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하중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 계획
1. 목적 : 과학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길러줌
2. 제출 서류 : 작품계획서 1부.

(학교 대표로 도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우 작품을 직접 제작해야함. 추후 개별 공지)

* 작품계획서는 첨부파일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A4 및 B4크기로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함.*
* 2인 이상의 공동 작품은 인정하지 않으며, 1인 1작품만 출품할 수 있다.

3. 제출 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글
파일을 작성할
경우
컴퓨터를
이용하여 PDF
파일에 작성할
경우
프린트 하여
종이에 수기로

1) 그림, 사진을 넣을 경우 ‘개체 속성’에서 ‘문서에 포함’ 및 ‘글자처럼 취급’을
하여 한글 파일에 포함시켜야 함.
2) 제출방법 : 한글 파일을 e-mail - hyjw226@korea.kr 로 제출함.
1) PDF 파일에 PDF 필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려 작품계획서
를 작성함.
2) 제출방법 : PDF 파일을 e-mail - hyjw226@korea.kr 로 제출함.
1) 작성한 작품계획서를 사진을 찍어 e-mail - hyjw226@korea.kr 로 제출함.

작성할 경우
*학교 대표로 경기도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우 작품을 만들어오고 작품 설명서, 작품 요약서를 작성해야 함. 추후 개별 공지

4. 제출 기한 : 2021. 3. 5.(금) - 2021. 3. 11.(목)
5. 시상계획 : 학년별 참가 학생의 20% 시상
6. 심사기준 : 창의탐구성 35%, 실용성 30%, 노력성 20%, 경제성 15%
7. 출품할 수 없는 작품
가. 국내·외에서 이미 공개되었거나 발표된 작품
나.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다. 안전장치 미비로 위험성이 있는 작품
라. 본인이 직접 창안하여 연구한 작품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작품
마. 과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작품
※ 표절작, 대리작, 타 대회 중복 응모, 기 입상작 등 기타 정당하지 못한 작품을 출품한 자는
입상 제외(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요망-특허청)

과학발명품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풍차는 바람이 부는 것을 이용한 것이고, 수차는 흐르는 물을 이용한 것이지요.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조금씩 이용하면 아주 새로운 물건이 생기지요. 잘 깨어지는 유리컵을 깨어지지 않
는 플라스틱 컵으로 만든 것은 재질을 바꾼 것입니다. 발명은 바로 상상력에서 비롯됩니다. 자
신의 머릿속에서 발명품을 하나씩 꺼내어 보세요.
평소에 불편했던 점을 찾아 편리하게 고치면 발명이 되는 거예요.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아이디어 발상 기법입니다. 여러분의 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디어 발상기법
1. 더하기 - A와 B를 합하여 새로운 C를 만들거나 A를 여러 개의 기능을 합쳐 쓰기
편하게 하는 방법.
<예> 여러 명이 같이 타는 자전거. 지우개 달린 연필. 비디오 비전. 라이트 펜
2. 빼기 - A를 분리해서 B와 C를 만들거나 A에서 어느 부분을 제거해 버리는 방법
<예> 1인용 자동차. 구멍 뚫린 구두. 냉장고 속이 보이는 냉장고. 씨 없는 수박
3. 반대로 하기 - A의 모양, 방향, 성질 등을 반대로 바꾸는 발명
<예> 양쪽으로 열 수 있는 냉장고 문.
4. 용도바꾸기 - A에 이용된 아이디어를 B에 적용하는 발명
<예> 주전자-물뿌리개. 비디오카메라--실물화상기
5. 크게, 작게 - A를 더욱 축소시켜 작게 만들거나 A를 더욱 크게 확대시켜 만드는 방법
<예> 휴대용 컴퓨터. 소리를 크게하는 확성기
6. 모양 바꾸기 - A의 모양을 B모양으로 바꾸는 발명
<예> - 드라이버를 + 드라이버로. 꼬부라진 물파스
7. 재료 바꾸기 - 재료나 원료 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발명
<예> 인조 잔디. 속이 보이는 편지 봉투
8. 움직이게 - 움직이거나 소리나게 하는 발명
<예> 뻐꾸기 시계. 저절로 감기는 코드.
9. 자연물 이용 - 동식물 모양이나 성질을 응용하는 발명
<예> 가시 돋힌 장미 덩굴 모양에서 철조망을 발명
10. 편리하게 - 불편한 것을 편리한 것으로 개량하는 발명
<예> 휴대폰용 이어폰과 마이크. 리모콘. 인스턴트 식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