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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경상북도교육청과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차세대 발명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발명체험교육관 건립 착수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정부대전청사 1동
소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협약은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리모델링)해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하면서,

ㅇ 부지 및 건물 제공과 체험관 건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양 기관 상호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 성공적으로
발명체험교육관을 건립하고자 추진됐다.

□

‘발명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에게는

초·중· 고 교원에게는 체험위주의 연수 제공

·

▲

체험· 심화형 발명교육

▲발명교육

프로그램

▲체험 전시관 운영 등을 통해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을
조기에 발굴·육성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이다
개발 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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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그간, 초 중고 정규교과의 발명관련 단원은 이론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형 교육시설인 발명교육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운영
되어 실습·체험 교육에 한계가 있어왔다. 동 교육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 특허청은 시설 재단장 리모델링
(

위해

ㅇ

‘19년도

),

교육 기자재 구입, 교육운영 등을

사업비 총 47.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부지· 건물을 제공하고 시설 재단장(리모델링),
교육 기자재 구입비용 등 약 91억원을 대응 투자할 계획이다.

□ 특허청은

경북교육청과 공동으로 설치추진단(TF)을 구성· 운영하여

발명체험교육관의 인력 및 조직, 시설구성, 교육 방향, 교육 프로
그램 개발 등 개관에 필요한 실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북교육청

과의 협약을 통해 권역내 청소년들에게 발명체험 기회가 확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호

발명체험교육관이 성공적으로

완공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특허청-경북교육청
2. ‘발명체험교육관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설치 계획(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인력과 사무관 이동훈(☎ 042-481-82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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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특허청- 경북교육청 간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 목적
o

특허청-경상북도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 운영
하여 창의· 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확산

※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 교육청 공모(’18.10.8∼10.19),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경상북도교육청을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선정

□ 개요

∼12:00

o

(일 시) 2019. 1. 15(화) 11:30

o

(장 소)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소회의실

o

(참석자) 특허청장, 경상북도 교육감 등

10여명

* (특허청) 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인력과장 등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감, 과학직업과장, 장학관 등

o MOU

체결 주요내용

① 특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체험·심화형 발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② 경상북도교육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건물, 예산, 인력 등을 제공 ③ 양 기관은 발명체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조례 또는 운영 규정 제정, 교육운영 방향, 조직 구성 등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세부 일정

시 간
11:30～11:35 (
11:35～11:40 (
11:40～11:45 (
11:45～11:50 (
11:50～11:55 (
11:55～12:00 (

5’)
5’)
5’)
5’)
5’)
5’)

내 용
비 고
환담
청장실
환담장 이동
1동 207호 소회의실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특허청장 인사말씀
특허청장
교육감 인사말씀
교육감
협약서 서명 및 기념 촬영
주요 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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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발명체험교육관’설치 계획(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발명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의

핵심적 교육 수단이며, 선진국은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을 강화 추세
o

·

교육 현장의 체험형 발명교육 확대 요구, 검증된 체험 심화 교육의
체계적 확산 등

「 발명교육법」

제정(’17)에 따른 후속 조치 필요

□ 기본 운영 방향
o

체험· 심화형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의 혁신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차세대 혁신가로 육성

∙(학생) 로봇, 코딩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만들어보고, 원리를 체득

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제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심화 발명 체험 교육, 발명 원리 탐구, 발명 전시관 운영 등
∙(교원) 초등·중등 교원대상으로 신규·심화 발명교육 교수법, 지도 사례
연구, 최신 기자재, 교구재 활용기법 등의 연수로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신장

□ 운영 체계
o

교육청 직속 기관으로 설치· 운영하고, 특허청은 축적한 발명교육
경험을 전수하여 전국 단위로 확산 추진(한국발명진흥회 전문인력 활용)

* (특허청) 정책 총괄, (교육청) 관내 발명교육 운영, (발명진흥회) 콘텐츠 개발·적용
- (조직) 관장, 3개 팀(교육총괄, 전시운영, 운영지원) 총 15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발명교육 운영 지원

* 발명진흥회(4명), 교육관 자체 채용(4명), 발명교육 담당 교원 파견(7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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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및 예산
(시설) 체험·심화형
o

교육을 위해 경북 경주시 황남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등 추진
- (구성) 체험전시관(1층), 발명상상실 및 발명창작실(2층), 다목적 강당,

행정실(3층) 등 3층 규모의 시설 구축(연건평/총대지

㎡

: 5,822

㎡

/21,891

- (기자재 등) 최신 기자재(3D 프린터, 레이저커터 등), 교구재(드론,

·

)

VR,

아두이노 등)를 구비하여 체험 심화 발명교육 환경을 조성
o

·

(예산) 특허청은 ’19년에 총 47.6억원 지원(시설구축비 기자재구입비
운영비

4.7억원),

42.9억원,

교육청은 최소 국비지원 이상의 예산을 매칭 부담

- ‘20년부터는 발명체험교육관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운영비 확보 추진(국비· 지방비 최소 16.8억원 이상)

※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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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