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르페디엠

이기수 김용준 라민수

정상원 김민지 이현지



1.공감하기 (EMPATHIZE)



공감하기

• 인터뷰 대상 : 1학년1반 양은진

• 인터뷰 내용 : 하루 생활 중 불편한 점 찾기

• 추운 겨울날 장갑을 낀 채로 버스카드를 집기가 어렵다.

• 교실 양끝 자리에서 칠판이 잘 안 보인다.

• 의자나 책상 모서리가 자주 부러진다.

• 눈이나 비오는 날 보도블럭이 미끄럽다.

• 교복이 잘 구겨진다.

• 사물함 문이 자주 고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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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한 대상의 하루 일과를 감정지도로 정리

공감하기



2. 문제 정의하기(DEFINE)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등.하교시의 불편한 점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문제 정의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은

장갑을 벗고 교통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편
하므로

손이 시렵지 않으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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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하기



3. 아이디어 내기(IDEATE)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들

장갑을 낀 채로
버스카드를
집기가 어렵다.

버스카드+장갑=스마트장갑

아이디어 내기



장갑을 끼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의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교통카드의

역할과 장갑의 보온역할을 접목한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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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내기



4. 프로토타입(PROTOTYPE)



프로토타입

1.교통카드를 아세톤과
함께

담궈둔다.

2.카드가 녹으면 칩과
코일을 분해한다.

3.분리한 칩과 코일을
회로형태로 만든다.

4.회로를 장갑에 붙인다.



프로토타입

밀폐용기에 교통카드와 아세톤을 넣은 후 밀폐한다



프로토타입

1시간 후의
교통카드

RFID칩과 코일을 분리



프로토타입

칩과 코일만 있을 때의
교통카드 작동여부 확인 작동



프로토타입

RFID칩과 코일을 장갑 손바닥
부분에 부착



프로토타입

(문제점)
주먹을 쥐거나 물건을 집을 때 안테나
역할의 코일의 모양이 손상되어
교통카드가 작동하지 않고 장갑의

용도로도 불편함

(해결방법)
칩과 코일의 위치를 손바닥에서

손등으로 바꿔서 카드가 작동할 수
있게 만들고 편리하게 함



프로토타입

칩과 코일을 손등부분에 부착



5. 시험하기(TEST)



겨울철에 장갑을 끼고 교통카드를 꺼
내서

단말기에 찍기 불편했는데

스마트장갑을 통해서 편해졌지만

회로가 붙어있는 디자인

말고 좀 더 예쁜 디자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하기



시험하기

(문제점)
회로가 밖으로 나와있는 디자인이

외관상 보기 안좋다

(해결 방안)
회로의 위치를 장갑의 안쪽으로 바꾼다



시험하기

장갑의 안쪽에 천을 덧대어 회로를 넣을
주머니를 제작하고 주머니에 회로를 넣어
밖에서 봤을 때 회로가 안보이게 만들었다



시험하기

(문제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칩과 코일이 변형되면
작동하지 않게 된다

(해결방안)
장갑의 소재를 자체를 바꾸어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든다



활동 후 느낀점



활동 후 느낀점

처음 적정기술이라는 말을 듣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나 물품을 만들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우리가 활동해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것이
아니였고, 하나의 물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다양한

원리들이 집약되어서 들어간다는 점이 놀라웠다 또한
머리속으로만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만드는
활동이 어렵다는 것도 알게되었으며 팀원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활동 중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재밌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관점에서만 보고
만드는 발명품이 아니라 상대방과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기술을 만드는 점이 어렵다는걸 알게되었다



활동 후 느낀점

활동을 하면서 분명 현재의 아이디어 보다 더 나은
방안이 있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현하지 못해서 아쉬웠고 만일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였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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