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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다수의 구역으로 나눠지는 학습지를 전면과 후면이 상호 대응하도록 학습내용을 인쇄하고, 다수의 상기 학습지

로 구성되는 학습서를 휴대가 간편하고 사용이 용이하도록 손쉽게 다수의 카드로 분할하여 학습할 수 있게 구성된 학습서

에 관한 것이다.

이에 그 구성은 학습내용이 구역별로 인쇄되고 전면과 후면에 위치하는 구역이 상호 대응되는 학습내용으로 학습지를 구

성하고 상기 학습지에 절취선과 보조절취선을 구비하며 상기 절취선에 대응하는 위치와 수로 형성된 연결공을 구성함으로

써, 상기 절취선 및 보조절취선을 따라 손쉽게 분할하여 다수의 카드를 마련하고 다수의 상기 카드를 분리와 결합이 가능

한 연결고리를 이용해 하나의 카드묶음으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구성된다.

본 발명으로 학습지를 구성함으로써, 학습지를 용이하게 휴대하고 상기와 같은 구성에 알맞은 학습내용을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대표도

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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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구역을 형성하고 상기 구역의 분할이 용이하도록 수평으로 형성된 다수의 절취선(21)을 구비하고,다수의 상기 절취선(21)

이 구획되어 전면과 후면에 표시면(30a)을 구성하는 다수의 카드부(30)가 형성되고, 전면에 구성되는 상기 표시면(30a)에

는 학습내용이 요약되어 인쇄된 전면표시부(31)를 구비하고, 후면에 구성되는 상기 표시면(30a)에는 상기 전면표시부(31)

의 학습내용에 대응하여 관련된 직문직답형식의 문제가 인쇄된 후면표시부(32)가 구비된 학습지(20)와, 다수의 상기 학습

지(20)가 중첩되어 그 일측에 접착되는 겉표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전면표시부(31) 상단에는 단계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여 인쇄한 난이도표시부(311)와 학습주제를 인쇄한 주제제목표

시부(312)와 학습내용의 순서를 인쇄한 색인표시부(313)로 구성되며, 상기 전면표시부(31) 하단에는 핵심주제어(315)가

부각되어 표시되도록 인쇄한 핵심내용정리(314)로 구성되고;

상기 핵심내용정리(314)에 사진이나 삽화로 구성되는 삽입부(316)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며;

상기 학습지(20) 후면에는 전면표시부(31)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문제가 표시된 후면표시부(32)가 상기 전면표시부(31)의

내용과 위치에 대응하여 구성되고, 상기 후면표시부(32)의 상단에는 상기 핵심내용정리(314)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

인질문부(321)가 구성되며, 하단에는 상기 핵심주제어(315)가 답이 되는 직문직답문제부(322)가 구성되고;

상기 다수의 학습지(20) 중 적어도 하나의 학습지(20)는 다수의 제목표시부(33)가 구비되고, 다수의 상기 제목표시부(33)

는 상기 학습지(20)에 구성되는 다수의 상기 카드부(30)와 일대일 대응하여 인쇄되며;

상기 겉표지(10)에 접착되는 학습지(20) 일측 부분에 근접하는 위치와 상기 절취선(21)에 수직방향으로 보조절취선(22)

이;

더 포함되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드식 학습서.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상기 보조절취선(22) 외측에 근접하며 상기 절취선(21)과 대응하는 위치와 동일한 수로 형성되는 연결공(40)을 형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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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연결공(40)을 통하여 다수의 상기 카드부(30)를 연결하는 연결고리(50)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카

드식 학습서.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학습내용이 요약된 휴대용 카드를 간단하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는 카드식 학습서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

게는 상호 대응되는 구역으로 구획되고 학습내용이 인쇄된 학습지에 절취선을 구비하고 상기 절취선으로 구획되는 다수의

카드부를 손쉽게 분할하여 사용하는 휴대가 용이하고 학습이 편리하도록 구성된 카드식 학습서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요약된 학습내용으로 구성된 학습서를 이용하여 학습을 할 경우 페이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필요한 학습주제를 찾아내서 학습을 하였고, 학습자가 필요한 부분만을 따로 발췌하여 직접 수기로 적어 휴대가 간편한 카

드로 만든 학습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필요한 학습주제를 찾아서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페이지를 찾아서 학습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휴대가 불편하

여도 이를 감수하고 휴대하여 수시로 학습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휴대가 용이한 카드식 학습서를 이용하여 학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의 카드를 직접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진 카

드를 구입하여 마련하고 학습자가 많은 시간을 소모해 학습내용을 마련된 다수의 상기 카드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

는 불편함이 있었으며, 미리 학습내용이 인쇄된 휴대용 카드 학습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선택하여 구성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도 구입한 휴대용 카드 학습서 그대로를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

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이에 본 발명은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안된 것으로,

본 발명은 전면과 후면에 상호 일대일 대응으로 구역을 다수 형성하고 대응되는 구역에 상호 연관된 학습내용이 인쇄된 다

수의 카드부를 형성하여 상기 카드부가 다수의 카드로의 분할이 손쉽게 되는 동시에 학습내용의 인식이 더 명확하게 인지

되고 인지된 내용의 즉각적인 문답과 학습내용의 구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학습서의 구성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카드의 사용이 원활하도록 하고 필요한 학습부분의 내용수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본 발명은 구역을 형성하고 상기 구역의 분할이 용이하도록 수평으로 형성된 다수의 절

취선을 구비하고,다수의 상기 절취선이 구획되어 전면과 후면에 표시면을 구성하는 다수의 카드부가 형성되고, 전면에 구

성되는 상기 표시면에는 학습내용이 요약되어 인쇄된 전면표시부를 구비하고, 후면에 구성되는 상기 표시면에는 상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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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표시부의 학습내용에 대응하여 관련된 직문직답형식의 문제가 인쇄된 후면표시부가 구비된 학습지와, 다수의 상기 학습

지가 중첩되어 그 일측에 접착되는 겉표지를 포함하여 구성되며; 상기 전면표시부 상단에는 단계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여

인쇄한 난이도표시부와 학습주제를 인쇄한 주제제목표시부와 학습내용의 순서를 인쇄한 색인표시부로 구성되며, 상기 전

면표시부 하단에는 핵심주제어가 부각되어 표시되도록 인쇄한 핵심내용정리로 구성되고; 상기 핵심내용정리에 사진이나

삽화로 구성되는 삽입부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며; 상기 학습지 후면에는 전면표시부의 내용과 관련된 학습문제가 표시된

후면표시부가 상기 전면표시부의 내용과 위치에 대응하여 구성되고, 상기 후면표시부의 상단에는 상기 핵심내용정리의 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확인질문부가 구성되며, 하단에는 상기 핵심주제어가 답이 되는 직문직답문제부가 구성되고; 상기 다

수의 학습지 중 적어도 하나의 학습지는 다수의 제목표시부가 구비되고, 다수의 상기 제목표시부는 상기 학습지에 구성되

는 다수의 상기 카드부와 일대일 대응하여 인쇄되며; 상기 겉표지에 접착되는 학습지 일측 부분에 근접하는 위치와 상기

절취선에 수직방향으로 보조절취선이; 더 포함되어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또한, 상기 보조절취선 외측에 근접하며 상기 절취선과 대응하는 위치와 동일한 수로 형성되는 연결공을 형성하고, 상기

연결공을 통하여 다수의 상기 카드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더 포함하여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로 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 예를 상세히 설명한다.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보인 사시도이고, 도 2는 도 1의 학습지 구성을 보인 사시도이며, 도 3과 도 4는 학습지의 전

면과 후면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1과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학습서(1)는 다수의 학습지(20)가 적층되어 겉표지의 내부 중앙에 위치하는 책등에 접착

되어 결합하는 일반적인 책의 구조로 구성된다.

상기 학습지(20)는 전·후면이 상호 대응하는 구성으로 구역을 나누는 절취선(21)이 수평으로 구비되고, 상기 절취선(21)으

로 구획되는 카드부(30)가 형성되며, 상기 절취선(21)의 수직방향으로 상기 학습지(20) 일측에 보조절취선(22)이 구비되

고 상기 보조절취선(22)에 근접하여 형성되는 연결공(40)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호 대응되는 전·후면의 구성은 상기 절취선(21)으로 구획되는 상기 카드부(30)의 전면과 후면에 학습내용이 직

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한, 상기 연결공(40)은 상기 보조절취선(22)을 기준으로 외부방향으로 근접하게 위치되고 상기 카드부(30) 내부에 위치

하도록 구성하며 상기 카드부(30)의 수와 동일한 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기 연결공(40)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상기 학습지(20)에만 구성하거나 상기 겉표지(10)부터 형성하도록 하는 구성도 바람직하다.

도 3과 도 4는 도 2의 학습지에 구성되는 내용이 도시된 전면과 후면을 보인평면도이다.

도 3과 도 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절취선(21)으로 구획되는 다수의 상기 카드부(30)의 전면 표시면(30a)에는 전면표

시부(31)가 구비되고 후면 표시면(30a)에는 후면표시부(32)가 구비되도록 한다.

상기 전면표시부(31)에 구성되는 학습내용은 요약된 학습내용이 인쇄되고, 상기 후면표시부(32)에 구성되는 학습내용은

상기 전면표시부(31)에 인쇄된 학습내용과 연관있는 문제가 제시되는 구성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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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기 학습지(20)를 구성하는 다수의 상기 카드부(30)는 상호간에 상이한 주제로 구성되도록 하고 상기 카드부(30)

전면과 후면에만 상호 연관되는 학습내용을 인쇄하도록 하며 상기 학습지(20) 이후로 구비되는 다수의 학습지(20)는 상기

학습지(20)와 상호 연관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하되, 페이지를 넘기면 상기 학습지(20)에 구비되는 다수의 상기 카드부

(30)와 일대일 대응되는 위치와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5는 도 3에 도시된 상기 전면표시부(31)의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고, 도 6은 도 4에 도시된 상기 후면표시부(32)의 구성

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5은 도 3에서 보인 상기 전면표시부(31)를 나타낸 평면도이다.

도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기 전면표시부(31) 상단에는 학습의 난이도를 단계별로 표시하는 난이도표시부(311)와 학습

내용의 주제를 표시하여 주제확인을 하도록하는 주제제목표시부(312)와 학습내용의 순서를 인식하고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된 색인표시부(313)가 표시되도록 구성되고, 상기 전면표시부(31) 하단에는 핵심내용정리(314)가 표시되도록 구성된

다.

또한, 상기 핵심내용정리(314)에는 내부에 색깔이나 형태 또는 보조적인 표시를 일측에 위치시켜 표시가 부각되도록 구성

된 핵심주제어(315)가 구성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핵심내용정리(314)의 일측에는 학습내용의 인지를 용이하도록 하는 필요에 따라 사진이나 삽화가 부가되어

삽입되는 삽입부(316)가 더 포함되어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6은 도 4의 도시된 후면표시부(32)에 대한 구성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학습지(20)의 후면에는 상기 학습지(20)의 전면에 구성된 전면표시부(31)의 내용에 일대일

로 부합되고 대응되는 위치로 구성되도록 한다.

상기 후면표시부(32)의 구성은 도 6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단에는 상기 전면표시부(31)의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의 질문을

표시하는 확인질문부(321)가 표시되도록 구성하고, 하단에는 해답이 위치되는 공란이 포함되어 표시되는 직문직답문제부

(322)가 구성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확인질문부(321)에는 상기 전면표시부(31)의 상기 주제제목표시부(312)와 상기 핵심내용정리(314)를 요약

하거나 인용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구성하도록 하고, 상기 직문직답문제부(322)는 상기 공란에 표시되는 해답이 상기 전면

표시부(31)에 표시되는 상기 핵심주제어(315)가 되도록 상기 핵심내용정리(314)를 이용하거나 응용하는 내용으로 표시하

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7은 도 3의 학습지 전면의 또 다른 실시 예를 보인 평면도이다.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기 학습지(20)는 전면 위치하는 상기 표시면(30a)에 다수의 상기 제목표시부(33)가 위치되도

록 구성한다.

여기서 상기 제목표시부(33)는 후방부터 위치하는 다수의 학습지(20)에 인쇄된 학습내용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내용의 주

제제목으로 구성하고, 상기 학습지(20)의 전면에만 위치되도록 구성하며 상기 학습지(20)의 후면에는 표시부를 구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 8은 학습지의 분할과정을 보인 평면도이다.

도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수평방향으로 구비된 상기 절취선(21)과 수직방향으로 구비된 상기 보조절취선(22)을 이용하여

손으로 상기 학습지(20)를 분할하고자 할 경우 적은 힘으로 동일한 크기의 카드부(30) 다수를 상기 절취선(21) 및 보조절

취선(22)에 마련된 다수의 홈을 따라서 분할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분할된 다수의 카드부(30)는 학습내용 순서에 맞게 적층할 수 있도록 상기 전면표시부(31)에 구성된 상기 색인표

시부(313)를 참고하여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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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a와 도 9b는 본 발명의 사용 실시 예와 사용 과정을 보인 사시도 이다.

도 9a에 도시된 바와 같이, 분할된 다수의 카드부(30)를 상기 연결공(40)이 일치하도록 적층한 후 상기 연결공(40)을 통과

하여 연결되는 분리와 결합이 용이한 연결고리(50)를 더 포함하도록 구성된다.

여기서 상기 연결고리(50)는 스테플러나 끈으로 연결되는 구성으로 대체되어도 필요에 따라서 연결 및 분리가 용이한 구

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면 다른 어떠한 것으로 대체하여 구성하여도 바람직하다.

도 9b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적층된 다수의 상기 카드부(30)는 상기 연결고리(50)에 의해 구속되어 연속적인 페이지 넘김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상기 전면표시부(31) 및 후면표시부(32)를 펼쳐 상기 두 표시부을 동시에 학습하거나 상기 전면표

시부(31) 및 후면표시부(32) 중에서 어느 한 표시부를 기준으로 한 표시부씩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발명의 효과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원하는 분량과 범위의 학습내용으로 구성되는 카드식 학습서를 손쉽게 마련하여 학습능률이

높은 카드식 학습서를 간편하게 휴대하며 학습할 수 있으며, 요약된 내용이 체계적인 구성으로 인식되어 학습내용의 인지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요약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와 함께 인식하여 요약된 내용의 이해를 향상시키고, 인식한 핵심내용

이 연속하여 반복적으로 인지되어 학습한 핵심내용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삭제

삭제

삭제

또한, 본 발명은 학습내용의 구분과 적절한 분량의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상기 다수의 학습지 중 적어도 한 학습지의 전면에

만 주제제목부를 형성함으로써, 원하는 내용과 분량을 학습자가 손쉽게 확인하고 결정하여 학습계획을 효과적으로 구상할

수 있으며, 절취선을 따라 분할한 후에 다시 보조절취선을 따라 매끄럽게 분할되어 카드의 외관이 개선되고 카드의 일부가

거칠게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분할시에 카드가 훼손되는 것이 방지되는 이점을 가진다.

삭제

또한, 본 발명은 카드 상호간의 교체와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수의 연결공을 보조절취선에 근접하여 형성하고

손쉽게 분리 및 결합하는 연결고리를 추가로 구성함으로써, 카드를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여 카드의 분실을 방지하고 상

기 카드가 훼손되거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상기 카드의 교체가 간단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의 실시 예를 보인 사시도.

도 2는 도 1의 학습지 구성을 보인 사시도.

도 3은 도 2의 학습지 전면을 보인 평면도.

도 4는 도 2의 학습지 후면을 보인 평면도.

도 5는 도 3의 전면표시부의 구성을 보인 평면도.

도 6은 도 4의 후면표시부의 구성을 보인 평면도.

도 7은 도 3의 학습지 전면의 다른 예를 보인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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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8은 본 발명의 학습지의 분할과정을 보인 평면도.

도 9a는 본 발명의 사용 실시 예를 보인 사시도.

도 9b는 도 9a의 사용 과정을 보인 사시도.

※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학습서

10 : 겉표지

20 : 학습지

21 : 절취선 22 : 보조절취선

30 : 카드부

30a : 표시면

32 : 전면표시부

321 : 난이도표시부 322 : 주제제목표시부

323 : 색인표시부 324 : 핵심내용정리

325 : 핵심주제어 326 : 삽입부

33 : 후면표시부

331 : 확인질문부 332 : 직문직답문제부

34 : 제목표시부

40 : 연결공

50 : 연결고리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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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

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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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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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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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도면6

등록특허 10-0682628

- 11 -



도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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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8

도면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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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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