게 예를 보면 #define Pin 13 으로
위의 구성과 같게 됩니다.

비록 이전 수업시간에 의해 풀 교육은 못받고 중간에 들어와 들었지만 좋은 기회였던거
같습니다.

:
- 아두이노의 개념 및 구조 , 아두이노 동작 process

- 아두이노와 여러 센서들의 사용방법(1), 사용방법(2)

< 아두이노 강의와 실습 >



▣ ( 15  )주차 수업

주차
학습목표

▶ 결과보고서 양식과 제출자료

주차
학습성과

▶ 기업체, 연구소에서 요구되는 각종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는 방식과 양식에 대해 교육

(  15   )주차 수업

단계 교수·학습활동 개요 활용자료 시간(분)

Pre-Class

(사전준비학습

/예습)

▶ 본 교과 교수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과 방

법등을 논의 후 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이

버 사이트를 통해 알려 준다.

ex. 관련 자료 

웹페이지, 퀴즈, 

팀 활동지, 자기 

평가지 등 

(교수학습활동에 

활용한 자료를 기입)

In-Class

(주차별 

강의실 수업)

▶지금까지 수업에 진행된 아래 것들을 개

별적으로 사이버 사이트를 통해 받고 이

를 통해 성적에 반영한다.

 - 트리즈 아두이노 교육을 통한 후기

 - 개인별 주차 보고서 자료

 - 조별 주차 점검서류 확인

 - 작품 제안서

 - 발표 PPT 

 - 관련 자료 첨부 등

Post-Class

(사후학습/복습)

 2학기 작품 제작과정 지도를 통해 

학생의 프로젝트 진행 능력을 배양하

고자 한다. 



<조별 진행 보고 확인서>

설계 제목 : OPPA (Our Private Parking Area)

주
차 준비내용 확인내용 앞으로 진행 내용 확인

1
조 편성 및
수업진행과

사전준비상황 설명
전자소자 판매처 견학 교수 싸인

2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선배들의 프로젝트
설계내용 확인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교수님의 TRIZ 교육
사전설명

3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4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5 팀원들 간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가

상품화 되어있음을 발견
다른 아이디어 제안

필요

TRIZ 교육

6 TRIZ 교육 TRIZ 교육 TRIZ 교육을 바탕으로 한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

7 프로젝트 아이디어
OPPA 제안

프로젝트 아이디어
OPPA 제안 및 구체화

교수님과 면담을 통한
아이디어 구체화

8 프로젝트 아이디어
OPPA 구체화

교수님과 중간발표 전
아이디어 점검 및

제안서, 발표 PPT 제작

중간발표 준비
제안서, 발표 PPT 제작

9 중간발표 중간발표
발표를 통한

프로젝트의 문제점 보완 및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10
OPPA의 문제점 보완

및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OPPA의 문제점 보완 및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아두이노 교육 및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시뮬레이션 발표 준비

11
아두이노 교육 및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시뮬레이션 발표

아두이노 교육 및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시뮬레이션 발표

OPPA의 문제점 보완 및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12
OPPA의 문제점 보완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OPPA의 문제점 보완 및
팀원들 간 설계 구현

토론
아두이노 교육

13 아두이노 교육 아두이노 교육 팀원들 간 OPPA 구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토론

14
팀원들 간 OPPA

구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토론

팀원들 간 OPPA 구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토론

OPPA 구현을 위한 재료
준비

15 OPPA 구현을 위한
재료 준비

OPPA 구현을 위한 재료
준비 OPPA 구현



종
합

교수님과의 면담과 팀원들과의 여러 아이디어 제안 및 토론을 통해
최종 프로젝트 아이디어 OPPA(Our Private Parking Area)를 제안, 구체화하
였으며, 중간발표와 아이디어 심사를 통한 공학혁신센터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 출품작으로 선정됨.
OPPA 구현을 위해 재료 준비 및 여름방학을 통해 작품을 완성시킬 계획임.



개인별 보고서
전자응용설계 3 월

주
차

교육 내용 및 논의 내용 비고

1 전자응용설계 수업에서 일정 확인 후 조를 구성하여 아이디어 회의하였음.
3월7 일

2
집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을 생각하여 침대에 누워 방에 불을 휴대전화로 간편
히 꺼야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조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시한후 블루투스
스위치를 하기로 결정하였음

3월14 일

3
블루투스 스위치로 결정한 후 기존제품 조사 실시한 후 기존제품이 있는 것으
로 확인되어 추가 기능 생각해 보고 교수님과 면담후 CCTV기능, 밝기조절, 알
람기능 등 추가기능에대해 생각해보았음

3월21 일

4 교수님과 조별면담을 통해 아이디어 확인 또는 유투브 시청을통해 아이디어 업
그레이드 시행하였음

3월28 일

전자응용설계   4 월
주
차

교육 내용 및 논의 내용 비고

1 교수님과 면담후 블루투스 스위치 아이디어에대한 기존제품이 많이 상용화 

되있어 아이디어를 바꾸기로 결정하였음
4월4일

2 TRIZ교육을 통해 아이디어 회의에 도움이 많이되어 조원들과 토론후 주차감지
기로 아이디어를 바꾸기로 하였음

4월11일

3 조별면담을 통해 주차감지기센서 기존 제품에대해 조사하였고, 기존 선배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동일하여 추가기능을 생각하였음

4월18일

4

중간고사 시험
시험이 끝난후 조원들과 회의를 걸쳐 추가기능으로 host와 guest로 나뉘어
host는 센서를 부착해 자동으로 주차표지판이 내려가게되고 guest는 어플이나
키패드를 통해 host에게 문자가 전송되고 주차를 할 수 있게 만들기로 생각하
였다.
또한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발표를 위한 ppt제작을 하였음

4월25일



전자응용설계   5 월
주
차

교육 내용 및 논의 내용 비고

1 중간보고서 발표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방향을 잡았음. 5월2일

2
발표후 교수님들께 들은 아이디어에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문제점을 보강하
기위해 조원들과 만나 회의하여 어플을통해 guest들이 어플을 통해 위치를 확
인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음.

5월 9
일

3 교내 창의적 종합설계 아이디어 공모전에 선정되어 ppt를 수정하고 발표를 하
였음.

5월 16
일

4 아이디어 기기제품을 만들기위한 부품을 조사하여 리스트를 작성하고 예산안
을 짜서 교수님께 확인을 받았음.

5 월 2 3
일

5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조원들과 만나 방학동안 일정들을 계획하고 앞
서 필요한 부품들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보았음.

5월30
일

전자응용설계  6 월

주
차

교육 내용 및 논의 내용 비고

1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조원들과 만나 방학동안 일정들을 계획하고 제품
을 만들고 필요한 코드에대해 구글링을 통해 검색해보았음.

6월6 일

2 2학기 준비를 위한 설계도면 정리와 이에 따른 소모품 신청서 작성
6 월 1 3

일



<소모품 신청>
작 품 명 pink chair
작 품 수 행 기 간 2019. 07. 10 ~ 2019. 08. 31
지 도 교 수 
참 여 학 생(모두)

재  료  비  신  청  내  역 (단위:원)
번

호
 품 명 용 도 모델(규격)/수량 지급계좌 금액(VAT포함)

1 
압 력 센 서 F S R , 

RA18P-DIY 
 압력 인지  RA18P-DIY / 15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7270 * 15 = 

109,050

2
코인형 미니 진동 모터 

[FQ-037] 
 진동 발생  FQ-037 / 100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40 * 100 = 

54,000

3
Arduino Uno (R3) 호

환보드 [SZH-EK002]
 메인 MCU  SZH-EK002 / 2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6900 * 2 = 

13,800

4
아두이노 I2C 1602 

LCD 모듈 [SZH-EK101]
 전광판 용도  SZH-EK101 / 2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600 * 2 = 5400

5

아두이노 RFID 모듈 

R F I D - R C 5 2 2 

[SZH-EK040] 

 무선통신  SZH-EK040 / 2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400 * 2 = 6800

6 필란디아 허그 의자  지하철 좌석구현  허그 의자 /2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4,900 * 2 = 

69,800

7

Adafruit Perma-Proto 
Half-sized Breadboard 
PCB - Single 
[ada-1609] 

 납땜판  ada-1609 / 20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400 * 20 = 

108,000

8
스프링무연납 SCS7(P3) 

- 0.5mm (10g/1.8M) 
 납땜  SCS7(P3) / 2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200 * 2 = 6400

9

브레드보드 400핀 Half 

Size Breadboard 

[SZH-BBAD-005]

 브레드보드
SZH-BBAD-005 / 

20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000 *20= 20,000

10
고강도용 순간접착제 

LOCTITE #444, 20g
 순간접착제

순 간 접 착 제 

LOCTITE / 1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8500

11 다용도 봉  지하철 봉 연출 다용도 봉 / 1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900

12

Snap - 단자 9V DC플

러그타입

 [SZH-BH010]

 건전지 홀더  SZH-BH010 / 1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500

13
 M N 1 6 0 4 - B P ( 9 V 

6LF22) 
 아두이노 전원 MN1604-BP / 1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500

14
전 기 용 절 연 테 이 프 

19mm*10m(검정)
 절연테이프  절연테이프 / 1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70

15
테스트[CH254]소켓 점
퍼 케이블 40P (칼라) 
(M/M) 10cm 

 배선  CH254 / 5묶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700 * 5 = 3500

16
테스트[CH254]소켓 점
퍼 케이블 40P (칼라) 
(M/F) 

 배선  CH254 / 10묶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1000 * 10 = 

10,000

17
테스트[CH254] 소켓 점
퍼 케이블 40P (칼라) 
(M/F) 20cm 

 배선  CH254 / 10묶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850 * 10 = 8,500

합  계 431,020



3. 수업 성찰

수업 운영 과정에 대한 성찰 (자유기술)

▶ 교수자는 앞에서 어려움을 헤쳐주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 학생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토론하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이를 전자공학과 연결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 관련 자료를 학생이 찾기도 하지만 이를 찾을 수 있도록 자료 수집도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수업 운영 결과에 대한 성찰(총평 포함) (자유기술)

▶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이다.

▶ 실질 아이디어 구상과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는 사전 교육이 학생 특강 및 외부 협력 교육으로 도움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계속적인 지도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다.

▶ 학과 발표평가와 공학혁신센터와 공조된 교내 창의 교내 공모전을 통해 단순 수업 진행이 굉장히 활성화
됨을 볼 수 있었다.

▶ 학생 스스로 제안서 작성, PPT 작성, 발표 훈련, 전자 부품 조달 방법등을  찾을 수 있는 훈련으로 학생 스스로
자신감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단, 2 시간의 토론 수업 시간은 부족함을 느꼈고, 하생들 모두 A 학점 대상이나 그렇지를 못했다.

향후 교과목 개선 방안 (자유기술)

▶ 향후 수업 운영은 지금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준비를 해서 학생 스스로 해 수업을 진행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토론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료 수집과 제작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전자 계측 장비등을 구비해 주어야 할 것이다.

▶ 차기년도부터는 공학인증 연계 학생이 더욱 많아질 예정이어서 교순임들이 단순 수업을 한다는 마음보다는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기에 교수들의 교육 사전 논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는 취업과 연계된 중요 사항 중 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