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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various educational approaches to foster students' creativity in engineering colleges, but littl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empirical study results of stud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educ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stud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in engineering such as characteristics of creative engineers, the level of individual or group creativity and creative 
education in engineering colleg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of 538 respondents, engineering students considered three factors 
such as ‘innovative driven’, ‘eager for high intellectuality’, ‘activity expression’ as characteristics of creative engineer. They evaluated 
both of individual or group creativity levels as subnormal. They perceived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education, but were not 
satisfied with current creativity educational experiences. They pointed out ‘limited supports of nation or organization’, ‘credit system 
decided by the paper-based exam’, ‘non-systematized creativity classes’ as impending factors for creativity in engineering education. 
Students suggested ‘securing the budget for practice and field participation’, ‘changing of perception on creativity education itself’,
‘developing the creativity classes combined with engineering subjects’ as fostering factors in creativity education. This studdy suggests 
several implications of educational approaches to creativity education in engineering colle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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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창의성은 인재개발의 중요한 
지표이다. 국내외 공과대학에서는 창의성 증진 혹은 창의적 인
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제시하고 있고(정은수, 서종욱, 이재호, 

이윤미, 윤순종, 김병주, 정준기, 한병기, 정귀영, 2008), 독립
적인 창의성 프로그램이나 기존 교과목에 창의적 사고기법을 결
합하는 형태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김은경, 2010; 이종수, 민병권, 윤웅섭, 한재원, 정효일, 2008; 

임효희, 김오연, 신경훈, 유혜원 백윤수, 2009)

그러나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이론적, 실천적 노력측면에서 미흡한 것이 현
실이다. 공학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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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우선 교육의 지향점으로서 창의적 공학인재의 특성은 무
엇이고, 현재의 창의성 교육의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하는 지에 
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학습자의 시각에서 현재의 창
의성 교육을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교육 방식을 찾는 노력이 필
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공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이 인식하
는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의 실제를 분석하여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방향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습자가 인식하는 창의적 공학인의 특성 요인을 
파악하고, 공과대학 학생 및 대학원이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 수
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공과
대학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직무관련성, 만족도, 저해요인, 발
전방안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창의성 교육의 지
향 방향을 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문제 

1. 공과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창의적 공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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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창의적 인재 특성요소

학자
특성 

Guilford

(1987)

Sternberg

(1990)

Mongomery & Bull

(1993)

Amabile

(1998)

Richard

(1998)

Davis 

(1999)

Chan

(1999)

최인수 외
(1998)

임선하
(2007)

독창성 O O O O O O

통찰력 O O O

통합성 O O O O O

개방성 O O O O O

문제에 대한 재정의 O O

독립성 O O O

상상력 O O O O

지적능력 O O O

비판적 사고능력 O

질문하기 좋아하는 성향 O O O O

예술적 성향 O O

발산적 사고 O O O

호기심 O O O

유연성 O O

문제해결능력 O O

전문성 O

인식력 O

직관력 O O

탈 인습성 O O O O O

모호함에 대한 인내 O O O

활동성 O

유창성 O O

분석력 O

열정 O

의 특성요인은 무엇인가?

2. 공과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 수준은 어떠한가? 

3. 공과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우리나라 공과대학의 창

의성 교육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인재

창의적 인재에 관한 특성연구는 일찍이 Guilford(1987)에 의

해 종합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창의성을 정신과정의 일종으로 

정의하였으며, 3차원적 지능구조이론에서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

과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Sternberg(1990)는 창의

적 인재의 개인적 특성요인으로 지적능력(high intelligence)과 

같은 인지적 요소와 미적 감각이나 문제해결력과 개인적 특성

들도 함께 반영하였다. 한편 Mongomery와 Bull(1993)은 상상

력(imagination)을 비롯하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과 모호함에 대한 인내(endurance to ambiguity) 

같은 태도의 측면을 창의적 인재의 특성요소로 언급하였다. 비

슷한 맥락에서 Amabile(1998)도 ‘과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new 

way to approach a process)’이나 ‘상상하기(thinking imagi-

natively)’ 등의 발산적 사고의 과정요소 뿐 만 아니라, 결과적 

요소로서 ‘독창성(originality)’과 ‘동기(motivation)’ 등의 정의

적 요소도 함께 제시하였다. Richards(1998)는 창의성의 요소

와 관련하여 ‘탈인습성(unconventionality)’ 등의 혁신지향적 태

도를 중요하게 언급하였으며, Davis(1999)는 유머(humor)나 

‘사생활(personal life) 등의 생활 일반의 태도 요소도 언급하였

다. 창의적인 학습자의 특성과 관련해서 Chan(1999)은 ‘활동

성(active)’, ‘높은 지적 수준(high intellectual ability)’등을 제

시했다. 

국내연구에서 최인수(1998)는 창의적 인재로 인식되는 인물 

49명을 선정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는데, 여타의 변인들과 함께 

주요 요소로서 개방성, 독립성, 호기심, 모호함에 대한 인내 등

을 주요하게 언급하였다. 임선하(2007)는 창의성 교육을 비판

적으로 논의하면서 독창적 사고를 발현시키기 위한 교육적 요



임철일․김영전․김동호

공학교육연구 제15권 제2호, 201232

소로서 독창성과 통합성, 발산적 사고, 탈 인습성 등을 언급하

였다(창의적 인재 특성요소 표 1 참고).

이와 같이 일반적 관점의 창의적 인재의 특성은 ‘혁신’을 추

구하는 자세와 이를 성취해가는 개인의 인지적, 정의적 요소를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공학에서의 창의성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출물의 ‘창

조’나 ‘발견’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창의 인재의 특성과 

유사하나 ‘공학적 문제’라는 상황과 이러한 문제를 협업을 통해 

해결해간다는 특징이 반영된다. 즉, 창의적 인재의 특성요인으

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과 환경이나 도구

의 관리 역량을 포함하는 인지적, 정서적 특성요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이종수, 민병권, 윤웅섭, 한재원, 정효일, 2008; 

Richards, 1998). 따라서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팀워크를 통한 

아이디어의 수집, 최종 산출물 도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발휘되는 역량이 강조되는 특

징이 있다.

2. 공과대학에서의 창의성 교육 연구 

공학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은 독립된 창의성 프로그램을 개발

하거나 기존 과목에서 창의성 관련 교육을 결합하는 형태로 이

루어진다. 두 가지 접근은 대부분 팀 활동 상황에서 주어진 문제

에 대하여 창의적인 해결을 위한 과제가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

창의성 교육의 방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부분 창의성 관련 

과목을 설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기법이나 도구 혹은 모

형을 활용한 사례의 효용성을 보고하고 있다. 이종수, 민병권, 

윤웅섭, 한재원, 정효일(2008)은 브레인스토밍 및 결정행렬

(decision matrix)을 활용한 체험학습 기반의 기초 창의공학 설

계의 개발 사례를 통해 그 효용을 확인하였고, 김은경(2010)은 

트리즈(TRIZ) 기반의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

발 경험과 효과를 보고하였다. 임효희, 김오연, 신경훈, 유혜원, 

백윤수(2009)는 창의성 증진 교육방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공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전반적인 창의성 

교육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

여주었다. 또한 공학교육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온라인 기반

의 학습환경의 설계와 관련하여 임철일, 홍미영, 이선희(2011)

는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활동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라’와 같은 

일곱 가지의 설계 원칙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창의성 교육에 관한 연구들이 공과

대학 학생들이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대하여 실제로 인식하

는 수준과 경향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것은 드물며 공학의 영

역특수성을 고려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

구는 공과대학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창의성 교육이 지향하

는 바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의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공과대학 학부와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시

행되었다. 연구자들은 국내 3개의 공과대학 및 대학원을 방문하

여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설문을 시행하였고, 이중 불

성실하게 응답하거나 누락된 설문답안지를 제외한 538명의 응

답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은 표 2과 같다. 

2. 설문구성 

설문의 응답자 일반정보는 성별, 학력, 창의성 관련 교과목 수

강횟수이다. 설문은 크게 창의성에 관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째, 공학에서의 창의적 인재의 특성에 관한 것으로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선행문헌(Amabile, 1998; Chan, 1999; 

Davis, 1999; Mongomery & Bull 1993; Richards, 1998)을 

분석하여 도출된 28개 항목에대하여 관련성의 정도를 5점 리커

트 척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둘째, 현재의 공과대학 학생의 창

의성 수준 인식에 관한 것으로 국내 공과대학생의 수준과 공학

도로서의 자신의 수준을 매우높음(5점)에서 매우낮음(1)의 리커

표 2 연구대상 

빈도 

성별

남자 433(80.5%)

여자 104(19.3%)

미기재 1(0.2%)

합계 538(100%)

학력

학부재학 439(81.6%)

석사과정~석사 80(14.9%)

박사과정~박사 18(3.3%)

미기재 1(0.2%)

합계 538(100%)

창의성 교과목 수강

없음 153(28.4%)

1과목 127(23.6%)

2-3과목 183(34.0%)

4과목이상 70(13.0%)

미기재 5(0.9%)

합계 53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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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셋째, 창의성 교육에 관한 인식

으로 중요성과 만족도, 저해요인과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설문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5.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

다. 첫째, 창의적 공학인재의 특성요인 28개 항목의 응답내용을 

활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구성요인을 확인하였다. 

둘째, 학력수준에 따른 응답자의 공과대학생의 개인 및 집단별 

창의성 수준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산출

하고, 집단 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시행하

였다. 셋째,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및 만족도에 대한 빈도분석

을 실시하고, 저해요인 및 발전방안의 각 항목에 관한 기술통계

를 산출하였다. 성별, 최종학력 및 창의성 과목 수강횟수에 따

른 집단 간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

석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발

생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사후비교분석으로 Schffe검증을 실시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창의적 공학인재의 특성요인 

응답자료의 KMO 측도는 .93, Barette 구형성 검증도는 X2

＝6732.959 df＝378, p＜.001이다. 초기 28개 항목의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93이다. 1차 분석에서 28개 항목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적재량 .05에 이르지 못했거나 특

정 요인적재량이 .5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요인 적재량의 .3을 

넘는 경우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반복하였다. 결과

적으로 3개 요인의 22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전체 변량

의 55.26%를 설명한다. 도출된 3개의 요인은 각각 제 1 요인 

‘혁신추구’, 제 2 요인 ‘지적열망’, 제 3 요인 ‘활동적 표현’이다

(표 3 참조). 

2. 공과대학의 창의성 수준 인식 

표 4은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우리나라 공과대학 및 대학원생

들의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 수준을 학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

다. 개인 및 학교의 창의성 수준의 평균은 각각 2.75와 2.99수

준으로 보통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학력수준에서 응답

자들은 응답자 개인의 창의성보다 집단의 창의성을 높게 인식

하고 있다. 학력이 올라감에 따라 응답자들은 개인 및 집단의 

수준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집단 간 차이의 통

계적 유의성은 없다. 

표 3 창의적 공학인재 요인분석 결과 

문항 내용
Component

1 2 3

c1 독창성(Originality) .808 .137 .101

c2 상상력(Imagination) .762 .086 .129

c21 참신성(novelty) .692 .307 .026

c18 풍부한 아이디어(Has a lot of ideas) .679 .304 .041

c14 혁신성(Innovative) .661 .291 .150

c6
새로운 경험에 대한개방성

(Open to new experience)
.642 .132 .250

c5 유연성(Flexibility) .604 .187 .182

c3 호기심(Curiosity) .603 .289 .080

c19 독서(Likes reading) .582 .127 .128

c15 도전정신(Enterprising or challenging) .556 .464 .199

c16
생각하기 좋아함 

(Likes or willing to think)
.547 .404 .089

c10 배움에 대한 열망(Eager to learn) .165 .685 .216

c7
높은 지적 수준

(High intellectual ability)
.002 .676 -.109

c23 주의를 기울이는(Attentive) .215 .670 .171

c22 개인적 열정(Personal energy) .293 .646 .099

c25 실용적 태도(Pragmatic attitude) .155 .628 .061

c9
자기주도성과 능동성 

(Initiative or spontaneous)
.269 .610 .183

c8 통찰력(Insight) .352 .605 .053

c24
예리한 관찰력

(Sensitive in observation)
.453 .603 .047

c12 말하기 좋아함(Talkative) .081 .069 .858

c11 활동성(Active) .157 .280 .734

c13 예술적 감각(Artistic) .412 .005 .633

Cronbach‘s α .89 .85 .70

표 4 창의성 수준 인식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학부~학사
자신 439  2.76  .88

집단 439  3.02  .99

석사과정~석사
자신  80  2.68  .73

집단  80  2.89  .91

박사과정~박사
자신  18  2.67  .91

집단  18  2.83  .86

합계
자신 537  2.75  .85

집단 537  2.99  .97

3. 창의성 교육인식 

가.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계발가능성 

표 5는 공학에서의 창의능력의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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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응답자의 74.7%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하여 공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이 필요하

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창의적 능력의 계발 

가능성에서는 ‘매우 그렇다’가 17.9%와 ‘그렇다’ 34.5%로 총 응

답자의 52.3%만이 현재 공학에서 필요한 창의성을 대학 교육

을 통해 계발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나. 창의능력의 학업성취도 및 향후 직무관련성 

응답자들은 학생들의 창의능력과 학업성취와의 관련이 얼마

나 있느냐는 질문에 36.5%만이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하였다. 향후 진로 및 직무와의 관련성에 관한 질문에서도 응

답자의 53.8%가 ‘매우 그렇다’ 혹은 ‘그렇다’고 답하였다(표 6 

참조). 학생들은 창의적 능력이 향후 직무와는 보통이상의 관련

이 있으나 실제 공과대학에서의 학습의 내용과 평가의 방식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 창의성 교육의 효과성 

공과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의 효과성에 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19%만이 그렇다(13.8%) 혹은 매우 그렇다

(5.2%)고 답하였다(표 7). 응답자의 56.1%는 ‘매우 그렇지 않

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답을 하여 현재 공과대학 창의성 교육

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과대

학 창의성 교육을 통해 창의성 증진을 경험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45.7%는 ‘매우 그렇지 않다(14.7%)’와 ‘그렇지 않다

(31.7%)’를 선택하여 공과대학 및 대학원 학생들은 창의성 교

육을 통한 창의성 계발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을 통한 계발가능성

 척도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

창의능력의 
필요성 

14

(2.6)

24

(4.5)

98

(18.2)

202

(37.6)

199

(37.1)

537

(100)

교육을 통한 
계발 가능성

20

(3.7)

69

(12.8)

167

(31.1)

185

(34.5)

96

(17.9)

537

(100)

표 6 창의능력과 학업성취 및 직무 관련성 

 척도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성

39

(7.3)

111

(20.7)

191

(35.6)

147

(27.4)

49

(9.1)

537

(100)

향후 진로 
및 직무와의 

관련성

20

(3.9)

69

(11.0)

167

(31.3)

185

(34.8)

96

(19.0)

537

(100)

라. 창의성 교육의 발전방안 

1) 저해요인 

표 8은 공과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저해요인을 

학생의 인식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국가나 학교차원의 지원’과 ‘지필 시험에 의해 결

정되는 학점구조’, ‘체계화되지 않은 창의성 수업’이 중요한 저

해요인으로 밝혀졌다. ‘발상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은 공과대학

의 학습 분위기’와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학

업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라서는 ‘교수 위주의 이론 주입식 수업 방식’ 

(F＝7.17, p＜.05), ‘발상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공과대학의 

학습 분위기’ (F＝5.31, p＜.05), ‘지필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학점 구조’(F＝6.412, p＜.05)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되었

다. 사후비교분석 결과 석사과정 학생이 학부 학생보다 문제점

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 및 창의성 관련 교과목 수강

횟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없었다.

2) 개선방안 

표 9은 공과대학 및 대학원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학생들의 

인식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결과를 보면 ‘실

표 7 창의성 교육의 효과성

 척도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

공과대학 
창의성 
교육의 
효과성

74

(13.8)

173

(32.3)

187

(34.9)

74

(13.8)

28

(5.2)

536

(100)

교육을 통한 
창의성 증진 

경험 

75

(14.0)

170

(31.7)

182

(33.9)

76

(14.2)

34

(6.3)

537

(100)

표 8 창의성 교육의 저해요인에 대한 인식 

저해요인 평균 표준편차 순위

창의성 교육에 대한 국가나 학교차원의 
지원 부족

3.90  .99 1

지필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학점 구조 3.78 1.03 2

체계화되지 않은 창의성 수업 3.76  .99 3

교수 위주의 이론 주입식 수업 방식 3.71 1.03 4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원 수의 부족 3.68 1.04 5

과도한 학업 부담 3.66 1.08 6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 대한 인식 부족 3.58 1.03 7

발상의 전환을 인정하지 않는 공과대학의 
학습 분위기 

3.44 1.06 8

※ 전체 사례수 537명(7,8위 사례수는 5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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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창의성 교육의 개선방안

개선방안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실습이나 현장 참여 기회 증대와 관련 
예산 확보

4.03 1.00 1순위

창의성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 3.87  .93 2순위

창의성과 전공 영역을 결합시킨 수업과목 
개설

3.85  .99 3

지필위주의 획일적 평가 방식의 다변화 3.82  .99 4

다양한 수업 자원(멀티미디어 등의 창의성 
지원도구)의 지원 및 활용

3.80 1.03 5

수업 내에서 토론, 프로젝트 방식 등의 
통한 자율적 사고 기회의 확대 

3.79 1.04 6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목 개설 3.67 1.02 7

※전체 사례수 537명(2,4위 사례수는 536명) 

습이나 현장 참여 기회 증대와 관련 예산 확보’와 ‘창의성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 ‘창의성과 전공영역을 결합시킨 수

업과목 개설’이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창의성 증진을 위

한 독립적인 교과목의 개설’, ‘수업 내에서 토론, 프로젝트 방

식 등을 통한 자율적 사고 기회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

창의성 수업의 수강 횟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

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

목 개설’(F＝3.150, p＜0.5), ‘수업 내에서 토론, 프로젝트 방

식 등을 통한 자율적 사고 기회의 확대’(F＝6.72, p＜0.5), ‘지

필위주의 획일적 평가 방식의 다변화’(F＝3.60, p＜0.5)가 유

의수준 .05에서 교과목 수강 횟수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결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목 개설’에 관해서

는 2-3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4과목 이상을 수강한 학생보다 높

았다. ‘수업 내에서 토론, 프로젝트 방식 등을 통한 자율적 사

고 기회의 확대’에 관해서는 수강한 적이 없는 학생집단이나 1

과목만을 수강한 학생집단보다 2-3과목을 수강한 학생집단의 

점수가 높았다. ‘지필위주의 획일적 평가 방식의 다변화’에 관

해서는 1과목을 수강한 학생보다 2-3과목을 수강한 학생의 점

수가 높았다. 성별 및 최종 학력에 따른 창의성 교육 개선 방안

의 인식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V. 논의 및 결론

우리나라 공과대학 및 대학원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적 공학 인

재의 특성 요인은 크게 ‘혁신추구’, ‘지적열망’, ‘활동적 표현’으

로 나타났다. ‘혁신추구’는 독창성을 지향하는 개인의 특성요인

으로 도전적이고, 개방적인 사고와 태도를 포함한다. ‘지적열망’

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탐구의 자세로 면밀한 분석과 통찰을 

포함한다. ‘활동적 표현’ 요소는 심미적 특성과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의성 

교육의 목표와 교육을 통해 제공받기를 기대하는 학습경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공과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창의성 수준인식 조사결과, 응

답자들은 학력이 올라갈수록 개인 및 집단의 창의성 수준을 낮

게 인식하고 있다.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요구되는 창의성 수

준은 높아졌으나, 실제 교육을 통해 계발된 창의성 수준은 이

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학의 전문성이 발달하면서 창

의성이 보다 강조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충

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과대학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교

육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 교육 방식에는 불만족하

며, 교육의 효과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생들은 창의

적 역량이 향후 진로와 직무의 관련성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

나, 공과대학에서의 학업성취와는 관련이 별로 없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창의적 역량이 교육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발

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목표와 내용 뿐 만 아니라 학업의 성취 

평가 또한 창의적 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

음을 시사한다.

창의성 교육의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을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국가

나 학교차원의 지원 부족’, ‘지필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학점 구

조와 체계화되지 않은 창의성 수업’과 같은 구조적 측면에서 파

악하고 있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부학생들 보다 대학원

학생들이 ‘교수 위주의 이론 주입식 수업 방식’과 ‘발상의 전환

을 인정하지 않는 공과대학의 학습 분위기’, ‘지필 시험에 의해 

결정되는 학점 구조’ 등과 같이 교수설계의 요소를 보다 강조한 

것으로 알 수 있다. 

창의성 교육을 위한 개선 방안 또한 ‘실습이나 현장 참여 기

회 증대와 관련 예산 확보’, ‘창의성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 전

환’, ‘창의성과 전공 영역을 결합시킨 수업과목 개설’ 등 체계

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환경적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임철일, 

홍미영, 이선희, 2011).

수강횟수의 차이에 따른 응답결과, 개선방안의 ‘창의성 증진

을 위한 독립적인 교과목 개설’은 수강횟수가 낮을수록 높은 반

응을 보이는데, 이는 수강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통합형의 수업

의 효과를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업 내에서 토

론, 프로젝트 방식 등을 통한 자율적 사고 기회의 확대’, ‘지필

위주의 획일적 평가 방식의 다변화’의 항목에서는 수강경험이 

높은 집단이 더 선호하는데, 이는 수강경험이 많아지면서 교수

방법과 학업 평가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인식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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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이상과 같이 창의성 및 창의성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공학에서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

육적 접근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학인의 창의성 교육은 학부와 대학원 전반에 걸쳐 수

준별,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학력이 올라감에 따라 공학의 

전문성의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적 역량도 

높아진다. 그러나 현재 공학교육의 창의성 교육은 공학의 전문

성 발달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그 수준도 요구를 따

라가지 못하는 형편이다. 둘째, 공학교육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학교차원

의 구조적 지원이 요구된다. 공학에서 창의성 교육에 관한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공과대학에서 창의성 교육은 예산

의 부족, 인식의 미흡 등으로 공학교육에 특성화된 학습환경이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물리적 요소를 포함하여, 

창의성 증진 도구나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환경은 학

교나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공학교육의 창의성 교육의 수업은 독립적인 교과의 개

설보다는 기존 교과목에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방법이나 교

수전략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

여 창의성 만을 별도로 다룰 때 발생하는 단편성을 극복할 수 

있다(이경화, 유경훈, 김은경, 2010; 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

미영, 2009). 공학에서의 창의성은 공학의 맥락에서 공학적 문

제를 해결할 때 발휘된다.

마지막으로,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프로젝트 기반 학

습과 같이 공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실제적인 문제를 창의적으

로 해결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하도록 개발되어야한다. 공학에서

의 창의적 인재들은 학습의지가 표출될 수 있는 학습과제가 주

어지고, 학습의 과정과 산출물을 활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수업이 제공될 때,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은 2011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

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 (NRF-2010-330-b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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