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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특허청은 87년 ‘학생발명반’ 설치를 시작으로 발명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94년에는 ‘발명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 발명부흥을 위한 종합적인

발간사

발명 정책수립의 기초를 다졌고, 이듬해 최초의 발명공작교실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206개 발명교육센터의 시초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은 발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다짐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로 이어져 초·중·고등학생의 열 명 중 한 명을 발명교육으로
참여하게 하는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발명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창의인재로의 성장을 도우며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에 미래를 여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변화하는 기술에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들보 같은 인재(棟梁之材)입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발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새로운 신화를 써나갈 혁신인재 양성에 매진함과 동시에

‘발명교육 백년대계’의
시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발명을 통해 꿈과 미래가 실현될 수 있는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명교육의 과거와 미래가 담긴 이 백서를 발간하기 위하여 귀중한 자료
제공과 특별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발명교육계 원로분들과 지금도 최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힘쓰고 계신 발명교육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흔히 발명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드리며, 여기에 담긴 학생들의 삶을 바꾼 30여 년간의 도전과 열정의 발자취가 새로운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대부분의 발명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발명교육을 이끌어갈 시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민으로부터 그려집니다. 거즈에 테이프를 붙인 일회용 반창고, 간편하게 차를
우려마시기 위한 티백, 덜그럭거리는 주전자뚜껑의 소리를 없애기 위해 뚫은 구멍 등
우리 주변의 발명품들은 생활을 조금 더 편리하게,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고자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위한 ‘발명교육’은 아이들이 상상의

2019년 12월

특허청장

박원주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나가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은 유연한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정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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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4월 정부의 ‘학생발명반 설치운영요령’이 발표되면서 학교 발명활동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확산되었다. 1994년 발명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발명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이 이뤄졌으며, 발명진흥사업이 보다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됐다. 1995년 7월 서울시 인헌중학교(구, 봉천중학교)에 시범
설치된 동작발명교실은 국내 최초의 발명교육센터로서 이후 전국 206개의 현대식
발명교육센터를 탄생시키는 불씨가 되었다.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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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명교육의 자생적 탄생

부강의 원천임을 깨닫고 왕에게 직접 상소문

2) 발명단체의 설립과 활동

을 올렸다.
지석영은 이 상소문에서 나라가 발전하

발명학회

고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하나의 원(

경성공전 요업과 1회 졸업생인 김용관은

院)을 설치해 새로운 서적을 구입하고 각국

우리나라 발명운동의 선구자였다. 요업 전문

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로운 기기들을 도입해

가였던 그가 발명운동에 발을 디딘 것은 1923

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능한 젊은이들을 선

년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최초로 발명특

발해 과학기술 교육을 받게 하고 이들 가운

허 단체인 ‘발명학회’ 설립에 나선 것이다. 조선

데 재능이 있어 기계를 만들거나 발명하는

인에게 제조공업에 대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자에게는 전매특허권을 주도록 하며, 서적을

목적으로 서울 인사동에 사무실을 두고 1923년

저작·간행한 자에게는 출판권을 주도록 해

6월 1일 발명학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자산

과학기술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실행방안까지

부족으로 설립이 이뤄지지 못했다.

제시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공

그 후 다시 준비를 거쳐 1924년 8월 3일

업소유권제도의 주창이었다. 특히 이 상소는

서울 장사동 동양염직주식회사에서 설립준비

인류의 삶은 발명과 함께 발전해왔다. 역

특허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진 과학

위를 개최했다. 이어 그해 10월 1일 동양염직

사의 분기점마다 나타났던 새로운 발명은 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정책적

업의 발전은 물론 삶의 변화를 이끌어왔다. 우

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리 민족 역시 우수한 창의력으로 세계 최고의

담고 있었다.

1) 지석영의 상소와 발명진흥제도

발명품들을 만들어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고종은 이 상소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했고, 측우기와 거북선

으며 이를 의정부에 내려 즉시 반포·시행하

을 만들었다. 세계 언어학자들로부터 가장 독

도록 명했다. 그러나 지석영의 상소로 건의된

창적인 문자라고 칭송받는 ‘한글(훈민정음)’도

특허제도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조

우리 민족의 발명 DNA가 만들어낸 최고의 발

선의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정했고, 국가가

명품이다.

주체적으로 정책을 펼칠 만한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발명진흥제도의 시작은 1882
년 지석영의 상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비록 지석영의 상소는 실행되지 못했지만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종두를 시행해

그의 주장과 실행방안은 우리나라에서 특허제

유명한 지석영은 수신사 일행으로 직접 일
본에 가 선진 문물을 체감했다. 당시 28세의
젊은 유생이었던 지석영은 산업 발전이 국가

20

<조선왕조실록> 중 지석영 상소문 일부

발명교육 백년대계

수많은 생명을 천연두로부터 구한 것으로도

도가 싹트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큰 의미가 있다.

발명학회에서 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잡지 <과학조선>

21

거 조선에 진출해 경제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최초의 민간 발명장려 단체인 발명학회를 설

민족기업들은 명맥을 잇기에도 어려운 상황

립했다.

이었다.

발명교육 백서

공장 사무실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우리나라

중요성을 고취했다.

이어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일 동안

특히 고려발명협회의 주요 간부들은 과학

중앙전람회를 경복궁 미술관에서 개최했다.

지식보급회에서도 활동하며 일제 강점하에서

전람회는 어린이관, 물리화학관, 생물관, 발명

우리 민족의 과학대중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관, 기계관, 교통참고관, 전기관, 지하자원관,

했다.

천문기상관, 생활개선관, 항공항해관 등으로

공업계의 젊은 엘리트들이 주머닛돈을 털

이런 가운데 1924년 7월 9일 조선총독부의

어 발명학회를 창립한 것은 3·1운동 이후 발

지원을 받은 일본인 주도로 총독부에 조선발명

명으로 자활해보자는 민족운동의 하나였다. 발

협회 인가를 신청하면서 조선발명협회가 설립

명학회는 조선인으로서 과학기술 내지는 산업

됐다. 총독부는 조선발명협회에 대한 보조금을

조선발명장려회

기술을 진흥시키겠다는 사명감이 강했다.

창립 이듬해인 1925년부터 일부 지원했다. 조

1945년 8월 15일 해방 후 미 군정은 우리

발명학회는 1933년 6월 10일 기관지 <과

선발명협회의 창립은 조선인에 의한 자체적인

나라 경제인들과 함께 발명장려를 논의했다.

한국발명협회  

학조선>을 창간해 1940년까지 발간했으며,

의지보다는 일제가 조선의 발명특허를 장악하

미 군정청 상무부장 오정수, 문교부장 유억겸,

조선발명장려회(대한발명장려회)는 1956

1934년에는 과학지식보급회를 설립했다. <

고 일본인의 발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

조선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선 등은 현대 국가

년 9월 10일 제3회 정기총회를 열어 한국발명

과학조선>은 발명과 과학에 관한 내용을 게

로 설립됐다고 할 수 있다.

발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발전의 촉

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출범했다. 1957

구성해 과학과 발명에 대한 학생과 일반인들
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과학정신을 일깨우

일본인 주도의 조선발명협회에 반해 조선

진을 위해 1947년 10월 27일 미 군정청 상무부

년 2월 8일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한국발명협

는 데 이바지했다. 이와 더불어 전 사회적으

의 발명가를 육성하고자 1928년 12월 21일 고

회의실에서 조선발명장려회를 창설했다. 초대

회는 새로운 출발에 맞춰 정관을 제정하고 임

로 과학지식 열기를 고취하고자 보다 광범위

려발명협회가 창립됐다. 오화영 등은 조선의 과

임원진은 회장에 상무부장 오정수, 부회장에

원을 선출했다. 총재로 김일환 상공부장관을

하고 대대적인 과학 보급과 발명장려를 위해

학 보급과 발명장려를 위해 조선인 주도의 발명

조선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선, 상무이사에 초

추대했고, 회장에 주이회, 부회장에 공병우,

1934년 2월 ‘과학데이실행회’를 조직한 데 이

민간단체를 결성하고자 했다.

대 특허국장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변리사인 이

이근택을 선임했다.

어 4월 19일을 ‘과학데이(과학주간)’로 정했

오화영, 명제세, 유광렬, 이준열, 박길

다. 이 밖에도 발명학회는 과학 및 공업에 관

룡, 주이회, 백홍균, 정수일, 김용관 등 20명

한 도서의 출판, 판매, 공업공장의 설계, 공

의 발기인은 1928년 12월 7일 서울 경운동

조선발명장려회는 정부 보조금 40만 환을

업·원료의 감정, 공업품 제조 및 판매, 광업

조선물산장려회관에서 고려발명협회 발기인

지원받아 6.25 한국전쟁 전까지 기관지 발행,

권의 출원 및 이전 등 광범위한 활동을 펼쳤

회를 열었다. 오화영의 사회 아래 회의를 진

발명사상 앙양을 위한 영화 상영, 강연회와 좌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발명진흥을 위한

다. 그러나 1941년 12월 일제의 진주만 공습

행해 준비된 규약을 제정하고 창립 준비위원

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설립 이

노력이 가시화됐지만 특허행정 등 발명 기반은

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자 같은 달 강제 해

을 선임했다.

듬해인 1948년 5월 발명장려를 위해 발명고안

아직 미약하기만 했다. 이에 정부는 발명사상과

을 현상 모집했으며 그해 12월 28일에는 <과

과학진흥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발명의 날을 제

학과 발명>이라는 잡지를 창간했다.

정하기로 했다. 1957년 2월 22일 제19차 국무

산되고 말았다.

채호, 중앙공업연구소장 안동혁, 기술연합회장
이준열 등을 선임했다.

1928년 12월 21일에는 조선일보사 2층에서
고려발명협회 창립총회를 열고 사무실은 익선
동 조선물산장려회 내에 마련했다. 조선인 발명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조선은 모든 분야

가들과 지도급 인사들로 조직된 고려발명협회

에서 일제에 예속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는 1929년 1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발명사상 보

과학기술을 촉진해야 할 발명장려 활동도 자

급 대강연회를 시작으로 수시로 대중강연회를

주적으로 펼치기 어려웠다. 일본 기업들이 대

개최했고, 일반의 과학적인 생활방식과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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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발명협회와 고려발명협회

한국발명협회는 각종 발명품전시회, 강
연회, 현상공모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갔으며, 기관지인 <과학과 발명>도 계속
발간했다.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첫 과

회의에서 세종대왕의 측우기 반포일(1442년 5

학전람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일반인들에 대

월 19일)인 5월 19일을 ‘발명의 날’로 정했다. 측

한 과학의 계몽과 발명 창안의 의욕을 북돋기

우기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섰으며 만든 사

위해 문교부(현 교육부)는 1949년 9월 1주일

람과 날짜도 분명하므로 이날을 발명의 날로 삼

동안 전국과학전람회를 지방에서 전시했다.

기로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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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특허협회 설립과 특허청 출범

1) 한국특허협회 설립

1973년 10월 18일 창립총회를 갖고 한국특허협
회를 출범시켰다. 협회는 기업의 기술 개발과

1957년 5월 20일 중앙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발명의 날 기념식

1945년 해방 이후 민간 차원의 발명특

발명창안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할 산업계의 기

허 단체는 조선발명장려회(대한발명장려회,

술 수용 태세를 확립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1947~1956년)→ 한국발명협회(1956~1964

데 설립목적을 두었다.

한국발명협회는 상공부로부터 발명의 날

년)→ 대한발명협회(1964~1974년)로 맥을 이

한국특허협회는 창립총회에서 주요한 대

행사를 넘겨받아 1959년 제3회부터 1972년

어왔다. 특히 대한발명협회는 정부 보조금을

한해운공사 사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제16회까지 개최했다. 이후 한국발명협회는

받기도 하고, ‘발명의 날’ 행사를 주관하며, 각

주요한 회장은 일본 도쿄 제1고등학교, 중국

1964년 대한발명협회로 개칭하고 활동을 이어

종 발명 관련 전시회와 강좌를 개최하는 등 상

상하이 후장대학을 졸업한 선각자였다. 그가

나갔다.

당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대한발명협회

1919년에 <創造> 창간호에 발표한 ‘불놀이’는

는 발명인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 정부 보조금

우리나라 자유시의 효시로 유명하며 대학 재

이외에는 사업예산의 부족 등으로 활동 반경

학 때에는 상하이에서 발행한 독립신문의 기

에 한계가 있었다.

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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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경제계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국특허협회의 창립은 발명특허계가 그동

공업소유권 문제를 전문적·집중적으로 담당

안 발명인 중심에서 기업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할 민간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기업인들이 공업소유

모으고 한국특허협회 창립을 위해 경제인들을

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조직적·체

규합하기 시작했다.

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

한국특허협회 설립을 추진한 전경련은

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25

특허청 승격은 공업소유권 제도 및 심사·

받아 출범한 한국특허협회는 창립과 동시에

심판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보급 확

단순한 등록행정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을 지원

산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발명·신기술 개발

하며 국제적 기준에 맞는 특허행정으로 전환해

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

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

의 보급에 힘썼다.

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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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지원을

03
발명진흥법 제정

특허국의 청 승격에 따라 두 배 이상 늘어
난 인원과 업무 자료량을 소화하기 위해 특허

2) 특허청 출범

청은 기존에 상공부 특허국이 있었던 서울시
남대문로 4가 대한무역진흥공사 건물에서 벗어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은 1946년 1월 22
일 미군정법령 제44호로 제정되고, 1월 28일

나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58-3 제일생명빌딩
에 새 청사를 정했다.

에 발효된 특허원 설치령에 의해 조선정부 광

1) 발명진흥법 제정

공국에 특허원이 설치되면서 시작됐다. 이어

쟁력 제고의 방편으로 총력 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의 일환으로 1993년 3월에 신경제

1949년 5월 23일 대통령령 제119호에 의거

1990년대 들어 세계는 냉전 종식의 바탕

5개년계획에 발명보호법 개정방침을 반영하는

해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특허국 설치령을 제

위에서 이념전쟁의 시대를 마감하고 치열한 국

한편 그해 8월에는 발명진흥법(안) 입법계획 설

정해 공포했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가

제기술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특히 1993

명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발명진흥법(가칭)의

커지고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 1970년대에 접

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결된 우루과이라

입법 필요성과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어들면서부터 특허행정의 국제화 및 산업재

운드(UR)에 지식재산권협정이 포함됨에 따라

등 무한 기술경쟁 시대 국가 경영전략으로서 발

산권 제도의 국제적 기준 도입이 현안으로 떠

향후 새로운 경제 질서 아래 국제적인 지식재산

명진흥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오르면서 기존 특허국 조직과 인력으로 대응

권 분쟁이 급증할 것을 예고했다.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발명진흥법 제정은 기존의 발명보호법이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됐다. 발명에

한국특허협회를 비롯한 발명특허업계에서

세계 제7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발돋

대한 인식 제고와 발명활동의 장려 및 발명가

도 공업소유권 제도 정착과 기술 개발 촉진을

움했지만 특허의 경우 외국인 출원 비중이 적

의 보호 육성 차원에서 제정됐던 발명보호법은

위해 특허국의 독립적인 청(廳) 승격을 지속적

지 않았다.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특

1958년에 제정된 후 단 한 번의 개정 없이 오랫

으로 건의하고 있었다. 우리 경제의 당면 정

허의 본래 목적으로 볼 때도 내국인의 우수한

동안 방치돼오면서 이미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

책과제의 효과적인 수행과 국내·외 여건 변

발명이 많이 창출돼야만 했기에 조직적·체계

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관계법령의 존치로 대

적인 발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체입법이 가능했으며 새로운 법령의 제정보다

마련이 시급했다.

대체입법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입법화에 유리

화에 따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의해 정부는
1976년 12월 31일 법률 제2957호로 정부조직
법을 개정해 상공부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승
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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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 들어 한국은 1993년을 기준으로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하게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사문

특허행정의 선진화 기반을 다지는 한편 국가경

화된 발명보호법을 폐지하고 그 대체입법을 통

27

는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해 600여 명의 관

촉진 등 각종 발명장려사업의 추진에 한층 내실

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선진국을 향한 결

을 기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발명정

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발명진흥에 공이

골자로 했다. 발명진흥법 시행 이후 발명을 장

신을 더욱 함양하고 범국민적인 발명교육을 전

많은 유공자, 우수특허 관리업체 및 우수 발

려하고 우수한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

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명반 운영학교 및 교사 등에 대한 포상이 있

특허기술정보센터 설립,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

마련하고자 발명진흥법을 제정했다. 이는 범국

터 설립, 지적재산권연구소 설립, 한국발명진흥

민적 발명인식 확산에도 획기적인 신호탄이 될

회 설립과 민간 주도의 발명진흥기금 조성 등을

것으로 기대됐다.
발명진흥법 초안은 1994년 2월 김기배 국

발명교육 백서

명공작교실의 설치 및 운영, 기업체 직무발명의

해 새로이 발명진흥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

었는데 3명의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를 배출해

발명진흥법은 발명의 진흥, 발명의 권리화

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

‘발명진흥 원년’의 의미를 더했다. 발명계에 3

지원, 발명의 사업화 촉진, 산업재산권 분쟁의

로 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해 1995년 1월 12

조정 및 기술공유의 촉진, 한국발명진흥회 설

일 한국발명진흥회가 설립됐다.

회의원 등 172명의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2) 발명의 날 부활

개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었던 일로 정부가 국가경쟁력 제고를

립 등 총 8장 40조로 구성됐다. 발명진흥법 제

신설된 한국발명진흥회는 체계적인 발명

1973년 정부는 대통령령 제6615호로 제정

위한 산업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영 전략으로서

1조에는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

진흥 사업의 전개는 물론 산업재산권 분쟁에

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명의

발명진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

대응하고 정보체제 구축을 위한 특허기술정보

날을 상공의 날에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했

할 수 있다.

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

센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지적재산권연

다. 1973년 이후 발명의 날 행사는 비법정 기념

특허청은 발명진흥법 제정 이후 처음 맞

전에 이바지한다는 법의 제정목적을 명시했다.

구센터 등 3개의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발명회

행사로 치러지면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는 1995년 5월을 ‘발명의 달’로 정해 각종 대

발명진흥법은 무엇보다 발명의 권리화, 사업

관을 확보해 발명특허계의 선도적 역할을 수

특허청을 중심으로 발명특허의 중요성을 인정

회와 세미나, 발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민

화 촉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아울

행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발명진흥법 제정 취

함으로써 비법정 기념일에도 불구하고 발명의

적 발명 붐의 조성을 유도했다. 그러나 발명

러 기업은 물론 개인과 학생에 이르기까지 발

지에 맞게 발명진흥사업과 발명교육을 보다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국무총리가 훈·포장

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특허청을 필

명의욕을 높이며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실천적·자생적

을 수여하는 등 그나마 발명의 의미가 퇴색되지

두로 발명 관련 단체 및 발명가들의 발명의 날

에 주안점을 두었다.

구심체로서 역할과 설립의 목적이 주어진 것

않도록 했다.

을 법정기념일로 부활시키기 위한 건의가 계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이 1994년

이다.

발명의 날을 되살리려는 발명인들의 노

속됐다.

3월 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해 3월 24일 법

발명진흥법 제정으로 발명진흥사업은 새로

력은 끊임없이 계속됐다. 국민의 뜻을 모은

그동안 정부 및 국회에 올린 탄원서만 해

률 제4757호로 공포됐으며 같은 법 부칙 제2조

운 전기를 맞게 됐다. 우선 발명진흥을 위한 체

서명운동과 탄원서 등을 통해 관계 부처에

도 30여 회가 넘었고, 서명운동 및 언론 홍보도

에 의해 기존의 발명보호법은 폐지됐다. 이어

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

‘발명의 날’ 부활을 건의한 것은 물론 기술혁

수없이 펼쳤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

같은 해 9월 9일에는 시행령(대통령령 제14376

졌다. 또한 발명의 평가지원이나 사업화 알선지

신의 근간이 되는 발명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다. 그래도 발명가족은 끈질기게 ‘발명의 날’ 부

호)이 제정·공포됐다.

원 등으로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에 더욱 탄력

노력했다.

활에 최선을 다했다. 이같은 노력이 결실의 기

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발명의 창출에서 권리

이러한 상황에서 발명진흥법의 규정에 따

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8년 4월 특허청 당

을 위한 정부 주도의 종합시책 수립과 발명진흥

화, 사업화에 이르는 단계별 발명진흥사업의 추

라 1995년부터는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발

정협의에서 정부 여당이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

연차대회 개최, 학생들의 발명의욕 고취와 저

진과 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시행, 발명교육

명진흥 연차대회’ 형식으로 특허청이 주최하

을 보이면서다.

변 확대를 위한 학생발명반 및 발명공작교실 설

의 체계적인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

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확대, 우수발명의 실

거가 마련됐다.

용화 촉진을 위한 발명의 평가시행과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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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발명진흥

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해 진행하게 됐다.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대상

1995년 5월 1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으로 ‘발명의 날’ 부활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발

제30회 발명의 날 기념 발명진흥 연차대회에

명 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아 국무총리실과 행정

29

이에 따라 특허청을 중심으로 발명진흥법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가시적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999년 1월 5일 국

인 회신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발명진흥법을 개

회를 통과해 2월 5일 정식 공포됨으로써 1973

정해 ‘발명진흥 연차대회’를 ‘발명의 날’로 명칭

년 ‘상공의 날’에 통폐합된 지 26년 만에 5월 19

을 변경,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바람직

일 ‘발명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화려하게 부활

하다는 회신이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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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실로 많은

04
발명장려사업의 추진

산업기술의 발전과 고도화는 인간의 노력과

1) 발명장려위원회 설치·운영

발명에 의해 이뤄지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한의 잠재력을 지닌 우수한 인재

1974년 6월 상공부 특허국은 한국특허협회

개발과 육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특허협회는

에 발명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

이러한 당위성을 바탕으로 범국민적인 발명

렸다. 발명인의 권익 보호와 발명활동을 촉진하

사상의 고양과 확대, 그리고 발명의식을 고취

기 위해 발명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해

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발명장려사업을 전

산된 대한발명협회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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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발명의 날 기념식(1999.5.19.)

한국특허협회는 1974년 9월 28일 발명장

상공부는 한국특허협회 발족을 계기로 특

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회 내에 발명관

허국 산하 단체를 일원화하기 위해 1973년 12

계 전문가 및 학계, 업계 인사들로 구성된 발명

월 대한발명협회와 한국상표협회를 해산시켜

장려위원회를 설치했다. 또 11월 11일 이사회를

특허협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산업기술의 고도

소집,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화를 밑받침할 수 있는 발명과 상표를 비롯해

공작전시회 개최 문제 등 발명장려사업의 구체

의장·실용신안 등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인 안을 확정했다.

한국특허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작

1975년 6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 발

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특

명풍토 조성 등 발명장려사업을 뒷받침하기 위

허협회는 그동안 대한발명협회가 처리해오던

해 협회 내에 상설기구인 발명장려위원회를 설

업무 전체를 흡수하고 발전적인 운영 쇄신을

치하고, 첫 모임을 6월 23일 전경련 회의실에서

도모하기로 했다.

개최했다. 제1차 모임에서는 위원회의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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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 비롯해 1975년도 발명장려사업 계획 등

은 산업기술의 모체가 되는 창의성 개발의 환경

을 심의했다. 1975년 주요 사업계획 내용은 발

조성 및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자라나는 학생

명사상 앙양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우수발명품

들에게 평소 발명과 과학에 대한 실천과 관심을

전시회 및 전국 학생·아동 발명전시회(연중)

심어줘 전 국민에게 발명사상을 전파해나가기

제8회 대회에는 롯데제과의 협찬과 각 시도 교

개최, 모범 발명인 표창, 발명고안의 실시·알

위해 추진했다.

육위원회의 협력 아래 전국 8,500개 초·중학

표어 3개 부문을 모집했다. 그러나 1983년 제8
회 대회부터는 표어를 제외한 작문과 만화, 2개
부문을 모집하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1983년

1975년 9월부터 2개월에 걸쳐 현상공모한

교를 대상으로 작품을 모집해 한층 내실을 기했

발명장려위원회는 3명의 회장단을 포함해

제1회 ‘발명사상 앙양·보급을 위한 작문 현상

다. 이후 전국 초·중학생 발명작문·만화 현상

19명으로 구성됐으며, 1975년부터 연 2회 회의

모집’에는 539편이 응모됐다. 초등학생부와 중

모집,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공모

를 개최하고 사업목적에 부응하는 주요 사안을

학생부로 나눠 시상했는데 초등학생부는 특상

전으로 대회 명칭을 변경해 운영해오고 있다.

논의했다. 그러나 초기에는 발명진흥에 관한 사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충북 증평초교 6학년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공모전에

업이 많지 않아 작문 현상모집에 관한 업무(운

연혜숙을 비롯한 13명을 특상·우수상·입상·

입상한 학생에게는 협찬기업을 비롯한 금성사,

영방안, 작품심사)가 대부분이었다. 발명장려위

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으며, 중학생부는 특

포항제철 등 산업시찰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1984

원회는 1981년(14회)까지 개최됐다.

상(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한 충북 증평중학교 3

년부터는 학생을 지도한 지도교사에게 지도교사

학년 연제문을 비롯한 11명을 특상·우수상·

상을 별도로 선정해 시상했다. 또 1978년부터 특

입상·장려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상을 받은 학생의 학교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함

선 업무 전개 등이었다.

2) 발명작문 현상모집

시상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졌다. 특상

으로써 학교현장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였다.

수상자인 연혜숙과 연제문이 같은 충북 증평 출
한국특허협회는 학생들에게 발명을 장려하고

신이어서 1976년 1월 9일 열린 증평중학교 졸업

과학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75년부터 발명사상

식에 한국특허협회의 정대영 전무이사가 방문

앙양·보급을 위한 작문 현상모집을 실시했다. ‘우

해 직접 시상했다. 특상 수상자 2명은 각각 상

리의 최대 무기인 두뇌자원을 양성, 개발할 수 있

금 5만 원과 회원 기업이 협찬한 부상품을 받았

는 길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공부하며 생활하는

다. 우수상 이외의 수상작에 대해서는 학교장에

가운데 발명하고 과학하는 마음을 길러서 이것을

게 상패를 보내 학교에서 시상하도록 했다.

1976년에 발간된 제1회 작문현상모집 수상 작품집 ‘발명과
우리생활’

3) 발
 명장려대회 개최와
‘이주의 우수발명’ 선정
특허청은 1978년부터 발명장려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발명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범국민적인
발명사상을 앙양·보급하기 위해 발명 관련 종합

상모집 수상 작품집 <발명과 우리 생활>을 제

시상을 하는 발명장려대회는 1978년 12월 16일

상공부·교육부·경제 4단체·과기총련

작, 배포했다. 당시 응모된 539편의 작품은 문

제1회 대회를 갖고 제1회 우수발명 및 제4회 발

및 주요 언론기관의 후원으로 시작된 발명작문

교부(현 교육부) 심사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명작문 현상모집 입상자 시상식 등을 거행했다.

현상모집은 초등학생부·중학생부로 나눠 이뤄

24편(초등학생 13편, 중학생 11편)을 선정, 시상

졌으며, 특상(교육부장관상, 상공부장관상)·우

하고 작품집에 모두 수록했다.

적을 갖고 의욕적으로 행사를 시작했다.

수상·입상·장려상 등을 시상했다.
발명장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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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는 모집부문에 만화를 추가했으
며, 1981년에는 표어를 다시 추가해 작문, 만화,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1회 대회 이후 한국특허협회는 작문 현

점화로 전 국민에 전파시켜 나가기 위함’이라는 목

이날 우수발명 부문에는 금상에 허신구 (주)
럭키사장을 비롯해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여했
고, 발명수기와 특허관리 사례부문 최우수작으로
제4회 대회부터 지급된 지름 13cm의 원형 상패.

럭키 등 8명이 수상했다. 발명작문 현상모집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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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상 앙양과 발명고안의 실용화 촉진을 도모

창작표현 활동을 통해 발명꿈나무를 발굴, 육

했다. 1979년 12월 17일 열린 시상식에서 6월에

성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의 우수발명’에 선정됐던 제일제당이 1979

또한 학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년 우수발명 금상을 수상했다. 특허관리 우수기

발명의 생활화를 장려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으로는 금성사가 금상을 수상했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관심과 기능 향상의 효과
도 얻기 위함이었다. 전국 학생발명 상상화 그
리기 대회는 참가 학생들이 현장에서 주어진

4) 전
 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주제에 따라 발명상상화를 직접 그려 평가받
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2001년부터는 발명캐릭터 부문을 신

1996년부터 개최된 전국 학생발명 상상화

설해 전국 학생발명 상상화·캐릭터 그리기

그리기 대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대회로 명칭이 변경됐고, 2003년에는 고등 부

전경련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제3회 발명작문 현상모집 수상자 시상식(1977.12.6.)

에서는 영예의 특상을 비롯한 수상자들에게 상장

발명’ 선정 제도를 운영했다.

과 상금, 부상 등을 푸짐하게 수여했다. 발명작문

1975년 4월 3일 동명목재상사의 ‘무취 합

현상모집에 적극 협력한 특상 수상 3개 학교장 및

판용 접착제의 제조법’(특허 제4331호)을 제1

담당교사에게는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회 ‘이주의 우수발명’으로 선정한 데 이어 매주

제2회 대회는 1979년 12월 14일, 제3회 대

우수발명을 선정했으며, 1981년 12월까지 341

회는 1980년 12월 18일, 제4회 대회는 1981년 12

회나 이어졌다. 특허청은 선정에 머물지 않고

월 2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언론기관을 통해 이를 널리 소개함으로써 우

우수 발명품, 우수특허 관리기업, 전국 발명글짓

수 발명품에 대한 홍보 효과도 높였다.

기·만화 입상 등의 수상자에게 상을 수여했다.

또한 1979년부터 국내에서 등록된 내국인
소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가운데 기술성과 상

및 실용신안권 중 우수발명을 국민에게 널리

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발명고안을 심사해 특

인식시킴으로써 건전한 발명풍토 조성과 개인

허청이 ‘이달의 우수발명’을 선정해 시상했다.

및 기업에서의 발명 관련 종사자에게 자주기

선정된 ‘이달의 우수발명’ 가운데서 연말에 우수

술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주의 우수

발명을 최종 결정, 표창함으로써 범국민적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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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매주 등록되는 내국인의 특허

2007년 전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발명상상화 부문 초등학교 대상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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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회를 진행
했다. 2006년에는 발명디자인 부문을 신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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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추가하는 등 학생들의 디자인 및 캐릭터

05

이후에는 전국학생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
자인 그리기 대회로 개최되고 있다. 전국학생

학생발명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는 5월에서 7월까지 전국적으로 시·도 예선
을 거쳐 10월에 본선을 개최하는데 2008년 용
산고등학교에서 개최된 본선대회에는 800명
의 학생들이 참가해 220명이 수상했다. 2009
년까지는 특허청에서 주최했고, 2019년 현재
는 한국학교발명협회가 주최하고 있다.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창의성과 무한한
상상력을 표현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전국

1) 학생발명반 설치운영과 확산

학생 발명 상상화 및 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명활동의 필요성을 깨닫고 과학적 탐구정신을
발휘해 창작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대회는 공모를 통해 우송된 작품을 심사하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선진국을 중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작품의 주제

심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압력이 강화되

1980년대 중반까지 일선 학교의 발명교육

를 제시하고 직접 그려낸 작품을 심사해 시상

고 있었다. 이러한 선진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은 과학과 발명교육에 의지를 가진 일부 학교

하는 데 의미가 있다.

경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문제를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

넘어 국가 간 무역관계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

들 교사들은 특허청이 주최하는 발명작문 현상

는 국제통상 마찰의 핵심 사안으로 확대될 만큼

대회와 발명장려대회 등을 학생들에게 널리 알

중요해졌다.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고귀한 창작

리고 같이 준비하면서 당시 어려웠던 여건 속에

활동의 소산이자 재산적 가치가 막대하기 때문

서도 발명교육의 불씨를 살려놓고 있었다. 이러

에 국제적으로 소중하게 다뤄졌다.

한 과정을 거치면서 발명교육 교재 발굴과 학습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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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인

지도 경험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지만 아직도

기술 수준이 낮아 기술 격차가 심했고, 전 세계

발명교육이 학교 교육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

적으로 기술경쟁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체 기술

은 미미했다.

개발 및 특허권 획득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었다.

1987년 4월 특허청의 ‘학생발명반 설치운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의 고급 두뇌는 성인

영 요령’이 발표되면서 학교 발명활동은 이전보

에게 단기간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만들어질 수

다 훨씬 체계적으로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학생들이 학창시절부터 발

학생발명반은 발명이나 고안 등 공업소유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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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되는 특별활동반의 하나로 조직됐다.  

특허청은 ‘학생발명반 설치운영 요령’에서
학생 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제시하

발명반의 설치 대상은 전국 초·중·고·

면서, 발명반 학생은 물론 지도교사에게도 보다

전문대·대학을 모두 아울렀으며, 각급 학교

체계적인 발명활동 촉진과 교육의지를 키워나

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가도록 했다. 또한 발명반 지도교사의 지도방법

또한 발명반에는 전담 지도교사를 배치해 학생

까지 제시해 학생발명반을 처음 운영하는 학교

7~10명 정도로 분임조를 편성, 운영하는 한편

발명교육 백서

도에 대한 관심이나 취미가 많은 학생들을 위해

학생발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1. 특허청 전문가 전국순회지도 실시
•전문가 구성: 특허청 직원, 변리사 또는 개인 발명가
•지도 방법: 강연 및 슬라이드 상영
•순회지역: 전국 14개 시도(협조: 각 교육위원회)
•참석 범위: 각급 학교 발명반 학생 및 지도교사

와 지도교사가 참고하도록 했다.

•초·중·고 발명반 및 과학반 지도교사 연수과정
신설
•주관: 국제특허연수원

이디어 개발을 주제로 토의 및 발표회 개최, 각
3. 발명성공 사례집 및 공업소유권 제도 안내책자 발간, 배포

학생발명반 지도 방법

•종류: 초등학교·중학교용 및
고등학교·대학교용으로 구분 발간

•생활용품을 주제로 선정 |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을 주제로 선정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습 및 연구 활동 등이 있다.

있게 하고 또한 흥미도 느끼게 한다.

		 •대상자 선정: 학생발명 유공자 및 지도교사
10.발명품 상설 전시장 개설, 학생 발명현장 교육장으로
		 •개설 장소: 서울 1개소, 부산·대구 등 지방
5개소(지방 상설전시장은 1988년 이후부터 개설)
		 •주관: 한국발명특허협회

•주관: 한국발명특허협회
11. 학생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등록료 면제
4. 발명교실 지방 확대 운영
•개설 장소: 서울 1개소, 부산, 대구 등 지방

•	발명활동은 분임 단위로 실시 | 7~10명 정도로 분임을

5개소(지방은 1988년 이후 개설)

구성해 각 분임별로 주제 물품에 대한 해결방안을

•교육 내용: 발명 성공사례 발표, 공업소유권제도 안내

제시하게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면제 대상: 발명반 학생의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등록료
		 •시행시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슬라이드 상영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다.

•주관: 한국발명특허협회

12. 발명반 학생 출원에 대한 변리사 무료 수임
		 •협조: 대한변리사회

•	최상의 해결방안을 창안으로 채택 | 각 분임에서 제시한

5. 학생발명품전시회 개최

해결방안은 공동 토의를 해 그중에서 우수한 1~2개의

발표회 개최

9. 발명의 날 포상

활용

수집 및 현장 견학, 공업소유권 제도에 관한 학

•	발명기법 및 아이디어 개발을 주제로 한 분임별 토의 및

발명반

•전문대 및 대학교 발명반 학생 연수과정 실시

발명반의 주요 활동으로는 발명기법 및 아

학생발명반 세부 활동

발명장려대회 수상자
		 •연구비 지급: 국내·국제발명품 전시회 단체상 수상

2. 발명반 학생 및 지도교사 연수 실시

학기간을 이용해 지도하도록 했다.

위한 발명활동, 신기술 및 발명품에 대한 정보

		 •장학금 지급: 국내·국제발명품 전시회 및

		 •수상 학생 및 지도교사 산업시찰

정기적 모임을 갖되 실험실습 및 제작활동은 방

종 발명품 전시회 출품 및 공업소유권 출원을

8. 장학금 및 연구비 지원

•1987년도: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시

해결방안을 창안으로 채택한다. 전 학생은 이 창안

학생발명품 코너 설치·운영

방법에 따라 물품을 제작하도록 한다.

•1988년도: 학생발명품 전시회 별도 개최

•	발명의 성공사례 조사·연구
•	특허기술 자료 조사·연구
•	공업소유권 제도에 관한 학습 및 연구
•	기업체 생산현장 및 발명품 상설전시관 견학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실험·실습 및 제작 활동 | 많은

6. 국제발명품 전시회 지원

시간이 소요되는 실험·실습 및 제작활동은 방학기간을

•참가 대상: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품 및 발명품

이용해 특별 지도한다.

•전시회 종류: 제네바전시회, 뉴욕전시회, 서독전시회

•	각종 발명품 전시회 출품 및 공업소유권 출원을 위한
발명활동
•	발명작문·만화 현상모집 응모

하도록 해 학생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성취감을 심어준다.

•	특허청 등 전문 연수기관에 발명반 학생 및 지도교사
파견 연수
•	외부전문가 초청 강연회 개최
•	발명교실 적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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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한국발명특허협회

물품(발명품)은 각종 전시회 출품 및 공업소유권 출원을

•기타 | 지도교사는 일련의 제작과정을 통해 안내자 및
조력자 역할만 수행하고 학생들 스스로 창작하도록
유도한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	교내 디자인전시회 및 발명품전시회 개최

•시상: 국제발명품 전시회 수상 학생 포상

•	각종 전시회 출품 및 공업소유권 출원 | 완성된

7. 전국 초·중학생 발명작문, 만화 현상모집
		 •참가 대상: 전국 초·중학생
		 •시상: 우수작 선정 포상
		 •주관: 한국발명특허협회(협조: 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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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꾸준히 학생발명반 설치와 활동을 지원했

명반 학생 및 지도교사의 연수와 함께 전문가

으며, 1990년대 중반에는 발명반 운영학교가

순회지도, 발명성공 사례집 및 공업소유권 제

4,000여 곳을 넘어서는 등 발명활동 교사와 학

발명교육 백서

특허청은 학생발명반의 활성화를 위해 발

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학생발명활동

학교발명반 설치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순회교육

1987년

445

167

71

683

의 확대를 요청한 결과 1998년 39건, 1999년

1988년

474

199

91

764

282

110

1,150

82건이던 순회강연 신청 기관 건수가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1년에는 419개 기관,

도 안내책자 발간, 발명교실의 지방 확대 운

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창의활동

1989년

758

영, 학생발명품 전시회 개최, 국제발명품 전

증진과 발명의 생활화를 이끌어냈다.

1990년

3,695

979

391

4,065

1991년

2,766

1,028

423

4,217

1992년

2,907

1,131

507

4,545

등록료 면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

1993년

2,473

997

395

3,865

발명의 날과 과학의 날 등 강연 수요가

라 1987년 7월 초등학생·중학생 및 고등학

1994년

3,067

1,229

555

4,851

집중되는 4~5월에는 순회강사를 단독 파견하

시회 참가 지원, 학생출원에 대한 출원료 및

2004년에는 약 700개 기관에 이르렀다.

생·대학생 학생발명반용 <발명과 특허>를

는 자율강연의 형태로 운영하는 등 급격한 수

발간해 발명반 학생들에 대한 발명교육을 보

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강구했

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 학생발명활동 촉진 전국 순회교육

56회 실시해 1만 6,270명을 교육했고 2001년

1989년에 발간한 각급 학교 학생발명반용 교
재 <발명생활>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이

특허청은 학생시절부터 발명과 과학적인

론인 ‘발명의 10계명’이 소개됐다.

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초·중·고 학생 및 교

소개됐으며, 미국 및 일본의 발명도서에 소개되

사들을 대상으로 학교발명반 활동 등 학생발

기도 했다. ‘발명의 10계명’은 다음과 같다.

명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전국 순회교
육을 실시했다.

1987년에 발간된 초등학생·중학생용 <발명과 특허>

1987년 학생발명활동 촉진 순회강연

1. 더하라!
2. 빼라!

을 14회 운영해 학생·교원 등 총 3,175명

3. 아이디어를 빌려라!

이 과정을 수료했고, 1988년에는 2배 이상인

4. 용도를 바꿔라!

6,416명, 1990년에는 8,495명이 수료하는 등

5. 크기를 바꿔라!

학생발명활동 촉진 순회강연의 수요가 점차

6. 반대로 하라!

증가했다. 순회교육은 매년 초에 각 학교 및

7. 모양을 바꿔라!

기관으로부터 교육신청을 받아 발명공작교실(

8. 재료를 바꿔라!

現 발명교육센터) 설치 학교와 전년도 신청 학

9. 재활용하라!

교 중 미실시 학교를 우선 선정해 실시했는데

특허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전문기술
1989년에 발간된 각급학교 학생발명반용 교재 <발명생활>

발명교육 백년대계

10. 불가능은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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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총 122회의 순회교육을 통해 2만 9,766

사고능력을 제고시키고 창의력 개발 및 발명

‘발명의 10계명’은 국내의 많은 발명도서에

인력 양성과 발명인구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

다. 이 결과 2000년 학생발명 순회교육은 총

90년대에는 연평균 35회의 순회교육을 지속
적으로 실시했다.
1999년에는 ‘10만 발명꿈나무 양성’이라
는 기치 아래 학생발명교육 사업을 더욱 확대

1987년 학생발명촉진 전국순회 강연 시 활용됐던 <발명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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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발명교육 기회
를 확대했다. 2010년에는 맞춤형 교육과정 내

발명교육 백서

도시, 도서벽지 학교를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실

육청에 정식 등록됐고, 1995년 3월 말에는 경
북 23개 시·군 모두가 참여하는 경북 발명교
육연구회가 결성돼 <발명교실 교사 지침서>를

발명순회과정으로 교육명칭이 변경·운영됐고,

제작하기도 했다.

2012년까지 과정이 운영·유지됐다.

발명교육연구회는 경북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별로 발명반 및 발명교실 지도교사를 중
심으로 시·도교육청에 연구단체로 등록·운영

삼가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발명 순회교육(2011.7.19.)

되기 시작했고, 교사들의 열정과 학생들의 열의

3) 학생발명 지도교사 교육

가 바탕이 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특허청에서는 1988년부터 학생발명 활성화

발명교육연구회는 교사들이 지역의 발명교

2002년에는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는 데

를 위해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육 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등에 참여하고, 발

지도교사와 학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

발명지도교사를 교육했다. 1988년 8월 제1기 교

명반 및 발명교실 운영 노하우와 발명교육 정보

해 교육대상에 이들까지 포함시켰다. 2002년

육에는 발명교사 교육을 위해 출간한 <학생발명

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발명교육을 활성화시

에는 학생발명활동을 촉진하는 데 지도교사와

반 지도교사 교육과정>을 활용했다. 이러한 교육

킬 수 있는 중요한 활동단위이다.

명의 학생이 교육에 참여했다.

학부모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교육대
상에 이들까지 포함시켰다. 2003년 학생발명
순회교육은 총 641개의 교육신청 학교 중 102
개를 선정해 실시했고 강연회에는 1만 8,986
명의 학생·학부모·교사 등이 참석했다.

1988년 처음 발간된 발명교사용 교재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교육과정>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교육과정> 주요 내용
1. 공업소유권 개론
2. 출원·등록 절차
3. 발명반 조직 및 지원시책

과정이 기초가 되어 전국으로 발명교육이 활성화

를 통한 발명교육 교원단체의 활동을 지원했

되는 기폭제가 됐다. 비록 조직적인 확산은 아니

다. 특히 시·도별 발명교육연구회의 사업수

4. 발명의 착상기법(Ⅰ)

었지만 전국 일부 지역에서 교내 특별활동의 일

증가에 따라 강연 횟수를 확대해 늘어나는 발

5. 발명의 착상기법(Ⅱ)

환으로 발명반이 만들어져 운영되기 시작했다.

6. 발명반 운영
7. 한국의 벤처캐피털 제도

향상시켜 나갔다. 이에 매년 적정한 수의 기

대규모 강의방식에서 탈피해 발명반이나 과학
반 등 발명에 관심이 높은 학생과 학부모를 대

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지식재산권 기초 지식
함양과 발명에 대한 관심 증대에 기여했다.
2006년부터는 기존 대도시 중심에서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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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교육연구회 조직 및 지원

② 상품이란 무엇일까?
③ 산업재산권이란 무엇일까?

발명지도교사 교육과정 일정표

④ 왜 발명을 해야 하는가?

1990년대초부터 발명교육에 관심이 있는

1일: 입교식, 오리엔테이션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교과 단위에서만

		 발명반 지원시책(이우권), 출원 등록절차(이상우)
		 공업소유권 개론(김태윤)
2일:	발명의 성공사례(유동일), 발명의 착상기법(최의목),
견학
3일:	발명반 운영사례(최성락), 한국의 벤처캐피털(이종구),
수료식

발명교육 백년대계

상으로 강연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통

<발명교실 교사 지침서> 주요 구성
(경북 발명교육연구회)
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는 무엇일까?

관을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내실있는 순회교
육을 진행했다. 또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발명교육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부터 발명교육연구회

2000년대에는 순회교육 수요의 급격한

명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동시에 교육의 질을

이에 특허청에서는 발명교육의 전국 단위

⑤ 어떤 방법으로 생각할 것인가?
⑥ 발명두뇌 측정법
⑦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8가지 방법

운영되던 교사연구회에 발명교육 관련 연구회

⑧ 연구문제

가 자발적으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1991년 4

⑨ 발명 기초 기능 훈련

월 경북 상주에서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⑩ 가정 전기기구의 원리
⑪ 관찰기록장 지도방법과 발명 도입법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주발명교육연구회’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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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자율적인 교사연구회 단체에도 기회

점적으로 평가해 지원했다. 이를 통해 전국적

를 제공했다.

으로 지역별 발명교사 단체의 구성과 활동이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발명교육’, ‘지역사

활발히 이뤄지는 효과를 얻었고, 지역적 발명

회와 연계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등의 과제

교육 기반 구축을 통한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

를 선정해 공모 및 사업계획 심사를 통해 11개

와 활성화에 기여했다.

연구회를 선발했으며 연구회별로 5백만 원~9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발명교육연구회

백만 원씩 차등 지급했다. 2009년에는 지정과

의 지역별 발명교육 행사 및 세미나, 교사연수

제 8개, 자유과제 4개 등 총 12개 과제를 선정

등을 지원했는데, 2005년도에는 10개 단체에 5

해 3백만 원~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다.

발명교육 백서

행 능력, 사업계획 내용, 사업의 효과성을 중

백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지원했다.
2006년부터는 발명교사들의 실질적인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사업 성과 및 효율성을

5) 발명교육연구학교 지원

높이기 위해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연
구과제를 지정과제 및 자율과제로 구분해 기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존의 시·도교육청 등록 발명교육연구회뿐만

키고, 발명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

2009년 발명교육연구회 지원 내역
과제구분

연구과제명

낙생고등학교연구회

발명영재학습 시범연구회 지정을 통한 운영 모델 개발추진

서재흥

다산발명교육연구회

고등학교 단위 발명동아리 운영

오기영

한국발명사랑연구센터

발명 노트 개발

노회현

미래 창의발명영재 개발

권민석

페르미식 문제해결을 활용한 발명영재 프로그램 개발

이진우

대구교대
지정과제

과제

연구회명

부설초등학교연구회
발명사랑연구회
발명영재교육연구회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수업을 통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발명교육
모형 개발

책임자

송규영

발명과창의연구회

발명교육 지도자 자격증 개발

이주호

보성고등학교연구회

<발명교육연구> 발간

정호근

임베디드 환경을 적용한 로봇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호철

발명조작 자료와 발명동영상 개발(발명기법을 중심으로)

문필주

지역 발명교실 협력기반의 학생창의력 증진대회 개발연구

박세근

문제해결 중심의 재량활동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경돈

부산교육대학교

자유과제

인천발명사랑동호회
동작교육청
발명교실연구회
대구화원 발명교육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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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백년대계

산학협력단
과학창의연구소

위. 아래. 1995년 경북 발명교육연구회에서 주관한 발명교육 연구대회 및 발명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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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은 2017년까지 시·도교육청별로 1개교

를 지정·운영했다. 발명교육연구학교 운영을

씩 매년 16개교를 지정해 2년 과정으로 운영했

통해 개발된 대안의 시범 적용과 연구결과를

으며, 연간 약 5백~1천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

통해 발명교육을 확산시키고, 질적 향상을 도

했다. 발명교육연구학교 담당 교원은 교육공

모하기 위함이었다.

무원 승진 규정에 따라 매월 0.01점의 승진 가

1997년부터 시작된 발명교육연구학교 지

발명교육 백서

해 시·도교육청 협력으로 발명교육연구학교

점을 부여해 사기 진작에 힘썼다.

2007년 발명교육연구학교 운영현황
연번

교육청

1
2

서울시

3

학교명

지원금액
(백만 원)

구분

연구주제

돈암초

5

신규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한남초

5

신규

체험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발명의식 고취

아현중

5

계속

신나는 체험활동과 토요휴업일 활용을 통한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

연산중

10

신규

발명 인프라를 활용한 발명교육 2단계 도약

4

부산광역시

5

대구광역시

화원초

10

계속

발명공작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구현 능력 신장

6

대전광역시

동신중

10

신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방안

7

광주광역시

송정중

10

계속

홈페이지의 사이버 발명교육과 발명행사 체험을 통한 창의력 신장

야음중

5

계속

체험적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계발 및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8
9

울산광역시

남부초

5

계속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발명 마인드 형성

경기도

화성동양초

10

신규

발명왕제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발명의 생활화 실천방안

11

강원도

강릉노암초

10

신규

체험 중심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력 신장

12

충청북도

남신초

10

계속

수준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3

충청남도

부여여중

10

신규

체험중심 단계별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14

전라북도

순창중

10

계속

발명교실 운영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 마인드 증진

화순제일초

5

계속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을 통한 자기주도적 창의력 신장

산이중

5

신규

체험적 발명활동을 통한 창의력 신장

모서초·중

10

계속

통합학교 발명활동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창의력 신장

10

15
16
17
18
19
20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진교초

10

계속

단계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적용을 통한 발명마인드 형성

충렬초

5

신규

맞춤식 발명체험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한 발명사고력 신장

서귀서초

10

신규

발명의 기초·기본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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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구학교 수

16

14

16

16

19

20

21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7년

연구학교 수

22

24

23

22

1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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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연구학교 운영현황(2002~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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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ssue 1. 발명교육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

발명교육 백서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기틀을 다진 사람들
●

발명교육
확산으로 향하는
뚜렷한 디딤돌

1987년 정부의 ‘학교발명반 설치운영 계획’이 시행되면서 각 학교에 발명반이

이우권 변리사
前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 사무관(당시)

열정의
순간

1

1977년 특허청에 입청한 이우권 변리사는 1988년부터 관리국 지도과에

조직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발명교육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제는 갖추지

서 발명교육 관련 실무 책임사무관으로 근무했다. 당시는 특허청이 발명

못한 상태였다.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공모전과 전국 우수발명품 전시회

교육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본격적인 태동을 알렸던 시기

등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에 의해 초·중등학생이 참여하고 시상하는 수준에서

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87년 차수명 특허청장이 ‘문교부장관과의 대화’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시기에 학생 발명교육에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자리에서 발명교육을 교육부가 아닌 특허청에서 전담하겠다고 약속한

있었으니 바로 일선 학교 선생님들과 발명계 인사들이었다.

것이다. 이때부터 이우권 변리사와 학생 발명교육의 질긴 인연이 시작됐
다. 1987년 <학생발명반 설치운영 요령> 책자를 만들어 본격적인 발명

당시 이우권 특허청 사무관은 최초로 교육부 등과 협의, 발명교육의 장을 열었고,

교육의 시작을 알린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때가

류재만 발명가와 함께 최초로 순회교육에 나서기도 했다. 일선 학교 교사들은
이우권의

자발적으로 발명교육연구회, 한국학교발명협회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다음은 1970년대 초반부터 초·중등학교 발명교육을

특허청 근무 중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자

코멘터리

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했으니까요.

선행후사 先行後思

그 출발이 발명활동 촉진 순회강연 활동이었습니다.”

위해 헌신했던 분들이다. 여기에 수록된 분들 이외에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우권 변리사는 발명교육 확산에 대한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1988

발명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해왔음을 밝혀둔다. 이분들 대부분은 교육 현장

정책 측면에서 발명교육을 정규

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아쉬움이 많이 남

및 기관에서 헌신하다가 정년퇴직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발명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게 먼저였으나,

았다. 정책 집행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직·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발명순회 강연을 통해 작은

“당시 발명교육을 초중고 정규교과 과정에 넣지 않고, 대국민 인식 제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다.

고 차원에서 발명활동 촉진 순회강연 활동 위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
이 지금도 아쉽습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부터 시작한
셈이니까요.”

강신묵, 강인구, 강철환, 강충인, 고용철, 김관형, 김근성, 김두선, 김명석, 김명철, 김병옥,

2010년에 이르러 정규 교과인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에 처음으로 발명
김병오, 김병진, 김봉경, 김연환, 김영수, 김용수, 김용학, 김인자, 김종관, 김호철, 노경석,

교육이 반영됐으니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의 첫 걸음이
있었기에 지금과 같은 발명교육 확산과 저변 확대의 길이 열린 것이다.

노인채, 류명현, 류재만, 문영배, 박남영, 박상배, 박세준, 박익순, 배은식, 백광현, 서재흥,

“발명교육의 콘텐츠는 당시와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발전했습니

소병용, 순남철, 신석균, 심효무, 안정선, 양창식, 왕연중, 이선재, 이선영, 이명재, 이우권,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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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임길영, 임병호, 임선하, 임양환, 임을영, 전인기, 정영춘, 정헌모, 최선표, 홍성모.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갈 때입니
다.” 발명교육을 향한 그의 기대와 바람, 당부 속에서 묵묵히 발명교육
의 한 길을 걸어온 집념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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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환
코멘터리

불철주야 不撤晝夜

김연환 변리사
前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 주무관(당시)

열정의
순간

2

발명교육 백서

199개
시군구를 누빈
발명 순회강연 전도사

전라권 풀뿌리
발명교육의
산 증인

임길영 황금폭포농원 대표
前 전라북도 교육정보과학원 원장

열정의
순간

3

1986년부터 특허청 관리국 지도과에 근무하며 학생발명 관련 사업들

기술자였던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자연스레 발명과 인연을 맺은 임

을 추진했던 김연환 변리사. 당시 이우권 사무관을 포함해 총 3명이 초

길영 원장. 1970년 3월 임용과 함께 교직을 시작하면서 발명을 학생들에

중고 발명반 설치, 학생발명 행사, 발명순회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했

게 꼭 가르치고 싶었다. 발명교육 초창기에는 마땅한 교재도, 프로그램

다. 1987년부터 학생발명 순회 강연을 진행했고, 1991년 발명교육 사업

도, 관심도 부족했다. 특별활동 시간에나 겨우 발명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 국제특허연수원(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으로 이관되면서 그의 역할

것. 학생들을 함께 여러 전시회에 출품을 했는데, 첫 전시회 출품에서 입

은 점점 커져갔다. 학생발명 순회 강연은 특허청 실무진, 각 지역별 유

선을 수상했다. “당시 부상으로 장갑과 김을 받았는데, ‘발명을 하면 이런

명 지도교사 및 관리자, 발명가들이 주축이 됐다. 왕연중, 강인구, 김호

것도 받을 수 있다’라며 서로 자랑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철, 김근성을 비롯해 발명가인 류재만, 박세준, 홍성모, 정영춘 등이 거

그러던 중 각급 학교별로 발명반을 설치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발명이

의 무보수로 참여해 헌신했다. “당시 울릉도를 제외하고 전국 199개 시

임길영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배정됐고, 서둘러 발명반을 설치

군구를 전부 누비고 다녔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고생은 말할

코멘터리

했다. “당시에는 과학이 아닌 기술교사가 발명교육을 담당했습니다. 발

것도 없고,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습니다. 다행히 1991년에 봉고 차

세계일류 世界一流

명반을 만들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를 직접 집

량이 배정되면서 다소 수월하게 순회강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싶네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순회강연 집중기간 동안 약 3시간 정도 발명교

발명교육 반세기를 경험하며 내가

임길영 대표는 이후 1994년 전북교사발명연구회를 조직했고, 시도 단위

뿌리내릴 수 있도록 199개 시군구를

육을 실시했다. 강연은 발명교육의 취지(30분), 학교발명반 우수사례(1

확신하는 건, 대한민국 발명교육이 전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해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교직 생활과 함

누비며, 불철주야 발명교육

시간), 발명으로 성공한 기업인 사례(1시간) 등으로 구성됐다. “발명순회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다.

께 시작한 그의 발명교육 역사가 올해로 50년을 맞이했다. 반세기에 걸

순회강연에 매달렸다.

교육을 오후 3시 정도에 시작했어요. 가장 졸리고 힘든 시간인데, 강사

친 그의 열정은 1994년 제29회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과 발명교육

들의 강의가 워낙 기발하고 재미있어서 학생들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지도교사로는 최초로 1999년 제34회 발명의 날 철탑산업훈장 수상이란

집중도가 아주 높았지요.”

성과로 이어졌다.

2006년 특허청 퇴직 후에도 발명교육에 대한 김연환 변리사의 열정은 식

발명교육을 평생 업(業) 삼아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밑거름이 됐던 임길

지 않았다. 변리사로 일하며 발명교육과 지식재산 관련 일을 평생의 업으

영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현실을 낙관한다. “대한민국 학생

로 이어갔다. “지난 15년 동안 학생 발명교육 확산과 진흥에 조금이나마

발명교육이 전 세계 NO. 1이라 생각합니다. 발명교육 인프라와 프로그

기여했다는 점이 제 인생의 아주 큰 보람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대한

램을 벤치마킹하려 외국에서도 많이 찾습니다. 저는 나아가 국가 차원에

민국 발명교육이 활짝 꽃 피울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서 국제발명학교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50

발명교육 백년대계

발명교육을 전국 방방곡곡에

현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발명교육을 향한 식지 않는 그의 열정은 대한민
국 발명교육의 밝은 미래와 함께 내내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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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연중
코멘터리

사통팔달 四通八達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前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열정의
순간

4

발명교육 백서

삶 자체가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아카이브

뼛속
깊이 새긴
발명교육의 힘

류재만 발명가
前 한국학교발명협회 초대 명예회장

열정의
순간

5

발명교육에 관한 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 하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우연한 기회에 발명을 접한 류재만 발명가. 그는 자신과

나인 왕연중 소장. 1983년 5월 18일, 한국발명진흥회에 입사하면서 발명교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채뇌금 (採腦金)발명’이라고 생각해

육과 인연을 맺은 그는 1987년에 강신묵, 김연수 등과 함께 발명교육 최초의

본격적인 발명가의 길을 모색했다. 다수의 재기 넘치는 발명품을 개발하며 발

교재인 초등학생·중학생용과 고등학생·대학생용 <발명과 특허>를 각각

명가로서의 입지를 다져갈 즈음 대학, 기업 등에서 강연 요청이 이어졌다.

발간해 본격적인 발명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당시 특허청 김연환 주무관과

1987년에 이르러서는 당시 이우권 사무관 등 특허청 정책담당자 및 교사

함께 전국 초·중·고 순회강연을 위해 밤을 세워가며 슬라이드 등의 교구

들과 함께 최초로 전국 발명활동 촉진 순회강연을 하며 전국을 누볐고,

를 손수 제작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순회강연을 위해 애쓰셨지요.”

발명기법이 생소했던 당시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강연

1989년에는 각급 학교 학생발명반용 교재인 <발명생활>을 집필했다. 그

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 발명만이 국가부흥의 원

때 주목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발명이론인 ‘발명의 10계명’이다.

류재만

동력임을 강조했고, 이는 1992년까지 이어졌다.

왕연중 소장이 직접 창안한 것으로 대형 포스터로도 제작돼 전국 발명교

코멘터리

“당시에는 발명교육 교수학습 자료가 전무했습니다. 전국 순회강연을 위

육센터에 부착됐고,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도 실렸다. 당시 발명교

부국강대 富國强大

해 발명의 개념과 기법 등을 담은 <발명생활>을 직접 만들어서 활용했고

육에 관한 책이 전무한 때라 국내 유수의 프로그램에 발명교육 자료로 두

특허공보, 명세서를 들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발명교육은 모든 학문 영역에

루 활용됐다.

발명교육은 자신과 국가, 민족을

한편 학교 발명교육 지도교사들의 자발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류재

걸쳐 혁신적 창의·융합형 인재를

특히 특허청이 이것을 <렛츠고 발명십계명>이란 국·영문 도서와 게임으

강하고, 풍요롭게 일으킬 수 있는

만 발명가는 1990년 초대 이선영 회장과 함께 대한민국학생발명지도교사협의

양성하는 사통팔달의 솔루션이다.

로 제작·배포한 결과, 해외 108개국에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론

원동력이다.

회 창립에 힘썼으며, 당시 초대 명예회장으로서 학생 발명교육활동을 이어나
갔다. 이후 1992년 협의회가 한국학교발명협회로 사단법인 인가를 받는 데 기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도 왕연중 소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발명교육의

여했으며, 한국학교발명협회는 현재까지 각종 발명교육 사업에 힘쓰고 있다.

교과서로 인정받을 만큼 공신력이 높다. 지금까지 그가 집필한 발명도서

“당시 심효무 EBS 프로듀서와 함께 발명교육 프로그램 론칭을 위해 덴마

만 127권, 250여 개 매체(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에 기고한 발명 관련

크, 룩셈부르크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좀더 목적에 맞는 발명교

글만 4,550편, 초청 강연만 2,500회를 돌파했다. “제 평생의 과업이자 삶

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자체가 발명교육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찾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발

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오로지 발명만이 살 길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명교육을 이야기하고, 글을 쓰며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발전에 조금이나

전 생애에 걸쳐 발명에 몸바쳤던 선배 발명가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죽

마 보탬이 되겠습니다.”

는 날까지 발명가로 살겠다’는 다짐을 되새기는 류재만 발명가. “발명교

2016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학부모님들, 발명교육을
아십니까?’로 강연했던 그 열정 그대로, 왕연중 소장의 발명교육 아카이
브는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역사로 오랫동안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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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최초로 세계적인 발명기법으로 뿌리내린 것이다.

육의 기틀을 다진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건
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의 발명생활을 멈추지 않고 학생 발명교육 확산으
로 부국강대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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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 등 학생발명 장려사업이 전개된 이 시기에는 학생들의 참여와 체험이
활발히 이뤄졌다. 발명교육센터의 교육은 더욱 활성화됐고,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다. 특히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등 발명영재교육이 강화되면서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이 설립됐고,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등
발명영재 육성을 위한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제2장
열정의 모색  :
발명교육의 확산과 강화
( 2002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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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발명교육의 요람 ‘발명교육센터’

1) 발명교육센터 설치

의 현대식 발명교육센터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

특허청은 1994년 시행된 발명진흥법 제7

전국 최초로 설치된 동작발명공작교실은

조에 근거해 1995년부터 발명 인구의 저변 확

현재까지 관내 다수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

대를 위해 지역 발명창작 활동의 중심센터로서

상으로 발명에 대한 기초지식과 소양, 창의력

각 시·군·구 지역교육청 단위로 발명공작교

계발 지도를 담당하는 등 미래 과학자, 발명가

실(現 발명교육센터)을 설치했다. 발명공작교

들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실은 각 지역의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

발명공작교실은 전국 시·군·구 교육청

신의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볼 수 있도록 발

별로 1개씩 총 182개 설치를 목표로 추진됐다.

명에 필요한 각종 공작용 기자재를 갖추며 발

각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매년 16개 내외의

명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발명공작교실을 설치했고, 2006년에 24개를

1995년 7월 25일 서울시 관악구 봉천11
동 1647번지에 위치한 인헌중학교(구, 봉천중

신규 설치해 182개 발명공작교실 설치사업을
1차로 완료했다.
2007년 개정된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공

내 최초의 발명교육센터였다. 지금은 현대식

작교실의 명칭을 발명교실로 변경했고, 2014년

시설을 갖춘 발명교육센터로 자리잡았지만 당

에는 다시 발명교육센터로 명칭을 바꿔 현재까

시에는 조그마한 전시실과 공작실을 갖춘 것

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로 명칭

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전국적인 화제가 됐

이 변경된 이후에도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

고, 이 작은 불씨가 이후 전국에 걸쳐 206개

로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해,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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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시범 설치된 동작발명공작교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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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 제1호인 인헌중 동작관악발명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발명창의교실’

발명교육센터 제1호인 인헌중 동작관악발명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발명특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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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고 있는 발명교육센터는 다양한 창의·

설치·운영되고 있다.

발명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차 산

특허청은 발명교육센터의 내실을 위해 지

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 융합·협

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 발명

업, 도전정신 등을 자연스럽게 체화시킬 수 있

교육센터의 경우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발

는 기반을 마련했다.

명교육센터가 초·중등 발명교육의 교두보로

발명교육센터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규 설치와 운영에 많은

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노력을 기울였다.

신청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하고 있으며, 2007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발명 체
험교육을 통해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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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에 걸쳐 총 206개의 발명교육센터가

년부터는 신규 설치보다 운영비 지원 및 현대화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 추진 경과
•1995년~2006년: 발명교육센터(구. 발명(공작)교실)

인천 삼산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 개소식(2018.2.7.)

•2010년: 16개 시·도에 지역거점 발명교육센터

신규 설치

지정·운영

✽	1995년 인헌중학교 최초 설치 후, 2006년

✽ 한국학교발명협회 → 한국발명진흥회로 사업 이관

특허청(139개소), 교육부(28개소), 교육청(15개소) 운영

한편 특허청은 지역 단위 발명교육센터 이

•2012년: 방과 후 학교, 지자체·민간 교육시설 등으로
•2006년: 운영비 지원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 확산 추진

외에도 그동안 구축한 학생 발명교육 인프라를

활성화에 주력
✽	2006년까지 교육지원청당 평균 1개씩의 발명교육센터를

•2014년~: 노후화된 발명교육센터에 시설·교육장비

설치함에 따라 2007년부터 신규 설치 지원금을 종료하고

현대화 지원 재개

발명교육센터 운영 활성화에 주력

✽	2014년(5개) → 2015년(7개) → 2016년(11개) →
2017년(15개) → 2018년(38개) 등 총 76개소

•2006년~2009년: 발명교육센터 1차 현대화 사업 추진
✽	2006년(34개) → 2007년(34개) → 2008년(14개) →
2009년(24개) 등 총 106개소
•2008년~2019년: 시·도교육청 자체로 발명교육센터
추가 설치
✽ 2008년(5개) → 2009년(2개) → 2011년(1개) →
		 2012년(3개) → 2013년(1개) → 2014년(2개) →
2019년(5개)

58

발명교육 백년대계

		2016년(3개(특허청 2개 포함)) → 2018년(2개) →

교수·발명지도교사 등 전문가 중심의 운영위
원회를 구성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바탕으로 체계적인 발명인재 육성을 위해 2005

또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년 12월 특허청 소속기관인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개발해 전국 발명교육센터 및 학교 발명반에 1만

내에 발명교육센터를 신축·건립했다. 발명교육

4,000여 건을 보급하는 등 발명교육 종합지원센

센터는 30여 종류의 발명체험 시설을 갖춘 발명

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했다. 이외에도 발명체험실

체험실, 정보실습실·공작실습실 등 4개 발명실

을 활용한 ‘1일 발명체험교실’ 운영, ‘학생발명 체

습실, 공연·영화 상영 등을 위한 영상실, 발명

험마당’, ‘발명캠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관련 도서를 갖춘 도서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발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발명교육센터에서는 연평균 3,500여 명의

2013년 1월에는 발명교육센터를 새롭게 단

발명지도교사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하고 재개관했다. 발명에 특화된 다수의 발명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실시했다. 특

체험 콘텐츠를 개발·설치했고, 체험공간을 확

히 학교 급별로 교육생 수준에 맞는 주니어 발

장해 기존 20명이던 수용인원을 40명으로 늘리

명리더과정 등 단계별(초·중·고급) 맞춤형 교

는 등 질적·양적으로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전

육을 실시했고, 발명교육센터 운영 자문기구로

면 재단장한 창의발명체험관은 관람객이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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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명을 이해하고,

2006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발

상상력을 자극받아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어

명교육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해 2013년까지 6

볼 수 있도록 15개의 코너로 구성됐다. 발명교

년 동안 모두 12개가 신규 설치됐다. 특허청은

육센터는 연중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발명교육센터 신규 설치 지원을 종
료하고 운영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발명교육센터 활성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2) 발
 명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206개의 발명
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에 조성된 발명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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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재개관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창의발명체험관

1987년부터 학교 특별활동반의 일환으로

는 운영 주체인 특허청과 시·도교육청 간의 유

전국 초·중·고에 발명반이 설치되기 시작했

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특허청은 시·

고, 1995년 서울 인헌중학교(구. 봉천중학교)를

도교육청 관계자와 발명교육 정책협의회를 구

시작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발명활동에 직접

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고, 발명인재육성협

참여함으로써 발명에 대한 인식 제고와 생활 속

의회 등을 구성해 17개 시·도 발명교육의 거점

의 발명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발명교육센터 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명교육센

치를 지원했다.

터 담당 교사 등이 참가하는 발명교육센터 관계

1997년부터는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자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교장, 교감, 교

도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기 시작해 2006년 말

사, 장학사 등이 참석하는 발명교육 컨퍼런스도

기준으로 특허청 지원 139개를 포함해 총 182

2012년부터 개최해 발명교육이 지역 학교에 뿌

개의 발명교육센터가 전국에 설치돼 운영됐다.

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 유성호텔에서 개최된 2019 발명교육

부산 티볼리에서 진행한 2019 발명교육센터

컨퍼런스(2019.11.22.~23)

관계자회의(2019.3.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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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로봇반에서는 로봇의 구조 및 제어,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하고, 발명특허반은 지

전과제 및 즉석과제 해결 등이 주요 교육내
용이다.

식재산권, 특허출원, 전자출원, 명세서작성

기타 교육과정으로는 1일 발명교육, 찾아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발명캐릭터창작반

가는 발명교육, 나눔 발명교육, 민관협력교육,

은 발명 캐릭터와 만화 캐릭터에 대한 창작

가족 발명교육 등 다양한 발명교육 수요를 충족

실습이 주요 교육내용이며, 발명디자인반은

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다.

상표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1일 발명교육은 관내 지역의 발명교육 인

을 주로 다룬다. SW개발반은 프로그래밍 및

식 제고를 위한 일회성 교육이며, 찾아가는 발

SW의 이해, 창작실습 등이 주요 교육내용이

명교육은 발명교육센터 접근이 어려운 지역(학

며, 애니메이션반은 컴퓨터를 활용한 애니메

교)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형 교육이다. 나눔 발

이션 디자인을 주로 교육한다. 그리고 창의

명교육은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학생을 대

력대회준비반은 창의력대회 준비를 위한 도

상으로 하는 발명교육이며, 민관협력교육은 지

2019년 진행한 제3회 발명교육 정책협의회(2019.9.26.)

3) 발명교육과정의 다양화

로 한다. 학급 인원은 20명 내외이며 발명에 대
한 탐구과정으로 발명원리 탐구와 문제해결 능

발명교육센터의 교육과정은 청소년의 학년

력 개발이 주요 내용이다. 중급과정 수료자를

및 선행학습 수준에 따라 체계적 발명교육 과정

대상으로 하는 고급과정은 40시간 이상의 운영

을 지원해 창의발명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목적

시수이고, 학급 인원은 20명 내외이다. 발명에

을 두고 있다.

대한 창의과정으로 발명창작 및 지식재산권 창

정규 발명교육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으

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별 교육과정은 지역적 특성 및 학습자

12시간 이상으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

의 관심과 흥미를 고려해 특정 분야를 중심으

상으로 한다. 정원은 학급당 30명 내외이며 발

로 이뤄지는 과정으로 발명로봇반, 발명특허

명에 대한 입문과정으로 발명에 대한 흥미 유발

반, 발명캐릭터창작반, 발명디자인반, SW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급과정 운영 시수

발반, 애니메이션반, 창의력대회준비반 등으

는 20시간 이상으로 초급과정 수료자를 대상으

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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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초급과정 운영 시수는

발명교육센터(세종과학고등학교) 정규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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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 주요 성과
구분
학생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16,143명

338,492명

486,753명

556,670명

564,085명

교사

9,780명

8,729명

5,162명

8,047명

6,650명

학부모 등

17,720명

15,875명

10,182명

13,903명

11,100명

소계

243,643명

363,096명

502,097명

578,620명

581,835명

3.5%

5.7%

8.4%

9.8%

10.34%

전체 초·중·고학생

6,088,827명

5,882,790명

5,740,456명

5,632,725명

5,452,805명

교육만족도

85.33점

87.15점

88.69점

89.48점

89.99점

지식재산권 출원

377건

412건

375건

333건

410건

교육생

발명교육 수용률*
*

✽ 발명교육 수용률: 발명교육센터 교육생 수/전년도 초·중·고 전체 학생 수*100%
✽ 전체 초·중·고학생: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교육통계 참조

발명교육센터 설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교육
지원청

교육청 기준

설치
교육지원청

전남 신안 임자도에서 열린 발명체험 한마당(2018.6.5.)

설치율(%)
기초
지자체
기준

지자체
설치
기초지자체
설치율(%)

역 IP강소기업, 지역특화 대기업, 대학교 등과

주민의 발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에

협력을 통한 발명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가족

목적을 두고 있다.

발명교육센터 수

계

11

5

4

5

2

2

2

1

25

17

10

14

14

22

23

18

2

177

11

5

4

5

2

2

2

1

25

7

10

14

14

13

19

16

2

152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41

100 100 100

59

83

89

100

86

25

16

8

10

5

5

5

1

31

18

11

15

14

22

23

18

2

229

15

8

7

8

4

5

4

1

25

7

10

14

14

13

19

16

2

172

60

50

88

80

80

100

80

100

81

39

91

93

100

59

83

89

100

75

21

9

8

11

5

8

7

1

29

8

12

14

16

13

20

19

5

206

발명교육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발
명교육과정이다.
한편 일반인 교육과정은 학부모, 교원, 지

4) 발명교육센터의 주요 성과와 현황

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명 인식 제고 및 지도
다양한 교육대상과 내용을 갖추고 운영

부모가 발명교육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발명활

한 발명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재

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목표를

인 창의발명 인재 발굴 및 육성에 크게 기여했

두고 있다. 교원 교육은 교원을 대상으로 발명

으며, 2019년에는 전체 초·중·고 학생의 약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발명지도 능력 함양

10.34%(총 564,085명)를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지역주민 교육은 지역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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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함양을 위한 과정이다. 학부모 교육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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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인재의 꿈이 익어가는 발명교육센터
2007년 교직 입문 후 2년 차에 받았던 발명교육 연수가 내 인생의 궤적을 바꿨다. 이후 신설 학교에서 학생발명반을
조직해 운영하다가, 2012년에 도농초등학교 발명교육센터 운영담당 교사로 오게 됐다. 도농초 부임 후 2년간 거의
해를 보고 퇴근한 날이 없었던 것 같다. 학급 구성과 수업 요일, 외부 강사진 및 기존에 운영해온 모든 프로그램을
재검토했고, 재구성했다. 운영 3년째가 되자 도농초 발명교육센터의 구성과 교육과정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느꼈다.
미달되기 일쑤였던 발명교육센터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이후 3:1까지 치솟았다.

도농초 발명교육센터는 2개 기초반(초 4~6학년 평일 기초반, 초 6~중 1학년 주말 기초반)과 1개 심화반으로 구성돼
있는데, 기초반을 수료하면 심화반인 특성화반에 들어갈 수 있다. 한정된 예산 문제로 1년차 고급 과정, 2년차 전문가
과정, 3년차 마스터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특성화반 한 반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계 극복을 위해
발명기법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 즉 주제 중심의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성화반 수업에 사용하는 교재는
내가 직접 만들고 있는데, 완성된 책자 형태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새롭게 자료를 추가하고, 결과물을 스크랩할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제작한다.

8년간 도농초에 근무하며 2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시도 규모 이상의 발명대회에서 입상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발명교육의 목적이 발명대회 입상은 아니지만, 학부모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고 학생들에게 외적 동기를 주는
경기 남양주 도농초등학교에서 열린 학생, 교사, 관계자 등 발명교육센터 발전 간담회(2017.4.20.).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상황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
등 일상생활에서 좀 더 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들을
기획하고 적용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이타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이
공교육으로서 학교 발명교육이 갖는 공익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믿었다. 학생들의 발명 아이디어는 대회 출품에서
끝나지 않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학생들이 무료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총
22명의 학생들이 특허와 실용신안을 등록했다.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발명교육센터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찾을 때다. 많은 학생들이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국제고 등 다양하게 진로를 선택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간다.
이제는 이곳을 거쳐간 제자들이 대학생이 되어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이 친구들은 발명교육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발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전공을 찾고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일관되게 말한다. 이렇듯
학생들이 발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해가는 모습이 바로 발명교육의 가치와 지향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결국
발명교육은 공익적 성격의 보편교육이자 인성교육인 셈이다.

2019년 12월 말 현재 전국 206개의 발명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물론 활발하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다소 미흡한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명교육은 시대적 흐름이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솔루션이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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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구 달성지원청에서 회원들을 진행한 발명교실.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향후 특허청에서 발명교육센터를 거점 삼아 발명교육의 저변을 더욱 확산시키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책적·제도적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들었다. 나 또한 일선 현장의 발명교육 담당 교사로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경기 도농초등학교 한상엽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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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학생발명 장려사업의 전개

1)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회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품전시회
와 학생 발명전시회가 함께 진행됐는데, 분리

1990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막식(1990.6.26.)

발명꿈나무들의 조기 발굴과 학생발명활동

개최돼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

의 장려를 위해 1988년 11월 제1회 학생발명품

다. 1987년을 기점으로 전국 각 지역에 학교발

전시회가 개최됐다. 그동안 전국 우수발명품 전

명반이 조직되면서 학생발명활동의 분위기가

들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과학관을 견학하고

내면서 발명인재의 저변 확대는 물론 향후 국가

시회가 일반부문과 학생부문으로 구분해 개최

확산됐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면

이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 학생들과

발전에 기여하는 고급 인력 배출에도 공헌했다.

해오던 것에서 학생부문을 분리해 별도의 전문

서 학생발명전시회도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전

교류회를 가졌다.

전시회로 개최한 것이다. 이후 1990년에는 ‘대

기가 마련됐다.

1993년 5월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이듬해인 1991년부터는 지방에 거주하는

기념우표를 발행하고, 국제전시회에 참가해 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90년 6월 26일에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지역 발명인들에게 발

명활동에 대한 시각과 국제적 역량을 키워나갔

최하기로 하고 독자적인 전시회로서 위상을 획

개최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어린 시절부

명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발명의식을

다. 당시 특허청은 기념우표 발행을 위해 체신

득했다. 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전시

터 발명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키우고 발명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과 공동 주관으로

부에 협조 요청을 했고,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관

대회의 특성을 강화해 학생들만의 우수발명품

보다 일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열흘

지방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한민국

련 자료를 수집, 제공했다. 당시만 해도 변변한

을 발굴·시상하고 전시함으로써 어린 시절부

간의 전시기간 중 4만 2,000여 명이 관람했고,

학생발명전시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이 1991년

발명특허 관련 캐릭터 하나 없던 시절이었다.

터 발명을 통한 창의력 개발 유도와 미래 발명

각 학교로부터 전시연장 요청을 받아 이후 전시

불가리아 세계 청소년 발명품전람회와 일본

당시 발명특허 관련 캐릭터는 대한민국학

꿈나무 양성 등을 목적으로 했다.

부터는 20일로 전시기간을 연장했다.

세계 청소년 발명전시회에 참여해 특별상 등

생발명전시회 작품모집 포스터용과 전국 초·

을 수상함으로써 한국 학생들의 우수성을 세

중학생 발명글짓기·만화 현상모집 작품모집

계에 알렸다.

포스터용이 고작이었고, 현재는 각종 행사에 동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의 독자 운영은

1990년 10월에는 일본 학생발명전 수상자

1987년 정부의 학교발명반 설치운영 계획에 따

들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 학생들과의

라 각 학교에 발명반이 조직되면서부터 논의되

교류를 위해 방한했다. 한국을 방문한 제48회

기 시작했다. 1978년부터 개최했던 발명장려

전 일본학생·아동발명전 수상학생 8명과 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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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로 이름을 바꿔 매년 개

이처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는 학생들
의 발명의식을 고취하고 발명의 생활화를 이끌어

영상까지 제작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단상의 현
수막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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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작품모집 포스터 캐릭터를 합성
해 10여 개의 단순한 캐릭터를 제공했다. 그것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져 신청 작품 수가 계속 증가하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은상 이상 수상 교원들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993년부터는 한시적으로 1개 학교당 15점까

또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단순히

명특허 캐릭터로 재탄생시켰으며, 이를 바탕으

지 작품 수를 제한하기도 했다. 그러나 발명학

국내 청소년의 발명 축제에만 그치지 않고 해

로 한국조폐공사에서 기념우표와 봉투까지 만

생 인구의 저변 확대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외 청소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발명인재

들을 참고해 디자이너 이근문 씨가 최고의 발

들었다. 당시 이미지 합성용으로 활용했던 캐릭

1993년에 발행된 ’93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1995년부터는 이러한 숫자 제한을 폐지했다.

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다.

터 2개는 1990년대 초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기념우표(왼쪽)와 봉투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누구나 제한 없이 출

2003년에는 한·중·일 3개국이 협력해 국제

작품모집 포스터와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

품하되 독창성과 창작성, 실용성, 경제성 등에

청소년 발명전시회를 개최했고, 나아가 2006년

기·만화 현상모집 작품모집 포스터를 통해 지

기준을 두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에는 독일,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말

금도 확인할 수 있다.

을 선정했다.

레이시아 등 16개국이 참가해 각국 청소년들의

이렇게 선정된 우수 학생 발명가들에게는

우수 발명품 114점을 전시했다.

상장과 함께 상금을 수여하고 장려상 이상의 입

2012년부터는 국내 최대의 초·중·고 학

상작품은 발명장려관에서 1년간 상설 전시했으

생 발명축제로서 매년 약 3만 명 이상이 관람

며, 지방 4개 도시에서 열린 순회전시회에도 출

하는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대한민국학생

품했다. 아울러 수상 학생의 소속 학교에도 발명

발명전시회를 개최해 수상자 시상, 수상작 전

반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해 발명 의욕을 높였다.

시뿐만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발명·창

합판, 전기선 같은 물품을 사서 전시대를 꾸밀 수밖에 없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피곤한 일이었다. 실무를

우수 발명반 지도교사에 대해서는 해외 견학의

의력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맡아 일하는 우리 직원의 상황이 이러다 보니 감독관청 역시 예외일 수 없었다.

기회를 제공하고, 수상 학생에게는 국내 산업체

현재 수상작 선정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견학과 함께 창의성이 돋보이는 참신한 출품작

예비심사→ 유사작심사 →서류심사→ 선행기

에 대해서는 산업재산권 권리화에 따른 특허출

술심사→ 일반공중심사→ 작품(현물)심사→

원 지원 등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심층선행기술조사→ 유사작심사(2차)→ 종합

발명교육 실무자가 전봇대에 매달렸던 이유
19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행사 진행에 책정된 예산이 정말 빡빡했다. 특히 당시는
학생발명의 확산을 위해 지방 순회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지자체에 있는 교육청이나 학생 교육 유관단체에서 일부라도
예산 지원을 받아 간신히 진행하던 시절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 준비를 하려면 철물점에 가서 스티로폼,

한번은 지방전시회에 갔는데 행사 홍보를 위해 미리 행사 현수막 10여 개를 준비해서 직접 설치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설치업자에게 수고비를 조금 들이면 쉽게 끝날 일이었지만, 인건비를 아끼려 직접 설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설치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실무자와 주무관청의 사무관 단 둘뿐이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요즘처럼

1999년부터는 교사들의 발명활동을 장려

심사 등 총 9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우수 발

하기 위해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를 대한

명품을 선정하고 있다. 이렇게 선정된 우수

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동시 개최했다. 1999년

발명품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교육부장관

설치를 끝내고 음료수로 건배를 하는데 주무관청 사무관이 푸념을 했다. “대학시절 공부 열심히 해서 고시에 합격할

7월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 교

상 등으로 시상하고, 상위 수상자들에게는 상

때만 해도 전봇대나 나무에 올라가 현수막을 설치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허허허.”

원발명품 경진대회는 LG전자의 협찬으로 진행

장·상금 외에도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

나도 시골에서 자라 주어진 일만 하며 앞만 보고 왔는데…. 힘들었던 기억이 많지만 당시 나는 주어진 일에 충실하는

됐으며, 대회 금상은 ‘디지털 실물 화상기 전용

하고 있다.

현수막 거치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대다수는 길가의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 나무와 나무 사이에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어렸을 적 감이며, 사과며, 대추 등을 서리해 먹던 기억을 더듬어 나무에 올라가 현수막을 달았다. 처음 한두
개는 재미 삼아, 마지막 현수막은 젖 먹던 힘을 다했다.

자문해본다.
한국발명진흥회 이두성 사업지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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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오늘날 학생발명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진 건 아닐까

캠코더’를 출품한 부산 온천초등학교 김봉경 교

그 결과 전시회 출품작은 매년 증가해 32

사가 수상했다. 2006년에는 총 264점이 접수

회째인 2019년에는 출품을 신청한 9,530점 중

돼 30점을 선정, 전시했고 이 중 13점을 선정

273점을 선정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교육

해 시상했다. 또한 수상 교사들의 발명활동에

부장관상, 과학기술통상자원부장관상, 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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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에서 진행된 제32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2019.7.25.)

제19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제2회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2006.7.20.).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출품 건수

시되는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를 처음으로

학생들은 20일 전시회 관람과 함께 21일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개최했다. 국내·외 학생발명가들 간 국제교

서울 남부과학교육센터의 발명교실을 탐방했

접수 작품(건)

5,572

6,344

7,060

9,768

8,485

9,538

8,466

7,884

8,010

9,445

9,119

9,530

류와 다양한 분야의 발명을 촉진하기 위한 취

다. 또한 해외 청소년 발명가들과 국내 학생

지였다. 참가 학생들은 7월 24일 수도전기공

발명 전시회 수상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학생

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전 세계

고 발명공작교실을 방문하는 등 대한민국 학

발명 교류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발명한 발

상 등을 시상하고 171건의 출품작은 2019년 7

청소년들의 우수한 발명품을 한자리에 모아 전

교 발명교육의 현주소를 체험했다.

명품의 고안 동기와 문제해결 과정을 발표하

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

시하는 국제전시회를 개최했다. 2002년 한·

2004년에는 한국, 중국, 미국 등 39개

스에 전시했다. 1991년 출품작이 741건이었던

중·일 발명단체장 정례회의 자리에서 청소

국가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에서 개

특히 특허청은 행사기간 참가자 중 신청자

점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년 발명교류전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시작으로

최됐고, 2005년에는 중국이 개최하기로 했

에 한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 학생의

2003년에 처음으로 중국, 일본 등 7개국 청소

으나 내부 사정으로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가정에 머무는 홈스테이를 진행해 국내·외 학

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최됐다.

제2회 전시회는 2006년 7월 20일부터 24일

생발명가 간 친선 교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

까지 우리나라의 코엑스에서 개최됐는데 일

했다.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본, 중국, 대만 등 16개국 청소년 발명품 114

국내·외 학생발명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개 작품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서 동시

한편 세계 청소년 발명가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에 전시됐다.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 참가

마련할 수 있었다.

2) 국제 청소년 발명전시회

특허청은 2003년 7월 23일부터 27일까
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개최한

세계 청소년 간 국제교류를 통해 발명활동

제16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함께 일본,

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발명을 통한 다양한 체

중국 등 7개국 청소년들의 발명품 74점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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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및 발명 유관기관장

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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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꿨다. 특히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관람객들도
2002년 전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로 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발명체험 부스를 운영하

작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는 초·

고, 삼성전자 홍보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

중·고 학생 4~6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하며,

램을 제공해 참여 학생들의 호응도를 높였다.

표현과제, 제작과제와 현장에서 주어지는 즉석

시·도별 예선대회의 경우 2013년 대회 이

과제를 함께 해결함으로써 창의성과 협동성, 도

후부터 서류 탈락 비율(2012년 1%, 2013년 3%,

덕성, 순발력 등을 함양하고 협동을 통한 창의

2014년 14% 등)을 확대해 참가 팀의 질적 수준

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창의력 대회

향상을 꾀했다. 2019년 시·도별 예선대회의

이다.

경우, 충남 지역이 141개 팀이 참여해 최다를

이 대회는 기존의 전국 학생창작 경진대회

한·중·일 발명학생 간담회(2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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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중국 국제 발명전시회에 참가한 한국학생들의 수상 모습(2018.9.15.)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로 명칭을 바

기록했다.

(특허청), 전국 학생발명 두뇌올림픽(한국학교

현재는 전국 시·도 예선대회에서 동시 진

발명협회), 삼성 창의력 올림피아드(삼성전자)

행되는 즉석과제 문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문

등 3개 대회를 통합해 내실을 도모하고 시너지

제 보안을 강화하고, 본선대회 시 참가팀 경연

를 높인 행사이다. 특히 2006년부터 각 지역별

중 음향시설 고장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철저

예선을 거쳐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본선대회를

히 대비해 보다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운영

치르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학생들의 참

하고 있다.

여를 높였다. 우수 학생과 지도교사 모두에게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

시상하고 최우수 수상팀에는 해외연수의 기회

언대회 본선대회를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에서

도 제공해 의욕을 북돋는 등 다방면으로 대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청소년 발명가 프로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그램(YIP)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2009년에는 16개 시·도별 예선대회 개최

‘상상과 도전으로 미래를 주도하라’는 슬로건으

를 통해 참가팀 수가 1,022개로 크게 증가했고,

로, 전국에서 접수한 1,012팀 중 예선대회를 통

2010년부터는 대회 본선기간을 기존 1박 2일에

해 선발된 100팀이 본선대회에 참가해 미래사

서 2박 3일로 확대했으며, 2011년부터 지금의

회를 주도할 창의력을 뽐냈다.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참가팀 수
연도

2008

2009

2012

2014

2015

2017

2018

2019

참가팀

259

1,022

1,273

1,132

868

913

1,05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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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명교육과 발명인재육성협의회
2010년 1월부로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각각 추진하던 청소년 발명교육을
한국발명진흥회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는 ‘창의인재육성팀’을 신설하고, 한국학교발명협회의 일부
인력도 받아들였다.

그런데 사업을 파악하던 중 큰 문제를 발견했다. 한국학교발명협회에서 추진해온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전국 16개 시·도 예선대회를 거친 후 본선대회를 치르는 방식이었다. 지역 예선 없이 본선대회만 해오던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한국학교발명협회는 각 시·도에 지부가 있어 예선대회 운영에
문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지회가 4곳밖에 없었다. 그때 시·도마다 발명교실을 ‘발명인재육성협의회’로 해보자는
대안이 떠올랐다.

2010년 4월 9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16개 시·도교육청 발명담당 장학사, 거점발명교실 기관장 등 총 74명이
모여 발명인재육성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논의했다. 후속 조치로 교육청 장학관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동반자적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고, 발명인재육성협의회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발명교실을 운영하던 교장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토로할 때, 본인의 경험에 비춰 충분히 가능하니 함께 해보자며
그분들을 설득했던 ‘발명교육 1세대’ 강인구 교장 선생님과 예산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을 우리 입장에서 말씀해주시며
도와주신 전남 문현주 장학관님 등 고마운 얼굴들이 떠오른다. 발명인재육성협의회가 든든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발명교육대상·발명교육 컨퍼런스 등을 신규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한국발명진흥회 김승보 지식재산협력지원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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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2019.7.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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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연도별 참여 기업 현황
구분

기업 수

참여 기업

2009

2개사

듀오백코리아, 코렉스자전거(舊 인피자)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Young In-

회를 주도해 나갈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

ventors Program)은 우수한 발명역량을 보유

어를 통해 제품의 개선점과 소비자의 니즈를

2010

6개사

듀오백코리아, RYN코리아, 모닝글로리, KT, 코렉스자전거(舊 인피자), 팬택 계열

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명·특허 심화교육 및

파악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

2011

8개사

네오위즈게임즈, 듀오백코리아, RYN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컨설팅을 통해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역량을 겸

를 권리화·사업화시킬 수 있는 상호 발전적

2012

8개사

듀오백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한경희생활과학

비한 핵심 청소년 발명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

인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2013

9개사

금호전기, 녹십자, 동부대우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KT

2014

11개사

2015

11개사

2016

10개사

2017

12개사

그램이다.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을 도입한 첫 해는

특허청은 2009년 9월, 기업(참여기업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고 사용빈도

기업별 과제 제시, 심사 참여, 아이디어 기술

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활밀착형 기업인 듀

상담 및 교육, 기업 견학기회를 제공)과 연계

오백 코리아, 코렉스자전거 등 2개 기업이 참

한 창의적인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청소년 발

여했다. 이듬해인 2010년에는 모닝글로리 등

명가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했다. 기업이 과제

학생 생활밀착형 참여기업이 6개로 확대됐고,

를 제시하고 전문가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2011년에도 아모레퍼시픽, 위니아만도 등 다양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가 지식재

한 분야의 기업이 추가로 참여하는 등 매년 참

산으로 창출되며, 창의력 향상과 협업 자세,

여기업 확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금호전기, 녹십자, 르노삼성자동차,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앱디스코, 위니아만도, 크루셜텍, 포스코,
KT
금호전기, 대유위니아,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팀익스(구.앱디스코), LG화학, KGC인삼공사, 크루셜텍,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금호전기, 대유위니아, 모닝글로리,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화학, KGC인삼공사, 팀익스, 포스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금호전기, 대유위니아, 모닝글로리, 아모레퍼시픽, 에스폴리텍, LG디스플레이, LG화학, 유아이케이, KGC인삼공사,
포스코, 한국정보통신, 휴롬

✽2
 018년부터 대회 수상자 등 발명역량을 보유한 청소년 대상 지재권 창출 및 활용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 청소년 발명가·기업가를 육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편

연도별 신청·선발 및 출원·등록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개인

팀

접수팀

134팀

386팀

586팀

822팀

928팀

947팀

838팀

-

-

206

접수학생

358명

185명

85

618

접수학교

55교

87교

59

51

1:3.7

1:2.8

1:6.8

30인

30팀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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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 교육기부 협약식(2010.7.14.)

2019 (11회)

2009

구분

1,087팀 1,123팀

1,039명 1,691명 2,431명 3,166명 2,956명 2,433명 2,490명 2,144명
155교

300교

325교

459교

436교

283교

319교

246교

1:13.40 1:12.87 1:14.65 1:16.44 1:13.59 1:17.02 1:13.26 1:13.53 1:11.97

선발

10팀

30팀

40팀

50팀

80팀

66팀

70팀

70팀

70팀

50인

출원

10

30

40

50

79

66

70

70

70

50

60

등록

3

13

22

38

45

41

51

44

11

-

-

등록율

30%

43%

55%

82%

57%

45%

72%

62%

15%

-

-

79

하지만 2014년 이후 참여 신청 및 관심도

할수록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증가

가 서서히 감소하며 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이

했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필요했다. 이에 9년간 이어오던 기업과의 연계

하기 위해 2013년 80개 팀으로 선발팀을 대폭

사업이라는 새로운 콘셉트에 과감한 변화를 줬

확대했다.

다. 2018년 이후 창의적인 신규 아이디어(기존

선발 교육생들의 지식재산권 권리화 실적

에 권리화·출원 등록 및 수상경력이 있는 아

도 크게 늘어 2010년 30건에서 2013년 80건으

이디어는 제외)를 보유한 개인 또는 팀(3인 이

로 증가했으며,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에게 컨설팅 과정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학교,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관심 역시 뜨거워

고도화시켜 출원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개척해

2014년 참가 신청팀은 1,123팀, 신청 학교 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역량

436교에 이르러 17대 1이라는 경쟁을 뚫고 교육

을 갖춘 청소년 발명가 양성사업으로 변화를

생으로 선발되는 기염을 토했다.

도모했다.

발명교육 백서

이렇게 기업의 확대에 부응하듯 해를 거듭

YIP 시상식 및 수료식(2019.11.9.)

YIP 교육내용 및 목표

컨설팅 과정

세부 내용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IP 창출

IP 활용

최종 목표

•아이디어 구체화

•창업모델 확보

특허출원 및 사업기획서

•특허 컨설팅

•사업 환경 분석

도출을 통한 창업 모델 확보

•명세서 작성

•사업기획서 작성

•출원절차 지원

•창업경진대회 준비

이렇게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은 기업연

발명전시회 시상식,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

계형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교육 모델을 개척했

언대회 본선대회,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으며, 청소년을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외에도 열린 발명교실, 발명품 만들기 체험, 창

미래혁신의 주체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의력 챔피언대회 모의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

이를 통해 특허청의 사회적 역할과 이미지를

그램을 준비해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

제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특허청
은 매년 7월 말에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을 개최

(지식재산 기반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장소를 코엑스에서

사업화 역량을 갖춘
최종 결과물

특허명세서

사업계획서

청소년 발명가 양성)

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킨텍스로 변경해 개최하고 있다.
2019년에는 ‘자체발光(광), 발명에 美(미)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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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기관 특허교육 및 컨설팅(2019. 7.25.~27.)

특허청은 그동안 분리 개최했던 대한민국

친 아이들의 신나는 페스티벌’이라는 슬로건으

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

로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대회,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을 청소년

개최됐으며, VR 스포츠 체험, 장애인 보조기

발명 페스티벌이란 이름으로 동시에 개최해 발

기 발명품 체험 등 신기술 체험행사를 비롯해

명교육 확산의 시너지를 꾀하고자 했다.

로봇코딩·점핑슈즈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를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첫해인 2012년

제공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균등한 발명교육

에는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

기회 제공을 위해 전국의 벽지·낙도 청소년

스에서 개최됐으며, 공식행사인 대한민국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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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다. 발명장학생은 발명교육 실적, 발명대회

명 썸머캠프’도 진행됐다.

수상실적,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실적 등을 종

현재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발명에 관심

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매년 약 3만 명의

2003년 제1회 발명장학생에는 대학생 180

관람객이 방문하는 명실상부 국내 최대의 초·

명, 고등학생 176명, 중학생 125명 등 총 481명

중·고 학생 발명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선정돼 등급(1~3등급)에 따라 최고 3백만 원
의 장학금과 함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선발대
회 장학증서 수여식은 12월 23일 한국지식재산

6) 발명장학생 선발

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특허청에서는 우수 발명학생들의 지속적인

2004년 제2회부터는 초등학생 부문을 신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이 21세기 지식재산

설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선발 기회를 제공했

기반사회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

고, 초·중·고·대학생 411명을 선발해 장학금

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발명장학생을 선

을 지급했다.

발명장학생 연도별 선발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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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킨텍스에서 열린 2019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막식(2019.7.25.)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선발인원(명)

481

411

298

320

320

320

100

100

101

101

102

101

100

제1회 발명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2003.12.23.)

83

320명에서 100명으로 조정하고, 초·중·고·

갖춘 창의적인 발명인재로 도약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외 발명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발명교육 백서

이후 2009년에는 발명장학생 선발인원을

주고 발명인식 제고를 위한 발명장려사업의 일

2019년에 열린 제43회 전국 초·중학생 발

환으로 1975년부터 시작한 ‘발명사상 앙양·보

명글짓기 만화공모전은 ‘나만의 상상 속 발명이

급을 위한 작문 현상모집’은 1980년부터 모집

야기’라는 주제로 글짓기와 만화 부문을 구분해

대학별 등급(1~3등급)을 폐지하면서, 여러 학

발명장학생 선발사업은 2003년부터 2015

교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당

년까지 총 2,855명의 우수 발명학생을 선발해

부문에 만화를 추가했고, 8회째인 1983년부터

모집했고, 2,022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1·2차

신청 인원을 5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기존의 서

장학금 또는 창의발명캠프, 해외발명 문화탐방

롯데제과, 금성사, 영진약품, 미원·대상그룹,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4건(글짓기, 만화 부

류평가 방식에 면접심사를 도입함으로써 2단계

등의 교육적 보상을 제공했고, 더불어 사회경제

포스코 등 외부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사업의

문 각각 102건)의 작품을 선정했다. 또한 2개교

평가로 전환했고, 우수 발명인재에게 창의적 잠

적 배려계층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함으

내실을 다졌다.

가 단체상을 받았고 3명의 지도교사가 지도교

재력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명활동에 대한 동

로써 지속적인 발명활동 참여를 지원했다.

이후 전국 초·중학생 발명작문·만화 현

사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포스코센터에서 진

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지원에서 교육

상모집,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공모

행했고, 204건의 수상작이 담긴 수상작품집을

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발방식과 지원

전으로 대회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으며,

제작·배포했다.

내용을 대폭 개편했다.
2011년부터는 지역균형 선발제도를 도입, 발

현재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7) 전
 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공모전

주최하고 있다.

글짓기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김서
인 학생은 ‘화재 현장에 나타나 생명을 살리는
거미k’라는 작품을, 만화 부문 교육부장관상을

명장학생 선발의 지역 격차를 완화해 발명활동이
부진한 지역의 발명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했으며,

한국특허협회(現.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청

2012년에는 선발학생 전원에 대해 글로벌 시야를

소년들에게 발명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심어

수상한 이은초 학생은 ‘해상구조대 Life Seat’라
는 작품을 각각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8) 청소년 발명기자단 활동
특허청은 사이버국제특허아카데미 청소
년 사이트(발명틴틴) 활성화 및 학교에서의 발
명교육 확산을 위해 청소년 발명기자단을 운
영하기 시작했다. 2005년 10월 발명과 지식재
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자발적 취재 등 참여
활동을 독려함으로써 미래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청소년 발명기자
단이 창단됐다. 49명의 기자로 출발한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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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공모전 시상식(2019.12.18.)

발명기자단은 발명학생 체험마당으로 첫 취재
활동을 시작했다.
특허청은 매월 우수 기사를 선정해 연말에
제43회 전국 초·중학생 발명글짓기 만화공모전 수상작품집 내지

청소년 발명기자단 시상식을 했으며, 월별 우

85

발명교육 백서

단 발명캠프를 개최했다.
2014년에는 청소년 발명기자단의 사업기
반 강화 및 발명기자단 활성화 추진을 위해 청
소년 발명기자단 모집을 기존 학교장 추천방식
에서 자기 추천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청소년 발
명기자단 수도 6,885명으로 급증했으며, ‘제3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에서 청소년 발명기자
청소년 발명기자단의 <청소년 발명신문>

단이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특허청의 대
표적인 교육사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매년 청

2010년 청소년 발명기자단 발대식(2010.5.15.)

2012년에는 발명기자단에 사회적 배려계

소년 발명기자단 페스티벌을 개최해 학생들의

층이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결과 총 4,869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상호

명의 발명기자를 모집하는 등 규모 면에서 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약적으로 성장했다. 또한 우수한 발명기사를

현재는 단순한 수적 증가보다는 기사 작성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의 품질을 높이고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다

포털사이트에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카

양한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청소년 발명

수 기사는 한국발명진흥회 회지인 <발명특허

다. 발대식은 특허청장,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페를 개설해 온라인으로 기사를 작성하도록 했

e-러닝사이트(IP-School)에 접속하면 발명기

>지에 게재하고 전국 발명교육센터에 배포했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발명기자단 운영위원

다. 2013년에도 취재 노하우를 공유하고 우수

자증, 명함, 임명장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

다. 2008년부터는 정규 기자단 모집과 신설 기

등 내빈 및 발명기자단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동 기자들을 독려하기 위한 청소년 발명기자

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단 모집으로 구분해 발명기자단을 모집했다.

개최됐다.

또한 매월 부여되는 과제를 취재하고 기사를

2010년 7월 <청소년 발명신문> 창간호를 발

작성해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IP-Academy)’

행한 이후 2011년까지 총 9회에 걸쳐 2만 7,000

의 명기자단 코너에 게재했으며, 2009년에는

부를 발행했는데 온라인 매체의 붐을 타고 2012

월별 우수 기사를 모아 청소년 발명기자단 신

년부터는 종이 신문에서 디지털 신문으로 전환해

문을 제작했다. 연말에는 ‘올해의 기자상’을 선

비용은 절감하고 구독률을 높일 수 있었다.

정해 특허청장상을 수여했다.

2011년에는 디지털 교육환경에 적합한 청
소년 발명기자 육성이란 목표 아래 발명기자단

약기였다. 장기간 활동 기자에 대한 우대방안으

의 기자 수가 1,000명을 돌파했다. 청소년 발명

로 수석기자, 책임기자, 선임기자, 일반기자 등

기자단의 소속감과 책임감 부여를 위한 ‘청소년

승급을 부여했다. 발명기자단으로서 소속감 고

발명기자단 캠프’를 1박 2일로 개최했고 청소년

취와 발명기자단 활성화 도모를 위해 ‘특허청

발명기자단 명함 및 기자증을 제작해 캠프 참가

청소년 발명기자단 발대식’을 처음으로 개최했

자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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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은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의 도

2019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페스티벌(20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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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직업계 고등학교 발명교육 지원

1)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
2006년 12월 국가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발명진흥회를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

2013년부터는 6개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매년 전담기관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광양

과 특성화고 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

하이텍고(전남), 광주자연과학고(광주), 대광발

대비 실적을 평가했다.

명과학고(부산), 미래산업과학고(서울), 삼일공

특성화 유형을 학과 특성화와 학교 특성화

업고(경기), 서귀포산업과학고(제주) 등 6개 학

로 구분해 수원 삼일공고, 대전 대덕전자기계

교를 3기 학교로 지정해 ‘지식재산 소양을 갖춘

고, 경남 고성 경남항공고 등 3개교에는 발명창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다.

작과 등을 신설, 학과 특성화를 추진했고, 부산

2019년 기준으로 한 해 3,334명의 고등학

대광공고의 경우 학교명을 대광발명과학고로

생이 발명·특허 정규교과 수업, 기업연계 직

개칭하고 발명전자과, 발명과학과 등 모든 학과

무발명 프로그램 등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지

명을 변경, 발명·특허 특성화고로서 정체성을

원받았으며, 그 성과로 발명·특허 특성화고

강화했다. 또한 특성화고 수업에 쓰일 공통 교

재학생의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전국 학생

청은 삼일공고, 대덕전자기계고, 대광공고, 경

재를 개발하고 특성화고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출원 건의 약 17% 가량을 차지하며 발명역량

남항공고 등 4개교를 발명·특허 특성화고로

교사연수도 실시했다.

을 인정받고 있다.

선정했다.

‘정부 부처 특성화 실업고 육성추진 계획’이

특허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

의결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의 발명·특허

안 총 15억 원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2월 교

분야 전문 교육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이

육부 및 4개 교육청과 발명·특허 특성화 고교

에 특허청은 발명 및 특허 분야에 대한 집중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교육을 통해 특허인력의 저변 확대와 체계적

하고 지원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또한 한

연도별 발명·특허 특성화고 현황
구분

인 발명특허 인력 양성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직업교육 기피현상에 대한 해소방

번호

지역

설립

학교명

1

경기

사립

삼일공업고등학교

1기

2

부산

사립

대광발명고등학교

(2008~2012, 4개교)

3

경남

공립

경남항공고등학교

4

대전

공립

대덕전자기계공업고등학교

안 마련과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직무

1

서울

사립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 능력을 지닌 중간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2

경기

사립

삼일공업고등학교

2기

3

부산

사립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2013~2017, 6개교)

4

광주

공립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5

인천

공립

계산공업고등학교

6

제주

공립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1

서울

사립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

경기

사립

삼일공업고등학교

3기

3

부산

사립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2018~2022, 6개교)

4

광주

공립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5

전남

공립

광양하이텍고등학교

6

제주

공립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008년부터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지정해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발명교육을 적극 지원하
고 있다.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그해 5월에는 발명·특
허 특성화고를 공모했다. 사업계획서 평가, 현
장실사, 발표심사 등을 통해 2007년 6월 특허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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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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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특성화고의 교육목적은 ‘체계

는 아이디어 도출은 물론, 다양한 현장 중심의

적인 발명·특허교육을 통한 창의·발명인재

직업 교육과정을 직접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

육성’이며, 교육 인재상은 ‘창의적 직무발명

업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산업인력(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

양성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통해 도출된 ‘직무

발명·특허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졸업 후

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직무발명가)’

발명’ 결과물은 작품으로 제작해 기업으로 기술

기업에서 직무발명 역량을 발휘하거나 특허 전

이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직무발명 능

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학생과 기업

담 부서에서 근무하며 역량을 인정받고 있으며,

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순 암기교육이 아닌,

의 취업연계를 통해 새로운 고졸 일자리 창출

나아가 본인만의 아이디어로 스타트업 창업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프로젝트 수업, 배움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는 사례도 있다.

뮬레이터’ 작품은 이번 교류전에서 기술이전을
진행하며 기업으로부터 탐나는 아이디어로 인
정받았다.

서귀포산업과학고 김성훈, 김대진 학생팀이 개발해

중심 수업 등 새로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

학생 취업 시 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해결

으며, 학과당 12단위 이상의 발명·특허 정규

하고 안정적인 취업기반 마련을 위해 산업기

공고) 졸업생 연희연 씨는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과목 및 다양한 전문 교과를 반영해 학교별

능요원(병역대체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

직접 개발한 발명교구를 특허 등록하고, S&T

적정 수준의 자율적 수업단위를 개설해 운영

며, 취업경쟁력과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로 전시해왔으며, 2017년부터는 발명·특허

스튜처를 창업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 고등학생

하고 있다. 정규교과목은 발명특허 기초, 발

위해 ‘IP 정보검색사’, ‘IPAT(지식재산능력시

특성화고 6개교의 ‘연합교류전’을 통해 통합·

최초로 입학하는 등 아이디어와 특허 기술을 바

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디자인, 특허명세서

험)’ 등 IP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지

전시하고 있다. 작품 전시를 통해 인근 기업·

탕으로 창업가의 길을 걷고 있다.

일반, 특허정보 조사분석, 지식재산일반 등이

원하고 있다.

학생·학부모에게 발명·특성화고 학생들의

이처럼 학생의 실무역량 향상을 통한 조

기술이전까지 성공한 ‘식물 공장 시뮬레이터’

대표적 사례로 발명·특허 특성화고(삼일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정규교과목의 수업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발명특허 교과 운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특성화고 학생 간 교류

기 취업을 유도하고, 나아가 스타트업 창업으

시간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발명교육을 체화할

영 및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 발명·특허

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 교육만이 아닌 창

수 있다.

며 발명특허 교육과 결합한 기술교육을 효율적

특성화고 연합교류전은 2019년 9월 5일 수원

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발명교육이 필수적이

으로 수행함으로써 예비 산업인력 양성과 창의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했으며, ‘직무발명

다. 이에 특허청 및 발명·특허 특성화고는 실

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우수작품 전시(60점)’와 학생들이 독

전에 적용 가능한 창의 발명교육을 통해 국가

또한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취업연계
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취업을 희
망하는 학생들에게 기업과 함께하는 ‘기업연계

또한 특성화고 내에서 이뤄지는 프로그램

창적인 아이디어로 창업한 사례를 엿볼 수 있

산업 발전을 견인해나갈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직무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이 필요로 하

을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들은 각 특성화고별

는 ‘발명창업 동아리 홍보 부스’, 발명교육을

욱 매진하고 있다.

체험할 수 있는 ‘발명동아리 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며 지역민이 발명교육의 성과를 확인하
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다. 특
히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은 107개 기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참여기업(수, A)

108

140

136

142

64

107

697

취업연계 학생 수(명, B)

184

251

237

279

108

119

1,178

기업당 취업생 수(B/A)

1.7

1.8

1.8

2.0

1.7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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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963명의 학생이 참여해 기업의 현안을
직접 파악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시제품화해 지역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중 서귀포산업과학고에서
참여한 김성훈, 김대진 학생팀의 ‘식물 공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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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준비하는 특별한 방법, 발명·특허 특성화고
1987년 무선통신 회사에 근무하면서 국내 최초의 무선 전화기 개발을 시작으로 약 10년간 통신 분야에 종사했다. 이후
1996년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하며 제2의 인생을 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2007년 특허청
주도의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이다.

2007년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에 신청할 당시 1명의 학생으로 동아리활동을 시작했다. 발명동아리가 정착된
서울의 모 고등학교와의 경쟁은 소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다. 나는 발명교육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
발명창작과를 신설해 신입생 유치에 나선 것이다. 밤낮 없이 학교 현장을 누비며 학생과 학부모님을 설득한 결과, 첫
신입생을 내신 성적 20% 이내의 우수 학생들로 모집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신입생들이 각종 발명대회에 입상하면서
여러 공중파 방송에 소개됐고, 발명창작과는 생긴 지 3년만에 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삼일공업고등학교는 지원사업의
첫 해인 2008년 1기(2008~2012년)부터 3기(2018~2022년)까지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그동안 잊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았다.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며 발명교재가 전무한 상태였다. 이를 위해 1년 동안
방학도 반납하고, <발명 입문>, <발명품 제작 일반>, <발명품과 제품 디자인>을 직접 집필해 수업 커리큘럼으로
활용했다. 한편 과학고를 준비하던 전교 3위권 중학생이 나와 상담을 하며 삼일공고로 진로 변경을 한 적이 있다.
담당 교사와 학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람에 내가 직접 학생을 설득시켜 다시 과학고로 가게 하기도 했다. 또
한 명은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인데 너무 우수한 인재라 내가 입학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결국 발명창작과에

발명특허 특성화고 연합교류전(2019.09.05.)

입학했고, 현재는 대기업 연구실에 근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창기 발명동아리를 운영하면서 연간 1천 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거의 사비로 운영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당시 발명대회에 입상한 학생 두 명이 발명장학금 300만
원을 동아리 운영비에 써달라며 가져온 적이 있다. 그때 학생들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새록새록 난다.

나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발명교육이라 생각한다.
내 꿈은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뛰어넘어 발명을 통해 청년 창업을 꿈꾸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발명영재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꿈을 추동하는 밑바탕엔 발명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합리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며, 발명으로 빛나는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가고 싶다.
삼일공업고등학교 오종환 단장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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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2년 11월에는 교육부와 특허청 간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해 IP 마이스터 프로그

발명교육 백서

2)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신청·선발 및 경쟁률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청

504

518

560

541

890

1,202

1,253

1,259

1,238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마이

램이 부처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됐고, 2014년

스터고 학생들이 팀을 구성해 기업이 제안한 과

에는 중소벤처기업부도 사업주체로 참가하면

선발

20

30

35

45

45

45

50

50

50

제, 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한 과제에 대

서 중소기업 및 산업계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

경쟁률

1:25.2

1:17.3

1:16.0

1:12.0

1:19.8

1:26.7

1:25.1

1:25.2

1:24.8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선정된 아이디

게 됐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기업이 가

어를 변리·기술전문가 멘토와 함께 지식재산

진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하나의 산학협력 모델

권리화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로 발전하게 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사업수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행 부처들의 노력으로 지속 발전하고 있다.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을 통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정부는 2011년부터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직무발명 모델을

출원

20

30

35

45

45

45

50

50

50

고 졸업생이 취업 후 기업에서 단순 기능 인력

교육 프로그램에 접목해 발명 입문부터 지식재

등록

15

24

25

25

26

33

36

41

-

이 아닌 직무발명 역량을 갖춘 기술전문가 및

산 권리화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

지식근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육을 제공하고 있다. 3번의 전문가 심사를 거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교육부·중소벤처기업

쳐 선발된 최종 팀들은 2박 3일의 소양캠프 2

부·특허청은 정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마이스

회, 온라인 지식재산권 교육, 찾아가는 컨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터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무발명 역량을 갖

팅 2회 등 발명·지식재산 권리화 관련 교육을

기술 이전 건수

1

4

4

4

7

6

7

11

10

춘 기술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IP 마이스터

통해 아이디어를 개선·발전시켜 나가고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

2011년 교육부 주최로 마이스터고 대상 시

신안, 디자인) 출원·등록까지 지원받고 있다.

범사업을 추진한 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그

2019년에는 50개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했으

해 20개 아이디어를 선정, 특허출원을 지원했

며, 그 중 10건의 아이디어가 기업에 기술 이전

으며, 2012년에는 대상을 특성화고까지 확대했

되기도 했다.

94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1기 IP 마이스터 아이디어 발표회(2011.10.24.)

기술 이전 건수

제9기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수료 및 시상식(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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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전문 역량을 갖춘 발명교원 양성

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발명교육의 중요성,

토 과정) 등 2개 기관을 발명교육 직무연수 기관

발명창작에 필요한 이론, 실제 학교에서 지도할

으로 선정해 운영했다. 기존 오프라인 연수의 경

수 있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대회 출품 수상작

우, 2008년부터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명영

들에 대한 분석 및 출품 지도방법 등으로 구성

재교육 및 전문교사 육성을 위해 교원연수 프로

됐으며, 2002년부터는 학교발명 지도자과정으

그램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신설해

로 확대 개편해 시행했다.

기존 3개에서 7개 과정으로 확대 운영했고, 발명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21세기형 지

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관리자’, ‘발명반지도

1) 발명교사 직무교육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식기반 인재 양성을 위해 주입식 교육의 틀에서

한편 오프라인 직무연수의 시간·공간적

벗어나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대

제약을 극복하고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 및

안교육으로 발명교육이 부각됐다. 이에 맞춰 현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2006년 7월에 교육부 원

장 교사들의 발명교육 연수기회 확대 및 전문성

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아 사이버 발명교육연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제공 요구도 커

수원(IP-Teacher)을 설립했다. 이를 통해 30

져 현장 교사들의 교육 수요가 더욱 커졌다.

시간 및 60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

교사’ 2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다. 교장·교감

2006년에는 사회적 여건 및 교육환경 변화

특허청은 발명특허 인재 양성에 직접적인

및 과학담당 장학관·연구관을 대상으로 한 교

에 대응하고 현장교사들의 요구 수준을 반영하기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육관리자 과정은 발명진흥을 위한 교육방향을

위해 기존의 오프라인 연수를 보완하는 한편, 신

직무연수 운영방식의 개선과 온라인 연수

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학생 발명의욕 고취를

정립하고 학생들의 발명의욕 고취를 목표로 지

규로 온라인 발명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통해 발명교사 연수의

위한 발명교육의 방향 설정 및 체계적인 발명교

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개요, 특허청에서 추진

다. 기존의 연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연수 프로

체계화 및 양질의 교원연수 서비스 제공을 위

육 기법 습득 등 직무교육을 통한 발명교사 양

중인 발명진흥 시책 및 추진사업 소개, 학교 내

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민간 교육기관을 공개 모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에도 힘썼다.

발명 분위기 조성 방안 및 사례 등을 교육했다.

집해 부산 동서대(지능형 로봇을 이용한 창의적

2019년 현재 종합교육연수원, 발명교사교육센

발명 능력 향상) 및 대구 교육과학연구원(발명 멘

터 운영으로 이어지고 있다.

1988년부터 초·중·고 발명반·공작교실

발명반지도교사 과정은 초·중·고 발명

의 지도교사, 과학교육 담당장학관(사), 교육관

지도 교사를 대상으로 2주 동안 지식재산권 제

고, 2019년에는 15시간 및 30시간 과정으로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발명교원 원격연수(IP-Teacher) 과정(15시간·30시간)
2008년 발명교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과정명

연수 대상

수료인원(명)

교육관리자

교육청 장학관(사) 및 각급 학교 교장·교감 등

371

발명지도자육성

초·중·고 발명지도교사,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교사

67

발명반지도교사

각급 학교 발명교실 전담교사 및 발명반 지도교사

36

발명교실담당교사

신규로 발명교실을 담당하는 교사

32

발명영재교육지도자

발명영재학급 및 발명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68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이수한 교사들 중 프로그램 개발능력이 필요한 교사

32

과정명
선생님과 함께하는 에디슨 육성 프로젝트
발명교육 백년대계

96

모집인원

1기

2기

3기

1월~2월

3월~5월

7월~9월

0

100

100

200

계

15시간 과정

내 발명수업을 레벨업시키는 TRIZ

0

100

100

200

(1학점)

초등과학 연계 발명교육의 실제

200

100

50

350

교실을 바꾸는 G-러닝 발명이야기

200

100

50

350

30시간 과정

실전 발명영재교육

200

200

100

500

(2학점)

교과 속에서 찾은 발명이야기

200

200

100

500

800

800

500

2,100

합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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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심사 등 총 9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쳐 수상작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는 발명 지도

이 선정되며, 2019년 제21회 전국 교원발명품

교사의 직접적인 출품과 시상을 통해 발명지
도의 질을 높이고 발명교육 활성화와 발명 의

발명교육 백서

→ 심층선행기술조사 → 유사작심사(2차) → 종

2)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

3) 전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4)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1996년부터 발명 관련 지도 교원의 연

특허청은 발명교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경진대회에는 총 310건의 발명품이 출품돼 그

구 의욕을 높여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새로

고취는 물론 발명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발

중  17건이 수상했다.

운 발명교육 콘텐츠를 개발, 확산하기 위해 전

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욕 고취를 위해 1999년에 신설됐다. 특히 대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는 대회 기간 동

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2011년부터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을 시행하고

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와 함께 개최하면서 학

안 출품 수상작을 대상으로 발명품 전시관을

이 대회는 발명 지도 교원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있다.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은 교육현장에서

생들의 발명의식 고취 및 창의력 향상에도 기

운영하고 발명 및 창의력 체험 프로그램을 진

에 관한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굴해 시상하며,

창의적 발명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에 헌신

여해 왔다.

행함으로써 발명의식 고취는 물론 교사들의 발

최종 제출 논문 편수의 40%(1996~2004년),

하는 교원을 발굴·시상하는 대회로 2019년 현

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기 진작에도 크

20%(2005년 이후)를 시상하되, 1등급(교육인

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게 기여해왔다.

적자원부장관상), 2등급·3등급(특허청장상)을

예비심사 → 유사작심사 → 서류심사 → 선
행기술심사 → 일반공중심사 → 작품(현물)심사

1:2:3의 비율로 시상했다.

선발해 수상했으며, 이들 수상자들의 발명사례

수상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에 따

전국 교원발명품 출품 및 수상작품 수

개최 원년인 2011년에는 발명교원 7명을

를 묶어 <2011년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사례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라 입상 등급별로 1등급은 1.5점, 2등급은 1.25점,

집>을 발간, 배포했다.

출품 수

189

211

223

212

238

172

124

180

310

3등급은 1.0점의 승진 가산점이 주어졌다. 1996

매년 7명씩을 선발해왔으며, 2015년부터

수상 작품 수

20

11

15

15

11

20

12

12

17

년부터 2019년까지 총 438편의 우수 연구논문을

선발인원을 8명으로 확대했다. 2012년에는 최

발굴, 시상했다. 매년 개최되는 발명교육 컨퍼런

고상을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으로 격상했고,

스에서는 연구발표회를 진행해 발명교육 우수 연

2013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발명교육에 기여한

구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교원 발굴을 위해 선발 분야를 구분·확대했다.

전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학교급별 교원 수상자 수

98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21회 전국교원발명품경진대회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전동휠체어 운전 연습 안전 보조장치(한국우진학교 민승환 교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유치원

-

-

-

-

-

-

-

-

1

1

초등학교

8

4

2

5

9

2

4

4

2

40

중학교

4

3

-

1

1

2

2

-

-

13

고등학교

4

1

-

-

-

1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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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발명교육 및 콘텐츠 다양화

1) 발
 명 도서 및 만화 등
콘텐츠 제작

장춘 등 우리 민족의 발명위인들을 각 지역의 발
명문화지도에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도서 및 사이트에는 모두 150개 지역

2019 발명교육 컨퍼런스 시 진행된 발명교육대상 시상식(2019.11.22)

발명 도서

의 발명가, 발명품, 발명유적 콘텐츠가 수록돼

<우리지역을 빛낸 발명위인! 발명품!>

있다. 콘텐츠 유형별로 발명가 및 서적 내용을

2019년에도 발명교육 확산 및 기반조성 분야 6

발명 관련 도서 <우리 지역을 빛낸 발명위

포함한 65개의 e-book과 2D, 3D로 구성된

명, 공로 분야 2명을 선발해 지금까지 총 67명

인! 발명품!>은 2006년 12월 특허청에 의해 세

의 우수 발명교원을 발굴·시상했다.

상에 첫 선을 보였다. 이 도서와 함께 관련 사이

한편 수상자들은 2015년부터 발명교육 소

트도 개설됐다.

외지역 학생 및 학부모를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이 도서 및 사이트의 특징은 조선 말기 지

펼치고 있다. 매년 2회 정도 전국 각지에서 역

리학자 겸 실학자였던 김정호 선생의 대동여지

대 수상자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도를 바탕으로 지역발명 문화지도를 구축한 것

특히 2019년에는 파주 DMZ 지역과 경북 지역

이다. 즉, 대동여지도를 따라 전국 방방곡곡의

에 찾아가 재능기부 활동을 하며 발명교육 확산

발명위인과 발명품을 소개하고 있다.

을 위해 노력했다.

고려 말기 화약발명가 최무선, 훈민정음(한
발명교육 백년대계

100

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세종대왕 때의 발명가
장영실,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영웅 이순신, 동
의보감을 저술한 허준, 배다리를 준공한 정약용,
조선 말기 한의학자 이제마, 그리고 지석영과 우

2006년에 제작된 <우리 지역을 빛낸 발명위인! 발명품!> 책자

101

를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융합교육(STEAM)

유적지가 탑재돼 있다. 또한 지역 출신의 발명

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와 발명품, 발명유적지를 발굴하여 기록함

<발명수호전>은 우주해적단이 지구 정복

으로써 지역발전의 기초를 제공하고, 지역민

을 위해 과거의 위대한 발명품을 없애는 과정

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의 발명문화 활성

에서 지구수호대가 재치와 슬기로 우주해적단

화를 통한 범국민 발명인식 확산 및 제고에 기

을 물리치고 우리의 소중한 발명품과 발명가를

여했다.

지킨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줄거리를 통해 위

발명교육 백서

발명품 35개, 50개의 파노라마로 구성된 발명

대한 발명품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발명 속
발명학습 만화 <발명수호전>

에 숨어있던 발명원리가 무엇인지를 논리적으

한국발명진흥회는 2012년 아이들의 창의

로 학습할 수 있다.

력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신개념 발명학습 만화
인 <발명수호전>을 출간했다.

2012년 개발된 국산 캐릭터 ‘뽀로로’

또한 <발명수호전>에 등장하는 발명품과
발명원리의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한 ‘발명카

만화가 지루하거나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

드’를 부록으로 구성해 발명지식과 원리를 간

서 11개 부문에 걸쳐 수상한 인기 캐릭터로서

STEA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게 공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과학,

편하게 복습할 수 있게 했다. <발명수호전>의

어린이를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 멀티미디어

Art, Mathematics)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한문, 역사 등을 만화로 배우는 학습만화가 당

독창적이고 쌍방향적인 학습기법은 특허로도

교재로 제작하기에 적합했고, 학습효과도 높

방식을 적용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시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었다.

출원됐다.

았다. ‘발명왕 뽀로로’는 유튜브에도 서비스되

2019년까지 총 49개 프로그램을 개발·보

면서 국·영문 모두 200만 뷰를 기록하는 등

급하고 있으며, 그동안 개발한 발명교육 프로그
램은 본 백서의 부록에 자세하게 정리돼 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을 주제로 신개념
학습만화인 <발명수호전>을 자체 제작·기획했

발명학습 애니메이션 <발명왕 뽀로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2013년에는 체계적인 발

는데 재미와 흥미로 갖고 발명지식과 발명원리

2012년에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캐

명교육을 위해 학생용 워크북과 발명 키트, 교

릭터 ‘뽀로로’를 활용해 특허청, 뽀로로 제작

사용 지도서가 함께 개발됐으며, 2014년에는

사인 오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함

다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해 프랑스어, 스페인

께 지식재산 교육용 애니메이션 ‘발명왕 뽀로

어 버전도 개발됐다.

로’를 제작, 배포했다. 전 세계 초등생을 대상
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창의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편 창의발명(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발명에 도전한 뽀로로), 2편 특허(발명대회에
나간 뽀로로), 3편 상표(뽀로로 발명품을 구

으로 선보였다.
해외 120여 개국에 만화로 보급된 국산
2012년에 제작된 <발명수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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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등 애니메이션 시리즈 3편을 국·영문판

특허청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의 발명교실 등에 활용할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시작했다. 과거 단순 공작 위
주에서 벗어나 과학·공학·예술 등을 융합
해 사고하는 학문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인

체험 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교재(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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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개정 작업을 통해 최신 발명교육의 트
2007년에 특허청은 발명·특허 특성화고

렌드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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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된 교재들은

3) 발명·특허 특성화고 공통교재 개발

는 ‘과학교과 속의 발명’ 등 15개 초급과정, ‘과

4) 이러닝을 통한 발명교육

학이 톡톡’ 등 4개 중급과정, ‘내가 바로 특허마
2000년대 초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발

스터’ 1개 고급과정 등 총 20개의 과정을 제공하

에서 효과적인 발명, 지식재산 교육이 가능하도

이외에도 발명·특허 특성화고인 삼일공업

명과 지식재산 교육에 있어서도 시·공간을 초

고 있다. 또한 발명교육에 관심있는 학교, 단체

록 발명·특허 특성화고 공통교재를 개발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발명·특허교육을 위한 교과서

월한 사이버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전

등을 위한 단체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해 각 학교

공통교재는 각 시·도교육청에 인정심의 및 승

로 <발명입문>과 <발명품제작 일반>을 2009년

국민에게 지식재산 인식 확산을 요구하는 수요

및 단체만을 위한 발명교육 학습 사이트 개설을

인을 받아 발명·특허 특성화고 정규교과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경기도교육감 인정 및 교과용

가 증대되고, 지식재산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원격교육연수원

발명·특허 교육을 위한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

도서로 승인을 받아 정규교과에 사용하고 있다.

있는 온라인교육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

(IP-Teacher)을 통한 발명교사 직무연수 프로

아졌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특허청은 2001

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년에 지식재산 사이버교육 체계인 사이버국제
이러닝 선도학교

특허아카데미를 구축했다.

발명·특허 특성화고 공통교재(시·도교육청 인정 교과서)

이후 2003년 청소년 발명교육 사이트 신설

2013년부터 시작한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

2008년 대전교육청

을 통해 청소년 대상 발명·지식재산 관련 E-

학교 사업은 플립러닝을 활용한 새로운 발명교

2008년

2009년 경남교육청

러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는 2004년 청소년

육 모델을 개발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공유

발명과 문제해결

2009년

2009년 경기도교육청

권장 사이트로 등록되는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

하는 사업이다. 플립러닝은 토론식 수업을 진행

발명과 디자인

2009년

2009년 부산교육청

2019년 현재는 2009년 신규 오픈한 대상별 지

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 내용을 온라인 학습으로

특허정보 조사 분석

2009년

2010년 경기도교육청

식재산이러닝 통합 연계 원클릭 서비스인 특허

미리 익힌 뒤,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

청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www.ipacademy.

로 수업에 참여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

net) 내 청소년 사이트(IP-School)에서 청소년

울 수 있는 학습법이다.

교재명

개발연도

인정심의

특허명세서 일반

2007년

발명·특허 기초

발명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는 전국 초·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 청소년 사이트에서

중·고등학교 중 창의융합과 발명 관련 플립러

IP-academy를 통한 청소년 및 교원 연도별 수강생 현황(20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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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특허 특성화고 공통교재인 <특허명세서 일반>과 <특허정보 조사분석>, 경기도 교육감 인정 발명교과서인 <발명입문>

(단위 : 명)

구분

2002∼2010

2011∼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인(청소년)

163,680

31,916

19,630

18,104

16,225

13,961

9,742

10,692

단체(초중고)

805,141

386,692

189,692

246,404

215,191

192,160

119,024

127,832

교원

15,089

11,867

6,308

3,027

3,130

3,123

3,103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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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은 발명에

2010년 사이트 구축 이후 발명교육 포털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를 위한 발명

사이트는 전면 리뉴얼과 디자인 수정, 신규 기

대회 일정과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창의·

능 구축 등의 과정과 2018년 발명교육센터 실

발명대회 홍보와 게시판 관리 등 관련 콘텐츠

적관리 시스템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

개발을 위해 추진됐다.

화와 발전을 이뤄왔다.

발명교육 포털사이트 추진 경과
구분

단계

2010년

사이트 구축

추진 내용
발명교육 지원 사이트 구축(www.ip-edu.net)
발명교육 정책, 연구자료 탑재
발명교육 포털사이트 구축(전면 리뉴얼)

2012년

발명교육 포털사이트
리뉴얼

발명대회 홈페이지(대한민국학생발명품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YIP) 발명교육 포털사이트 통합
발명장학생 홈페이지 신규 구축

2013년

‘2019년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에 선정된 안산 초지고등학교(2019.6.24.)

발명장학생 페이지
신규 구축

시스템 유지보수 및 콘텐츠 업데이트 등
발명교육 사업과 연계한 발명카페 운영(YIP, 발명장학생 등)

2014년

접수관리 시스템 개발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접수관리 시스템 개발
발명교육센터 사업 실적관리 및 교육신청 시스템 개발·운영

닝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발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이러닝 선도학교

명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모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우수한 발명교육 모

집하고 있다. 2017년까지는 매년 4개교, 2018

델을 발굴하고 이를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 발명

년 이후에는 매년 6개교를 선정하고 있다. 선도

교육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선도학교의 위상 제고 및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또한 우수 강의자료는 발명교육 방법을 일

2017년

5) 발
 명교육 포털사이트
(IP-edu.net) 운영
2018년

까지 일련의 과정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국

창의교육과 발명교육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가지식재산교육포털 관련 사이트, SNS 등에 학

제공을 위해 발명교육 포털사이트(IP-edu.net)

습지도안과 함께 공유된다.

가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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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명교원을 위한 발명교육 지원 및

실적 보고 기능 구축

발명교육대상 수상교원 동영상 강연 제작 및 제공

기능 고도화 및

발명교육센터 예산·실적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콘텐츠 업데이트

차세대영재기업인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포털사이트 리뉴얼(신규 구축)
발명교육센터 실적관리 시스템 고도화

반 교사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
작성부터 이러닝 제작방법, 발명교육 현장 적용

TRIZ 기법을 이용한 통통박사 발명이야기 페이지 제작(동영상 지원)

발명교육사업 신청 및 접수 시스템 관리 및 기능개선 등

학교에 선정되면 선도학교 현판과 함께 이러닝

비(학교당 200만 원)가 지원된다.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센터
실적관리 시스템 고도화

CMS 특허출원 진행 경과 관리기능 개발
CMS 단축 URL 관리 신규 개발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작 검색 기능 개선

2019년

청소년 발명대회
기능개선

KIPRIS+ 연계 특허출원진행과정 기능 개선
청소년 발명페스티벌 등 신규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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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발명영재 육성 기반 마련

1)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

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2~2007

발명교육 포털사이트 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역대 수상작 검색 화면

특히 2018년에는 발명교육센터 실적관

안내 등을 통합해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국가발전에 필

년)은 영재성 개발 기회의 확대, 영재교육 기관

요한 소수의 창의적 인력을 국가 차원에서 개

특성화 및 세계 수준의 영재 육성, 고등 교육단

발·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모색

계와 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

했다. 그 일환으로 영재교육 정착을 도모하고

교원의 전문성 제고, 영재교육 연구·지원 기

자, 1997년에는 영재교육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능 강화, 영재교육 지원체제 구축 등을 목적으

리 시스템이 리뉴얼되면서 발명교육센터의 사

2019년에는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

교육기본법에 포함시켰다. 사회적으로 영재교

로 추진됐다. 이후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제

업계획과 관리기능이 추가됐으며, 정규과정의

작 검색 기능이 개선돼 1회 수상작부터 연도, 상

육에 대한 필요성이 싹트기 시작한 것도 이때

1차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수정과 보완을 거

교육실적 등록관리가 개편됐다. 또한 발명교

격, 수상자, 제목, 학교, 내용 등을 통해 검색이

부터라 할 수 있다. 2002년에 이르러 영재교육

듭하면서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해왔다.

육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등록 건에 대한

가능하다. 또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교사용

진흥법이 제정됐고, 제13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관할 교육청의 승인과 시스템 내 최종승인 절

교수 학습자료, 학습 참고자료, 각종 발명교육

(2002.11.29.)를 통해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년)은 2012년까지 전체 초·중·고등학생의

차가 적용됐다.

연구자료 등을 손쉽게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

심의·확정했다.

1%(7만여 명)에게 영재교육 기관별로 특성화된

2019년 현재 발명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해

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발명교육센터,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

의 초·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대상의 발명교
육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사업 모집공고, 행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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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를 비롯한 특허청

이 종합계획은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영재교육 제공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를 위해

(2001.12.17.)의 16개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영

영재교육 기관 특성화, 영재교육 기관 운영 개

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선,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영재교육 담당 교

청사진을 제시하고,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

원의 전문성 신장,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등

되는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

을 주요 정책 영역으로 삼고 추진했다. 제2차

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영재교육의 기틀을 정

계획은 영재교육의 양적 확대와 지원체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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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교사 관찰·

영재교육 지원체제 정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추천 체크리스트를 공문을 통한 보급뿐만 아

등에서 추진이 다소 미흡했다. 이에 따라 미흡

니라 우리나라 최대 영재교육 데이터베이스인

한 부분에 대한 발전전략 마련과 함께 영재교육

발명교육 백서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영재교육의 연속성 확보,

교육청을 시작으로 2019년 현재 전국 17개 시도

3)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에서 발명영재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전국 200여 개 발명교육센터에서 교

2011년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기준 세계 4

GED(Gifted Education Database)에 탑재함

육생 선발 문항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위를 기록하고 특허등록 누적 건수 100만 건을

의 안정적·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새로운 중장

으로써 교사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

2018년에 4개의 학년급별로 2개의 지필문항 세

돌파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새로운 강국으로

기 비전이 필요하게 됐다.

다. 선발 도구 활용은 매년 증가해 2018년 전

트, 채점 루브릭, 감독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했

급속하게 성장·발전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

체 발명영재기관 147개 중 134개 기관(91.2%

다. 그 결과 서울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

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해 창

활용)이 선발 도구를 활용했고, 2019년에는 선

소속 76개 발명교육센터(약 43%)가 선발 문항을

의적인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해 많은 수

발 도구를 자체 개발해 활용한 교육청이 포함

활용했다. 2019년에도 4개의 학년급별로 2세트

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

되면서 157개 중 124개 기관(79.0% 활용)이 선

를 개발했는데, 1세트에 대문항 3개를 출제하되

화에 노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발 도구를 활용했다.

3가지 영역(발명지식, 발명통합, 창의적 문제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주도할 핵심 인력 확보를

2) 발명영재교육 지원
특허청은 교육부의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면서,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

특허청은 발명영재 선발 도구 개발뿐만 아

결력) 중 발명지식(1개)과 창의적 문제해결(2개)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발명영재의 조기

에 대비해 발명영재를 포함한 영재개념 재정립

니라 발명영재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

영역에 교과연계형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발명교

발굴과 체계적 교육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등을 통해 향후 영재교육의 밑그림 제시와 지원

급에도 힘쓰고 있다. 2008년에 초·중등 초급

육의 정규교과와 연계를 높이고자 했다.

로 제기됐다.

을 아끼지 않았다.

단계 프로그램 각 1종(총 2종)을 개발·보급했

2008년부터 발명영재 선발을 지원하기 위

고, 이후 해마다 초·중·고 대상의 발명영재

해 발명영재 선발 도구로 학문 적성검사지 4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했다. 대표적인

을 개발해 시·도교육청에 배포함으로써 발명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시리즈

영재 선발을 지원했다. 이후 시·도교육청의 선

형으로 개발된 ‘미래의 발명CEO 탐색(Ⅰ~Ⅳ)’

발 전형이 점점 다양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이 있고, 프로그램의 학교 적용성을 높이기 위

지필검사 도구 외에 관찰추천 체크리스트 및 매

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찾아가는

뉴얼이 추가됐고, 2013년부터는 심층면접 도구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서울, 대구, 경남

도 추가 개발해 보급했다.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명영재 학급

242

237

230

243

240

243

270

238

246

발명영재 학생

4,650

4,588

4,361

4,474

4,548

4,410

4,536

4,118

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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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발명영재학급 현황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식(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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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허청은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중

재교육진흥종합계획 시행으로 영재교육이 공교

심으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및 발

육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발명영

명영재와 같이 발명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재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발명영재교육 교육과

창의적인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명교육 백서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과 2003년 영

장할 잠재력이 높은 청소년을 선발해 지식재산

한다. 각 교육원별로 매년 80여 명을 선발해 총

지식학습과 협업 중심의 오프라인 캠프를 통해

문성 확보가 요구됐고, 발명영재교육 전문 연구

창의적 문제해결력, 도전정신, 리더십 등 핵심

보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발명영재교육

교육진흥종합계획이 추진되면서 발명 분야가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중·고

연구원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영재교육에 포함되자 성장잠재력이 있는 발명

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기 교육생을 모집한

특허청은 우수 발명영재를 조기에 발굴해

영재의 발굴과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결과, 카이스트 교육원에서 101명, 포스텍 교육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2012년 12월

창의적 인재의 조기 발굴과 육성이 국가와 기업

원에서 80명의 영재기업인이 선발돼 이듬해인

14일 한국발명진흥회에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면서 우

2010년 2월부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특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수한 성과를 창출할 핵심 인재가 잠재력을 충분

히 발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업화에 있는 만큼

발명영재교육연구원은 발명영재를 전문적

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육성·지원체계의 구

선발된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들이 향후 세계적

으로 연구하는 조직으로 발명교육과 관련된 학

축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9년 지

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발달 단

문적 연구를 수행하며,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

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을 추진

계별·수준별로 적합한 교육원별 특화된 교육

•2009년 9월: KAIST와 POSTECH에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설립

육원이다.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출범 이후 학술

의 빌게이츠, Google의 세르게이 브린 등과 같

세미나와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자문위원회가

이 지식재산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기업가로

동시에 개최됐다. 학술 세미나는 영재, 영재교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한 중·고등학생을 의미

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상담 등 5개 학회와 공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대학인 카이스

동으로 ‘미래변화의 힘, 발명영재교육에서 찾다’

트(KAIST)와 포스텍(POSTECH)이 창의적 잠

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고, 이현구

재력을 지닌 소수정예 핵심 인재를 영재기업인

대통령 과학기술특보, 이민화 교수(KAIST), 조

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벽 교수(동국대), 이인식 소장(지식융합연구소),

하면서 두 대학에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을

장태현 부총장(POSTECH), 주대준 대외부총장

설치하게 됐다.
카이스트와 포스텍 등 2곳의 차세대영재
기업인교육원을 통해 창의적인 기업인으로 성

•2010년 2월: 1기 교육생 교육
•2010년 9월: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 개소
✽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는 종합성장 지원체계(Personal
Care Unit)를 통한 학생 지원, 관련 연구 수행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 내 설치(초대 센터장: 조벽 교수)
•2012년 12월: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성장 발달지원),
발명영재 선발 도구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술협력 및 활동지원 등
•2019년 8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차세대영재기업인 1∼10기, 학부모, 발명영재, 교사 등
500여 명 참석, 10주년 기념식 및 부대행사 진행
•2019년 11월: 11기 교육생 선발
✽	총 1,853명 선발(1∼11기), 907명 수료(1∼8기), 321명
교육(9∼10기)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KAIST·POSTECH) 교육과정

발명교육 백년대계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이란 MS

•2009년 12월: 1기 교육생 181명 선발

과정을 운영했다.

하기에 이르렀다.

우수 인재에게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는 전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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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교육원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총 700시간의 교육이 이뤄진다.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이 시행되고 영재

인 육성 자문회의가 개최됐다.

•2009년 3월〜11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기획단

당 2년간 온라인 300시간, 오프라인 400시간,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교육 지원과 연속성 확

(KAIST)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영재기업

•2009년 2월: 특허청과 KAIST, POSTECH 간 MOU 체결

역량 함양이 교육의 주 목적이다. 선발 학생 1인

4)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발명교육의 정책 수립, 기초 연구, 교원 연수 등

재기업인 및 발명영재 등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2009년 1월: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추진계획 검토

16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정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재교육 담당 교사의 전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됐다. 발명영재교육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추진 과정

및 기업가 정신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을 제공

교육원

기초과정(교육생, 300명 수준 유지, 2년 교육)

KAIST

기본과정(1년)

POSTECH

전문과정

심화과정(1년)

전문과정

•기업가로서의 기본역량 함양

•기업가로서의 역량 심화

•우수 지재권 생성

•지재권 기본지식 함양

•지재권 지식심화 & 적용능략 향상

•창업역량 강화

Dream
the Future
(6개월)

Discover
the Future
(6개월)

Develop
the Future
(6개월)

Deliver
the Future
(6개월)

전문과정

•아이템 기획 •기술타당성 기획 •사업타당성 기획 •사업제안서 작성 •사업 프로젝트 수행(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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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의 각 교육과정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성

션을 진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는
자리가 됐다.

과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는 한편, 차세대영재

‘글로벌 인재포럼’은 2006년부터 교육과학

기업인센터에서는 차세대영재기업인이 인지적,

기술부와 한국경제신문의 공동 주최로 세계적 저

정서적으로 균형잡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개

명인사를 연사로 초청해 미래인재 양성과 그 활

별성장 발달지원(Personal Care Unit: PCU)

용 방안을 논의해온 성인 대상의 세계적인 인재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는 교육생 개인의 심리

포럼이다. 특허청은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적, 정서적 특성을 진단하고 파악해 이를 기초

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세계적인 기업인으로 꿈을

로 지원되는 상담·코칭 지도 서비스로서 교육

확장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글로벌 인재포럼

생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뿐 아니라 영재기

내 정규 세션 진행과 글로벌 CEO와의 만남 등

업인으로서 진로·창의성·역량 개발을 위한

부대행사를 주관했다. 또한 2011년부터 2018년

심층적인 1:1 상담 지도까지 전문적인 성장발달

까지 ‘글로벌 리더와 함께하는 오찬행사’를 개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해 매년 별도로 선발된 30여 명의 차세대영재기

또한 차세대영재기업인센터에서는 기업가

업인에게 포럼에 참석한 해외 유명 기업인 및 석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

학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통해 차세

했고, 2011년부터 교육생들에게 국내외 최고 리

대영재기업인 교육생은 글로벌 리더의 자세와 마

더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 진로설계를 위한 동

인드를 직접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발명교육 백서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KAIST, POS-

글로벌 인재포럼 세션 운영(2016.11)

기 부여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국공학한림원의

이처럼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창의

제공했다. 2009년부터 매년 160여 명의 신입생

향을 재설정하는 기점이 됐다. 사업 초반 당시,

‘CEO포럼’ 및 교육부 등이 주최하는 ‘글로벌 인

적 잠재력을 지닌 소수정예의 발명영재를 조기

을 선발, 2018년까지 1~8기 수료생인 907명의

파격적인 시도에 사업의 지속성에 많은 의문이

재포럼’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했다. 특히 2012

에 발굴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글로벌 기업가로

졸업생을 배출(2019년 2월 교육수료 기준)했다.

존재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

년 10월에는 ‘글로벌 인재포럼 2012’의 정규 세

육성하기 위한 성장단계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한 학생들의 지적 역량뿐 아니라 심리·

의 높은 동기와 사업관계자들의 책무성이 시너

정서적 지원(상담·코칭) 및 성장발달 추적(종단

지를 일으켜 1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명

연구)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속에서 운영하

실상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에 가장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식재산기반 차세

적합한 교육으로 평가받게 됐다.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연도별 교육생 현황

(단위: 명)
수료

구분

1기

2기

3기

4기

재학
5기

6기

7기

8기

9기

10기

KAIST

63

45

64

54

50

50

53

62

86

85

POSTECH

61

57

57

63

63

50

57

58

67

83

합계

124

102

121

117

113

100

110

120

153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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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2019년말 기준 교육생

2019년 8월에 열린 차세대영재기업인 10

및 수료생의 지식재산 출원 3,174건, 창업 41건,

주년 기념행사는 1∼10기 학생, 학부모, 예비

대한민국 인재상 37명 수상이란 성과를 거뒀고,

지원자(중학생), 교사 등이 참여해 그간의 교육

이공계로 진학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

구하고 이공계 진학률 77.4%를 달성했다.

다.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이 뿌리내리고 꽃피

2019년은 본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

울 수 있도록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던 고정식

는 해로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

20대 특허청장, 조벽 고려대학교 석좌교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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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전문과정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차

도 했다. 이외에도 본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창

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은 미래 지식재산기반

업가로서 활동 중인 수료생, 10기로 활동 중인

의 CEO를 육성하는 데 체계화된 교육으로서 더

교육생, 자녀 두 명을 교육원에 보낸 학부모의

욱 진화된 형태로 나아갈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

발명교육 백서

민화 카이스트 교수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

사례발표를 통해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이 갖
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모형화 프로그램

또한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

일반적으로 발명영재교육은 각 발명교육센

사업의 10주년을 맞이해 향후 10년(2030년)을

터와 학교별로 소수의 발명 분야 영재학생을 대

대비한 교육원의 새로운 비전을 도출했다. 발명

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대부분

과 지식재산을 결합해, 학생의 생애단계를 고려

은 발명영재교육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

한 전 주기적 창업교육을 제공하고자 정규교육

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

과정을 확대했다. 2년의 기초과정을 통해 기업

래의 발명CEO 탐색(2015~2018년)’이라고 명

인 기본역량을 갖추게 하고, 기초과정을 수료한

명된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프로그램의 모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로서 실무역량을 키우

화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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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영재기업인 10주년 기념행사

미래의 발명 CEO 탐색 프로그램 Ⅰ∼Ⅳ

창의경제 시대를 주도할 지식재산기반 최

최적의 모형화를 위해 정기적인 시·도교육청

고의 CEO 양성을 위한 차세대영재기업인 프

장학사 간담회, 교사연수 및 교사연구회 등을

로그램을 소수의 발명영재 학생들에게만 제공

운영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다. 지

할 것이 아니라 전국의 발명·과학 등 영재학

금까지 전국 약 16,000여 명의 학생들이 본 프

급은 물론 200여 곳의 발명교육센터, 자유학

로그램을 경험했으며, 지도교사의 교수역량 강

기제나 중·고등학교 진로수업 등 일선 학교

화를 위해 2016년부터 약 700여 명의 교사에게

의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보급

연수를 제공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개발 취지였다.

차세대영재기업인에게 제공하는 지원과 관

‘미래의 발명CEO 탐색’ 프로그램은 기본적으

련해 발명영재가 발명진로 정체성을 가지고 진

로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학교

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

수업시간, 학습 수준 및 난이도 등에 맞춰 개

천광역시 교육청과 연계해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발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본 프로그램을

도 했다. 발명영재 진로교육은 그간 다양한 발명

통해 학생들은 그동안 수업시간에서 잘 다루

교사 간담회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에서도 지속

지 않았던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새로운

적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명확한 사업수혜자의

시각, 고객 니즈 분석 등을 배울 수 있게 됨으

요구를 반영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발

로써 미래 발명 CEO가 갖춰야 할 자질을 탐색

명에 대한 흥미가 진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차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대영재기업인 및 멘토와의 만남을 제공하고, 진

본 프로그램은 교사용 지도서, 학생용 워

로탐색을 위한 진로전문가의 심리검사 및 상담,

크북, 수업용 PPT, 맞춤형 키트 등을 제공하며,

전문가 특강, 학부모 대상의 자녀 진로지도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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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발명영재 진로교육 프로그램(전문가 특강)

2017 발명영재 진로교육(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체험)

등을 제공했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과 시범운
영을 시작으로 2019년 기준으로 883명의 학생
들이 발명영재 진로교육에 참여했다.
차세대영재기업인 모형화 프로그램은 계
층·지역 간 교육 수혜의 불균형 및 지식재산
교육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국민 공감대 형성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 학교현장과 밀
착·연계될 수 있도록 개발과정부터 지역 교
육청과 긴밀한 업무협력을 통해 양질의 지식
재산교육 콘텐츠를 보급·확산했다. 이를 통
해 보다 실효성 있는 창의발명인재 교육을 구
현하고 있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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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ssue 2. 발명교육 확산에 기여한 사람들

‘발명의 날’,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역대 교원 수상자

●
발명교육 및 발명문화 확산에 공헌한 교원을 발굴·시상하는

발명교육 백서

발명교육 향한
열정의 결실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23회

1988

상공부장관표창

박준태

교사

충남기계공고

제24회

1989

국무총리표창

김호철

교사

충북 중평공업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가현

교사

신안안좌종합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권영정

교사

충주동량국민학교

‘발명의 날 수상’과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1982년부터

상공부장관표창

용환성

교사

양구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효일

교사

삼척마읍국민학교

2019년까지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역대 교원 수상자 67명의

상공부장관표창

김형중

교사

제천남천국민학교

자랑스러운 이름을 호명하며, 발명교육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상공부장관표창

김춘기

교사

강릉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최영산

교사

광주금남중학교

특허청장표창

박연수

교사

충북옥포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안정선

교사

곡성석곡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김호연

교사

단양대가국민학교

2019년까지 ‘발명의 날’ 역대 교원 수상자 375명과 2011년부터

두루 기념하고자 한다. 발명교육이 곧 삶이 된 그들의 열정이
새로운 발명교육 100년을 열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발명의 날 역대 교원 수상자

특허청장표창

김광표

교사

옥천군서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순덕

교사

김제봉남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양한

교사

서울중량중학교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특허청장표창

배운택

교사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

제17회

1982

산업훈장

변상복

교사

경북공고

특허청장표창

신명숙

교사

서천한산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정찬용

교장

경천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병현

교사

청주세광중학교

제18회

1983

상공부장관표창

박문갑

교사

부산신성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영환

교사

인천만수북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호민

교감

남원운성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박계양

교사

인천신촌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양규

교사

평창도암중학교

대통령표창

이영화

장학사

충북교육위원회

제19회

1984

국무총리표창

박문갑

교사

거성중학교

대통령표창

김병현

교사

세광중학교

제20회

1985

산업포장

김성수

전 교장

개인발명가, 당산중학교

국무총리표창

안병화

교사

의정부 중학교

제22회

1987

대통령표창

최성락

교사

안양대안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조규연

교사

전 남조도국민학교

대통령표창

김도의

교사

경북후포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신재후

교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제23회

1990

상공부장관표창

김재일

교사

대구중앙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병선

교사

경기 호원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임희택

교사

광주송정중앙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성곤

교사

인천 만수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채경숙

교사

경기광명광일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윤회

교사

경기 문산종합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오정환

교사

강원평창약수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서술영

교사

경북 남호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오경진

교사

충북청주금천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임동기

교사

경기 노곡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상규

교사

경북경주계림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안관태

교장

인천 천마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진천

교사

경남마산월영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양호

교사

경북 금천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영일

교사

전북군산신풍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우숙

교사

경북 용계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우병태

교사

경북 용명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정선

교감

전남 백수복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용댁

교감

전남장서남서면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양영치

교사

제주더럭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침재국

교사

서울신사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강신호

교사

부산감만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중재

교사

인천가좌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최승일

교사

강원인제종합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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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제25회

제26회

1991

특허청장표창

김태옥

교사

인천 신현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박형자

교사

전남 도포국민학교

대통령표창

김금숙

교사

부산 사하국교

국무총리표창

김근성

교사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121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26회

1991

상공부장관표창

성재필

교사

신라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채수길

주임교사

충남 아산중학교

제27회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27회

1992

특허청장표창

백유인

교감

전남 곡성통명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이병직

교사

강원 횡성 공근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조성희

교사

경북 화원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신호운

교사

충주 예성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오재

교사

전북 산동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김태종

교사

광주 기계공업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정효사

교사

경기 호원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이돈중

교사

서울 영중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민진규

교사

경남 소남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장재우

교사

강원 명주왕산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송수의

교사

전남 오성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양혜정

교사

강원 춘천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원의재

교사

공주 용봉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이태희

교사

경북 신녕서부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한상수

교사

충북 옥산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박홍순

교사

인천 신흥여자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권계춘

교사

전북 전주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박해출

교사

충북 도안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조후묵

교사

강원 횡성 성동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남문희

교사

서울 영희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정광채

교감

전남 율어동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종한

장학사

충북 음성교육청

특허청장표창

강인구

교사

경북 상산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김규창

교장

충북 단양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상원

교사

충북 주성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홍순

교사

충남 수정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백남용

교사

경기 연하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최성낙

교감

부천 성곡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권양무

교사

경북 영남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신옥균

교사

대전 현남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조사인

교사

경기 석수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유종열

교사

충북 각리국민학교

제28회

제29회

1993

특허청장표창

곽효식

교사

전북 사곡구민학교(청담분교)

대통령표창

임길영

교사

삼기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문기

교사

강원 양양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정규성

교감

상경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정두희

교사

부산 영남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정세덕

교사

기린국민학교

대통령표창

이수기

장학사

전북교육청

특허청장표창

임병호

교사

인월국민학교

국무총리표창

최선표

교사

서울상경초등학교

대통령표창

김용학

교사

경북 후포중학교

국무총리표창

김재일

교사

대구효동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소병용

교사

경기 이매초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안관태

교장

인천 천마국민학교

국무총리표창

노문환

교장

경기 수성중학교

제30회

1994

1995

상공부장관표창

유화상

장학사

충남 교육청

통상산업부장관표창

임명희

교사

전북 금마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정홍도

교사

광주 금남중학교

통상산업부장관표창

김용수

교사

부산 동백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순남철

교사

당진 흥덕국민학교

통상산업부장관표창

오재국

교장

부산 동래국민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창수

교사

서울 한남국민학교

대통령표창

순남철

교사

천안초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이승엽

교사

청암고등기술학교

국무총리표창

김기봉

교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진영팔

교사

충남 논산 연무여자중학교

국무총리표창

정두희

교사

부산영남중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손경호

교사

충북 옥천 군서국민학교

통상산업부장관표창

양영욱

교사

창천초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소병룡

교사

성남 대원국민학교

통상산업부장관표창

장홍식

교사

양동초등학교

제31회

1996

상공부장관표창

김기조

교사

인천 제물포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영만

교감

서울과학고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전성호

교사

충북 진천 문산국민학교

특허청장표창

성원용

교사

수진초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마순영

교사

충북 청주 일신여자중학교

특허청장표창

현재규

교사

신리초등학교

상공부장관표창

김영주

교감

인천 만수국민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헌수

교사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최창옥

교사

인천 부평서국민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병오

교사

천일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윤종협

교사

거창 남산중앙국민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김우식

교사

용강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최종화

교사

서울 창동국민학교

산업훈장

임병호

교사

군산술산초등학교

발명교육 백년대계

122

1992

발명교육 백서

회차

제32회

1997

123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32회

1997

대통령표창

김봉경

교사

부산동래초등학교

통상산업부표창

강성기

교사

서울원당초등학교

통상산업부표창

강인구

교사

사벌중학교

통상산업부표창

유해경

교사

문창중학교

제33회

제34회

124

1999

2000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35회

2000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김헌수

교사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윤언중

교사

부산배정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손기서

교사

서울 은평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송재갑

교사

충북 청주중학교

통상산업부표창

안정선

교사

문정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신우섭

교사

구미 상모초등학교

통상산업부표창

염미숙

교사

양당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충렬

교사

용인 보라초등학교

통상산업부표창

김선국

교사

일주고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박익순

교사

아산 금산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조수경

교사

토평초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강헌석

교사

인천 임학중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김충열

교사

구성초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고경례

교사

군산 중앙초등학교

한국무역협회장표창

윤무원

교사

상도중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성원용

교감

평택 지장초등학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표창

서재흥

교사

낙생고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서재흥

교사

성남 낙생고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강동식

교사

무안중학교

녹조근정훈장

박남영

교장

해남 우수영초등학교

제36회

2001

철탑산업훈장

김호철

교사

청주중학교

국무총리표창

이선재

교사

대전 용전초등학교

대통령표창

소병용

교사

성남동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김영기

교사

서울 등양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김병오

교사

서울아주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강헌석

교사

인천 계산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전인기

교사

평택청담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성백령

교사

상주 성신여자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유정희

교사

청주혜화학교

특허청장표창

윤여칠

교사

서울 상계제일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헌수

교사

포항제철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동한

교사

서울 상일여자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권계순

교사

예산금오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홍돈진

교사

강원 정선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오형식

교감

서울면목초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배준영

교사

대전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손승천

교사

제주제일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백광현

교사

파주갈현초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홍경희

교사

제주 동중학교

대통령표창

서재흥

교사

경기성남낙생고등학교

대한상공회의소회장표창

박정령

교사

서울신우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김병진

교사

서울잠원초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남현옥

교사

천안쌍용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박익순

교사

충남아산금성초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전경희

교사

경기남수원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성원용

교사

경기평택지장초등학교

철탑산업훈장

임길영

교사

이리동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손기서

교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국무총리표창

송종도

장학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최혜영

교사

서울공항초등학교

제37회

2002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송인덕

장학관

대구광역시교육청

특허청장표창

윤언중

교사

부산공덕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양영욱

교사

제주아라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은숙

교사

경기안산와동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강인구

교사

사벌중학교

특허청장표창

배준영

교사

대전대덕전자기계공업고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이선재

교사

용전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정해봉

교사

경북구미선산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성원용

교사

지장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배주열

교사

전북전주진안여자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장정호

교사

문일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변병찬

교사

경기 의정부 광동여자고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장규태

장학사

전라북도교육청

대통령표창

김병오

교사

서울 한산중학교(아주중)

대한변리사회장표창

김용옥

교사

분당중앙고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최병운

교사

파주 검산초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김명식

교사

대전내동초등학교

산업포장

김근성

교사

수도전기공고

국무총리표창

정방섭

교장

광주 주월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박남영

교장

해남우수영초등학교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35회

1998

발명교육 백서

회차

제38회

2003

특허청장표창

정호근

교사

서울 보성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원춘

교사

성남서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백광현

교사

파주 통일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양호

교사

구미 해평초등학교

125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38회

2003

특허청장표창

김결수

교사

상주 성신여자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명수

교사

인천 선학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임경호

교사

용인 태성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창남

교사

여수전자화학고등학교

제39회

제40회

126

2005

2006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41회

2006

철탑산업훈장(녹조근정훈장)

서재흥

교사

낙생고등학교

산업포장(근정포장)

고영문

교사

범일중학교

대통령표창

전인기

교사

송탄중학교

대통령표창

이원춘

교사

성남서고등학교

대통령표창

이선재

교사

대전 탄방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김준희

교사

부산장산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전인기

교사

송탄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황욱

교육연구사

경남교육과학연구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안정선

교사

오륜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정인흥

교사

서울묵동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김홍식

교사

성남 낙생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박형목

교사

죽성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배준영

교사

대전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박용오

교사

고려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준희

교사

부산 장산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명수

교장

인천소래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박수경

교사

신화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우경동

교사

상일여자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신우섭

교사

경북 인평초등학교

녹조근정훈장

박인수

교사

아주중학교

제42회

2007

특허청장표창

이화영

교사

서울 금양초등학교

근정포장

최병운

교사

심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송훈성

교감

도초초등학교

대통령표창

박종은

교육장

전라북도 고창교육청

특허청장표창

정경순

교사

부산 내성초등학교

대통령표창

정호근

교사

보성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영섭

교사

경남항공고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정인흥

교사

서울묵동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권득원

교사

임고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변병찬

교사

광동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육경숙

교사

상주 모서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김효상

교사

대광공업고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김은주

교사

김천동부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주호

교사

대전버드내중학교

은탑산업훈장(황조근정훈장)

이명재

교장

성저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강수원

교사

금당중학교

석탑산업훈장(옥조근정훈장)

김갑철

교장

보성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승우

교사

광양제철초등학교

산업포장(근정포장)

고용철

교사

한림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명철

교사

풍암초등학교

산업포장(근정포장)

김헌수

교사

포항제철서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오문환

교사

한남초등학교

대통령표창

김희석

교사

부산동성고등학교

옥조근정훈장

배준영

교사

대전전자디자인고등학교

국무총리표창

김창연

교장

동산중학교

대통령표창

이선재

교사

대전내동초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임왕빈

교사

여도중학교

국무총리표창

김결수

교사

계룡중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임경호

교사

태성중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이영민

교사

오부초등학교

제43회

2008

산업자원부장관표창

곽영부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장창문

교사

부원고등학교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임미애

교사

갈곶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허현희

교사

선부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우정수

교사

두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정해봉

교사

김천중앙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동렬

교사

군산대야남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만호

교감

슬기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문필주

교사

인천 동암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세훈

교사

성일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변병찬

교사

의정부광동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재수

교사

아현중학교

특허청장표창

윤현정

교사

수내고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양관욱

교사

정남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손기서

부장교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춘아

교감

서울강덕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김결수

교사

성신여자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소병용

교장

구리 부양초등학교

대한변리사회장표창

박익순

교육연구사

천안교육청

철탑산업훈장(녹조근정훈장)

소병용

교장

부양초등학교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41회

2004

발명교육 백서

회차

제44회

2009

국무총리표창

배은식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조윤상

교사

충북반도체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노회현

교사

고창남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이강춘

교사

서울공덕초등학교

127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44회

2009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오종환

교사

삼일공업고등학교

제45회

2010

국무총리표창

김준희

교사

성남초등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이재수

부장교사

아현중학교

특허청장표창

강기룡

부장교사

일산은행초교

제46회

제47회

제48회

제49회

제50회

제51회

제53회

128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서창득

교사

장호원고등학교

김창건

교사

제주중앙중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이금선

교사

전주인봉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박세근

교사

인헌중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손병수

교사

모헌중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이미향

교사

영주남부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문영호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윤언중

교사

금샘초등학교

대통령표창

유병춘

교사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노회현

교사

고창남초등학교

지식경제부장관표창

천가경

교사

대전수정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오종환

교사

삼일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전종호

교사

강북중학교

특허청장표창

현정석

교사

제주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윤정식

교사

창원사파고등학교

국무총리표창

최경식

교사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김결수

교사

거제고현중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소진억

교장

삼일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김윤균

교사

백사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장효훈

교사

광양고등학교

국무총리표창

임왕빈

교사

여도중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임병웅

교사

충남중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안덕근

교사

천호중학교

특허청장표창

박성우

수석교사

숭의중학교

특허청장표창

류원호

교사

용화초등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신동훈

교사

포항영신고등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서정희

교사

정평초등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진우석

교사

밀주초등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최태형

교사

고흥동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신현수

교사

어곡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조대기

교사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권혁찬

교사

관천중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한세준

교사

염작초등학교

특허청장표창

강영호

교사

함라초등학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김재영

교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회차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제53회

2018

발명진흥회표창

김현일

교사

장계공업고등학교

제54회

2019

대통령표창

이철규

교감

신풍초등학교

국무총리표창

진우석

교사

태룡초등학교

중기부장관 표창

안덕근

교사

신천중학교

발명교육 백년대계

제52회

2011

특허청장표창
한국발명진흥회장표창

발명교육 백서

회차

129

발명교육 백서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역대 교원 수상자

년도별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2011

대상

서재흥

교사

낙생고등학교

금상

이주호

교사

대전탄방중학교

은상

박상필

교사

경화여자중학교

동상

전종호

교사

강북중학교

동상

김동하

교사

충남고등학교

동상

장종길

교사

내성초등학교

2012

2013

2014

130

김병오

교장

양진중학교

대상

배준영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우수상

김은희

교사

군위중학교

우수상

임병웅

교사

버드내중학교

우수상

임왕빈

교사

여도중학교

우수상

정경순

교사

창신초등학교

우수상

조대기

교사

인천과학고등학교

공로상

김명철

교감

송정동초등학교

대상

장창문

교사

부원고등학교

우수상

김준희

교사

부전초등학교

우수상

문영호

교사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

우수상

박수진

교사

풍암초등학교

우수상

안덕근

교사

천호중학교

우수상

우상복

교사

포항제철중학교

공로상

안정선

교장

성원중학교

대상

정호근

교사

보성고등학교

우수상

노희현

교사

고창남초등학교

우수상

박세근

교사

구암중학교

우수상

오종환

교사

수원삼일공업고등학교

우수상

이영민

교사

산청삼장초등학교

우수상

장효훈

교사

신안안좌중학교

공로상

이주현

교장

안양동초등학교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박인수

교사

아주중학교

특허청장상

김동원

교사

주례여자중학교

포상(표창)종류

수상자

직위

회사(단체)명

2015

특허청장상

김효상

교사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특허청장상

배종우

교사

대구광역시과학교육원

특허청장상

안광호

교사

귀인초등학교

특허청장상

홍정태

교사

상관중학교

공로상

강심원

교사

매산초등학교

공로상

송낙현

교육연구사

교육부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서호찬

교사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

특허청장상

김원

교사

화순제일초등학교

특허청장상

유경종

교사

광영초등학교

특허청장상

정영석

교사

대전대동초등학교

특허청장상

한상엽

교사

도농초등학교

특허청장상

한선옥

교사

한마음고등학교

공로상

이진우

교육연구관

교육부

공로상

이철규

교감

신풍초등학교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유병춘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상

임종우

교사

시흥매화고등학교

특허청장상

안두원

교사

삼근초등학교

특허청장상

문현정

교사

개금초등학교

특허청장상

김관규

교사

장흥초등학교

특허청장상

임영대

교사

봉담중학교

공로상

최병운

교장

운담초등학교

공로상

황승재

교육연구사

과학교육원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김결수

교사

개양중학교

특허청장상

김인철

교사

남양초등학교

특허청장상

류원호

교사

양강초등학교

특허청장상

박성진

교사

가평초등학교

특허청장상

이세훈

교사

성일고등학교

특허청장상

황의태

교사

버드내중학교

공로상

강기룡

교장

포리초등학교

공로상

김종윤

과장

경산교육지원청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

배은식

교사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

특허청장상

박성우

교사

숭의중학교

특허청장상

오인환

교사

다정고등학교

특허청장상

장성민

교사

탑동초등학교

특허청장상

최태형

교사

용면초등학교

특허청장상

황진기

교사

사천고등학교

공로상

김삼수

교장

오산대원초등학교

공로상

오문환

교감

논현초등학교

2016

2017

2018

2019

발명교육 백년대계

2015

관리직

년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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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백서

이 시기에는 발명교육이 정규교과목에 반영됨으로써 발명이 학교교육으로
자리잡았으며, 고등학교에 독립된 선택교과목인 ‘지식재산일반’을 반영하게 됐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사의 육성을 위해 전국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중 3개
대학을 발명교원 육성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운영했으며,
한국발명진흥회는 교육부 지정 종합교육연수원의 인가를 획득했다. 한편
‘발명교육법’이 시행됨으로써 발명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 특허청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초·중·고 학생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제3장
도약의 가속화  :
발명! 학교교육으로 자리매김
( 2015 - 2019 )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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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과 지식재산일반

단위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창의

총 1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생은 발명·특

적 체험활동(발명동아리, 방과 후 수업, 지식재

허 특성화고 615명, 발명교육 실시 초·중등학교

산 권리화 지원, 진로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지

3,627명 등 총 4,242명에 이른다. 2019년에는 인

원하고 있다. 이에 선도학교에서는 1, 2학년을

천광역시, 전라남도 등 2곳의 시·도교육청과 협

대상으로 연간 총 81단위로 편성해 2019년에는

력해 교사 56명이 학생 1,897명에게 초등학교 과

총 3,153명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학 수업 중에 발명교육을 실시했다.

고등학교 관리자(교장, 교감)를 대상으로
정규 과정 편성을 독려하기 위한 관리자 연수를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지식

2) 지식재산일반

재산일반’ 교과 교수법을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분류해 수준별,
내용별로 직무연수를 운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재산기
반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

발명교육 관련 기관 및 교사들의 노력에 힘

2018년부터 시행된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목으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입어 2007년 2월 교육부의 제7차 교육과정 개

통해 학생의 창의력 및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

2015-74호. 2015. 9.23)에 의해 ‘지식재산일반’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 발전의 원

정(2010년 적용) 때 발명교육이 중등 정규교육

고 있는데, 2018년과 2019년 ‘지식재산일반 교

교과가 신설됐다. 지식재산일반 과목은 지식재산

동력은 새로운 발명과 특허를 기반으로 한 지식

과정에 반영됐고, 2015년에는 초등학교 5~6학

과 선도학교’로 선정된 창원 진해용원고등학교

과 관련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직업생활에

재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6년까지 발

년 실과(필수) 대단원에 ‘생활과 기술’이 반영되

2학년 장다민, 안자홍 학생은 ‘머리카락의 빗질

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명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특별활동 형태로 운

는 등 발명교육의 양적·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

및 자동묶음 장치’를 개발해 2019년 6월 특허등

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이

영돼 학부모 및 학생의 관심 부족, 발명교사들

가 됐다. 2018년에는 고등학교에 독립된 선택

록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해,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활

의 사기 저하 등 발명교육의 저변 확산에 한계

과목으로 ‘지식재산일반’을 반영했다.

1) 정규교과 반영

교사들은 교사연구회에서 초·중·고 발명

용을 중심으로 지식재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가 있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일반’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과 연구를 수행하며 발굴된 우수사례를 공유

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지식기반 사회에서 요

발명교육 소양을 갖춘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교

편성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로 지정·

하고, 발명교수법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

구하는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역량과

원의 역량 강화는 물론 발명·지식재산 관련 내

운영해 지식재산 소양을 배양하도록 교육 프로

년에는 교사연구회는 발명·특허 특성화고 31

태도를 기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용을 초·중·고 교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일반’을 최소 2

명, 발명교육을 실시하는 초·중등학교 84명 등

‘지식재산일반’ 과목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

2015 개정 교육과정 생활·교양 영역 기술·가정 교과(군) 과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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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목(적용년도)

실과(2015)

기술·가정(2010)

지식재산일반(2018)

단원명

생활과 기술(대단원)

기술과 발명(대단원)

독립 과목(3개 단원)

발명교육 백년대계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 현황

교과
영역
생활·교양

선택 과목
교과(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기술·가정

-

기술·가정, 정보

진로 선택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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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
한 기초소양 함양과 진로 탐색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일반’ 과목 시행이 결정되면서 특
허청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전국 고등학교 교장 약 60
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일반’ 과목 신설에 대비
해 ‘지식재산일반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 지식융합 인재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2018년 전국 고교 내 ‘지식재산일반’이
라는 신규 교과 적용에 대비한 관리자 역량 강
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일반 교과 추진 과정
•2015년 9월: 교육과정 개편 총론에 따른 ‘지식재산일반’

발명교육 백서

명의 핵심 가치인 ‘창의성’을 키우고, 미래 국가경쟁

각론 개발

지식재산일반 교과 구성 영역
•	지식재산 이해 영역으로 발명, 특허, 지식재산권 개념과 가치의

•	지식재산 보호 영역으로 창출된 지식재산 및 특허권을 비롯한
상표권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과 권리, 분쟁 발생 시 대응

이해, 지식재산의 역사적·사회적 영향을 다룬다.

방법에 관한 내용이 해당된다.

•2016년 9월: 교사, 학자, 변리사 등이 참여해
•	지식재산 창출 영역으로 아이디어와 발명을 통해 지식재산을

‘지식재산일반’ 교과서 집필

창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
•2017년 3월: ‘지식재산일반’ 교과 시범학교
지정·운영(9개교)

•	지식재산 활동 영역으로 지식재산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인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여 발명하는

특허 전략 수립 및 방법, 기술 가치의 산정 방법 등의 내용을

활동과 기법, 직무발명 등이 해당된다. 이 영역과 관련해 본

말하며 발명과 경영이 해당된다.

과목에서는 실과(기술, 가정)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에서 제시된

•2017년 9월: ‘지식재산일반’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 심의

내용과 연계성을 가지고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2018년 3월: ‘지식재산일반’ 교과 선도학교 지정(22개
고등학교*)

지식재산일반 내용 구성과 체계

✽	일반고(13개교), 특성화고(7개), 특목고(2개)

영역

•2019년 3월: ‘지식재산일반’ 교과 선도학교 지정(23개

핵심개념

✽	일반고(14개교), 특성화고(8개), 특목고(1개)

지식재산
이해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4차 산업혁명과 지
식재산 교육,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창의인재

지식재산은 발명, 특허, 지식재산의 차별화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기초이다.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이해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알고 지식기반
사회의 기본적인 소양에 기여한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의 이해

발명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 해결하는 일은
지식재산을 창출하는 역량이다.

•발명문제 확인
•발명문제 해결

창출된 아이디어는 특허정보 검색방법을 통하여 지식재산
권리화의 기초이다.

•특허 정보검색 이해
•특허 정보검색 수행

직무발명 개념 및 제도를 이해하고 직업생활에서 적용하는 일은
창조적인 직무수행을 향상시킨다.

•직무발명의 이해
•직무발명 제도

특허출원 절차와 수행은 지식재산 권리화를 통한 지식재산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초이다.

•특허출원의 이해
•특허출원 방법과 절차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법의 이해는 지식재산
권리화의 기초 역량이다.

•특허 명세서 이해
•특허 명세서 작성

지식재산의 침해와 분쟁에 관한 실천은 지식재산의 사회적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한다.

•지식재산의 침해 및 분쟁
•지식재산 보호와 실천

발명품 가치 평가와 기술 거래는 지식재산의 활용 수단이며, 그
가치를 증진시킨다.

•발명품 가치 이해와 평가
•기술 거래

지식재산의 사업화와 창업은 지식재산의 가치로 인한 부의
창출과 경영활동을 통해 인류 문명을 이끈다.

•기업가 정신과 창업
•사업화 과정 이해
•기술경영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지식재산
창출

교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지식재산
창출

당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융합교육의
일환으로 ‘지식재산 교육’과 ‘생활 속의 공학’을 함

지식재산
권리화

께 재구성해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산 및
발명대회 참여 등의 교육활동을 진행 중이었다.

지식재산 보호

인덕공업고등학교는 ‘과학 교과와 지식재
산일반 교과의 융합’을 통해 과학 수업에서 자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연스럽게 지식재산에 대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내용 요소

지식재산
가치

양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역할, 지식재산 교육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지식재산 교육을 접목한 학

일반화된 지식

•발명의 개념
•특허의 개념과 성립 조건
•발명과 역사, 사회적 영향
•지식재산의 가치

고등학교*)

지식재산 활용

함양시키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다. 2018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지식재산일반’ 과
목이 정규교과로 채택되면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인재 육성의 바탕이 더욱 단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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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선택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에 반영된 지식재산일반

발명교육 백년대계

를 촉진하는 발명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

지식재산일반 선도학교 운영 현황
구분

일반고

발명·특허 특성화고

일반 특성화고

특목고

계

2018년

13

6

1

2

22

2019년

14

6

2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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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2018년 발명교육 콘텐츠
유형
고등학교 정규과목
정규교과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양성 프로그램

내용
독립과목인 ‘지식재산일반’
과학교과와 연계되어 부교재로 활용
- 초등발명왕, 과학 교과연계 발명교육, 과학 속 발명하기 등
실과, 기술·가정의 발명단원의 교육

수업을 위한 실전편 등을 개발·배포했다. 또한

2) 비정규교과 프로그램 개발

발명활동을 진로와 연계할 수 있는 <발명 진로
연계 프로그램은 기존 과목과의 연계를

특허청은 정규교과 이외에도 모든 생애주

탐색 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공통교육 교재

고려해 정규수업 중 부교재로 발명활동을 활

기의 발명교육과 지식재산 교육제공을 목표로,

인 <초등발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미래사회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창의적 발

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초·중·고 과학

초·중·고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 수준별로

명 인재와 지식재산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업과 연계된 발명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생

발명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들은 과학 원리가 적용된 발명사례를 배울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교과 프로그램은

개발이 필수적이다.

수 있으며, <초등 과학발명왕>의 경우 5학년

문제해결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교육을

특허청은 정규교과(국가 수준 초·중·고 교

1~2학기, 6학년 1~2학기 국정 과학 교과서

목표로 발명교육센터 및 학교 동아리의 발명활

과서) 연계 프로그램과 이를 지도할 교원의 연수

의 단원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5학년 1학기는

동과 발명대회 준비에 활용되고 있다.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발명교육의

온도와 열, 태양계와 별 등의 단원에 포함돼

체계적인 확산을 꾀하고 있다.

있다.

1) 정규교과 연계 프로그램 개발

<미래 세상과 발명Ⅰ>의 경우 5개 영역(리
더십, 정보통신 기술, 지식재산권, 공학적 설
계, 연구학습)과 3단계 수준(기본-심화-응용)
에 맞춘 33단원으로 구성돼 각종 발명지식과 활
동을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영역을 유지해
2019년에는 중등 수준의 교재와 발명 프로젝트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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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센터 공통 프로그램 <초등발명>

유형

내용
문제해결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 교육

비정규교과 발명교육 프로그램

-	발명교육센터 교재 <초등발명>, <TRIZ 통통박사>, <키프리스 바다에서
문제해결 아이디어 찾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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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러닝, 게임을 통한 발명교육

와 협력해 개발도상국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원
리와 발명기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국·영
문으로 개발했다.

G-러닝(Game-based Learning)은 게임

발명교육 백서

또한 UN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과 교육을 연계시킨 콘텐츠로 게임을 즐기는 과
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촉진시키고 동시에

G-러닝 콘텐츠 구성
<발명탐정 진>

<인벤션시티>

✽ 모바일 게임

✽ 모바일 게임

• 명칭: 발명탐정 진

• 명칭: 인벤션시티

•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 대상: 중학생 이상

• 학습 내용: 발명 10계명

발명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교

✽ 모바일 게임의 PC 버전

육 콘텐츠이다.

• 명칭: 발명탐정 진 G-러닝 학습도구
✽ 참고 도서

특허청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 명칭: 렛츠고! 발명 십계명

텐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와 공동으로 첫 번

• 학습 내용: 더하기를 통한 발명
✽ 모바일 게임의 PC 버전
• 명칭: 인벤션시티 G-러닝 학습도구
✽ 참고 도서
• 명칭: 렛츠고! 인벤션시티 어드벤처

째 모바일 발명학습용 게임인 <발명탐정 진>을
개발했다. <발명탐정 진>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
상을 대상으로 한 발명학습용 게임으로 발명 십
계명과 이와 관련된 발명의 역사를 학습하는 게
임이다.
2015년 두 번째 발명학습용 게임으로 청
소년들이 더하기 발명의 원리를 통해 발명
개발도상국 학생 대상 발명교육 프로그램 <과학+발명>

을 학습하는 <인벤션시티>를 선보였다. 또한
2016년에는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

교과·비교과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된

텐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가 그동안 축적

발명교육 프로그램들은 현장의 수업적용 지원

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발명

사업을 통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국 발

학습용 게임인 <닥터폴>을 개발해 2017년 출

명교육센터에서는 지역 학생의 특성과 센터 일

시했다.

정에 맞춰 각종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취사선택

한편 발명 G-러닝 콘텐츠의 확산을 위해

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연계된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에 G-러닝 모델학교를

교사연구회는 2016년 2,900명, 2017년 3,502

운영했으며, 2016년 6개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명, 2018년 3,978명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 수

2017년에 초등학교&중학교 모델학교 운영을

업을 진행하며, 상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자생

통해 발명 G-러닝의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다. 또한 현장 수업적용 결과가 우수한 교원을
매년 5인 내외로 선정해 발표회 등에서 그 사례
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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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게임
• 명칭: 닥터폴
• 대상: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발명교육 백년대계

적으로 교내 발명교육이 확산되는 성과를 거뒀

<닥터폴>

• 학습 내용: 발명기법 및 나만의 발명조합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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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의 체계적 양성

이는 한편, 학교 현장 중심의 특화된 연수를 추

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유형별로

진해 나갔다. 또한 연수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

차별화된 연수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했다.

해 사후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연수의 수

2016년 하계방학을 맞이해 추진된 교원 직

준을 관리하며,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과 발명교

무연수는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후 시행한 첫 연

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수 프로그램이었다. 2016년 교원 직무연수 프

2015년 12월 교육부 인가 후 2016년부터

로그램에서는 정규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맞춰

종합교육연수원은 본격적으로 발명교사 육성에

개발된 신규 발명교육 콘텐츠를 학교별 교원의

매진했다. 교사가 교육환경에 맞는 발명교육 프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찾아가는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직
무연수도 운영했다. 지리적 여건의 특수성 때문
에 발명교육 연수에 소외된 교사들을 위해 시·

‘전문지식을 갖춘 발명교사 양성’에 비전을

도교육청 등과 협업해 찾아가는 연수를 활성화

둔 종합교육연수원은 발명교육 정책 역량 제고,

함으로써 2019년에는 부산(36명), 인천(39명),

2014년 기준, 발명교육 교원연수 이수자는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의 내실화, 교원연수의

경기(77명), 전북(32명), 전남(45명), 경남(26

1천여 명으로 발명지도교사는 물론 특별활동(발

효율성 및 활용성 증대, 연수과정의 질 관리 등

명), 제주(23명) 등 소외지역의 교사들도 연수

명교육센터, 발명영재학급, 발명동아리) 지도교

을 목표로 출범했으며, 발명교육의 핵심인 체험

를 받을 수 있었다.

사와 정규교과(실과, 기술·가정, 공학기술 등)

(실습)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연수를 주로 실

또한 발명영재교육을 위한 직무연수도 진

지도교사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또

시한다. 또한 발명교육센터와 발명영재교육기

행했는데, 발명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한 전국 초·중·고 교원의 약 50%가 수도권에

관 교사에게 필요한 교수·학습방법을 맞춤형

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발명영재 교육사례를 소

집중된 현실을 감안할 때 수도권 발명교원 대상

프로그램으로 연수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1) 교육부 인가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했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체험 중심의 현장교육을

이를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는 2015년 12월

통해 온라인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31일 교육부로부터 종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았

발명교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발명교

고, 특허청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전문적인 발

사 교육을 통합적,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하

명 지도교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

는 역할을 했다.
교원연수의 최적화를 위해 발명교육 직무

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정규

연수의 내실을 꾀하고, 우수 강사 선정을 통해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맞춰 발명교육 관련 교사

맞춤형 강의자료와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

수요에 대비하고 교수능력 향상을 위해 발명교

노력했다. 일선 학교와의 협력체제 구축과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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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수 도입으로 연수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

2016년 하계방학 교원 직무연수 일정
과정명
1. 미래의 발명 CEO
발명교육 백년대계

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공무원법’ 제39조 및 ‘교

사 연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종합교육연수원 인가서

강사양성 과정(직무연수)

2.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3. 과학 교과 연계
창의발명교육 직무연수

대상

일정

시간(일수)

인원

장소

초·중등 교원

8/2~5

30(4)

37명

한국발명진흥회

8/8~12

30(5)

21명

한국발명진흥회

8/9~12

30(4)

21명

초·중등 교원
(발명영재교육 관심 교사)
중등 교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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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사교육센터 추진 과정
•2012년 10월: 발명교사교육센터 선정 공고(특허청)
✽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서남권 4개 권역으로 구분해 공고
✽	(신청)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2013년 12월: 발명교사교육센터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4개 대학)
✽ (선정) 춘천교대, 광주교대, 부산교대, 충남대
지식재산일반 관리자 직무연수(2019.5.23.~24.)

•2013년: 발명교사인증제 도입, 제1회 1·2급 인증
시행(367명 인증 취득)
•2014〜2019년: 1·2급 인증 총 8회, 마스터 인증 총 6회 시행

2016년 하계방학 교원 직무연수를 시작으
로 종합교육연수원은 이후 ‘미래의 발명 CEO’
, ‘지식재산일반’, ‘발명교육 인증교사 양성’,
‘2019 초등 실과 연계 발명 진로지도 역량 강화
직무연수’ 등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함으
로써 발명교육 전문연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

미래의 발명 CEO 강사양성 과정(2016.8.2.~5.)

하고 있다.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프로그램(2016.8.8.~12)
연수명

✽	발명교사인증 취득 교사 총 1,308명 배출(2급 1,187명,
1급 106명, 마스터 15명)
•2015년 12월: 발명교사 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종합교육연수원 설립
✽	종합교육연수원 교육부 지정(2015.12.31. 인가번호
제2015-1호)
•2016년: 발명교사 양성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종합교육연수원과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체계적 교육과정
운영
•2018년 12월: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실시(교육부)

2019년 종합교육연수원은 29개 과정, 454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교육 형태

2학점 / 30시간/ 집합교육

교육 대상

발명영재 담당교사(전국 초·중등 교사 및 전문직, 관리직 등 교육공무원 및 발명교육 관심 교사)

시간의 직무연수 과정을 운영했으며, 827명이
수료하는 실적을 거뒀다.

본 과정은 발명영재와 발명영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현장 적용 가능한 발명영재교육 사례 소개를
위한 과정으로 오프라인 30시간으로 구성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발명영재 교수·학습 이론, 영재교육
과정 소개

사례, 최신 발명영재교육 이론, 발명영재 특성과 판별(발명영재 선발도구), 발명영재교육 수업사례, 발명과
연계된 창업교육, 특허출원 체험 및 특허영재 교육기관 운영 및 발명영재 프로그램 적용 노하우 소개,

2)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발명영재의 진로와 리더십 등으로 운영된다.

것이다. 학기 중에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학

1. 최신 발명영재교육 이론 및 지도기법 소개
과정 목표

2. 발명영재교육 활동 운영 및 실무 능력 배양
3. 발명영재교육 지도 방법 및 평가 능력 함양
•발명영재 교수·학습방법 탐색
•(발명)영재교육 사례- 미국 영재교육 사례(사고력 신장)
•최신 발명영재교육 이론

(원격교육)

•발명영재아의 특성 및 판별과 선발
•발명영재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발명교육 지도방법 수업사례 1. <초등학교>
•발명영재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발명교육 지도방법 수업사례 2. <중학교>
•창업을 부르는 발명(발명에서 창업까지)
•체험!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방법
•연합학술제 참관(기조 강연, 토크콘서트, 학회별 분과 세션)
•발명으로 대학가기– 발명교육 수업사례 3.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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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직 교사를 위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운영하는

특허청은 종합교육연수원 외에도 우수한

부 및 대학원 과정에 발명교육 정규교과목을 개

발명교사 육성을 위해 전국의 교육대학과 사범

설해 운영하고, 방학기간에는 권역 내 현직 교

대학 중 3개 대학을 발명교원 육성 거점대학으

사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개설해 운

로 선정해 발명교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한다. 발명문화의 확산과 지역발전을 위한 발

(2013년~2016년: 4개 센터 운영, 2017년~현

명교육 인프라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재: 3개 센터 운영).

발명교사교육센터는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주요 역할은 예비 교
사를 대상으로 발명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현

발명교육 강좌와 직무연수에 활용하기 위한 표
준교재를 개발해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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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발명교사인증제는 교

전문가 등급인 마스터는 발명교육 경력 7년 이

사의 발명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발명교육 활동

상, 발명대회 입상 지도 10건 이상, 연구·특허

의 지속적 동기 부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교

실적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 부여받을 수

육·연수 실적이나 발명 관련 대회 지도 경력

있는 발명교사 최고 등급으로 2019년까지 총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춘 교사에게 발명교사인증

15명의 마스터 교사가 배출됐다.

제의 등급에 따른 자격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부산교육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하계방학 직무연수(2019.8)

충남대학교 발명교사교육센터 하계방학 직무연수(2019.8)

발명교사인증제는 발명교육의 시대적 필요

2013년 발명교육 인증을 받은 교사가 처음

성과 수요 확대에 따른 담당 교사의 양적 증가와

으로 배출됐다. 2013년부터 발명교사인증제를

함께 발명교육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해 도입된

시행하면서 우수 발명교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발명교사용 인증 시스템이다.

발명교사교육센터는 권역별 현직 교사를 대

거점대학의 예비 교사 교과목 강좌개설 사업

더욱 강화해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부터

2019년에는 2013년에 최초 인증한 교사를

상으로 발명교육 직무연수를 시행하고 있으며 거

을 통해 광주교대, 부산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등

2019년까지 1,308명의 발명교육 인증교사가 배

대상으로 처음으로 재인증을 시행했다. 발명교

점대학에서는 예비 교사를 위한 학부 과정과 대학

교대 및 사범대(실과, 기술교육학과)에 2학점 이상

출됐다(마스터 15명, 1급 106명, 2급 1,187명).

사인증제 응시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원 발명교육 정규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발명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발명교사인증제는 발명교육 실적에 따라 2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명시된 2급 이상의 교사

급, 1급, 마스터 순의 3단계 등급으로 운영된다.

자격증 소지자 및 소지 예정자이다. 예비 교사,

권역 내 발명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내·외

또한 지역의 발명교육 문화 활성화를 위해

발명 관련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직 교사 교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의 교육관리자(장학관,

현직 교사, 기간제 교사, 퇴직 교원, 장학사(관),

육을 위해 센터별로 3개 과정 이상의 직무연수를

장학사, 교장, 교감 등)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우

교감(장)이 여기에 해당하며, 예비 교사는 2급

운영하고, 예비 교사를 위한 발명교육 교과목을

수사례 발표회, 초·중·고 학생발명대회 개최,

인증 자격 기준을 통과한 후, 2급 정교사 자격

대학별로 최소 2학점 이상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 내 발명동아리 운영 및 발명교육 재능기부

부여 시 인증서를 발급한다.

전문지식을 갖춘 발명교사를 양성해 발명

등을 실시했다. 8개 학술협력학회가 발명교육

발명교사 인증을 위해서는 등급별로 발

교육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발명

관계자(학생, 학부모, 발명교육 지도교사, 학계

명연수 이수실적,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교

교사교육센터는 우수한 발명교사의 발굴과 인

관계자 등)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창의발명교육

육 강의실적, 발명대회 입상 지도실적, 연구·

증을 통해 발명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발명

연합학술제에도 참여해 정기 학술대회와 연계

발명교사인증제 마스터 수여식(발명교육 관계자회의, 경주

특허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등급별 검정시험

교육 전문 인력을 확충해 초·중등 학교교육에

한 발명교육 주제의 학술활동(강연, 토론회, 교

켄싱턴리조트 2016.3.25.)

을 통과해야 한다. 발명교사인증제 1·2급 검

서의 발명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사 워크숍 등)을 펼쳤다.

발명교사 인증제 등급별 인증 기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발명교사교육센터

필수 영역

에서 실시한 현직 교사 직무연수를 통해 2,491
명의 발명교사를 양성했으며, 거점대학 외 협력

구분

3) 발명교사인증제 시행

보하고, 연수 강사의 편중 현상을 해소했다. 협

특허청은 발명교육 직무연수, 발명 관련 교

력대학은 서울교대, 경인교대, 청주교대, 공주

육 및 대회 지도, 강의 경력, 연구 및 특허실적

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대구교대 등이다.

등과 연계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증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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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지정·운영해 연수 장소의 접근성을 확

2급

학점/연수 이수

선택 영역(2항목 선택)
발명교육

발명교육

발명대회

실무경력

강의실적

입상지도

4학점 /

연구 특허 실적

해당사항 없음

연수 60시간 이상

검정시험

2급 검정시험

1급

연수 120시간 이상

3년

20시간

5건

150%

1급 검정시험

마스터

연수 180시간 이상

8년

40시간

10건

300%

전문역량 평가 및

1급 검정시험,
심층면접

147

연도

마스터

1급

2급

합계

2013년

-

56

311

367

2014년

5

7

162

174

2015년

5

6

154

165

2016년

0

17

155

172

2017년

1

6

127

134

2018년

4

4

174

182

2019년

-

10

104

114

계

15

106

1,187

1,308

발명교육 백서

발명교사인증제 인증교사 현황(단위: 명)

04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시험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8회 시행

제>와 <발명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내용의 추

됐고, 발명교사인증제 도입 초기에는 특허청과

가 개편이 필요해지고,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신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교사인증 출제교재로

설 교과인 ‘지식재산일반’에 대비하는 대학 예비

공동 개발한 1급용 <발명교육의 실제>와 <발명

교사용 교재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17년 기

영재교육의 이론과 실제>, 2급용 <창의와 발명

존 1·2급 공통 출제교재를 대폭 개편, 등급별 전

이론>에서 출제했다. 2015년에는 기존에 개발

용 수험교재로 개발했다. 2018년 2급 전용 표준

된 2급 교재 내용을 일부 개편해 <발명과 지식

교재인 교사를 위한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이

발명교육은 단순한 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재산 교육론>으로 출간했으며, 1·2급 공통 수

해>, 1급 표준교재인 교사를 위한 <발명과 지식

모든 지식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

험교재로 활용했다.

재산 교육의 실제>로 각각 출간해 발명교사인증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식융합

발명교육법 제정은 지식융합 기반의 제

제 검정시험 수험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정 지식을 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는 지식형’ 인재보다 ‘지식을 융합해 새로움을

발현해주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

만드는 창의형’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

고 있다는 인식하에 국가 차원에서 발명교육

성을 체계적으로 발현해주는 발명교육의 중요

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14년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으나

1급용 수험교재로 사용하던 <발명교육의 실

1) 법률 제정의 배경 및 과정

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주입식 교

발명교사인증제 검정시험 표준교재
2015년

2018년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론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이해

발명과 지식재산 교육의 실제

1·2급 공통교재

2급 표준교재

1급 표준교재

발명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94년에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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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발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

육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키워 자신의 꿈을 펼치
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도 있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정된 ‘발명진흥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발명

그러나 발명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은 시

활동의 촉진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발명교육

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세계 경

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한 실

제를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창의적

정이었다.

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하면서 발명교

이에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 유
치원·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

육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과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

특허청은 이미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

육과 관련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초·중·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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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

영 ④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
자로 하고 있다.

명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상상력과 창의력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

을 바탕으로 한 발명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

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아지고 있다. ‘발명교육법’ 제정은 특허청을

있다.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① 발명교육 기본

중심으로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② 발명교육협의

이 함께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회의 설치·운영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

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

발명교육법 시행령 주요 내용
① 발명교육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특허청장은 교육부 등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협의를

발명교육활성화 토크콘서트(2016.7.27.)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각 시·도교육청은

을 대상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

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

업과 대학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 양성을

두되고 있었다.

발명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을 가졌다. 2017년 9월 15일 ‘발명교육법’이 시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2016년 7월에는

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처음 설치돼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크 콘서트’가 국회

초·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명교

의원회관에서 개최되기도 했으며, 2016년 8월

육센터는 시설 및 교재가 노후화됐고, 발명

5일 김규환 의원 등 33인이 ‘발명교육의 활성

	특허청과 시·도 교육청 등이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교육의 운영과 지원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

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명교육법’)을

있는 발명교육센터(전국 206개)에 대해 발명교육센터의

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발의해 2017년 9월 15일 시행하게 됐다.

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부처와 지

2017년 9월 15일 ‘발명교육법’이 시행됨으

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명확히 해 범정부적으

로써 발명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창의적 인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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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발명교육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

설치·운영, 발명지도교사의 연수, 교육실적 자료의

발명교육 백년대계

해 단계별로 발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

시행계획의 수립,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발
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

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
은 것이다.
업무협약은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사회

작성·관리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이로써 일선

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전정신을 갖춘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것으로

혁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을

전망된다.

2) 발명교육법 제정의 의미

행됨에 따라 특허청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인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이 함께 기본계획을 협의함으로써

③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이에 따라 새로이 추진하는 발명교육법은

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초·중·고 학생 창
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

② 발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시점이었다.

2018년 7월 20일 특허청은 교육부 및 16

이에 따라 지역 교육 여건 및 제반 환경에 따른 연도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사업도 지속적으로 추

교육 대상의 연령, 수준, 필요 역량 등을 고려

3) 관계기관 협력 기반 마련

④ 발명교육개발원 지정
	발명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을 위해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을 규정했다. 발명교육개발원은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과 교육부는 학
생·교원 대상 콘텐츠(창업 체험교육, 발명교

발명교육 과정, 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교원의

육)를 공동으로 활용·개발하기 위해 상호 협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력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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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주요 내용

① 목적

①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제2조)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함양할 수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발명교육

있는 메이커 교육을 포함한 창업 체험교육, 발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 및 기관 간

교육부장관 등과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체계의

사업연계 강화

구축·운영, 교육 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등에 관한

발명교육 백서

업무협약 목적 및 협약기관 역할

05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사항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함.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② 특허청의 역할

발명교육 기본계획은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허청장

	발명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연수 지원 및 발명교육센터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확대, 교육 소외계층 대상 발명교육 지원, 발명·창업

교육감이 수립하는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은 시행

체험교육 사업연계 지원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도록 함.

③ 교육부의 역할

②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제4조부터 제6조까지)

	콘텐츠 개발, 제도적 지원 및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 확산, 정책 협력체계 구축

수립·시행과 관련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1)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추진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해 특허청장 소속으로
④ 시·도교육청의 역할

발명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메이커 교육을 포함한 창업 체험교육, 발명교육과

2018년 10월 특허청은 체험형 발명교육

현재 초·중·고 정규교과(실과, 기술·가

강화와 차세대 발명인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정 등)에 발명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교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지도교사에

‘발명체험교육관’ 설치를 추진했다. 창의성이

육 여건상 이론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

대한 교육 및 연수,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풍부하고 혁신 잠재력을 지닌 미래 발명인재를

학교 등에 설치된 발명교육센터(전국 206개)는

육성하기 위해 발명체험교육관 설립을 목표로

교실 2개 정도의 소규모 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유치할 시·도교육청을 공모했다.

체험·실습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교과과정 연계 강화, 교원연수 운영 및 교원 대상 인식

③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등(제7조 및 제8조)

개선 지원,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학생 창업 체험교육 확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계획을 수립해 특허청장과 협의할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와 ‘발명교육

교원연수 등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④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요건 등(제11조)
	발명교육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가 또는

특허청과 선정된 교육청은 지역 청소년에게

발명체험교육관은 청소년들이 발명에 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협의의 장을 마련하기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거나 비영리법인·단체로서

는 체험·심화 발명교육을, 교원들에게는 체계적

한 원리와 실물을 직접 체험해 창의력·문제

로 했다.

전담조직,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할 계

해결 능력·도전정신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지

‘창업교육 지원 민관 실무협의회’는 학생

획이다. 특허청은 시설 설치, 교육 운영 등에 필

원한다.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체험·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요한 국비를 지원하고, 선정된 교육청은 발명교

심화형 발명교육을 제공해 차세대 혁신가로

그리고 민간기관 사이에 창업교육 관련 정책

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과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

키우고, 중·고등학교 교원에게는 신규·심화

과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실무적 기구로서

세부 시설로는 발명놀이터, 발명이야기 전

교수법, 지도사례 연구, 최신 기자재·교구재

시체험실, 발명창작실, 특허지원실, 발명연수실

활용기법 등 체험 위주의 연수를 제공해 발명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교육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발명교육 정책협의회’는 발명교육 활성화
를 논의하기 위한 특허청과 시·도교육청의 실
무협의체로서 연 4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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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창업체험·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2018.7.20.)

발명교육 백년대계

2017년 12월에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공구·공작기구 등의 기자재를 설치하여 이를

발명체험교육관의 운영은 지역 특성에 맞

통해 심화·체험 발명교육 과정, 발명원리 탐구,

게 발명교육을 진행하고 자율성 보장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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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체험교육관 설치 업무협약 체결식(2019.1.15.)

소회의실에서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등 교육청

로 구성돼 있다. 교사연수 교재는 제4차 산업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명의 하이테크놀로지와 관련된 문제해결, 지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재산권의 권리화 등 기존 교사 교육과 차별화된

경주시 소재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단장해 발명

주제들로 구성돼 있다.

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하면서 부지 및 건물 제공과

또한 발명체험교육관 교육 참여자의 다양

체험관 건립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교구재를 활용한 발

간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의지를 다졌고, 성공

명체험교육관 체험형 발명교육 프로그램도 개

적인 발명체험교육관 건립을 위해 추진됐다.

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기반 학습 방식으

특허청은 시설 재단장, 교육 기자재 구입,

로 총 32주제로, 1개 주제당 2차시 내외로 구

교육 운영 등을 위해 2019년도 사업비 총 47억 6

성돼 있다. 특허청은 향후 지속적인 교육 프로

천만 원을 지원하고, 경상북도 교육청은 부지와

그램 개발·보급을 통해 전국 최초로 경주에

건물 제공은 물론 시설 재단장, 교육 기자재 구입

설치될 ‘발명체험교육관’이 창의·발명교육의

비용 등 약 140억 원을 대응 투자하기로 했다.

핵심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

2021년 하반기에 선보일 1호 발명체험교육
선정된 시·도교육청이 전담한다. 교육청은

관은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지원해 지역의 혁신

육청이 우선협상 교육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교원 파견, 교육과정 운영, 유관기관 협력 등

발명체험교육관 1호 설치 지역으로 선정

인재를 발굴하고, 경주의 찬란한 전통 문화유산

발명체험교육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된 경상북도 교육청은 경주 황남초등학교를

과 발명교육을 융합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재단장해 첨단기술과 전통문화 유산이 융합된

창의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발명교육의 중요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설치되는 발명체험교

발명체험교육관 공모에는 총 2개의 시·도

육관은 우리나라 발명교육 수준의 획기적 향상에

교육청에서 신청했다. 현장실사와 종합심사 과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관련 프

정을 거쳐 경상북도 교육청이 최종적으로 선정

로그램 개발, 전문가 지원, 관계부처·교육청 협

됐고, 경주시에 소재한 황남초등학교 건물을 재

‘발명체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체계

력과 같은 정책적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단장(리모델링)해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조성하고

적인 심화·체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특

있다. 그동안 황남초등학교는 첨성대, 석굴암,

허청은 ‘발명체험교육관’ 심화 발명교육 프로그

포석정 등 발명유산을 탐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용 15개 주

반영한 발명교육을 해왔다. 발명체험교육관으로

제, 교사연수용 11개 주제로 구성돼 있다. 학생

재단장한 후에는 이러한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청소년에게 최신 기술과 전통문화 유산이

2018년 12월 10일 ‘발명체험교육관’을 설치
하고 운영할 교육청을 공모한 결과 경상북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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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된 발명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허청은 2019년 1월 15일 정부대전청사 1동

3) 발명체험교육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발명교육 백년대계

2) 발
 명체험교육관 1호,
경상북도 교육청 선정

지 않을 예정이다.

발명체험교육관 심화 발명교육 프로그램(교사연수 교재)

용 프로그램은 기존 발명교재와 차별화된 체험,
첨단 테크놀로지 기반의 심화교재로 학생 스스
로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도
록 학습자 중심의 발명탐구 및 문제해결 방식으

발명체험교육관 심화 발명교육 프로그램(학생용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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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발명교육 활동의 다양화

1) 지
 역아동센터와 발명교육 업무협약
체결

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3D 프린터, 코

2) 도서산간 지역에 녹아든 발명교육

지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9 찾아가는 발
명체험 한마당’을 열었다.

특허청은 도서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창의성,

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

융합 및 협업, 도전정신 등을 체화시킬 수 있는

재로 성장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이 행사는 ‘창의력 문제해결 프로그램’, ‘학부모

사회적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발명교육

대상 발명교육 특강’, ‘릴레이 발명 창의융합 부

을 지원하고 있다.

스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18년 6월 특허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전

이와 더불어 ‘발명 썸머캠프’를 개최해 도서

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내 초·중학교 학생 및

산간 지역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대상 2박 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8 창의·도전 릴레이 발

간 다양한 발명체험 활동을 지원했다. 2019년 7

명체험 한마당’을 개최했다. 2018년 발명체험

월에 진행된 ‘발명 썸머캠프’는 도전과 협력을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2019년 5월에는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는 체험교육

발명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경기도 파주 DMZ

으로 전국에서 72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딩, 드론, 로봇 등 최신 발명교육 제공을 통해
지역의 발명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2018년 2월 23일 특허청은 지역아동센터

특허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중앙지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 필요한 지역사회 청소년에게 발명교육을 적

을 통해 특허청은 전국 4,100여 개 지역아동센

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에 근무

또한 발명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4

하는 종사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 발명교육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창의적인 인재로 성

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특허청은 전국 206개의 발명교육센터와
4,1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지역별로 연결해

제공을 통해 사회적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사가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찾아가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은 인근 발
명교육센터로 방문해 발명체험 교육을 받을 수

전국 206개 발명교육센터는 정규과정, 1
일 발명교실, 찾아가는 발명교실, 나눔 발명교
실 등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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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시범 개방했다.

2019 발명 썸머캠프 참여 학생들과 함께한 박원주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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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발명 썸머캠프(2019.7)

시·군 지역의 지리적 특성상 발생하는 이

해 내실화를 다지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동 소요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 지역은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연중 발명교육을

찾아오는 발명교육 프로그램과 방과 후 교육을

진행하고 발명 관련 대회 참가를 통해 창의성

위주로 진행하고, 군 지역은 찾아가는 발명교육

을 기르고 있다. 학교당 한 개 이상의 발명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리 조직을 권장하고 있으며, 발명동아리 운

또한 2019년 10월 5일에는 ‘2019 전라남도

영 컨설팅을 시행하면서 연말에는 운영 결과

창의·도전 페스티벌’이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보고회도 갖고 있다.특히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열렸다. 2019년 4회째를 맞는 페스티벌 행사에

발명교육센터 운영으로 거점을 구축하고 체계

는 1차 서류심사를 했음에도 초·중등부 84팀

적인 발명교육 추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동

(420명)이 참여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부에서는 매봉초, 대흥초, 동신중, 대덕 소프

전라남도 창의·도전 페스티벌은 학생들이

트마이스터고가, 서부에서는 내동초, 버드내

미래 핵심 역량을 발휘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중이 협력학교로 지역거점 발명교육센터를 운

의 융합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 인재들의 축제

영하고 있다. 충남기계공고는 지역 내 고등학

한마당이다.

교 전체를 대상으로 협력학교를 운영하고 있

전라남도교육청과 목포문화방송이 주최하

으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대덕연구개발특

고 전남발명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구와 함께하는 ‘1일 탐구과학 발명교실’ 등 기

전남의 우수한 발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매년

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은 도서산간 지역의 발명교육 행사

있으며, 특히 지역별 특성을 살린 발명교육 개

열리고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로 출발했던 행

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향상

발과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사는 2019년부터 ‘창의·도전 페스티벌’로 명

또한 원격교육연수원 연수 등 타 기관 연

할 수 있는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산

않고 있다.

칭을 바꿨다. 이는 경진대회가 경쟁하는 분위

계 발명교육 관련 연수와 워크숍도 진행하고

간 등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청소년

경상북도교육청은 창의인재교육을 추진

기가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경쟁이나 성적보

있으며, 창의발명교육 연합학술대회 등 다양한

들이 발명교육을 통해 미래시대 인재로 성장할

하며 발명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다는 함께 나누고 즐기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종목의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하고 있다. 창의·융합형 프로그램으로는 첨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1, 2, 3등이

단과학 기반의 체험·심화형 발명교육을 통해

아니라 기관장 표창으로 상을 수여했고, 누군

탐구·체험 중심의 발명교육 활성화

창의성 및 협업능력을 신장하고 있다. 창의·

가를 이겨서 올라가기보다는 협업을 통해 창의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기관은 ‘1일 탐구과

융합형 프로그램은 ‘1일 발명교실’, ‘찾아가는

의 정신을 느끼고 나누는 잔치 같은 분위기로

학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기는 3

발명교실’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모델

페스티벌을 마무리했다.

월부터 11월까지이며 초·중학교가 1일에 1곳씩

3) 관
 계기관 협력을 통한
발명꿈나무 육성
교육청과 교류 및 정보 교환

를 위해 3D 프린터, 3D 스캐너, 드론, 레이저

특허청과 각 시·도교육청은 발명꿈나무

커팅기, 아두이노, 로봇 등 첨단과학 기반 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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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교구를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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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및 코딩 기반 발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이

참여할 수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하
발명교육 여건 조성과 직무연수

는 1일 탐구과학 발명교실은 대덕연구개발특구

특허청과 시·도교육청은 발명교육의 여

와 연계해 연 20회 과학·발명체험 행사를 운

건 조성을 위해 학교 단위의 발명조직을 구축

영하는 등 다채로운 일정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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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이 움직이는 인형 오토마타 만들기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최한 2018 찾아가는 발명교실

하고 있다.

찾아가는 발명특허교실은 중·고등학생들
이 쉽게 발명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
록 돕고 있다.
또한 발명특허 출원교실에서는 발명품
경진대회 입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허출
원을 교육하고, 실제로 출원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
생으로 대상을 나눠 총 2회 운영하며, 중·
고등학생 대상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과
학을 즐기는 프로그램도 있다. 학교장 추천
을 받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학부모 포
함 총 250명 내외로 선발한다. 창의적 산출
물을 제작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과정을 마

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전광역시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를 비롯해 다양한 대회가 학
생들의 아이디어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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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 참가 이수증을 발급받는다.2018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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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ssue 3. 숫자로 보는 발명교육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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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살펴보는
발명교육 지원사업 성과
●

03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연도별 신청 건수

1987년 이래로 특허청은 발명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왔다. 1995년 서울 인헌중학교에 1호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했고,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등 특화된 학생발명 장려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차세대영재기업인 사업, 직업계고
대상의 IP Meister Program, 발명·특허 특성화고 사업 등을 전개하며 양적·질적 성과를 거뒀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890

1,202

1,253

1,259

1,238

•2011년 504건(자유: 398건, 현장연계 106건)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테마형 주제’를 신청하는 팀이 급증하면서 매년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발명교육 지원사업으로 거둔 다양한 성과를 숫자로 알아본다.

01

연도별 교육생 수

발명교육센터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6

전국 발명교육센터 설치 수

•전국 기초자치단체 229곳 중 172곳에 설치·
운영 중(75%)

382

전국 발명교육센터 교사 수

•담당 교원 222명, 보조교사 160명(센터당 평균
1.86명)

연도별 신청 학교 수
243,643
363,096

502,097
578,620
581,835

•교육생은 학생(초·중·고), 교사, 학부모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2017년

2018년

2019년

63

67

80

89

68

연도별 지식재산권출원 건수
377
412
375
333
410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누계)
출원

연도별 교육만족도 점수

85.33
87.15
88.69
89.48
89.99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발명·특허 특성화고

전체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건수

6

출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학교 수
•2008년 1기(4개교) 발명·특허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시
작한 이래로, 2018~2022년 3기(6개교)를 지원하고 있
다.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삼일공업고등학교(경

4,416 320

기), 대광발명과학고등학교(부산), 광주자연과학고등학
교(광주), 광양하이텍고등학교(전남), 서귀포산업과학고

참여기업

697

, 취업연계

1,178

, 등록

225건이다.

04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IP)
연도별 선발 수

, 등록

전체 기업연계 직무발명 프로그램 건수

370 225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50건이며, 2011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누적 건수는 총 370건이다. 이 가운데 등록 건수는 2011년 15건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누적 건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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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011년 20개교, 236개 팀에서 2019년 68개교, 737개 팀으로 신청 학교와 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02

등학교(제주) 등 6개 학교다.

2015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

30

70

50

60

•2009년 1회(10팀 선발)부터 2017년 9회(70팀 선발)까지 선발 대상을 팀(중고등학생 및 청소년)으로 하다가 2018년 10회(50인 선발)부터 개인(중고등학생 및 청소년 중 국내외
발명대회 수상자 혹은 특허출원자)으로 변경해서 선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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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출원

등록
연도별 차세대영재기업인 선발 수
2015년(7기)

2016년(8기)

2017년(9기)

2018년(10기)

2019년(11기)

161
169
170
168
168

•2009년 1기(189명)를 시작으로 매년 160명 이상의 차세대영재기업인 대상자를 선발했고, 1기부터
11기까지 총 1,853명을 선발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선발한 다음 해부터 2년간 교육을 제공한다.

3,174
86

발명교육 백서

05

07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연도별 참가팀 수
2015년
2016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2010년 189건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현재 누

2017년

계 건수는 총 3,174건(분야별로는 특허 2,873건, 실용신안 247건, 디
자인 49건, 상표 5건).

2018년

•지식재산권 등록은 특허 73건, 실용신안 7건, 디자인 5건, 상표 1건.

2019년

37

•참가팀 수는 초·중·고 학제별 총합임.

898
839
913
1,054
1,012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자
연도별 참가 학생 수
2015년
2016년

•대한민국 인재상은 다양한 분야의 청년 우수 인재를 발굴·시상하는

2017년

인재 선발 프로그램으로 2001년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을 시작
으로 2019년 12월 현재 1,996명을 선발했다.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

2018년

생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37명이 선발됐다.

2019년

5,783
5,370
5,747
5,866
5,507

•2018년부터 팀당 구성인원을 5~7명에서 4~6명으로 변경 운영함.

06
08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연도별 전시회 출품 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출품 건수는 학생과 교원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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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출품, 최다 수상(2019년)
관람객 수

경남

1,929
19.6

2012년

건

2013년
2014년

%

82
30.0

2015년
2016년

건

%

발명교육 백년대계

2019년

8,122
8,182
9,569
9,299
9,840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2017년
2018년
2019년

37,369
38,611
35,910
36,785
37,885
30,021
30,912
31,564

•2012년부터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 학생
창의력 챔피언대회, YIP 동시 개최)로 각종 체험행사, 특별관을 운영했다.
•2014년부터 행사 기간을 전년 대비 1일 축소했고, 2017년부터 행사 장소를
코엑스(서울)에서 킨텍스(경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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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14개 / 14개(100%)
5개
4개 / 5개(80%)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8개소

대전

5개소

광주

11개소

인천

8개소

대구

9개소

부산

21개소

서울

서울노일초, 미래산업과학고
한성과학고
아현중, 서울창천초
서울계남초
공진중
세종과고, 남부과학교육센터(초/중등)
인헌중, 서울과학전시관
서울논현초
아주중
성남초
부산어린이회관
내성초
신도초
괴정초
부산과학고
부산과학교육원, 연산중
주례여자중
남산초
대구달성초
대명중
강북중
범일중, 대구과학교육원
대구성서초
대구화원초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광주광천초
금당중
광주우산초, 신광중
송정중
동신중
충남기계공고, 대흥초
대전내동초, 버드내중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덕SW마이스터고
대전매봉초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인천선학초
인천담방초, 인천소래초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인천안산초
인천가림초, 인천원당초
강화갑룡초
-

서울신창초

도봉구

14개소

충남

12개소

충북

8개소

강원

29개소

경기

1개소

세종

7개소

울산

경남

대구

대전

세종

도농초
동양초
동양초
서촌초
군포고
군포고
신장초
신장초
구성초
검산초
설봉초
백성초
김포초
영북초
여주초
전곡초
가평초
양평초

남양주시
화성시

의왕시
광주시

청주중, 청주농고, 각리초
충주삼원초
남천초
보은삼산초
죽향초
영동초
괴산북중
괴산북중
진천삼수초
남신초
단양중
천안중
공주중동초
주산초
온양용화중
놀뫼종합체험센터
서동초
계성초
비단골체험센터(금산교육지원청)
궁남초
장항중앙초
청양특수교육지원센터
광천초
예산중앙초
백화초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서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창의교육지원센터, 상천초
단구초
노암초
북삼초
상장중
삼척초
강원초계학생수련장
-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용인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하남시

시흥시
군포시

오산시

안산시
고양시
구리시

이담초
선부중, 학현초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도농초

희성초
심곡초
광일초
송탄중, 지장초, 도곡중
이담초
양주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과천시

수원교육지원청
낙생고, 성남동초
의정부장암초
희성초

참샘초등학교

세종시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유곡중, 함월초
울산남부초, 야음중, 울산과학관
염포초
반천초

19개
16개 / 18개(60%)

경남

대구

5개소

제주

19개소

경남

20개소

경북

13개소

전남

16개소

전북

8개
5개 / 5개(100%)
8개
7개 / 8개(88%)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강원

9개
8개 / 16개(50%)

사파고, 마산여중, 안골포초
경남과학교육원, 대아중
충렬초
사천고
김해경원고
밀성초
경남산업고
중부초
가야초
창녕초
경남항공고
남해초
진교초
산청초
거창초
합천초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설치·운영 중

172개 기초자치단체에 206개 발명교육센터

전국 총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

제주남초, 제주중앙중, 한림중
서귀서초, 성산중

경북과학교육원, 포항교육지원청
황남초
김천교육지원청
안동영호초(안동교육지원청)
구미과학발명교육센터
영주교육지원청
영천동부초
상주교육지원청
문경교육지원청
경산중앙초
의성창의인성교육관
진보초
이서초
가야융합인재교육원
초전중
약목초
예천동부초
도촌초
노음초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제주시
서귀포시

목포대성초
여수중앙초
순천남초
전남과학교육원
광영초
용면초
곡성미래교육센터(곡성교육지원청)
고흥동초
화순제일초
장흥교육지원청
해남교육지원청
일로초
사창초
-

전북과학교육원, 진북초, 인봉초
군산중앙초
이리중앙초
정읍교육지원청
남원도통초
김제교육지원청
봉동초
마이종합학습장
무주교육지원청
장수교육지원청
임실동중
순창교육지원청
고창삼인종합학습장
부안동초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7개
4개 / 5개(80%)

20개
19개 / 23개(83%)

8개
7개 / 18개(39%)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부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울산

부산

울산

경북

경북

12개
10개 / 11개(91%)
1개
1개 / 1개(100%)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충북

21개
17개 / 21개(81%)

강원

8개
8개 / 10개(80%)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발명교육센터

충북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발명교육센터

대전

세종

경기남부

전북

서울과학고
서울한남초
성수중
동부과학교육센터
서울도시과학기술고, 서울돈암초
-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북부

서울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발명교육센터
설치현황

제주

5개
2개 / 2개(100%)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13개
13개 / 22개(59%)

전남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설치시군구

광주

14개
14개 / 15개(93%)

충남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11개
8개 / 10개(80%)

인천

21개
15개 / 25개(60%)

발명교육센터

설치시군구

Tip issue 3-2.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충남

인천

서울

발명교육센터

지역별
발명교육센터
설치현황

Tip issue 3-1.

발명교육 백서

발명교육은 창의교육이자 융합교육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입시
위주의 암기·주입식 교육이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고 순화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융합교육을 시도한 것이 발명교육이라 할 수 있다. 미래사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콘텐츠이면서 세분화된 직업으로 자기 영역을 구축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창의적 사고를 갖춘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
발명교육이야말로 개인과 기업,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상생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최적의 교육 모델로 자리잡을 것이다.

제4장
상생의 미래   :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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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발명교육의 필요성 및 주요국 발명교육 현황

of 2010)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미래 시대를 대

찬가지다.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과 네덜란드

비한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법으로, STEM 교육

를 들 수 있다. 영국의 경우, 특허청에서 지식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분야 투자 증대를

재산권 개인교사(IP Tutor)를 통해 다양한 분

공표했다.

야의 지식재산권 관련 기본 내용들을 알려주는

또한 미국혁신전략 보고서(A Strategy for

온라인 툴을 제공한다. 미래혁신 툴킷(Future

American Innovation, 2009, 2012)에서도  경

Innovators Toolkit, FIT)을 통해서는 STEM

제성장과 미래 경쟁 우위 확보를 목표로 창의

교과 학습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보호

성을 활용한 경제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방법 및 미래 진로와의 연관성을 교사가 지도할

즉 학생 수준의 발명품을 만드는 전반적인 과정

수 있도록 구성된 종합 학습자료 등을 보급하고

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유치원부터 중·고등학

있다. 이를 통해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교,

교(K-12) 교육에 발명교육의 실행을 간접적으

관련 교육기관 등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증

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미

진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재학 시 경험했던 발명교육이 의미있고, 유익한

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교과 안에 발명교육

네덜란드도 교육부가 최고의 인재 양성 계

과정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

을 포함시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새 국가 표준

획 법안을 추진하면서 교육부의 재능 교육 관련

명교육은 앞으로도 그 대상과 범위를 보다 넓고

(Standards)에 발명교육을 포함하고 있고, 차

지역 개편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세대 과학기술 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권역별로는 지역 전문가, 지역 학교, 재능 있는

재산 창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

Standards, NGSS)과 주립 핵심 교육 표준

학생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

은 개인이나 기업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Common Core State Standards, CCSS)에도

고 있다. 특히 교육부와 재정부가 추진하는 ‘21

포함시켜 미래의 직업, 과학과 공학적 설계, 문

세기 기술’은 국가 미래를 위한 기반을 과학기

제해결 등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21세기 기

1) 발명교육의 필요성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루
기 위해서는 발명과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이루기 위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 주요국 발명교육 현황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 등이 강조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의 가

일찍부터 발명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선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비영리 단체를 중

술에서 추구하는 8가지 역량(의사소통, 창의적

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다양한 발

심으로 발명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고와 행동, 디지털 리터러시, 비판적 사고, 문

교육이 더욱 절실하다.

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

예로 STEMIE 협회(The STEMIE Coalition),

용적인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

레멜슨-MIT 프로그램(Lemelson-MIT Pro-

발명교육이 소수의 재능 있는 학생만을 위

첫 번째로 미국의 예를 들 수 있다. 미국에

gram), Invent now, Inc(www.invent.org) 등

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혹은 목적이 되는 것은 바

서는 STEM(수학, 과학, 기술 및 교과들의 융

이 있다. 특히 STEMIE 협회는 현재 발명교육-

람직하지 않다. 이는 교육현장에서 입증되고 있

합) 교육을 강조하면서 정규 과목에 발명의 요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다. 즉 발명교육은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의 창의

소를 포함시켜 지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대

력과 인성, 그리고 융합적 사고능력을 키우는 데

표적인 국가정책으로는 오바마 정부가 발표

크나큰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한 2010년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의 재인가

진학, 취업, 창업 등 어떤 진로를 선택하더라도

(America COMPETES Reauthoriz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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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별과정이 되거나 대학입시에서 유리한 지위

행사를 총괄하는 비영리 연합기구로서 STEM
교육에 발명과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융합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발명과 창의교육에 대한 관심은 유럽도 마

STEMIE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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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연계의 지식재산 창조교육 추진 컨소시엄을

자기 규제)을 제시한 후 그에 맞는 교육을 네덜

설치했다. 대표적인 예인 지적재산전략추진사

란드 전역의 학교 교육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

무국의 지식재산 창조교육은 국가가 지식재산

러한 정책과 더불어 발명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창조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창의적

지역사회와 연계한다. 각 지역에서는 지식재산

공작소(Ontdek Fabriek)의 발명교육 프로그램

창조교육 시행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어 활용하

을 들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면서 현장의 교사와 협업해 지식재산 창조교육

여러 가지 실험이 가능한 공간에서 활용할 수

을 시행한다. 또 다른 예로 공익법인 발명협회

있는 프로그램으로 문제 발견 및 공감에 초점이

에서 운영하는 소년소녀발명클럽은 발명의욕을

맞춰져있다.

가진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자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명과 창의교육에 대

원봉사자인 지도원들이 교육을 담당한다. 이때

한 관심은 뒤지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

지역의 기업도 참여한다. 그 결과 전국 214개소

싱가포르, 중국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일본은 정

약 9000명의 청소년, 2800명의 지도원이 활동

부와 민간이 협력해 발명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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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능력과 행동력, 협업, 사회 문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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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발명교육 중점 추진전략

1) 빈틈없는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구축

기 위함이다.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은 신청자

정부는 ‘지식재산기본법(2003)’, ‘콘텐츠의 창

싱가포르는 교육부의 ‘2017-2019 STEM

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2004)’ 등

응용 학습 프로그램(STEM ALP) 도입 학교를

을 제정해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법률로 규정하

위한 3년 계획안’을 중심으로 산업 협력 프로그

특허청은 창의·융합형 발명교육을 체계적

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와 고등전문학

램, 교사 연수, 실습 커뮤니티, 협동조합, 경연

으로 지원하고자 거점별 발명체험교육관 설치

이밖에도 2019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에서 창조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

대회, 학습 모듈 저장소 등을 운영하는 국가 교

를 준비하고 있다. 2021년 개관을 목표로 경상

206개의 발명교육센터를 시·도교육청과 협

역사회의 효과적인 연계와 협력을 목적으로 민

육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학교 울타

북도교육청과 함께 추진 중인 제1호 발명체험교

력해 2022년까지 231개로 확대하고자 한다.

리를 넘어 학생들의 실생활과 배움을 연결시키

육관을 시작으로, 향후 17개 시·도에 발명체험

더불어 발명교육센터 인프라(교육, 공작시설

기 위해 지역 공동체 내 산업기관과 연계한 학

교육관을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발명체험교

등)와 메이커스페이스의 체험시설(3D 프린

습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문

육관은 해당 지역 학생을 중심으로 이론이나 주

터, 레이저 컷팅기 등) 공유 확대를 통해 지

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 단

입식 교육이 아닌 체험 중심의 심화형 발명교육

난 20여 년 동안 구축해온 발명교육 노하우

위로 12개 테마 중 하나를 선정해 수행할 수 있

을 제공할 예정이다.

를 확산하고, 발명 아이디어 발상부터 시제품

또한 발명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술설계 및 모델링, 로봇공학, 스마트 건강센서,

2020년부터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이 시행된

서양을 가리지 않고 세계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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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동

창의적 공작소(Ontdek Fabriek)

성해 제공하고, 최신 교구재를 활용한 체험·실

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12개 테마의 예시로 기

게임 설계 및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

의 수요와 요구에 따라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편

습 위주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제작 체험까지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
고자 한다.

다. 이는 도서벽지·낙도, 지역아동센터 등 발

특허청은 광역 발명체험교육관, 발명교육

명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센터,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등을 통해 전국

직접 다가가 소통하는 창의발명 교육을 제공해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서 손쉽

누구나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게 발명체험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발명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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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ate, make, share!
서울형
메이커
스페이스

드론·로봇
3D프린터·3D스캐너
IoT·스마트앱·VR
STEAM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발명교육 백서

상상하고, 만들고, 공유한다!

목공중심형
첨단기자재 중심형
코딩중심형

※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 2
 1개 발명교육센터에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드론·로봇/3D프린터·3D스캐너/
IoT·스마트앱·VR/STEAM 등과 연계한 메이커 교육과 창작 활동 지원이 가능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드론 로봇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드론·로봇
3D프린터·스캐너
IoT·스마트앱·VR·AR
STEAM

메이커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

※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 일
 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중 권역별로 학교환경·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창작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목공 중심의 목공형, CNC 조작기·레이저 커팅기 등 첨단기자재 중심형, 코딩중심형 등으로
창작 공간을 특화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권역별 발명교육센터

특화형 메이커
스페이스

목공형
첨단기자재형
코딩형

전문적 창작활동
지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운영 현황

발명교육센터-메이커스페이스 연계 사례 (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11.2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생대상

관련 인프라를 더욱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학생)의 실제 창업이 이루어지기 전인 고등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학교, 대학교 시기의 교육 공백기에 지속적
기초
교육

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

입문
교육

는 교육생들의 수요에 따라 신설되었다. 더
불어, 차세대영재기업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

온라인 단체특강

하여 교육생과 수료생 간 아이디어를 공유할

재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

수 있는 만남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지원하고자 한다.

업인 사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도화 과

뿐만 아니라 신산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정은 2년간의 기본교육을 마친 수료생(중

인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자 시·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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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 발명영

문제해결력 IP 창출역량을
가진 창의인재 육성

심화
교육

인 관리와 전문교육 과정을 제공해 실제 창

2) 발
 명영재와 직업계고의
발명교육 강화

지식재산 전문교육
제공

 발명·지식재산 인식 제고
 창의적 문제해결력 배양

1차 소양캠프
 문제해결, 아이디어 발상,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아이디어 구체화
(특허정보 검색 등) 유도

찾아가는 컨설팅
 선행기술 회피방법
 명세서 작성 기초

온라인 컨설팅
 문제해결을 위한 자문,
유사기술 회피

2차 소양캠프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화 및 상품화 교육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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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요식업, 콘텐

에서 운영하는 발명영재학급에 심화 교육 프

게임, 웹툰 등 청소년과 친숙한 콘텐츠를 활용

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교원에 대한 연수를

해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참여

실시해 최신 교육방법을 제공한다. 발명영재

를 유도할 계획이다. 발명·창의력대회가 창

선발도구를 개발·보급함으로써 발명영재 선

의융합형 발명인재 육성에 보다 큰 효과를 얻

특허청은 학생들의 창의력과 발명능력 개

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한 다학

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을 수 있도록 수상자 배출에 머물지 않고 수상

발을 위해 수년간 다양한 대상을 위한 학습자

문적 지식을 융합하고 그 융합된 지식을 바탕

한편 현재 6개 학교에서 운영 중인 발명·

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도 실시한다.

료를 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해 발명지도 교사

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

특허 특성화고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졸

향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교내 아이디어

육성정책을 펼쳐왔다.

그램 개발도 기획하고 있다.

인재의 직무발명 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연계

경진대회, 지역별 발명대회 등의 활성화 방안

직무발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을 모색할 것이다.

4) 발
 명교육 콘텐츠 개발·확산과
발명지도 교원 육성

츠 크리에이터, 변리사 업무 등 다양한 진로 모
형과 연계해 다양한 진로에 도움을 주는 방향

발명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는 초·중·고

발명지도 교사를 육성하고자 운영 중인 전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발명 체험활동을 통한

국 권역별 교원 연수기관(한국발명진흥회 종

창의·융합적 사고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합교육연수원(수도권, 강원권), 부산교대(영남

위해 다양한 형태로 개발해왔다.

권), 충남대(충청권), 전주교대(호남권))에 지금

예정이다. 또한 발명·특허 특성화고에서 그간

발명교육의 인프라와 체험형 발명교육

체화된 우수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근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명교

학교 학생에게도 발명·특허 교육을 제공함으

육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

지금까지는 정규교과(과학 등) 연계 프로

과 같이 초·중등 교원의 대상별·수준별 연수

로써 더 많은 지역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접할

는 교육 주체 간의 원활한 협력체계가 필요하

그램, 정규교과 외 발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과정 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체험형 발명교육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다. 현재 발명교육의 성과 공유와 활성화 방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IP 마이스

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터 프로그램의 경우, 높은 경쟁률을 해소하고

의 발명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명교육 정

자 2020년부터는 선발팀을 2배로 확대·운영

책협의회, 발명교육 관계자회의 등을 운영하

할 예정이며, 우수 작품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

고 있다. 향후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통

작을 추가 지원해 교육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해 발명교육 현안,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논

계획이다.

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교육 주체 간 교

앞으로도 발명·특허 특성화고, IP 마이스

류회 운영을 통해 발명교육센터 운영 우수사

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많

례와 발명대회 지도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발명교육을 접할 수 있

지역별 발명교육 정책을 협의하고 시너지를

는 환경을 조성해나가며 고졸 인재 양성에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다.

대하고 있다.

발명교육
정책협의회

또한 발명교육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발명교육
관계자회의

기본·시행계획 수립, 정책, 현안 등
논의를 통해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

발명교육센터 운영 방안,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지역 발명교육을 활성화

발명교육 프로그램 배포,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여 최신 국내외
발명교육 정보를 공유

참가대상
특허청, 시·도교육청 장학관(사)

참가대상
특허청, 발명교육센터 담당 교원

참가대상
특허청, 시·도교육청 장학관(사),
발명교육센터 담당 교원,
발명·특허 특성화고 교원, 보조교사 등

위해 각종 제도를 보완하고, 특히 ‘발명교육
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교육현장의 수요에 맞게 개정하여 실효성 있
특허청은 대한민국 청소년 창의력 챔피언
대회 등 발명·창의력 대회에서 로봇,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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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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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명교육의 저변 확산

발명교육
컨퍼런스

연 1회(3월)

연 4회(분기별 개최)

연 1회(11월)

발명교육 성과 공유 및 활성화 방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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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발명교원의 역
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발명교육 백서

교수법 연수강화 등 발명교육 수요에 따라 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 정규교과
에 발명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지식재산 교과 선택을 늘리기 위하여 교육 관
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더불어 교육
대, 사범대에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는 발
명·지식재산 과목에 대한 강좌를 늘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비 교원이 발명교육 교수
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발명교육
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
는 등 발명교육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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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새로운
백년대계를 향한 밑그림

발명교육 전문가
정책 제언 간담회

‘발명교육’,

먼저 ‘발명교육’이라는 명칭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을 하고 싶다. 오랫동

새로운 이름이

안 발명교육 강의를 진행해왔지만, ‘발명’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고, 고루

필요한 이유

하다는 인식이 있다. 예전 모 대학교에서 ‘토목공학과’란 학과명을 ‘토목
설계공학과’로 바꾸고 난 후 지원자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장

전인기 회장

기적으로 ‘발명교육’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새로운

전국창의발명협회

작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100%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교육현장에서 발명교사들의 힘든 점
중 하나가 발명교육은 방과후에나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발명교육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
니 발명교육이 점차 약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찾아가는 발
명교육’과 같이 접근성이 좋은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교사, 학
생 모두에게 발명교육이 더욱 유의미한 교육으로 각인됐으면
좋겠다.

●
오랜 기간 대한민국 발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현직 발명교사 및 관리자,

2019년 10월 16일(수)

장소

8인이 발명교육의 미래, 새로운 발명교육 100년을 향한

한국발명진흥회

기본 소양으로 인식하게 될 미래의 밑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육을 통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특히 팀을 이뤄 학생발
명 전시회 등에 참가하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이 확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발명교육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변화와 발전의 모

안정선 교장

티브로 작용하기도 한다. 발명교육의 실질적인 장점을 적극 전파할 홍보

사당중학교

정책이 필요하다.

	퇴임 전 한국발명진흥회와 함께했던 사업 중 하나가 각 교과에
참석

서 ‘발명’ 요소를 추출해 모든 교과 교사들이 발명교육을 할 수

전인기 회장(전국창의발명협회)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이었다. 초창기에는 교사들이 발명의 개

서재흥 교사(낙생고등학교)

념을 어렵게 생각해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애를 먹기도 했다.

유경종 교감(동강초등학교)

하지만 자신의 교과 안에서 발명의 요소를 찾아내는 일에 대한

정호근 교사(보성고등학교)
한상엽 교사(도농초등학교)
강철환 변리사(특허법인 두호)

발명교육 백년대계

안정선 교장(사당중학교)

이철규 교감(신풍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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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를 달아줄

+

실질적·실천적 방안들을 내놓았다. 이날의 논의가 발명교육
저변 확대의 마중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발명’을

발명교육을 해오면서 학기 초에 자기 의견 표현에 서툴던 학생이 발명교

정책 필요

일시

지식재산 전문가 등 세대와 분야를 막론한 발명교육 전문가

발명교육에

보람도 컸다. 학교에서 발명교육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여
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183

학교 수업 부적응 학생이 백만 명에 이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재직

성공적인 선순환

중인 낙생고등학교에도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
이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머리가 좋고, 만들기를 좋아하며 상상력이 풍

발명교육 백서

발명교육의

부한 학생임에도 공부에‘만’ 재능이 없을 뿐이다. 아직 학교에서 이런 학

차별화되고

발명교육의 정책적 의미부터 차근차근 고민해보면 크게 학생들의 ‘성장’

세분화된

과 ‘창업’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학생들이 성장해서 실제

정책적 접근 필요

서재흥 교사

생들을 수용할 만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하다. 난 발명교육이 하나의

정호근 교사

낙생고등학교

방법이라 생각한다. 학생 개개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발명교육을 통

보성고등학교

해 취업이나 창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창업에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에 보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좀 더 차별화된 교육
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다.
+
	발명교육이 가진 여러 측면을 나누어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

삼아야 한다.

다. 이미 언급된 발명교육의 이미지 개선 측면, 발명교육의 대

+

중화, 발명교육의 확대를 위한 공교육 내에서의 발명교육, 소

	우리 학교의 경우 발명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대회에 나가 수상

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발명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발명교육 등

도 하면서 성격이 변하고, 의지와 꿈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발명교육이 나아갈 방향은 다양하다. 발명교육의 가치와 지향

발명교육을 통해 침체됐던 학교 분위기가 즐겁고 열정 가득한

점을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접근이 필

공간이 된 것이다. 이런 성과가 쌓여 지금 낙생고는 발명 명문

요하다.

고로 거듭나 좋은 학생들이 입학하는 학교가 됐다.

발명교육,

지역마다 발명교육 활성화를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요즘은 지

발명창업을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회를 보면 정말 탁월한 아이디어가 많다. 이런

전 국민 소양교육으로

역에서 성과를 낸 발명교육 사례들이 역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경우

꿈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화를 위해 학생과 기업의 연계 방안을

전환
유경종 교감
동강초등학교

도 많다. 중앙정부와 지역 간 성공적인 사업 성과와 사례가 많이 공유됐
으면 좋겠다.
+

이철규 교감
신풍초등학교

	앞으로의 발명교육을 전 국민 대상의 소양 교육으로 접근하면

다양하게 모색해야 한다. 정책적으로는 ‘발명 창업 펀드’를 학생 발명 창
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 지원함으로써 현재 취업에 몰린 수요를 창업 쪽
으로 선회했으면 좋겠다.
+
	2017년 제정된 발명교육법을 토대로 각 시·도 교육청이 창의

정에서 발명교육에 어느 정도 비율을 할당하는 것이다. 발명에

과학발명 교육진흥 조례를 제정한다면 발명교육의 법적 토대

대한 기본 소양을 모든 국민이 가질 수 있다면 더욱 다양한 아

가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감 직속의 ‘청소년 발명창

이디어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 발명이라는 명칭에 대한 검토가

업 진흥단’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싶다.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 발명이라는 단어는 초·중·고 단

발명교육이 진학이나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으로 이어져 국가

위 아이들에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만들기 교육, 공작 교실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어떨까 한다. 환경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 사례처럼 교육과

이 실질적으로 더 적합한 단어다.

184

밑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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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ssue 4-2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용하는 국립중앙과학관에는 ‘메이커 교육실’이

새로운 그릇

마련돼 있다. 그곳에서의 활동들을 잘 살펴보면 주로 무언가를 만드는

마련

일, 목공이나 제작과 같은 것들이 많다. 발명교육과 겹치는 부분이다.

발명교육 백서

통념을 깨뜨릴

발명교육으로
꽃피운 꿈

발명교육 프로그램 이수
학생 간담회

요즘 ‘메이커 교육’이 대세인 만큼 많은 예산이 메이커교육에 집중돼 있

한상엽 교사

다. 메이커교육 안에서 발명교육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역할과 영역을

도농초등학교

명확히 설정해 ‘메이커교육’과 ‘발명교육’이 궁극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
+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지만 ‘발명교육’ 하면 ‘옛것’이라는
통념이 있기 때문에 ‘영 인벤터’, ‘영 메이커’, ‘드림 인벤터’ 등의
친숙한 이름으로 혁신한다면 젊은 교사와 학생에게 발명교육
이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

발명교육 역사의

발명교육에 미래 성장 동력의 막중한 임무를 맡겼던 시기들이 있었다.

정책적

1995년 발명교육센터도 생기고 투자 규모도 컸다. 무엇보다 발명 교사

변화 조망
강철환 변리사
특허법인 두호

와 교육학 박사를 특별 채용하고, 발명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단일

●

부서가 있었다. 발명교육 대중화의 모멘텀을 이룬 시기였다.

발명교육과 뗄 수 없는 4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텍
차세대 영재기업인교육원 1기생 조현상 대표와 장세윤

+

일시
2019년 11월 10일(일)

대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카이스트 차세대

장소

청난 차이로 나타난다. 하지만 해당 부서가 없어지면서 발명교

영재기업인교육원 2기 권서원 대표, 유일한 재학생

한국발명진흥회

육의 세가 급격히 축소됐다. 각 시대별로 발명교육 정책의 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1학년 정현서 학생까지. 네 사람이

름을 짚어보면 앞으로 발명교육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큰 도움

모여 발명교육을 처음 접했던 순간부터 오늘의 발명교육에

이 될 것이다.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에 녹아든 발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발명교육을 전담하는 단일 부서의 유무는 발명교육 전략에 엄

참석
조현상(㈜휴몬랩 대표)
권서원(㈜커머 대표)
장세윤(㈜마이다스H&T 대표)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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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서(미래산업과학고 1학년)

187

조현상 | 포스텍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1

권서원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졸업 및 카

기 수료. 교육과 기술을 결합한 에듀테크(Edu-

이스트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2기 수료. 현

Tech) 전문 회사 ㈜휴몬랩 대표이다. 다양한 교

재 홍익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노약

육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학교나 집단을

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조 기

교육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구를 만드는 ㈜커머의 대표이다.

장세윤 | 포스텍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1

정현서 |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경영과

기 수료. 현재 신소재 센서를 바탕으로 헬스케

1학년 재학 중. 졸업 후 자신만의 발명 콘텐츠

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마이다스

로 창업하고자 하는 발명·특허 특성화 고등학

H&T 대표이다.

교 학생이다.

발명교육 백서

참석자 소개

은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발명경영과에 진학해 해

많은 도움을 준다.

외연수,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조금 더
구체적인 창업의 꿈을 키워가는 중이다.

Q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는 어떠한가?

장세윤 정규교과 발명 수업은 없다. 특활활동이나

구체적이며 실제적 교육,

동아리는 있으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없었다. 물론

특성화고의 장점

발명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발명대회 준비
를 하는 선생님들은 있다. 하지만 많은 정규교과 과

Q	발명·특허 특성화 고등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나?

정 이외 시간에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받는 것은 여
건상 어려움이 있다.

정현서 교육과정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다. 조별

조현상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에게 발
명보다는 공부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불편함이 발명으로,

않게 생각하셨던 부모님을 설득해 발명·특허 특성

로 모여 발명품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해 구체화시

발명이 즐거움으로, 즐거움이 꿈으로

화고인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후 대

킨 아이디어들에 대해 메이커 활동을 진행한다. 실

학 진학을 했지만 발명과 달리 공부에는 별다른 흥

제로 특허를 내보고, 크라우드 펀딩이 진행되기도

미를 느끼지 못했고, 휴학 중에 창업을 결심했다.

한다. 발명품에 대한 홍보영상도 촬영하는 등 아이

줄어든 발명대회와

발명을 통해 가장 즐거운 나의 일을 찾은 것이다.

디어부터 상품화, 창업까지 모든 과정을 경험해볼

학교·지역별 편차는 개선 필요

Q	발명교육을 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그리고
발명교육을 통해 겪은 변화도 궁금하다.

수 있다.
장세윤 일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하고

조현상 중학생 때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았고 대회

싶은 마음이 컸다. 그렇게 자연스레 발명을 시작

에서 상도 받았지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권서원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는 교과목 인정을

했다. 본격적으로 발명교육을 접한 것은 차세대영

그러던 중 우연히 참가한 ‘대한민국 학생발명 전시

받을 수 있는 최소 이수 시간을 제외하고는 발명

재기업인교육원을 만난 이후부터이다. 발명교육을

대회’에서 ‘눈길에서도 안전한 자전거 스노체인’으로

교육(전공) 수업에 많은 시간이 할애된다. 발명경

권서원 처음 발명교육을 접했던 유년시절에 비해

받으며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교수와 발명가

동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발명의 매력에 빠졌다.

영과처럼 최근 신설된 과는 더욱 많은 시간 동안

지금은 발명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실히

의 기로에서 창업이라는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할

이때 포스텍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을 알게 되어

교육받는다. 학생 스스로가 마음만 먹으면 발명에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절 참가했던 발명대회

수 있었다.

1기생으로 교육을 받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창업

관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갖

중 많은 대회가 지금은 사라졌다. 발명대회가 발명

으로 연결됐다.

춰져 있다.

에 꿈을 가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를

Q	발명교육을 받으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보완이

권서원 발명교육은 내 인생에 길을 열어주었다.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정현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방과 후에 로봇 만

교육을 접한 덕분에 기초부터 탄탄히 쌓을 수 있었

들기를 배웠다. 당시 메이커 교육을 받았는데, 과학

다. 중학교 1학년 때는 카이스트 차세대영재기업인

의 날이나 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서울시 발명대회

교육원 2기생이 됐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 좋지

등에 나가 수상하며 흥미와 자신감을 얻었다. 지금

발명교육 백년대계

부모님의 든든한 후원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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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고 느꼈던 점은?

정현서 선생님뿐만 아니라 많은 선배들이 좋은 멘

조현상 발명교육은 학교별, 지역별, 거점별로 학

토 역할을 한다. 전공 과목 중에 선후배가 함께 발명

생들의 스펙, 수준,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한다. 특히 졸업한

이는 다른 교육에 비해 발명교사의 역량에 크게 영

선배들도 자주 학교를 찾아 특강 형태로 후배들에게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교과목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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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콘텐츠다. 어떤 문제를 마주하면 도망치거나 피

명은 그렇지 않다. 발명교육에 역량을 가진 교사들

하기 쉬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발명에서

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얻었다.

발명교육 백서

스로 혹은 사교육을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지만 발

모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 3, 4년간

로 예측하고 있다. 새로운 발명교육, 미래 100년의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금은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면

시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 다음 성장을 준비할 때인 것 같다.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가 되

Q	학생들의 스펙 쌓기, 선생님의 스펙 쌓기 수단으
로 발명교육이 이용된다는 지적도 있다.

장세윤 발명교육을 통해 발명이 삶에 녹아들었다.

기 위해 내부 단결력을 키우고, 내실을 다질 것이다.

‘무언가 발명해야겠다’ 혹은 ‘특허를 내고 싶다’는 수
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찾아내 그것을

권서원 곧 군복무를 해야 한다. 전략상 아직 내놓

권서원 개인적 경험을 놓고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런 고민들이 모

지 않은 제품들이 있는데, 군복무 기간은 창업, 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 함께했던 선생님들 모두

여 제품이 만들어지고 창업으로 이어졌다.

학 등 내 삶의 이후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 같다.

가 아니라 진심 어린 열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

조현상 어린 시절에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순수하

장세윤 창업한 회사를 꾸준히 발전시키고 싶다.

만 다른 측면으로 초·중·고 시절 발명대회에서 꾸

게 재미를 느끼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서 그 시절을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특허청을 통해 많은 도움을

준히 얼굴을 보였던 학생들이 대학 때는 보이지 않

복기해보면 새로운 가치를 알게 된다. 발명도 마찬

받았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도 많고,

는 경우도 많았다. 발명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대

가지다. 발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단

발명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선생님들도 많다. 그

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라 입시 스펙으로 이용했던

지 재미있어서 받았던 발명교육을 성인이 된 지금

들과 소통하며 내가 받은 만큼 발명교육에 도움을

학생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돌아보니 그 과정 안에 모든 답이 있었다.

주고 싶다.

장세윤 내가 학창시절 당시에는 생활기록부, 대학

정현서 발상을 뒤집으며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원서에 수상 내역 기재가 가능했다. 발명의 질은 높

것이 발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얻는 성취감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만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나온 친구들이 꽤 있

이 크고 교내 발명수업에서는 팀의 리더를 맡으면서

발명교육의 가치 재발견

었던 것 같다. 하지만 생활기록부에 쓸 수 없도록 입

리더십도 배울 수 있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창업

시제도가 바뀌면서 순수한 목적으로 발명대회에 참

의 꿈도 키웠다. 무엇보다 발명교육을 통해 내 꿈을

간담회에 참석한 네 사람은 모두 ‘발명교육의 즐거

가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찾을 수 있었기에 즐겁고 뿌듯하다.

움’에 대한 공통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학생들은 발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셨다. 그건 실적을 쌓기 위해서

명교육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꿈을 발견해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발명

삶의 태도를 바꿔준 발명교육

교육이 가진 대안교육으로의 가치, 창의성과 문제
정현서 대학과 창업을 고민하며 열심히 학업에 매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권서원 발명은 ‘권서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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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욕심부리지 않고 이대로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꾸준히 발명활동을 이어가고 싶다.

조현상 휴몬랩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고 싶다. 규

발명교육 백년대계

Q	발명교육이 자신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었다고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발명교육의 가치도 재발견할 수
있었다.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 전문가들은 관
습화된 과거 사례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은 컴퓨
터의 역할이 될 것이라 말한다. 또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창의적 인재가 각광받게 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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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issue 4-3. 인터뷰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

발명교육 백서

시대의 화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길

●
발명교육 백년대계를 만드는 곳, 뉴턴이 말한 ‘발명의 비결은 부단한 노력에 있다’에 가장

Q	1995년 첫 발령지가 특허청이라 들었습니다. 국장
님의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특허청은 1995년 서울 인헌중학교에 최초의 발명
공작교실(현. 발명교육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본

A	입청 이후 20년 넘게 발명교육 정책 업무, 국제지

격적인 발명교육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

식재산연수원 교수, 특허기술 사업화·중소기업

다. 또한 1998년 대학특례 입학에 ‘발명특기자 전

지원 업무, 상표심사 정책,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

형’이 신설되면서 학부모 및 학생의 관심이 높아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1호 발명

사이 2011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외교부 주

교육센터가 설치됐는데, 2019년 현재 201개로 확

미대사관 참사관으로 활동했었고, 2018년 12월부

대될 만큼 발명교육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터 현재까지 산업재산국장으로 근무하며 산업재

부합하는 곳, 바로 특허청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을 포함해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정책을

산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집행하며 대한민국 발명교육의 미래를 진두진휘하고 있다. 2019년 끝자락,

Q	발명에 대한 인식도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
다. 계기가 된 사례가 있을까요?

발명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분투하고 있는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박호형 국장을
Q	1996년부터 약 3년간 관리국 발명진흥과 사무관으

만났다. 20년 넘게 발명교육 분야에 헌신한 그를 통해 발명교육의 어제와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명교육이 나아갈 정책적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A	일반 대중에게 ‘발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

로 재직하실 때 기억나는 업무를 말씀해주세요.

요? 아직까지 달걀을 품고 있는 ‘에디슨’을 연상할

A	학생발명과 특허기술 사업화 업무를 진행했는데,

정도로, 발명은 약간 고리타분한 분야로 인식되고

학교발명과 관련해서는 발명교육센터 시범학교 운

있습니다. 뭔가 세련되지 못하고, 발전성이 떨어

영과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가 거의 업무의 전부

지는 분야라 생각하는 거죠. 몇 년 전 제가 주미대

였습니다. 발명교육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가는 시

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할 당시, 애플과 삼성 간의

기였죠. 이후 발명교육 인프라와 콘텐츠 확충, 발

대기업 특허전쟁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습니

명지도 교원 양성, 발명 관련 다양한 행사 등을 하

다. 그 때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

나, 둘 실현해가며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던 때이기

졌고, 지식재산 창출의 기본이 되는 발명에 대한

도 합니다.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전 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

Q	1990년대 후반 재직 당시와 지금을 비교할 때 발명
교육의 저변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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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요구되는 인재
상도 달라졌습니다.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

A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입시제도와 맞물려 창의적

서 벗어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 시대의 화두

사고 증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발명교육

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발명교육이 정규교과에 반

은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수업에 국한됐고, 학부모

영되면서 교육 현장 일선에서 발명교육의 필요성

나 학생들의 관심도 적었습니다. 마땅한 발명교육

과 교육 효과에 대한 인식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관련 표준교재도 없는 터에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사비로 교재를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
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Q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발명교육과 관련해 모멘텀이
될 만한 정책적 이슈를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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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 등 순차적으로 정규과정에 반영됐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이 발명을 특별활동이나 방과후 수

	두 번째는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업에만 접했다면 이제 정규교육과정에서 소화하게

단순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발명과 관련해 취업,

된 것입니다. 특히 2018년부터 고등 진로선택에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

신규 독립교과로 반영된 ‘지식재산일반’이 호응을

획입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차세대영재기업

얻으면서 현재 46개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

인 사업과 IP 마이스터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덧붙이자면, IP업계의 삼

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6개 지역에 운영되고 있

성이라 불리는 한 기업의 대표는 발명이 지식재산

는 발명·특허 특성화고를 거점 삼아 인근 학교에

일반이란 교과서로 탄생한 것에 크게 기뻐하며, 사

도 특화된 발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

비로 교과서를 구입해 주위 지인에게 나눠줬다고

역 발명교육의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합니다. 발명교육의 정규교과 반영은 상전벽해(桑
田碧海)와도 같은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발명교육 저변 확산’입니다. 대한민국학
생발명전시회 등 발명대회 수상자의 후속 지원을
강화하고, 주요 직종과 관계된 발명교육 프로그램

Q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발명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지금까지는 발명교육의 토대를 다진 시기였습니
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을 주도
A	특허청은 1987년부터 발명교육 저변 확대를 위해

촉진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2017년 시행된 발명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교육지원법은 초중고교 과정에 발명교육의 법적

는 발명교육이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

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발명교육센터

기반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의 발명교육 시행계

요한 도구이자 최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향후

설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5년 서울 인

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특허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헌중학교에 최초의 발명교육센터를 설치한 이래

와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교육 정책 수립과 지원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로 현재 201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발명교육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발명교육이 정규교과에 포함’된 것입니
다. 교육부 2009·2015 개정 교육과정 정규교육

슈로 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정에 발명교육이 반영돼 ‘발명교육의 양적·질

A	이전에는 발명교사가 발명 과목으로 연수를 받고,

적 전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많은 발명교육

교육도 하고 싶은데, 과학 과목으로 해야 했습니

관계자 및 발명교사의 힘이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현재는 교육부 2009·2015 개정 교육과정에

앞으로의 발명교육 활성화에 모멘텀이 될 ‘법적

따라 발명교육이 2010년 중등 기술·가정, 2012년

기반 마련’입니다. 과거 발명진흥법이 발명활동을

공학기술, 2013년 고등 기술·가정, 2015년 초등

발명교육 백년대계

194

Q	발명교육이 정규교과에 반영된 점을 중요한 정책 이

개발로 진로연계 발명교육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
겠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발명
교육 관계자 및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
책에 반영해가겠습니다.

Q	그렇다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어
떤 부분을 준비하고 있나요 ?
A	앞서 애플, 삼성 간 특허전쟁이 기업 간의 문제라
고 한다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수출규

	첫 번째는 ‘발명교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보다 많

제 조치는 국가의 성장동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

은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받을 수

한 문제입니다. IP를 소홀히 해 국가 기술을 자산

있도록 201개 발명교육센터 운영과 더불어 체

화·전력화 하지 못한다면 국가 자체가 큰 위기에

험·심화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점 발명체험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교육관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초의 발

	앞서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명체험교육관이 경북 상주에 건립 중이며, 2021

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양성한 인재가 창업은

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또한 발명교육센터와

물론 각 기업 및 연구소, 기관에서 혁신을 주도

메이커스페이스 연계를 강화해 아디어 발상부터

하는 엔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특허

시제품 제작 체험까지 일원화된 교육과정을 제공

청을 비롯해 국가 차원의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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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IP 관점에서 보자면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

	발명대회에서 수상하는 것이 어떤 이에게는 꿈을

로 도입한 국가가 영국입니다. 유럽의 혁신가들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다른 이에겐 하나의

이 대거 영국으로 몰렸습니다. 본인들이 발명한

추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이긴 하

기술을 보호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주기 때문이었

지만 단순히 수상에만 그칠 게 아니라 발명을 통

발명교육이야말로 중요한 도구이자 최적의 방법이라 자신하는 이면에는, 1987년

습니다. 그 혁신가들이 동인이 돼 1차 산업혁명이

해 창업을 꿈꾸고, 더 넒은 무대로 취업할 수 있도

이래로 특허청이 끊임없이 추진해온 발명교육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발명이

일어났습니다. 한편 3차 산업혁명의 총아는 컴퓨

록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만들어준다는 것, 비단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4차 산

특허청이 발명교육을 통해 증명해내고, 이뤄가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발명교육

Q	마지막으로 발명교육과 관련해 국장님이 꼭 이루

백년대계의 새로운 출발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국가는 자명합니다. 바

A	앞으로도 계속 발명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로 기술 개발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기술을 보호

있도록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발명교육 콘텐츠

해주며,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

개발, 발명교원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

들어주는 국가입니다.

습니다. 특히 모든 아이들이 발명교육을 받을 수

	특허청은 2019년 11월, 세계 최초로 국 단위에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한 첫 출발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융·복합 기술 심사 부문을

2020년에는 도서벽지 거주 학생, 저소득층 등 교

신설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 소외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발명교육 지원을 시

IP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전망하고 준비한 결과

작하겠습니다.

입니다.

내내 4차 산업혁명의 화두라 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강조했습니다.

나눔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 개인의 성공이 곧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

터 산업이었는데, 특허로 보호해준 국가가 미국
입니다. 자연스럽게 미국은 세계 경제를 리딩하

발명교육 정책 수립과 집행의 최전선에 서 있는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 인터뷰

	앞으로 특허청은 발명교육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가 산업생태계를

Q	국장님에게 발명교육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단어
로 표현해주세요.
A	‘뿌듯함과 감사함’입니다. 저도 중학생 시절에 과

혁신적으로 선도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미래 사회
의 주역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학생발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난생처음으로
‘나도 과학자가 되어볼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발
명대회에 나온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발명교
육을 통해 자신만의 확고한 진로를 결정하고 부단

아보고, 세상의 약자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명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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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의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 방향

계되는 방식으로 적용·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가 수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지식재산일반 과목이 선택교과인 독립된 과목으로, 기술교과에도 발명교육과 관련된 내용
이 일부 단원에 제시돼 있다. 이와 같은 발명교육 관련 교과활동은 독립형 교과 방식과 연계형
교과 방식을 모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방식은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과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비정규 교육과정
이 정규 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발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담당하게 될 교원의 발명교육 능력 함
양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확대하고 발명교
1. 들어가며

육 연구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몇몇 대학의 발명교사교

인구학자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2.14.∼1834.12.23)는 인간이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육센터를 선정해 발명 교원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타 직무연수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 규

있는 두 가지 본능으로 생존과 재생산을 언급했다. 인간은 이러한 본능을 충족하기 위해 스스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모, 실시되는 연수 횟수와 비율은 적은 편이다. 특허청 내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

로, 그리고 끊임없이 ‘발견’과 ‘발명’을 해왔다. 특히 발명을 통해 인간은 생존을 지켜왔고, 재생

새로움을 만들어

회 내 종합연수원, 경주에 설치될 발명교육체험관 등과 더불어 여러 기관을 교원 연수기관으로

산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만들어 사용해 왔다. 이 과정을 통해 발명은 인간 생존과 재생산을 위

갈 줄 아는 창의성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준별, 분야별로 개발·운영해 교원의 발명교육에 대한 접근성

한 중요한 목적이자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발명 능력을 인식하고, 향상시켜 주기 위한 발명교육

기반의 발명 인재가

과 기회를 높여야 한다. 또한 단위학교 수준에서는 발명 교수·학습에 대한 연구 지원이 부족

은 단순 암기 교육을 지양하고, 모든 지식과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창의적 사고와 기술 역

필요하다. 이에 변화의

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 왔다. 제4차 산업혁명 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대변되는 디지털 변

속도가 더욱 빨라질

혁(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도 지식과 기술을 융합해 새로움을 만들어 갈 줄 아는 창의성

미래 시대에 인간의

셋째, 발명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수준을 체계화하고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발명교육

기반의 발명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미래 시대에 인간의 생존과 재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교원의 교육요구도에 따라 공통필수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으로 수준을 달리하거나 기본과정과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심화과정으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체계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본과정은 발명 특허 및 지

발현시켜주는

식재산의 기본적인 내용과 발명, 문제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되 창출, 보호, 활용, 발명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소양의 교육 영역이 고르게 반영되도록 구성해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 커지고 있다

개발해야 한다. 심화과정은 디자인 영역의 창출 내용과 특허 명세서 작성을 통한 특허 출원, 특

생산을 위한 창의성을 체계적으로 발현시켜주는 발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 미래 발명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교육기본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교육이념이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하기 때문에 현장 교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연구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재상과는 달리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 제도를 중심으로 교육목표가 설정되고 교육활동이

허 정보, 특허의 사업화 등 창출, 보호, 활용의 특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특허 출원 중심

전개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대학입시 제도와 직접적인 거리가 있는 현재의 발명교육을 활

의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발명교육과 관련한 과제 수행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정규 학교 교육
에서 발명교육이 하나의 의미 있는 교육 목표와 교과로 자리 잡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첫째, 발명교육은 방과후 학교나 발명교실 등 비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정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교과활동과 교과외 활동(창의적 체험활동)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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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넷째, 각급 학교와 학년별, 그리고 학생들의 발명교육 수준에 따른 다양한 발명 관련 교육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자료 전시회 활성화, 발명교육 자료 개발 교과연구회
개설 및 지원, 단위학교별 산학협력 기업의 발명·특허 기술 및 제품 기반 학습자료 개발 지원 방안
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현장 교원이 개발한 발명 관련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단위학교에 발명
교육을 적용하고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대학과 특성화고의 경우, 발명교육이 교육목적에 부

199

발명·특허 기술 및 제품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산학협력 기업의 특허 기
술과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한 학습은 발명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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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기 위해서는 직무 발명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이 요구되며, 산학협력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향후 발명교육은

한다. 구체적인 연계 가능 대상 기관으로는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연수원 등의 공

학교 시스템 이후

공기관과 대한변리사회, 지역별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기관 등이 있다. 또한 대학 및 직업계고

학생의 진로 경로까지

의 특성에 맞게 벤처기업 등 특허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과의 연계 활동도 필요하다. 직무 발명

염두에 두고 정책이

에 효과적인 IP-마이스터 프로그램의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

다섯째, 발명교육의 확산을 위해 학문 분야 간, 교과 간, 접근 방법 간의 융·복합적인

만들어져야 한다.

시도가 더욱 필요하다. 융합수업을 위한 기반 마련 방안으로 학문 분야 간, 교과 간 팀티칭 운

학생들 스스로 생존과

영 기반 마련뿐만 아니라 통합형 실험·실습실 구축과 활용 지원이 필요하다. 특정 분야의 교

재생산을 위한 인생의

3. 나가며

수자가 타 분야 및 교과와 융합된 수업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도입되고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발명교육이 매우 활성화돼 있다. 특허 5극 체제(미국, 일

있는 고교학점제의 경우 이러한 측면에서 융·복합을 강조하고 있고, 학생의 다양한 학습 선택

방법을 만들어갈 수

본, 유럽, 중국, 한국)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성과는 수많은 발명가의

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동된 발명교육 정책을 만들 필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열정과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끊임없는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다. 발명교육은 지난 압축

요가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발명교육을 위해서는 과학, 수학 등 순수 학문과 전공 또는 전문

지원이 필요하다.

성장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가 발전의 모델을 창출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발

대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교과 등 응용 학문의 융합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공교과와 일반교양 교과 간의 수업을 통합하고

명교육이야말로 모방경제와 추격경제를 벗어나 First mover를 지향하고 있는 국가 경제 전략

창출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발명교육 전용 통합형 실습실을 구축해야 한다.

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해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발명교육에 대한
지원정책은 학교 시스템 내에서만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정책마저도 정식 교육과정

여섯째, 발명교육이 목표한 교육목적에 학생들이 제대로 도달했는지, 과정이 적절하게

보다는 교과외 활동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향후 발명교육은 학교 정식 교육과정 내에서 이

운영됐는지를 평가해 발명교육 개선 또는 개인 발명 능력 향상 및 보충을 위한 필요정보를 획

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시스템 이후 학생의 진로 경로까지 염두에 두고 발명교육 정책

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명교육 성취평가제 도입

이 만들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초·중·고·대학생 대상 발명 관련 경진대회가 전국뿐만

과 더불어 발명 능력 평가 준거 및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중등단계 교육에서는 여러 과목

아니라 지방 단위 수준에서도 실시되고 있는데 다양한 발명 관련 대회 수상자의 취업·진학 지

에서 성취평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발명교육에서도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있어야 한다.

원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 발명 관련 대회 수상 학생이 자신의 발명 관련 특기를 효과적으
로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취업과 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발명

일곱째, 발명 관련 교육전문가 인력 풀 구성 및 제공 방안으로 발명 관련 교육전문가 양

관련 진로 제공 활성화를 위해 우수 직무 발명가의 성장 경로 연구 및 홍보, 발명 관련 공공·

성 체계 구축, 발명교사 인증제 확대와 인증교사 우대 방안 마련, 직무 발명가 및 지역 내 발명

민간기관 및 선도 기업에서의 진로 체험 활동 확대 방안 마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발명

가 등의 초빙 교원화 방안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 발명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

교육을 받은 학생이 우수 직무 발명가로 성장한 사례와 롤 모델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제

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재 실시 중인 발명교사 인증제를 통해 현장 교원을 중심

시해 학생들 스스로가 생존과 재생산을 위한 인생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만들어갈 수

으로 발명교육 전문가를 인증해 해당 교과의 담당 교원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발명 실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무 경험을 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직무 발명가와 지역 내 발명가를 초빙 교원화해 동아리 활동

이병욱 교수

및 방과후 학교에 적용하거나 산학 겸임교사로 채용하면 교과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발명 관련 공공·민간기관과의 연계, 벤
처기업 등 특허 기반 기업과의 연계, IP-마이스터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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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째, 발명교육과 관련된 타 기관과의 연계와 확산을 위해 발명 관련 교외 활동 프로

• 충남대 기계재료공학교육과 교수
• 2013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수상
• 2017년 제54회 발명의 날 발명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위원
• 前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상임 전문위원
• 前 특허청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기획단장
• 前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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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발명교육
프로그램 목록
발명교육 프로그램 다운 가능 사이트
- 발명교육포털사이트(www.ip-edu.net) → 발명교육콘텐츠 → 교수학습자료
(✽ 일부 제한적 배포 등의 프로그램 제외)
종수
연번 연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분류

대상
교사 학생 기타

● 특허 내용(특허 명세서 작성 등) 수록
● 발명 사업화 등에 대한 실습
1

발명교육
프로그램

2005 주니어 발명 리더과정 ● 발명 프로젝트 활동 수록
● 초, 중, 고급의 3종 난이도 형식 개발

●	고급
●	중급

워크북

중학생

-

3

-

3

-

-

-

3

-

-

3

-

-

-

3

● 초급

● 수준별 도입한 다양한 발명 기법
●	실생활에 관련이 있는 내용을 레고 등을 이용하여
체험활동 할 수 있게 만듦
2

2005

창의적 발명 길라잡이_
창의력 개발 심화과정

●	브레인스토밍 등 창의력 기법이 단원에 따라

● 초급_초등학생

사용되기도 함, 트리즈 기본개념 6개와 창의적

● 중급_중학생

과제 4개 모듈 수록

● 고급_고등학생

지도서

초·중·
고등학생

●	트리즈의 기본개념, 심화개념과 창의적 과제,
트리즈를 이용한 문제해결 등 수록

특허청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발명교실 등에 활용할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작했다. 과거 단순 공작 위주에서 벗어나 과학·공학·예술 등을 융합해 사고하는

●	각 주제별로 개별 또는 조별활동으로 구성
●	브레인스토밍/PMI(Plus-Minus-Interesting), 스캠퍼

학문 간 융합교육 프로그램인 STEAM 교육방식을 적용했고, 2019년까지 총 49개 프로그램을

3

2006 발명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했다. 지금까지 특허청이 개발한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자료 설명과 구성, 분류와

등 작성하기 수록
●	스케치도, 등각 투상도 등 구상도 그리기 수록

● 초급_초등학생
● 중급_중학생
● 고급_고등학생

워크북 &

초·중·

지도서

고등학생

●	특허 검색과 명세서 작성 실습 수록

대상 등을 수록한다.

●	초등학교 실과: 직접 간단하게 실습을 할 수 있게
구성,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스케치 등을 연습할
수 있게 구성 등
●	중학교 기술가정: 발명과 특허에 대한
4

2006

발명 교과서

간략한 설명과 직접 찾아보기로 구성, 창의적

● 초등학교 실과

문제해결(브레인스토밍 등)/아이디어 스케치/

● 중학교 기술가정

보고서 작성하기 등으로 구성 등

● 고등학교 공학기술

워크북

초·중·
고등학생

●	고등학교 공학기술: 설계과정의 이해, 발명의
원리(TRIZ),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설명과 각
주제별 문제에 대한 발표 포함,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명교육 백년대계

204

설계하고 모형을 제작 등
●	발명에 대한 이해,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발명과
5

2006

발명교육 내용 표준

지식재산권 등 6개 단락으로 구성
●	발명소양 기준에 맞춘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 방법
제시

● 초등학교용
● 중학교용
● 고등학교용

보고서

초·중·
고등학생

205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분류

대상
교사 학생 기타

발명교육 백서

종수
연번 연도

종수
연번 연도

자료명

2007 주니어 발명 마스터과정

실시
●	프리핸드 스케치, 작품 만들기 등을 실습

구성, 브레인스토밍/마인드 맵/여섯 색깔 발상법 등
●	초급
●	중급

워크북

초·중학생

-

2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설명 수록

-

●	기능: 공구와 기구 사용법/안전교육 등
발명을 위한 기술 교육이 목적, 기구를 이용한
공작실습(빨대, 나무젓가락 등으로 계란 안전받이

실시

구조물 만들기 등) 내용 수록, 기계를 이용한

12

●	워크북을 보완하여 읽기 자료화하여 수업 때 참고

2008

발명교실 표준교육
프로그램

활용
2007 주니어 발명리더 핸드북

대상

및 배경 등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	문제해결 발표하기, 평가하기, 활동 정리하기 등을

7

분류

●	이론: 발명인으로서의 소양 함양과 발명의 역사

맞춘 프로그램
6

자료 구성

교사 학생 기타

●	초등학생, 중학생 1개 학반 전원의 2박 3일 과정에
●	서로 알기, 주제 알기, 팀 구성하기, 활동하기 등

자료 설명

공작실습(목재, 전동드릴 등으로 꽂이받침대

●	이론

만들기 등) 내용 수록

●	기능

●	활동: 프로젝트별 활동 교육이 목적, 창의적인
문제해결 활동(자료제시 유형 등) 내용 수록, 도면

●	개선된 워크북에서 빠진 2005년 워크북 내용 다수

워크북

포함(마인드맵 소프트웨어 활용법 등)

초·중·
고등학생

-

1

●	활동

지도서

발명교사

4

-

-

워크북

초·중학생

-

6

-

보고서

발명교사

-

-

2

인정교과서

고등학생

-

1

-

●	응용

그리기(등각투상법 등) 및 실습 내용 수록, 발명

-

정보 검색 및 특허출원 절차 및 방법 수록

●	각각의 마당은 발명 지식(비행기 발달사 등)과

●	응용: 발명교실 표준교육 프로그램의 ‘이론편’,

발명활동(스캠퍼 연습하기 등)으로 구성됨

‘기능편’, ‘활동편’에서 학습한 내용을 심화,
발전시켜 일상생활에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임, 발명행사 및 발명대회 활동 지도, 지역
특화과정(환경, 문화 등) 활동 지도, 발명을 활용한

●	나의 아이디어를
●	기존의 ‘주니어 발명리더’를 수정 보완
8

2007

주니어 발명리더

●	각 마당별 7개의 소주제를 5개의 소주제로 개선
(읽을거리 등 생략)
●	발명 프로젝트 활동을 1개로 축소

경영과 마케팅 지도 등을 수록

발명으로_초급_초등학생
●	발명부터
특허까지_중급_중학생

워크북

초·중·
고등학생

-

3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	나도

Mathematics) 방식 사용

발명전문가_고급_고등학생

●	각 주제에 대한 4개의 전문가 그룹을
창의적으로 발명문제
13

2008

(집안에서 찾은 발명)

●	발명과 역사, 발명과 사고기법, 발명과 특허출원,
9

2007

발명 특허 기초

해결하기

발명특허 프로젝트 등의 모듈 20개로 구성

인정교과서

●	발명, 특허 교육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기

고등학생

-

1

만들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브레인라이팅, 아이디어 검색, 프리핸드
스케치, PMI(Plus-Minus-Interesting)기법 등) 모델
만들고 아이디어 개선, 검토 및 평가, 발표하기

-

순으로 진행

●	가위_초등학생_초급
●	가방_초등학생_초급
●	의자_초중학생_초급
●	냉장고_초중학생_중급
●	쓰레기통_초중학생_중급
●	전화기_초중학생_중급

●	각 주제의 학생용 전문가 자료 권말 수록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개발

●	발명교실 운영을 위한 세밀한 안내 자료
●	초급: 각 소단원마다 딜레마 퍼즐 풀기와 기자재를
10

2008

●	1년간 추진해야 할 운영 계획 등과 발명 관련 각종

꼬마발명가를 위한

이용한 실습 존재, 소단원마다 마음의 긴장 풀기

●	초급

신나는 창의 세상,

활동 수록, 팀이 아닌 개별 활동이 주를 이룸

●	중급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	중급, 고급: 팀 위주 활동 수록, 브레인스토밍,

●	고급

대회 준비사항, 학생 평가 등 발명교실 운영 전반에
워크북

초등학생

-

3

-

14

2008

발명교실 운영 365일

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여 발명교실 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하는 내용

육색사고기법 등 창의적 기법 수록

●	지방형
●	도시형

●	발명교실 관련 각종 서식 수록 (발명영재학급
운영계획서 포함)

11

2008

발명세계로의 초대/탐험
2.0

등 스케치법 대신 프리핸드 스케치법만 사용,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적용 단원 신설, 인벤션 캠프 및
페스티벌 기획하기 추가

206

●	발명세계로의 초대
2.0_초등학교_ 초급_2008
●	발명세계로의 탐험
2.0_중학교_ 중급_2008

워크북 &
지도서

초·중학생

-

2

-

발명교육 백년대계

●	발명세계로의 초대/탐험 2008: 등각 투상도

●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개와 출원 절차,
특허명세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 기술
15

2008

특허명세서 일반

●	‘청구범위’에 대한 소개와 작성 원칙, 방법 등 기술
●	명세서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도록 해당 지식을
제시

207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분류

대상
교사 학생 기타

●	발명세계로의 초대/탐험 2009: 발명세계로의
여행 삭제 및 기존 모듈 내용 변경, 인벤션 캠프/
페스티벌 모듈을 각각 2개로 분리하여 수정 보완,
발명과 수학/발명과 경영 등 단원 추가, 창의력
16

2009

발명세계로의 초대/
탐험/몰입 2.0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명 프로젝트 단원 추가
●	발명세계로의 몰입 2.0 고등학교 초급 200:
다양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게 하고 발명
과정의 핵심인 창조적 문제해결의 사고력을
계발시키기 위한 교재, 학습 모듈(25개)과 프로젝트

발명교육 백서

종수
연번 연도

종수
연번 연도

자료명

●	유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17

2010

유아용 발명 워크북

●	5개의 종으로 이루어짐
●	각 교재 당 총 40개의 주제로 구성
●	주제별 3개 영역
●	영역별 2개 수준

분류

대상

●	기초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 도출→
아이디어 창출→ 제품 개발 과정을 포괄하는

●	발명세계로의 초대
2.0_초등학교_ 중급_2009
●	발명세계로의
탐험2.0_중학교_ 중급_2009
●	발명세계로의

21
워크북 &

초·중·

지도서

고등학생

-

3

2010

발명설계와의 만남 /
탐구 / 확장 3.0

-

창의적 공학설계 교육과정
●	스마트 폰이나 PC 카메라를 이용해서 QR코드를
찍어 동영상 보고 토론하기

● 발명설계와의 만남_초급
● 발명설계와의 탐구_중급
● 발명설계의 확장_고급

워크북 &

초·중·

지도서

고등학생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

-

3

-

고등학생

-

1

-

고등학생

-

1

-

-

-

3

-

3

-

-

1

-

●	세상에 알리기(UCC 동영상 등) 주제로 본인이 만든
제품 홍보하기

몰입2.0_고등학교_
초급_2009
●	‘발명 특허의 기초’ 과목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창조적인 디자인 과정을 학습활동 하도록 개발
22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자료 구성

교사 학생 기타

모듈(8개)로 구성, 교사용 매뉴얼 포함

●	미취학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사고능력 증진

자료 설명

2010

발명과 디자인

●	건강과 안전 & 생활 도구

●	우리 동네 & 동식물과 자연

15개로 구성
●	발명, 특허 교육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기

●	교통기관&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

●	발명 디자인의 개념, 발명 디자인 발상하기 등 모듈

주도적이고 활동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개발
워크북

유아

-

5

●	‘발명 특허의 기초’ 과목의 학습 경험을 토대로

●	유치원과 친구 & 나와 가족

창조적인 디자인 과정을 학습활동 하도록 개발

●	환경과 생활&계절
23

2010

발명과 문제해결

●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문제 확인하기 등 모듈
15개로 구성
●	발명, 특허교육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	KAIST와 POSTECH 양 교육원의 독자적인
차세대 지식재산기반
18

2010

영재기업인 공통

활동적인 학습활동을 하도록 개발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동으로 활용할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

프로그램 및 운영

●	기업가정신 및 기술창업에 대한 각 프로그램마다

가이드

개요, 세부 운영계획, 과제, 평가 목표 등을 표로

지도서

중·고·
대학생

1

-

-

●	발명영재교육 내용 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지도 가이드 제공
●	내용 표준 체계에 맞추어 기존의 자료를

정리한 운영 가이드 형식의 교재
24

2011

발명영재교육 지도
가이드

●	인문사회, 수리과학, 창의 발명 문제해결 과제에
19

2010

창의야 놀자

참조하면서 실제로 수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개발
●	19개의 내용 표준 각각에 대하여 초급, 중급, 고급

대해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어떤 지원이

워크북

필요한지에 대한 안내

초·중학생

-

1

● 고급
● 중급

지도서

● 초급

초·중·
고등학생

수준별로 개발(총 57개)

-

●	초급, 중급, 고급 외 부록 2개 책자

●	팀 프로젝트에 관한 3가지 주제로 구성
●	발명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고 관찰과
●	팀 프로젝트 중심의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25

●	인문사회 문제해결: 팀을 구성하여 제시된
인문사회적 문제(고령화 사회 등)를 창의적으로
해결
문제해결
20

2010 (인문사회 / 수리과학 /

수학적(피보나치 수를 찾아서 등) 과학적(태양열
조리기 등)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세팍타크로 공
만들기 등 공작 체험 수록
●	발명 문제해결: 팀 구성 및 팀 관리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수록, 창의력 올림피아드 문제해결
연습을 위한 6개의 주제(이쑤시개 구조물 등) 수록

208

창의와 발명

문제발견을 통한 발명문제를 해결하며, 발명과

● 초등학생용

지식재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위함

● 중학생용

●	초 ·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3종 구성
●	제1권 인문사회 문제해결

워크북

● 고등학생용

초·중·
고등학생

●	뛰어난 디자인

학생용 워크북
●	제2권 수리과학 문제해결
학생용 워크북
●	제3권 발명 문제해결 학생용
워크북

워크북

중학생

-

3

-

●	특허와 관련된 각종 정보 지식을 통하여 국제

발명교육 백년대계

발명)

●	수리과학 문제해결: 팀을 구성하여

2011

분쟁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26

2011

고등학교 특허정보
조사분석

기본 소양을 갖추는 데 중점
●	특허 검색방법, 주요국의 특허정보 현황 및 이용

인정교과서

고등학생

방법 등 사례 수록
●	먼저 관련 지식을 습득한 후 실습에 임하도록 구성

209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분류

대상
교사 학생 기타

●	P.E.T병은 나의 Pet_ 교사용

발명교육 백서

종수
연번 연도

종수
연번 연도

자료명

2013

체험 중심
발명교육 프로그램

●	발명 UP 오감 UP
●	발명아이디어스케치
●	THINK POWER PROJECT
●	골드버그 STEAM-T
●	교사용·학생용 각각 제공

33

●	STEAMINVENTIONSTORY_

2015

학생용
●	발명UP 오감UP_ 학생용

워크북 &

초·중·

●	발명 아이디어 스케치_

지도서

고등학생

6

5

발명왕 뽀로로

-

-

발명교사

2

-

발명교사

4

-

보고서

연구자

4

-

1

온라인

초·중·

콘텐츠

고등학생

-

2

-

초등학생

-

1

-

초등학생

-

1

-

교육모형

지식재산 계약, 지식재산 유지, 지식재산 경영 수행,

학생용

●	3가지 모듈로 구성

국가직무능력
34

2015

●	발명을 생활에 접목하여 문제해결

●	국문 워크북 2
●	국문 워크북 3

●	국문용과 영문용으로 나누어 제작

●	국문 지도서

●	각 교재마다 키트 제공, 스티커를 활용한 활동 중심 ●	영문 워크북 1

표준(NCS) 학습
모듈: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 조사분석

지도서

●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하여 친숙함

●	스토리가 있는 진행

4

●	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 발굴, 지식재산 권리화,

초·중·
고등학생

-

-

지도서

초등학생

서비스 수행, 재산 해외 법무 수행
●	지식재산정보 조사 분석: 지식재산 요구 분석,
지식재산 환경 분석, 지식재산 정보 검색, 지식재산

● http://www.ncs.go.kr >
‘지식재산’ 검색

워크북 &
지도서

-

유효자료 선별, 지식재산 자료 정리, 지식재산 정량
지원, 지식재산 확보 전략 수립 지원

35

워크북 &

지식재산 권리 행사, 지식재산 분쟁 방어, 지식재산

분석, 지식재산 정성 분석, 지식재산 개발 방향 수립
1

●	국문 워크북 1

2014

중학생

지도서

교사용
●	발명 아이디어 스케치_

●	키트 첨부

29

워크북 &

중점 창의발명 교육모형
●	C형(Club Activity): 동아리활동 중점 창의발명

교육모형

-

●	골드버그 STEAM-T_ 학생용

증진 프로그램

●	B형(Business & Career Exploration): 진로 탐색

●	D형(Discipline Learning): 선택교과 중점 창의발명

●	골드버그 STEAM-T_ 교사용

발명영재의 대인관계

ABCD
(교사용, 4종)

교사용

2013

창의발명 프로그램

●	발명UP 오감UP_ 교사용

●	THINKPOWERPROJECT_

28

대상

창의발명 교육모형
자유학기제 연계

교사용

27

분류

●	A형(Arts & Physical Education): 예술·체육 중점

●	STEAMINVENTIONSTORY_

●	STEAM INVENTION STORY

자료 구성

교사 학생 기타

●	P.E.T병은 나의 Pet_ 학생용

●	P.E.T 병은 나의 Pet

자료 설명

2

6

2015

과학교과 연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교사용 교재

●	총론, 중학교 1, 2, 3학년

●	http://iped.kr/a1508

워크북 &
지도서

-

●	교육 연구 4종

36

2015

發明敎育 論叢 2015

●	영문 워크북 2

●	발명교육 프로그램 4종
●	시범학교 보고서 3종

●	http://iped.kr/a1509

●	발명교육 프로그램 목록 & 유관 논문

●	영문 워크북 3
●	영문 지도서

트리즈(TRIZ) 기법을
30

2014

이용한 통통박사의
재미있는 발명이야기

(교사를 위한
31

2014

지식재산보호 교육

●	트리즈 기법의 40가지 발명원리 중 18가지
발명원리 도입

워크북 &

초·중·

●	학생용

지도서

고등학생

1

1

-

37

2016

버전) /
G-러닝 학습도구
발명탐정 진(홈 버전)

●	G-러닝(Game-based Learning)은 게임과 교육을
연계한 콘텐츠로 게임을 즐기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	G-러닝 학습도구 ‘발명탐정
창의성을 촉진, 발명에 대한 인식과 학습이
진행되도록 하는 교육 콘텐츠
●	PC게임을 통해 발명의 기본원리 ‘발명 십계명’과

진’(스쿨 버전)
●	G-러닝 학습도구 ‘발명탐정
진’(홈 버전)

발명품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도구

●	탐구편: 지식재산보호에 관한 이론적 내용과
워크북 &

교수·학습 자료

지도서

교사

1

-

[초등학생] 지식재산보호

38

교육공학적 접근 방식으로 구성

●	뛰어난 디자인을 갖춘 워크북

2015 (How to make GREAT ●	자세한 부연설명을 포함한 교사용 지도서
Ideas for INVENTIONS) ●	붙임에 포함된 12가지 공작키트
●	공작키트 제작과정을 DVD에 담아 제공

●	국문 교사용
●	국문 학생용

워크북 &

초·중·

●	영문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생

●	영문 학생용

2

2

-

발명교육 백년대계

과학+발명

'발명탐정 진' (스쿨

●	차시마다 하나의 발명원리 적용

●	국문, 영문으로 제작

210

●	교사용

길라잡이) 지식재산보호 ●	실천편: 지식재산보호에 대한 체험활동,
콘서트_ 탐구와 실천

32

G-러닝 학습도구

●	20여 편의 미디어 콘텐츠 제공

2016

테마 여행 / [초등학생]
지식재산보호 테마 여행_

●	[초등학생] 지식재산보호
●	지식재산 교육

학생용 워크북

39

2017

(초등 실과 연계) 디지털
텍스트북 창의와 발명

테마 여행
●	[초등학생] 지식재산보호

워크북 &
지도서

테마 여행_ 학생용 워크북

●	스토리 기반 진행으로 초등 실과 발명 단원을
재미있게 심화 학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디지털 텍스트북

온라인
콘텐츠

211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분류

대상
교사 학생 기타

[세계지식 재산권기구
40

2017

(WIPO) 공동] 중등용
디지털 교재 ‘발명과

●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발명교재인 ‘발명과
특허’를 활용하여 만든 콘텐츠

온라인

중·

콘텐츠

고등학생

발명교육 백서

종수
연번 연도

종수
연번 연도

자료명

자료 설명

자료 구성

1

●	지식재산 일반 교사 역량 모델 기반 교원양성

47

특허’

2019

지식재산 일반 교원양성
표준교재 개발 연구

사례,

●	발명-특허명세서 작성-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수행
중심의 필요지식과 수행내용 제시

●	제한적 배포

●	수행목표별 미니 프로젝트 및 모범답안

2017

(초등) 과학발명왕 교사용
지도서 (5~6학년용 4종)

●	초등학생 대상 ‘과학발명왕’의 교사용 지도서

워크북 &

●	5학년 1학기,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6학년

지도서

2학기 총 4권으로 개발

워크시트
포함

고등학생

1

중학생

3

2

1

1

표준교재

●	특허명세서 프로젝트 평가 루브릭
41

대상
교사 학생 기타

표준교재
-

분류

●	심화용 특허명세서 작성 프로젝트
발명교사

4

-

●	센터 학생들의 학습 차이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제시(기본-심화·응용)

42

2017

과학 속 발명하기
(학생용)

●	고등학생용 공통과학 및 과학탐구실험 교과와

워크북 &

연계된 발명교육 프로그램

지도서

고등학생

-

1

●	학습자 중심의 발명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실전편

48

2019

발명교육센터 공통
프로그램 <중등 발명>

제시
●	발명 프로젝트 단계별 제시(7단계)
●	5개 역량 영역(지식재산, 공학적 설계, 연구학습,

●	프로그램: 모듈 1(자기의 이해), 모듈 2(발명

●	학생용 기본, 심화·응용,
실전 3종 및 교사용 지도서
기본, 심화·응용 2종

워크북 &
지도서

정보통신기술, 리더십)을 포함, 정보통신 기술,

직업세계의 이해), 모듈 3(발명 진로디자인), 모듈

리더십)을 포함하도록 개발

4(발명 진로발달), 통합차시(인생 게임)
●	교사 매뉴얼(지도서): 발명 진로 프로그램의 주제,
●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표, 주요 활동, 준비물, 운영 방법, 활동 내용 등

43

2017

초중등학생을 위한 발명
진로 프로그램

제시
●	학생 워크북(활동지): 각 차시별 프로그램에 따른

프로그램

지도서 &

포함한 여는 활동, 주요 활동, 마무리 활동으로 구분
●	제한적 배포

워크북 &
사례집 &

초·중·
고학생

2

2

49

-

●	교재는 총론(8단계 일반적 문제해결 프로세스

문제해결 아이디어 찾기

설명) 및 각론(구체적 6개 사례에 문제해결

●	학생용, 교사용 총 2종
●	교재, PPT, 동영상

워크북 &

초·중·고

지도서

발명영재

프로세스 적용)으로 구성

수업용 자료

학생 학습을 위한 수업 보조자료

2019

키프리스 바다에서

●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키프리스 검색법 탑재

●	발명 성공가 및 학생 사례집: 프로그램 운영 시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보조자료d
●	3인의 발명성공가, 8인의 학생 사례
●	수업용 자료(온라인 파일): 각 차시별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수업 보조자료

44

2017

미래의 발명CEO 탐색 ●	신기술(3D 프린팅, IoT 기술) 습득 및 활용을 통한
(III)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학생 활동

●	제한적 배포

교재 &

초·중

수업 자료

·고

2

2

초등학생

3

3

고등학생

1

●	학생들의 학습 차이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 기본45

2018

발명교육센터 공통

심화-응용 단계를 제시

프로그램 <초등 발명> ●	5개 역량 영역(지식재산, 공학적 설계, 연구학습,

●	학생용 기본, 심화, 응용 3종
및 교사용 지도서 3종

워크북 &
지도서

정보통신기술, 리더십)을 포함하도록 개발

●	지식재산 일반 운영결과 성과 자료

46

2018

지식재산 일반 교과

자료

교수학습 활동 사례집(1) ●	지식재산 일반 교수·학습 활동 및 평가 자료
●	지식재산 프로젝트 학습활동 자료
●	기타 유용한 교수학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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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적 배포

교수·학습
활동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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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일반 교과 성취기준 및 학습목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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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1.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9. 15.] [법률 제14590호, 2017. 3. 14.,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및 창
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발명교육법 및
시행령 전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교육”이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개발하고 발명에 대한 의욕을 증진
시키며 발명을 생활화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발명교육법’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국가

		 3.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4.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반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명교육법’ 시행령은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운영,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발명교육개발원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정요건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발명교육법 및 시행령 전문을 살펴본다.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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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② 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명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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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명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개발 및 보급
		 5.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발명교육 백서

		 3. 발명교육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

		 6.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학생들에게 발명교육
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③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한다)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교육여건 및 제반 환경을 고려하여 연도별 발명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전시회·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

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니하다.

②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⑤	특허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5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각급학교의 학생,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 교육취약계층 아

특허청장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

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
		 2.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제6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발명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운영

①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발명교

		 4. 그 밖에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발명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
제9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위하여 연수와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원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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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등의 발명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초·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교육기관 등에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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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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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관리, 지도교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운영 등)

제14조(국제 교류 및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발명교육의 개선과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발명교육에 관한 정보의 교류

①	특허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발명교육을 효율적으로 연구·

		 2. 발명교육에 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개발 및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시설·장비 등 수행

		 3. 발명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의 공동 개발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그 밖에 발명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명교육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1. 발명교육의 교육과정·내용과 교육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발명교육에 관한 이론·정책에 대한 연구 및 조사·분석

①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3. 발명교육 담당교원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그 밖에 발명교육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특허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

③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에 위탁할 수 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교육개
발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해당 발명교육개발원의 장에게 의견진
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4590호, 2017. 3. 14.>

제12조(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업재산

제2조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발명진흥법」 제9조에 따라 설

권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학과 및 강좌의 설치 및 운

치된 발명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

		 • 제7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에게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 제27조제2항 중 “각급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
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13조(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 및 보호
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교재 개발·보급
		 3. 기업별 맞춤형 산업재산권 교육을 위한 컨설팅 및 강사 파견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218

발명교육 백년대계

		 1.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재산권 교육과정 개발·운영

219

발명교육 백서

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
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

[시행 2017. 9. 15.] [대통령령 제28292호, 2017. 9. 15., 제정]

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특허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3조(발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특허청장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

제2조(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에는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초·중·고등학교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기획재정부장관

		 2. 발명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시책

		 2. 교육부장관

		 3. 발명교육 전문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발명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대학 및 대학원의 발명교육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6.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6. 고용노동부장관

		 7. 그 밖에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7. 여성가족부장관

② 특허청장 및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청과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4조(발명교육협의회의 설치)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발명교육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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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발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①	특허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
여 특허청장 소속으로 발명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 성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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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특허청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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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도교사 확보 계획
		 6.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현황 및 확보계획
		 7.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설치·운영 예정일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9.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발명교육센터의 운영 지원 등)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센터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발명교육센터의 설치·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

		 2.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

		 3. 발명교육용 교재 및 프로그램의 지원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

		 2. 특허청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특허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발명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발명교육센터의 지도교사)

⑤	협의회에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①	발명교육센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지도교사를 두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발명교육센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교육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교육부장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발명교육센터 교육실적 자료의 작성·관리 등)

특허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발명교육을 반영하

①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발명교육센터

제7조(발명교육센터의 설치)

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센터(이하 “발명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교육실적 자료를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 학년 말일까

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특허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지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목적
		 3. 위치
		 4.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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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칭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실적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
록부에 적어야 한다.

제11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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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일 것
		 2.	발명교육 업무를 수행할 인력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전

발명교육 백서

두 갖추어야 한다.

담조직에는 발명교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
진흥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발명교육 활성화 사업의 수행

		 4. 3년 이상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발명교육 지원
		 4. 법 제9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연수·재교육 및 연구 등의 지원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발

		 5.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운영 지원

명교육개발원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 전문인력 양성 지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법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교육 지원

		 1. 발명교육개발원의 운영계획

		 8. 법 제14조에 따른 국제 교류 및 협력

		 2. 발명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시설·장비 보유 현황
		 4. 최근 3년간의 발명교육 연구·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실적

✽부칙 <대통령령 제28292호, 2017. 9. 15.>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2017년 12월 31

⑤	특허청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교육

일까지 수립한다.

개발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2018년 3월 1일

⑥	제5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교육개발원이 지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

까지 수립한다.

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다.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12조(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취소)
①	특허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개발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
다.

을 지정이 취소된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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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발명교육
연표

희망의 태동(~1987년)- 발명교육의 자생적 탄생

발명교육
연표

1924. 10.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발명장려 단체 ‘발명학회’ 설립

1928. 12.

고려발명협회 창립

1947. 10.

조선발명장려회 창설

1956. 09.

한국발명협회 출범

1957. 05.

제1회 발명의 날 기념식

1973. 10.

한국특허협회 설립

1976. 12.

특허청 개청(상공부 특허국 → 특허청으로 승격)

1978. 12.

제1회 발명장려대회 개최

발명교육의 역사를 되짚으며, 1976년 특허청 개청과 함께 1987년 ‘학교발명반 설치 운영요령’
발표에 따라 시행된 본격적인 발명교육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 사업을 살펴본다. 이후 2011년

위대한 도전(1987~2001년)- 발명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발명교육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과 이슈를 선별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학교교육으로 거듭난 발명교육의 주요 역사를 살펴본다.
여기서는 발명교육의 역사를 5개 시기로 구분해 수록한다.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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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04.

‘학교발명반 설치 운영요령’ 발표 - 전국 초·중·고 발명반 설치

1987. 07.

국제특허연수원(現.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설립

1987. 09.

전국 학생발명 순회교육 시작

1988. 08.

현직 교사에 대한 발명교육 직무연수 실시(온라인 연수 2006년부터)

1988. 11.

제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개최

1989. 09.

학교발명반용 교재 <발명생활> 발간 - 발명의 10계명 소개

1994. 09.

발명진흥법 제정·공포

1994. 12.

한국발명진흥회 출범

1995. 07.

국내 1호 발명교육센터 설치(서울 인헌중학교)

1995. 05.

특허청, ‘발명의 달’로 지정

1996.

제1회 전국 교원 발명교육 연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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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생발명 상상화·캐릭터·디자인 그리기 대회 개최

1999. 05.

발명진흥법에 따라 ‘발명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5월 19일)

1999. 07.

제1회 전국 교원발명품 경진대회 개최

2001. 07.

한·중·일 발명학생 간담회 개최

발명교육 백서

1996.

열정의 모색(2002~2014년)- 발명교육의 확산과 강화

2015. 12.

한국발명진흥회, 교육부로부터 종합교육연수원 인가

2017. 09.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02.

특허청, 지역아동센터와 발명교육 업무협약 체결

2018. 03.

2015 개정교육과정 ‘지식재산일반’ 독립 과목 신설

2018. 07.

제1차 발명교육기본계획(‘18~’22) 수립·시행

2002. 0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2018. 12.

발명체험교육관 1호(경상북도 교육청 선정, 경주시 황남초등학교) 선정

2002. 05.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 사이트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 공식 오픈

2019. 05.

2019 찾아가는 발명체험 한마당 개최(경기 파주 DMZ)

2003. 07.

제1회 국제청소년 발명전 개최

2019. 08.

지식재산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육성사업 10주년 기념식 개최

2003. 12.

제1회 발명장학생 선발대회 장학증서 수여(총 482명)

2019. 09.

2019 발명·특허 특성화고 연합교류전 개최

2005. 10.

청소년 발명기자단 창단

2005. 12.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내 발명교육센터 개관

2006. 12.

특허청, <우리 지역을 빛낸 발명위인! 발명품!> 발간

2007. 06.

제1기 발명·특허 특성화고 선정(4개교)

2009. 01.

국가지식재산교육 포털(www.ipacademy.net) 오픈

2009. 09.

청소년 발명가 프로그램(Young Inventors Program) 도입

2009. 09.

차세대영재기업인교육원 설립(KAIST, POSTECH 선정)

2011. 07.

청소년 발명기자단 <청소년 발명신문> 창간

2011. 07.

지식재산기본법에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반영

2011. 08.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개최

2011. 11.

제1회 대한민국 발명교육 대상 시상

2012. 07.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최

2012. 11.

교육부와 특허청 업무 협약, ‘IP Meister Program’ 사업 추진

2012. 12.

한국발명진흥회 내 ‘발명영재교육연구원’ 설립

2013. 12.

발명교사교육센터 지정 운영(4개 대학)

2014. 01.

제1회 발명교사 인증제 시행(56명 1급 발명교사 인증)

상생의 미래(2020년~)- 새로운 100년을 향한 여정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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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의 가속화(2015~2019년)- 발명! 학교교육으로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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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작

1988년 / 1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주요 수상작

학생

발명 愛
빛나는 계보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금상

성건용

광운중학교

-

베르누이정리를 이용한 가스배출기

금상

우선재

증평공업고등학교

-

다용도 직각자

금상

김낙현 외 2명 서울산업대학교

-

온도·습도·컴퓨터컨트롤 시스템

1989년 / 2회

특허청은 발명꿈나무를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1988년 11월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상

이준철

세광중학교

-

대류현상을 이용한 촉진장치

준대상

민서경

쌍봉초등학교

-

국기게양봉

1990년 / 3회

제1회 전국 학생발명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후 1990년부터 학생부문을 분리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란 독자적인 전시회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최근 10여년 동안

표창

이름

학교

대상

김형수 외 3명 서울산업대학교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 출품된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명품 중 주요 수상작을 살펴본다.

대상

류보선

그리고 세상과 발명을 사랑했던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도 함께 담았다.

준대상
준대상

지도교사

-

사하국민학교

김금숙

김현웅

금남중학교

최영산

박장익

서울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김근성

작품명

자동명판제조기
껌빼는 비누
물뿌리기(물조루)
가변스프링완력기

1991년 / 4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박정환

효동초등학교

김재일

자동압침박이

국무총리상 김선봉 외 3명 삼천포 중앙여자중학교 하종성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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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전해 합성실험기

1992년 / 5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노정아

청송여자중학교

이진우

가정용 회전톱

기린초등학교

정세덕

깔끔한 지철기

국무총리상 김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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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오재면

상경초등학교

정규성

잔디깎는 기계

국무총리상 박주선 외 2명 서울산업대학교
국무총리상 우동원

소이초등학교

조성인

발명교육 백서

1993년 / 6회

1999년 / 12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

작품명

금상

손영삼

밀양대학교

음성서비스 전화기

금상

변성환

한일고등학교

구기문

안전 콘센트
엉키지 않는 이어폰

비료주는 기계

금상

김동현

충남과학고등학교

강진구

새로운 검전기

금상

임수환

이리남중학교

임길영

혼자 일어나는 침대

지도교사

1994년 / 7회
표창

이름

대통령상

김양호 외 2명 인하대학교

국무총리상 손유리

학교

청주 혜화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신우섭

흡·배기 밸브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이상우

버스의 엘리베이터 장치

2000년 / 13회

1995년 / 8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선오

동의공업전문대학

최용범

안정기 없이 점등 가능한 형광등

학장초등학교

노재합

우표 자판기가 부착된 우체통

국무총리상 오민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이관우

동래초등학교

김봉경

여닫이 문 고정장치

산남중학교

오만석

태양광 추적장치

국무총리상 용덕중

이름

학교

대통령상

김효종

구미금오공업고등학교 김용학

경사진 언덕길, 웅덩이 및 턱 등을 쉽게 지나갈 수 있는 휠체어

국무총리상 박종성

우수영초등학교

김용호

태양의 고도측정 및 계절의 관계 실험기구세트

특별상

여수여도중학교

임왕빈

간편하고 사용이 편한 창문 잠금장치

김민한

작품명

2001년 / 14회

1996년 / 9회
표창

표창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강성지

민족사관고등학교

나종욱

반사경을 이용해 투사범위를 효율적으로 분배한 가로등

국무총리상 정종훈

용전초등학교

이선재

사용이 편리한 자

특별상

이은영

가정여자중학교

김영곤

길이 조정 지하철 손잡이

특별상

황대웅

영일초등학교

김학태

화이트 보드 지우개

2002년 / 15회
1997년 / 10회
표창

대통령상

이름

박광묵

국무총리상 김영미

학교

지도교사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신찬양

인천과학고등학교

황경주

소음, 악취없는 아파트 발코니 하수관

작품명

국무총리상 박수진

검산초등학교

최병운

편리한 꺾은선 그래프 학습기

박재석

천호중학교

정영진

장애자용 시각변경장치

박경란

주례초등학교

김옥경

눈감고도 끼울 수 있는 손쉬운 지퍼

임학중학교

강헌석

문지방이 필요없는 문

특별상

술산초등학교

강헌석

비닐하우스 눈 제거기

특별상

1998년 / 11회

2003년 / 16회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준영

양당초등학교

박익순

열려라 이층창문

국무총리상 최담담

보성중학교

이화춘

편리한 자전거 자물쇠

국무총리상 최보아

삼기중학교

황명화

장애자용 도움이 의자

특별상

정성균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정대언

갈아끼우기 쉬운 형광등꽂이

특별상

이성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송영철

기포 자동제거장치 및 비교실험장치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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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동훈

신기초등학교

박인영

물을 받아 쓰는 절수기

국무총리상 박현우

대신고등학교

오기영

2Chair change bicycle

특별상

반민섭 외 1명 성균관대학교

석창성

Helical Track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수도꼭지

특별상

이정현

박영아

벗어라 헤어드라이기 빗

한수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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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발명교육 백서

2004년 / 17회

2009년 / 22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이득기

국무총리상 박태영

양성초등학교

이경원

안 빠지고 잘 빠지는 하수구홀

경기 낙생고등학교

서재흥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절약 수도꼭지

특별상

이효준

서일고등학교

김정현

간편하게 커튼 대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커튼 고리

국무총리상 선초롱

대전과학고등학교

이화종

부풀어 오르는 휴대용 구명튜브

특별상

강동완

삼천중학교

전용호

자전거 잠금 장치

특별상

이강신

서울 보성고등학교

정호근

sliding book stand (독서대)

특별상

서명빈

경기 하일초등학교

김정애

부채처럼 접히는 파레트

2005년 / 18회
표창

2010년 / 23회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이미영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이찬희

기계식 브레이크 회전문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국무총리상 기민호

임곡초등학교

이길호

표고버섯밭의 달팽이 채집기

대통령상

노수완

탄방중학교

조성윤

빗면 주차 미끄럼! 이제 걱정없는 요술턱

특별상

이문수

낙생고등학교

서재흥

안전하고 실용적인 다기능 경첩

국무총리상 김유진

화남초등학교

이병주

똑똑한 책꽂이

특별상

최원준

한수중학교

이숙자

워드도우미(프린트 꽂이)

대통령상

특별상

이동원

단국대학교부속고등학교 나관주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클린(Clean) 소변기

특별상

조현석

서일고등학교

김정현

창문 연결 장치

2006년 / 19회
표창

이름

대통령상

박형근

국무총리상 김경욱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주엽고등학교

김정희

S.O.W.R (Safe! One-way road)-안전을 위한 일방통행

칠금중학교

김종민

편광 수족관 칸막이

2011년 / 24회

2007년 / 20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이찬협

매탄고등학교

김희수

엘리베이터 안전 시스템

국무총리상 황해호

내성초등학교

정경순

TWO 접점 안전 서랍

특별상

둔원고등학교

김기향

모래청소기

권예슬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선욱

관교중학교

장경현

절약형 신호등

국무총리상 조정제

광양제철초등학교

이승우

편리한 다기능 뜀틀

특별상

낙생고등학교

김홍식

무게중심을 이용한 실리콘 안전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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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은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강혜지

구성중학교

정지숙

깔끔 스테플러

국무총리상 노종원

문정중학교

김명숙

스틱형 압정제거기

특별상

송재현

보성고등학교

정호근

내용물 처리통이 구비된 종이컵 수거기

특별상

강택현

창우초등학교

임수지

Food Garbage Clear Bag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유진

상당초등학교

정경순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

국무총리상 김채란

운암고등학교

윤은희

원터치 아파트 현관문 고정 장치

특별상

문경진

인천과학고등학교

조대기

걸레를 교체하기 쉬운 분리형 대걸레

특별상

김준석

충남중학교

문영호

자동 절수 소변기

발명교육 백년대계

이름

이름

대통령상

2012년 / 25회

2008년 / 21회
표창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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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정호근

가변저항식 키보드

국무총리상 임연재

보성고등학교

특별상

이예림

선일여자고등학교

-

전원연결장치

특별상

김상윤

인천청량초등학교

-

다기능 연필심 보호대

발명교육 백서

2013년 / 26회

2018년 / 31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대통령상

김영서

창원과학고등학교

박제현

일주기성 리듬을 고려한 곤충 배양기

국무총리상 이정연

신제주초등학교

문채호

돌려가면서 분리도 할 수 있는 아파트 물통 팔레트

국무총리상 김도현

오송중학교

-

한 손으로 톡톡 절취되는 화장지 케이스

특별상

옥성원

경남과학고등학교

김윤동

판타스틱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보조장치

특별상

박세은

경남과학고등학교

고성민

모든 스테이플러 심을 부착 가능한 스테이플러

2014년 / 27회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조대기

불순물을 쉽게 제거하는 탈부착형 배수구 팝업

2019년 / 32회

국무총리상 장주연

인천과학고등학교

국무총리상 박나영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윤희용

너비 조절이 가능한 노인용 보행보조기

특별상

김연수

안남중학교

화장실 슬리퍼 회전 정리판

표창

이름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특별상

우성욱

대구과학고등학교

바른 자세 벨트

대통령상

오소연

한영진
-

2015년 / 28회
표창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국무총리상 한태솔

이름

도농초등학교

한상엽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식 국기꽂이

국무총리상 허예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신현국

충격흡수 쇠톱

특별상

김민선

창원과학고등학교

한성철

수납이 편리한 북엔드

특별상

정소현

신풍초등학교

정소현

순서대로 파일철

영선중학교

김철강

계단 타는 워커(walker)

국무총리상 강승원

진교초등학교

박미희

딥(Deep) 다슬기 잡이 도구(깊은 물 다슬기 잡이)

국무총리상 이수현

동탄국제고등학교

한상엽

투표 헬퍼

특별상

최우진

경북과학고등학교

최규석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화재감지기

특별상

채민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조항설

로프 캐리어

2016년 / 29회
표창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국무총리상 강미승

이름

경남과학고등학교

서동래

온수를 품은 한약봉지

국무총리상 이준서

순천 왕운중학교

이창호

지레원리를 학습하는 실험장치

특별상

한정훈

한영외국어고등학교

특별상

박상민

사창초등학교

홍영진

장애인을 위한 현관 잠금장치

학교

지도교사

작품명

-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첼로튜너

2017년 / 30회
이름

국무총리상 박성훈

명신고등학교

김일환

한 손으로 돌려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반자동 손목시계

국무총리상 이서현

창원과학고등학교

조홍규

외부인 침입 확인을 위한 Moire 경첩

특별상

정효식

두루고등학교

오인환

자동 박음 기능 내장형 안전 압정 케이스

특별상

이규원

이천고등학교

서창득

김서림 방지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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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愛 발명

발명교육 백서

Chapter. 1

원터치 아파트 현관문 고정장치
제25회(2012년) 국무총리상
운암고등학교 3학년 김채란
지도교사 윤은희

보통 현관문 하단에 설치되는 기존의 도어스토퍼는 허리를

발명을 사랑하는 학생들의 반짝이는 시선이 향하는 곳. 그 곳에 ‘인간’이 있다. 사회적

굽혀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사람에게 불편하고,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 이웃과 친구에 이르기까지 세상 구석구석 다양한 사람들을

고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불편함을 눈여겨본 김채란 학생은

향해 마음으로 담아낸 발명은 따뜻하고 사려 깊은 휴먼 스케일을 구현한다.

현관문 상단에 설치할 수 있는 도어스토퍼를 고안해 보통 사람의
키높이에서 편리하게 현관문을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풀어오르는 휴대용 구명튜브

너비 조절이 가능한 노인용 보행보조기

제22회(2009년) 국무총리상

제27회(2014년) 국무총리상

대전과학고등학교 2학년 선초롱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2학년 박나영

지도교사 이화종

지도교사 윤희용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매주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박나영 학생은 어르신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한 선초롱 학생은 휴대가 간편하고, 원하는

보행보조기를 이용해 좁은 통로를 지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위치에 손쉽게 던져 인명을 구할 수 있는 ‘부풀어오르는 휴대용

걸 알게 됐다. 어르신들이 보다 편하게 움직일 수 있었으면

구명튜브’를 생각해냈다. 화학을 활용해 구명튜브의 편의성을

좋겠다고 생각한 박나영 학생은 유연하게 너비를 조정할 수

획기적으로 높였다.

있는 보행보조기를 개발했다.

깔끔 스테플러

바른 자세 벨트

제24회(2011년) 대통령상

제27회(2014년) 특별상

경기 구성중학교 3학년 강혜지

대구과학고등학교 2학년 우성욱

지도교사 정지숙

잘못된 자세는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부르지만 의자에 앉아

강혜지 학생은 종이를 제본한 스테플러의 날카로운 침에

더욱 위험할 거라 생각한 강혜지 학생은 ‘깔끔 스테플러’를
개발했다. ‘깔끔 스테플러’는 스테플러의 날카로운 침을 한 번
더 구부려 보다 안전하게 제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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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시간을 보내는 많은 현대인들은 바른 자세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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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을 찔려 다치곤 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습관을 갖기 어렵다. 우성욱 학생이 만든 바른 자세 벨트는
뼈와 근육의 모양과 긴장도를 수시로 체크해 사용자에게
알려줘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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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2015년) 국무총리상
김해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허예린

발명교육 백서

충격흡수 쇠톱

장애인을 위한 현관 잠금장치
제29회(2016년) 특별상
사창초등학교 4학년 박상민

지도교사 신현국

지도교사 홍영진

쇠톱은 사용 시 매우 큰 힘과 마찰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날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선 박상민 학생은

부러지기 쉽고 위험하다. 기술·가정 수업을 통해 쇠톱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지금의

원리를 배운 허예린 학생은 쇠톱이 부러지지 않게 할 방법을

도어락은 양손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하다가 쇠톱을 양쪽에서 단단하게 잡아주는 보조기구를

알게 됐다. 그래서 발명한 새로운 현관문은 빔과 센서를 바닥에

장착하게 되었다. 보조기구를 통해 쇠톱이 부러질 위험과 자원

투사해 발로 비밀번호를 누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낭비를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온수를 품은 한약봉지

외부인 침입 확인을 위한 Moire 경첩

제29회(2016년) 국무총리상

제30회(2017년) 국무총리상

경남과학고등학교 2학년 강미승

창원과학고등학교 3학년 이서현

지도교사 서동래

지도교사 조홍규

집에서 한약을 복용할 때는 비닐팩을 뜨거운 물에 중탕해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강도가 숨어 있다가 귀가하는 여성을

따뜻하게 마시는 것이 보통이지만 외부에서 한약을 따뜻하게

해코지하려 했다는 기사를 읽게 된 이서현 학생은 외부인이

데우기는 쉽지 않다. 바깥에서 비닐팩에 담긴 차가운 한약을

집에 침입했는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새로운 한약봉지는 봉투 가운데

이렇게 발명된 경첩은 설치가 간단하고, 현관뿐 아니라 서랍,

따뜻한 물을 담아 누구나 간편하게 한약을 데울 수 있도록

찬장, 노트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만들었다.

아두이노 보드를 활용한 첼로튜너

김서림 방지 마스크

제29회(2016년) 특별상

제30회(2017년) 특별상

한영외국어고등학교 3학년 한정훈

이천고등학교 3학년 이규원
지도교사 서창득

한정훈 학생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센터에서 첼로를

안경이나 고글을 쓴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마스크 사이로

않고도 첼로를 배울 수 있도록 아두이노를 활용, 첼로를 스스로

빠져나온 날숨으로 인해 김이 서리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튜닝해 기초 첼로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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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봉사활동을 했다. 그는 아이들이 비싼 레슨비를 내지

착용자의 시야를 방해해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이규원 학생은 들숨에는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날숨에는
공기를 통과시키는 밸브를 장착한 마스크를 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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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2019년) 국무총리상
동탄국제고등학교 1학년 이수현

발명교육 백서

투표 헬퍼

Chapter. 2

생활 愛 발명

지도교사 한상엽

장애인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돕기 위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우리 일상에는 수많은 ‘불편’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투표보조인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수현 학생은 사용이

무심코 지나치곤 한다. ‘발상을 전환하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했던 빌 게이츠의 말을

불편한 용구,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투표보조인제도의

떠올려보자. 비록 작은 불편일지라도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는 예리한 시선과 태도가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레이에 투표용지를

발명의 진보를 이끌었다.

고정시키고 누르기만 하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간단하고 편리한
투표 헬퍼를 만들었다.

펠티어 소자를 이용한 화재감지기

걸레를 교체하기 쉬운 분리형 대걸레

제32회(2019년) 특별상

제25회(2012년) 특별상

경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최우진

인천과학고등학교 1학년 문경진

지도교사 최규석

지도교사 조대기

화재경보기의 오작동으로 모든 학생이 학교 밖으로 대피하는

기존의 대걸레는 얇은 고리에 걸레를 거는 형태로 되어 있어

소동을 겪었던 최우진 학생은 화재경보기의 오작동 원인이 낡은

엉키기 쉬웠다. 이렇게 걸레가 엉키는 이유는 얇은 고리와

배선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만든 펠티어 소자를

스프링으로 고정된 구조에 있다고 생각한 문경진 학생은 대와

이용한 화재감지기는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곳에 복잡한 전기

걸레의 연결 부위 면적을 넓히고 나사 하나로 간단하게 걸레를

배선 없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있으며 기존 경보기보다 가격 부담이 적다.

가변저항식 키보드
제26회(2013년) 국무총리상
보성고등학교 3학년 임연재
지도교사 정호근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된 QWERTY 키보드는 보통
발명교육 백년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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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8개의 자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2~3개의 자판을
조합해 별도의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임연재 학생은 키보드에
가변저항을 적용하면 누르는 세기에 따라 각각 다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가변저항식
키보드는 보다 넓은 활용폭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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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2013년) 특별상
선일여자고등학교 1학년 이예림

발명교육 백서

전원연결장치

순서대로 파일철
제28회(2015년) 특별상
신풍초등학교 6학년 정소현

바쁜 아침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 뒤 급하게 콘센트를

파일철에 서류를 차곡차곡 정리하면 새로운 서류가 위로

분리하던 이예림 학생은 플러그가 파손돼 큰일 날 뻔한 경험이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과거의 서류들을 먼저 볼 수 있도록

있다. 이후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전원연결장치는 플러그의

하려면 정리된 서류들을 모두 빼내 역순으로 다시 정리해야

외부 노출을 억제해 위험요소를 줄이고 탈착을 편리하게

하는 불편함이 있다. 정소현 학생의 ‘순서대로 파일철’은

만들어 절전을 유도했다.

이 같은 서류정리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간단하고 편리한
발명품이다.

한 손으로 돌려서 쉽게 착용할 수 있는
불순물을 쉽게 제거하는 탈부착형 배수구 팝업

반자동 손목시계

제27회(2014년) 국무총리상

제30회(2017년) 국무총리상

인천과학고등학교 3학년 장주연

명신고등학교 3학년 박성훈

지도교사 조대기

지도교사 김일환

배수구에 설치하는 자동 팝업은 사용은 편리하지만 부품이 배수구

평소 기계장치에 관심이 많던 박성훈 학생은 조금 더 간편하게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배수가 느려지고 이물질이 잘 쌓이는

손목시계를 착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문득

부작용이 있다. 장주연 학생은 ‘탈부착이 가능한 팝업’을 만들면 이

‘반자동으로 시계줄이 조여지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같은 불편함이 해소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고민에서 탄생한

박성훈 학생이 발명한 새로운 시계줄은 시계의 베젤(테두리)을

새로운 팝업은 보다 위생적이고 편리한 배수구 관리가 가능하다.

살짝 돌리면 자동으로 시계줄이 조여져 바쁜 아침 편리하게
손목시계를 착용할 수 있다.

안전하고 편리한 회전식 국기꽂이

자동 박음 기능 내장형 안전

제28회(2015년) 국무총리상

압정케이스

도농초등학교 5학년 한태솔
제30회(2017년) 학생발명전시회 특별상

지도교사 한상엽

두루고등학교 3학년 정효식

기존의 국기꽂이는 베란다 외부에 돌출되어 있어 국기를

간단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든 발명품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싶은 한태솔 학생의 마음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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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양하려면 몸을 베란다 밖으로 내밀어야 했다. 국기꽂이를

지도교사 오인환

보통 케이스에 담긴 압정은 대부분 침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꺼내기 어렵고 위험하다. 압정을 케이스에서 꺼내다 여러 번
압정에 찔린 경험이 있는 정효식 학생은 새로운 압정케이스를
발명했다. 이 압정케이스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 단순한 조작으로
압정을 꺼내 꽂는 과정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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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플러

발명교육 백서

모든 스테플러 심을 부착 가능한

Chapter. 3

가족 愛 발명

제31회(2018년) 특별상
경남과학고등학교 3학년 박세은

평범한 직장인 얼 딕슨은 덜렁대는 성격 탓에 늘 상처를 달고 살았던 아내를 직접

지도교사 고성민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스테플러는 침의 크기에 따라

치료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었다. 자신이 출근한 후 아내가 걱정됐던 그는 외과용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각 침 크기별로 별도의 스테플러가

테이프를 적당히 자르고 거즈를 접어 붙인 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다. 일회용

필요해 번거롭다. 가지고 있던 스테플러와 침의 규격이 달라
애를 먹었던 경험을 통해 박세은 학생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반창고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이렇듯 위대한 발명들은 가족을 통해 영감을

규격의 스테플러 침을 하나의 스테플러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받아 탄생하곤 한다.

빗면 주차 미끄럼! 이제 걱정 없는
로프 캐리어

요술턱

제32회(2019년) 특별상

제23회(2010년) 대통령상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1학년 채민규

대전 탄방중학교 2학년 노수완

지도교사 조항설

지도교사 조성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채민규 학생은 집과 학교를 오갈 때

집 근처 경사로에서 주차를 하다 차가 미끄러져 접촉사고를

캐리어를 이용하지만, 캐리어 공간은 항상 부족했다. 어쩔 수

냈던 아버지. 이를 지켜본 노수완 학생은 안타까운 마음을

없이 짐을 캐리어 위에 얹고 운반하다 떨어뜨려 망가뜨리는 일도

담아 운전자가 경사로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쉽게 주차할 수

있었다. 이에 기존 캐리어 손잡이에 자석을 단 손잡이를 추가한

있도록 돕는 ‘미끄럼 방지 주차턱’을 설계했다.

로프 캐리어를 발명해 최대 3개까지 캐리어를 튼튼하게 묶어
고정시킬 수 있도록 했다.

스틱형 압정제거기
제24회(2011년) 국무총리상
대전 문정중학교 1학년 노종원
지도교사 김명숙

노종원 학생의 동생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는데, 손톱이
발명교육 백년대계

246

짧은 동생이 집에 있던 코르크 메모판의 압정을 뽑는 것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이런 동생을 위해 스프링 장치를
활용해 쉽게 압정을 제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압정을 보관할 수
있는 발명품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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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2010년) 국무총리상
대구 화남초등학교 6학년 김유진

발명교육 백서

똑똑한 책꽂이

Chapter. 4

환경 愛 발명

지도교사 이병주

‘주변 정리정돈을 잘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된다’는 어머니의

유사 이래 인류 문명은 수많은 발명의 토대 위에 세워졌다. 그로 인한 부작용도

조언을 깊이 새겨 들어온 김유진 학생은 책꽂이의 책들을 찾기

만만치 않다. 지구온난화와 기상 이변으로 수많은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쉽게 정돈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똑똑한 책꽂이’를 발명했다.

감췄다. 전 인류가 함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지금, 학생들의 발명에도 ‘공존’과

‘똑똑한 책꽂이’는 책이 쓰러지지 않고 기존 책꽂이에 비해 쉽게
책을 꺼낼 수 있도록 고안됐다.

‘지속’의 가치는 빠질 수 없는 화두다.

계단 타는 워커(Walker)

기어비와 수압을 이용한 물 절약

제32회(2019년) 대통령상

수도꼭지

영선중학교 3학년 오소연
제22회(2009년) 대통령상

지도교사 김철강

경기 낙생고등학교 2학년 이득기

오소연 학생의 외할머니는 퇴행성관절염 수술 뒤 의료보조기구인

지도교사 서재흥

워커(Walker)를 이용했다. 그런데 평지에서는 큰 도움이 되던

손 씻는 습관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지만, 대한민국은

워커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엄연히 ‘물부족 국가’다. 개인 위생과 수자원 보호의 두 마리

발견하게 됐다. ‘계단타는 워커’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도록

토끼를 모두 놓치지 않고 싶었던 이득기 학생은 물의 양은

다리 길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줄이고 수압을 높여 적은 양의 물로도 깨끗하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수도꼭지를 개발했다.

딥(Deep) 다슬기 잡이 도구
내용물 처리통이 구비된 종이컵 수거기

제32회(2019년) 국무총리상

제24회(2011년) 특별상

진교초등학교 5학년 강승원

서울 보성고등학교 3학년 송재현

지도교사 박미희

지도교사 정호근

할머니의 다슬기 잡이를 돕던 강승원 학생은 다슬기 잡이가

분리수거를 위해 설치된 종이컵 수거기에 종이컵을 버릴

생각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걸 알게 됐다. 특히 허리가

때 마시던 음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그대로

좋지 않던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공기 압력으로
액체를 끌어올리는 피스톤 원리를 이용해 깊은 물 다슬기
잡이를 개발했다. 특히 허리를 덜 굽힐 수 있고, 깊은 물속까지
잠수하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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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물 다슬기 잡이)

버리면 분리수거가 어려워지고 미관을 해치게 된다. 이런
불편을 발견한 송재현 학생은 종이컵에 구멍을 뚫는 펀치와
음료받이를 달아 깔끔하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종이컵
수거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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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2012년) 특별상
충남중학교 2학년 김준석

발명교육 백서

자동 절수 소변기

Chapter. 5

공부 愛 발명

지도교사 문영호

소변기 앞을 지나기만 해도 물이 흐르는 소변기를 보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법칙을 따르자면

낭비되는 물이 안타까웠던 김준석 학생은 ‘센서가 지금처럼

대한민국 학생들 대부분은 ‘학교와 공부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변 자체를 감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학교생활과 공부 관련 발명품들은 더욱 특별하다. 그들이 바로

어떨까?’하고 발상을 전환했다. 작은 발상의 전환으로 수많은
오작동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다.

일주기성 리듬을 고려한 곤충배양기

Sliding book stand

제31회(2018년) 대통령상

제22회(2009년) 특별상

창원과학고등학교 3학년 김영서

서울 보성고등학교 1학년 이강신

지도교사 박제현

지도교사 정호근

지구상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곤충은 미래 자원으로 무한한

고학년이 될수록 두꺼워지는 책들을 제대로 고정시키기 어려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평소 곤충에 관심이 많던 김영서 학생은

독서대 때문에 불편을 겪던 이강신 학생은 ‘Sliding book

각 곤충의 특성에 따라 생육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가정용 곤충

stand’를 발명했다. 이 발명품은 책 크기와 관계없이 책장이

배양기를 발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쉽게 곤충을 기를 수 있고,

혼자서 넘어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켜 독서하는 사람의

곤충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다.

피로를 크게 줄여준다.

한 손으로 톡톡 절취할 수 있는

부채처럼 접히는 팔레트

화장지 케이스

제22회(2009년) 특별상
경기 하일초등학교 5학년 서명빈
지도교사 김정애

제31회(2018년) 국무총리상
오송중학교 2학년 김도현

않으면 절취하기 어렵다. 게다가 필요 이상으로 휴지가 많이
풀리는 단점도 있다. 김도현 학생이 발명한 화장지 케이스는
한 손으로 쉽게 휴지를 절단할 수 있고, 필요한 양만큼만 잘라
쓰기 편리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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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일반 두루마리 휴지걸이는 양손을 모두 사용하지

미술시간, 스케치북과 팔레트, 물감까지 각종 미술도구를
올려놓기에는 책상이 항상 좁았다. 서명빈 학생은 책상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특히 기존의
팔레트는 쓰지 않는 부분까지 펼쳐 놓아야 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서명빈 학생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부채모양 팔레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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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2012년) 대통령상
상당초등학교 5학년 김유진

발명교육 백서

보관 및 휴대가 간편한 학습용 가위

지레원리를 학습할 수 있는 실험장치
제29회(2016년) 국무총리상
순천왕운중학교 1학년 이준서

지도교사 정경순

지도교사 이창호

가위는 수업에 빠질 수 없는 필수 학용품이지만 휴대가

이준서 학생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악력운동의 강도를

번거롭다. 가위를 책가방에 넣어 두었다가 늘 ‘핸드백의

조절할 수 있는 줄넘기’를 만들어 이전 전시회에 참가했던

법칙(중요한 물건은 항상 핸드백 안쪽에 있어 핸드백 안의

경험이 있다. 당시 지레의 종류와 원리에 대한 공부가 어렵게

물건을 모두 꺼내야 한다는 법칙)’을 경험했던 임수지 학생은

느껴졌던 이준서 학생은 친구들을 위해 지레의 원리를 쉽게

손잡이를 펼쳐 필통 안에 넣을 수 있는 간편한 학습용 가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도구를 만들었다.

만들었다.

다기능 연필심 보호대

돌려가면서 분리도 할 수 있는

제26회(2013년) 학생발명전시회 특별상

아파트 물통 팔레트

인천 청량초등학교 6학년 김상윤
제31회(2018년) 국무총리상

필통에 연필을 넣고 휴대하면 연필심이 쉽게 부러지거나

신제주초등학교 5학년 이정연

연필심이 필통에 묻어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다. 김상윤

지도교사 문채호

학생이 발명한 연필심 보호대는 연필심이 부러지는 것을 막고

미술시간 좁은 책상이 불편했던 이정연 학생은 모둠 친구들이

필통 없이도 연필을 휴대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짧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물통과 팔레트를 결합한 새로운

몽당연필도 손에 쥐기 편하게 만들었다.

발명품을 만들었다. 아파트처럼 층층이 쌓을 수 있는 이
팔레트는 분리해 각자 손에 들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회전이
가능해 더욱 편리하다.

수납이 편리한 북엔드

판타스틱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제28회(2015년) 특별상

보조 장치

창원과학고등학교 1학년 김민선
제31회(2018년) 특별상

지도교사 한성철

경남과학고등학교 3학년 옥성원
지도교사 김윤동

수납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엔드에

크로마토그래피 실험은 유용한 과학 실험이며 교육 과정에서 다양하게

주목했는데, 기존 북엔드는 고정력이 약해 책이 쏟아져버리곤
했다. 그렇게 탄생한 김민선 학생의 새로운 북엔드는 무거운
책을 많이 꽂아도 튼튼하게 고정되고, 중간에 책을 꺼내도 다시
탄탄하게 고정되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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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김민선 학생은 좁은 공간에 책을

활용되고 있지만, 옥성원 학생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크로마토그래피
실험 시 사용되는 액체들이 가진 유해성이 조심스러웠다. 그렇게
만들어진 크로마토그래피 보조 장치는 실험약품이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간단한 도구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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