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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최첨단 과학과 기술을 바탕으로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그러한 인적자원을 토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

하며 신기술을 발명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일찍부터 국가의 지식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한 발명인재육성 교육에 투자를 아

끼지 않고 있다. 

발명교육, 창의성 교육은 국외의 선진 국가들이 창조적 인재 육성

을 위한 다양한 국가 정책을 수립⋅실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발명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발명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발명 교육 관련 연구

(Kang & Kim, 2014; Lee, 2013)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발명영재 교육 대상자 중 66.38%가 

초등학생에게만 편중되어 있기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

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2011). 이에 발명교육을 학교교육과정내 

체계적인 발명교육을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초⋅중⋅고등학생에 대

한 균형있는 연구 및 지원이 필요하다.

발명교육이 학교교육과정내에서 효과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

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그 전환의 과정에서 융합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다. 교육선진국으로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

는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정책으로 과학

(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교과목에 대한 통합교육정책으로서 STEM 교육을 제시하며 매년 많

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Baek et al., 2011). 또한 특허청은 과학 교과

에서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과학 교과에서 발명 

교육이 병행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과학(영재)교육에서 발명

⋅특허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 연구 과제를 2014년 12월에 

수행하였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발명진흥회 간의 MOU를 2015년 

8월에 체결하는 등 과학교육에서 융합교육, 발명교육 등을 통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발명⋅특허교육은 그동안 과학교육에서 강조해 오던 여러 

가지 목표를 이미 함유하고 있다. 특히 창의적 인성의 발달은 과학적 

창의성, 과학적 태도, 과학에 대한 태도와 접하게 연결된다(Jho, 

2012). 하지만, 발명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발명 프로그

램 개발과 발명교육을 통한 창의성 함양에 관한 것이었으며, 발명하

는 사람들의 신념이나 견해, 정서, 행동 즉 발명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Lim, 2012). 따라서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나 이미지 수준을 알고 학교 교육에서의 발명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

가 매우 필요하다. 먼저, 태도에서는 경험을 통하여 학습되고, 비교적 

지속성, 일관성, 규칙성을 가지며, 사회적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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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갖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초등학교 아동

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는 발명수업을 통해 형성되고, 일단 발명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지속성을 가지고 중학교 시기에도 발명수업과 

관련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이미지에서는 개인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험이나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며, 반드시 실체와 같은 이미지를 갖지는 않을 수 있고, 

개인의 사고와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되면 대상의 실제와는 다르게 대상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접근

하게 되기 때문에 올바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Ryoo & Choi, 2005). 즉, 발명의 실체에 대해 학생이 얼마나 올바르

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발명에 대해 교육적으로 접근하여 활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중학생의 이미지에 대해 어떤 인식

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발명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

구하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에서 체계

적인 발명교육을 실현하고, 중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를 긍정적으로 형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발표

된 발명교육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와 관련된 연구는 총 12편으로 

학위논문 4편, 학회지 8편 등이 있다(Table 1).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에 

대한 연구 대상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었다. 발명에 대한 이미지에 관

한 연구 대상에서는 초등교사, 중등(과학, 기술)교사에 대한 의미 분

별법도 실시하였다. 또한 발명교육 프로그램, 발명 체험활동, 발명아

이디어 교류활동은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를 비교하여 발명태도

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위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는 중학생의 발명에 관한 이미지가 한 개인이 어떠한 단어, 주제, 또는 

자극에 노출되어 그 자극을 형용사 쌍에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되었기 때문에 의미분별법에 대한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초등학생의 발명태도(Lim, 2012)가 중학교 시기에 어떻

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연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명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구명한다.

2) 중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들이 성별에 따른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3) 중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들이 학년별에 따른 평

균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4) 중학생들이 발명하면 떠올리는 단어를 알아본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G지역 소재 중학교 1, 2, 3학년 9개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표본은 편의⋅임의표본 표집(convenience or 

accidental sampling)을 하여 중학교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

여한 연구대상 인원은 Table 2와 같다.

구 분 남자 여자 계

1학년 30 37 67

2학년 28 45 73

3학년 31 53 84

계 89 135 224

Table 2. Numbers of the subjects by the gender and grade of
middle school students 

2. 검사 도구

가. 발명 태도 검사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발명태도 측정도구 설문지는 선행연구(Lee, 

1999)의 태도 척도를 기초 자료로 개발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Lim, 

2012). 발명에 대한 태도 설문지의 수준을 중학생에 맞게 조정하였다. 

조정한 발명태도 검사지는 중등발명 영재교사 5명, 발명교육 전문가 

3명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발명태

도 측정도구 설문지는 Table 3과 같이 총 35문항이고, 평점 척도는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인지적 태도란 발명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중요한지,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연구자 연구제목 연구대상

Choi(2006) 발명교육프로그램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적 문제해결 성향 및 발명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중⋅고등학생

Kim(2011) 발명아이디어 교류활동이 학생의 발명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Lim(2012) 초등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초등학생

Chung et al.(2013) 생활중심 발명체험활동이 아동의 발명태도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Choi et al.(2014) 발명 체험활동이 아동의 발명 태도 및 감성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Wang(2014) 초등학생의 발명교육 경험이 발명태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초등학생

Choi et al.(2009) 의미분별법에 의한 초등학교 교사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초등학생

Cho & Choi(2009) 중등 과학, 기술 교사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중등교사

Shin(2012) 초등학교 일반학생과 발명영재반 학생이 인식하는 발명에 대한 이미지 초등학생

Kim(2012) 초등학교 발명반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의 과학자에 대한 인식 비교 분석 초등학생

Moon(2013) 초등학생의 발명가에 대한 이미지: DIT 및 DIT-C의 개발과 적용 사례 연구 초등학생

Kim & Moon(2013) 전통기술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전통기술 이미지와 발명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Table 1. The list of research on attitudes and images towar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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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한다. 관심적 태도란 발명교육에 얼마나 참여 의사가 있는지, 

발명에 대해서 얼마나 배우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장래 발명 관련 

직업에서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 관심 정도를 말한다. 실천적 태도란 

발명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며 알고 있는지, 시간이 날 때마다 얼마

나 발명을 하는지 발명을 경험하고 실천하는 정도를 말한다. 정서적 

태도란 발명에 대해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재미를 느끼는지, 발명 

할 때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정서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Lim, 

2012).

또한 발명에 대한 태도 설문지 문항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Cronbach’s α의 내적 일치도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가 .75를 넘으면 내적일치도는 만족스러우

며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Nunnally, 1978). 최소한 Cronbach’s 

α가 .60이상은 되어야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의 일치도가 있다

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발명태도 측정도구 설문지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확인결과 .8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

고, 하위 요인별로 조사한 결과 .732∼.776 범위의 신뢰도를 보였다. 

발명태도 측정도구 설문지 문항은 부록 1에 나타내었다. 

하위 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인지적 태도 1∼10 10 0.732

관심적 태도 11∼19 9 0.742

실천적 태도 20∼28 9 0.776

정서적 태도 29∼35 7 0.776

총 문항수 35 0.807

Table 3.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for attitudes toward 
invention

나. 발명 이미지 검사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발명에 대한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의미분

석법을 사용하였다(Choi, 2006). 발명에 대한 이미지의 검사지는 6개

의 요인으로 군집화한 33개의 형용사 짝과 7점 Likert척도로 구성하

였다. 또한 발명에 이미지 설문지 문항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발명 이미지 측정도구 설문

지의 내적신뢰도(Cronbach’s α) 계수를 확인결과 .8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이미지 요인별로 조사한 결과, Table 4와 같이 .807∼.870 

범위의 신뢰도를 보였다. 발명 이미지 측정도구 설문지 문항은 부록 

2에 나타내었다. 

이미지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가치적 (valuable) 1∼7 7 .814

감정적 (feeling) 8∼12 5 .848

기호적 (tasty) 13∼19 7 .813

활동적 (active) 20∼24 5 .810

상상적 (imaginative) 25∼29 5 .807

외적인 (extrinsic) 30∼33 4 .870

총 문항수 33 .852

Table 4. Reliability of the questionnaire for images toward 
invention

3. 자료 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3주간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G지역 소재 중학교 1,2,3학년 학생

을 각각 표집 하여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검사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총 대상인원 239명 중 

불성실한 답변을 한 15명을 제외하였고, 1학년은 총 74명을 대상 중 

67명, 2학년은 총 80명을 대상 중 73명, 3학년은 85명 대상 중 84명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Window용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집단별, 성별 특성의 평

균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 ANOVA)과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또한 효과크기를 산출하기 위하여 평균 

차에 의한 효과크기 공식을 사용하였다(Cohen, 1988). 효과크기를 

이용하면 실제로 “얼마만큼이 차이(혹은 연관성)가 있는가”를 구체적

인 수치로 보여줄 수 있다. 

통합




,
통합 




 
  



(  : 실험집단의 평균,   : 통제집단의 평균, 통합 : 통합표준편

차,  : 실험집단의 표준편차,  : 통합집단의 표준편차,  : 실험집

단 사례 수,  : 통제집단 사례 수)

Ⅲ. 연구결과

1.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분석

가.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발명에 대한 요인별 태도 수준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으며 평균

값은 3.11이며 표준편차 0.64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수준은 인지적 태도(M=3.66), 정서적 태도(M=3.46), 관심적 태도

(M=3.00), 실천적 태도(M=2.79) 순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발

명에 대한 태도 수준(Lim, 2012)과 비교해 보면 중학생이 발명에 대한 

태도에서 하위 요인 중 정서적 태도 및 관심적 태도 수준이 높았다. 

또한 중학생과 초등학생 모두 인지적 태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실천

적 태도는 낮게 나타났기 때문에 발명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실천

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성요인 N M SD 최소값 최대값

인지적 태도 224 3.66 0.59 1.00 5.00

관심적 태도 224 3.00 0.75 1.00 6.00

실천적 태도 224 2.66 0.57 1.00 5.77

정서적 태도 224 3.46 0.56 1.00 5.42

전체 224 3.11 0.64 1.00 5.55

Table 5. Result of attitudes toward inven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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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의 항목별 평균은 Figure 1과 같다. 

집단 전체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평균은 4.72로, 중간 값인 4보다 

높게 나타났다. 6개 하위요인과 32개의 형용사 짝에서 중간값 이상의 

긍정적인 값을 나타냈고, 나머지 1개의 형용사 짝에서 중간값 미만의 

부정적인 값을 나타냈다. 

대체적으로 중학생은 발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M=4.72)를 가

지고 있는 반면, 감정적 요인(어려운-쉬운)을 보면, 평균 3.70으로 나

타나 발명을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발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M=5.08점)으로 느끼고(Shin, 2012) 중학교에

서는 학생들이 발명 관련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발명하는 것을 어렵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중학생들은 가치적 요인(가치없는-가치로운)을 보면, 평균 

5.68로 나타내어 발명의 내, 외재적인 가치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가.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요인 및 평균 
형용사

M SD
3             4             5               6

가치적

(4.96)

가치없는 가치로운 5.68 1.325

나쁜 좋은 5.28 1.282

불행한 행복한 5.07 1.329

불쾌한 유쾌한 5.06 1.330

겁 많은 용감한 5.03 1.256

두려운 친근한 4.33 1.395

쓴 달콤한 4.27 1.409

감정적

(4.22)

난폭한 평화적인 4.69 1.468

모난 둥근 4.29 1.304

딱딱한 부드러운 4.23 1.512

차가운 뜨거운 4.19 1.563

어려운 쉬운 3.70 1.715

기호적

(4.77)

한물간 신선한 5.26 1.538

빈약한 풍부한 5.17 1.433

늙은 젊은 5.01 1.576

어두운 밝은 4.66 1.465

맛없는 맛좋은 4.63 1.355

먼 가까운 4.46 1.401

긴장한 여유로운 4.22 1.540

활동적

(4.83)

좁은 넓은 5.05 1.539

아픈 건강한 4.93 1.413

짧은 긴 4.75 1.490

낮은 높은 4.75 1.432

느린 빠른 4.68 1.417

상상적

(4.94)

울퉁불퉁한 정교한 5.05 1.387

더러운 깔끔한 5.00 1.404

부정적인 정직한 4.91 1.372

불공정한 공정한 4.88 1.484

못생긴 아름다운 4.88 1.464

외적인

(4.59)

얕은 깊은 4.97 1.479

작은 큰 4.66 1.425

가벼운 무거운 4.49 1.519

얇은 두꺼운 4.23 1.431

4,72 전체

Figure 1. Result of images toward inven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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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남자(N=89) 여자(N=135)

t p ES1)

M SD M SD

인지적 태도 3.68 0.66 3.65 0.53 0.405 0.686 ⋅
관심적 태도 3.26 0.77 2.82 0.68 4.472 0.000** 0.611

실천적 태도 2.81 0.67 2.56 0.47 2.973 0.003** 0.434

정서적 태도 3.50 0.66 3.44 0.48 0.764 0.446 ⋅
전체 3.31 0.37 3.12 0.50 0.611 0.564 ⋅

**p<0.01 1) 효과크기

Table 6. Result of attitud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ender 

분석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태도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관심적 

태도, 실천적 태도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태도 요인 t값이 

±2.58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또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과, 관심적 

태도(0.611), 실천적 태도(0.434)로 나타났다. Cohen(1998)의 기준에 

따르면 d=0.20 정도면 작다(small)고 보고, d=0.50 정도면 중간

(medium)정도라고 보고, d=0.80 정도면 크다(large)고 본다. 따라서 

관심적 태도는 중간 이상의 효과크기, 실천적 태도는 작은 효과크기

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에서도 관심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다(Lim, 2012). 

이는 초등학교에서 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일관된 발명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의 발명에 대한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나.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7과 같다.

영 역
남자(N=89) 여자(N=135)

t p ES1)

M SD M SD

가치적 5.18 0.92 4.82 0.98 2.700 .007** 0.374

감정적 4.48 1.16 4.03 1.04 3.015 .003** 0.409

기호적 4.93 .96 4.68 0.95 1.897 .059 ⋅
활동적 4.90 1.00 4.80 1.13 .673 .502 ⋅
상상적 5.08 1.09 4.86 1.08 1.435 .153 ⋅
외적인 4.63 1.14 4.57 1.06 .414 .679 ⋅
전체 4.87 0.78 4.63 0.79 2.195 .029* 0.316

*p<0.05, **p<0.01 1) 효과크기

Table 7. Result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ender 

분석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가치적(valuable), 감정적(feeling) 요인에서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 t값은 ±2.58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1).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요인의 효과크기를 분석한 결

과, 가치적 요인(0.374), 감정적 요인(0.409),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전체(0.316) 등으로 나타났다. Cohen(1998)의 기

준에 따르면 가치적 요인, 감정적 요인, 성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전체는 작은 효과크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학

생은 여학생 보다 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거나 긍정적인 마음과 기분으로 발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형용사별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결과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영 역
남자(N=89) 여자(N=135)

t p
M SD M SD

불쾌한 - 유쾌한 5.30 1.195 4.90 1.316 2.251 0.025*

불행한 - 행복한 5.43 1.276 4.83 1.314 3.381 0.001**

두려운 - 친근한 4.67 1.483 4.09 1.314 2.999 0.003**

모난 - 둥근 4.55 1.590 4.10 1.362 2.150 0.033*

난폭한 - 평화적인 5.02 1.268 4.45 1.281 3.289 0.001**

어려운 - 쉬운 4.08 1.776 3.44 1.632 2.761 0.006**

긴장한 - 여유로운 4.65 1.539 3.95 1.482 3.396 0.001**

불공정한 - 공정한 5.11 1.299 4.71 1.424 2.126 0.035*

*p<0.05, **p<0.01

Table 8. Result of significantly different adjectives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ender 

분석결과 33개의 형용사 짝 중에서 8개의 형용사 짝(불쾌한-유쾌

한, 불행한-행복한, 두려운-친근한, 모난-둥근, 난폭한-평화적인, 어려

운-쉬운, 긴장한-여유로운, 불공정한-공정한)에서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 t값이 ±1.96보다 크고,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p<0.05). 특히 8개 형용사 짝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의 항목별 평균은 Figure 

2와 같다. 남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평균은 4.89, 여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평균은 4.69로 중간 값인 4보다 높게 나타나 발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성별에 상관없이 6개 하위요인

에서는 중간값 이상의 긍정적인 값을 나타냈고 남학생의 경우 33개의 

형용사 짝에서, 여학생의 경우 31개의 형용사 짝에서 중간값 이상의 

긍정적인 값을 나타냈다. 여학생은 형용사 짝에서 어려운(M=3.44), 

긴장한(M=3.95) 것으로 느끼고 있다. 여학생에게는 발명에 대한 이미

지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발명 수업에서 여학생에 대한 다양한 

발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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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가.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발명에 대한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9와 같다. 분석결과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태도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하위 

요인에서도 학년에 따른 발명 태도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중학생의 발명의 태도는 초등학교 저학년

에서부터 갖추어 지게 되고(Lim, 2012) 중학교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학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년별 발명태도에 대한 요인

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학년에서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관심적 

요인
1학년 (N=67) 2학년 (N=73) 3학년 (N=84)

F p
M SD M SD M SD

인지적 태도 3.62 0.62 3.65 0.54 3.69 0.60 .275 .760

관심적 태도 3.03 0.75 2.93 0.78 3.03 0.72 .409 .665

실천적 태도 2.63 0.52 2.63 0.61 2.70 0.58 .333 .717

정서적 태도 3.49 0.56 3.42 0.52 3.47 0.59 .239 .788

전체 3.19 0.61 3.16 0.61 3.22 0.62 .284 .753

Table 9. Result of attitud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rade 

요인 
형용사

남자 여자
3            4           5           6

가치적

나쁜

 

좋은 5.45 5.17

불쾌한 유쾌한 5.30 4.90

불행한 행복한 5.43 4.83

가치없는 가치로운 5.81 5.60

겁 많은 용감한 5.09 5.02

쓴 달콤한 4.48 4.13

두려운 친근한 4.67 4.09

감정적

모난 둥근 4.55 4.10

난폭한 평화적인 5.02 4.45

딱딱한 부드러운 4.42 4.08

차가운 뜨거운 4.33 4.08

어려운 쉬운 4.08 3.44

기호적

어두운 밝은 4.85 4.50

늙은 젊은 5.15 4.92

먼 가까운 4.35 4.54

한물간 신선한 5.26 5.28

빈약한 풍부한 5.38 5.06

맛없는 맛좋은 4.85 4.50

긴장한 여유로운 4.65 3.95

활동적

느린 빠른 4.74 4.65

낮은 높은 4.88 4.68

좁은 넓은 5.11 5.04

아픈 건강한 5.02 4.88

짧은 긴 4.76 4.75

상상적

불공정한 공정한 5.11 4.71

부정적인 정직한 5.13 4.78

더러운 깔끔한 5.02 5.00

울퉁불퉁한 정교한 5.08 5.04

못생긴 아름다운 5.03 4.78

외적인

가벼운 무거운 4.53 4.50

얇은 두꺼운 4.28 4.21

작은 큰 4.65 4.67

얕은 깊은 5.07 4.90

 전체 4.89 4.64

주) 남자:             여자:

Figure 2. Result of adjectives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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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실천적 태도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에서도 동일한 선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Lim, 2012). 

나. 학년에 따른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요인
1학년 (N=67) 2학년 (N=73) 3학년 (N=84)

F p
M SD M SD M SD

가치적 4.88 0.95 5.04 0.95 4.96 1.01 4.96 0.97

감정적 4.38 1.13 4.28 0.97 4.01 1.18 4.21 1.11

기호적 4.75 1.04 4.80 1.00 4.78 .87 4.78 0.96

활동적 4.74 1.03 4.78 1.19 4.97 1.01 4.84 1.08

상상적 4.96 1.06 4.93 1.25 4.95 .97 4.95 1.09

외적인 4.51 1.02 4.57 1.10 4.69 1.15 4.60 1.09

전체 4.70 0.80 4.73 0.91 4.73 .70 4.72 0.80

Table 10. Result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rade

분석결과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통계적으

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하위 요인에서도 학년

에 따른 발명 이미지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발명에 대한 이미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갖추게 되면

서 중학교에서는 학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학교에서부터는 학습

에 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형용사군

1학년 

(N=67)
2학년 

(N=73)
3학년 

(N=84) F p Scheffe

M SD M SD M SD

겁 많은 - 용감한 4.72 1.04 5.08 1.28 5.29 1.34 3.96 0.020* 1학년 < 3학년

어두운 - 밝은 4.73 1.35 4.93 1.52 4.31 1.64 3.44 0.034* 3학년 < 2학년

*p<0.05

Table 11. Result of significantly different adjectives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rade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형용사별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는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One Way ANOVA 분석 결과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분석결과 33개의 형용사 짝 중에서 2개의 형용사 짝(겁 많은-용감

한, 어두운-밝은)에서 학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겁 많은-용감한 형용사 짝에서는 

3학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이며, 학년이 낮을수록 낮은 평균

점수로 나타났다.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겁 많은-용

감한 형용사 짝에서는 3학년 집단과 1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신체적 성장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 따라 3학년이 1학년 보다 용감함을 보여준다. 어두운-

밝은 형용사 짝에서는 2학년, 1학년, 3학년 순으로 평균점수가 나타났

고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두운-밝은 형용사 짝에서는 2학년 

집단과 3학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의 항목별 평균은 Figure 

3과 같다. 초등학교 일반학생과 발명영재반 학생이 인식하는 발명에 

대한 이미지의 선행연구(Shin, 2012)를 참조하여 초등학교 발명영재

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까지 포함하여 Figure 3에 나타내었다.

학년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 대체적으로 중간 값인 4보다 높게 나타나 발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발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평균순

으로 보면 초등학교 발명영재,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2,3학년 

순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급한 후 발명에 대한 긍

정적 이미지가 감소하였다. 중학교 시기에는 발명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평균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중학교 시기에 발명에 대한 이미지 

형성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발명 이미지 요인 중 감정적 

요인에서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이미지 요인이 감소한 현상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학교 시기에 학업에 대한 부담에 따른 

요인에 의해 감정적 요인의 이미지가 감소된 것으로 보여준다.

발명 이미지 요인의 33개의 형용사 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발명

영재와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은 부정적인 형용사가 없는 반면 중학

교 1학년(M=3.75), 2학년(M=3.86), 3학년(M=3.50) 학생들은 어려운-

쉬운 짝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는 중학교 기술, 과학 

담당 교사(M=3.2)들도 발명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

습자인 학생들도 교사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Choi 

et al., 2009; Cho & Choi, 2009). 

Figure 3. Result of adjectives of images toward invention depending on the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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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단어 분석

발명하면 떠올리는 단어에 응답한 중학생은 210명(93.7%)이 이었

고 평균 2.14 개의 단어를 기록하였다. 이중에서 의미가 비슷한 단어

를 범주화 하여 Table 12와 같이 단어와 빈도수를 표시하였다. 평균 

나열 단어수가 2.14개 이므로 빈도수가 3개 이상인 단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물음 학년 단어(빈도수)

발명하면 

떠올리는 단어를 

나열해 주세요

1

아이디어(18), 신제품(10), 전구(10), 에디슨(9), 상
상력(9), 기술(8), 편리한(6), 창의성(6), 불편함(6), 
새로운(5), 창조(4), 아이슈타인(3), 생각(3), 발명

가(3), 발전(3)

2

아이디어(22), 기술(14), 에디슨(14), 상상력(13), 창
의력(12), 신제품(10), 전구(8), 아이슈타인(7), 과학

(7), 로봇(6), 만들기(6), 발명품(5), 특허(5), 새로운

(4), 발전(4), 생각(4), 기계(3), 편리함(3), 유용한

(3), 컴퓨터(3)

3

아이디어(20), 새로운(18), 에디슨(14), 창의력(12),
상상력(12), 편리함(9), 생각(8), 발명품(8), 전구(7), 
로봇(6), 기술(6), 창조(5), 발전(5), 특허(3), 유용한

(3), 신제품(3), 컴퓨터(3), 과학(3), 아이슈타인(3), 
브레인스토밍(3), 천재(3)

Table 12. Frequency of words toward invention

중학생이 알고 있는 발명가 이름으로 에디슨, 아이슈타인 등이 언

급되었다. 이 중에서 중학생은 발명가 에디슨의 반응을 많이 보였는

데 초등학생부터 에디슨을 가장 대표적인 발명가로 인식하고 있는

(Kim, 2012; Moon, 2013) 영향으로 보인다. 발명이 기여하는 바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 편리한 삶 제공, 사회적 발전, 실제생활에 유용한 

것, 불편함 개선 등이 있었다. 

Ⅳ. 결론 및 제언

미래사회를 대비한 발명인재육성 교육은 중요하다. 학교교육과정

에서 체계적인 발명교육의 실현을 통하여 발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는 학생들이 발명의 태도 및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이미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분야는 과학 분

야이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한 연구를 

시작으로 공학자, 발명가에 이르기 까지 이미지 분석의 대상이 확장

되었다. 하지만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초등학생 시기에 형식적인 발명

교육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중학생 시기가 되면 태도 및 이미지

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중학생의 발

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성별, 학년별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발명교육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긍정적인 발명

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중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이다. 

중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생 보다 정서적 태도 및 관심

적 태도 수준에서 높았고, 발명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M=4.72) 이

었다. 하지만 중학생과 초등학생 모두 발명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인지적 태도를 갖고 있으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발명품까지 완성

을 위한 실천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

이 발명 관련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로 무엇인가를 

발명하는 것을 감정적 요인에서 ‘어려운’(M=3.70)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중학생들은 가치적 요인(가치없는-가치로운)을 보면, 평

균은 5.68로 발명의 내, 외재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발명에 대한 태도(Lim, 2012)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만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관심적 태도와 실천적 

태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시기 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일관된 발명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기의 발명에 대한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성별

에 따른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에는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

거나 긍정적인 마음과 기분으로 발명의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형용사별 발명에 대한 이미지 요인이 

남학생의 평균이 여학생의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높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은 형용사 짝에서 ‘어려운’(M=3.44), ‘긴장한’(M=3.95) 

것으로 느끼고 있다. 여학생에게는 발명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발명 수업에서 여학생을 위한 다양한 발명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중학생의 발명 태도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편제상 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부족하여 모든 학년이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관심적 태도, 실천적 태도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발명에 

대한 이미지도 초등학교에서부터 갖추게 되면서 중학교에서는 학년

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중학교에서부터는 학습에 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징으로 인해 신체적 

성장과 자아 정체감 형성에 따라 3학년이 1학년 보다 용감함을 보여

주고 어두운-밝은 형용사 짝에서 3학년이 평균점수가 낮은 이유는 

학업 부담 가중 및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발명교육에 대

한 실제적인 교사 연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발명 

교사들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중학생은 발명에 대해 떠오르는 단어로, 발명품으로는 컴퓨터, 로

봇, TV, 기계 등을 언급하였다. 발명의 행위로는 전구, 아이디어, 만들

기, 상상력, 창의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전구는 순간적인 

발상 능력과 사고를 자극하는 활동으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Cho & Choi, 2009; Shin, 2012). 또한 중학생은 발명 

관련 교과로 기술 및 과학 등을 연관지어 떠올리는 경향이 많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을 결과를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발명 분야에서 이미지 수준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 영역에 대하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발명을 ‘어려운’(M=3.70) 것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중학생들에게 친근한 소재를 찾아 반영한 발명프로그램을 통해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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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발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발명에 대한 이미지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으므로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발명교육이 되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갖고 있는 발명에 대한 태도 및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구명하고, 발명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초등학생 보다 발명에 대한 태도에서는 정서적 태

도 및 관심적 태도 수준이 높았으며, 발명에 대한 이미지에서는 긍정

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발명은 어려운(M=3.70) 것으로 느끼

고 있다. 

둘째,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에 대한 태도는 초등학

교에서 부터 중학교 시기까지 일관된 발명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초

등학교 시기의 발명에 대한 태도 형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0.05).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발명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발명의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은 발명에 대한 이미지로 어려운(M=3.44), 긴장한

(M=3.95) 것으로 느끼고 있다.

셋째,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학년에 따른 태도에 대한 

요인별 순위를 살펴보면 전학년 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관심적 

태도, 실천적 태도 순인 것으로 나타난다. 중학교에서는 교육제도와 

교육과정 편제상 발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부족하여 모든 학년

이 발명의 태도에서 같은 순위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전체적인 발명 이미지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5). 중학교에서 부터 학습에 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중학생이 ‘발명’하면 떠올리는 단어를 분석한 결과, 

발명의 행위로는 아이디어, 만들기, 상상력, 창의력 등을 중요하게 

여겼다. 발명이 기여하는 바로는 새로운 제품 개발, 편리한 삶 제공, 

사회적 발전, 실제생활에 유용한 것, 불편함 개선 등이 있었다. 

주제어 : 발명, 태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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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평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1 나중에 발명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2 학교에 발명반과 같은 발명과 관련된 활동반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다.

3 일상생활에서 발명에 관심이 많다.

4 학교에서 발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다.

5 장차 발명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고 싶다.

6 여학생은 발명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없다.

7 여학생도 발명 관련 직업을 가질 수 있다.

8 학교교육과정에 발명 교과가 있으면 즐겁게 배울 것이다.

9 발명은 우리 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

10 발명의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

11 발명은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

12 발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3 발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14 신제품이 나오면, 즉시 그 물건에 대해 알고 싶다.

15 발명은 유용한 물건을 더 많이 만들게 해 준다.

16 대체로 여학생들은 발명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힘들다.

17 제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가끔 분해한다.

18 학교에서 발명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

19 평소 발명과 관련된 글을 읽는 것이 재미있다.

20 나 자신이 발명에 대해 관심만 가지면 많은 것을 발명할 수 있다.

21 모든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발명에 대해 잘 안다.

22 대체로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발명을 잘 한다.

23 대체로 여학생들은 발명관련 분야를 공부하기 힘들다.

24 발명과 관련된 일은 여학생들에게 위험하다.

25 남학생들만큼이나 여학생들도 발명을 쉽게 배울 수 있다.

26 발명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준다.

27 발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8 발명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29 발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0 많은 사람들이 발명관련 직업을 택하는 것이 경제 발전에 좋다.

31 발명직에서 일하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32 발명 분야의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33 발명교육 시간의 활동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한다.

34 발명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든다.

35 발명을 하면 상상력을 활용할 기회가 많이 있다.

< 부 록 >

1. 발명에 대한 태도 설문지 문항

※ ‘발명’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나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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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척도

나쁜 1 2 3 4 5 6 7 좋은

불쾌한 1 2 3 4 5 6 7 유쾌한

불행한 1 2 3 4 5 6 7 행복한

가치없는 1 2 3 4 5 6 7 가치로운

겁 많은 1 2 3 4 5 6 7 용감한

쓴 1 2 3 4 5 6 7 달콤한

두려운 1 2 3 4 5 6 7 친근한

모난 1 2 3 4 5 6 7 둥근

난폭한 1 2 3 4 5 6 7 평화적인

딱딱한 1 2 3 4 5 6 7 부드러운

차가운 1 2 3 4 5 6 7 뜨거운

어려운 1 2 3 4 5 6 7 쉬운

어두운 1 2 3 4 5 6 7 밝은

늙은 1 2 3 4 5 6 7 젊은

먼 1 2 3 4 5 6 7 가까운

한물간 1 2 3 4 5 6 7 신선한

빈약한 1 2 3 4 5 6 7 풍부한

형용사 척도

맛없는 1 2 3 4 5 6 7 맛좋은

긴장한 1 2 3 4 5 6 7 여유로운

느린 1 2 3 4 5 6 7 빠른

낮은 1 2 3 4 5 6 7 높은

좁은 1 2 3 4 5 6 7 넓은

아픈 1 2 3 4 5 6 7 건강한

짧은 1 2 3 4 5 6 7 긴

불공정한 1 2 3 4 5 6 7 공정한

부정적인 1 2 3 4 5 6 7 정직한

더러운 1 2 3 4 5 6 7 깔끔한

울퉁

불퉁한
1 2 3 4 5 6 7 정교한

못생긴 1 2 3 4 5 6 7 아름다운

가벼운 1 2 3 4 5 6 7 무거운

얇은 1 2 3 4 5 6 7 두꺼운

작은 1 2 3 4 5 6 7 큰

얕은 1 2 3 4 5 6 7 깊은

 - 수고하셨습니다. -

2. 발명에 대한 이미지 설문지 문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