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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학생의 창의력, 발명력 증진에 관한 연구1)

李 精 美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物理敎育專攻

指導敎授  康  東  植

  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및 운  방안을 모색하고, 체

계적이고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해 발명반 운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초학습인 창의력 키우기, 기본학습인 발명기법, 심

화학습인 공작활동 등 3단계로 나눈 수준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이 창의력 증진에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반과 비

교반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논의하 다.

  연구의 결과,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모두 실험반

이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 개발․적용이 창의력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명력 증진은 프로그램의 적용 전․후에 자기평가법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유심히 관찰하

는 등 모든 사물을 발명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태도가 형성되었으며, 발명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의 활성화로 발명품 경진대회 및 각종 과학행사에 적

극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발명반이나 발명공작실에서 1년간의 활동 프로

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발명아이디어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

로 부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본 논문은 2004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ii -

차       례

 초 록 ·············································································································ⅰ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발명의 개요 ····························································································4
  2. 선행연구의 고찰 ··················································································12
  

III.  연구 방법 ····························································································14

  1. 연구 대상 ······························································································14
  2. 연구 방법 ······························································································14
  3. 실태 분석 ······························································································15
  4. 실행목표 설정 ······················································································18

Ⅳ. 연구의 실천 ························································································19

  1. 효율적인  조직 및 운  방안 모색 ················································19
  2.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24
  3.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31

Ⅴ. 연구 결과 ·····························································································35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35
  2. 창의성 검사 결과 및 분석 ······························································37
  

Ⅵ. 결론 및 제언 ······················································································39
  1. 결론 ········································································································39
  2. 제언 ········································································································40

 

참고 문헌  ···············································································································41

 Abstract  ···············································································································42

 부록 ···························································································································44



- 1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과학기술의 발달은 정보화 사회, 세계화 시대를 앞당겨 인류에게 문화의 풍요와 

경제적 여유를 주었지만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 없이는 더 이상 생존과 풍요를 

누릴 수 없는 무한 경쟁을 가져왔다.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세계의 변화에 맞추어 국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이 매우 중요한 교육과제로서 세계 각 국은 부가가치가 높은 창

조, 창의성교육1)을 기본으로 개인의 수준에 맞는 능력계발 및 발명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산업 선진국들의 구호중의 하나가 「1000명의 박사

보다 빌케이츠 같은 한사람의 발명 재를 발굴하라」2) 는 것이다.

  앞으로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하며 능동적으로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성

을 신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관찰력과 탐구력을 신장시

켜 창의적인 사고를 기르는 발명교육이며, 발명교육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특

정인물의 전유물은 더욱 아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발명이라는 사고방식을 어려서부터 갖게 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의욕적이고 흥미롭

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개성과 흥미, 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 잠재된 능력

을 최대한 실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도계획과 프로그램 및 기회를 

제공, 창조의 기쁨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초적인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학교

와 교사가 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창의성지

도나 발명교육은 기초이론을 무시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특기와 적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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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력, 창의력 향상을 위한 노력보다는 각종 대회의 결과만을 중시하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치우치는 듯한 느낌이 드는 현실이 안타깝다.

  발명교육이나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거창한 발명품이나 우

수한 결과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수준별 잠재능력이라는 어린 묘목을 

심고 가꾸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발명교육은 학생들에게 발명의 꿈을 심어주고 발명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능, 정서를 키워주며 방과 후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미래에 훌륭한 

발명 꿈나무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며 나아가 창의적인 과학기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질과 특기, 잠재된 능력을 계발하고 과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갖고 

장차 과학 기술자와 발명가가 될 수 있는 소양을 길러주는 일이라 생각되어 본 연

구를 시작하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학교의 발명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관계

로 일부 학교에서만 특별활동이나, 발명반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발명

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학습 프로그램이 없어 발명반 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발명반 활동에 적용하여, 아동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발명력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및 운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발명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연계하여 체계적인 발명반 운  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셋째,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프로

그램을 상설 발명학습 시간에 적용하여 아동의 잠재된 능력과 재능을 신장시켜 자

아실현의 기회와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으며,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발명반 조직 및 운 의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둘째, 발명반 운 의 최적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 할 것인가? 셋째, 발명반 운

과 창의력 신장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하



- 3 -

다.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이 연구의 검증은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통한 내용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검

사를 정원식․이 덕3)의 검사자료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변형시켜 사용하

다. 

  프로그램과 자료는 기존 자료를 기초로 종합, 수정, 보완하여 개발 제작하 으며 

발명반 활동의 지도는 수요일 방과 후 2시간과 정규 특활시간 금요일 1시간으로 

주 3시간 활동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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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발명의 개요

 

 1) 발명교육의 필요성

  학교 발명교육의 필요성은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4)

  첫째, 발명교육이 창의성을 기르는 효과적인 교육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자주

적탐구 능력 신장 학습 뿐 아니라 창의성과 심화된 수준별교육이 7차 교육과정

에서는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 사고는 일상적, 관례적 상황에 대해서도 민감한 

정교성과, 일정한 시간 안에 다양한 관심과 기준으로부터의 융통성, 유용한 아

이디어인 유용성, 가능한 양이 많게 유창성, 제시하되 참신한 아이디어인 독창

성을 단서로 삼고 체계적으로 정교화하는 사고라 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의 기

능인 정교성이 새로운 아이디어의 산출이나 발명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서, 창의적 사고력 또는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필요한 까닭은 학생들의 창의성을 기르

게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둘째, 발명 교육에 관련된 다른 교과의 학습과 관련하여 흥미와 학습효과를 높이

는데 매우 유익하다는 점이다. 발명교육이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가장 관련이 깊은 교과는 과학이다. 과학교과가 탐구나, 과학 기술 사회와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해를 반 하고 있으나 과학과 수학 활동만으로는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거나 흥미를 일으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발명활동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학습한 과학

적 원리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어봄으로써 과학적 원리 자체에 대

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 능

력을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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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학교에서 발명교육이 실과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과 

교육은 많은 소재들이 과학적 원리에 관련되어 있고 학생들의 직접적인 노작 활동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과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을 하기에는 우선 소재를 선정하기가 쉽고 실생활과 관련이 크기 때

문에 아이디어 창출이 용이하며, 이들 교과 교육을 통해 학습한 노작 기능을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작기구를 비롯한 각종 기구를 다루는 학습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기능을 바로 만들기에 관한 소재를 학습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미술과에도 발명 활동이 학생들의 역동적인 학습활동을 가져오게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발명활동이나 어떤 미적 감을 얻고, 이를 표현하려는 아이디어를 

창출한다거나 실제로 표현하려는 활동 모두 인간의 창조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과에서 다루는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꾸미기와 만

들기 등은 학생들의 발명 활동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광의의 발명으로 볼 때에는 모든 교과와 생활이 발명과 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발명은 단지 기술을 통한 육체적 활동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을 통한 예술과 문학도 저작권과 관련된 발명의 한 분

야이기 때문이다.

 2)발명 교육의 방향

  발명 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발명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

라 발명의 나무를 심고 키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발명의 꿈을 심어주고 발명에 필요한 지식과 기

능과 정서를 키워주어 미래의 훌륭한 발명 꿈나무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학교 교육은 개인으로 하여금 미래사회에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목표의 결과는 미래 사

회를 이끌어 갈 주인공을 양성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

는 문명생활 자체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발명에 의존하고 있듯이, 앞으로의 문

명 또한 오늘날 우리가 기르고 있는 세대에 대한 획기적인 발명에 의존하여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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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의 발명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는 주장이 가능하다. 다만, 학교에서의 발명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을,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역점을 두어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

는 무엇을 발명으로 보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느냐와 접한 관계에 있다. 각종 

발명품 경진 대회에 출품되는 학생들의 작품을 보면, 앞에서 말한 ‘자연 법칙을 이

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 한 것보다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

의 창작품’이 더 많다. 결국 발명보다는 고안에 속하는 작품의 수가 더 많으며, 이

는 학생들의 발명 활동이 물건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물건의 기능을 개

선하는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고안이나 디자인 등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는 가운데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

들었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에서 수준이 높은 발명에까지 이르도록 지도하

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음에는 언제 지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대상과 지도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만약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라면, 학급 전체의 학생을 대상으

로 담임교사가 직접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발명 교육이 정

규 교육 과정에 속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 자신도 발명에 대하

여 흥미와 전문적 자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

는 바와 같이 특별활동의 한 부서로 발명반을 조직하여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이렇게 할 경우, 자연히 지도하는 시간도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때

로는 방과후의 시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학생들의 발명 활동을 지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교사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강

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생들이 발명품 경진 대회에 출품되는 많은 작품 중

에서 이것이 과연 학생들의 아이디어인가 의심스러운 작품이 많이 보인다는 점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발명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

으면 관련 교과의 교육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특히, 과학과

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단원의 학습이 끝나면,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개념 또는 원

리)이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발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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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전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과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디자인, 즉, 

의장에 관한 활동이라면 미술과와 관련하여 지도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에 대한 발명 교육에 임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데, 이에 대하여는 무엇보다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며, 생각하고 

만드는 활동에서 발명하는 기쁨을 느끼도록 함은 물론, 발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와 발명하려는 의욕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3) 발명 창출 기술

  발명 창출 기술은 대개 결합 발명 기술, 분할 결합 발명 기술, 비분할 결합 발명 

기술로 나눌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5)

  결합 발명기술은 아이디어나 창조력의 발명기술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하는 학자

가 있으며 가장 초보의 것은 결합이라고 한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분할하지 않

고 그대로 다른 것에 사용하든지 또는 다른 것과 결합시켜서 두 가지 이상의 기능

을 갖게 하는 등 단순한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하이만’이 고안한 연필한 쪽 끝에 

지우개를 끼운 것이라든가, 라디오와 카세트 녹음기를 결합시켜 카세트 라디오를 

만든 아이디어 같은 것이다.

  분할 결합 발명기술은 결합 발명기술에 비하여 수준이 약간 높은 발명기술 창출 

기법이다.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을 분해하거나 분석하고 그 분해된 부품을 다르게 

짜 맞추거나 다른 물건의 부품을 가져와서 짜 맞추어 새로운 기능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다.

  비약결합 발명기술은 분할결합 발명기술 보다 더 고도의 것이 비약결합 발명 기

술이며 어려운 말로는 등가변환 사고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비약 결합 발명 기

술은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비약해서 질적으로 다른 기능이나 원리를 새로이 결합

시키는 것이다.

 

 4) 발명회의 기법

  발명력 창출을 위한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체크리스트법, 입출법, 형태분석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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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 브레인스토밍과 체크리스트법을 들 

수 있다.6)

  첫째, 브레인스토밍은 1941년 ‘알렉스 F 오스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회의 기법’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30여년 전부터 회사와 학

교의 발명, 발견기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많은 회사가 이 기법을 

이용하여 집단으로 새로운 발명을 해냈고 학교에서는 과학반 운 에 활용하여 놀

라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회사의 집단 기술 개발 및 학교의 과학. 발명반 운  각종 정책 회의 및 가족회

의에도 활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은 다른 회의 기법과 달리 반드시 지켜야할 규칙이 

있다. 이 규칙은 어김없이 지켜져야 하는데 그 규칙은 첫째, 좋고 나쁘다는 비판을  

엄금하고, 둘째, 자유 분방한 분위기 보장하며 셋째, 질(質) 보다는 양(量)을 구하고 

넷째, 타인의 아이디어의 개선. 결합을 구함 등이다. 브레인 스토밍의 방법은 사회

자 1명 기록자 1명 아이디어맨 10명이 이상적인 구성이며 진행 내용은 멤버들이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커다랗게 기록하며 리더는 규칙을 설명한 후 회의를 진행

하고 규칙을 어기면 즉시 경고한다. 브레인스토밍의 진행 시간은 15분∼1시간 정도

이며 인원이 많을 때는 몇 개의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리더의 자격은 자기의 

주장을 펴지 않고 잘 경청하는 사람,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 가끔 농담을 하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비판받지 않는 사람등이다.

  둘째, 체크리스트 법은 오스본에 의하여 제창되었고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과정에

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 놓고 이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방

법으로 발상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 방법은 무엇인가 달리 사용할 수 없을

까? 무언가 다른데서 빌려올 수 없을까? 다르게 변경할 수 없을까? 더 크게 하면 

어떨까? 더 축소하면 어떨까?  바꾸어 보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

까? 결합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 등의 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어서 누구나 활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5) 발명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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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 발상 기법은 10-30가지 정도로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으나 왕연중은 이것들

을 잘 간추려서 아래와 같이 발명의 10계명이라 칭하고 있다.

  발명의 10계명은 왕연중이 1987년에 제안한 발명발상 기법으로 특히 초보 발명

인 및 학생들의 발명에 이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라 소개하고 있다.

  더하기도 발명이다. 빼기도 발명이다. 모양을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반대로 생각

하는 것도 발명이다. 용도를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남의 아이디어를 빌리는 것도 

발명이다.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발명이다. 폐품을 이용하는 것도 발명이다. 

재료를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실용적인 것만이 발명이다.   

  6) 발명의 사고 기법

  발명이나, 창의력 사고 기법으로 종래에는 수직적 사고와 수평적 사고로 논의되

었으나 김관형의 입체적 사고 제안으로 현재는 아래의 3가지로 소개되어 있다.

  첫째, 수직적 사고는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려는 사

고방식이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이론의 체계

적 사고를 말하며, 논리학이나 수학으로 대표되는 전통적 사고 방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직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수직적 사고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추진

해 나갈 때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이 있

듯이,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처음에 예정한대로 추진해 가는 방법이다. 수학 문

제를 풀어 가듯이 한 단계 한 단계씩 끊임없이 풀어 가는 사고 방법이며, 그 한 단

계 한 단계가 모두 옳은 것이다. 예전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 방법이 사용되기도 했다.

  둘째. 수평적 사고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사고의 중심을 수평으로 이

동시키는 유연하고 함축성 있는 사고 방법이다. 이 수평적 사고란 구멍을 하나 판

다고 할 때에 돌이나 바위에 부딪치게 되면 그 구멍은 포기하고 옆에다 다른 구멍

을 판다는 식의 사고 방법이다. 그러기 때문에 논리적도 아니고, 인과에 얽매이지

도 않으며, 뛰어넘어 가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수평적 사고의 테크닉은 하나

의 사물을 관찰할 때에 여러 방법으로 관찰하는 사고를 말하며, 뻔한 아이디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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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뒤집어 보고, 엎어서 보며, 거꾸로 하여 보고, 역전시켜 본다는 식으로, 이 사

고 방법은 아이디어 개발 방법에서 매우 중요한 사고 방법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수직적 논리성을 강조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실제 문제의 해결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수직적 논리에서 떠나 수평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입체적 사고란 전통적인 논리성을 강조하는 수직적 사고와 사고의 중심을 

수평적으로 이동하며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수평적 사고를 결합한 사고 방법으로, 

한정적 사고 방법이다.

  7) 발명과 발명교육 

  발명과 발명 교육을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에 비유하면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키우는 기간이 발명교육이라 할 때 발명은 열매를 맺는 일에 해당한다. 발

명교육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하여 발명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나

무를 심고 키워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발명의 꿈을 심어주고 발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과 정서를 키

워주어 미래에 훌륭한 발명 꿈나무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교

육이란 학생들의 지식, 기능, 정서, 신체 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목표와 내용이 바람직해야하

고 조건과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는 발명교육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발명교육을 위해서는 발명의 꿈나무 육성에 알맞은 

목표와 내용이 설정되어야 하고  설정된 목표와 내용을 학교교육에서 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목표의 설정과 적정 내용의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8) 발명교육의 목표

  교육은 미래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기업이다. 그러므

로 미래지향적 가치가 있는 목표를 가져야한다. 특히 학교교육은 공교육으로 조직

적이며 계획적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시대나 국가적 상황에 부합하는 본질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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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편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이 

선정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학교교육 목표는 헌법이나 교육법, 국민교육헌장을 

근거로 하고 그것들 자신이 본질적이 면서 보편적인 것에 떠받쳐지고, 또 그것들을 

받아서 목표를 구체화한 것이 교육과정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시대나 국가

적 상황에 바탕 하여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발명 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고 터득하게 하여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한다.

  둘째, 진보와 발전에 대한 호기심과 욕구를 키우고 창조의욕을 고취한다.

  셋째, 잠재된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창조적인 고급 사고력을  

       신장한다.

  넷째, 생활과 학습을 통하여 착상하고 조작. 조형하는 기능을 기른다.

 9) 발명에 대한 마음가짐 지도

  발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보다 호기심이 더 있고, 자신의 주

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요령만 익히면 누구나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을 관찰하여 불편한 점을 찾고,그것을 기록해 두고, 의문을 품고, 그 해결 방안

을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발명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길러주는 것

이 중요하다.

  발명활동은 아주 작은 물건일지라도 스스로 고안하고 제작하여 이용하는데서 시

작된다. 주변의 장난감, 생활용품, 학습용품, 폐품 등을 수리하거나 간단한 실용품

을 고안하여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로 발명활동의 시작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우수한 실용품을 만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장차 훌륭한 

발명을 할 수 있는 싹을 키워주면 일단 성공한 셈이다. 거의 모든 분야의 성공이 

어린 시절부터 그 분야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듯이 발명도 어릴 때부터 발상하고 

개선하려는 태도를 길러나가야 한다.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 때 성숙한 발상과 발명

이 이루어질 것이다.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활동에는 

꿈이 스며 있고, 발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좋은 면으로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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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형성되어 알차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보람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로 인한 자기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의 고찰

  본 연구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기 위하여 발명반 운 의 지도 자료에 관한 선행 

연구를 분석하 다.

  최선표7)가 상설 발명반을 효율적으로 조직하고 발명반 지도 지침자료를 제작하

여 상설 학습 시간에 적용함으로써 수월성을 계발하 고, 소병용8)은 발명의 10계

명에 해당하는 발명지도 VTR자료를 제작하여 학습에 적용시킴으로써 발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박정현9)은 발명의 성공사례 등을 추출하여 발명기법 자료 

개발을 구안․적용함으로써 발명 교육의 효과를 높 으며, 김유순10)은 수준별 발명

학습 프로그램의 구안을 통해 발명반 아동의 창의성을 신장 시켰고, 권득원11)은 

상설발명반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발명력을 증진시켰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발명반 조직과 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는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대부분 발명관계 저서들을 참고로 하

음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교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자료를 

많이 개발하여 발명에 대한 동기유발을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OHP, TP, VTR, 

슬라이드 등 학습 자료를 제작하여 발명 학습에 적용함으로써 발명교육 효과를 높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정보화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데, 정작 발명 교육에 필요하고 체

계적인 학습 자료의 개발, 적용이 미흡하다. 그리고 상설활동으로의 발명반 운 이

나, 방법은 시도되지 않았으며, 또한 발명품 제작에 치우치고, 발명기초 이론이나 

태도육성을 위한 체계적 지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자주적, 탐구 능력 신장 학습 뿐 아니라 창의성과 

심화된 수준별 교육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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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특기와 수준에 맞는 창의성과 

다양성이다. 따라서 새천년의 정보화, 지식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개인

의 잠재 능력 이상의 성취를 통한 교육력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12)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교단선진화를 위해 교실마다 컴퓨터, 프로젝션 TV, 

VTR 등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자재 및 1교사 1컴퓨터를 보급하 다.

  발명교육도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 아동의 

창의력․발명력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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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역인 발명반 활동 프로그램 개발로써 자주성, 

자발성의 생활 태도와 개성 신장에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이며 여가선용이라는 측

면에서도 건전한 활동으로서 교육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이다.

  연구 대상 학생은 4, 5, 6학년 학생 중 발명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 중 발

명반 입회를 희망하고 담임의 추천을 받은 학생 24명을 중심으로 연구에 임하 으

며, 전학년 과학 성취도는 표 1과 같다.

 

표 1. 발명반 과학 성적 분포도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학생수

(N=8)

비율

(%)

학생수

(N=8)

비율

(%)

학생수

(N=8)

비율

(%)

학생수

(N=24)

비율

(%)

수 6 75 5 62 5 62 16 67

우 2 25 3 37 2 25 7 29

미 1 13 1 4

2. 연구 방법

  

  발명반 학생들이 발명에 대한 인식, 흥미도, 발명교육에 대한 실태, 발명에 대한 

경험도, 관심도,  발명행사 참여도를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전 3월과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 11월에 자기보고법으로 자작 설문지를 통해 설문 검사를 

실시하고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전․후를 비교하여 분석하 다.

 실태분석에서 추출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발명관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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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및 특허청 발행 각종 자료, 발명협회 등의 정기 간행물과 선행 연구물을 통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탐색하 다.

  연구 문제 선정을 위한 실태 분석과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설정한 3개의 

실행 목표를 연구 대상에 실제 적용하 다.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은 창의력 프로그램 및 학습지 30종, 발명기법 프로그램 및 

학습지 30종, 공작활동 15종 모두 발명반 운  프로그램 3종과 학습지 75종으로 발

명반 학생들에게 2003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적용하 다.

  창의력 프로그램은 기초학습 단계, 발명기법 프로그램은 기본학습 단계, 공작활

동 프로그램은 심화학습의 단계에서 적용하여 수준별로 활용하 다.

  창의력의 증진을 검증하기 위하여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 실험집단인 본

교 발명반과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 A교(제주시내 발명

공작실이 설치된 학교의 발명반 30명), 비교집단 B교(북제주군에 있는 본교와 규모

가 비슷한 학교의 발명반 24명) 학생들에게 정원식․이 덕의 검사자료를 학생들

의 수준을 고려하여 변형시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 다. 

     

3. 실태 분석

  본교 발명반 4, 5, 6학년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인 

3월초에 발명에 대한 인식, 흥미도, 발명교육에 대한 실태, 발명에 대한 경험도, 관

심도,  발명행사 참여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연구 계획 수립을 위

한 자료로 이용하 으며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에 발명력 증진에 대한 전, 

후 비교 검증 자료로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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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의 발명에 대한 인식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반 응

학생수
백분율

(%)

 발명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 하고 있

나요?

1.발명가들이 하는 것이다. 12 50

2.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
8 33.3

3.아무나 할 수 있다. 4 16.7

계 24 100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발명은 

발명가들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50%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발명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3.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의 발명 교육에 대한 흥미도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반 응

학생수
백분율
(%)

발명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1.흥미가 있다. 3 12.5

2.보통이다. 7 29.2

3.별로 흥미 없다. 4 16.7

4.발명교육을 잘 몰라 대답할 수 

없다.
10 41.6

계 24 100

  『발명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발명교

육을 잘 몰라 대답할 수 없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41.6%로 발명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별로 흥미가 없다.’ 16.7%로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흥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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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의 발명 교육 실태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반 응

학생수 백분율
(%)

발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1.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다.
0 0

2.수업 시간에 약간 배운 적이 있다. 10 41.7

3.발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14 58.3

계 24 100

  『발명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수업 시간에 약간 배운 적

이 있다.’가 41.7%, ‘발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58.3%로 대답하고 있으나 발

명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5.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의 발명에 대한 관심도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반 응

학생수
백분율
(%)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

각하고 있는지요?

1.발명을 꼭 하고 싶다. 16 66.7

2.해보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 8 33.3

3.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0 0

계 24 100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발명을 꼭 하고 싶

다.’가 66.7%, ‘해보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가 33.3%로 자신감만 길러준다면 발명반 

학생 모두가 발명에 높은 관심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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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의 발명 행사 참여도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반 응

학생수
백분율
(%)

발명에 관한 행사에 

참가나 관람을 해보

았는지요?

1.참여해 본 일이 있다. 6 25

2.알기는 하 으나 참여하지 않았
다. 10 41.7

3.발명행사 자체를 몰랐다. 8 33.3

계 24 100
 

  『발명에 관한 행사에 참가나 관람을 해보았는지요?』에 대해 참여해 본 학생은 

25%로 자진해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참여해 본 것이 전부

다.

4. 실행목표 설정

  발명반 운 과 발명력 및 창의력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실행목표를 다음과 같

이 설정하 다.

첫째,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및 운  방안을 모색한다.

  효율적인 발명반을 조직하고 연간 지도 계획을 수립하며 EBS 교육방송 ‘과학의 

눈’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학적 지식을 쌓는다. 

둘째,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발명과 관련된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발명지도 계획 및 자료 개발을 

위한 참고 도서를 분석한다. 또한, 발명반에 적용할 수준별 발명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셋째,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학습 프로그램을 상설 발명 학습 시간에 

적용한다.

  개발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을 연간 지도계획에 따라 상설 발명 학습 시간에 적

용하고, 발명학습의 교수-학습지도안을 활용하며 발명품 전시회 및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여 성취의욕을 북돋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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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의 실천 

1.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및 운  방안 모색

  

 1)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1)발명반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 운 에서 계발활동이나 방과후 특별활동시간 운 을 통하여 교육

과정과 학년에 구애됨이 없이 활동함으로써 창의력을 신장하고, 우수 발명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학습 조직이다.

 (2) 발명반 설치 운 의 기본 방침

  발명반은 4, 5, 6학년 학생 중 발명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으로 표 7과 같은 

절차에 의해 조직하고, 기본적으로 6명씩 구성된 분임조로 편성 운 하며 학습 활

동에 따라 대집단, 소집단, 개별학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 하며, 작품 활동시에는 

개별학습을 주로 한다.

표 7. 발명반 조직 절차

1. 사전에 안내하기

교내 방송하기

학생 발명반 소개

안내판 설치 - 복도 게시

2. 희망자 조사  발명반 가입 희망조사
 (담임 협조)

3. 입회원서 접수

희망에 따라

능력에 따라

생활기록부 검색

담임과 의논

4. 인원조정

학교 여건 감안 조직 협의

생활기록부 검색

담임 조언 및 추천

5. 발명반 편성
4, 5, 6학년 학년별 8명

계 2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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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명반 연간지도 계획

 (1) 연간 지도 계획 수립

  개별적이고 다양한 흥미, 특기, 능력에 맞는 창조적 충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생참여 활동중심의 연간 지도 계획을 표 8과 같이  다양하게 수립하여 지도하

다.

 표 8. 발명반 연간 활동지도 계획

월 주
수요일(13:00∼13:40)

EBS '과학의 눈‘ TV보기 창의력 키우기 자료번호

3

1

2

3 ∙칠교놀이 창의력1

4 ∙만화 대사 집어넣기 창의력2

4

1 로켓 ∙만화 그리기 창의력3

2 바다 ∙이야기 완성하기 창의력4

3 없으면 안되지 소금 ∙미완성 그림 완성하기 창의력5

4 소금도 금이다 ∙미완성 그림 완성하기 창의력6

5

1 공기의 힘 ∙발명 이야기 창의력7

2 뜬다! 공기의 힘 양력 ∙발명 이야기 2 창의력8

3 거울은 왜? ∙여러 가지 표정 그리기 창의력9

4 거품의 비 ∙캐릭터 그리기 창의력10

6

1 빛의 원리 ∙나만의 지도 만들기 창의력11

2 정전기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1 창의력12

3 자전거의 과학1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2 창의력13

4 자전거의 과학2 ∙또 다른 쓰임 찾기 창의력14

7
1 열 ∙발명가에게 편지 쓰기 1 창의력15

2 생존 ∙발명가에게 편지 쓰기 2 창의력16

9

1 쓱싹쓱싹 필기구 ∙발명 이야기 3 창의력17

2 때빼고 광내고 비누 ∙발명 이야기 4 창의력18

3 한국의 화산 지형1-제주도 ∙상표 만들기 창의력19

4 한국의 화산 지형2-울릉도 ∙광고 만들기 창의력20

10

1 화산은 왜? ∙인터넷 속으로 창의력21

2 한살이 ∙재미있는 퍼즐 창의력22

3 하나, 둘, 셋, 찰칵! ∙단어놀이 창의력23

4 물체의 속력 ∙유리구슬만 알고 있지요. 창의력24

11

1 자석 ∙사각형 놀이 창의력25

2 전기와 자기 ∙불편했던 점 찾기 창의력26

3 감각기관 눈 ∙쥐를 쥐덫 속에 창의력27

4 생식 ∙폐품 활용하기 창의력28

12
1 에너지 ∙물 속의 풍선 창의력29

2 겨울잠 ∙퓨전 음식 창의력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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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
수요일(13:50∼14:30)

발명기법 지도 자료번호

3

1

2

3 ∙더하기 기법 Ⅰ 발명1

4 ∙더하기 기법 Ⅱ 발명2

4

1 ∙빼기 기법 Ⅰ 발명3

2 ∙빼기 기법 Ⅱ 발명4

3 ∙작게하기 기법 Ⅰ 발명5

4 ∙작게하기 기법 Ⅱ 발명6

5

1 ∙크게하기 기법 Ⅰ 발명7

2 ∙크게하기 기법 Ⅱ 발명8

3 ∙모양 바꾸기 기법 발명9

4 ∙재료 바꾸기 기법 Ⅰ 발명10

6

1 ∙재료 바꾸기 기법 Ⅱ 발명11

2 ∙자연물 본뜨기 기법 Ⅰ 발명12

3 ∙자연물 본뜨기 기법 Ⅱ 발명13

4 ∙구멍 뚫기 기법 발명14

7
1 ∙용도 바꾸기 기법 Ⅰ 발명15

2 ∙용도 바꾸기 기법 Ⅱ 발명16

9

1 ∙여러 가지 기능 합치기 기법 Ⅰ 발명17

2 ∙여러 가지 기능 합치기 기법 Ⅱ 발명18

3 ∙재미있는 발명품 만들기 기법 발명19

4 ∙속이 보이게 하기 기법 발명20

10

1 ∙반대로 하기 기법Ⅰ 발명21

2 ∙반대로 하기 기법 Ⅱ 발명22

3 ∙반대로 하기 기법 Ⅲ 발명23

4 ∙반대로 하기 기법 Ⅳ 발명24

11

1 ∙편리하게 하기 기법 발명25

2 ∙움직이게 하기 기법 발명26

3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기법 발명27

4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 발명28

12
1 ∙발명 아이디어 얻기 Ⅰ 발명29

2 ∙발명 아이디어 얻기Ⅱ 발명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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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주
금요일(14:00∼14:40)

공작활동 자료번호

3

1 ∙발명반 조직

2 ∙연간 지도계획 수립 

3 ∙폐품이용 그릇 만들기 공작활동1

4 ∙폐품이용 그릇 만들기 〃

4

1 ∙깡통피리 만들기 공작활동2

2 ∙깡통피리 만들기 〃

3 ∙풍선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공작활동3

4 ∙풍선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장난감 만들기 〃

5

1 ∙물탑쌓기 공작활동4

2 ∙물탑쌓기 〃

3 ∙나무젓가락 구조물 만들기 공작활동5

4 ∙나무젓가락 구조물 만들기 〃

6

1 ∙문양접기 공작활동6

2 ∙문양접기 〃

3 ∙펄쩍 뛰는 개구리 공작활동7

4 ∙펄쩍 뛰는 개구리 〃

7
1 ∙축구공 만들기 공작활동8

2 ∙축구공 만들기 〃

9

1 ∙골판지 팽이 만들기 공작활동9

2 ∙골판지 팽이 만들기 〃

3 ∙세팍타크로공 만들기 공작활동10

4 ∙세팍타크로공 만들기 〃

10

1 ∙종이로 부메랑 만들기 공작활동11

2 ∙진동카 만들기 공작활동12

3 ∙물로켓 만들기 및 날리기 공작활동13

4 ∙물로켓 만들기 및 날리기 〃

11

1 ∙모형비행기 만들기 공작활동14

2 ∙모형비행기 만들기 〃

3 ∙종이를 이용한 계란받이 만들기  공작활동15

4 ∙종이를 이용한 계란받이 만들기  〃

12
1 ∙발명품 만들기 공작활동16

2 ∙발명품 만들기 공작활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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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BS 교육방송 ‘ 과학의 눈’ 프로그램 활용

  수요일 방과 후에는 상설 발명반 활동으로 EBS 교육 방송 과학학습 프로그램인 

‘과학의 눈’을 재구성하여 보여주고 토의하며, 과학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쌓게 하

으며 주제 및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EBS 교육 방송 ’과학의 눈‘’ 재구성표

월 주
EBS '과학의 눈‘ TV보기

주     제 내      용

4

1 로켓 로켓의 원리, 작용과 반작용

2 바다 바다 생물의 모양과 살아가는 방법

3 없으면 안되지 소금 염장법, 소금의 중요성

4 소금도 금이다 염전, 천일제염

5

1 공기의 힘 공기의 성질, 공기의 무게

2 뜬다! 공기의 힘 양력 비행기가 뜨는 원리, 압력의 이해

3 거품은 왜? 거품이 생기는 원인

4 거품의 비 거품을 만드는 방법

6

1 빛의 원리 빛의 원리, 직진, 반사, 굴절

2 정전기 고 당기는 정전기의 힘

3 자전거의 과학1 회전축의 원리, 자전거의 구조

4 자전거의 과학2 자전거 타는 방법, 기어의 역할

7
1 열 열의 이동, 전도, 대류, 복사

2 생존 동물이 먹이, 습성

9

1 쓱싹쓱싹 필기구 컴퓨터용 싸인펜의 원리

2 때빼고 광내고 비누 비누가 때 빼주는 원리

3 한국의 화산 지형1제주도 화산 폭발과 분화구

4 한국의 화산 지형2울릉도 화산섬의 지형, 화산 폭발 실험

10

1 화산은 왜? 화산 폭발의 분출물

2 한살이 잠자리의 한살이

3 하나, 둘, 셋, 찰칵! 즉석 카메라와 스티커 사진의 원리

4 물체의 속력 빠르기는 어떻게 비교할까?

11

1 자석 자석의 극, 자석의 성질

2 전기와 자기 전류가 흐르는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3 감각기관 눈 얼마니 정확히 볼 수 있는가?

4 생식 뻐꾸기의 생식과 습성

12
1 에너지 에너지의 형태, 에너지의 종류

2 겨울잠 겨울잠을 자는 동물, 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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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1) 교육 과정의 목표 및 내용 분석

   창의력 신장 관련 단원의 추출과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현 정규 교육과정의 

관련 목표와 내용을 분석하 다.

상위 목표는 표 10과 같고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 발명교육과 관련되는 

목표를 요약하여 본교 발명교육 운 방향을 설정하 다.

표 10. 발명 관련 교육과정 상위목표

구   분 내 용 요 약

교육방침

(교육법 1장 9조 3항)

▪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한다.

추구하는 인간상

(다)창의적인 사람

▪ 지적호기심과 합리적인 사고로 창의성을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을 기른다.

교육목표

(나)창의성교육

강화

∙ 다양한 교육과정 운 으로 창의성교육을 강화

   한다.

 (2) 학년별 교과목표 및 내용

  창의력 신장과 관련되는 학년별 교과목표 및 지도 내용은 서귀서 초등학교와 제

주남초등학교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지도하 다.13)14)

  교과내용 분석 결과 교육과정에는 발명교육에 관하여 언급이 거의 없으며 교과

서 관련 부분은 체계적인 발명과정을 거치지는 않고 있지만 지도교사의 발명에 관

한 의식에 따라 교수․학습 지도안의 보완으로 발명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5 -

2) 참고 도서 분석

표 11. 참고 도서 분석

도 서 명 출 판 사 참 고 내 용

발명하는 어린이들 수레 발명의 필요성 이야기, 흥미유발 자료

재미있는 실험관찰 학술지윤사 기초기능 훈련 구안의 형태

나도 발명가 발명협회 이야기 발명사

과학 동산 국립중앙과학관 기초기능 훈련 구안의 형태

학생발명반 지도교사 지도서 특허청 발명시간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지도

과학공장교실 국립서울과학관 기초기능훈련 구안의 형태

발명 재 학교발명협회 발명반 운 지도의 실제와 접한 소재

탐구실험 프로그램 서울과학관 기초기능훈련 구안의 형태

발명 교실 법경출판사 왕연중, 발명에 관한 흥미유발자료

꾸러기 발명왕 수레 왕연중, 발명이야기

재미있는 발명여행 명지출판사 왕연중, 발명이야기

나도 발명왕이 될 수 있다. 명지출판사 왕연중, 발명이야기

꿈보따리 발명교실 명지출판사 왕연중, 발명이야기

꼬마 폐품 발명왕 효성사 과학적 사고를 심어주기 위한 이야기

  본교에 비치되고 있는 각종 참고 도서 중 발명교육과 관련있는 도서를 

표11과 같이 분석 활용하 는데 그 기준15)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 비판적 사고력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통합 교육 측면에서 타교과에 전이도가 높은 자료를 선택한다.

3)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1) 창의력 키우기 프로그램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창의력을 높일 수 있

는 내용16)으로 구성하 으며, 기초 단계에 투입하는 자료로 활용하 다.

 전체 30개의 주제로 교사용 자료는 보충자료, 참고자료, 예시 자료가 함께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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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학생들은 학습지 형태로 제작하 다. 창의력키우기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은 표 12와 같다.

표 12. 창의력키우기 프로그램

자료

번호
PROGRAM 운 내용

창의력1 칠교놀이 칠교판을 이용하여 그림의 모양대로 붙이기

창의력2 만화 대사 집어넣기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표정에 맞는 대사 만들기

창의력3 만화 그리기 이야기기의 뒷부분을 상상한 후 만화 그리기

창의력4 이야기 완성하기 미완성 이야기의 뒷부분을 완성하기

창의력5 미완성 그림 완성하기 미완성 그림을 보고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기

창의력6 미완성 그림 완성하기 이야기 자료를 들려주고 지워진 그림 완성하기

창의력7 발명 이야기 1 ‘밴드 반창고’이야기 듣고 발명만화 그리기

창의력8 발명 이야기 2 주변에서 불편한 점 찾아보기

창의력9 여러 가지 표정 그리기 사람의 표정을 다양하게 그리기

창의력10 캐릭터 그리기 내가 만들고 싶은 상품의 캐릭터 그리기

창의력11 나만의 지도 만들기 독창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지도 기호 만들기

창의력12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1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 생각해 보기

창의력13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2 무인도에서의 생활모습 상상해서 그리기

창의력14 또 다른 쓰임 찾기 자주 사용하는 학용품들의 다른 쓰임 생각하기

창의력15 발명품 광고지 만들기 발명품을 광고하는 광고문 만들기

창의력16 발명가에게 편지 쓰기 내가 좋아하는 발명가에게 편지쓰기

창의력17 발명 이야기 3 ‘매직테이프’이야기를 듣고 발명만화 그리기

창의력18 발명 이야기 4 생활 주변에서 불편했던 점 찾아보기

창의력19 상표 만들기 만들고 싶은 물건이나 회사의 상표 만들기

창의력20 광고 만들기 우리 고장의 특산품 광고 만들기

창의력21 인터넷 속으로 인터넷 상의 발명관련 사이트 검색

창의력22 재미있는 퍼즐 별모양중 삼각형 수의 합이 17이 되는 수 찾기

창의력23 단어놀이 다섯 자 이내 단어 만들기 

창의력24 유리구슬만 알고 있지요. 유리구슬의 운동 방향 알아내기

창의력25 사각형 놀이 사각형만 이용해 그리기

창의력26 불편했던 점 찾기 미래의 편리한 은행 구상하기

창의력27 쥐를 쥐덫 속에 쥐덫 속에 쥐 넣기

창의력28 폐품 활용하기 폐품 이용 만들기

창의력29 물 속의 풍선 위치가 다른 물 속의 풍선 

창의력30 퓨전 음식 퓨전 음식 요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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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명기법 프로그램

  발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에는 개개인마다 비법이 있을 것이나 더하기 기

법, 빼기 기법, 작게하기 기법, 크게하기 기법, 모양 바꾸기 기법, 재료 바꾸기 기

법, 자연물 본뜨기 기법, 구멍 뚷기 기법, 용도 바꾸기 기법, 여러 가지 기능 합치

기 기법, 재미있는 발명품 만들기 기법, 속이 보이게 하기 기법, 반대로 하기 기법, 

편리하게 하기 기법, 움직이게 하기 기법,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기법,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기법, 발명 아이디어 얻기 등의 방법으로  전체 30개의 학습지 형

태로 개발 제작하 으며 기본 단계로 활용하 다. 

  더하기 기법의 예를 제시해 보면 더하기(+)기법은 기존의 물건에 물건을 더하거

나, 방법을 더하여 보다 편리하고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방법으로 가장 쉽

고 많이 적용되는 발명기법이다. 양날 면도기처럼 똑같은 것을 더하는 A + A의 

방법과 비율, 공정, 반응, 분배 등에서처럼 B + B(빵 = 가루 + 물 + 열량, 치킨 

= 닭 + 가루 + 양념 + 열량)의 방법, 서로 다른 물건끼리 결합시키는 A + B(캡

슐세제 = 캡슐 + 가루세제)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기법이다. 

  발명기법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은 표 13과 같다.



- 28 -

표 13. 발명기법 프로그램

자료번호 PROGRAM 운 내용

발명1 더하기 기법 Ⅰ 기존의 물건에 하나를 더하기(+) 연필 + 지우개

발명2 더하기 기법 Ⅱ 기존의 물건에 하나를 더하기(+), 작품 구상하기

발명3 빼기 기법 Ⅰ 기존의 물건에서 하는 빼기(-)수박 - 씨

발명4 빼기 기법 Ⅱ 기존의 물건에서 하는 빼기(-), 작품 구상하기

발명5 작게하기 기법 Ⅰ 기본의 큰 물건을 소형으로 만들기 접는 우산

발명6 작게하기 기법 Ⅱ 기본의 큰 물건을 소형으로 만들기, 작품 구상

발명7 크게하기 기법 Ⅰ 기존의 물건을 크게 만들기 대형냉장고

발명8 크게하기 기법 Ⅱ 기존의 물건을 크게 만들기, 작품 구상

발명9 모양 바꾸기 기법 본래의 모양을 바꾸어 보기 꼬부라진 물파스

발명10 재료 바꾸기 기법 Ⅰ
보다 좋은 성능의 재료로 바꾸기 유리컵-프라스틱 

컵

발명11 재료 바꾸기 기법 Ⅱ 보다 좋은 성능의 재료로 바꾸기 , 작품 구상

발명12 자연물 본뜨기 기법 Ⅰ 자연의 법칙, 성질 이용하기 장미가시-철조망

발명13 자연물 본뜨기 기법 Ⅱ 자연의 법칙, 성질 이용하기, 작품 구상

발명14 구멍 뚫기 기법 구멍을 뚫어서 효과높이기 주전자 뚜껑

발명15 용도 바꾸기 기법 Ⅰ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이나 원리를 이용하기

발명16 용도 바꾸기 기법 Ⅱ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이나 원리를 이용하기

발명17
여러 가지 기능 합치기 

기법 Ⅰ
새로운 효과를 가진 물건 만들기 공기방울 세탁기

발명18
여러 가지 기능 합치기 

기법 Ⅱ
더하기, 빼기 기법의 응용기법 

발명19
재미있는 발명품 만들기 

기법
발명 + 또 다른 발명기법 컷터칼

발명20 속이 보이게 하기 기법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유리뚜껑

발명21 반대로 하기 기법Ⅰ 방향을 반대로 생각해 보기

발명22 반대로 하기 기법 Ⅱ 반대로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생각해 보기

발명23 반대로 하기 기법 Ⅲ 주위의 물건들을 반대로 생각해 보기

발명24 반대로 하기 기법 Ⅳ 반대로 생각하기 작품 구상

발명25 편리하게 하기 기법 쓰고 있는 물건의 불편한 점 찾기

발명26 움직이게 하기 기법 더하기, 빼기 기법의 응용기법 높이조절 세면대

발명27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기법

불가능 한 일들을 생각해 보고 가능한 해결 방법 

찾아보기

발명28
남의 아이디어 빌리기 기

법
자원을 절약하기에 착안 바이메탈

발명29 발명 아이디어 얻기 Ⅰ 발명인의 자세

발명30 발명 아이디어 얻기Ⅱ 발명인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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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작활동 프로그램

  발명의식을 내면화시키고, 다양한 발명 공작활동을 통하여 아동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 으며, 심화 단계에서 활용하 다.

  생활에서 쉽게 만나는 폐품을 이용하여 그릇 만들기, 깡통 피리 만들기, 풍선을 

이용하여 장난감 만들기, 물탑쌓기, 나무 젓가락 구조물 만들기, 문양 접기, 펄쩍 

뛰는 개구리, 축구공 만들기, 골판지 팽이 만들기, 세팍타크로공 만들기, 부메랑 만

들기,진동카 만들기, 물로켓 만들기, 모형 비행기 만들기, 계란받이 만들기, 발명품 

만들기 등 전체 17개의 주제로 단순한 공작 활동에서 벗어나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탐구하고 창의력을 신장 시킬 수 있는 공작활동으로 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은 표 

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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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작활동 프로그램

자료

번호
PROGRAM 운 내용

공작1 ∙폐품이용 그릇 만들기 병뚜껑을 이용하여 그릇 만들기

공작2 ∙깡통피리 만들기
소리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피리 만

들기

공작3
∙풍선을 이용하여 움직   

 이는 장난감 만들기
풍선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자동차 만들기

공작4 ∙물탑쌓기
물 위에 서로 다른 색깔의 용액을 쌓아 여

러 색깔(무지개 색)의 물탑을 쌓기 

공작5
∙나무젓가락 구조물

  만들기

나무젓가락으로 가장 튼튼한 구조물 만들

고 계란을 넣어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공작6 ∙문양접기 기본 문양으로 여러 가지 작품 만들기

공작7 ∙펄쩍 뛰는 개구리
개구리를 정확하게 접고 개구리 빨리 뛰기 

경기를 해보기

공작8 ∙축구공 만들기 시트지와 풍선을 이용하여 축구공 만들기

공작9 ∙골판지 팽이 만들기 무게 중심을 이용한 골판지 팽이 만들기

공작10 ∙세팍타크로공 만들기
세팍타크로 공을 만들고 공이 만들어지는 

원리 알기

공작11 ∙종이로 부메랑 만들기
종이를 사용하여 부메랑을 만들고 그 원리

를 알아보기

공작12 ∙진동카 만들기
진동카를 만들어 보고, 진동카의 움직이는 

원리 알아보기

공작13 ∙물로켓 만들기
물로켓의 원리를 이해하고 물로켓을 만들

기

공작14 ∙모형비행기 만들기
에어로켓의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만들어 

보기

공작15
∙종이를 이용한 

  계란받이 만들기

계란이 깨지지 않고 착륙할 수 있는 구조

물을 만들기

공작16 ∙발명품 만들기
여러 발명기법을 이용한 간단한 발명품 제

작하기

공작17 ∙발명품 만들기
여러 발명기법을 이용한 간단한 발명품 제

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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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

 1) 발명 학습 시간을 통한 자료의 적용

  교과서 및 참고도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라 구안된 발명지도 프로그램 자료는 실

제 수업에서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으며 이를 활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 관점에 유의하 다.

  첫째. 새로운 학습의 흥미를 유발하고 문제해결의 의욕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상  

  황에 적용하 다.

  둘째, 발명 특성에 알맞은 동기유발, 전개, 정리, 적용, 발전단계 중 가장 효율적  

  인 단계에서 활용하 다.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은 기초학습 활동 중심의 창의력 키우기 프로그램은 수  

요일 5교시, 기본학습 활동 중심의 발명기법 프로그램은 수요일 6교시, 심화학습   

활동 중심의 공작활동 프로그램은 금요일 6교시에 상설 발명반 활동 시간에 활    

용하 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자료를 ‘꼬마 발명가’ 개인 파일철에 보관하여, 

교사와 학생이 자료 활용을 용이하게 하 다.

 2) 발명 학습의 교수-학습지도안 활용 

  신세호17)의 창의 학습과정을 참고하여 창의력 신장 교육을 위한 발명학습의 모

형을 정립하여 역에 맞는 교수․학습과정안을 표 15와 같이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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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발명 교수․학습과정안

일  시
 2003년 3월 19일(수요일) 

13:00 ∼ 13:40
대 
상

 발명반 지도교사 이정미

학습주제  더하기 기법 Ⅰ

학습목표

 1. 학용품을 각각 사용할 때의 불편한 점을 말할수 있다.
 2. 두 가지 학용품을 결합하여 사용하면 편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3. 주제를 선정하여 작품제작 설계를 할 수 있다.

차시 2/2

준비물  연필, 지우개, 자, 칼, 삼각자, 컴퍼스 등의 학용품

교수-학습 활동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    사 아    동

준비

발상
구상

생각
열기

문제
인지

*발명 사례 들려주기
*문제 제시
-발명품의 이름을 지어보자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사용  
 하는 것이 좋을까?
*물건을 보여준다.
-무엇 무엇인가?
-두 가지 물건의 같은 점은  
   무엇일까?
-두 가지 물건의 다른 점은 
무   엇일까?

*교사의 이야기 듣기
*제시된 문제 풀기
-개인사고
-소집단 사고
-대집단 사고

*교사가 제시한 물건의 
이름을 말한다.
*재료, 용도, 모양, 색깔 
등의 측면에서 같은 점
과 다른 점을 말한다.

5‘

*예화 자료
집

*보통연필
*지우개 달
린    연필

 두 가지 물건을 더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 방법
을 알아보자.

확산적 사고
가 되도록 
수용적

활동
탐색

해결
방안
탐색
활동

생각
바꾸
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용품
을 관찰해 보도록 한다.
-이 학용품들의 쓰임은?
-학용품들이 각각 따로 있어
서 불편했던 점은?
*두 가지 학용품을 결합하면 
편리하겠다고 생각되는 것끼
리 짝지어 보자.
*짝지은 이유를 발표해 보자.
*세 가지 이상 결합하면 더 
편리한 것은 없을까?
*이제까지 나온 아이디어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개선될 
수 있는지 토의해 보자.

*학용품을 자세히 관찰
한다.
-학용품들의 재료 모양 
등등의 측면에서 의견을 
나누어 본다.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발표한다.
*조별로 자유스럽게 토
의하면서 짝을 지어 본
다.
*조별로 의논한 결과를 
발표한다.
*각자 생각한 것을 조별 
토의를 거쳐 발표한다.

15‘

분위기를 조
성한다.

*여러 가지 
학용품
*브레인스토
밍활용
*발표한 내
용을 모두 
흑판에 적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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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학습 활동

단계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교    사 아    동

제작

및

검토

완성

및

발전

발명할 

작품

선정

발명

작품

설계

*발표된 내용 중에서 발

명품 착상하기

-발표된 내용 중에서 발

명하고 싶은 것을 토의해 

보자.

-무엇을 발명하고 싶은

가?

*발명하고 싶은 작품의 

제작 방법 구상

-발명하고 싶은 것을 어

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설계하여 보자.

-설계한 작품을 발표해 

보자.

*조별로 만들고 싶은 것

을 토의하여 발표한다.

(실용성, 재료의 구입 비

용이나 제작 기술의 가능

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

*작품 제작을 설계한다.

-조원이 모두 참여하여 

제작 방법을 의논하고 작

품을 구상하여 보고서에 

기록한다.

-작품명, 제작동기, 작품

내용, 제작 방법 등을 설

명한다.

15‘

5‘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작

품이 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3) 발명관련 각종 행사 참여

  교내 발명 아이디어 공모전, 발명품 발명품 경연대회, 발명 상상화 그리기, 발명 

짓기, 발명도서 독후감 쓰기, 폐품 이용 만들기 대회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의 발

명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켰으며 대외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수가 입상하는 등 

왕성한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외 행사 관련 실적은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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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6. 대외 행사 관련 실적

    행     사     명 년도 주최 참가수
입상자

수
비  고

1. 청소년과학경진대회

2002
제주도교육과

학연구원

3 0

2003 3 2 동상

2. 자연관찰 탐구대회

2002
제주도교육과

학연구원

2 2 장려상

2003 2 2 장려상

3. 북제주 발명대회

2002
북제주

교육청

20 3 장려상

2003 24 7

최우수상

우수싱

장려상

4. 북제주 재반 선발
2002

〃
․ ․

2003 1 1

5. 제주도 과학전람회

2002
제주도

교육청

․ ․

2003 1팀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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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검증은 발명에 대한 인식, 발명교육에 대한 흥미도, 관심도를 11월에 

자작 설문지를 통해 발명력의 증진을 알아보았고 또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창의성 검사를 정원식․이 덕의 검사자료18)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변형시

켜 사용하 다. 

1.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표 17.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의 인식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연구후

학생수
백분율(

%)

발명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하고 있나

요?

1.발명가들이 하는 것이다. 0 0

2.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

다.
22 91.7

3.아무나 할 수 있다. 2 8.3

계 24 100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누구나 관심을 가

지면 할 수 있다.’ 가 91.7%, ‘아무나 할 수 있다.’가 8.3%로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

용 전 '발명은 발명가들만이 할 수 있다.‘라고 50% 학생들이 응답했던 결과와는 

다른 ’누구나 관심을 갖고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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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의 흥미도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연구후

학생수
백분율

(%)

발명교육에 대해

서 어느 정도 흥

미를 가지고 있습

니까?

1.흥미가 있다. 20 83.3

2.보통이다. 4 16.7

3.별로 흥미 없다. 0 0

4.발명교육을 잘 몰라 대답할 수 없

다.
0 0

계 24 100

  

  『발명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발명 학

습 프로그램 적용 전에는 41.6%의 학생들이 발명 교육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

으나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83.3%의 학생들이 발명교육에 흥미를 느끼

고 있어 일단 아동들의 흥미를 유발하는데 성공적이었다.

표 19.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의 관심도 조사              

설 문 내 용  응 답 내 용

연구후

학생수
백분율

(%)

 발명에 대하여 어

떻게 생각하고 있

는지요?

1.발명을 꼭 하고 싶다. 24 100

2.해보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 0 0

3.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0 0

계 24 100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전 ‘해보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 라고 대답했던 33.3%의 학생들이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에는 발명에 대해 자신감이 생겨  발명을 꼭 해보고 싶다고 나타

나 발명반 모든 학생들이 발명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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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 검사 결과 및 분석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 후의 발명반 학생들의 창의력 증진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교 발명반을 실험반으로 발명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은 시내 발명공

작실이 있는 A교와 북군 B교 2곳의 발명반을 비교반으로 하여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역의 창의성 검사를 정원식․이 덕의 검사자료19)를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

하여 변형시켜 사용하 다. 

  

   1) 유창성 검사

  

표 20. 유창성 검사 결과

구  분 실험반 비교반A 비교반B
점수 차

A B

평균점수 80.4 78.4 62.4 2 18

   유창성은 사고의 속도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실험반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발명공작실이 있는 

A교와는 점수가 비슷하나 발명 학습 프로그램이 없는 B교와는 18점이라는 높은 

점수 차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실험반에 발명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라 생

각되어진다. 

표 21. 융통성 검사

구  분 실험반 비교반A 비교반B
점수 차

A B

평균점수 85.9 81.5 72 4.4 13.9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유연한 발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 융통성

은 실험반이 비교반 A보다는 4.4점, 비교반 B보다는 13.9점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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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실험반에 적용한 발명 학습 프로그램이 발명반 자료로서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표 22. 독창성 검사 

구  분 실험반 비교반A 비교반B
차

A B

평균점수 82.2 78.7 67.3 3.5 14.9   

  새로움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구안하는 능력이라 볼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실험집단의 독창성

이 비교집단 A와는 3.5점, B와는 14.9점의 차이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발명 

학습 프로그램 적용이 창의성을 증진 시킨 결과로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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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효율적인 발명반의 조직 및 운  방안을 모색하고, 발

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다양한 사고와 창의력, 발명력 증진을 위해 개발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을 상설 

발명학습 시간에 적용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계적인 상설 발명반 지도를 통하여 발명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자신감과  

발명이란 거창하거나 아주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나도 발명할 수 있다.’는 성취의

욕과 참여의식 등 발명 욕구가 향상되었다.

 

 둘째,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개발 적용으로 발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으며,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유심히 관

찰하는 등 모든 사물을 발명적인 관점으로 대하는 태도가 형성되었다.창의력 발명

력이 증진되었다.

 셋째, 발명반 기초학습으로의 창의력 키우기, 기본학습 과정인 발명기법, 심화학습 

과정인 공작활동 등 3개 과정으로 개발된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 적용은 학생들의 

창의력, 발명력 증진에 효과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넷째, 상설 발명반 활동에 발명반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계획적인 수업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며, 각종 과학 발명 경진대회에 적극 참여하려는 태도가 형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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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명교육이나 발명반 운 을 위해서는 교내에 일정한 

시설을 갖춘 발명교실이 마련되어야겠다.

 둘째, 발명교육도 정규 교육과정에 넣어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지도 되어

야겠다.

 셋째,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어야겠다.

 넷째, 발명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의식 변환이 필요하고, 지도교사의 발명이나 

창의성에 대한 소양 연수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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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2)

A study for improving children's creativity, invent ability 

through device and application of the program for invention 

group in elementary school

Lee, Jeung-me

Phys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ang, Dong-Shi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ise and apply the program for 

the invention group an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t. This 

program consists of 3 steps divided by children's levels, such as 

Improving creativities (basic step), Invention technics (middle step), 

Making activities (advanced step).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for improving students' 

creativities, this study carried out a creativity 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nd discussed  the fluency, flexility and 

originality of stu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ll these subordinate factors of creativity became remarkably 

increased in the experimental group. It was also found that to develope 

and apply this program was effective to increase the creativity .

  Invent ability improving was analyzed by self-evaluation questionnaire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this program. Students became to observ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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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thing in daily life attensively, scientifically, and creatively. It 

motivated them to participate the invention contest and many other 

science events actively.

  Program developed in this program can be used in the invention 

group in elementary school as a yearly plan. Also that can be used in 

part to increase children's invention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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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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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아동용]

설     문    지
                                    

                              (         )초등학교 (      )학년 (남, 여)

   이것은 시험이 아닙니다. 발명에 대하여 평소 알고 있는 내용이  

 나 생각을 (    )안에 번호로 표시해 주세요. 

1. 여러분은 발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①발명가들이 하는 것이다.  ②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

  ③아무나 할 수 있다.

2. 여러분은 발명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       )

  ①흥미가 있다.         ②보통이다.          ③별로 흥미 없다.  

  ④발명교육을 잘 몰라 대답할 수 없다.

3. 여러분은 발명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①발명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있다. 

  ②수업시간에 조금 배운 적이 있다.    

  ③발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

4. 발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

  ①발명을 꼭 하고 싶다.           ②해보고 싶으나 자신이 없다.  

  ③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다.

5. 발명에 관한 행사에 참가나 관람을 해보았는지요?-----(       )

  ①참가해 본 일이 있다.     ②알기는 하 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③발명행사 자체를 몰랐다.

6. 참가해 보았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

  ①학생 발명품 경진대회           ②발명 짓기, 만화그리기대회  

  ③학생 디자인 전                 ④각종 발명품전시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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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발명회의-브레인스토밍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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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창의력 키우기 프로그램>  -예시-

퓨전 김밥 여러 가지 표정 그리기

칠교 놀이 미완성 그림 완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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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발명 기법 프로그램>  -예시-

더하기 기법 빼기 기법

반대로 하기 기법 편리하게 하기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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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공작 활동 프로그램>  -예시-

날으는 계란 에어로켓 만들기

과학 상자 조립 라이더 만들기

구조물 만들기 문양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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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창의성 검사지>

창의성검사지
영역

색채 어휘 검사
애월초등학교

융통성     학년   반   이름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인쇄된 색깔의 이름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기>에서와 같이 “빨강”이라는 색 이름이 파랑 색으로 인

쇄되어 있을 수도 있고 “초록”이라는 색 이름이 빨강색으로 인쇄되어 있

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낱말의 뜻을 생각하지 말고 인쇄된 색깔

만 보고 색깔의 이름을 답안지에 표시하면 됩니다. 색깔을 표시하는 방

법은 빨강색이면 “ㅂ”으로 파랑색이면 “ㅍ”으로 노랑색이면 “ㄴ”으로 초

록색이면 “ㅊ”으로 합니다. 되도록 빨리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답안지에 

기입하십시오.

<보기>

 빨강 풍선이 하늘로 날아갔다.

                                    <답 : ㅍ>

<문제 1>

 아기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기 시작하 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

것저것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장갑도 만지고 검은 연필도 만져봅니

다. 아이는 하얀 인형이 제일 좋은 모양입니다.

<문제 2>

  체육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기분이 좋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

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갑

자기 파랗게 맑던 하늘이 왜 먹구름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아쉬워

하며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제 3>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놀이공원에 놀러갔다. 나는 부모님이 잘 찾을 

수 있도록 빨간 모자를 쓰고 발이 불편하지 않도록 갈색 운동화를 신었

다. 놀이공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하얀 솜사탕 하나를 사들고는 어떤 

걸 먼저 탈까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주의> 답은 하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문제1의 정답 문제2의 정답 문제 3의 정답

※평가관점

1. 3개 모두 맞혔을 경우 (10점)  2. 2개 맞혔을 경우(7점)  3. 1개 맞혔을 경우(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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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검사지

영역
그림 완성 검사

애월초등학교

유창성     학년   반   이름

  다음에 있는 동그라미를 하나씩 사용하여 어떤 모양이 되도록 

그림을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              >

        <              >

※ 평가 관점

 그림의 이름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하 는가

상 ---------- 10점

중 ---------- 7점

하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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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검사지

영역
성냥 문제 검사

애월초등학교

융통성     학년   반   이름

  3개의 성냥개비를 떼내어 4개의 사각형이 남도록 하세요.

<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새

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내어야 합니

다.
※ 평가관점

1. 3가지 이상의 방법을 생각했을 경우 (10점)

2. 2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경우 (7점)

3. 1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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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검사지

영역
어휘 연상 검사

애월초등학교

유창성     학년   반   이름
  

  다음에는 두 가지 단어가 짝지어져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 두 

낱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낱말을 (       )

안에 써 넣고 생각하면 관계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 다리를 놓아

주는 낱말을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비슷한 말, ”광

물성“, ”동물성“이라고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보기>

  붉다 -------- 푸르다(          )

<보기 정답 예시>

  신호등, 잎사귀

  왜냐하면 신호등은 빨간불과 파란불이 있고 잎사귀는 여름에 푸

르다가 가을이면 붉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1>

  떡 ------- 생선(            )

<문제 2>

  수 복 ------- 빨간모자(             )

<문제 3>

  하얀색 ------- 설탕(              )

문제 1의 정답 문제 2의 정답 문제 3의 정답

※평가관점

1. 두 낱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설명을 3문제 모두 해낼 경우 (10점)

2. 두 낱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설명을 2문제 해낼 경우 (7점)

3. 두 낱말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설명을 1문제 해낼 경우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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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검사지

영역
동화 검사

애월초등학교

독창성     학년   반   이름

  다음에는 마지막 한 구절이 빠져 있는 짤막한 이야기가 세 개 

있는데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빠진 구절을 꾸며내어 각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유머러스하게 또는 슬프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도덕

적인 것은 착하고 악한 것, 나쁘고 좋은 것을 가려내어 훈계나 또

는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유머러스한 것은 재미있고 

우습게 얘기를 끝맺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슬픈 것은 슬픈 느낌

이나, 우울한 감정을 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야기 -

  여름 내 노래나 하면서 즐겁게 한 여름을 보내버린 베짱이가 겨울이 되

어 거의 굶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웃에 사는 개미들에게 

가서 저장해 둔 양식을 좀 빌려달라고 하 다.

  "너는 여름 내 무엇을 했니?"

  하고 개미들이 물었다. 

  " 세, 미안하지만, 나는 밤낮으로 노래나 부르고 즐기기만 했어"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듣고 개미들이 말했다.

  "응? 노래만 했다고?

<평가 관점> 

1. 교훈이 될 수 있는 말, 유머러스한 말, 슬픈 감정이 담긴 말 등을 모두 만들 수 있다.

   (10점) 

2. 위 상황 중 두가지 경우의 말을 만들 수 있다.(7점)

3. 위 상황 중 한가지 경우의 말을 만들 수 있다.(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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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발명반 활동 사진 자료>

현미경 관찰하기 산지천 현장 학습

진동카 만들기 발명품 제작

북제주 발명 대회 참가
월드컵 경기장 현장 학습 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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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발명 학습 프로그램>

발명 학습 프로그램 꼬마 발명가 파일철







1) 특허청 한국학교발명협회(2000), 발명교육의 길잡이, 특허청 발명진흥과.
2) 한국학교 발명협회(1996), 학생발명, 재단 지도자료, 한국학교발명협회. 
3) 백순근(2002), 교원 재교육 직무연수, 탐라교육원.
4) 한국학교 발명협회(1997), 전국교원발명연구대회 논문집, 문경공회. 
5) 김관형(1990), 발명기술 성공비결, 법경출판사.
6) 왕연중(1997), 나도 발명왕이 될 수 있다, 명지출판사, .
7) 최선표(1996), 발명지도 자료의 구안을 통한 수월성 계발 방안 논문 
8) 소병용(1997), 교내 어린이 특허집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의 생활화 방안  

      논문. 
9) 박정현(1998), 발명지도자료 구안․적용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   

     력 신장 논문.
10) 김유순(2000), 수준별 발명학습프로그램의 구안을 통한 발명반 아동의  

      창의성 지도 특별활동 교육분과 연구보고서..
11) 권득원(2000), 상설발명반 활동 프로그램 개발∙적용을 통한 창의력, 발  

      명력 증진 특별활동 교육분과 연구보고서.
12)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Ⅳ),교육부.
13) 서귀서초등학교(2002), 단계별 발명교육 프로그램 구안 적용을 통한 발명의식   

      고취 발명교육 시범학교 운 보고서
14) 제주남초등학교(2003), 체험중심 발명교육을 통한 창의력 신장 발명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15) 최석진(1989), 교수학습자료론, 교육과학사. 
16) 한국교육출판(1998), 단계별 창의장제, 주식회사 한국교육출판.
17) 신세호(1984),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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