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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수업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 연구

An Study on Creative Problem Solving Experiences 
in Engineering Production Design Class Using Design Thinking

류은진*, 김민정**

Ryoo Eunjin*, Kim Minjeong**

요 약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수업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서울의 A대학에서 2018년

2학기 정규수업으로 개설된 공학제품 설계 수업에 등록한 1학년 학생 37명(남 27명, 여 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본 연구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창의적 성향과 문제해결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Hotelling’s T-square test

와 t-test를 통해 사전-사후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창의적 성향 중 인내와 열정, 유머, 호기심, 진

취적 성향이, 문제해결력 중 문제해결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찰일지를 통해 창의적 문

제해결의 과정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씽킹의 공감하기와 프로토타입 및 테스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보다 많이 나타나고, 정의하기/발상하기와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창의적 활동이 보다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자인씽킹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항상될 수 있음을 나타내주며, 효과적인 디

자인씽킹 활용 수업을 위한 교수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주요어 : 디자인씽킹,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사고, 창의성 교육, 공학제품 설계, 공학교육

Abstract This study is was conducted for 37 first‐year students (including 27 males and 10 females) enrolled in 
the engineering product design class opened as a regular class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8 at ‘A’ University 
in Seoul to examine creative problem solving experiences in class using design_thinking. In this study,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was divided into creative personality and problem‐solving ability and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pre‐ and post‐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through Hotelling’s T‐square test and 
t-test, among the creative personality, the tolerance & passion, humor, curiosity, and progressive attitude were 
found to significantly increase after class. Next, i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rocess of creative problem 
solving through the reflection journal, in the empathy and prototyping and testing stages of design thinking, 
more activities for problem solving appeared, and at the stage of problem definition and idea generation, it can 
be seen that more activities expressing creative personality appea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ies can be improved through design thinking, suggesting that instructional support for 
effective design thinking should be de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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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Design, Engineering Education, 

mailto:mjkim@jangan.ac.kr


An Study on Creative Problem Solving Experiences in Engineering Production Design Class Using Design Thinking

- 224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능정보사회를 중심 키워드로 하는 4차 산업혁명시

대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창

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두루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

다.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

지원의 확대,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민주시민교

육 실시, 개인의 상상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공

유하고자 하는 메이커교육의 도입 등은 오늘날 창의 교

육이 얼마나 중요시되고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1].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는 특성’[2] 또는 ‘새롭고 독

창적인 생각이나 개념, 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3]으로

정의된다. 이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해결 방법을 탐색하기, 가설을 세우고 검

증·수정·재인식 하기, 해결된 결과를 알리기를 포함한

다는 점에서[4] 문제해결의 과정과 분리하기 어려운 특

성을 갖는다. 이를 입증하듯, 조석희[5]는 창의성과 창

의적 문제해결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송해덕[6]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창의성에서 가장 중

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두 개념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노일순[7]은 창

의성은 보다 보편적으로 작동하는 개념이며, 창의적 문

제해결력은 문제해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창의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정의한 바 있으며, 박인숙과

강순희[8]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창의적 사고와 비판

적 사고의 융합으로 설명함으로써 두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창의성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귀속되는 성격인 창의적 성향과

‘문제해결’이라는 특수한 맥락 및 과정상의 속성을 띠고

있는 문제해결력의 융합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9].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은 창의성

자체가 뛰어난 개인이 보유한 선천적인 특징이라기 보

다는 모든 이에게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속성이며, 교

육을 통해 개발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0].

잘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의 창의적 문제해

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디자인씽킹

(design thinking)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방

법 중 하나로, 직면한 문제를 새롭게 해결하는 데 디자

이너의 업무 추진 방식을 활용하는 방법론이자 [11], 변

화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솔루션을 도

출하기 위해 체계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활용하는 것[12]

을 의미한다. 디자인씽킹은 ‘창조적 직관과 분석적 경험

을 토대로 한 사고방식’이라는 개념에서 ‘디자인씽킹이

라는 과정을 적용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 이를 ‘산업

과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키

는 것’이라는 의미로 점차 확장되고 있으며 [13], 현재,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14].

디자인씽킹 과정은 연구자에 따라 3단계 혹은 4단계

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15], Standford d.School[16]에서

제시한 공감하기, 정의하기, 발상하기, 프로토타입 만들

기, 테스트 및 평가하기 단계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

다. 디자인씽킹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논리적으로

추론해 가며(귀추적 추론, abductive reasoning), 다양한

사용자 경험(UX: User Experience)을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성과 독창성, 통찰력

이 길러지게 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창의성이 향

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17].

디자인씽킹 방법론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디자인

씽킹을 도입한 대학 교양 및 전공 수업에서 대학생의

창의성이 향상되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성애와 구지

훈[18]의 연구에서 디자인씽킹 프로세스를 활용한 로봇

수업은 공과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의 증진에 영향을 미쳤으며, 서응교[19]의 연구에서

는 비전공자들에게 플립러닝과 디자인씽킹 방법을 활

용한 코딩교육을 실시한 결과, 학습자의 문제해결력과

창의적 잠재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오

은주[20]의 연구에서는 디자인씽킹 방법을 적용한 수업

은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나 문제해결역량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홍정순, 장환영[21]의 연

구에서는 같은 디자인씽킹 기반 학습을 진행한다 할지

라도 구체적인 활동방법(포스트잇, 토킹스틱 등)에 따

라 문제해결과정의 효과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디자인씽킹을 적용

한 수업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디자인씽킹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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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하며, 특히, 디자인씽킹의 결과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이 수행되는지를 탐색해 볼 필요

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디자인씽킹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을 분석해 봄으로써, 창

의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수업에서 창의

적 문제해결력이 변화되는 과정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때,

국내 대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문제 발견 능력이

부족하다는 한기순, 유경훈[22]의 연구와 대학생의 창의

력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진적으로 낮아진다는

Cheung, Rudowicz, Xiaodong[23]의 연구 결과를 참조

로 하여 연구 참여자를 대학생 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수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각광을 받고 있

는 공학제품 설계 수업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가?

2.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수업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수행 과정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서울의 A대학에서 2018년 2학기 정규수업

으로 개설된 공학제품 설계수업에 등록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수업은 4차 산업에 대비하여

공학 기술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형태의 수업으로, 대상 학생은 39명이었고, 군

휴학으로 인해 연구에서 중도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학생 2명을 제외한 37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최종 참여자의 성별은 남학생 27명(73%),

여학생 10명(27%)이고,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유전공

학생이 23명(6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공학계열 학생(13명, 35.1%), 사회과학부(1명, 2.7%)학

생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 및 수업 절차

본 수업은 학부에서 컴퓨터공학 전공 후 10여 년간

SW 엔지니어로 일한 경험이 있는 교육공학 박사에 의

해 표 1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본 수업의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술

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본격적인 디자인씽킹 활용 수업이 실시되기 전

에 공학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제품 현황을 살펴보는 사전학습 및 관찰학습이

수행되었다. 다음으로, 디자인씽킹 활용 수업 단계에서

학생들은 사전에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필

요한 제품을 설계하도록 요구되었다. 이때, 참여자가 기

술을 실제로 구현하기 어려운 1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

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은 모두 구현 가능한 것으로

설정하여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하였고, 최

종 산출물로는 판매용 포스터 및 제품 설명서,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 및 스타

트업에서 활용하는 클라우드 펀딩 등에 가입하여 제품

홍보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표 1. 연구 및 수업 절차
Table 1. Study and course procedure

기간 내용 연구

1 8월 수업 및 연구 설계 설계

2 9월
~10월

사전
지식
수업

Ÿ 4차 산업혁명 개요
Ÿ 창의적공학제품설계중요성
Ÿ AR/VR, IoT, BigData 기술 개
요 및 활용 서비스

Ÿ SW개발방법론
Ÿ 중간지필고사

관찰
수업

Ÿ Tech 전시회 탐방 후
성찰보고서 제출

3 11월
~12월

공학
제품
설계

Ÿ 팀구성 및 디자인씽킹 이해,
공감하기 사전설문

Ÿ 발상하기/정의하기

성찰일지Ÿ 아이디어 내기

Ÿ 프로토 타입/테스트

Ÿ 자율 팀활동 및 팀별 발표 사후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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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수업은 Standford d,School에서

개발한 디자인씽킹 절차에 따라 11월 6일부터 12월 11

일까지 총 6주간 진행되었는데, 첫 주에는 팀구성과

공감하기를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공학제품을 결정

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문제점들을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였다. 둘째 주는 발상하기/정의하기를

통해 첫 주에 생각한 제품의 문제점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들을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안

하도록 하였다. 셋째 주에는 아이디어 내기를 통해 제

품의 구체적인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

체화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현 상태와 이상적인 상태

를 고려하여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로직 트리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성이 고려된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넷째 주에는 프로토

타입/테스트를 통해 팀원, 주변 사람, 교수 등을 인터

뷰한 뒤 이들로부터 수집된 제품 요구사항 및 개선사

항을 통해 제품 기능을 정교화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

째 주에는 학습자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장소 및 시

간에 모여 디자인씽킹 과정을 보완하고 제품 브로셔

및 세부 기능 디자인을 통해 설계된 제품을 소개하는

발표 준비를 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주에는 학생들

이 최종 결과물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주별 수업은 먼저, 디자인씽킹 수업의 단계를 교

수자가 설명하고, 다음으로 학습자들이 주어진 연습지

에 따라 팀 활동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각

팀의 활동은 수업 중 진행된 곳까지 사진으로 찍어 교

수자에게 제출하고, 수업 마지막에는 이를 공유하여

학습자 간 상호 피드백을 통해 본인 팀의 산출물 개선

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는 5분-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수업 중 활동과 느

낀점에 대한 개인별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를 위한 데이터 수집은 디자인씽킹 프로세스

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수업 전과 후에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첫 주

시작 전과 여섯째 주 발표 수업 후에 창의적 문제해결

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에

서부터 넷째 주까지는 창의적 문제해결 수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개인별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

였다.

수업 절차에 따른 학생 산출물은 <그림 1>에 제시하

였다.

3. 분석방법 및 연구도구

3.1 창의적 문제해결력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

하여 임현진, 강명희[9]가 제안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해당 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력을 창의적 성향과 문제해결력의 결합으로 측정하고

있는데, 창의적 성향은 인내와 열정, 유머, 호기심, 진

취적 태도라는 하위요인을 갖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문제해결력은 문제해결 계획과 문제해결

실천이라는 하위 요인을 갖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a) 공감하기 (b) 발상하기/정의하기

(c) 아이디어 내기 (d) 프로토타입/테스트

(e) 제품 홍보 포스터 및 제품 화면

그림 1. 수업 절차에 따른 학생 산출물
Figure 1. Outcomes according to design thinking proces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223-233, February 28, 2021.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 227 -

어 있다.

원 도구의문항은 7점 Likert 척도로구성되어있으며,

창의적성향의신뢰도는 Cronbach α=0.73에서 0.93이고,

문제해결력의신뢰도는 Cronbach α는 0.68에서 0.77으로보

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 도구를 그대로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모두활용하였으며, 최종신뢰도는표 2에 기록

된바와같이 Cronbach α=0.78 이상으로양호한것으로나

타났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다변량 분석방

법 중 하나인 Hotelling’s T-square test를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다변량 분석은 변인 간의 상관 정도를 반

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측정의 정밀성을 도모하는 방법

으로[24], 여러 하위 요인으로 구성된 창의적 문제해결

력 전체의 사전-사후 차이를 조망하기에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이후, 표2에 제시된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하

위 개별 요인에 따른 사전-사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

과 윈도우즈용 SAS 3.8 통계 패키지(University

Edition)를 활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95% 수준에서

분석되었다.

3.2.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분석 도구

본연구에서는창의적문제해결과정을분석하기위하

여표 1의절차에따라 4주 동안학생으로부터제출된네

차례의 성찰일지를 분석하였다. 해당 일지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본 과제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

까? 어떠한자료를활용하여본 과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수행하며느낀 점은무엇입니까? 후속과제를위한 앞으

로의 계획은 어떠합니까?’ 라는 네 가지 질문이 포함된

반구조적질문지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정

형화 된 답을 요구하지않아 학생들의 사고 과정이 다양

하고자연스럽게도출될수있는 ‘본 과제를수행하며느

낀 점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참여자들의 답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성찰일지의 내용은 질적 연구 방법론 중

하나인 분석적 귀납(inductive content analysis)을 통

해 분석되었다. 이는 내용을 분석하여 의미의 공통성에

따라특정범주로구분짓는방법을뜻한다 [25]. 본 연구

에서는 문장 마침표 또는 두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

고, ~며 등)를 기준으로 의미 단위를 구성하였으며, 공통

적 개념들을 묶어 표2의 구분을 활용한 창의적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구조화하여 정리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두 명의 연구자

가 개별적으로 전체의 13.5%에 해당하는 5명의 성찰일

지를 분석하여 표 3과 같은 의미 분석 도구를 개발하였

다.

표 3. 성찰일지 의미 분석 도구
Table 3. Coding scheme of contents analysis

분 류 의 미

창의적
활동

호기심/흥미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 표출

상상 결과의 적용에 대한
미래 전망

진취적 태도 과제에 대한 계획, 행동,
다짐

새로운 관점의
터득 통찰 및 확산적 사고 표출

문제해결
활동

과제 수행 점검 계획 대비 현재 과제 수행
정도 성찰

과제 수행 과정
평가

자신과 팀 및 과제 자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감정

표 2. 창의적 문제해결력 측정 도구
Table 2. Creative problem solving survey

문항구성 대표 문항 문항수
신뢰도

사전 사후

창의적
성향

인내와 열정 나는 목적달성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 3 0.87 0.84

유머 나는 친구들을 잘 웃게 만든다 2 0.87 0.84

호기심 나는 궁금한 것이 많다 2 0.93 0.89

진취적 태도 나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도 할 기회가 생기면 해보고 싶다 5 0.84 0.89

문제
해결

문제해결 계획 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자세하게 정한다 2 0.78 0.86

문제해결 실천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할 문제를 살펴본다 8 0.89 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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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제시된 상세 분류를 기준으로 각 의미 단위에

속하는예를살펴보면, ‘실제로 만들어지면편리할 것같

다’라는 언급은 결과의 적용에 대한 미래 전망을 의미하

는 ‘상상’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구상을하는과정이매우흥미로운것같다’라는언

급은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표출하는 ‘호기심/흥

미’로 범주화 되었다. 또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

제 색상, 디자인, 폰트, 크기 등 세세한 것에 신경을 더

써야겠다고 생각했다’라는 학생의 언급은 과제에 대한

계획, 행동, 다짐을 의미하는 ‘진취적 태도’로 범주화 되

었으며, ‘우리 조의생각뿐만 아니라외부인의 의견과생

각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학생의 언급

은통찰및확산적사고의표출을의미하는 ‘새로운관점

의 터득’으로 범주화 되었다. 한편, 성찰일지의 내용 중

‘아이디어를 정리하다 보니 더 추가로 조사할 부분이 계

속증가해서’라는언급은계획 대비현재과제수행정도

를 점검해 보는 ‘과제 수행 점검’으로 범주화 되었으며,

‘공통된 주제에 대한다른생각을 나누며, 서로를존중하

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및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상품을 설계하여 직접 만든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

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 과제 수행 중 학습자가

자신과 팀 및 과제 자체에 대한 긍정 및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내용은 ‘과제 수행과정평가’로범주화되었다.

해당 분석 도구에 따라 두 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5명이 산출한 19개의 성찰일지에 대한 세 차례의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자 간 초기 일치도는 r=0.80이

었으며, 후기 일치도는 r=0.93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과

정을 통해 평정자 간 일치도가 확인되었으므로, 나머지

32명의 성찰일지 자료를 두 명의 연구자가 나누어 분석

하고, 분류된 요인에 따른 빈도를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상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를 살펴보기 위하여 표4와 같이 Hotelling’s T-Square

test와 대응표본 t-test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사전-사후 차이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디자인씽킹 활

용 수업의 사전과 사후에 측정된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F=2.80, p<0.05), 문제해결의 하위요인에 대해서는

문제해결 계획(t=-1.99, p>0.05)을 제외한 문제해결 행동

(t=-2.59, p<0.05), 창의적 성향의 인내와 열정(t=-2.92,

p<.05), 유머(t=-2.53, p<0.05), 호기심(t=-2.10, p<0.05), 진

취적 태도(t=-2.32, p<0.05)가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이 창

의적 문제해결의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세

부적으로는 인내와 열정, 유머, 호기심, 진취적 태도 등

의 창의적 성향과 학습자의 문제해결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 준다.

2. 창의적 문제해결 수행과정

표 3의 분석 도구를 바탕으로 37명이 산출한 149개

의 성찰일지를 내용분석한 결과를 디자인씽킹 단계에

따라 나열하면 표 5와 같이, 전반적으로 창의적 활동에

비해 문제해결 활동이 많이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 활동 중에서는 새로운 관점의 터득 활동이, 문

제해결 활동 중에서는 과제 수행과정 평가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 주에 수행된 ‘공감하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과제 수행과정에 대한

표 4.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차이
Table 4. Difference in creative problem solving

구분 사전
M(SD)

사후
M(SD) t p

창의적
성향

인내와
열정

5.17
(1.21)

5.68
(.98) -2.92 0.006*

유머 4.49
(1.42)

4.99
(1.18) -2.53 0.017*

호기심 4.79
(1.36)

5.13
(1.16) -2.10 0.043*

진취적
태도

4.71
(0.93)

4.97
(1.12) -2.32 0.026*

문제
해결

계획 4.86
(1.36

5.31
(1.25) -1.99 0.054

행동 4.84
(1.07)

5.33
(1.00) -2.59 0.014*

Hotteling’s T-square test : F=2.80, df=6,31, p=0.02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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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주에 이루어진 ‘발상하기/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새로운 관점의 터득 활동과 과제 수행 과정 평가 활동

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이디

어 내기’ 단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은 새로운 관점

의 터득이었으며, 마지막 ‘프로토타입/테스트’ 단계에서

는 다시금 과제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활동이 두드러

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디자인씽킹의 전

프로세스 중 ‘발상하기/정의하기’ 단계에서 학습자의 창

의적 문제해결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표 3에 제시된 창의적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으

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통해 첫 번째 주의 ‘공감하기’ 단계와 마지

막 주의 ‘프로토타입/테스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활동

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고, 두 번째 주의 ‘발상하기/정의

하기’ 단계와 세 번째 주의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창의적 활동이 보다 활발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발상하기/정의하기’ 단계보다는 다양한 아이디어

를 생각해 내는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 보다 활발한

창의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을 실시하였을 때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사전-사후 차이를 살펴보

고, 학생들의 성찰일지를 분석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향상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내와 열

정, 유머, 호기심, 진취적 태도라는 창의적 성향의 하위

요인이 모두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문제해결에서는

문제해결 행동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창의적 성향의 각 하위요인이 모두 유의미한 향

상을 보인 것은 6주 간의 디자인씽킹 활용 수업 과정

에서 때로는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조정 및 현

실화하며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인내

심을 배우고, 유머, 호기심, 진취적 태도의 향상을 경험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수업의 ‘공감하기’

단계에서 학생들은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없이 생각을

공유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이 학습자의 창의적 문

제해결력을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문제해결력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제해결 계획은 사전

과 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문제

해결 행동만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 계획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연구자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 팀원들과 협의해서 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주도적인 기획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 맥락과 대상의 특성에 따른 결과일 수 있으므로,

표 5. 내용 분석 결과
Table 5. Contents analysis result

분 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공감
하기

발상하기
정의하기

아이디어
내기

프로토
타입/
테스트

창의적
활동

호기심/흥미 6 4 2 3

상상 4 3 2 4

진취적 태도 1 3 4 2
새로운

관점의 터득 5 17 19 10

소계 16 27 27 19

문제
해결
활동

과제수행
점검 - 4 1 3

과제수행
과정 평가 30 22 18 25

소계 30 26 19 28

총 합 46 53 46 47

그림 2. 주차별 창의적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 변화 양상
Figure 2. Changing pattern of creative activities and problem

solving activities by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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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기획력의 향상 여부를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문제해결 행동

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학습자들이 단순히 아

이디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사

용자에게 알릴 수 있는 산출물로 만들어내고, 학습 과

정에서 스스로의 수업 참여에 대해 성찰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작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해결 행동을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성찰일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탐색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문제해

결 활동이 창의적 활동보다 많이 나타났으며, 구체적

으로는 ‘공감하기’ 및 ‘프로토타입/테스트’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활동이, ‘발상하기/정의하기’ 및 ‘아이디어 내

기’ 단계에서는 창의적 활동이 보다 많이 수행된 것으

로 나타났다. 디자인씽킹 과정에서 창의적 활동이 예

상보다 다소 적게 나타난 것은 오은주[20]의 선행연구

에서와 같이, 짧은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는 학생들

의 고정관념이나 관습적 사고를 타파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

상이 단기간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보다

는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활동이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고

정관념 타파와 확산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 디자인씽킹

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하되, 그 수준을 쉬운 것에서부

터 어려운 것으로 계열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

정을 통해 1학년 때부터 꾸준히 디자인씽킹을 경험한

다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디

자인씽킹 프로세스 상에서 문제해결 활동과 창의적 활

동의 비율이 단계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것은

디자인씽킹 과정이 수렴과 확산을 반복하는 과정이라

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디자인씽킹의 개념

과 절차를 마련한 IDEO의 실천 매뉴얼(field guide)

의하면, 디자인씽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확산적 활동, 정의하기 단계에서는 수렴적

활동, 아이디어 내기 단계에서는 다시 확산적 활동을,

프로토타입/테스트 단계에서는 수렴적 활동을 주로 수

행하게 된다 [26]. 본 연구의 결과는 디자인씽킹 단계

에 따라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일정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양상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확산적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 공감하기

단계에서는 창의적 활동보다 수렴적인 문제해결 활동

이 보다 많이 수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참여자의 특성 상, 구체적인 제품의

기능이나 기술 및 경제성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

여 곧바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없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지식이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서현아[27]의 연구 결

과를 참고하여 사전학습의 일환으로 기존 공학제품 및

Tech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활동이 학

습자의 사전지식과 경험을 보완해 주기에는 다소 부족

하여 학습자들이 공학제품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생각해 내기 보다는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여 주어

진 과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이는 연구 대상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으므

로 추후, 다양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학습자를 대상으

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찰일

지의 내용분석 결과, 과제 수행과정 평가 활동 중 과

제 해결 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나타내는 메시지는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높게 표출되었는데, 이는 서응

교, 전은화, 정효정[28]의 선행연구에서 디자인씽킹 단

계 중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횟수가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학생들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모델로 진화하는 과정

에서 본인들의 현재 능력과 아이디어를 비교하며 기존

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수업은 공학적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품들의 구체적인

기능을 정의하고 발표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수업을

설계할 때에는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학제품 설계 등과 같은 과목에서는 상급 학년의 학

생과 하급 학년의 학생을 팀으로 구성하거나 실제 현

장과 연계하여 저학년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마련하고,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은 고학년 학생이나 산업

현장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디자인씽킹 단계에 따라 다른 학생들

이나 교수자의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

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 또한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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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Ⅴ. 제언

우리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질적

연구에 활용한 성찰일지는 수업 중 제한된 시간(5분

-10분) 동안 반구조적으로 설계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의 생각을 충분히

표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과제 등을 통해

자유롭게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제공하거나,

성공적인 학습을 한 학습자들을 별도로 표집하여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학습자 경험에 대한 심

도 깊은 통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

구에서는 디자인씽킹을 통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학생 역량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라는 단일 요소만

을 살펴보았으나, 실제 공학제품 설계 역량을 지식, 기

술, 태도로 세분화하여 그 효과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본 연구

의 대상이었던 이공학 분야 외에도 인문학이나 사회과

학 분야에서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주

제 영역에 따른 디자인씽킹의 효과를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특성에 따라 디자인씽킹 과정

에서 경험하는 학습자의 경험을 유목화하는 연구 또한

후속 연구로서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향

후, 위와 같은 연구가 이어진다면, 학습자 특성에 부합

하는 디자인씽킹 설계의 표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이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주제 영역

에 대한 지식과 기술, 태도의 향상을 위한 양질의 대

학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디자인씽킹을 활용한 공학제품 설계 수업에

서 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을 살펴보았다. 그 결

과, 디자인씽킹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유용한

방법으로 규명되었고, 디자인씽킹의 단계에 따라 학생

의 창의적 활동과 문제해결 활동 양상이 다르게 나타

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과적인 디자인씽킹 활용 수

업은 단편적인 프로젝트 수준을 넘어 대학에서 체계적

인 계획 하에 전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우

리는 학년간·학제간·학교간 융합 프로젝트 수업 등에

서 디자인씽킹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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