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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ngineering Team Mission Project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 which is 

improved creativity and creative problem for Juniors(middle school students) that is in the growth stage to become the leading role 
in future society. This can be applied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time of revised curriculum in 2009 being implemented to 
secondary education by 201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formation of Team Mission Project Education 
Program is the big field 2 project, lower field 8 module and 38 total lessons. This education program has secured the validity of 
the SME(Subject Matter Expert) expert conference. Actually, by putting the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 to the invention 
talent class formed by middle school students and by normally analyzing, it has been analyzed as very satisfying result. 
Therefore, the Engineering Team Mission Project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 can be provided as a practical education 
course of new talent training and engineering talent model of the nation's knowledge property education. And it can perform as 
an education program using usefully in the creative experience activity education course in middle class education stage. Also, it 
is concluded to become the basis of engineering design education's high grade education and department of engineering's creativ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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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첨단 공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

고 있고 수많은 연구결과물로서 수많은 지식들이 쏟아지고 있

으며,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 각국은 지식 기반사회를 대비하고, 국가

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조기에 발굴, 육성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어떠한 사회도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지 않거나 고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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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의 발전을 기

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빌게이츠와 같은 한 사람의 창

의적 인재 육성과 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창의성 교육의 관심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처럼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

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은 첨단 공학기술의 고급 인재

를 토대로 신기술을 발명하는 것이다(최유현, 2006).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통하여 세계 초일류 국가

로의 도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기초 지식의 강

화와 함께 창의성을 신장하여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시키고자 중등교

육단계의 정규교과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2011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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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새로이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등교육단계에서 교육현장의 일부 교사들은 ‘창의

성교육이 예술인이나 공학도, 영재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경향이 짙다. 또한, 일반 학생들의 창의성신장을 위한 교육

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창의성교육의 

절실함과 실제 활용도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은 교육목표로 존재하고는 있으나 

실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에 창의

성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업의 내용 

구조와 접근법, 교수법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창의성 교육의 기반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 집단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고와 태도에 있다면 이

는 분명히 인성 교육과도 부합된다. 인성 교육이 ‘나’와 ‘남’ 

사이의 진정한 차이를 인정하고(분별심), 그 차이에 걸 맞는 

방식으로 응대하는 태도(관계의 적합성)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

에서 창의성과 인성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이경화, 2008).

따라서 학습자가 관심 있어 하며, 학습 간 실제적 활동에 집

중적으로 참여하는 팀 프로젝트(team project)경험이 중요하

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여러 분야의 학문 및 교과영역을 연

계시키고 그 목표를 달성하게 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인성 교

육과 개인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즉 중학생 대상의 ‘팀 프로젝트 학습’의 활동 중심 교육프로

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고급 공학기술 인재의 수급에 상당한 문제

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중학생을 대상

으로 팀 중심의 공학기술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용함으로써 공학의 

흥미를 유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에 주역인 중학생들의 창의

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학 기반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

발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한국에서 창의성 교육은 이미 교육의 화두로 부각되어 왔

다. 창의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첫째, 국가 간의 경쟁력이 치

열해지는 시대적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고력이 없이는 미래사

회에서 생존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둘째, 기본적인 지식, 기

초학습 등의 교육보다는 좀 더 고등한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나 기존의 교육방법으로는 만족한 결과를 가

져올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창의

성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학교에서 창의성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의지는 있으나, 창의성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평가도구가 충분히 개발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해보는 것은 앞으로의 창의성 교육 촉진 측면

에서 의의가 있다.

1. 국내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사례

국내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은 확산적 사고의 인지적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성 기법만을 따로 실시하는 형태의 창의성 

프로그램이 있어왔다. 전경원(2002)은 창의성 개발프로그램을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성 하위요인인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민감성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정두희(1997)

는 창의성 개발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창의

성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여섯 가지 영역(이야기하기, 생각하

기, 관찰하기, 그림그리기, 글쓰기, 만들기)을 각각 33가지 프

로그램으로 재구성하였다. 이경화(2008)는 유아 및 초등 저학

년을 대상으로 창의성, 사고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한편 한국창조성개발학회

(2001)의 영재 창의성 개발학습은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

로 창의력, 상상력을 단계별로 개발하기 위해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재능대학 창의성개발연구소(2001)

는 만 5～10세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펼치고 비교 ․ 판단하면

서 논리적인 사고에 초점을 맞추는 사고력사우루스라는 창의

성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김춘일(1997)의 초 ․ 중등학교 

창의성 프로그램은 초등 3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으나 역시 교과주제와는 별개로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태도를 목표로 구성되었다. 

최유현(2006)은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 전략에 기초를 둔 학

습 자료를 개발하여 개발된 자료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과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두고 

학습 활동의 분석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중

심의 학습 교재에 활용 가능한 우수 학습 활동을 선정하기 위

해서 학습 활동 분석 양식과 Screening Matrix를 개발하여 

적용하였다. 개발된 자료의 학습 활동 분석 양식은 학습 활동

명, 학습 활동 개요, 특징, 주요 개념, 출처 코드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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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학습 활동을 구분하는 코드로써 문제의 영역(MT: 제

조분야, CT: 건설분야, ICT: 정보통신분야, ETT: 에너지수송

분야, BT: 생물분야), 문제의 활용 수준(E: 초급, I: 중급, A: 

고급), 문제 해결의 유형(RP: 연구문제, IP: 발명문제, DP: 설

계문제, PP: 제작문제)을 구분하여 코딩(coding)하고, Screening 

Matrix 기법을 적용 시에는 다섯 등급(A: Best Task, B: Second 

Task, C: Doubtful Task, D: Poor Task, E: Worst Task)

으로 판정하고, 이 중에서 A 등급을 판정받은 학습 활동을 선

정하였다. 이에 194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해 이를 자료의 참

신성 및 창의적 사고의 풍부성과 자료의 풍부성 및 실현 가능

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45개를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 교재 개발에 활용할 우수 학습 활동으로 선정하여 기술

적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교재를 개발하였다. 또한 2005

년부터 2010년까지 중등교육에서의 발명교육과 관련한 비교

과과정에서의 창의적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들은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창의적인 사고력만을 훈련시키는데 중점을 둔 교육프로그램

으로 학교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기가 다소 힘들며 또한 대

상도 유아들이나 초등, 최고 중학생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창의성 교육은 단편적인 개념이나 단순한 사고능력을 가르

치는 것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교과의 주제(theme)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개념과 지식을 연결해주면 지식의 표층

(surface structure)이 아님 심층구조(deep structure)를 배

우도록 하여 학습의 응용 및 전이가 가능하다. 이에 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의 핵심내용들을 추출하고 여기에 창의적 사고

능력을 통합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들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서야 시작되었다.

2. 국외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사례

국외는 교과과정과 별개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으로 De 

Bono(1986)의 수평적 사고(lateral thinking)와 CoRT 사고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CoRT 교육프로그램은 4-5명

의 소집단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PMI, OPV, C&S 

등의 다양한 사고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며 사고기술을 

확장시킨다. 문제해결은 지각에서 비롯되며 그 후에 적절한 

문제해결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입각해서 진행되는 이 교육

프로그램은 하위변인들에 따라 고지능, 저지능 아동들에게 서

로 다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어 모두에게 활용하기 보다는 

실시대상의 개인적 특성별 차이가 다르다는 결과로 인해 재

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Covington의 PTP(Productive Thinking Program), 

Feldhusen의 퍼듀 창의적 사고 프로그램, Khatena Training 

Method, Clapham-Schuster 프로그램 등이 있다(Croply, 

2001). 이들 교육프로그램은 사고훈련 지침서, 소책자 등으로 

구성되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Osborn(1957, 신세호 역; 1981)의 브레인스토밍, Gordon 

(1961)의 발견적 해결, Crawford(1979)의 속성열거, Adams 

(1986)의 고정관념 깨기, Genrich Altshuller의 창의적 문제해

결력에 관한 기법(TRIZ)등은 교과수업과 관련하여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부분적인 창의적 사고력 증진 기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다카하시 마코, 2003). 이 중에서 TRIZ

는 구소련의 과학자 겸 기술자 알트슐러(Genrich Altshuller)

에 의해서 확립된 발명 이론으로써 다른 기법에 비하여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체계성을 띠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이론은 산업 현장에서 그 효과를 인정받아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국내의 LG, 삼성 등 대기업에서 상품의 성능 개선 및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용하고 있다(이용규, 이경원, 2003).

다른 유형의 창의성 개발프로그램으로는 Savery와 Duffy 

(1995)의 문제중심학습(PBL; Problem based learning)이 

있는데 구조화되지 않은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Isaksen과 

Treffinger(1995)의 CPS(Creative Problem Solving), Osborn

과 Parnes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프로그램 등도 역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일련의 방법을 구성하는데 있

어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는 데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인

식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창의성을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제시하고 있다. 

교과과정과 연관 없이 별도의 시간에 배우는 창의적 기법과 

사고의 기술들이 각 교육과정의 영역에서 유용한가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며(Mouchiroud & Lubart, 2001), 과목 간 

사고기술의 효과적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 경향이다(Lubart & 

Guignard, 2004).

더불어 최근에 교과과정과 연계된 창의성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국의 국제기술교육협의

회1)는 1994년 모든 미국인을 위한 기술(The Technology for 

All Americans Project: TfAAP) 연구 사업을 발족하여 학생

1) 국제기술교육협회(International Technology Education Association; 
ITEA)는 호주, 핀란드,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
페인, 대만, 미국의 10개 국가에 지역협회를 두고 있는 협회로써, 
수학, 과학, 공학의 원리를 활용한 문제 해결방법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기술교육의 교육과정으로 동의하는 기술교사 및 관계자들
이 주 구성원이다. [참조: http://www.iteaconnec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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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thod aggregate of qualitative evidence

구성 내용

증거 자료

질문지 자료 참여관찰자료
문서자료

(학습교재)

면담자료
(학생)개방형 

질문지
학습 

만족도조사
작품 및 활동 

사진자료
일화적

관찰 방법

학생들의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의 사고 능력의 활용 
또는 변화 증거

● ● ● ●

학생들의 학습활동, 학습교재 등에 대한 태도, 흥미, 

자신감, 학습만족도 등의 정의적 요인의 변화 증거
● ● ● ● ●

교재의 구성, 수업 운영 등의 제한사항 ● ● ● ● ● ●

들이 획득해야 할 기술적 소양을 신장시키는 기술교육의 방향

을 정립하고 교육내용의 틀을 제시한 뒤, 2000년에는 교육내

용 및 학습 목표와 관련하여 기술적 소양의 기준(Standards 

for Technological Literacy)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교

육프로그램은 기술(technology)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 인간의 혁신적 행위로 정의하고, 기술교육(technology 

education)은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능력을 확

장하는 기술 관련 지식과 과정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영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걸쳐 전 교과 영역과 

연계되는 디자인과 기술교육을 강화해오고 있다. 영국의 디자

인과 기술협회2)는 영국 교육기술부(DfE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kills)에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내용을 디자

인&기술(D&T)에 접목하여 각 학년 별 디자인&기술 교육내

용을 개발했으며, 현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3개 하위영역으로 ① 영역

지식(제어, 건강 및 안전, 재료 및 구성, 질, 구조), ② 제품 

및 응용(탐색, 분석 및 평가 활동), ③ 실제 산출물 과제(기능 

개발)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교과 교육과정의 연계성(과학, 

수학, 정보과학, 환경교육, 경제, 예술), 의사소통기능(그래프, 

모델링, 협동작업, 구두발표), 산업체 파트너십(경제적, 산업

화에 대한 이해) 및 가치(기술적,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미

2) The Design and Technology Association. 이 협회는 모든 교과영역
과 연계된 디자인&기술 내용을 제시하는 전문협회로서, 비영리 집
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협회는 디자인&기술 교육을 지원, 격려, 
도모하며, 유지함으로서 교육을 개혁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협회는 영국 전역의 초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D&T(Design 
and Technology)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로
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D&T week를 통해 학생 작품 전시
회, 경시대회, D&T 전문가 초청 강연, 지역 산업체 방문, 산업 박
물관 방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제공한다. 산업체와 연계하여 3M 
산업체 지원의 3M발명상, 장애자 학생이 학교에서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명품을 제작하는 경연대회, 정부기관인 교
육기술부 및 보건협회의 지원을 받으며 식품공학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참조: web.data.org.uk.]

학적 차원)와 연계하고 있다. 이는 정규교육과정 주요 교육내

용인 문해력(literacy), 셈하기(numeracy), 정보통신기술(ICT), 

시민교육(citizenship),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과 연계되

어 있다. 

이처럼 최근 국내외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경향은 학

교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러한 교육프로그램은 고등교육단계에서의 공학 교육프로그램

의 설계교육과 밀접한 위계성이 있어서 중등교육단계에서 창

의력 계발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프로그

램의 선행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에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되어 시도하는 경향이나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아

보기 힘들며 소수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도 초등학생

의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중학교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창의성 계발과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

그램이나 교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III.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교육, 발명교육, 영재교육, 팀 프로젝

트 활용 교수-학습법, 창의적 문제해결력 측정 관련 국내외 

문서, 보고서, 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헌 분석 

및 고찰을 수행하였으며, SME(Subject Matter Expert) 전문

가 협의회를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모델을 체계적이고 실용적

으로 구안하였다. SME 전문가는 창의성 교육, 발명교육, 영

재교육 등을 3년 이상 지도한 교사, 창의성 교육, 발명교육,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를 3편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연구

원 또는 교수, 창의성 교육, 발명교육, 영재교육의 석사 학위 

이상의 학위 소유자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개발된 공학 팀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중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효과성과 적용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

였다. 표집 방법은 질적 연구의 목적 표집 방법 주에서 동일 

집단 표집 방법을 적용하여 00 소재의 발명영재학급의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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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0명 내외로 선정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적용은 2010년 

11월에 1회 4시간씩 총 8시간을 투입하였으며, 질적 연구의 

설계는 혼합 모형설계(mixed-model design)로 Table 1과 

같이 Likert척도에 의한 양적 자료 수집과 개방형 질문을 동

시 포함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의 결과

1.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본 연구에서 공학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국내외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프로그램(Table 2 참고)의 분석

과 진단을 통하여 크게 팀워크 프로젝트와 미션 프로젝트로 

2가지 영역으로 구안하였다. 

구안된 영역 내에서는 국내의 창의력 문제해결 경진대회와 

공학설계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모듈 명을 추출하였고, 

각 주제는 모듈 명과 연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공학적 주제를 위계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수업시수의 선정은 2011년부터 적용되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연간 약 100시간)를 고려하여 

한 한기 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약 30～40시간 내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공학적 문제해결과 관련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먼저 팀워크 프로젝트의 모듈은 ‘팀 문제해결로의 초대’와 

‘팀 프로젝트 관리’로 명칭을 정하고 주제는 각 각 ‘팀 구성

과 의사소통’, ‘팀의 관리와 운영’으로 팀의 구성과 운영 및 관

리에 관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미션 프로젝트의 모듈은 즉석

과제 프로젝트, 구조물 프로젝트, 운동물체 프로젝트, 통합 퍼

포먼스 프로젝트로 명칭을 정하고 즉석과제는 ‘창의력 스트레

Table 2 Creative problem solving education program at 
domestic and abroad

구분 프로젝트 명 년도

미국

“Tech-Know” Project for TSA(Technology 

Student Association) activity
2000～2004년

I3(Invention, Innovation, and Inquiry) Project 2003년

A Standards-Based Middle School Model 

Course
2002～2003년

영국 CREATE Project for Design and Technology 2003년

국내

Invention 교육활동을 위한 발명교육 워크북/

교사용 워크북 프로젝트
2005년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 학습 교재 개발과 질적 
사례 연구

2006년

발명교육 심화프로그램 2009～2010년

칭’, 구조물 프로젝트는 ‘이쑤시개 스트럭쳐 및 리사이클 변신

의자’, 운동물체 프로젝트는 ‘하늘을 날아보자! 및 움직이는 자

동차 광고’, 통합 퍼포먼스 프로젝트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통합 퍼포먼스 프로젝트의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

라’라는 주제는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제로, 환경 개선을 

위한 발명품을 공학적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해야 하며, 또한 

단순히 발명품만 제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를 스토리와 공연

(장기자랑)으로 연계시키는 종합적 수행주제로 선정하였다. 이

에 따른 각 프로젝트별 모듈 구성과 주제명, 시수는 Table 3

과 같다.

이러한 주제의 접근은 학교교육에서의 체험 및 문제해결을 

Table 3 Construction of team mission project education 
program based engineering

프로젝트 명 모듈명 주제명 시수

팀워크 
프로젝트

팀 문제해결로의 
초대

1. 팀 구성과 의사소통 6

팀 프로젝트 관리 2. 팀의 관리와 운영 6

미션 프로젝트
(창의력 

올림피아드 
문제유형)

즉석과제 프로젝트 3. 창의력 스트레칭 6

구조물 프로젝트
4. 이쑤시개 스트럭쳐 택 1

(각 6)5. 리사이클 변신의자

운동물체 프로젝트
6. 하늘을 날아보자 택 1

(각 8)7. 움직이는 자동차 광고

통합 퍼포먼스 
프로젝트

8.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라 8

Table 4 Manuscript composition according to topic

주제명 원고 구성 시수

1. 팀 구성과 의사소통
허만의 우성두뇌이론에 의한 팀 구성, 

팀 목표 설정, 팀 간의 의사소통, 팀 
빌딩 게임

6

2. 팀의 관리와 운영
칸트 차트 활용, 프로젝트 추진계획서 
작성

6

3. 창의력 스트레칭
짧은 시간 내에 해결 가능한 구조물 
중심의 문제 해결

6

4. 이쑤시개 스트럭쳐
이쑤시개를 활용한 교량 구조물 제작 
및 재하 실험 택 1

(각 6)
5. 리사이클 변신의자

생활 속 재활용품을 이용한 창의적 의
자 구조물 설계와 제작

6. 하늘을 날아보자
비행물체의 원리를 적용한 창의적인 
비행물체 설계와 제작 택 1

(각 8)7. 움직이는 자동차 
광고

자동차의 움직임과 이 원리를 이용한 
자동차용 공익광고 설계와 제작

8.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라

환경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발명
품 제작과 이를 활용한 장기자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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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riting system according to project

팀워크 프로젝트 미션 프로젝트

주제OO. OO 학습주제

INtro -- 문제로의 초대
 주제배경 [스토리텔링]

 핵심개념

VENture -- 문제 탐구  
 1. 기본 활동
 2. 심화 활동
 3. 팀 프로젝트 활동

Tour -- 문제의 확장
 학습정리(마인드 맵)

 참고문헌 및 사이트 

주제OO. OO 학습주제

INtro -- 문제로의 초대
 문제의 배경 [스토리텔링]

 핵심개념
 

VENture -- 문제 탐구
 1. 문제상황
 2. 문제해결의 정보 
 3. 팀 문제해결 포트폴리오
 Project portfolio [Workbook]

  : 팀 문제해결 과정[10단계]

Tour -- 문제의 확장
 새로운 문제 구상하기
 학습정리(마인드 맵)

 참고문헌 및 사이트

바탕으로 한 정규교과와 연계한 학습모듈로 구안하였으며, 구

안된 영역, 모듈, 주제명에 대해서는 SME 전문가 협의회를 통

하여 최종 선정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구안에 따른 각 주제명에 따른 교재 집필 내

용은 Table 4와 같으며, 각 시수는 6시수를 기본으로 선정하

였고 각 주제의 수행은 팀 활동을 원칙으로 작성하였다. 교재 

집필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주안을 두어 다른 학습영역을 고려

하여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 중심의 인정 

교과서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학생용 교재 체제의 구성은 Table 

5와 같다.

교재 내용의 구성은 주제별 분량을 15페이지 내외로 선정

한 후, 학생들이 그 주제에 대하여 호기심을 유발시키기 위

해 ‘INtro(문제로의 초대)’부분에 관련 주제에 관한 스토리보

드 형태의 사례를 제시하고 학습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

함하였다.

‘VENture(문제의 탐구)’부분은 주제와 관련한 직접적인 체

험 학습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미션 프로젝트’ 주제의 경우에

는 팀별 주어진 공학적 문제에 대해 학습자의 발산적 사고를 

독려하기 위해 ①문제 확인과 도전과제, ②문제의 탐색과 연

구, ③대안탐색 하기, ④최적의 대안 선정, ⑤계획의 구체화, 

⑥최적대안 수행하기, ⑦문제해결 결과의 프레젠테이션 전

략, ⑧문재해결 결과의 프레젠테이션 실시, ⑨문재해결 과정 

및 결과의 평가, ⑩팀의 성과와 성찰의 10단계 체계적 절차

를 적용하여 도전과제를 해결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Tour(문제의 확장)’부분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주도적으

로 정리하도록 마인드 맵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미션 프로젝

트’의 경우에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도

전 문제를 제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원고를 작성

하였다(원고 내용은 첨부 참조).

더불어 학습자를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교사용 매뉴

얼도 별도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공학적 팀 미션 프로

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는 2회에 걸친 SME 전문가 협의회

를 통해 그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며,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문

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수정 보완하였다.

2.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의 

적용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과 교재를 중등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과 적용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중학교 선정은 대전의 전국 창의력 문제

해결 경진대회를 준비 중인 00중학교 발명영재학급 중학생 

20명을 선정하였고 개발된 2개 과제인 ‘창의력 스트레칭’과 

‘이쑤시개 스트럭쳐’를 활용하였으며, 해당 주제 집필자가 강

의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은 혼합모형설계(mixed-model design) 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설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Likert 척

(5점)에 의한 양적자료 수집과 개방형 질문을 함께 포함한 질

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을 대

상으로 수업을 한 후, 학습 만족도 질문에 따른 응답결과는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Fig. 1 Satisfaction of team mission project education 
program and Textbook based engineering



주니어 공학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적용 효과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4(3), 2011 21

Table 6 Difference other education program

문항 평균

1.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의 수업이 더 재미있었다고 생각한다.

3.63

2.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수업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한다.

2.84

3. 다른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볼 때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수업이 더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4.11

5점 리커트 척도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나 학습 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의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와 ‘교재 학습의 편리성과 내용 구성’, ‘다양한 활동의 수행과 

진행’, ‘학습 내용의 흥미성’, ‘교재 활동 과제 제시의 명확성’

이 4점대 이상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교재의 읽기와 이해도가 3.74로,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교실현장에 직접 투입하기 전에 전반적 원고에 대

하여 윤문 및 어려운 구문을 쉬운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는 그 동안 수업했던 다른 프로그램의 차별성에 관

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나, 다른 

교육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었으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후, 개방형 질문지에 관한 내

용으로 교육프로그램의 추천성, 학습 내용 중에서 흥미가 있

었던 내용, 학습 내용 중에서 어려운 내용, 학습 내용 중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 중에

서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프로그램 추천성과 그 이유

평상시 생활 속에서 할 수없는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

다. 나의 재능을 발견가능하기 때문에 수업내용이 좋았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서 좋았다.

모르거나 친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인간관계도 좋게 해주고 발명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팀워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나. 학습 내용 중에서 흥미 있었던 내용과 그 이유

이쑤시개로 지지대 만들기. 아주 재미있고 힘들었지만 좋

은 것 같다.

친구와 같이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생각된다. 친구와 

협동하고, 같이 손을 맞춰 만드는 것이 재미있었다.

공선별기 만들기. 나무젓가락과 고무줄만으로 공이 분류되

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어서

창의적 활동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

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다. 학습 내용 중에서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과 그 이유

이쑤시개로 다리를 만들어 중심잡기. 글루건을 많이 쓰게 

되어 어려웠다.

다리 만들기. 어떻게 해야 튼튼한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

에

팀활동. 아이들과의 마음이 맞지 않았다.

문제 인식이 좀 어려웠다. 처음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 

해결책을 찾는 게 어려웠다.

라. 학습 내용 중에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그 이유

시간이 부족하다.

아이들이 좀 더 성격이 좋고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

다.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태도가 안 좋은 학생들을 지

도했으면 좋겠다. 수업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남자들끼리 적절히 팀을 바꿔서 해보고 싶다.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은 만들기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기술한 내용으로 볼 때, 교육프로그램의 과제 진

행에서 과제 수행에 따른 팀워크 형성에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공학적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

램 적용 단계에서 첫 번째인 팀워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팀 미션 프로젝트를 적용한다면, 개발된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가 창의력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

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규교육과

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공학 팀 미션 프

로젝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주니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창의적 문제해결 교육

프로그램과 공학설계의 실제적이고 이론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공학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은 발달 단계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며, 다양한 교과 지식을 기초로 하여 제시된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공

연, 토론, 견학 등을 통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여 다양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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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공학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로그램은 2개 영역의 ‘팀워

크 프로젝트’와 ‘미션 프로젝트’로 구성되었으며, 팀워크 프로

젝트는 팀 문제해결을 위한 팀 구성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학

습하고, 팀 프로젝트 관리에서는 팀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학습한다.

팀 미션 프로젝트는 국내외 창의적 문제해결 경진대회를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진 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써 즉석

과제, 구조물, 운동물체, 그리고 통합 퍼포먼스의 프로젝트를 

학습한다. 특히 구조물 프로젝트와 운동물체 프로젝트는 각각 

2가지의 프로젝트를 안내하여 선택적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또한, 팀 미션 프로젝트는 팀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다양한 지능의 개발과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개발된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 투입한 결과, 학생들이 만족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과제 수

행 자체가 아니라, 이를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의 팀워크이라

는 것이다. 따라서 팀 미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팀워

크 프로젝트 활동을 통하여 팀워크를 배양한 후, 팀 미션 활

동을 실시할 경우,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을 동시에 배양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공학 팀 미션 프로젝트 교육프

로그램과 교재는 국가 지식재산교육의 새로운 인재양성 및 

공학인재 모델의 실천적 교육과정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지식재산기반 사회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중학

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에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

다.

셋째, 중등교육단계와 고등교육단계와 연계되는 창의 교육

과정 모형 및 프로그램으로 팀 프로젝트 활용 교수-학습 프

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과대학의 창의공

학이나 공학설계 교육에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적

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

되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량 배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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