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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의 대학수업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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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의 적
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고찰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연구방법으로 사용
했다. 연구대상은 I 대학에서 ‘창의적 여성과 과학’ 이라는 선택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5주 동
안 연구를 진행했다. 세부연구 항목은 체계적인 문제해결 과정 실행,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방안 도출, 도출된 해결방
안의 적용가능성, 팀 상호작용 및 자기 성찰 과정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학생이 실제적 문제제시, 문제인식, 문제명료
화, 가능한 해결책 도출, 해결책 우선순위 결정, 액션플랜 작성 및 현장 적용, 종합발표 및 성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교수자는 학생이 각 단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진행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수학습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찾고, 문제를 명확히 하고,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
하고 아이디어를 검토함으로써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팀 구성원과 협력하여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찾아낸 해결책을 적용하는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또한 창의적 사고 기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역량도 향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창의
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이 대학수업에의 적용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후에는 공과대학 학생의 창의력과 문
제해결력을 강조하는 공학입문설계에 본 교수학습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주제어: 교수학습, 문제해결, 창의성, 공학입문설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pplicability of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which was designed to improve students' creative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competencies. Methodology is 
literature review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students who attended the elective course 'creative women and 
science' was participated during 15 weeks. Through this teaching-learning methods, students were fully aware of 
learning methods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sought for problems, clarified problems, found solutions through 
discussions, and continuously examined ideas by receiving feedbacks. They could deduce creative new solutions to 
solve encountered problems regarding team dynamics and apply it in real situation. As the results of applying 
teaching-learning methods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to a course in University, it had the advantages of 
enhancing students' competencies in analyzing problems and applying derived solutions in actual field.
Keywords: teaching-learning, problem-solving, creation, basic engineering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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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오늘날 대학교육은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유명 외국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설립하고, 교육제도

를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시설과 설비를 도입한다. 

국내 각 대학은 외국 유학을 마친 20, 30대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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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인재를 교수로 과감하게 채용하여 글로벌화

를 재촉한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대학이 

글로벌 표준에 맞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수의 연

구역량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능력을 갖춘 준비

된 졸업생을 배출해야 하는 과제를 갖게 되었다. 

더욱 직접적으로 대학은 산업체로부터 대학교육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받고 있다. 산업체는 글로벌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개

성을 갖춘 창조형 인재,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

한 인재, 글로벌 역량과 인간미 도덕성을 갖춘 인재 

등 스스로의 판단 아래 상황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곽문규, 

2004; 김병식, 2001; 민계식, 2007).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학은 학생을 기업의 가치를 높이

고, 기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중추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주된 인적자원으로 개발하고(황호영 외, 

2006),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인으로 육성하

는 기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종연 외, 2005).

이러한 변화는 학생이 갖추어야 할 능력의 변화도 

요구한다. 학생은 대학수업을 통해서 관심있는 영역

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

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학생이 글로벌 

사회변화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역량

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이 개인

적인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자기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직접 수행함으

로써 창의적 혁신적인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

을 길러야 한다(강명희와 고진경, 2002; Nonaka와 

Takeuchi, 1995; Lumsdaine과 Lumsdaine, 1995).

본 연구는 대학수업을 통해서 학생이 글로벌 사회

변화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 즉, 창의적 사고력

과 문제해결 역량을 스스로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

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의 대학수업에의 적

용가능성을 탐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선행문헌분

석 및 전문가검토를 통해 도출된 창의적 문제해결과

정을 대학 정규수업에 적용하여 수행결과물의 창의

성, 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본 연구에서 설계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

의 대학교육과정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Ⅱ. 

1.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개인 혹은 팀이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

어와 혁신적인 해결책을 산출하거나, 창의적 능력을 

이용해 기존의 문제해결방식에 혁신을 가하는 일련

의 활동을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이라고 한다.

본 연구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각 단계가 체계적 

또는 체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제해결과정에서 구

성원의 창의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모델을 조사하였

다. 그 결과 지식창출 과정(김정섭, 박수홍, 2002; 

박수홍, 2004; Nonaka, Takeuchi, 1995), 액션러닝

(Marquardt, 1999; Revans, 1983), 문제중심학습

(Barrows, 1985; Savery, Duffy, 1995)과 창의적 

문제해결(Parnes, 1981) 과정이 도출되었다.

Marquardt(1999)와 Revans(1983)의 액션러닝

(Action Learning)은 학습을 통해 익힌 지식을 사용

하여 조직과 팀이 당면한 실제문제를 현장에서 수행

함으로써 조직의 문제해결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둔

다.

박수홍(2004)은 Marquardt(1999)와 Revans(1983)

의 액션러닝(Action Learning)을 토대로 문제를 해

결하거나 기회를 실현하는 일련의 방법과 전략을 제

안하였다. 박수홍(2004)은 이를 ‘지식을 창출하는 과

정’이라 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특성은 체계적, 체제

적, 경험적이며 결과 지향적인 인간수행을 다루는 것

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경제적인(비용 효과적) 

방법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바람직한 상태와 현 상태

의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라 하였다.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8단계로 이

루어져 있다. 1단계는 실제적 문제제시 단계이다. 본 

단계는 요구조사를 통한 실제 문제를 분석하는 단계

이다. 당면한 문제 중 어느 것이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고, 

추후 학습자가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킨다.

실제적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로서 첫째, 정의되

지 않거나 모호하다. 둘째, 다양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준거를 

가지고 있다. 넷째, 동일한 사례에서 조차 개념과 규

칙, 원리간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개

념과 규칙, 원리가 해결책을 위해 필요한지 또는 어

떻게 조작되는지도 모호하다(Jonassen, 1997). 

2단계는 문제인식단계이다. 실제적 문제제시 단계

에서 도출된 문제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이

다.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실제로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원인을 상호간의 질문

과 확산적 사고기법들을 사용하여 찾아낸다. 

3단계는 문제명료화 단계이다. 수렴적 사고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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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문제를 분류하고 팀에서 문제의 우선순위

를 합의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에

는 팀이 모든 대안들을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의 대중적인 선택에 집중하는 경향을 피할 수 있도

록 한다. 

4단계는 가능한 해결책 도출 단계이다. 문제명료

화 단계에서 산출된 문제의 우선순위 목록을 활용하

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

다. 기존의 해결책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조직에서 적

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도

록 한다. 

5단계는 해결책 우선순위 결정 단계이다. 가능한 

해결책 도출 단계에서 산출된 해결책 목록에서 제약

사항 및 돌발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자세하게 검토한

다. 해결책 우선순위를 선정할 때, 오류가 있는 해결

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한다. 시간, 비용, 긴급성, 중

요성, 효과성과 같은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해결책 우선순위 목록을 결정한다. 

6단계는 액션플랜 작성 단계이다. 초기목표, 수행

의 촉진 ․ 제한요소,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정 상 현재 

진행위치, 팀원의 사기, 조직의 지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 선정된 해결전략

을 액션플랜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

다. 2순위까지 해결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해보고, 실

제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 

7단계는 현장적용 단계이다. 액션플랜을 실제 현

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때, 

학습자는 액션플랜 적용전략에 따라 현장에 적용하

고, 현장적용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지

지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및 의견을 자세하게 작

성한다. 

마지막으로 각 단계에는 평가 및 성찰시간을 가진

다. 각 단계별 활동상황과 산출물을 성찰하고, 나타

난 문제점들이 치명적이라면,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수정/보완하고, 각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한다.

Nonaka와 Takeuchi(1995)는 개인, 집단, 조직까

지 연결되는 지식창출 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였다. 개인은 암묵지와 명시지를 공유하고 상호작

용하면서 지식을 창출한다. 집단은 개인이 창출한 지

식을 집단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와 공유하고 개념화

시킨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은 조직 환경에 적합

하게 지식을 형상화시키고 조직의 각 부문으로 의미

를 전달한다. 개인-집단-조직에 이르는 지식창출 과

정을 통해 지식은 조직적 맥락에서 유용하며 조직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최적화시키게 된다.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d Learning)은 학습

자가 모의훈련에 참가하여 문제해결행동을 습득하고, 

관련영역에 필요한 기술을 자신이 직접 개발하여 성

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촉진자는 문제해

결과 관련된 학습자의 인지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

와주는 인지적 도제환경을 구축한다(Savery, Duffy, 

1995). 

Barrow(1985)의 문제중심학습은 문제도출, 문제

제시의 2단계로 이루어진다. 문제도출단계는 먼저 학

생들이 배워야 하는 주요 영역에 대한 개념과 원칙을 

설명하고 실제적인 문제를 도출하는 단계이다. 문제

제시단계는 학생들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

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이다. 존재하는 자료 및 정보는 이 사례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 보다는 단지 희망하는 해

결책과 관련되는 정보일 뿐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 및 정보도 풍부하게 제시되고 

기본적인 질문으로써 제시되어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과정의 경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를 하여 의도적

으로 해결책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Parnes(1981)는 CPS를 혼란발견(Mess-finding), 

사실발견(Fact-finding), 문제발견(Problem-finding), 

아이디어발견(Idea-finding), 해결책발견(Solution- 

finding), 승낙발견(Acceptance-finding)의 6단계로 

제시하고, 이 과정을 사용하여 학습자를 창의적인 사

고경험에 노출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

고 있다. 과정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혼란발견단계는 혼란/곤경을 발견하는 단계

로서, 목표가 무엇인지,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단계이다. 

2단계 사실발견단계는 혼란의 원인을 발견하는 단

계로서, 누가, 언제, 어디서 등의 질문을 통해서 문제

나 도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목록화하고,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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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y(1991) Raybould(1995) Leighton(1997) Williams(2004)
정보베이스
조언/전문가시스템
온라인 도우미시스템
모니터 시스템
피드백 시스템
평가 시스템
상호작용훈련과정
생산 및 응용소프트웨어

정보베이스 
학습경험
조언시스템
생산 및 응용소프트웨어

정보베이스
조언시스템 
도구
학습경험

안내
지식
정보
자동화
사용자 인터페이스

<출처> 정주영(2007). p. 62.

눈에 보이게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3단계 문제발견단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창의적인 훈련방법에 대

해 학습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 등 문제해결에 

필요한 방법상의 문제를 목록화한다.

4단계 아이디어발견단계는 해결 대안들을 목록화

하는 단계이다. 

5단계 해결책발견단계는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단

계이다. 평가의 준거가 목록화되고, 아이디어가 평가

되고, 우선순위에 의해 아이디어가 선정된다. 

6단계: 승낙발견단계는 해결책을 수행하는 단계이

다. 선정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한다.

2.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지원요소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은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팀 수행의 과정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팀 수행의 과

정에 필요한 구성요소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아래 <표 1>의 정주영(2007)의 수행지원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관련

정보(Infobase), 안내지침(Instruction), 도구(Tools)

를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의 지원요소로 보고 과정에 

맞도록 각각의 지원요소를 구안하였다.

가. 관련정보(Infobase)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생은 영

역일반자료와 영역특정자료, 두 종류의 학습자료를 필

요로 한다. 영역일반자료는 문제해결 과정의 전반적

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정의 구조, 학습자와 

촉진자의 수행지침에 대한 학습자료이고, 또 다른 하

나인 영역특정자료는 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체계화된 학습자료이다. 특히, 후

자의 자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고려

해야 한다. 사전에 설문지 및 인터뷰를 통해 요구조

사를 실시하고, 실제적 문제를 도출한 후, 관련분야

의 내용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각 단계별 학습내용을 

선정한다. 그 후 강의내용을 구성하고, 사례집이나 도

서 등 각 단계별로 제시할 참고자료를 도출해 내는 

절차를 밟는다.

나. 안내지침(Instruction)

안내지침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수행하는 팀

이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가

장 중요한 요소이다. Banathy(1992)는 팀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자원과의 

상호작용, 외부와의 상호작용, 특히 외부 전문가, 환

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즉, 팀은 팀 구성, 

학습활동, 활동지원, 분위기(환경)과 적극적인 상호작

용이 필요하다.

1) 팀 구성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Nijstad, Diehl, ＆ 

Stroebe, 2003). 다양성을 기반으로 구성된 팀은 팀

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점과 독특한 아이디어를 

토론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성

은 팀 수행을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Marquardt(1999)는 팀이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인종, 민족배경, 성별, 평

균적인 조직의 신분보장, 인지적 배경의 변인, 인지

적 스타일, 문화적 가치, 개인성향, 언어, 나이,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배경, 가치가 다른 개인으로 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다. 다양한 지식을 기반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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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팀은 지식의 상호보완적인 영역을 지원할 수 있

고(Stasser와 Birchmeier, 2003), 독특한 지식, 기

술, 능력, 그리고 경험을 팀에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개인이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혁신적인 결정을 이

끌 수 있다(Nijstad와 Paulus, 2003). 

2) 학습활동

학습활동을 통해 길러진 전문성은 결과물에 직접

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선정

한 과정은 각 단계별 학습을 통한 문제해결에 초점

을 두고 있다. 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각각 상호작용을 하며, 그 상호작용을 통해 개

인은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한다. 

Bottger(1984)는 전문지식과 수행과의 긍정적인 관

계를 언급하고 있다. 고도로 높은 수행력을 지닌 팀

은 전문지식을 쉽게 익힐 수 있고, 이러한 전문지식

을 기반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해결책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활동지원

팀 외부에서 수행을 지원하는 촉진자의 역할도 중

요하다(Delbecq와 Mills, 1985). Savery와 Duffy 

(1995)는 촉진자는 팀이 지식을 깊이 탐색할 수 있

도록 ‘왜?’,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의 가정은 무엇

인가?’등의 질문을 통해 사고를 촉진시키고, 합리적

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팀이 독립적

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한다. Marquardt 

(1999)는 촉진자는 조정자, 분위기 정착자, 촉매자, 

관찰자, 학습코치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원간 원

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Paulus와 Brown(2003)은 촉진자는 동기를 부여

하는 기술과 상호작용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지녀야 하며, 팀원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

록 하기, 제시된 아이디어를 쓸데없이 세분화시키는 

것을 금지하기, 아이디어가 더 이상 제시되지 않을 

때에는 문제를 다시 언급하고 서로를 자극하여 추가

적인 관념화를 촉진하기, 비참여자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자극하기, 비평하지 않도록 일깨우기의 

촉진활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4) 분위기

팀은 타인이 제시하는 의견과 소수가 제시하는 의

견을 존중하고, 기꺼이 다른 팀원으로부터 배우겠다

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Marquardt, 1999). 모

호하거나 독특한 의견을 수용하는 분위기 역시 중요

하다. 모호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일상적인 관례에 따

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벗어나 새로운 해결

기회와 발견을 증가시킬 수 있다. Amabile외(Amabile, 

1988, 1997; Amabile, Conti 외, 1996)의 연구에도 

지식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팀의 수행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는 것을 보여준다. 열린 분위기는 더 많은 자기관찰

의 기회를 제공하고, 팀에 유연성을 부가한다(Nijstad, 

Paulus, 2003).

또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필요

하다. 팀원간 단합이 잘 되는 팀은 높은 단계의 창의

성을 이끌지 못한다. 이러한 팀은 대체적으로 팀 분

위기를 조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다른 의견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덫에 걸리게 된다

(Nijstad, Paulus, 2003).

집중과 참여는 팀원을 이어주는 고리이자 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중요한 부분이다(Nijstad, 

Paulus, 2003). 참여율에 따라 결과물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팀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

물의 창의성이 좌우된다(Littlepage, Schmidt, Whisler, 

＆ Frost, 1995). Bottg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고도로 높은 문제해결력을 보이는 팀은 팀원의 참여

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 기법(Tools)

기법은 팀이 창의적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촉진

하는 엔진이다(Argote 외, 2003). 기법에는 브레인

라이팅(Osborn, 1953), 시넥틱스(Gordon, 1961), NGT 

(King, 1998), 여섯색깔 사고모자(Bono, 1999), 어

골도(김영채, 1999)가 있다.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여 

조직의 인지적 활동을 촉진하는 지식창출 과정을 만

들 수 있다(Milliken 외, 2003). 기법들은 확산적 사

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한다.

확산적 사고 기법은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넓게 그

리고 독특하게 생성해 내기 위한 기법들이다. 한명

이 다양한 관점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많은 사

람들이 다양한 각도와 배경으로 문제나 이슈에 접근

한다면 관점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며 아이디어도 많

이 산출될 것이다. 확산적 사고의 기법으로는 브레

인라이팅(Osborn, 1953), 시넥틱스(Gordon, 1961)

가 있다.

브레인라이팅(Osborn, 1953)은 팀이 하나의 구체

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많은 수의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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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을 생성해 내기 위한 기법이다. 활용절차는 다음

과 같다.

①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먼저 제일 위에 ‘문제 진

술’을 적는다. 

② 가로줄마다 3-5개의 아이디어를 적는다.

③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를 쓴 용지를 가지고 와서 

2번째 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로 적는다. 

④ 참가자들의 아이디어가 떨어질 때까지 단계를 지

속하거나, 제한시간을 설정해서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단계를 지속할 수 있다.

Gordon(1961)에 의해 창안된 시넥틱스는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시작하는데 도

움이 되고 희망하는 해결책의 종류를 예시하고, 창

의적 조합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기

②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기

․ 개인적유추 : 자신을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대

상이라고 생각

․ 직접적유추 : 현재의 문제와 비슷할 수 있는 사

실/정보/기술들을 수집하여 비교

․ 상징적유추 : 문제를 기술해보기 위하여 객관적 

또는 개인적 이미지를 이용

․ 환상적유추 : 창의적사고와 소원성취는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용

확산적 사고가 팀이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

도록 촉진하는 팀 분위기를 조성하는 반면, 수렴적 

사고는 팀이 이용 가능한 선택들 가운데서 우선순위

를 선정해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도록 유도한다. 산출된 아이디어들을 분류기준,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실

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선정한다. 선정하고 평

가할 때에는 수렴적 사고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수

렴적 사고기법으로는 NGT(King, 1998), 여섯색깔 사

고모자(Bono, 1999), 어골도(김영채, 1999)가 있다.

NGT(King, 1998)는 프로젝트 팀과 같이 일시적

으로 구성된 익명그룹이 역동적으로 아이디어를 산

출하고, 창출된 아이디어의 합의도출을 이끌어내는 

기법이다. 활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그룹 task 설명, 10-20분 동안 아이디어를 적는

다.

② Round-robin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크게 읽는다.

③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고, 평가하고, 확대하는 목

표를 가지고 각각 아이디어를 토론한다. 호감을 

제안하거나 합의를 이끌지 않는다.

④ 개인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조정자는 가장 많

이 나온 선택을 채택하고, 필요하다면 3-4단계를 

지속한다.

여섯색깔 사고모자(Bono, 1999)는 색깔을 달리하

는 여섯 개의 모자를 다 같이 쓰고 그 모자가 의미

하는 것만을 같이 생각하고 토의하도록 해서, 객관적

으로 문제를 볼 수 있으며, 폭 넓은 창의적 사고를 가

능하게 하는 기법이다. 색깔별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

다.

․ 하얀모자 :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다. 하얀모자를 제

시하면, 객관적인 사실과 숫자, 정보들을 말해야 한

다.

․ 빨간모자 : ‘감정적인 관점’을 가진다. 빨간모자를 

제시하면, 예감과 직관과 같은 느낌, 분노와 노여

움, 감정을 말해야 한다.

․ 검정모자 : 비판적이다. 검정모자를 제시하면, 신중

하고 조심스럽게 ‘잠재된 위험’에 대해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

․ 노란모자 :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의미한

다. 노란모자를 제시하면, 밝고 긍정적,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관점을 말한다.

․ 초록모자 : 풀, 채소의 색으로 풍성하고 풍부한 성

장을 나타낸다. 초록모자를 제시하면, ‘창조성과 새

로운 아이디어’를 말한다. 초록모자는 전혀 새로운 

관점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

․ 파란모자 : 냉철하다. 회의를 통제한다. 생각하는 

‘순서를 짜는 일, 그리고 다른 모자들의 사용을 통

제하는 일’등을 하며, 의장 혹은 리더가 파란모자

를 쓴다.

어골도(Fishbone Diagram)(김영채, 1999)는 문제

의 근본원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으로, 그림이 마치 물고기의 뼈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피쉬 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한다. 이 기법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순서대로 범주화하고(i.e. 환

경, 팀원, 절차 등), 그 범주에 속하는 프로세스상의 

문제들(근본적 원인들)을 모두 기술한 뒤에 그 중에

서 근본적 주요 원인을 찾아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된다.

Ⅲ.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과 각 단계별 지원요소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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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고문헌 목록

문제
그룹창의성: 일반적인 테마와 미래방향. (Nijstad, Paulus, 2003)
문제해결그룹에 영향과 수행을 이끄는 투입-프로세스-산출 분석. (Littlepage, Schmidt, Whisler, ＆ Frost, 1995)
문제중심학습: 교수모델과 구성주의적인 틀. (Savery, Duffy, 1995) 

개인

혁신을 증대시키는 관리실제. (Delbecq, Mills, 1985)
팀 학습의 체제적인 관점: 팀 학습을 위한 전자수행지원의 설계를 위한 이론에 대하여. (Park, 2001)
작업팀에서 혁신의 수행. (West, 2003)
그룹 창의성과 공동의 선택. (Stasser, Birchmeier, 2003)
지식을 창출하는 기업. (Nonaka, Takeuchi, 1995)

팀
그룹 창의성과 공동의 선택. (Stasser, Birchmeier, 2003)
그룹창의성: 일반적인 테마와 미래방향. (Nijstad, Paulus, 2003)
조직에서 창의성 자극하기: 좋아하는 것을 하고, 하는 것을 좋아하기. (Amabile, 1997)

환경 조직 창의성의 이론에 대하여.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그룹 브레인스토밍에서 사회적 영향 과정. (Paulus, Dzindolet, 1993)

기법
응용상상력. (Osborn, 1953)
시넥틱스: 창의적 재능의 개발. (Gordon, 1961)
기능횡단 팀을 위한 40가지 기법: 창의성 개발을 위한 상승작용 만들기. (King, 1998)
여섯색깔 사고모자. (Bono, 1999)

구분 내용
장소 부산대학교 

전문가 이론전문가 2인, 수행전문가 1인
전문가 선정기준 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논문 및 교육실적을 가진 현장경력 8년 이상(과장이상)

의 기업체 교육담당자
시간 50분씩 2회

진행순서
1. 연구의 목적
2. 지식창출 수행지원체제 모형 설계의 방향 설명
3. 지식창출 수행지원체제 모형 검토

하고,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였다. 여기

에서 문제해결과정은 학생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

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원요소는 학생의 창의성을 얼마나 증진시켜 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검토가 이루어졌다. 둘째, 선

정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을 실제 대학수업

에 적용했을 때, 그 수행결과물의 창의성과 학생의 

문제해결력을 확인함으로써 본 교수학습법의 대학수

업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문헌분석을 위한 참고문헌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

식창출, 문제중심학습(PBL), 액션러닝(AL)을 키워드

로, 부산대학교 도서관 및 교육학술정보원, 국회도서

관 등에서 자료를 검색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논문 

및 단행본의 참고문헌을 검토하였다. 그 후, 선정된 

자료와 참고문헌 목록을 검토하여, 가장 많이 다루

어진 문헌 및 최근에 연구된 문헌을 선정하였다. 문

헌분석을 위한 자료 목록은 <표 2와>와 같다. 

이러한 문헌분석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및 

구분 내용전문가 현장전문가 설계전문가
이름 이00 정00 김00
성별 남 남 남

경력 기간 교수 과장 교수
생활 근거지 부산 부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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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질문 및 답변

지원체제
전반적인

질문

1) 지식창출 지원체제는 논리적으로 정당한가?
․ 프로세스를 이차원의 플로우챠트 형식으로 구성할 것
․ 하위프로세스 상세히 기술할 것
․ 지원체제에 대해 조작적 정의할 것
․ 팀 상호작용을 상세히 기술할 것
․ 지식관리 고려할 것

2) 8단계로 이루어진 핵심 지식창출 프로세스는 체계적으로 수행가능한가? 
수정 ․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 팀 구성 초기에 래포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작업에 추가할 것
․ 실제적 문제제시를 문제영역제시로 명칭을 변경할 것

3) 관련정보, 촉발질문, 안내지침, 기법으로 구성된 지원요소는 프로세스를 지원할 수 있는가? 
추가, 제거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 촉진자 안내지침을 안내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
․ 안내지침에 팀 활동 및 환경적인 지원에 필요한 지침을 포함할 것

지원요소에
관한 질문

4) 각 단계별 지원요소는 적합한가?
․ 실제적 문제를 제시할 때 사례형태로 제시할 것
․ 기법을 단계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것
․ 문제인식단계에서 환경적 요소 및 문제분석, 상황분석, 원인분석, 잠재적 문제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 해결책에 따른 잠재적 문제에 대해 고려할 것

지원요소를 도출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을 

구안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수정 ․ 보완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표 3, 4>와 같이 2005년 4

월 부산대학교에서 이론전문가 2인, 수행전문가 1인

이 참석하여 이루어졌다. 전문가 선정기준은 해당분

야의 학위를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논문 

및 교육실적을 가진 현장경력 8년 이상(과장이상)의 

기업체 교육담당자로 제한하였다. 모임 1주일 전 메

일을 이용하여 검토 자료를 미리 전문가들에게 전달

했고, 검토 시 정리된 자료를 제공했다. 자료는 프로

세스의 목적, 통합된 지식창출 수행지원체제 모형, 

평가지를 포함했다. 인터뷰 시간은 50분씩 2회로 진

행되었고, 진행순서는 연구의 목적과 지식창출 수행

지원체제 모형 설계의 방향 설명 및 검토의 내용으

로 진행되었다. 포커스그룹인터뷰 후 녹음한 자료를 

전사하였고, 최종 전사본을 전문가에게 메일로 보내 

내용을 재확인했다.

<표 5>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

법을 수정하고, 이를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대학수업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현장적용은 

2008학년도 2학기 총 15주에 걸쳐서 I대학교 교양

과목“창의적 여성과 과학”을 수강하는 학생 17명(총 

4팀)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Ⅳ. 

1.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선정

학생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식창출, 액션러닝, 

문제중심학습,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검토하였다. 

각 과정을 문제를 인식하고 명료화할 수 있는 정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해결책을 시각화시킬 수 있는 

정도, 현장 적용가능 정도, 평가/보완 정도에 기준을 

두고 <표 6>과 같이 비교 ․ 분석하였다.

박수홍(2004)의 지식창출 과정은 학교수업 적용가

능성에서 타 과정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팀의 수

행을 지원하고 있다. 각 단계가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학생들이 각 단계를 따라가기에 유용하게 설

계되어 있다. 또한 성찰/평가를 하위과정에 포함하는 

순환적 과정으로서, 단계적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이고 팀이 단계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

에서 촉진자가 촉발질문, 기법을 적시에 제공하여 팀

이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 경험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팀은 하위단계를 수행하면서 시각화된 결

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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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강의주제 학습도구
1 수업준비
2
3

문제상황제시
문제인식하기

Video자료, PPT자료 등으로 제시 마인드맵 
도구를 통한 문제 상황 파악하기

4
5

문제상황
명료화하기 문제원인탐색 : 어골도

6
7

가능한 해결책 
탐색하기 여섯색깔사고모자기법

8 중간고사
9 우선순위 우선순위표

과정
준거 지식창출과정 노나까 지식창출 PBL CPS

문제 인식명료화 
정도

실제적 문제 제시 문제제시
문제 인식 해석의 다양성

암묵지의 공유 가정확인 문제발견

문제 명료화 개념화 사실확인 문제명료화 
대안적인 문제정의

해결책 시각화 
정도

가능한 해결책 제시 정당화 학습과제선정 해결대안 목록화
해결책 우선순위 결정 아이디어 평가

현장적용가능 
정도

액션플랜 작성 형상화 학습계획 해결책 수행현장적용 의미의 네트워크화 문제 후속단계 결과물 
제시 및 발표평가정도 성 찰

을 축적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본 연구에 적용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

로 선정하였고, [그림 2]와 같다.

2.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의 구안

학생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을 수

행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두고 선정된 문제해결과

정으로는 학생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데 미흡한 면

이 있다. 그래서 학생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

는 각 단계의 팀 역학, 질문, 학습환경 등에 대한 요

소의 지원이 필요하다. 선정된 문제해결 과정의 각 

단계에 지원요소를 배치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제

시된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문가 검토내용은 크게 문제해결과정의 검토와 지

원요소의 검토로 이루어졌다. 첫째,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체계적으로 수행가능한가?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둘째, 관련정보, 질문, 기법으로 구

성된 지원요소는 각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가? 추가, 

제거되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 문제해결 과정과 

지원요소의 검토가 이루어진 후 최종적으로 교수법

의 논리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3. 적용사례

관련 선행문헌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선정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법을 실제 수업시간에 적용하

였다. 

2008학년도 2학기 I대학교 교양과목 ‘창의적 여성

과 과학‘을 수강하는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한 수업

에서 나온 결과물 2편(임의로 A조, B조를 선정)을 

통해 수행결과물의 창의성, 학생의 문제해결력을 확

인해 보았다.

가. 수업개요

- 목적: 본 강의를 통해서 학생은 일상생활에서 접

하는 문제속에 숨은 수학, 과학, 공학적 내용을 직

접 찾아서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능력을 가지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대상 : I대학교 남, 녀 재학생

- 시간 : 3시간/주

- 수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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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결정하기 NGT기법
11
12

액션플랜
작성하기 액션플랜표

13
14

발표 및
성찰하기

팀별 발표하기
성찰일지 등을 통한 평가하기

15 기말고사

문제해결
과정

투입물
/산출물 학습자활동 지원요소

관련정보 촉진자 촉발질문 안내지침 기법
실제적
문제 
제시

과업문제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팀 
수행을 통해 해결하
도록 제시받는다.

전반적인 창
의적 문제해
결 교수법의 
이 해 촉 진위
한 자료제공
․ 창의적 문
제해결 교수
법의 전반적
인 구조 
․ 학 습 자 와 
촉진자 수행
지침

단계별 이해
촉진과 수행
지원을 위한 
자료제공 
․ 강 의 내 용 
및 사례집, 
관련도서
․ 단계별 투
입물 사용법
․ 단계별 기
법 설명

․ 물리적 작업환경 창출 및 개
선이 왜 필요한가?(팀원이 문
제에 집중하도록 문제를 환기)

․ 학습자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략한 의견을 물
어본다.

문제인식 원인-
결과목록

제시된 문제가 실제
상황에서 팀이 해결
할 수 있는 것인지 문
제인식을 공유한다.

․ 창출하거나 개선해야 할 작업
환경요소들이 있습니까?(팀의 
문제인식 공유를 위해)

․ 원인-결과 목록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문제
명료화

문제를 
분석한
그림
/목록

팀에서 인식한 문제
를 체계적으로 명료
화한다.

․ 어골도를 이용하여 문제를 시
각화 시켜보세요.(문제를 시각
화시켜 명료화하기 위해)

․ 문제명료화에 필요한 도구들
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어골도

가능한 
해결책 
도출

가능한 
해결책 
목록

명료화된 문제에 대
해 가능한 해결책을 
도출한다.

․ 명료화에서 도출된 문제의 해
결책을 10가지 도출해보세요.
(많은 해결전략을 제시유도)

․ 가능한 해결책 목록의 사용법
에 대해서 설명한다.

색깔
모자

해결책 
우선순위 

결정

시간
/비용/
중요성 
고려된 

우선순위
목록

시간/비용/중요성에 
따라 해결책의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

․ 시간/중요성/비용/적용가능성
을 고려해서 해결책의 우선순
위를 결정해보세요.(제약사항
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결정
하기 위해)

․ 우선순위 목록의 사용법에 대
해서 설명한다. NGT

액션플랜 
작성 액션플랜

선정된 우선순위에 따
라 액션플랜 전략을 
수립하고, 액션플랜
을 작성한다.

․ 작성한 액션플랜으로 이해당
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수행의 안정성 확보 위해)

․ 액션플랜 작성법에 대해서 설
명한다.

현장적용
액션플랜 

현장
기록서

액션플랜에 따라 현
장적용하고 현장기록
서를 작성한다.

․ 적용에 긍정적/지지적인 요소
들은 무엇인가? -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부정적인 분
위기가 만연해 있을 때 제시

․ 촉발질문을 이용하여 수행을 
지원한다.

성찰
평가 및 
피드백
문서

현장기록서와 평가지
를 근거로 지식창출 
전 과정를 평가/성찰
하고, 필요시 이전 단
계로 돌아간다.

․ 무엇을 성취했는가? 결과물이
완벽한가?

․ 평가 및 성찰을 위한 체크리
스트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 수업방법 : 학생에게 수업개요를 전반적으로 설명

하고 본 수업을 통해서 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주변의 문제를 설정하게 한다. 그 후 매 문제해결 

단계마다 팀 별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한다. 교

수자는 수업시작 때, 단계별 학습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여 학생이 단계에 필요한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생이 결과물을 발표하면, 결

과물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

나. 사전 준비

- 준비물 : 교과서, 색연필, 싸인펜, 하드보드, 카메

라, PPT, 색지, B4 등

- 수업환경 : 멀티미디어 실, 컴퓨터, 빔, 레이저포인

터, 스크린, 둥근 책상배치

- 팀 구성 : 총17명 (4명 3팀, 5명 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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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법 : 색깔모자, 어골도, NGT기법

다. 대학수업에의 적용사례

과정을 진행하기 이전에 각 조는 팀 명을 정하고 

리더, 분위기 메이커, 사회자, 서기와 같이 팀 역할

을 분담하였다. 그리고 각 수행단계에는 [그림 3]에

서 나타난 요소(관련정보, 질문, 안내지침)를 이용해

서 학생수행을 지원하였다. 

학습자활동을 중심으로 각 단계별 활동을 서술하

면 다음과 같다.

1) 1단계 : 실제적 문제제시

1단계는 실제적 문제제시 단계이다. 본 단계는 학

생의 요구조사를 통해 실제 문제를 찾아내는 단계이

다. 학생이 현재 가장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토론

하고, 관심문제를 발표하였다. 문제를 제시할 때에는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구조화된 문제보다는, 논리적

인 지원체제가 명확하지 않으며 간학문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비구조화 된 문제를 선정하도록 유도하

였다. 학생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구조화 된 

문제사례를 담은 인터넷 자료와 동영상을 제시한 후, 

학생이 토론을 통해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탐색하도

록 하였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① 된장남, 된장녀의 실태

② 청년실업

③ 취업에서 은퇴까지

④ 재테크 노하우

⑤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방법

2) 2단계 : 문제인식

1단계에서 찾아낸 문제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원인을 

찾기 위해서, 상호간의 질문과 논의를 하였다. A조는 

‘된장남, 된장녀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주제로 정하

였다. 주제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된장

남, 된장녀의 어원과 유래, 문제점, 실태조사, 불법밀

수 상점들의 처벌제도, 각종 범죄사례, 대중매체의 

영향등과 관련한 내용을 조사하고 논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B조는 ‘청년실업 및 취업,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

한 전략과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주제

로 정하였다. 주제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서, 취업실태 현황, 취업선호도 등과 같은 자료를 조

사하고 논의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3) 3단계 : 문제명료화

문제인식단계에서 분석된 문제의 특성과 원인을 명

료화하는 단계이다. 어골도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명료화 하였고, 그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A조는 대중매체, 사회적 문제, 브랜드가치의 측면

에서 원인을 분석하였고, 각각의 세부원인을 [그림 

4]와 같이 분류하였다.

B조는 정부, 기업, 학생, 학교입장에서 원인을 분

석하였고, 각각의 세부원인을 [그림 5]와 같이 분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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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단계 : 가능한해결책도출

문제명료화 단계에서 산출된 어골도를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새로운 해결책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새

로운 해결책을 산출하기 위해서 여섯색깔 사고모자 

기법을 사용하였다.

A조는 흰색모자-검정모자-노랑모자-초록모자-파

랑모자의 순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명품구

입 시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충동구매여

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기적 기획 상품 제작을 통해 

보다 싼 가격으로 명품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셋째, 브랜드 사에서 각 나라 각 지점별 A/S센터를 

만듦으로써 품질을 보장한다. 넷째, 대중매체에 출연

하는 연예인들의 값비싼 명품선호를 자제하고 공익

광고를 제작하여 방영한다. 다섯째, 명품브랜드가 무

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로 잡는

다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B조는 첫째, 학교에서의 실무교육 활성화, 둘째, 

학생입장에서 기업인재상에 맞는 자기관리(자격증, 어

학연습), 셋째, 기업에서의 인턴기회확대 및 학생에

게 실무교육기회제공, 넷째, 정부입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채용에 관한 정책확대, 일자리 증가, 사무를 위

한 교육제도 정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5) 5단계 : 해결책 우선순위 결정

산출된 해결책 목록에서 제약사항 및 돌발적인 위

험의 가능성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NGT기법을 사용

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시급성, 파급성, 긴급성, 

중요성, 효과성,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A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명품브랜

드가 무조건 좋다는 잘못된 인식을 교육을 통해 바

로 잡는다. 2순위는 대중매체에 출연하는 연예인들

의 값비싼 명품선호를 자제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제

작한다. 3순위는 주기적 기획 상품을 제작하여 보다 

싼 가격에 명품구입을 가능하게 한다.

B조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자기관리

를 한다. 2순위는 일자리를 증가시킨다. 3순위는 실

무중심교육을 실시한다. 4순위는 인턴기회를 확대한

다.

6) 6, 7단계 : 액션플랜 작성 및 현장적용

본 단계에서는 초기목표, 수행의 촉진․제한요소, 해

결해야 할 문제, 과정 상 현재 진행위치, 팀원의 사

기, 조직의 지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

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된 해결전략을 액션플랜에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이후 액션플

랜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이 

때, 학습자는 현장적용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

정적이고 지지적인 요소, 부정적인 요소 및 의견을 

자세하게 작성한다.

A조는 된장남, 된장녀의 실태를 알리고 올바른 명

품소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게시물과 전단지를 제

작하였다. 세부활동으로는 된장남, 된장녀에 관한 게

시용 전지를 부착하고, 관련된 내용을 전단지 제작 

후 배포하였다. 그 후 간단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된장남, 된장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는지를 조사하였다.

B조는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과 실업률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 및 취업박람회에 직접 참가하였다. B조는 

취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여 

2008년 10월에 인제대학교 교내에서 개최된 취업박

람회에도 직접 참가하였다. 교내 취업 페스티벌에 참

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팜플렛을 수집함으로써 기

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알아보고 인터뷰를 몸소 경험

하였다.

7) 종합발표 및 성찰

현장적용단계에 수행한 과제에 대해 수업시간에 전

체 학생에게 프리젠테이션하고 수정, 보완하는 단계

이다. 본 수업에서는 현장적용한 내용을 프리젠테이

션을 통해 다른 학생에게 전달하였다. 

A조는 게시물과 전단지를 제작, 학생들에게 배포

하여 학생의 인식변화를 꾀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학

생이 느끼는 된장남, 된장녀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

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식의 변화를 유

도하였다. 그 결과 A조는“요즘 브랜드 가치를 높이 

사는 사람이 생기면서 된장남, 된장녀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선호한다고 해서 모두 

된장남, 된장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명품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필요에 의해 명품을 구입하는 신중한 결

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람들까지 나쁜 시선으로 보지 말았으

면 합니다.”라는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다.

B조는 학생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생이 취업난에서 

살아남기 위한 취업전략으로 영어공부(39.7%), 자기

관리(32.8%)를 우선에 두고 있음을 알았다. B조는 

수업을 통해서“학생 설문조사와 취업박람회 참가를 

통해 구직자의 입장에서 취업전쟁의 치열함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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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또한 본 수업을 들으면서 팀워크를 통해 체

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였다.

Ⅴ. 

연구를 진행하면서 본 연구자는 첫째, 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법을 숙지하고, 토론

을 통해 문제를 찾고, 문제를 명료화하고, 해결책을 

찾고,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검토하

는 것과 이를 통해 한 팀 토론, 팀 상호작용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방

안을 논의하고 실제 적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둘째, 수업초기 학생은 익숙하지 않은 수업방법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졌으나, 수업방법에 익숙

해지고 난 이후에는 수업방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문

제해결 과정, 창의적인 사고 기법, 현장적용 방법(예

를 들면, 누구를 인터뷰할지, 어떤 방식으로 내용을 

홍보하고 전달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학생이 교수학습과정에서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하는 자기성찰을 통

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기 동기부여 및 의

지력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문제해결 과정에서 교수자가 제시한 창의적 

사고기법을 통해 학생은 팀 논의과정에서 나온 산출

물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기법을 사용하여 생각하지 못

했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산출된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

학습법이 글로벌 사회변화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

량, 즉,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역량을 학생 스스

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

다. 첫째, 팀 구성원리가 팀 활동과 그 결과물의 완

성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문제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4명 3팀, 5명 1팀으로 총 4팀 17명

이 팀을 이루었다. 수업결과 2개의 팀이 수업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았다. 하

지만, 나머지 2개의 팀은 그렇지 못했다. 이러한 문

제는 수업에 대한 학생의 노력과 의지가 일차적인 문

제일 수 있지만, 교수자가 팀 구성원리를 제대로 적

용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할 수 있다. 팀원의 성향이 

달라 토론 및 상호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

고, 팀원 역할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채 활동이 진

행되었을 수 있다. 팀 구성 시 그 원리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팀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수자의 학습활동 개입수준과 관련한 문제

이다. 본 교수학습법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원활하게 

학습자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학생이 스스로 문제

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수자가 모

든 활동을 학생에게 맡겨두지 않고, ‘이런 자료는 어

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어

떨까?’와 같은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학습자활동을 

촉진시킬 필요성도 있다. 이에 교수자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학습자활동에 개입하여야 하는지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상에서 얻어진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공과대학 학

생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는 공학입문설계

에 본 교수학습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

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수학습법이 같은 주제로 

수업을 할지라도, 학생 특성이 다르다면 적용방법이 

달라져야 하는지, 적용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창의적 

문제해결 교수학습법에 맞는 블랜디드(Blended) 학

습 환경을 구축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순수한 면대면 

수업 팀과 웹과 수업현장의 연계를 통한 수업 팀을 

비교하여 어느 상황에서 팀이 창출하는 지식의 양과 

질, 학생의 수행성과가 높은지를 비교하여 검증하는 

것도 추후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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