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수혜 실적
장학금명

아가페장학금

구분

전 공

학기

3학년 1학기

발령처 및 인증기관

전주대학교

증 빙 자 료

TERM PROJECT 1-1
학년 / 학기

2학년 2학기

참여기간

교과목

구조 역학(2)

교과목 담당교수

주제

단순보와 캔틸레버보 설계하기

2008.12.2 ~ 2008.12.18

TERM PROJECT 1-2

TERM PROJECT 1-3

TERM PROJECT 2-1
학년 / 학기
교과목
주제

2학년 2학기
건축 시공

참여기간

2008.9.19 ~ 2008.12.20

교과목 담당교수

Hi - Pro - Sheet 방수 공법

※ 각각의 조가 공법을 선정한 후 직접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조가 선정한 공법에
대해서 조사한다.

TERM PROJECT 2-2

TERM PROJECT 2-3

교과목 주요 과제물 1-1
학년 / 학기
교과목
주제

3학년 1학기
건축 구조 계획
Tensegrity

참여기간
교과목 담당교수

2009.3.9

~ 2009.4.14

교과목 주요 과제물 1-2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1-1
학년 / 학기
교과목

참여기간

2학년 2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2008.9.11~2008.9.16

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경간이 가장 긴 구조물 만들기

- 실험 목적 : 힘의 흐름과 구조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한다.
- 실험재료 및 도구 : B4 25장, 딱풀 1개, 물풀1개, 칼 1개, 자 1개, 칼판 1개
- 개요
ㆍ신문지를 말거나, 접거나, 겹치는 등 다양하게 응용하여 경간이 가장 긴 구조물을 만든다.
자중에 대해서 자립해야 한다.
ㆍ조마다 부재의 형상과 구조시스템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든 이유에 대하여 자체
분석하고 패널과 보고서로 발표한다.
- 제한조건
ㆍ양단 단순지지 조건으로 하며 중앙부 최대처짐은 L/100 이하가 되어야 한다.
ㆍ자중 및 약간의 횡력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 평가기준
1. 자립한 상태에서 경간이 가장 길어야 함.
2. 중앙부 최대처짐이 L/100 이하이어야 하고 처짐량이 적을수록 우수함
3. 약간의 횡력을 가하여 전도되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함.
4.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요소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 함.
- 실험 방법
① 각자의 조원들이 구상했던 구조물을 스케치하고 조원끼리 토의한다.
② 토의를 거쳐 선정된 구조물(손성빈 조원)을 B4를 이용해 구조물을 만든다.
③ B4 6장을 반으로 잘라 연결하여 아래 원기둥을 만든다.
④ B4 7장을 길게 연결하여 위의 원기둥을 만든다.
⑤ 위의기둥과 아래기둥에 연결할 종이를 12겹을 겹쳐 5㎝,7㎝,9㎝,11㎝,15㎝로
자른 후 구멍을 2개씩 뚫고 끼워넣는다.
⑥ 지지대는 삼각형 모형으로 하되 20겹을 겹쳐 만들고 구멍 2개를 뚫는다.
⑦ 삼각형 지지대를 양 끝에 끼우고 B4 2장을 5cm씩 잘라서 길게 연결하여 아래
에 연결한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1-2
실험결과 및 분석

구조물 구상 스케치

삼각형 지지대

완성된 구조물

완성된 구조물 앞의 조원들

∴ 구조물 구상 스케치처럼 원래는 아래 타이바가 없이 만들려고 했지만, 구조상 스팬이 길
고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타이바를 이용하여 처짐을 잡아주어 처짐이 발생하지 않았다.
- 측정 결과
2조의 최고 스팬길이는 2m 45cm로 다른 6조보다 압도적으로 긴 길이를 기록하였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2-1
학년 / 학기
교과목

참여기간

2학년 2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2008.9.17~2008.9.24

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스파게티 면으로 가장 긴 구조물 만들기

- 실험 목적 : 힘의 흐름과 구조시스템의 기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실험재료 및 도구 : 스파게티면200g, 강력본드20g, 우드락본드 80g, 칼 1개, 칼판 1개, 자 1개
- 개요
딱딱한 스파게티면 200g과 우드락 접착제를 사용하여 주어진 재료의 범위에서 경간
이 가장 긴 구조물을 만든다. 자중에 대해 자립하게 하며, 최대경간(L)에 대한 중앙
부 최대 처짐은(δ)은 L/180 이하로 제한한다.
각 조에서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패널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 제한조건
․ 양단 단순지지 조건으로 하며 중앙부 최대처짐은 L/1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 자중 및 약간의 횡력에 대해서도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
- 평가기준
1. 자립한 상태에서 경간이 가장 길어야 함.
2. 중앙부 최대 처짐이 L/180 이하여야 하고 처짐량이 적을수록 우수함.
3. 약간의 횡력을 가하여 전도되거나 부러지지 않아야 함.
4. 설정한 구조 시스템과 요소 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함.
- 실험방법
① 조원끼리 구조물을 구상하여 구조물을 만든다.
② 스파게티면 151개를 반씩 엇갈려 붙여 긴 부재 4개를 만든다.
③ 스파게티면 30개를 5cm길이로 잘라둔다.
④ 긴 부재를 2개씩 놓고 ③에서 잘라 둔 스파케티면을 사다리 모양으로 붙인다.
⑤ 사다리꼴 모양으로 붙인 부재를 세워놓고 남은 스파게티 면으로 잘라 붙인다.
⑥ 반대쪽은 ⑤번같이 하되, 끝으로 갈수록 사선으로 하여 더 튼튼하게 만든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2-2
실험결과 및 분석

완성 후 책상과 밀착되었는지 확인 하는 작업

완성 후 좌굴과 처짐이 있는 지를 확인 하는 작업

완성 후 전경

∴ 양끝을 가운데보다 더 튼튼하게 지지를 하게끔 하여 충분한 지지대를 만들었다.
- 측정 결과
2m 85cm로 길이는 2등이고 처짐도 없었고 양끝이 가운데 보다 부재 길이가 길어
안전성 있었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3-1
학년 / 학기
교과목

참여기간

2학년 2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2008.9.25 ~ 2008.10.8

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기둥과 판재의 압축좌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험 목적 : 기둥과 판재의 압축좌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실험재료 및 도구 : 켄트지 2장, 칼1개, 자1개, 칼판1개, 물풀1개, 딱풀1개, 50여권의 책, 저울
- 개요
4절지 켄트지 한 장을 접거나 말거나, 잘라서 다시 붙이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
하고, 그 위에 하중판을 얹어서 가장 많은 하중판을 얹을 수 있는 작품을 선발하고, 그
작품에 적용된 구조시스템을 이해한다.
각 조에서 설정한 구조시스템의 개요에 대하여 서로 발표 하고 토론한다.
- 제한조건
․ 켄트지 2장과 풀만 사용할 수 있음.
․ 압축재의 높이는 39.5cm 이상.
- 평가기준
1. 압축재의 높이는 39.5cm 이상 되어야 함.
2. 파괴 직전까지 쌓은 하중판의 양으로 평가함.
3. 하중판을 잘못 쌓아서 편심으로 인해 압축재가 전도한 것도 파괴로 간주함.
4.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요소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 함.
- 실험방법
① 조원끼리 구조물을 구상하여 구조물을 만든다.
② 각장에서 1cm씩 4개씩 총 8개를 잘라둔다.
③ 자르고 남은 켄트지를 2장을 4cm간격으로 붙인다.
④ ②번에서 자른 것 6개를 ③번에다가 사선으로 붙여 좌굴을 방지한다.
⑤ ∞이 모양으로 말아 붙인다.
⑥ ④번에서 쓰고 남은 1cm짜리 2개를 위와 아래에 각각 한 개씩을 붙인다.
⑦ 햇볕이 드는 곳에 말려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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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모습 - 국부자극을 방지

완성된 모습(윗부분)

(빨간 원 안이 실험⑥번 모습)

(검정선 모양으로 말아짐 - 실험방법⑤)

측정하기 전 모습

측정하는 모습
(총 33.6kg의 책이 올라갔다.)

- 2조의 구조물 분석
․ 켄트지를 2개 붙은 종이에 1cm로 자른 종이 띠를 사선으로 붙여 좌굴을 방지함.
․ 한 개의 기둥으로 하중을 받는 것 보단 2개의 기둥이 하중을 균등하게 분산시켜
많은 힘을 받게 하는 게 목적.
․ 위와 아래를 종이 띠로 붙여 국부자극을 막음.
- 잘못된 점
․ 종이를 말아서 붙일 때 균일하게 말아야 하는데 잘 되지 않아 중심이 약간 안 맞음.
- 측정 결과
33.6kg의 무게를 견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4-1
학년 / 학기
교과목

참여기간

2학년 2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2008.10.15 ~ 2008.10.25

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가장 튼튼한 트러스보 만들기

- 실험 목적 : 작은 물량으로 최대의 발휘하는 트러스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
- 실험재료 및 도구 :스파게티 500g, 강력본드 20g, 우드락본드 80g, 칼, 자, 칼판, 철판, 공시체
- 개요
딱딱한 스파게티 면을 트러스의 단위부재로 가정하고, 이를 적당히 자르거나 접합하여
튼튼한 트러스보를 만들어서 지지할 수 있는 하중의 최대 양을 구한다. 하중은 1점 집중
하중으로 트러스의 하부에 매다는 형태로서 가력한다. 우드락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 제한조건
․ 트러스보의 지점간 거리 50cm
․ 1점 집중하중을 가할 수 있도록 트러스 경간의

2등분점에 절점이 있어야 함. 2등분점

에 절점이 없는 경우에도, 가력조건의 일관화를 위하려 2등분 위치에서 가력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 입체트러스, 교량형 트러스, 평면트러스 모두 가능함.
단, 트러스에 면내 또는 면외좌굴이 일어나면 파괴된 것으로 간주함.
․ 스파게티 면은 짧게 자르거나 서로 접할 수 있음.
- 평가기준
1. 트러스보의 경간은 50cm 이상 되어야 함.
2. 파괴 직전까지 쌓은 하중판의 양으로 평가함.
3. 트러스에 면내 또는 면외좌굴이 발생하여도 파괴된 것으로 간주함.
4.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요소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 함.
- 실험방법
① 조원끼리 구조물을 구상하여 구조물을 만든다.
② 스파게티 500g 전체를 7개씩 강력본드로 붙인다.
③ ②번에서 7개씩 붙인 것을 2개 반을 길게 붙이고 3겹으로 붙인다.
이것을 2개 만든다.
④ 스파게티를 15cm로 자른 것을 ③번에서 만든 2개 사이에 놓고 붙인다.
⑤ ④번 정 가운데에 ②번에서 만든 것을 붙이고 가운데에 기둥을 만든다.
⑥ 가운데 기둥을 기준으로 양쪽에 14cm로 자른 스파게티면을 붙여 삼각형을 만든다.
⑦ 양옆에다가 사선으로 보강을 한 후 나머지 스파게트면으로 가운데를 보강한다.
⑧ 완성된 모형에다가 우드락 본드로 덧칠을 한다.

창의적 공학 설계 보고서 4-2
실험결과 및 분석

빨간색 - 가운데 보강을 하여 힘을 받게 함
파랑색 - 위와 아래가 끊어지지 않게 함

무게를 측정하는 실험 중

압축재인 부재가 끊어짐
∵ 압축재를 약하게 함

완성된 모습

보 처짐

- 2조의 구조물 분석
․ 양 옆과 가운데에 가새를 하여 압축재를 많이 사용함.
․ 집중하중을 받는 곳에 부재를 집중함.
․ 높이를 높게함
- 잘못된 점
․ 본래 500g만 사용해야 하나, 그보다 많은 764g을 사용하였고, 압축재를 단단하지 않게한
것이 화근이 되어 끊어짐.
- 측정결과
764g의 무게로 19772g을 견뎠지만 500g으로 환산을 하면 12939g으로 2등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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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학기
교과목

2학년 2학기
창의적 공학 설계

참여기간

2008.11.19 ~ 2008.11.26

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가장 튼튼한 문형프레임 만들기

- 실험 목적 : 지지단, 절점, 하중조건에 효율적인 형상의 문형프레임을 만들고, 응력에 순응
하는 부재의 형상을 이해한다.
- 실험재료 및 도구 : 두께 2mm 우드락 1/2장, 우드락본드 80g한개, 칼, 칼판, 자
- 개요
문형프레임의 지지단조건, 절점조건, 가력조건이 다른 몇 가지 경우에 대하여 두께
2mm의 우드락으로 H형 단면을 갖는 문형프레임을 만든다. 지지단조건, 절점조건, 가력
조건에 따른 휨모멘트도의 변화를 고려하여 부재의 형상이 만들어 지도록 한다. 변단면
부재로 만들어도 좋고, 비대칭 H형 보 또는 겹판보, 보강판보 등의 다양한 형태의 부재
를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문형프레임을 만들어 본다.
하중의 작용점이나 지지단 반력이 있는 곳에서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국부좌굴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다.
․
․
․
․

제한조건
문형프레임의 높이는 30cm, 경간은 30cm
문형프레임의 단면은 H형
지지단 또는 하중의 작용점에서 국부좌굴이 일어나면 파괴된 것으로 간주함.
변단면 H형, 비대칭 H형, 겹판보 등 다양한 형태의 H형 부재가 가능함.

- 평가기준
1. 일반적인 H형 등단면 부재로 설계할 경우의 최대내력을 구해 놓고, 그 값에 비하여 학생
들이 만든 작품의 실험 최대내력을 비교하여 평가한다. H형 등단면 부재의 최대내력 계
산 시 우드락의 재료상수는 임의로 가정하여 상대적인 비교값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2. 파괴 직전까지 가력한 하중량으로 평가함.
3. 지지단 또는 하중점에 국부좌굴이 발생하여도 파괴된 것으로 간주함.
4.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요소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 함.
- 실험방법
① 조원끼리 구조물을 구상하여 구조물을 만든다.
② 보의 길이는 36.4cm로 하고 플랜지는 3.1㎝로 3장씩 겹쳤고, 웨브는 4㎝로 2장
겹쳤다.
③ 기둥의 총 높이는 34㎝로 하고 플랜지는 3.1㎝로 2장씩 겹쳤고, 웨브는 2.1㎝로
2장 겹쳤다. 이것을 2개 만든다.
④ ②에서 만든 보에 스티프너를 넣는데 양끝은 조밀하게 1㎝간격으로 넣고 가운데로
갈수록 2㎝로 넣는다. 집중하중을 받는 곳은 3겹을 겹쳐놓는다.
⑤ ③에서 만든 기둥에 2㎝간격으로 스티프너를 넣는다.
⑥ ⑤에다가 헌치를 양쪽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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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끝 스티프너 (1㎝간격으로 배치하고

가운데 스티프너

가운데로 갈수록 2㎝간격으로 배치함)

(3개의 우드락 을 넣음)

양끝 헌치

기둥 스티프너

- 2조의 구조물 분석
- 집중하중을 받는 곳에 스티프너를 3개를 겹쳐놓았다.
- 기둥과 보를 연결한 헌치를 넣어 모멘트에 저항하게 하였다.
- 철근콘크리트에서 보면 철근이 가운데보다는 양끝 쪽에 더 분포가 되어있어 양끝 쪽에는
1cm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고 가운데로 갈수록 2cm 간격으로 분포되어 있다.
- 잘못된 점
- 기둥이 단단하긴 하였으나, 플렌지가 얇아 부실하여 좌굴과 뒤틀림이 발생하였다.
- 하중 실험 중 기둥과 보를 연결할 때 쓴 접착제가 띠어져 버림.

- 측정결과
49.2g으로 7675.6g을 견뎌서 총 1g당 156.008g을 견뎌 3위를 기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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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담당교수

조원
주제

나무젓가락 아치 만들기

- 실험 목적 :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젓가락 아치를 만들 수 있다.
- 실험재료 및 도구 : 나무젓가락 65개, 스티로폼, 칼
- 개요
나무젓가락으로 자르거나 역거나 하여 아름다운 아치를 만들어야 한다. 단, 나무젓가락
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한조건
․ 바람이 전혀 없는 환경을 가정한다.
․ 경간은 1m 50cm이상 이어야 한다.
․ 나무젓가락 65개만 사용할 수 있다.
․ 접착제를 사용할 수 없다.
- 평가기준
1. 아치 사이의 경간은 1m 50cm이상이어야 한다.
2. 제작과정은 수업시간에 재현할 수 있도록 문서화 한다. 즉 준비한 보고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면 누구라도 동일하게 제작 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정한 구조시스템에 대한 개요와 요소기술에 대한 패널 발표가 명확해야 한다.
- 실험방법
① 조원끼리 구조물을 구상한다.
② 뜨거운 물에 나무젓가락을 담가 물 축임을 한다.
③ 가르지 않은 나무젓가락을 4개를 사각형 모양으로 하고 가운데에 2개를 엇갈려 넣는
다. 이것을 10개 만든다.
④ ③번에서 만든 것을 한 개씩 끼워간다. 끼우고 나서 2개로 겹치는 부분의 나무젓가락
의 한 개를 뺀다.
⑤ 양쪽 끝을 잡고 스티로폼에 고정시킨다.
⑥ 남은 나무젓가락으로 ④에서 고정시킨 부분에 X자 모양으로 고정을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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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의 실험 방법④의 완성작

완성작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다.

실험 1의 실험 방법⑥ (지지대완성)

실험1 완성작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의자를 올려놓음)

- 2조의 구조물 분석
실험1은 매우 안정되게 고정되었고, 실험2는 가운데 부재가 처지는 경향이 있어 길이를
길게 하지 못함.
실험1은 다른 조들과 형태는 같지만 보다 깔끔하게 정확한 사다리 모양으로 연결이 되었
고, 실험2는 마름모 모양으로 연결하여 아름다움을 강조하였다.

- 잘못된 점
나무에 물 축임을 했을 당시는 잘 휘어졌지만, 그대로 굳어서 휘어짐이 심했음.
실험 1과 2의 마지막 지지대에 연결하는 것.

- 측정 결과
스팬은 1m 60cm 이었다.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