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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style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between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with high and low team performance records. Most students with high team performance records preferred 
Developer style(76.7%) and Task-oriented style(65.1%), whereas most students with low team performance records preferred 
Explorer style(72.2%) and Person-oriented style(86.1%). Results of the comparison of conflict management types revealed that 
most students with high team performance records belonged to a competitive logic type(22.8%) and an accommodative 
compromise type(17.7%), while most students with low team performance records belonged to an accommodative compromise 
type(20.3%) and a permissive resignation type(12.7%). It would be useful to provide the engineering students with the specialized 
program to complement their problem solving style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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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8.3%로 전체 평균 실업률 3.3%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률은 2008년까지만 해도 7%

대를 유지하다 2009년 8%대로 올라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

어가고 있다. 따라서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청년실신’이

란 신조어가 유행이다. 청년실신이란 대학졸업 후 실업자가 되

거나 빌린 등록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뜻으로, 

고용불안정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지는 경기침체 현황을 대변

하는 용어이다(폴리뉴스, 2010).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인사담

당임원들이 채용설명회에서 언급하는 인재상을 살펴보면 공

통적으로 창의성, 갈등관리를 위한 팀워크, 전문성, 도전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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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포함된다(헤럴드경제, 2010). 

창의성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받는 창의적 문제해결(CPS; 

Creative Problem Solving)이란 정보를 수집하여 문제를 정

의하고, 가능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고안해내어 각각에 대해 

평가해 본 후, 해결방안을 선택, 수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Osborn, 1963; Treffinger & Firestein, 1989). 

이러한 문제해결력은 선천적인 특성보다는 환경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송해덕, 2007), 이런 맥

락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이 공대생

들의 기초소양교육에 포함된다면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실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인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커뮤니

케이션이고,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도 커뮤니케이션인 경

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잘못을 지적해주었을 때 

서양과 같은 저 맥락 사회(low- context society)에서는 내

용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때문에 친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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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마워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고 맥락 사회(high-context 

society)에서는 관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기 

때문에 친구의 지적에 대해 친구를 감싸주지 못한다든가 마

음이 변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즉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기 위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이심전심’과 같은 소

극적인 자세로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다보니 갈등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안주아 등, 2007). 공학교육인증에

서는 공학기술 등의 ‘하드스킬’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팀

워크, 공학윤리 등 엔지니어가 갖춰야 할 다양한 ‘소프트스킬’ 

능력도 함께 가르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

고 있음(디지털 타임스, 2010)을 고려할 때, 공대생들의 커뮤

니케이션 양상, 특히 갈등관리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초

소양교육 운영에 반영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대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스타일(creative problem solving style)과 갈등관리유형

이 팀 수행 성적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알아봄으로써 공대

생들의 기초소양교육 프로그램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강

점과 특성을 최대화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문제해결유형(Creative Problem Solving style)

창의적 문제해결은 일상생활, 직무수행, 학습상황 등에서 문

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의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책을 발견하여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준다(송해덕, 2007).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에 대한 연구들(Osborn, 1963; Treffinger & Firestein, 1989)

을 종합하면,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은 문제정의, 가능한 해결

책들에 대한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한 

해결책 선정, 선정된 해결책의 수행 후 효과 평가라는 일련의 

단계들을 거친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의 각 요소에 대응하는 3가지 

차원 각각에 대해 사람들이 선호하는 행동유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Selby et al. 2002), 3가지 차원은 변화에 대한 지향

(Orientation to Change), 일처리 방식(Manner of Processing), 

그리고 의사결정의 중심(Ways of Deciding)을 포함하며, 각 

차원은 상반된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변화에 대한 지향’은 

문제를 해결할 때 기존의 구조나 권위,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 

스타일과 관련된 차원으로서, ‘혁신 스타일(Explorer style)’과 

‘개량 스타일(Developer style)’로 분류된다. 혁신 스타일은 

세부사항, 기존질서, 효율성보다는 자유분방하게 새로운, 도전

적,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많이 생각해내는 반면, 개량 스타

일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일처리 방식’은 자신 및 타인의 에너지, 인적자원, 정보를 사

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차원으로서, ‘외적처리 스타일(External 

style)’과 ‘내적처리 스타일(Internal style)’로 분류된다. 외적

처리 스타일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

을 정리하고 실행하는 반면, 내적처리 스타일은 조용히 생각

하고 아이디어를 검토해 본 다음에 실행한다. ‘의사결정의 중

심’은 의사결정, 판단 시에 과제와 인간적 요구/관계 가운데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와 관련된 차원으로서, ‘사람중심 스타

일(Person-oriented style)’과 ‘과제중심 스타일(Task-oriented 

style)’로 분류된다. 사람중심 스타일은 의사결정 시에 사람들

의 느낌,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반면, 과제중심 

스타일은 논리적, 객관적인 기준과 성과를 중시한다(김영채, 

2005). 

2. 갈등관리유형

갈등관리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갈등은 개인, 조직 등 사

회를 구성하는 모든 대상들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서 해소나 해결보다는 생산적인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된다. 

즉,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을 할 경우, 일시적인 타협이나 일

방적인 굴복으로 인해 해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에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Wilmot & Hocker, 

2001). 갈등관리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일된 기

준이 없고 연구들에 따라 2∼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최근의 

연구에서는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

다(홍종배, 2006).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갈등관리 유형분류는 Wilmot와 

Hocker(2001)가 제안한 것으로서 자아 및 타인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경쟁형, 타협형, 회피형, 순응형, 협력형으로 구

분된다. 첫째, 경쟁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당당하지만 

타인에 대한 관심이 낮아 협력이 적은 유형이다. 둘째, 타협

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이 낮아 경쟁형보다 덜 당당하기 때문

에 갈등상황에서 타협을 통해 갈등을 관리한다. 셋째, 회피형

은 당당함과 협력성이 모두 낮아 현재의 갈등을 회피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평온해보일 수 있으나 잠재된 갈등이 증폭될 가능

성이 높다. 넷째, 순응형은 당당함은 낮으나 협력성이 높아서 

갈등상황에서 타인에게 순응하는 유형으로서, 경쟁형과 상반된 

갈등관리가 이루어지지만 생산적인 방식은 아니다. 다섯째, 협

력형은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당당함과 협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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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높기 때문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생산적인 갈등관리 전

략을 추구한다(안주아 등(2007)에서 재인용).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국내연구들은 주로 Wilmot와 Hocker 

(2001)가 제안한 5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홍종

배(2006)는 한미간 비교를 통해 한국인은 회피전략을, 미국

인은 경쟁전략을 더 선호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

내 연구들은 대부분 외국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갈등상황에서 사용되는 언

어를 통해 유형화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진술문에 기초한다는 

제한점이 있다(안주아 등, 2007). 따라서 안주아 등(2007)은 

실제로 갈등상황에서 사용되는 메시지에 기초하여 한국형 갈

등관리유형척도를 개발하였다. 

3. 창의적 문제해결유형과 갈등관리유형 및 팀수행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 및 갈등관리 유형이 팀 수행과 어

떤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출간된 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개인이 어떤 문제해결접근법을 선호하는지를 이해

하는 것은 개인과 팀, 조직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

시키고, 팀 수행성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팀

의 수행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을 파악

하는 것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증진시키고 팀 수행성과

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팀 프로젝트를 수

행하는 공대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과 갈등관리유형이 

팀 수행 성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공대

생들의 문제해결스타일과 갈등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팀워

크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III. 연구 방법

1. 측정도구

가. VIEW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검사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모형

(Osborn, 1963)을 바탕으로 Selby, Treffinger 그리고 Isaksen 

(2002)이 개발한 VIEW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 검사는 12

세 이상의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 변화에 대

한 대처과정에서 선호하는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

다. 문제해결 스타일의 측정은 3개의 차원(변화에 대한 지향, 

일처리 방식, 의사결정의 중심)과 각 차원을 구성하는 2개의 

상반된 스타일(혁신 스타일-개량 스타일, 외적처리 스타일-

내적처리 스타일, 사람중심 스타일-과제중심 스타일)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변화에 대한 지향 차원에서는 평균(72)이하

는 혁신 스타일, 평균이상은 개량 스타일로, 일처리 방식 차

원에서는 평균(32)이하는 외적처리 스타일, 평균이상은 내적

처리 스타일로, 그리고 의사결정의 중심 차원에서는 평균(32)

이하는 사람중심 스타일, 평균이상은 과제중심 스타일로 분류

된다. 총 3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대조적인 스

타일을 표현하는 2개의 진술로 구성되어 7점 척도 상에서 2

개의 진술들 중 선호하는 진술을 선택하면 된다. 내적 일관

성 신뢰도(Cronbach's α)는 각 차원별로 .87∼.91로 보고되

었다((Selby, E. et al., 2004).

나. 한국형 갈등관리유형 

한국형 갈등관리유형은 Wilmot와 Hocker(2001)가 제안한 

다섯 가지 갈등관리 전략 유형을 바탕으로 안주아 등(2007)이 

이들 5가지 갈등관리 전략에서 주로 사용되는 메시지를 구성

한 것이다. 5가지 유형에서 각각 3개씩 모두 15개의 갈등상

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에 대한 사용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다. 안주아 등(2007)은 요인분석을 통해 협력/타협(7문

항), 경쟁/회피(5문항), 순응/타협(3문항)의 3개 요인을 추출한 

후, 군집분석을 통해 4개의 한국형 갈등관리유형을 도출해냈

다. 각 유형에서 갈등 시 사용하는 언어의 주된 특징은 다음

과 같다: 협력관리형은 정적 협력/타협, 부적 경쟁/회피, 부적 

순응/타협; 방임체념형은 부적 협력/타협, 부적 순응/타협; 순

응타협형은 부적 협력/타협, 부적 경쟁/회피, 정적 순응/타협; 

경쟁논리형은 정적 협력/타협, 정적 경쟁/회피. 본 연구에서는 

안주아 등(2007)이 추출한 3개 요인에 대해 각 요인에 해당

하는 문항반응 합의 중앙치를 기준으로 중앙치보다 높으면 정

적요인, 낮으면 부적요인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참가

자들의 갈등관리유형을 4개의 군집에 할당하였다. 

다. 팀 수행 성적

팀 수행 성적은 학기말에 각 팀에서 발표한 팀 프로젝트 수

행결과에 대해 각 조에서 자기 조를 제외한 다른 조를 평가

한 점수와 담당교수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2. 연구대상 

서울지역의 대학에서 설계과목을 수강 하며 팀별 프로젝트

를 수행 중인 남자 공대생 127명(2학년 43명, 3학년 84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기말에 팀 수행 평가에서 성적이 상, 

하위 각각 30%인 학생들(상위권 43명, 하위권 36명)을 대상

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과 갈등관리유형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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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ies of Course Grades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Style

혁신 개량

사람중심 과제중심 사람중심 과제중심

외적

성적 상 3 (7.0a, 3.8c) 0 (0a, 0c) 1 (2.3a, 1.3c) 13 (30.2a, 16.5c)

성적 하 16 (44.4b, 20.3c) 0 (0b, 0c) 2 (5.6b, 2.5c) 0 (0b, 0c)

subtotal 19 0 3 13

내적

성적 상 4 (9.3a, 5.0c) 3 (7.0a, 3.8c) 7 (16.3a, 8.9c) 12 (27.9a, 15.2c)

성적 하 8 (22.2b, 10.1c) 2 (5.6b, 2.5c) 5 (13.9b, 2.5c) 3 (8.3b, 3.8c)

subtotal 12 5 12 15

a: 성적 상위 집단(43명)을 기준으로 한 %. 
b: 성적 하위 집단(36명)을 기준으로 한 %. 
c: 성적 상, 하위를 모두 합한 집단(79명)을 기준으로 한 %.

3. 자료분석

팀 수행 성적 상, 하위 집단 간에 VIEW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 검사의 3가지 차원에서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사를 실시하였고, 문제해결스타일별 성적분

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4가지 갈

등관리유형별 성적 상, 하위권 학생들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

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Ver. 17.0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Table 1에는 팀 수행 성적이 상, 하위 30%에 해당하는 두 

집단 간에 VIEW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 검사의 각 차원에서 

평균점수의 차이가 있는 지를 비교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두 집단 간에 변화에 대한 지향과 의사결정의 중심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반면(t＝-3.78, p＜.001; t＝-3.38, 

p＜.001), 일처리 방식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1.16, p＞.05).

성적 상, 하위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두 차원(변화

에 대한 지향, 의사결정의 중심)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 지

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Table 2에 제

시되어 있다. 변화에 대한 지향 차원의 경우, 성적 상위권 학

생 43명 중 76.7%(33명)가 개량스타일에 해당되었던 반면, 

성적 하위권 학생 36명 중 72.2%(26명)는 혁신스타일에 해

당되었다. 의사결정의 중심 차원의 경우, 상위권 집단의 65.1% 

(28명)가 과제중심스타일에 해당된 반면, 하위권 집단의 86.1% 

(31명)가 사람중심스타일에 해당되었다. 평균비교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일처리방식 차원의 경우, 상위권 집

단은 39.5%(17명)가 외적처리, 60.5%(26명)가 내적처리스타

일을 보인 반면, 하위권 집단은 외적 및 내적처리 스타일에 

Table 1 Mean Comparison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Style between Groups with High and Low Grades

성적
갈등 관리유형

상 하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변화에 대한 지향 (OC) 83.25 18.97 66.36 20.65   -3.78**

일처리 방식 (MP) 35.51 11.01 32.41 12.66   -1.16

의사결정의 중심 (WD) 34.32 13.33 25.08 10.39   -3.38**

***p＜.001. 

Table 3 Frequencies of Course Grades and Conflict 
Management Type

갈등관리 
유형

성적

협력 관리형 방임 체념형 순응 타협형 경쟁 논리형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상  7  8.9 4  5.1 14 17.7 18 22.8

하  4  5.1 10 12.7 16 20.3  6  7.6

Total 11 14.0 14 17.8 30 38.0 24 30.4

동일하게 50%(18명)의 학생들이 해당되었다.

Table 3에는 4가지 갈등관리유형별로 성적 상, 하위권 학

생들의 분포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성적 상위권의 경우, 경쟁

논리형(22.8%, 18명)과 순응타협형(17.7%, 14명)을 가장 많

이 보였던 반면, 하위권의 경우, 순응타협형(20.3%, 16명)과 

방임체념형(12.7%, 10명)을 가장 많이 보였다.

V. 결 론

공학교육인증제는 단순한 공학기술자가 아니라 다양한 소프

트스킬을 갖춘 공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엔지니어가 기

획과 정책결정, 운영 등 행정 및 경영분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디지털 타임스, 2010). 

이러한 소프트스킬에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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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 공학윤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학을 비롯한 과

학분야의 학습은 특히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접근이 

요구되는 분야이다(정현철 ․한기순 ․김병노 ․최승언 ․ 2002). 공

학교육인증제의 운영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이런 창의성, 문제

해결능력, 팀워크, 커뮤니케이션 등의 능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협동학습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공대생

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유형 및 팀 활동시의 갈등관

리유형이 팀 수행 성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함으

로써 팀 과제를 수행하는 공대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갈등관

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능력 증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도

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기 말에 

이루어진 팀 프로젝트 평가에서 상, 하위 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VIEW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 검사에 기

초한 문제해결스타일과 한국형 갈등관리유형척도에 기초한 

갈등관리방안을 비교하였다. VIEW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 

검사의 3가지 차원에 대해 성적 상, 하위권 집단을 비교한 

결과 변화에 대한 지향과 의사결정의 중심 차원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위권은 개량스타일, 

과제중심 스타일을 선호하는 반면, 하위권은 혁신스타일, 사

람중심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차원에 대

해 성적 상, 하위 집단의 분표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

석을 실시한 결과, 상위권은 2/3 이상의 학생들이 개량, 과제

중심스타일에 해당되었던 반면, 하위권은 3/4 이상의 학생들

이 혁신, 사람중심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개량스타일이 많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생

각해내기를 선호하고, 객관적 기준과 성과를 중시하는 과제중

심스타일이 많아 현실적인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 과제수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팀 수행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하위

권 학생들의 경우, 혁신스타일이 많아 담당교수의 지시나 세

부지침에 얽매이기보다는 자유롭게 도전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기를 선호하고, 인간관계나 주관적 느낌을 중시함으

로써 의사결정과정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생성해낼 수

도 있지만 자칫 과제수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팀 수행 평가 성적이 낮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 기초하여 특정 스타일이 다른 스타일보

다 바람직하다는 식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VIEW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검사는 창의력의 수준을 측정하는 도

구가 아니라 창의력의 스타일, 즉 문제해결스타일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김영채, 2005) 각 개인 및 팀의 강점을 살리고 

보완점을 찾는 참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즉,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개량스타일이 중심이 됨으로써 때로는 선구자

적으로 현실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롭게 도전적이고 독특한 아

이디어들을 생성해내는 시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과제중심스

타일이 중심이 됨으로써 인간관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 혁신스타일이 

중심이 됨으로써 아이디어를 수렴, 정리하며 자세하고 체계적

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중심스

타일이 중심이 됨으로써 객관적, 논리적인 기준과 성과를 소

홀히 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갈등관리유형의 비교 결과, 상위권은 경쟁논리형과 순응타

협형, 하위권은 순응타협형과 방임체념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이 많고 비교적 생산적인 갈등관리전략이라 할 수 있는 협력

관리형이 적은 양상을 보였다. 경쟁논리형은 갈등시 누가 옳

은지, 누구의 대안이 갈등관리에 더 적합한지 논리적으로 따

져 묻기를 좋아함으로써 공격적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순응타협형은 갈등이 고조되어 고민하는 상황을 못 견

뎌하고 힘의 균형양상에 따라 자신보다 파워가 높은 상대에 

대해서는 순응하고 파워가 낮은 상대에 대해서는 타협하는 전

략을 사용함으로써 생산적인 갈등관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하

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새로운 유

형인 방임체념형은 갈등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회

피하지도 않는 유형으로서, 갈등 시 적극적인 조정이나 관리

보다는 막연히 상대가 자신을 이해해줄 것이라 믿고 예민한 

갈등문제를 표면화하지 않으려함으로써 갈등이 증폭될 가능

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적에 관련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갈등 시 갈등문제를 드러내고 협력해서 생산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남자 공대생들만을 대상으로 하

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더 광범위한 표본을 활용하여 학년

별, 전공별, 성별, 지역별 등 다양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유형의 3가지 차원과 각 

차원에 속하는 2가지 유형을 조합한 8가지 문제해결유형별 비

교나 팀 구성 특성에 따른 비교를 시도할 만큼 팀 숫자가 많

지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런 문제해결유형과 갈등관리유

형에 따른 다양한 팀 구성이 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팀 수행 평가가 다양하고 객관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설정하는 시도도 필요

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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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 약

본 연구는 협동학습에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대생들

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 및 갈등관리유형이 팀 수

행 성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지를 파악함으로써 공대생들의 

문제해결능력과 갈등관리를 위한 커뮤니케이션능력 증진프로

그램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

행되었다. 팀 수행 성적이 상, 하위 30%에 해당하는 집단 간

에 창의적 문제해결스타일의 두 가지 차원(변화에 대한 지향, 

의사결정의 중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상위권은 대

개 개량스타일(76.7%)과 과제중심스타일(65.1%)에 해당된 반

면, 하위권은 혁신스타일(72.2%)과 사람중심스타일(86.1%)에 

해당되었다. 갈등관리유형의 경우, 상위권은 경쟁논리형(22.8%)

과 순응타협형(17.7%), 하위권은 순응타협형(20.3%)과 방임

체념형(12.7%)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창의적 문제해결유형, 갈등관리유형, 공대생, 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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