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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시스템(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S3CPS)의 대학 수업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S3CPS는 Treffinger와 그의 동료들(2000)이 제안
한 CPS 모형을 기반으로 모형의 매 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S3CPS
를 S대학교 미술대학의 ‘통합개발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의 수업에 각각 적용하는 과정에서 S3CPS
를 활용한 수업설계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해당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에서의 교수자의 역할 및 시스템의 사용방법, 팀 빌딩 방법, 시스템 사용 시 주의해야할 사항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해당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점을 토대로 시스템을 수정하고 다양한 수업 맥락에 적용함으로써 시스템의 수업 적용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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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새롭고, 질적으로 수준이 높으며, 적절한 산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다(Sternberg, Kaufman, & Pretz, 2002). Plucker, Beghetto와 Dow(2004)는 창의성을 개인
이나 집단이 사회적 맥락 내에서 유용성을 인정받는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과정, 환경 간
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 창의성이 능력과 과정, 그리고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된다는
관점은 창의성을 고정된 개인의 특성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 가능한 유동적 개념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창의성이 학습자의 경험과 수업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면서 창의성 교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창의적인 사람은 풍부한 아이디어를 지니고 있으며 그 지식 기반이 방대하고 새로운 아이디
어와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다. 그들은 과제의 제약을 만족시키는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
들어 내는데(Lubart & Guignard, 2004), 그들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과정이 존재한다(Plucker & Beghetto, 2004). 예를 들어
브레인스토밍, 문제발견, 창의적 문제해결과 같은 과정과 절차의 능숙한 활용은 개인의 창의성
을 발현하는데 있어 훌륭한 매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과목 및 교육 프
로그램 개발, 사고 기법과 수업 모형 등의 교육방법 탐색,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매체의 개발과 활용은 창의성을 매개하는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창의성을 일종의 특별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여긴다(Newell,
Shaw, & Simon, 1962; Runco, 1994; Tardif & Sternberg, 1988; Torrance, 1979;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Weisberg, 2006; Woolfolk, 1998). 창의성은 새롭고 비일상적이며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형태나 방법으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Urban(1995)은 창의성을
새롭고 일반적이지 않으며 괄목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
으며, Guilford(1967)는 창의성에는 문제의 존재에 대한 인식, 확산적 사고, 다양한 가능성의 평
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결론 도출 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또한 Csikszentmihalyi와
Getzels(1988)도 문제해결이란 창의적 활동으로써 창의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산물, 소위 창의적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법에 따라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구분하기도 한다.
Isaksen(1995)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일반적인 문제해결과 구분하면서 문제 혹은 과제의 정의, 해

결 경로 또는 방법, 그리고 기대되는 결과의 성격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차별적 요인을 언급하였
다. 문제해결이 비교적 간단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이미 결정된 해결을 가지고 있는 잘
정의되고 구조화된 과제인 반면, 창의적 문제해결은 해결경로나 방법이 복잡하거나 잘 구조화되
어 있지 않아 기대되는 결과에 쉽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발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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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제나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Isaksen, 1995). 이와 같은 맥락에서 Cropley(2004)는 잘 정의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제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정의하는 방법 모색, 그리고 문제
에 대한 해결책을 인식하기 위한 준거를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적인 사용에서
나온다(Puccio, Murdock, & Mance, 2005). 결국,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비구조화 된 문제를 이해
하고 아이디어를 생성한 후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으로(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창의적 사고기능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

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고 과정이다.
창의성 연구자들은 1950년대부터 ‘창의적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모형을
개발하고 그 이론적 성과를 토대로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CPS 모형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광범위하고 비구조화되어 있으며 해결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을 취한다(Torrance, 1979). 최근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이 개발한 CPS 모형은 네 가지 주요 요소(문제의 이해, 아이

디어 생성, 행위를 위한 준비, 접근의 계획)와 여덟 가지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아이디어의 생성, 해결책의 개발, 수용 토대의 구축, 과제의 평정, 과정의 설계)로 구
성되는데 발산적 사고 전략과 수렴적 사고 전략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CPS
모형의 효과성과 영향력은 인정되고 있으며(Scott, Leritz, & Mumford, 2004), 이를 활용한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Isaksen & Treffinger, 2004). CPS
모형을 기반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육에서 CPS를 교수방법으로
써 특정 교과목에 활용하거나, CPS를 적용한 수업 모형 혹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
성을 검토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이경화, 최유현, 황선욱, 2011; 이종연 외, 2007).
CPS 관련 연구가 주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창의적 문제해결을 온라인 형태로 지원하기 위한 이러닝이나 웹 기반 학습환경 설계에 관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Wu & Hsiao, 2004). 학습자의 인지활동
을 지원하는 인지적 도구로서의 컴퓨터의 역할에 주목하는 관점(Jonassen, 2000)의 연장선에서
풍부한 정보의 제공, 시공간의 확장, 역동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기반 환경을 창의적 문제해결
을 지원하는 도구로 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블렌디드 수업 모형
의 개발(이상수, 이유나, 2007),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웹기반 교수-학습 모형 개발(구양미, 김
영수, 노선숙, 조성민, 2006),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에 대한 효과
성 분석(이종연 외, 2007), 웹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하여 지식경영을 활용
(Wu & Hsiao, 2004)한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CPS 모형을 토대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수업설계에 활용한 연구(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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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상수, 2008;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미영, 2009; 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Lim, Lim, & Hong, 2013)가 있다.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도구는 CPS 모형의 주요 요소와

세부 단계에 기초하여 개발된 온라인 기반의 CPS 지원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CPS 모형의
핵심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으며 단편적인 자료의 활용이나 특정 사고 기법을 강조하
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학습자가 CPS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과 같은 인공물(artifact)을
이용할 때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욱 촉발되는 경우, 인공물은 이를 더욱 지속시키는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학습자가 인공물을 통해 작업을 하는 인지적 행위는 이후 인공물 자체가 없어도 지
적인 활동을 유용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지적 잔재(cognitive residue)를 남기기 때문이다
(Salomon, Perkins, & Globerson, 1991). 따라서 CPS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은 이후

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관한 유용한 전략을 사용하는 과제 수행에 있어 예측 가능한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색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을 다양한 교과목
과 상황에 적용해봄으로써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수집한 정보들
을 활용하여 특정 맥락에 적합한 수업설계 원리나 모형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특히, 일반 교과목의 전체 수업 과정에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것 이외에도 일반 강의실 수업
활동을 창의적 문제해결 활동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창의적 문제해
결 활동이 전체 강좌에 걸쳐서 항상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된 온라인 시스
템인 S3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https://s3cps.snu.ac.kr)의 일
반 수업 오프라인 활동에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다. S3CPS는 임철일 외(2009)의 선행연
구에서 제안된 시스템을 몇 차례에 거쳐 개선한 것이며, Treffinger 외(2000)의 CPS Version
6.1TM을 활용하여 모형의 주요 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사고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시스템이
3

다. 본 연구에서는 S CPS를 S대학교 미술대학의 ‘통합개발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
의 오프라인 수업 활동에 각각 적용하면서 S3CPS를 활용한 수업설계 전략을 도출함과 동시에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3

첫째, S CPS를 교실 수업의 활동에서 활용하기 위한 수업설계 전략은 무엇인가?
둘째, S3CPS를 교실 수업에서 활용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셋째, S3CPS를 교실 수업에서 활용한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방향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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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
창의성 신장과 관련된 다양한 접근들 중 CPS는 가장 효과적인 모형으로 평가되고 있다
(Puccio et al., 2006;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CPS는 다양한 해결안이 도출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하여 발산 및 수렴적 사고의 반복적인 사용을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이상수, 이유나, 2007). 또한 이 모형은 실생활과 유사한 여러 가
지 요소들이 포함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산 및
수렴이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6). CPS 모형은 국내의 창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상수, 이유나, 2007;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홍미영, 박태
정, 2011; 임철일 외, 2009; 최병연, 김성효, 2012)과 최근 예술분야(김미희, 박성옥, 2013)에 이르
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CPS 모형의 단계는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발전되었다. 1953년 Osbor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CPS는 Osborn(1963), Parnes(1967), Isaksen과 Treffinger(1985)를 거쳐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다.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CPS의 단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의 주요 단계
학자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

Osborn(1953)

적응(Orientation) - 준비(Preparation) - 분석(Analysis) - 가설(Hypothesis)
- 계획(Incubation) - 종합(Synthesis) - 검증(Verification)

Osborn(1963)

사실 발견(Fact Finding) -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Parens(1967)

사실 발견(Fact Finding) - 문제 발견(Problem Finding) -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

Treffinger &
Isaksen(1985)

혼란 발견(Mess Finding) - 자료 발견(Data Finding) - 문제 발견(Problem
Finding) - 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 - 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 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

Treffinger,
Isaksen, &
Dorval(2000)

과제 평정(Task Appraisal) - 과정 설계(Process Planning) - 기회 구성
(Constructing Opportunities) - 자료 탐색(Exploring Data) - 문제 골격 구성
(Framing Problems) - 아이디어 생성(Generating Ideas) - 해결책 개발
(Developing Solutions) - 수용 토대 구축(Building Acceptance)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이 제안한 CPS Version 6.1TM은 가장 최신의 것으로 비구조

화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연관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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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융통성을 지닌 모형이다(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6). 또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
고의 조화를 중시하며 필요한 요소 및 과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Treffinger
& Isaksen, 2005).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이 제안한 CPS Version 6.1TM은 [그림 1]과

같이 ‘관리 요소’와 ‘과정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Treffinger, Isaksen, & Dorval(2000)의 CPS Version 6.1TM
‘관리 요소’에는 ‘과정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단계를 분석하고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접

근의 계획’의 활동 요소가 있다. 이는 ‘과정 요소’의 여러 활동 요소들 중심에 위치하여 전체적인
안내자의 역할을 하며(김영채, 2004), ‘과정 요소’들을 진행하는데 있어 각 요소들의 설계와 여러
요소들의 관계성에 대한 조직을 한다(서민규, 2012). ‘과정 요소’는 문제에 대한 확인과 정의, 그
리고 필요한 자료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는 ‘문제(도전)의 이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의 개발 및
이에 대한 여러 요건과 사항들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실천(행위)을 위한 준비’의 활동 요소를 포
함한다. 또한 활동 요소에는 각각의 세부 단계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생성
과 관련된 발산적 사고와 아이디어의 초점화가 이루어지는 수렴적 사고의 반복적이고 조화로운
사용이 이루어진다(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해당 모형의 단계별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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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창의적 문제해결(CPS Version 6.1TM) 모형의 단계별 내용
요소 구분

관리 요소

활동 요소

접근의 계획

문제(도전)의
이해

과정 요소

아이디어의
생성

실천(행위)를
위한 준비

단계

내용

과제의
평정

과제의 상황에 대한 다각도 이해 및 CPS 적용 여부 판단

과정의
설계

CPS 적용에 대한 결정 및 이에 대한 계획 수립과 준비

기회의
구성

광범위한 목표, 도전, 기회 등의 확인 및 초점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성 구축

자료의
탐색

과제에 대한 면밀한 탐색 및 CPS 주요 초점에 대한 결정

문제의
골격 구성

문제에 대한 진술문 작성 및 구체적인 진술문 하나 선택

아이디어
의 생성

진술문에 부응하는 새롭고, 다양하며, 독특한 아이디어의
생성

해결책의
개발

대안에 대한 개선 및 향상을 통한 잠재적인 해결책 구성

수용
토대의
구축

·잠재적인 해결책 탐색 및 이에 대한 지지·저항 요소
확인하여 실천 가능성이 높은 방법 찾기
·최종적인 실천 계획 구체화, 개발 및 수정

2.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S3CPS)
CPS 모형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독창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과정

이며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S3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는 사용

자가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 및 수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는
TM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이 제안한 CPS Version 6.1 을 활용한 것으로 현재까지 몇

차례의 연구(임철일 외, 2009; 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Lim, Lim, & Hong, 2013)를 거쳐
학습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수정․보완되었다. 해당 시스템은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모형의 단
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혹은 단계에 대한 선별적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CPS
모형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과 역동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본 모형은 이전 버전들이 주로 발산
적 사고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는 다르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조화를 강조하는데
3

(Treffinger & Isaksen, 2005), S CPS는 이러한 측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S3CPS가 제공하는 사고 도구의 성격은 크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구성되어 있다. 여

기서 발산적 사고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문제 발견 및 정의, 그리고 다양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과 관련 있다. 수렴적 사고는 문제 상황에 대한 논리적, 비판적, 분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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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시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구안하는 것이다. 즉, 발
산적 사고로부터 생성된 많은 아이디어 가운데 가장 최적의 해결안을 선택하여 실제적인 해결
안을 도출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S3CPS에서는 이러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돕
기 위한 지원 도구로서 Brainstorming, HIT, PMI, 평가행렬표(Evaluation Matrix) 사용이 가능하
다. 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발산적 및 수렴적 사고 도구의 주요 특징은 <표 3>과 같다.

<표 3>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S3CPS) 사고 도구
사고 유형

사고 도구

목적 및 내용

발산적 사고

Brainstorming

대표적인 발산적 사고 도구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아이디
어를 생성하고자 할 때 사용함

HIT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서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 앞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것으로 좁혀가야 할 대안의 수가 많
을 때 사용함

PMI
(Plus, Minus, and
Interesting)

- 하나의 아이디어의 분석 및 주의 집중하는 도구로 문제
에 대한 대안을 확인하는데 사용함
- P는 Plus로 제시된 아이디어의 좋은 점을, M은 Minus
로 나쁜 점을, I는 Interesting으로 흥미로운 점을 나타냄

평가 행렬표
(Evaluation Matrix)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 기준에 따라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선택하는데 사용

수렴적 사고

또한 S3CPS는 위의 네 가지 사고 도구의 활용과 더불어 사용자가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팀 기반 활동을 강조한다. 창의성 개발에 있어 팀 활동은 매우 중요한데(김영채, 2004;
Sternberg, 2009), CPS 모형에 있어서도 개인보다 팀을 구성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유나, 이상수, 2008; 임철일 외, 2009; 정은이, 2003; Agrell & Gustafson, 1996). 해당 시스템은

팀 활동을 강조하고 팀별 그룹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력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동시적으로 학습자들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팅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운영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교의 역할 명시 등의 적절한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3. CPS 모형의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설계 전략
CPS 모형에 따라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다양한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Baer, 1988; Cramond, Martin, & Shaw, 1990; S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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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itz, & Mumford, 2004; Thompson, 2001; Wang & Horng, 2002). 그러나 CPS 모형을 효과적

으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 이외에 교수자가 참고할만한 수업설계
전략과 수업 운영을 안내하는 실제적인 지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연구
를 살펴보면, Shneiderman(2002)는 웹의 여러 도구들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8단계의 과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Forster와 Brocco(2008)는 다양한 창의성 도구들을 자원

으로 하는 입력과 산출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유연한 창의성 지원 시스템 설계의 기초적인 모델
을 제시하였다. 임철일 외(2009)는 온라인 CPS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는 통합형 대학 수업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온라인과 교실 학습환경에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해야 할 활동들을 제안하였다. 이
러한 연구들은 CPS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수자들에게 CPS 모형 자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업설계와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한다.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설계 전략과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브레인스토밍과 HIT 등과 같은 창의적 사고 도구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연습 기회가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임철일 외, 2009; 최병연, 김성효, 2012; 홍미영, 2012;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10). 새로운 수업 활동 자체가 학습자에게 부담을 주고 흥미

향상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사고 도구 활용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연습 기회와 분위기를 마련해야 한다(주영주, 정영란, 표지연, 2011).
둘째, 학습자의 학년별 수준을 고려한 CPS 모형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Baer, 1988). 초등학
생과 같이 연령이 낮은 경우 CPS 모형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고 도구의 활용이 어려울 수 있다
(최병연, 김성효, 2012). 따라서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과 선호에 따라 CPS 교육 프로그램의 최적

화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CPS 단계와 모형을 융통성이 있게 적용
해야 한다(Puccio, Wheeler, & Cassandro, 2004).
셋째, 창의적 문제해결 수업을 적용할 때 주제와 교실환경에 따라 면대면 학습과 온라인 학습
환경이 적절히 융합된 블렌디드 학습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이상수, 이유나, 2007;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외, 2009; 주영주, 정영란, 표지연, 2011; Lim, Lim, & Hong, 2013; Forster &
Brocco, 2008; Wu & Hsiao, 2004). Chen과 Cheng(2009)는 온라인에서의 협력학습이 CPS와 결

합될 때 창의성 증진에 더욱 효과적임을 밝혔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충분한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된 자료를 기록하고 공유하는데
유용하다(Berge, 1997; Sherry, 2000; Shneiderman, 2007).
넷째, 학습자들이 스스로 문제해결과정을 계획하고 조정, 평가하는 메타인지를 사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한다(송해덕, 2007; 홍미영, 2012; Lim, Lim, & Hong, 2013; Forster & Brocco,
2008; Shneiderman, 2002). 문제해결과정에 대해 성찰을 잘 하는 학습자는 문제해결을 성공적으

로 수행한다(Sobral, 1995).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메타인지 측면에서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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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제를 스스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포트폴리오 등의
작성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을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Wu & Hsiao, 2004). 더불어
교수자는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주제를 학습자들에게 제시하여 수업 주제와 관련 없는 잡담
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섯째, 해당 수업의 학문적 특성과 지식을 고려한 실제적인 과제를 제공해야 한다. 창의성의
발현은 영역 및 과제 특수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학문 분야의 영역 특수적인
지식 보유 수준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Wu & Hsiao, 2004).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자에게 CPS를 적용하는 해당 수업의 학문적 특성을 잘 반영하는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
으며, 이 경우 과제는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임철일 외, 2009; 정은
이, 2003).
마지막으로, 팀 내에서 학습자간의 그룹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전략을 도입해야 한다
(Chen & Cheng, 2009; Lim, Lim, & Hong, 2013; Forster & Brocco, 2008).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위한 수업방법으로 협동학습을 활용할 수 있다(임철일 외,
2009). 왜냐하면 협동적인 환경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타인의 창의적 문제해결 스타일을 학습

하고 서로 동기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효과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활동을 위하여 팀 구성원 간의 합의된 규칙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교수자는 팀
구성원들이 서로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CPS 각 단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Wu & Hsiao, 2004). 그리고 동료평가를 활용하여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고정된 생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만약 팀 구성원간의 성향이 매우
이질적이거나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 경우에는 팀원 간의 상호작용의 촉진에 유의해야 한다
(Basadur & Head, 2001). 팀 빌딩 구성방법에 따라 CPS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3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S CPS)’을 대학의 특정 강좌의 오프
라인 활동에 적용할 때, 어떻게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업설계 전략을 탐구하고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서울 소재 S대학교 미술대학의
2014년도 1학기 강좌인 ‘통합개발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의 교수자와 담당 조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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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다. 두 강좌는 공통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계획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티칭과 팀워크, 그리고 산업과 밀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통합개발 스튜디오’는 미대를 비롯하여 공대, 사회대, 생활과학대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융합교육 과목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디자인 스튜디오’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학부생과 석사과정 학생이 함께

수강하는 과목이다. 두 강좌의 교수자는 동일인이고 담당 조교는 각 강좌에 1명씩 배치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인적 사항과 배경 정보는 <표 4>와 같다.

<표 4> 참여 학생의 인적 사항과 배경 정보
강좌

분류 범주

세부 내용

성별

남: 10명, 여: 11명 (총 21명)

학과(전공)
통합개발 스튜디오

기계항공공학부: 8명

디자인학부: 6명

의류학과: 3명

서양화과: 1명

심리학과: 1명

경영학과: 1명

자유전공학부: 1명
학년
조교
성별
학과(전공)

디자인 스튜디오
학년
조교

1학년: 1명

2학년: 없음

3학년: 6명

4학년: 14명

여,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남: 1명, 여: 12명 (총 13명)
디자인학부: 6명

시각디자인: 3명

공업디자인: 1명

의류학과: 1명

조소과: 1명

자유전공학부: 1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5명

석사과정: 4명

여, 시각디자인 전공, 석사과정

2. 수업설계
3

1) S CPS의 수업 적용 배경
창의적 문제해결 지원 시스템을 수업에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블렌디드 학습환경에서 CPS 모
형의 전체 혹은 부분 단계에서의 시스템 활용을 제안하였다(임철일 외, 2009; 임철일, 홍미영,
이선희, 2011). 해당 연구들은 교실수업 상황에서의 오프라인 활동을 위한 시스템 사용을 가정하
지 않고 온라인학습 상황에서 시스템의 사용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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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 상황은 S CPS를 블렌디드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교실수업에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목적으로 활용한다. 현재 개발된 S3CPS를 다양한
수업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업 맥락에 따라 유연한 시스템 활용 방법이 필요하고, S3CPS
를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술대학
의 두 강좌에 시스템을 적용해보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S3CPS의 수업 적용 시 요구되는 수업
설계 전략과 고려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습자 반응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사항을 파
3

악하고자 하였다. 미술대학 맥락에서 학습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수업 설계 및 S CPS
적용 절차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미술대학 맥락에서의 수업 설계 및 S3CPS 적용 절차
3

2) S CPS의 수업 적용을 위한 1차 워크숍
본 연구자들은 S3CPS 사용에 대한 의뢰를 받은 후, 해당 수업의 교수자와 조교를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는 S3CPS에 대한 소개, 교수자의 시스템 사용 목적, 수업

목표, 학습자들이 해결할 과제, 학습자의 구성, 디자인 수업의 맥락 등에 대한 개방적인 의견 공
유가 이루어졌다. ‘통합개발 스튜디오’에서의 과제는 T회사의 핵심 기술을 일반인에게 소개하는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의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는 T회사의 핵심 기술의 장점을 잘 나타내는 속도, 음질, 보안, 커버리지, 연결의 다섯 가지 요소
에 대한 내용을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두 개의 과제가
제시되는데 하나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고려한 스마트 TV의 키보드 사용자 인터페
이스(User Interface) 개선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의 핵심
용도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도출에 관한 것이다. 교수자는 S3CPS 사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생산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과 학습자의 학습과정을 실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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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점검하고 학습자 개인을 포함한 팀 전체에서 나온 의견이나 결과물이 저장되기를 요구하였
다. 또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동에서 전체 학습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였다. 한편, 시스템
의 사용 방법, CPS 모형의 각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해야 할 활동, 핵심 질문 등이 담긴 매뉴얼을
제공함으로써 시스템 활용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3) S3CPS의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설계 전략 도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하여 CPS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 및 1차 워크숍을 토대로
3

분석된 수업 맥락을 고려하여 S CPS를 활용한 수업설계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하여 수업설
계 시 고려해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와 전략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원리와 전략을
S3CPS를 적용하려는 두 강좌의 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술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전에 이루어졌던 1차 워크숍에서의 두 강좌에 대한 교수자
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반영한 구체화된 전략을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의 측면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는 세 교수자의 역할 및 시스템의 사용방법, 팀 빌딩 방법, 효
과적인 팀워크를 위한 그라운드 룰(팀원들이 지켜야하는 규칙) 설정 방법, 시스템 사용 시 주의
해야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 또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
할 것인지에 대한 것과 CPS 모형의 단계 중 강조되어야 하는 단계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수업설계 전략을 해당 강좌의 교수자와 조교에게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
종적으로 수정하였다.
3

4) S CPS의 수업 적용을 위한 2차 워크숍
2차 워크숍에서는 크게 본 시스템의 사용법과 사고 도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수업설계 전략

의 적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들이 교수자와 조교에게 시스템의 사용법
을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관련된 사고 도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본 시스템에 대한 실습을
실시하였다. 시스템을 활용하여 최적의 문제해결안을 도출하는 것이 수업의 주요 활동인 만큼,
교수자와 조교의 시스템 사용에 대한 이해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도출된 수업설계 전략
의 적용 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수업실행에 있어 CPS 모형의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점검하였다. 또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고 도구 중에서 아이디어의 확
산을 위한 브레인스토밍과 집단적 아이디어 수렴을 위한 HIT 기능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덧붙여, 각 강좌에서 제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디어의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도
구사용의 사이클을 몇 회 정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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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S CPS를 적용한 수업 실행
원활한 수업의 흐름을 위하여 두 강좌가 시작되기 30분 전에 각 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통합개발 스튜디오’에서는 학기 초 프로젝트를
위해 조직된 팀별 구성원과 팀장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전공의 4~5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다섯 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한 팀
이 되어 S3CPS를 사용하였으며, 조교가 팀장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업은 [그림 3]과 같이 시스
템에 동시 접속하여 각자 의견을 내고, 이를 공유하며,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림 3] S3CPS에서의 학습자 활동 모습
연구자들은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업을 참
관하였다. 교수자는 시스템을 수업에 적용하는 동안 학습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조언과 피드백
을 제공하였으며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시스템에 수시로 접속하여 학습자들의 활
동 과정을 점검하였다. 학습자가 시스템에 적은 글과 특정 아이디어에 대한 지지결과는 향후 교
수자가 학습자들의 참여 수준, 아이디어 채택 및 피드백, 아이디어에 대한 정교화 등에 대한 평
가 근거로 활용되었다. 각 강좌의 조교들은 학습자의 질의에 대해 응답하고 단계별 산출물을 승
인하거나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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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S3CPS의 적용 방안 및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강좌의 수강생 전원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

문을 실시하고, 각 강좌의 조교와 자발적으로 면담에 참여한 두 강좌의 수강생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시스템의 수업 적용에 대한 강점과 약점, 개선점 그리고
기타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학습자당 40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면담은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S3CPS 시스템 사용,
디자인 문제, 수업 적용 방법,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기타 의견 등 항목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면담한 내용은 전사하였고, 이후 3명의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전사내용을 코딩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코딩 결과를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였다.

Ⅳ.

연구 결과

3

1. S CPS를 적용한 수업설계 전략
‘통합개발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에서 학습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3

위한 도구로서 S CPS 활용 수업설계 전략들을 제안하고 이를 해당 강좌의 교수자와 논의하였다.
그 결과,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CPS 모형의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설계 전략을 반영하여 최종적
으로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수업계획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첫째, 단순하고 구조
화된 문제가 아닌 실제 세계의 맥락을 담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설정해야 한다. 학습자들의 창의
적인 문제해결에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비 구조화된 문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10). 본 연구는
두 개의 강좌에서 산학협력 차원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제적인 과제를 도입하였다.
둘째, 각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 및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창의성은 영역 및 과제
특수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교과의 특수성을 담고 있는 적합한 과제가 제시되거나 활동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사전에 해당 강좌의 교수자 및 조교와의 논의를 통해 전공교과
인 시각디자인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제를 만들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학습활동과 진행방식
을 구상하였다.
셋째, 협력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팀을 구성해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은 팀 기반의 프로젝
트 등의 협력활동을 통해 가능하므로(이유나, 이상수, 2008; Wu & Hsiao, 2004), 이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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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두 강좌의 성격상 다양한 전공분야의 학생들이 협력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이 이루어지므로 팀을 구성할 때도 이질적인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팀으
로 조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팀 구성에 있어 다른 전공의 학습자들을 골고루 배치하여
한 팀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러한 팀 기반의 활동은 팀 구성원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을
위한 원동력이 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보다 효과적으로 문제해결에 있어
서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학습자에게 해당 시스템과 사고 도구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학습자들은 CPS단
계와 이에 대한 개념에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본 시스템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고 도구의 유형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또한, 해당 시스템 적용과 관련된 연구(임철일 외, 2009; 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에서 학습자들은 해당 도구와 CPS 단계에 대한 안내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S3CPS를 사용하는 경우 팀장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일정 관리, 도구 사용의 적절한 통제 등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팀의 팀장을 대상으로 하여 수업활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졌다. 사전 안내는 학습자들에게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
련된 연습기회과 분위기를 제공(주영주, 정영란, 표지연, 2011)해줄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이 보
다 창의적인 문제해결의 접근에 있어 융통성과 적절한 사고 도구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섯 째,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물리적인 환경을 구성
해야 한다. 학습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물리적 환경의 제공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포함한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다(임철일, 1999). 기존 블렌디드 학습환경 맥락에서 진행된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보다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 의사소통이 유연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
해 동시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면대면 학습환경을 선정한 만큼, 강의실 내 책
상 등의 학습도구를 의사소통이 보다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배치되어야 한다.
수업실행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네 가지 전략이 도출되었
다. 첫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발산 및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임철일 외,
2009; Puccio, Murdock, & Mance, 2005). 이에 따라, Treffinger, Isaksen, & Dorval(2000)이 제안

한 CPS Version 6.1TM의 ‘과정 요소’ 단계를 기반으로 수업 활동과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발산적
사고 도구와 수렴적 사고 도구를 조화롭고 반복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수업실행 단계를 설계
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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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CPS 단계별 수업 활동 및 온라인 시스템의 주요 지원 기능
CPS 단계
문제(도전)의 이해

수업 활동

온라인 CPS 지원 시스템

* G: 아이디어 발산하기
* F: 아이디어 초점화하기

Ÿ

기회의 구성

G: 가능한 한 다양한 기회 및 도전 확인
F: 다양한 기회 및 도전에 대한 초점화
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성 확인

Ÿ

자료의 탐색

G: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에 대한 관련
자료 탐색
F: 핵심적이고 적합한 자료 확인

Ÿ

문제의 골격 구성

G: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진술문 생성
F: 문제 진술문의 구체화 혹은 선택

아이디어의 생성

Ÿ

아이디어의 생성

G: 다양하고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 생성
F: 개발시킬 잠재력이 있는 아이디어 확인

실천(행위)을 위한 준비

Ÿ

Ÿ

해결책의 개발

G: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조직화하거나
분석하여 개선 혹은 강화
F: 최적의 잠재적인 해결책 선택

수용 토대의 구축

G: 잠재적인 해결책에 대한 탐색, 지지,
저항 요소 확인을 통한 실현 가능성
향상 방안 탐색
F: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둘째, 문제에 성격에 따라 CPS 단계를 유연하게 설정해야 하고 이에 맞는 사고도구의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해당 시스템의 발산적 사고 및 수렴적 사고도구의
사용 횟수를 고려해야 한다. 적용한 두 강좌는 모두 독창적이고 특정 문제해결에 적합한 아이디
어의 도출을 통해 최적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팀마다 휴대전자 기술에 대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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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나리오 5개의 작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과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기술과 관련된 요소에 대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 기술 요소의 의미와
경험을 잘 나타내는 키워드에 대한 발산 및 수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 발산과 수렴의 총 세 차례 반복적인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이 이루어짐
에 따라 CPS 여러 단계 중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의 발산적 사고 도구인 브레인스토밍과 수렴
적 사고 도구인 HIT가 각각 세 차례씩 활용되었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 코치의 역할로서 그룹 활동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의 발산 및 수렴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가 창의적 문
제해결을 하는 과정과 활동에 있어 적절한 학습전략이 필요하므로(Lim, Lim, & Hong, 2013;
Wu & Hsiao, 2004), 교수자는 학습자의 문제해결을 과정을 안내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활동 시 조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시간으로 팀 구성원들이 시스템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며, 시스템 사용과 관련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운 점을 가지
고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독특한 아
이디어 생성을 가능하게 하며,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검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구양미 외,
2006). 이를 위하여 추가 정보를 찾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과제와 관련된 책을 참고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2. S CPS를 사용한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1) ‘통합개발 스튜디오’ 적용에 대한 학습자 반응
면대면 학습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 S3CPS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학습자 21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의 확인과 보완을 위해 서로
다른 팀의 학습자 4명(남 2명, 여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면담 자료를 분
석한 결과, <표 6>에서 제시된 것처럼, 통합개발 스튜디오 강좌 적용에 대해 학습자들은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사소통, 오프라인 학습에서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한 점, 그
3

리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S CPS의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한 점을 강점으로 인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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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합개발 스튜디오 강좌에서 학습자 반응에 따른 강점과 약점
유형

강
점

학습자 반응

빈도(명)

창의적
문제해결 관련
의사소통

오프라인 상에서 팀 구성원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서 좋았다.

4

학습자의 참여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4

사전 안내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는 것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도
움이 되었다.

3

사고 도구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산과 수렴이 용이하다.

9

체계적인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3

정보를 쉽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좋았다.

2

팀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완료하지 않으면 진행이 느려진다.

3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가 어려
웠다.

1

사고 도구의 수가 정해져 있으며, 입력하는 내용이 반복적이다.

4

도구의 설정 등의 이용하기 위한 절차가 불편하며 절차 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5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입력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이 어렵
고 한 눈에 볼 수 있는 보고서 기능이 필요하다.

2

운영체제의
한계

컴퓨터나 노트북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경우 오류가 발
생한다.

2

인터페이스
개선

보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필요하다.

2

S3CPS 사용
기능
오프라인
진행상의 문제

약
점

S3CPS 사용
기능의 제한점

한편, 본 시스템의 수업 적용에 대한 약점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팀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해당 단계를 완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 S3CPS에서 사용
하는 사고 도구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입력하는 내용이 반복적이다. 또한 도구 설정을 위한 절차
의 복잡성과 해당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전체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래
프 등을 포함한 보고서 출력 기능이 없는 점이 약점으로 제기되었다. 셋째, 컴퓨터 혹은 노트북
을 통해 접근하는 것보다 스마트 폰을 이용할 때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
로, 해당 시스템의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2) ‘디자인 스튜디오’ 적용에 대한 학습자 반응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에 활용된 S3CPS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기 위해 학습자 13명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료의 확인과 보완을 위해 면담에 동의한 학습자 4명(여 4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와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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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에서 학습자 반응에 따른 강점과 약점
유형
학습자 대규모
참여

강
점

교수자와
학생의 빠른
소통
3

S CPS 사용
기능

약
점

S3CPS 사용
기능의 제한점

인터페이스
개선

학습자 반응

빈도(명)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팀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8

교수자의 질문에 학생들이 빠르게 온라인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1

다양한 아이디어를 빠르게 한 번에 모을 수 있다.

7

정보를 쉽게 디지털로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다.

4

HIT를 사용한 의견 수렴 방식이 용이하다.

2

여러 아이디어를 모아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2

커서 오작동을 비롯한 시스템상의 오류가 있다.

8

아이디어 작성 시 글자 수의 제한이 있다.

3

비슷한 부류의 아이디어를 분류해 주는 기능이 없다.

1

팀장이 사고 도구의 설정 등을 하는 절차가 불편하며 이후
수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입력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1

영어로 되어 있는 메뉴가 불편하다.

2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이 쉬운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필요하다.

5

위와 같이 팀 구성원이 동시에 접속하여 그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점, 문제를 내는 교수자
와 문제를 푸는 학습자의 관계가 의사소통이 빠르고 편리하다는 점, 다양한 아이디어를 온라인
에서 빠르게 모으고 팀원 간에 공유하며 의견을 수렴하는 CPS 시스템 사용을 강점으로 인식하
였다.
한편, 본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약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첫째, CPS 시스템의
사용상 제한점이다. 입력창의 커서가 보이지 않거나 사이트 접속이 안 되는 등의 오류를 비롯해
중복되는 아이디어를 분류해 주는 기능의 미비, 팀장의 사고 도구 설정에서의 어려움과 이후 수
정이 불가능한 점, 팀원들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둘째, 전반적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가 사용이 어렵게 설계되어 있으며 한 눈에 알
아보기 어렵다는 인터페이스 상의 개선점이 나왔다.

3. S3CPS를 사용한 학습자의 반응에 따른 시스템의 개선방향
‘통합개발 스튜디오’와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개선점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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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페이스 개선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 중 다수는 인터페이스상의 개선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예컨대, ‘시
스템의 전체 구조나 메뉴 등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나 ‘입력창이나 버튼이 작아서 잘 보이
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S3CPS에 접속할 때는 화면
이 최적화되지 않아 확대 및 축소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
나 HIT에서 참여자들의 의견이 표시될 때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는 방식이 단조롭고 보기 불편
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보다 쉽고 용이하게 S3CPS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
관적이고 자유로운 형태로 인터페이스가 바뀌어야 한다.
그 외에 S3CPS의 메뉴 및 사고 도구의 이름을 적절한 한글이나 영어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연
구 참가자들은 ‘S3CPS라는 해당 시스템의 영어 이름이 어렵다’거나 ‘영어로 된 메뉴가 알아보기
어렵다’, ‘영어와 한글이 혼재되어 있어 헷갈린다’ 등의 의견을 표시하였다. 더불어 HIT 등의 사
고 도구 이름을 ‘투표하기’나 ‘좋아요’ 등의 한글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학습자들이 쉽게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메뉴나 사고 도구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
이 요구된다.

2) 시스템 상의 오류 개선
현재 S3CPS는 컴퓨터나 태블릿에서 웹브라우저로 크롬을 사용할 때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나
익스플로러나 다른 웹브라우저로 접속할 경우 화면이 뜨지 않거나 접속이 느린 문제점이 나타
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나 태블릿 PC 접속 시,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 외에 학습자들은 ‘입력창에 마우스
커서가 보이지 않는 점’, ‘제목 입력 시 100자로 제한되어 있는 점’, ‘글자 입력 시 발생하는 한글
과 영어 전환 상의 오류’를 불편함으로 지적하였다.

3) 사고 도구의 기능 개선
본 연구의 두 개 강좌에서 사용된 브레인스토밍과 HIT 기능에 대해 몇 가지 개선점이 제안되
었다. 이 중 학습자들에 의하여 지적된 사고 도구의 문제는 주로 HIT 기능에 대한 어려움이었다.
연구 참가자들은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온 중복되는 의견들을 모두 읽고 투표를 하는 것이 시간
이 많이 걸리고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HIT 기능 사용 시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아이디어에 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을 주었다. 따라서 향후 시스템에는 브레인스토밍에서 팀원들이 제시한 중첩된 의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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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르거나 모아서 보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4) 팀별 단계 설정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S3CPS는 팀장이 각 단계별로 사고 도구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그 후 팀원들이 의견을 입력하

고 투표를 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팀장이 사고 도구 설정을 완료한 후 수정을 하게
되면 팀원들이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불편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팀장
이 사고 도구를 설정하는 방법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이러한 단계를 따라하는 데에
3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S CPS의 사용법을 단순화 하거나 처음부터 메인화면 페이지에 학습자
가 선택해야 하는 단계들을 안내하여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5) 시스템 개선
그 외에 시스템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몇 가지 개선 사항이 제안되었다. 먼저, 구글 문서처
럼 팀원이 현재 접속한 상태인지 또는 글을 작성하고 있는 중인지 등을 표시하는 기능의 필요성
을 언급하였다. 또한 팀원들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알림 등을 통해 팀장에게 공지하는 기능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는 팀 작업 시 먼저 작업을 끝낸 팀원들이 할 일 없이 다른 팀원들이 끝날
때까지 그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이나 HIT 기능 사용 시 타
인의 아이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될 것을 요구하였다.
현재는 단순히 타인의 의견을 읽고 투표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팀의 각 단계
별 입력 결과물을 한글문서나 엑셀 등으로 추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브레인스토
밍이나 HIT 기능 사용 시 타이머가 있었다면 편했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인 S3CPS의 수업 적용 가능성을 탐색
하기 위하여 면대면 수업상황에서 해당 시스템의 활용 시 필요한 수업전략을 도출하고, 학습자
의 반응과 피드백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의 CPS 모형에 따라 개발된 S3CPS를 국내의 S대학교 미술대

학의 ‘통합개발 스튜디오’, ‘디자인 스튜디오’ 강좌에 각각 적용하고 수업사례를 분석함으로써
S3CPS를 활용한 수업설계 전략의 개발과, 시스템의 강점과 약점,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

하여 특정 수업 맥락에서 S3CPS의 오프라인 수업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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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 CPS를 활용한 수업설계 전략은 수업계획 단계와 수
업실행 단계로 구분되어 개발되었다. 수업계획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구조화된 문제가 아닌 실
제 세계의 맥락을 담고 있는 복잡한 문제의 설정’, ‘교과목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와 활동의
계획’, ‘협력활동을 위한 팀 구성’, ‘해당 시스템과 사고 도구에 대한 사전 안내의 실시’, ‘효과적
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의 구성’과 관련된 다섯 가지 수업설계 전략이 도출되
었다. 수업실행 단계에서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적인 사용’, ‘문제의 성격을 고려
한 CPS 단계의 유연한 설정 및 적합한 사고 도구의 선정’, ‘학습 코치로서의 교수자의 역할’, ‘다
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한 네 가지 수업설계 전략이 도출되었다.
S3CPS의 수업 적용에 대한 참여 학습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시스템의 강점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학습자의 참여’, ‘사전 안내의 도움’, ‘시스템의 사용 기능’ 측면에서 효
과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프라인 진행상의 문제’, ‘시스템 사용 기능의 제한점’, ‘운영체제의
호환성’, ‘인터페이스의 편이성’ 측면에서는 약점이 보고되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한 몇 가지의
취약점이 도출되었으나, 모든 학습자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의 산출에 있어
S3CPS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앞으로의 문제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사용의사를 밝혔다. 이는 본 시스템의 수업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학습자의 반응이라
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학습자의 반응을 토대로 ‘화면크기, 시스템의 구조와 메뉴,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의
개선’, ‘다양한 웹브라우저에 대한 호완성과 시스템 상의 오류 개선’, ‘사고 도구의 기능 개선’,
3

‘팀별 단계 설정의 개선 및 절차의 간소화’, ‘전반적인 시스템의 개선’ 측면에서 S CPS의 개선방

향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프라인 수업 활동에서 창의적 문
제해결을 위한 도구로서 본 시스템의 적용에 대한 의의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창의적 문제해결
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CPS 모형의 단계에 맞춰 한 학기 분량의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거
나(이종연 외, 2007), 해당 시스템을 블렌디드 학습환경에서 학습자들이 오프라인 상황이 아닌
온라인 상황에서 활용한 연구(임철일 외, 2009; 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Lim, Lim, &
Hong, 2013)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프라인 학습 상황에서 특정 수업이 진행되

는 과정 중, S3CPS의 수업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것이다. 교수자는 해당 시스템을 한 학기 강좌
전체에 걸쳐 사용하기 보다는 수업 활동 중 일부에 적용하여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교수자가 수업 활동의 일부분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획할
때, 해당 시스템의 유연한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3

둘째, 창의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대학 강좌에서 교수자가 S CPS를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
는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에서의 세부적인 수업설계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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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새로운 교수․학습 도구나 시스템의 도입은 본인의 수업 방식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던 교수
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또한 CPS 모형을 토대로 개발된 창의적 문제해결 웹사이트
나 시스템을 실제 수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활동 계획안 등의 세부적인 안내가 필
요하다(구양미 외, 2006;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10). 본 연구는 CPS 모형의 주요 원리
를 토대로 개발된 시스템을 각각의 수업 현장에서 어떻게 교수자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로 구분
된 수업설계 전략은 상이한 수업 상황에서 교수자가 본 시스템을 수업에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수업설계 전략은 구체적 수업 맥락에서
S3CPS를 도입하려는 많은 교수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는 CPS 모형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수업 적용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 검증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CPS 모형은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향상시켜 주는 대표적인 모형으
로 여러 실험을 통해 그 효과성을 입증되고 있다(Scott, Leritz, & Mumford, 2004; Wang &
Horng, 2002) 하지만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도구 측면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통해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 그
리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보다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
스템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보다 학습자의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고 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넷째, 대학의 구체적인 수업 맥락에서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포함한 학습자의 창의성 향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상황(임철일 외, 2009; Cheung,
Rudowicz, Yue, & Kwan, 2003)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대학에서의 특정 강좌의 맥락을 반영

한 수업에서 CPS 모형에 기초한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로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신장하기 위해 대학에서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목에 어떻게 통합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 과제를 함께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시스템을 다양
한 전공 혹은 일반교양 강좌를 수강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정 학부 강좌 및 대학원 강좌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시되
는 문제의 유형과 수업 맥락이 상이한 수업들에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사용자의 반응
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3

둘째, S CPS의 적용을 위한 교수자용 수업설계 매뉴얼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개발된 시
스템 사용법과 기능 소개에 관한 매뉴얼뿐만 아니라 교수자가 수업을 설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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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수업모형, 전략, 팁 등이 안내되어 있는 교수자용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각의
수업마다 가지고 있는 상이한 맥락을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 시스템을 유연하게 수업설계에 활
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료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개선점을 토대로 오프라인 상황에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
한 도구로서의 적용 및 수업설계에 관한 설계기반 연구(Design Based Research)를 통해 이를
정련할 필요가 있다. 설계기반 연구는 실천적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과정의 반복적 실행을
통하여 계속적인 이론의 개발과 개선이 이루어지며, 연구자와 현장 참여자의 협력을 통하여 실
제적인 교육상황에서의 효과적 실천을 가져오는 연구방법이다(Collins, Joseph, & Bielaczyc,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확인된 CPS 적용을 위한 주요 수업설계 전략 중 일부

전략들을 반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결과에서 도출한 수업계획 단계와 수업실행 단계
에서의 전략 중 ‘물리적 환경의 구성’이나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수업설계 및 적용에서의
반영이 다소 미흡하였다. 또한 사전에 일부 학생들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연습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설계기반 연구방법을 통한 추후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여 대학 강좌
의 면대면 학습상황에서 학습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자의 수업설계와 운영, S3CPS
기능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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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Case Study of Art and Design Courses*
1)2)

Lim, Cheolil**
Kim, Sungwook***
Han, Hyeongjong****
Seo, Seungil****
3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applicability of the S CPS(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into offline classroom activities. S3CPS is an online system
developed to support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by using the CPS model which
was developed by Treffinger, Isaksen, & Dorval(2000) to provide various reasoning tools that
support both divergent and convergent thinking in each major step of the model. In this
research, cases were analyzed as S3CPS was applied to courses such as the ‘Integrated
Development Studio’ and the ‘Design Studio’ at the College of Arts at ‘S’ University in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derived the role of the instructor in class planning and class
implementation phase, the method of using the system, a team building method, and cautions
when using the system. In addition, responses and feedback given by students shed light on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of the system as well as areas requiring enhancement. Successive
research is needed to continuously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system to actual classes,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al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various class contexts. This research
expects to aid in implementation of S3CPS to support creative problem solving for possible
use as an online system.
Key words: Creativity, Creative Problem Solving, Smart Support System for CPS, Art and
design Co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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