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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개발*

이상봉**․이건환***․정재훈****

이 연구의 목적은 ‘기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 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발명의 분류와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에 따른 문헌 연구를 통해 발명단원의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을 개발하였다.
‘기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개발을 위하여 준비, 개발, 개선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준비 단계에서는 발명의 분류, 국가교육과정에 나타난 발명내용 등에 대하여 문헌고찰을 하였다. 개발 단계에
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구안하였으며, 개선 단계에서는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완성하였다.
개발된 ‘기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단원 표준 분석틀은 ‘발명의 기술적 주제’, ‘발명의 영역’, ‘발명 과정’의 범
주로 나뉜다. 발명의 기술적 주제 범주는 생산기술, 수송기술, 통신기술로 나뉘며, 발명의 영역은 발명의 이해,
발명과 사고, 발명체험활동, 발명과 지식재산으로, 발명 과정은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탐색과 개발, 실현, 평가로
구성된다.
주요어: 기술․가정 교과서,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 발명 교육, 발명 단원, 내용분석, 표준 분석틀

Ⅰ. 서 론

정진우, 2015). 하지만 국가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발명교육으로 인해 발명 내용학에 대한 학문적 출발
은 부족한 실정이며, 이는 ‘발명’의 정의와 개념도 학

우리나라는 1994년 ‘발명진흥법’ 제정 이후 국가

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정책일환으로 학교 발명 교육이 실시 되어왔으며,

있다(김용익, 2005; 김용익, 2013; 특허청, 2014).

2007 교육과정에서 정규 교과(기술․가정)의 교육

특히 2015 개정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에서 발

내용으로 도입 된 이후에 발명 관련 교육 내용이 강

명 교육 내용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명 부분

화되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최유현 외, 2012;

에 포함되었던 표준 내용 내용이 ‘기술 이용과 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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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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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개발과 표준’과 같은 내용요소로 독립되었으

중심 교육과정의 일반 선택과목으로 분류된다. 2015

며, 특허의 개념과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

개정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과는 ‘가정 생활’과 ‘기

었다. 구체적으로 2009 교육과정 대비 중학교에서

술의 세계’ 분야로 나누어지며, ‘기술의 세계’ 분야는

는 ‘기술과 발명’이나 ‘제조 기술과 자동화’ 단원에서

‘기술 시스템’과 ‘기술활용’ 영역으로 구분된다.

제시되던 표준 내용이 ‘기술의 이용과 표준’ 내용요

발명 내용 요소는 ‘표준’ 내용 요소와 함께 ‘기술

소로 확대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기술 혁신과 설계’

활용’ 영역의 핵심개념 ‘혁신’에 해당하는 내용요소로

에서 다루던 발명과 표준 내용이 ‘발명과 창업’, ‘기

제시하고 있으며, <표 1>과 같이 중학교에서는 ‘발명

술 개발과 표준’ 내용요소로 확대 제시되었다(교육

아이디어의 실현’, 고등학교에서는 ‘발명과 창업’이라

부, 2015; 김성애, 2017; 정진우, 김창훈, 백현일,

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권혁

2017).

수, 2017).

이에 따라 개발된 중․고등학교별 12종 교과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을

국가 교육과정의 발명교육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및 교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개발 교과서의 ‘내용 분석’

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교육을 계획하고,

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책 일환으로 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술․가정’과 교육과정의

행된 발명 교육은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의 학문적

성취기준은 한 가지 핵심개념을 기준으로 2~4개의

기반이 부족한 실정으로 발명에 대한 학문적 고찰이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명 단원이 해당하는

필요하다(김용익, 2013; 정진우, 김창훈, 백현일,

중․고등학교 ‘기술 활용’ 영역의 성취기준은 <표 2>

2016). 그리고 발명 단원의 내용분석을 위해서는

와 같이 9개씩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2015; 장민

발명 단원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발명에 관한 범

수, 김흥민, 2017).

주를 설정한 분석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에 제시된 성취기준 중 ‘발명’과 관련 있는 성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명의 정의, 분류와 발명

기준은 중학교급 3개, 고등학교급 2개가 있다. 중학

내용학 내용 표준에 근거하여, ‘기술․가정’ 교과서

교 ‘기술 활용’영역의 성취기준 중 [9기가05-04]는

의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개발하

발명에 대한 기본 내용과 사회와의 영향에 관한 것

고자 한다.

이며, [9기가05-05]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화된 특허와 지식재산에 대한 내용이다. 또 [09기
가05-06]에서는 발명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발명을

Ⅱ. 문헌 고찰

통한 문제해결과 체험활동을 위한 성취기준이 제시
되어 있다.
‘발명’과 관련 있는 고등학교 ‘기술․가정’ 영역의 성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발명 단원

취기준으로는 2개가 있으며, [12기가05-05]에서 발
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해결, 지식재산과 발명과 창

2015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기술․가정’은 공통 교

업 과정 내용으로 중학교급 보다 심화된 내용을 제

육과정으로 분류되며, 고등학교 ‘기술․가정’은 선택

시하고 있으며, [12기가05-07]에서 발명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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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 ‘발명’ 관련 내용 체계
학교급

영역

핵심개념
적응

중

고

기술
활용

기술
활용

일반화된 지식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
를 설계하고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대처한다.

혁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발명과 기술 개발에서의 표준
은 국가와 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다.

지속
가능

인간은 기술 개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
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발전시킨다.

적응

인간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미래
를 설계하고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대처한다.

혁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발명과 기술 개발에서의 표준
은 국가와 사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다.

지속
가능

인간은 기술 개발에 따른 삶의 변화를 예측하고, 사회
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 발전시킨다.

내용 요소
∙ 기술의 발달
∙ 기술과 사회 변화
∙ 기술적 문제해결
∙ 발명 아이디어의 실현
∙ 기술의 이용과 표준
∙ 적정기술
∙ 지속가능한 발전
∙ 기술과 직업
∙ 산업 재해
∙ 자동차 안전과 생활
∙ 창의공학 설계
∙ 발명과 창업
∙ 기술 개발과 표준
∙ 지속가능한 발전

출처: 교육부(2015). 실과(기술ㆍ가정)/정보과 교육과정. 재구성.

<표 2> ‘기술 활용’ 영역 성취기준
학교급 영역

중

기술
활용

고

기술
활용

성취기준
[9기가05-01]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가정, 직업의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 기술 활용 및 사회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한다.
[9기가05-02] 가정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안전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대하여
이해한다.
[9기가05-03]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기술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9기가05-04] 발명의 개념, 특징을 이해하고 발명이 사회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
[9기가05-05] 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한다.
[9기가05-06] 생활 속 문제를 찾아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확산적･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
적으로 해결한다.
[9기가05-07] 표준의 개념과 중요성을 알고 표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9기가05-08]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찾아 해결 방안을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9기가05-09] 적정기술과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정기술 체험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고 평가한다.
[12기가05-01]미래의 기술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직업 세계의 변화를 전망한다.
[12기가05-02]산업의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법과 대응책을 모색한다.
[12기가05-03]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원인과 사례를 알고,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이용 방법을 이
해한다.
[12기가05-04]기술 혁신을 위한 창의 공학 설계를 이해하고, 제품을 구상하고 설계한다.
[12기가05-05]발명을 통한 기술적 문제해결 방법과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이해하고, 발명에
서 창업까지의 과정을 알아본다.
[12기가05-06]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이해하고, 국내외 표준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 특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한다.
[12기가05-07]발명과 표준에 관련된 체험 활동을 통하여 기술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12기가05-08]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의 분야를 조사한다.
[12기가05-09]적정기술,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하며 평가한다.

출처: 교육부(2015). 실과(기술ㆍ가정)/정보과 교육과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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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및 문제해결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한 교육을 통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목표에 부합하는 성취

원리를 터득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발명 능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을 향상시킴으로써 미래 사회의 행복을 보장하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라 하였다(김용익,

2. 발명과 발명교육

2005). 즉 인류의 생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보호․활용하기 위하여

발명(Invention)의 어원은 생각이 떠오르다를 뜻

발명과 관련된 역사, 사고, 과학, 기술, 경영, 지식

하는 라틴어 ‘inventio’에서 왔다. 발명의 사전적 의

재산권 등의 내용을 탐구적․체험적․문제 해결적

미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방법으로 지금

교육 방법을 통하여 교육을 말한다.

까지 없던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만들거나 생각해

또한 최유현(2005)은 발명교육을 발명특허교육,

내는 것’을 의미한다(특허청, 발명진흥회, 2015).

지식재산교육과 구분하면서 <그림 1>과 같이 도식화

또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

하였다. 지식재산교육을 발명교육을 포함하는 가장

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

큰 상위개념으로 보고, 발명특허교육과, 발명교육이

고 있다. 이는 발명에 대한 독점적 이익을 보장해주

포함되는 형태로 개념을 정리하였다.

면서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
기 위해 발명이란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3. 발명의 분류

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발명교육은 사회 또는 학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명교육은 국가 정책 일환으

데, 학교에서의 발명 교육 목표는 ‘발명에 대한 소양

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명 내용학에 대한

이 부족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발명에 관

학문적 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김용익, 2013). 이

<그림 1> 지식재산교육, 발명특허교육, 발명교육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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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명’의 정의와 개념도 학자별로 다양하게 나타나

1) 발명의 기술적 주제에 따른 분류

고 있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용익, 2005;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술․가정’과 성격에서 ‘기

특허청, 2014).

술의 세계’ 분야 중 ‘기술 시스템’ 영역은 생산, 수송,

DeVore(1980)은 발명을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지

통신 기술로 나누고 있다(교육부, 2015; 진의남,

만, 지식과 경험이 융합된 창의적이고 정신적인 과

이상봉, 남승권, 2016). 이는 <그림 3>과 같이

정으로 물질적(자이로 나침반, 기록장치, 형틀), 사

DeVore(1966)이 제시한 기술의 분류와 동일하게

회적(은행, 결혼, 집행유예, 법인, 보험), 정신적 형

기술을 생산 기술, 통신 기술, 수송 기술로 나누고

태(가설, 이론, 분류학, 종교)으 정의하였다.

있다. 발명이 기술적 문제 및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

한편 Custer(1995)는 기술적 문제를 발명(Invention),
설계(Design), 고장 해결(Trouble shooting), 절차

의 한 형태로 볼 때 이 분류 기준은 발명에도 적용가
능하다(Custer, 1995; 특허청, 2014).

(Procedures)와 같이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고,
발명을 문제 복잡성(problem complexity)과 목적

<그림 3> 기술의 분류

의 상세화(goal clarity)가 높은 영역의 기술적 문
제의 한 형태로 정의하였다.
일반적으로 발명은 <그림 2>와 같이 크게 물질의
발명, 방법의 발명으로 나누며, 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식물의 발명, 동물의 발명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춘식, 2014).
<그림 2> 발명 분류표

출처: DeVore(1966). Structure and Contents Foundation
for Curriculum Development.

2) 발명 과정에 따른 분류
‘기술학’은 자연 환경에 적응하고 기술적 환경으로
출처: 이춘식(2014). 발명과 설계 기술.

변화시키려는 목적의 인간 혁신적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으로 대표되는 것은

이러한 발명 분류와 개념들은 2015 개정 교육과

혁신과 발명이다(류창열, 2004; 특허청, 2014).

정의 ‘발명’ 내용요소를 분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Custer(1995)도 문제의 복잡성과 목적의 상세화가

이에 교육과정 안에 나타난 ‘발명’과 관련 있는 영역

높은 기술적 문제의 한 형태로 발명으로 분류했으

의 분류 기준과 구성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며, 발명 과정 또는 발명문제해결 과정은 기술적 문
제해결 활동의 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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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상봉, 배선아(2007)는 기술교육에서 창의

대한 학문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김용익, 2013).

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나타내었으며, 많은 학자들의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허, 표준, 지식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그림 4>와 같이 문제의 이해,

재산,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 확대되면서 발명교육

아이디어의 탐색과 개발, 실현, 평가의 네 단계를 공

보다는 확장된 지식재산교육에 가까운 실정이다.

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정진우, 김창훈, 김지숙(2018)은 특허청(2014),
최유현 외(2012), 정진우(2015)의 연구를 토대로

3) 발명의 영역에 따른 분류

교과서 ‘발명’단원의 공통된 내용 요소를 추출하여

발명 교육은 ‘발명 교육학 내용 표준’과 ‘발명 내용

‘발명의 이해’, ‘발명과 사고’, ‘발명 체험활동’, ‘발명

학 내용 표준’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발명교육이

과 지식재산’의 대영역으로 분류하고, 타당도를 검증

국가 정책 일환으로 시행되어 오면서 발명 내용학에

받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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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문제해결과정과 주요활동

출처: 이상봉, 배선아(2007). 기술교육에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의 함양을 위한 수업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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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명 내용학 및 교육학 내용 표준

용익(2013)의 발명 교사 교육 표준을 위한 연구에

우리나라 학교에서 발명교육은 국가 정책 일환으

서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과, 발명 교육학 내용 표준

로 시행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발명 내용학에 대한

으로 구분하여 발명교육 전개를 위한 참조적 표준을

학문적 출발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김

<표 4>와 같이 개발한 바 있다.

<표 3> 발명 대영역별 공통 내용 요소
대영역

내용 요소

발명의 이해

발명의 의미, 발명의 중요성, 발명의 역사, 자연과 발명

발명과 사고

문제해결과정, 발명 기법

발명 체험활동

발명 아이디어 발상, 발명의 설계, 발명품의 제작

발명과 지식재산

발명과 지식재산의 관계, 발명 윤리
<표 4> 발명 교사 표준을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

대영역

핵심내용

하위요소
발견과 발명

발명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발명의 개념과 특성

발명/특허의 개념
발명의 특성
발명의 종류

발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내면화 한다.

발명의 중요성
발명의 가치
인류의 역사와 발명

역사적 발명의 영향을 이해하고
미래 발명을 예측한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
세상을 바꾼 발명가
미래를 여는 발명

발명과 사회

발명의 사회적 영향
발명이 영향을 주는 생활, 환경, 사회를
탐색한다.

발명과 지속가능발전(SD)
발명과 기술평가
발명 창출관련 직업

발명과 관련된 직업세계를
탐색하고 전망한다.

발명 보호관련 직업
발명 확산관련 직업
의류 발명
식생활 및 요리기구 발명

생활 속의 발명

생활 속에서의 발명품을 탐구한다.

주거문화와 발명
레저 스포츠와 발명
놀이와 발명(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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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명 교사 표준을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 (계속)
대영역

핵심내용

하위요소
창의성의 개념

발명과정에서 필요한 창의성의 개념, 요소,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창의력을 개발한다.
창의성 계발

창의성의 요소
창의적 사고
창의성의 장애물
창의력 개발

발명에서 확산적 사고 기법 및
수렴적 사고 기법을 활용한다.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을 적용한다.

확산적 사고 기법
수렴적 사고 기법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ARIZ
창의적 문제해결 이론: TRIZ
발명 디자인의 발상과 표현

발명 디자인의 과정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발명 디자인의 과정
시각화 방법
제도의 기초

발명과 설계

특허 도면의 이해와 작성
설계 및 창의 설계 공학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개념 설계
상세 설계
창의 공학 설계
문제의 이해
관찰과 발명
자연과 발명
발명품의 수학 원리

발명 문제를 찾는다.

발명품의 과학 원리
발명품의 기술 원리
문제 확인 사고 기법
발명품 문제 찾기

발명 문제 해결

발명 노트 활용
발명 문제 해결 과정
발명 문제 확인
발명 문제 정보 수집
발명 문제 해결과정을 통하여
발명 과정을 적용한다.

발명아이디어 창출
발명아이디어 특허정보 검색
발명아이디어 평가
발명아이디어 실행
과정 및 결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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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발명 교사 표준을 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 (계속)
대영역

핵심내용

하위요소
발명과 융합학문

융합 학문과 기술을 활용한 발명을 탐색한다.

발명과 인지과학
발명품과 STEAM 이해
발명과 과학

융합지식과 발명
발명과 관련 학문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 지식을 활용한 발명을 탐색한다.

발명과 기술/공학
발명과 예술
발명 퍼포먼스
발명과 수학
문제해결 프로젝트

발명 프로젝트

문제해결, 팀문제해결, STEAM 통합 문제해결,
발명 특허문제해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한다.

팀문제해결 프로젝트
STEAM 통합 프로젝트
발명 특허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지식 재산과
특허 출원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 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한다.

지식재산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역사
지식재산권의 효력
지적 재산권 획득 과정
특허 출원과정의 이해
특허 정보의 검색
특허권의 활용

특허출원의 과정을 이해하고
특허를 출원한다.
지식 재산과
특허 출원

디자인과 상표
특허 실용신안 출원 방법
디자인 상표의 출원
특허명세서 작성
전자출원

지식재산과 관련된 보호 분쟁, 윤리적 쟁점을
조사한다.

지식재산 보호
특허분쟁
발명과 윤리
발명과 사업화

발명과 기술경영

창업, 마케팅, 기술 경영 원리에 비추어
발명품의 사업화를 탐색한다.

발명과 경영
발명과 창업
발명 마케팅
발명과 기업가 정신

출처: 김용익 외(2013). 발명 교사 교육 표준 개발-발명 내용학 내용 표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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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 단계

Ⅲ. 개발 방법 및 절차

준비단계에서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혀낸 발명의 분
발명 단원의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개발

류 기준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하기 위한 절차는 <그림 5>와 같다. 개발 절차는

의 구성요소를 구안한다. 구안된 분석틀은 국가 교

Mager & Beach(1967)의 개발 모형을 수정하여

육과정 내의 발명교육 내용 요소, 성취기준과 발명

적용하였으며, 준비단계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분

내용학 내용 표준의 주제들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

석틀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와 발명교육 내용요소 등

다. 발명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범주와 주제를 세

을 분석하였다. 개발단계에서는 분석 내용을 토대로

분화하고, 이에 따른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을 구안하였

준 분석틀 모형을 구안한다.

으며, 개선단계에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된
표준 분석틀을 최종 수정․보완하였다.

3. 개선 단계

1. 준비 단계

발명단원 내용분석을 위하여 구안된 표준 분석틀
에 대한 타당도 확보를 위해 발명교육 전문가에 의

준비 단계에서는 발명의 정의와 분류, ‘발명 내용

한 자문을 실시한다. 전문가는 발명 교육 관련 연구

학 내용 표준’, ‘내용분석틀’ 등 선행연구와 문헌 고

실적을 가진 석․박사(혹은 교수)이거나, 발명 강사

찰을 바탕으로 국가 교육과정 내의 발명교육 내용

(발명 교육센터, 발명 영재원 등) 경력 3년 이상의

요소와 성취기준을 분석한다. 발명 내용 분석틀 및

교사 및 발명 교사 인증제 자격증 소지자의 발명(교

발명교육 내용분석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발

육) 전문가로 한다.

명’의 내용 표준에 관하여 학문적으로 접근해보고,
발명의 분류 가능한 기준을 탐색한다.

구안한 발명내용 분석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분석틀을 수정․보완한다. 최종 내용분석
틀에 대하여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서 발명단원 내

<그림 5> 개발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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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개발을 완성한다.

발명이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의 한 형태로 볼 때 발
명 단원에 적용이 가능하다(DeVore, 1966; Custer,
1995; 특허청, 2014).
‘발명의 영역’은 ‘발명의 이해’, ‘발명과 사고’, ‘발명

Ⅳ. 개발된 분석틀

체험활동’, ‘발명과 지식재산’의 주제로 나누어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은 특허 및 지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과 교과

재산 관련 내용이 강화되어 지식재산교육으로서의

서의 ‘발명’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발명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진우 외(2018)

에서 확인된 ‘발명의 분류’를 종합하여 ‘발명의 기술

의 연구를 통해 발명의 이해, 발명과 사고, 발명체험

적 주제’, ‘발명 과정’, ‘발명의 영역’의 3개의 범주로

활동, 발명과 지식재산과 같은 네 영역으로 나눌 수

나타내었다.

있다.

‘발명의 기술적 주제’에 따른 범주의 주제로는 ‘생

‘발명 과정’에 따른 범주의 주제는 ‘문제의 이해’, ‘아

산 기술’, ‘수송 기술’, ‘통신 기술’으로 설정하였다.

이디어탐색과 개발’, ‘실현’, ‘평가’로 설정하였다. 발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술 시스템’ 영역을

명은 문제의 복잡성과 목적의 상세화가 높은 기술적

생산 기술, 수송 기술, 통신 기술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의 한 형태로, 발명 과정은 기술적 문제해결활동

<그림 6> ‘발명’ 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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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문제의 이해, 아이디

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탐색과 개

어의 탐색과 개발, 실현, 평가의 공통적인 네 단계를

발, 실현, 평가의 각각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된 ‘발명’ 단원 내용분석을 위한 표
준 분석틀을 <그림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
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기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 단원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연구를 통해 개발 교과서가 국가 교육과정

Ⅴ. 결론 및 제언

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 발명 교육에 있어 학교급별 발명교육
내용의 연계성, 단계성, 적정성 확인을 위해 분석틀

본 연구는 2015 개정 중등 교육과정에 따른 ‘기

을 활용한 내용분석 연구가 필요하다.

술․가정’과 교과서의 발명 단원 내용 분석을 위한

셋째, 발명단원 뿐만 아니라, 표준 교육 및 기술교

표준 분석틀을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5

육분야별 내용 분석을 위한 표준 분석틀 개발 연구

개정 교육과정의 발명 단원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가 필요하다.

분석하고, 발명과 발명교육의 정의, 발명의 분류, 우
리나라에서의 발명교육 변화, 발명 내용학 내용 표
준에 대하여 문헌분석 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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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velopment of Standardize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at Textbook of
‘Technology-Home Economics’ at the Secondary Level
Yi, Sangbong*․Lee, Gunhwan**․Jeong, Jaeh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andardize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at textbook of ‘Technology-Home Economics’ at the secondary level. Literature review of the
classification of invention and invention contents standard were adopted for achieving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eveloped ‘standardize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at Textbook of TechnologyHome Economics’ consist of three major stages as follows; (1) preparation, (2) development
and (3) improvement.
In the preparation stage, we analyzed the invention unit in the national curriculum, and
literature review. In the development stage, we were designed the standar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In the improvement stage, the content validity was reviewed by the
expert and supplemented. Based on this, we completed the standar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The developed Standardized framework for analyzing invention unit at textbook of ‘TechnologyHome Economics’ at the secondary level is divided into categories of ‘Technical subject of
invention’, ‘Invention area’, and ‘Invention process’.
The ‘Technical subject of invention’ category is divided into ‘Production technology’,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Invention area’ categor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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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d into understanding of invention, invention thinking, invention hand-on activity, inven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Invention process’ consists of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dea’, ‘Realization’, and ‘Evaluation’.
※ Key Words: Textbook of ‘Technology-Home Economics’, Invention Contents Standards,
Invention Education, Invention Unit, Content analysis, Standardized Framework

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