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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이 연구는 학습자에게 창의 인 사고 경험을 활성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 디자인도출 교수학습법을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과정에 용해 으로써 학습

자의 창의력 신장에 정  향을 미치게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이를 해 실행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로 게임공학과의 게임캐릭터디자인, 뷰티 어학과의 조형 술, 시각디자인학과의 디지털그래픽스 교육

과정에 용하여 교과목 특성에 맞도록 교수자는 수업주제, 교수학습내용, 창의  발상 도구를 정의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 다. 그 결과, 창의 인 디자인 도출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으며, 수업의 

참여도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는데 도움을  수 있다. 하지만, 창의  발상 도구를 용한 결과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창의  학습결과물에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 중심어 :∣창의적디자인도출 교수학습법∣창의적발상도구∣실행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creative design-inducing, teaching-learning method which can 

enhance the efficiency of design education by helping learners improve their creative thinking and 

solve problems and apply it to diverse curriculums with a goal of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of learners’ creativity. For this, it was actually applied to game character design 

from Department of Game Engineering, formative arts from Department of Beauty Care and 

Digital Graphics from Department of Visual Design using the action research method, and a 

teacher defined course topic, contents of the course and creative thinking tools and promoted the 

clas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t is effective in deriving creative design and increasing 

learner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class. When a creative thinking tool was used, however, the 

outcomes of creative learning slightly varied depending on learners’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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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는 창조 인 아이디어가 경제 활동의 핵심

인 역할을 하고 창조와 창의가 21세기 키워드로 자리매

김하고 있다. 20세기 반에 생산성과 량생산을 키워

드로 하는 산업경제 시 에를 이어 20세기 후반 1990년

에는 정보와 통신을 심으로 하는 지식경제 시 를 

거쳐, 이제는 모방이 아닌 창의로 승부를 해야 하는 창

조의 시 이다[1]. 2013년 국정과제 자료집에서도 창조

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 일

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미 다양한 분야에

서 창의성이라는 명제가 화두에 오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창의성에 한 연구는 크게 통 인 

질  연구와 실행연구를 심으로 이원화되어 활발히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특히 실행연구는 교육 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과 방향을 제시하는데 실질 인 

도움이 되고 있다. Mills(2003)에 의하면, 실행연구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교사로서 연구를 실시하는 연구자, 

교장, 장학사, 그 밖에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

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얼마나 잘 배

우는지에 한 정보를 수집하기 해 행하는 모든 체계

인 탐구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2], 그밖에도 연구

자에 따라 실행연구, 실천연구, 수행연구, 장연구, 교

실연구, 교사연구, 실제 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번역

되어 사용되고 있다[3]. 이러한 실행연구의 개념은 창의

 교수방법의 실제  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

기에 실제 수업이 진행되는 과정과 실행연구는 하

게 연 되어 있으며 동시 다발 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창의  교수 방법의 평가와 결과를 측하고 분석

할 수 있는 합한 연구방식이다[2].  

따라서 이 연구는 창의  학습결과물 도출에 효과

인 창의 디자인도출 교수학습법을 용하는 실행연구

이다. 1차에서 연구된 창의 디자인도출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이를 용한 경험을 축척하여, 2차 실행 연구

를 진행한 것이다. 공학, 디자인, 뷰티 등의 역에서 실

행한 연구이므로, 창의  결과물 도출이 필요한 다양한 

디자인 역의 수업에 도움을  것으로 상된다.

Ⅱ. 창의적교수법 적용 사례연구 

창의  교수법을 실제 교육 장에서 용한 사례조

사하기 해서 창의 교수법, 창의 교수법 사례를 키

워드로 학술DB를 검색하 다. 검색결과 공학계열 창의

교수법 용사례[4-6]와 술계열 창의 교수법 

용사례[7-10] 이외에 기타사례[11-13]로 나뉜다. 연구

자별 창의 교수법을 교육 장에서 활용한 사례는 다

음과 같다. 

공학계열에서 창의성과 련된 표 인 '창의설계

입문'교과목에 창의 교수법을 용한 장용철 외[4]의 

연구는 환경공학 신입생을 상으로 공학도로서 창의

 공학설계의 개념을 익히고, 문제해결을 한 학습내

용 추론  자료조사, 문제해결 방안토의, 과학  지식

의 용과 검토, 문제해결방안 제시 등을 자기주도 으

로 수행하여 창의성 증진, 학습흥미 유발, 문제해결능력 

배양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 으며, 황운학[5]은 물리

학 교과목에 의학용 헬스기구가 PBL 교육방법과 교수

법을 채택하는 좋은 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한편 

학교육 장이 아닌 등교육 장에서도 공학계열에 

한 창의  교수법 용사례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으

며, 표 으로 김종훈 외[6] 연구는 등학교 3학년을 

상으로 한 정보통신기술교육에 활용 가능하도록 

장에 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개발하고 이를 용한 

학습이 학생의 컴퓨터 활용 능력  학습태도 신장에 

미치는 정 인 효과를 규명하 다.

술계열 창의 교수법 용사례는 디자인과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박양미[7][8]는 2011년 PBL을 활

용한 디자인수업 용효과에 한 연구와 2014년 문제

심학습이 디자인 실기수업에 미치는 향은 디자인

분야에서 창의 교수법을 용한 표  연구 사례라 

할 수 있다. 먼  2011년 디자인특론 교과목을 디자인

과의 특성에 맞게 재설정하여 실제 수업에 용하 으

며, A집단은 일반  문제해결방식으로, B집단은 문제

해결방식의 로세스를 통하여 두 번에 걸쳐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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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간의 성과를 비교하 으며, 2014년 후속연구에서

는 제품인터랙션디자인기  교과목을 통해 기존의 디

자인 실기수업에서의 그룹별 토의와 PBL을 용한 그

룹별 토의를 통한 디자인 문제 해결 방법과 결론 도출

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에 한 차이를 비교 연구하

다. 그밖에 산업에서 다루고 있는 직무분석과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바탕으로 색채학 학습내용에 하여 문제

심학습모형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용해본 이

미란[9]의 연구와 학생을 상으로 한 미술수업에 창

의  교수법을 용한 창의성 발달 수업의 모형을 제안

한 류혜 [10] 연구가 있다. 그 외 기타 분야사례로는 

간호학과 공필수과목인 해부학에 창의  교수법을 

용한 효과를 연구한 정석희[11]와 의무기록정보 리

학 수업에서 학습자 심의 창의  교수법 활용은 수업 

참여도와 집 도, 이해력 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침

을 확인한 진호 외[12], 그리고 창의  교수법에 한 

다양한 이론  배경과 근거, 그리고 창의  교육의 선

구자인 미국의 리버럴아츠칼리지(LAC)의 수업방식을 

소개하고 직소(Jigsaw)모델을 활용한 실 략을 제시

한 김성진[13]의 연구가 있다.

한국의 학에서 본격 으로 창의성 교육을 강조하

고 나선 건 2012년부터이다. 이 시기 상  30개 국내

학의 창의성 교과목 황  내용분석 결과에 의하면, 

창의성 련 교과목 수는 30개 학에서 모두 230개

다. 공계열별 빈도를 보면 공학계열에서 124개 과목

(64.4%)으로 가장 많은 수의 창의성 련 교과목이 개

설되었고 그 다음으로 술계열(17.3%)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사회과학계열(10.5%), 인문계열(4.7%), 사범

계열(3.1%)이었고 자연과학계열에서는 련 교과목이 

없었다[14]. 창조경제시 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창의성의 요소가 각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시 라 한

다면, 술계열 분야는 여기에 매우 합[1]함에도 불구

하고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학 교육 장에 술

분야 교과목은 17.3%로 개설된 비율부터가 공학계열에 

비해 상 으로 조하다. 따라서 개설된 술분야 교

과목 특성에 합한 창의성교수법을 계획-실행- 찰-

반성-계획수정의 순환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 능

력 함양을 한 수업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론 

서미라, 김애경[15]의 학습자의 창의 인 사고 경험

을 활성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면서 디자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제시한 5단계 창의 디

자인도출(Creative Design Inducing) 교수학습법 [그림 

1]을 사용하 다.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

단계를 기반으로 조형 술, 게임캐릭터 디자인, 디지털

그래픽스 교육과정을 창의  디자인 교육과 련한 다

양한 역에 용한 사례를 분석하 다. 교과목별 창의

디자인도출 교수학습법 용유형  사례결과에 

해 연구자는 의견교류와 논의를 통해 학습자의 역량에 

따라 창의  학습결과물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

지만, 반 으로 수업의 참여도와 학습자의 흥미를 높

이고, 창의 인 디자인 도출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

다.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는 다양한 

디자인 교육 분야에 최 화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디

자인 도출에 효과 인 창의  기법을 유연하게 용할 

수 있도록 하 다. 1단계는 사실조사(Fact finding)로 

목표를 인지하고 시각화하는 단계이며, 2단계는 문제발

견(Problem finding)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목록화

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아이디어발견(Idea finding)으

로 해결안을 목록화하는 단계이며, 4단계는 해결책발견

(Solution finding)으로 다양한 해결안 에서 주제에 

합한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확장하는 단계이다. 마지

막 5단계에서 용결과(Application finding)로 해결책

을 수행하는 단계로 선정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

로 용하여 결과물을 산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 구조의 특징

으로, 첫째, 디자인 련 교과목의 다양한 특성과 학습

자의 학습능력  로젝트 유형에 따라 A Type 는 

B Type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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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창의적디자인도출(CDI)교수학습법 5단계

A Type은 5단계의 과정을 모두 수행하면서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유형으로 로젝트 개발 소요시간

이 B Type에 비해 상 으로 길다. 한편 B Type은 수

주형 로젝트로 정해진 ‘사실조사’에 의해 ‘문제발견’ 

과정부터 시작하는 유형이다. 둘째, 매주 수업에 메인 

수업단계와 수업이 의 비단계로 분리하여, 수업이

의 비단계에서는 퀴즈, 게임, 명상을 용한 

Warming Up을 실시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사고의 확

장과 창의  발상에 도움을 주도록 분 기를 조성한다. 

메인 수업단계에서는 수업내용을 학습하고, 창의 디

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에서 제시된 다양한 

도구를 학습자 유형과 수업주차에 맞춰 용하여 창의

 디자인 도출을 유도한다. 수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Window Panning, Self-Reflection Diary, Checklist의 

도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정리하도록 한다. 

Ⅳ. 연구결과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를 활용하

여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실제 용한 결과를 제시

하고자 한다. 동명 학교 게임공학과의 게임캐릭터디

자인, 뷰티 어학과의 조형 술, 시각디자인학과의 디

지털그래픽스 교육과정에 용한 결과이다. 

4.1 실행연구사례1
게임공학과의 게임캐릭터디자인 교과목은 게임에 등

장하는 캐릭터디자인을 개발하는 교육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이 수업은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

법의 4단계 B Type을 용하 으며, 3인 는 4인이 1

으로 구성하여 별로 진행하 다. 메인수업과 비

단계, 그리고 종료기법을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여 주별

로 교수자가 제시한 학습내용에 한 이해와 정리에 효

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이 수업에서

는 극 으로 창의  발상에 도움을  수 있는 도구

들을 활용하 으며, 단계별 활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2단계의 ‘문제발견’에서 Window Panning과 NGT 

(Nominal Group Technique), 3단계의 ‘아이디어발견’에

서 Mind Map과 SCAMPER, 4단계의 ‘해결책발견’에서 

Checklist, 5단계의 ‘ 용결과’에서 Self Reflective 

Diary와 Checklist를 활용하 다. 2단계의 ‘문제발견’에

서 개발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용될 게임에 한 개요

를 정의하기 해 Window Panning을 활용하 으며, 

이를 통해 게임 장르  랫폼, 시공간  배경, 캐릭터

의 계도  비율을 정하 다. 특히 NGT는 캐릭터의 

직업과 계도 설정  캐릭터의 배경스토리에 해 구

체화하 다. 3단계의 ‘아이디어발견’에서 디자인콘셉트

를 확장하기 해 Mind Map으로 앞서 정의된 캐릭터

를 심으로 확장한 결과 디자인콘셉트를 얼굴, 헤어, 

의상, 소지품 등으로 구체화 하 다.  결과를 

SCAMPER의 각 항목에 입하여 아이디어 확장을 유

도하 다. 4단계의 ‘해결책발견’에서 Checklist를 통해 

러 스 치로 시각화된 캐릭터디자인이 이 에 설계된 

디자인콘셉트에 맞게 디자인되었는지 스스로 검하도

록 하 다. 5단계의 ‘ 용결과’에서 Self-Refl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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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ry를 통해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진행내용을 스스로 

계획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창의 결과물을 도출하도

록 하 으며, 그 결과물은 다시 Checklist를 통해 최종 

평가하도록 하 다.

4.2 실행연구사례2
동명 학교 뷰티 어학과 2학년을 상으로 한 조형

술의 교육과정의 수업에 용한 결과를 분석하 다.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의 유형  A 

Type을 용하 으며, 개인별로 진행되는 디자인 수업

이다. 수업이 의 Warming Up 단계에서 명상으로 음

악을 활용하여 긴장을 이완시켜, 사고의 확장, 창의  

발상에 도움을 주도록 하 다. 메인 수업에서 수업내용

을 학습하고, 도구는 1단계의 ‘사실조사’에서 Brain 

writing, 2단계의 ‘문제발견’에서 Mind Map, Window 

Panning, 3단계의 ‘아이디어발견’에서 Image Map, 

SCAMPER, 5단계의 ‘ 용결과’에서 Checklist를 활용

하 다. 수업 마지막 단계에서는 Checklist를 사용하여 

교수자가 학습의 방향을 진단, 유도 하 다. 1단계의 

‘사실조사’에서 콘셉트 도출을 해 Brain writing의 도

구를 사용하여 최상 의 카테고리로 떠오르는 단어를 

목록화하여 최종 ‘인간’이라는 콘셉트를 선택 하 다. 2

단계의 ‘문제발견’에서 콘셉트를 확장하기 해 Mind 

Map의 도구로 ‘인간’을 심으로 확장한 결과 내면, 외

면, 성별, 사회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목록화한 카테고

리에서 한 역을 선택하도록 하 다. 선택한 역의 

목록화된 키워드를 Window Panning의 도구로 시각화 

시키도록 하 다. 3단계의 ‘아이디어발견’에서 Image 

Map의 도구를 사용하여 콘셉트에 맞는 이미지를 시각

화 시켰으며, SCAMPER의 도구로 사용될 마스크의 디

자인을 다양하게 개시켜 목록화 시켰다. 4단계의 ‘해

결책발견’에서 3단계에서 목록화된 디자인 에 콘셉트

에 합당한 디자인을 선택하여 체 인 디자인을 스

치, 컬러링을 하 다. 5단계의 ‘ 용결과’에서 Checklist

의 도구로 디자인에 사용할 재료를 목록화시켜 필요한 

재료를 선정하도록 하 다. 선택한 재료로 콘셉트에 맞

게 제작하도록 하 다.  

4.3 실행연구사례3
동명 학교 시각디자인학과 2학년을 상으로 디지

털그래픽스 수업에 용한 결과를 분석하 다.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의 유형에서 B 

Type을 용하 으며, 주어진 메인 주제에 해 별(3

명)로 진행하도록 하 다. 기획에서부터 래시 상 

디자인 제작까지 진행되는 디자인 수업이다. 이 수업의 

응도를 높이기 해 메인 수업에 들어가기 , 아이

디어 발상법에 해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고, 도구는 

2단계의 ‘문제발견’에서 Brainstorming과 Checklist, 3

단계의 ‘아이디어발견’에서 Mind Map과 Synectics, 4

단계의 ‘해결책발견’과 5단계의 ‘ 용결과’는 Checklist

를 사용하여 학습의 방향을 진단, 유도하 다. 2단계의 

‘문제발견’은 수업목표  진행방법 등에 해서 설명하

고 “동명 학교”라는 메인 주제를 주었다. 이에 해 각 

들은 주제에 한 수행계획을 수립하기 해, 원 

간 Brainstorming을 진행하 다. 한 철 한 수행계획 

수립을 해 Checklist를 제공하 다. 3단계의 ‘아이디

어발견’은 별 서 주제 선정을 해 메인 주제를 

심으로 Mind Map을 활용하여 콘셉트를 확정지었다. 

한 정해진 콘셉트를 Synectics의 의인  유추법을 활

용하여 아이디어 개  확장시켰다. 4단계의 ‘해결책

발견’은 3단계에서 도출한 창의 인 아이디어를 토 로 

기획안을 작성하고 Checklist를 제공하여 검  수정

하게 하 다. 한 래시 상 디자인 결과물 도출을 

해 래시를 활용한 기본 드로잉에서부터 간단한 

Action Script까지 4주간 교육을 하 다. 5단계의 ‘ 용

결과’는 래시 도구 교육에서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3

단계에서 도출한 아이디어를 토 로 래시 상 디자

인 제작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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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게임캐릭터디자인 교육과정
CDI 5 step Week Theme Content Tool Sample

Problem 
Finding 1 프로젝트 주제 선정

장르, 플랫폼, 시공간적 배경, 
캐릭터비율, 배경스토리, 관계도 등 

프로젝트 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 용어 
정의 및 시각화

Window 
Panning

Problem 
Finding 2 주제에 대한 목록화 과정을 통해 

프로젝트 컨셉 도출
캐릭터직업, 캐릭터관계도 설정, 시대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 프로젝트 컨셉 

논의 및 확정
NGT

Idea
Finding 3 캐릭터 배경 및 디자인 컨셉 

도출
캐릭터배경을 성격 및 프로필 등으로, 
디자인 컨셉을 얼굴, 헤어, 의상, 소지품 

등으로 구체화 및 이미지화
Mind Map

Idea
Finding 4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개 및 확장 
Mind Map을 통해 나온 키워드를 
SCAMPER의 각 항목에 대입 및 

아이디어 전개
SCAMPER

Idea
Finding 5

Solution 
Finding 6 캐릭터 시안 방향 설정 

SCAMPER를 통해 도출된 캐릭터의 
시안 방향을 결정하고, 러프스케치로 

시각화

Solution 
Finding 7 캐릭터 시안 구체화 및 다변화

프로젝트 컨셉 및 디자인 컨셉에 맞춰 
다양한 시안이 제시 되었는지에 대한 

점검
CheckList

Application 
Finding 8 캐릭터 기본동작 드로잉

Self-Reflective Diary를 통해 매주 
진행상황을 기록하고, 다음주 

진행내용을 스스로 계획하는 과정을 
5주간 진행하여 시각적 결과물 도출

Self-Reflecti
ve Diary

  

Application 
Finding 9 캐릭터 디지털 드로잉 _기본동작

Application 
Finding 10 캐릭터 디지털 드로잉 _응용동작

Application 
Finding 11 캐릭터 디지털 드로잉 _컬러링

Application 
Finding 12 캐릭터 디지털 드로잉 

_질감 및 입체감 표현

Application 
Finding 13 게임 캐릭터 디자인 창출 창의적디자인도출 과정에 의해 나온 

최종 결과물의 평가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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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형예술 교육과정
CDI 5 step Week Theme Content Tool Out-Put

Fact
Finding 1 수업 목표 인지

수업의 수행 과업 및 수업에 필요한 
Tool  설명, 아트 마스크 작품 사례 

설명
Fact

Finding 2 콘셉트 도출 콘셉트 도출을 위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해서 콘셉트 선정 Brain writing

Problem 
Finding 3 콘셉트 확장 Brain writing에서 선정된 콘셉트를 

기초로 Mind Map으로 콘셉트 확장
Mind Map

Problem 
Finding 4 설정한 콘셉트 시각화 작업 Mind Map에서 선택한 콘셉트에서 

9개의 키워드를 목록화하여 시각화 함
Window 
Panning

Idea
Finding

5 콘셉트에 맞는 창의적 이미지 
시각화 작업

Window Panning에서 도출된 9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로 

시각화하기 위해 Image Map함
Image Map

Idea
Finding

6
도출된 이미지를 메인 오브제인 
마스크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확장 
SCAMPER 기법을 토대로 마스크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전개시켜 목록화함 SCAMPER

Idea
Finding 7

Solution 
Finding 8

선정된 마스크 디자인을 
중심으로 작품 스케치

선정된 마스크 디자인을 중심으로 작품 
스케치해서 컬러링 함

Solution 
Finding 9

Application 
Finding 10 아트 마스크 디자인에 적용할 

재료 목록화 및 선정

아트 마스크 디자인에 적용할 재료 
목록화 및 선정해서 작업을 수행함

Checklist

Application 
Finding 11 아트 마스크 기초 작업

Application 
Finding 12 아트 마스크 질감 및 입체감 

표현

Application 
Finding 13 창의적인 조형예술 창출 최종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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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디지털그래픽스 교육과정
CDI 5 step Week Theme Content Tool Sample

Problem 
Finding 1 수업목표 인지 및 프로젝트 

계획수립
한 팀을 3명으로 구성하고 

“동명대학교”라는 메인테마에 대한 
계획을 수립 

CheckList

Idea
Finding 2 팀별 주제선정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개
메인테마를 중심으로 Mind Map을 

통해 콘셉트 논의 및 확정 Mind Map

Idea
Finding 3

선정된 주제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개 및 확장

Mind Map을 통해 나온 키워드를 
Synectics의 의인적 유추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 전개 및 확장

Synectics
   

Idea
Finding 4

  

Solution 
Finding

5 기획안 작성
Mind Map과 Synectics에서 도출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획안 

작성

Solution 
Finding 6 기획안 점검 및 수정 기획안 내용이 창의적 아이디어의 

토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점검 및 수정 CheckList

Solution 
Finding 7

플래시 도구 교육

기본 드로잉 익히기
 -레이아웃 및 도구상자 이해하기

 -나비 그리기
 -강아지 그리기   

Solution 
Finding 8

애니메이션 익히기
 -Motion Tween 적용

 -그래픽, 무비심볼 이해하기   

Solution 
Finding 9 Shape Tween 적용

버튼심볼 이해하기

Solution 
Finding 10 Action Script 이해하기

Application 
Finding 11

플래시 결과물 제작
플래시 도구 교육에서 학습한 것을 

활용하여 팀 주제에 맞는 플래시 영상 
디자인 제작

Self-Reflecti
ve DiaryApplication 

Finding 12

Application 
Finding 13 플래시 영상 디자인 창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 과정을 통해 

나온 최종 영상 디자인 결과물 평가 Check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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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학습법 5단계를 활용하

여 개발된 교육과정을 수업에 용한 결과로서, 동명

학교 게임공학과의 게임캐릭터디자인, 뷰티 어학과의 

조형 술, 시각디자인학과의 디지털그래픽스 교육과정

에 용한 것을 제시하 다. 

게임캐릭터디자인 교육과정은 창의 디자인도출

(CDI) 교수학습법의 4단계 B Type을 용한 별작업

으로 진행하 으며, 수업 비단계에서는 퀴즈로, 종료

단계에서는 Self Reflective Diary를 사용하고, 메인수

업에서는 다양한 학습방법으로, 2단계에서 Window 

Panning과 NGT, 3단계에서 Mind Map과 SCAMPER, 

4단계에서 Checklist, 5단계에서 Self Reflective Diary

와 Checklist를 활용하 다. 그 결과  기본 으로 캐릭

터디자인을 도출하고 구성하는 로세스의 이해와 흥

미유발에 효과 임을 알 수 있었으며, 더불어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은 공학도에게 창의 인 학습결과물 도

출이 용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었다. 

반면 공학도에게 일반 이지 않은 창의  발상 도구들

에 한 기본 개념이 희박하고 사  경험이 부족하여 

스스로 용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조형 술 교육과정은 창의 디자인도출(CDI) 교수

학습법 5단계의 유형  A Type을 용하 으며, 수업 

이 단계의 Warming Up을 음악 활용한 명상을 통해 

긴장 이완, 사고의 확장, 창의  발상에 도움을 주었고. 

메인 수업단계에서는 수업내용을 학습하고, 도구는 1단

계에서 Brain writing, 2단계에서 Mind Map, Window 

Panning, 3단계에서 Image Map, SCAMPER, 5단계에

서 Checklist를 활용하 다. 그 결과 창의 이면서 독창

인 아트마스크가 도출되어 학습자의 성취감과 자신

감을 높여주었다. 체계 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기에 학습에 극 인 참여와 흥미

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에 아이디어도출 방법의 

다양성과 개인별 작업으로 인한 교수자와의 컨펌 시간

이 다소 부족하 다.

디지털그래픽스 교육과정에서는 창의 디자인도출

(CDI) 교수학습법 5단계의 유형에서 B Type을 용한 

별작업으로 진행하 으며, 도구는 1단계에서 

Brainstorming과 Checklist, 2단계에서 Mind Map과 

Synectics, 3단계와 4단계에서는 Checklist를 사용하여 

학습의 방향을 유도하 다. 그 결과 창의 인 기획에서 

래시 상 디자인 제작까지 진행한 디자인 수업으로 

스토리보드의 개  확장에 효과 이었다.

표 4. 교과목별 적용사례 분석 결과 
항목

교과목

게임캐릭터디자인 조형 술 디지털그래픽스

타입 B Type A Type B Type

도구

-Window
  Panning
-NGT
-Mind Map
-SCAMPER
-Checklist
-Self Reflective 
Diary

-Brain writing
-Mind Map
-Window
  Panning
-Image Map
-SCAMPER
-Checklist

-Brainstorming
-Checklist,
-Mind Map과 
-Synectics
-Checklist

효과

-개발프로세스 이
해와 흥미유발

-공학도에게 창의
적인 결과물 도출 
용이

-학습자 성취감, 자
신감 고취

-적극적 수업 참여
유도

-흥미유발

-아이디어 확장 용
이

-스토리 전개에 효
과적

결론 으로 창의  결과물 도출이 필요한 다양한 디

자인 역의 수업은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패턴, 학습양

식을 고려하여 학습자 심의 수업환경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이를 해 교수자는 창의 디자인도출 교수

학습법을 활용한 수업개선에 한 의지가 필요하며, 학

습자는 자기주도 이며, 력  학습에 한 심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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