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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요

현대는 산업과 사회에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중요시하고 있다 과거 . 

산업사회에서는 사람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중요시했지만 미래 지식정보, 

사회에서는 사람을 통한 창의성 향상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교육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가지는 창의성에 주목을 하

고 있으며 디자인팀을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에서 창조와 혁신의 역할, 

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의 창의성을 이해하고 디자, 

인팀의 과제수행에서 창의적 결과물의 도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탐색하는 것에 있다. 

연구를 통하여 첫 번째로 디자인 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의 개념을 정

립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을 이해하기위하여 창의성. 

과 팀 창의성 창의성의 구성요인과 사고과정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팀 , 

역동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정립하고 이를 통해 , 

팀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디자인팀 역동성의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디자. 

인팀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으

며 실증적으로 디자인팀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팀 실험 및 분석 가이드를 정립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을 수행하고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을 통하여 . 

팀 창의성 사고과정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고 디자인 과제수행과 , 

결과물간의 영향관계인 역동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 

성에 대한 속성 및 관련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첫 번째 실험데이터와 분석



을 통해 디자인팀 창의성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디. 

자인팀 사고과정인 밀집성의 반복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확산적 사고

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으로서 패턴성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

다 두 번째는 디자인 프로세스 수행시에 발생하는 팀 사고과정에는 정보.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팀 상호작용에는 경쟁요인이 디자, 

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갈. 

등유발요인인 경쟁요인과 디자인결과와의 곡선추정모형을 통하여 갈등이

론상 최적 갈등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실험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자인팀 창의성 증진에 대한 방안

을 도출하였다 본 실험의 분석을 통하여 팀 사고과정에서는 정보요인 팀 . , 

상호작용에서는 경쟁요인과 팀 수행성에서는 피드백요인이 디자인팀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들 요인에 대해 선행연. 

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험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여 창의성 증진 모

형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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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creative organizational 

culture is emphasized in industry and society. In the past 

industrial society, improvement of productivity through people was 

emphasized, but in the futur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it is 

developing with focusing on creativity improvement through 

people. Therefore, we pay attention to the creativity of design by 

focusing on companies and education, and support the design team 

as a cente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products and servic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and to explore the dynamics betwee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creative output of the design team.

Through the research, first, I established the concept of design 

team creativity and team dynamics.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team through previous research. I 

established the concept of creativity, team creativity, creativity 

factor and thought process. The factors related to team dynamic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this way, factors that affect 

team creativity were derived.

Second, I developed an experimental and analytical 

methodology to analyze design team dynamics and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design team activities and their interactions. Also I 

systemized these methods and established a team experiment and 

analysis guide.

 Third, I carried out design team dynamics experiments and 



analyz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data obtained from the experiment, I 

analyzed the process of team creativity thinking process and 

interactions, and analyzed the dynamic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design tasks and the outcomes. 

Through this, I examined the research hypotheses derived from 

the attributes and related theories of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team.

The first notable results derived from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team had a certain pattern 

through experimental data and analysis. When we express the 

repetition of denseness, which is the thinking process of the 

design team, as a graph, it is confirmed that patterning occurs as 

repetition of diffuse and convergent thinking.

Second, the information factor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eam thinking process that occurs during the design process, and 

the competitiveness factor affects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team.

Finally, it is verified that convergence to the optimal conflict 

level in conflict theory is achieved through the curve estimation 

model of competition factors as the cause of conflict and design 

resul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al study, I developed a 

method to improve the creativity of the design team. Through the 

analysis of this experiment, it was proved that information factor 

in team thinking process, competition factor in team interaction 



and feedback factor in team performance are factors affecting the 

result of design team. I derived the creativity promotion model by 

combin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experimental research on these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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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1. 

연구의 배경1.1 

현대사회는 학문분야간의 밀접한 연계를 통한 융합을 중요시하는 방

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산업역시 기술 중심에서 콘텐츠 서비스 경험 . , , 

등의 사용자중심으로의 가치통합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서 각 기업들은 제품과 서비스분야에서 디자인을 통한 창의적인 혁신과 

통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애플 과 같은 스마트폰 컴퓨터 개발 제조 기업이나 구글(Apple) , , ⸱

과 같은 기업 아이데오 와 같은 디자인 비즈니스 컨(Google) IT ,  (IDEO) ⸱

설팅 회사와 같이 성공한 기업들은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있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다분야융합 팀을 구성하여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부터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창조와 혁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 중심의 조직변화는 디자이너 엔지. , 

니어 소프트웨어 마케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디자인팀을 만들거나 디, , , 

자이너간의 세부전공의 경계를 없애고 디자인을 기반으로 상호통합적인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창의적인 발상을 중시하게 유도하고 있다 결과적. 

으로 디자인팀을 중심으로 창의적 인재를 재배치하여 다분야의 융합을 통

한 혁신적인 창의적 제품과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이다.

교육계에서도 디자인학과를 중심으로 기술 경영은 물론 인문 사회, , , 

환경과 융합된 디자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헬싱키공과대. 

학 헬싱키예술디자인대학 과 헬싱키경제대학 등 (TKK), (TaiK) (HSE) 3

개 대학을 통합하여 알토대학 을 출범함으로 서로 다른 (Alto University)

전공분야의 생산적 충돌 을 통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다분야융‘ ’

합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의 미디어(Convergence Education) . MIT

랩 역시 년대부터 예술과 과학을 통합해 창의적 인재양성(Media Lab) 90

을 위하여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학제간 연구를 중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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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어떤 핵심 기술로부터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만 연구하는 것이 아

니라 그 기술을 실현하고 활용가능하게 예술 디자인과 융합하여 새롭고 , 

흥미로운 방법을 통해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과 교육의 새로운 변화는 가치창조리

더로서 디자이너의 창의적 능력과 역할에 대해 새로운 개념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하기에 편리한 디자인팀을 구성하기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 

인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는 디자인팀을 구성하기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현시대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이란 무. 

엇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의성은 어떻게 정의 할 수 있. 

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지에 대한 물음역시 가지게 되었다 또한 , .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창의적이며 디자인 과정을 의미하는 디자인 프로세, 

스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물음을 기반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산업에서 창의적

인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개발을 위해 디자인팀의 구성을 중요시하고 있

음을 감안하여 디자인팀에서의 창의성은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에 대해 본 논

문은 아래와 같이 가지의 연구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를 통하여 이를 객관5

적으로 검증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① 연구문제 디자인과 관련하여 창의성이란 무엇인가1: ?

②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2: , ?

③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가3: ?

④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4: ?

⑤ 연구문제 디자인팀원들의 팀 만족도는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5: 

영향을 주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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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1.2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팀 역동성 분석을 통하여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을 이해하고 디자. , 

인팀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배경에서 제기한 가지 연구문. 5

제를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연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조사되고 . 

분석되며 검증을 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과 , 

방법에 맞게 재 기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 再

우선 연구문제 제기에 대해 본 논문을 통해 밝혀야할 내용들과 연구의 

목적과 방법들의 관계를 시각화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림 < 1 연구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가지의 연구문제의 핵심어는 각각의 문제로부터 첫 번째는 디자인관5

련 창의성이며 두 번째는 디자인팀 창의성 세 번째는 디자인팀 창의성 , , 

양상 네 번째는 디자인팀 창의성 영향요인 다섯 번째는 디자인팀 창의성, , 

의 결과물 영향여부이다 연구문제의 핵심어와 관련된 연구문제의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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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면 속성에 따라 문헌연구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개념 및 요

인항목들을 정립해야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실험연구를 통해 디자인팀 역, 

동성을 분석하고 검증해야할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연구문제 연구방법

연구문제 디자인과 관련하여 창의성이란 무엇인가1 : ?

문헌연구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2 : , ?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가3 : ?

실험연구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4 : ?

연구문제 5 : 디자인팀원들의 팀 만족도는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가             ?

표 < 1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의 방법 > 

연구문제 는 선행연구와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조사 3~5

및 분석을 하고 실험과 통계분석을 통한 검증을 하는 절차를 요구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연구가설로 재기술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 

목적은 제기된 연구문제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수행해야할 조사 및 분

석 내용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재정립하였다.

첫 번째로 디자인 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의 개념을 정립한다. 

디자인팀 창의성을 이해하기위하여 창의성과 팀 창의성 창의성의 구, 

성요인과 사고과정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팀 역동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정립하고 이를 통해 팀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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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디자인팀 역동성의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한다. 

디자인팀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디자인팀 역동성 을 분석할 수 (Design team dynamics)

있는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팀 실험 및 분석가

이드 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Guide) . 

세 번째는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을 하고 정성 정량적 분석을 한다, .

실험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 정성적 분석을 통하여 팀 창의성 사, 

고과정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성을 분석하며 디자인 과제수, 

행과 결과물간의 영향관계인 역동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팀 . 

창의성에 대한 속성 및 관련이론으로부터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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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방법1.3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험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의 첫 . 

번째 목표가 디자인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으로 문

헌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의 개념과 창의성 구성요인 창의성 사고과정에 ,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창의성과 팀 창의성의 관점에서 디자인 과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실험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팀 역동. 

성을 개인행동과 조직행동의 측면에서 구성요인과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를 수행하고 팀 역동성과 디자인의 관계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인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 및 분석방법론 개발

과 세 번째 목적인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분석은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선행실험연구들을 검토하고 앞서 첫 번. , 

째 문헌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팀 역동성에 대한 구성요인 영향요인들을 , 

종합하여 실험방법론을 개발하였다 실험된 데이터는 프로토콜 기반으로 . 

정성분석을 하였으며 정량분석을 위하여 통계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실험연구를 도입한 것은 실증적인 디자인팀 창의

성에 대한 역동성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연구. 

는 주로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하거나 인터뷰 설문조사와 같은 현장조사, 

연구를 한다 디자인팀 작업은 디자이너인 인간의 사고와 행위의 총체적 . 

활동으로 실험을 통한 측정 및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인간의 행위는 자. 

연현상과 같이 주기적 패턴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변인과 결과간, 

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디자인역시 인간의 . 

행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실험 및 측정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손태원 의 연구에 의하면 팀 행동과 같은 조직행동의 연구는 (2004)

사례연구 현장조사연구 실험실 실험연구 현장 실험연구 시뮬레이션과 , , , , 

같이 개의 방법으로 수행이 된다5 .1) 각각의 연구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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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표 과 같다< 2> .

연구방법의 종류 변수통제 변수조작 현실성 연구범위 정확성

사례연구 낮음 낮음 높음 중간 낮음

현장조사 중간 낮음 높음 높음 중간높음

실험실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중간

현장실험 높음 높음 낮음 낮음 중간

시뮬레이션 높음 높음 낮음 중간 중간높음

표 조직행동 연구방법비교 < 2> 

본 연구에서 팀 창의성 분석을 위해 팀 실험연구 방법을 도입한 이유

는 조직행동에서 실험실 연구는 행동과학에 기초하여 변수통제 및 변수조

작 등이 용이한 과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도출된 결론을 실제상, 

황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실 연구는 문헌연. 

구를 통한 선행연구와 실험연구를 통한 가설검증의 연역적 연구

방법론을 취한다 연역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목(deductive research) . 

적이 이미 알려진 이론적 개념이나 개념간의 관계를 새로운 데이터를 통

해 검증하는데 있다.2) 이러한 연구방법의 개념과 이유를 참조하여 본 연 

1)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조직행동연구방법 참조 및 관련 표  , , 2004, p.29. : < 2> 「 」

재인용

2) J, Song., M, Kim., & Bhattacherjee, A., Social Science Research: Principles, Methods, 

and Practices, KOCW Open Access Textbooks, 2014,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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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디자인 팀 실험 연구를 통하여 실제 디자인팀 활동 및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적 유추와 적용을 위하여 실험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는 창의성 관련 개념과 실험 방법론에 대한 

정립은 문헌연구를 통하고 실제 검증 및 결과도출은 디자인팀 실험연구, 

를 통하여 디자인팀 역동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주요한 두 가지 

축으로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그림 < 2 연구의 방법 개요> 

본 연구에서 말하는 디자인팀 실험연구는 산업디자인분야에 대한 실

험연구를 전제한다 디자인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시각 패션 미디. , , 

어 등 모든 디자인분야를 대표할 수 없으므로 산업디자인 분야로 한정한

다 따라서 이하 연구를 진행하면서 사용하는 디자인 디자이너의 표기와 . , 

언급은 산업디자인과 산업디자이너의 축약표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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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구조1.4 

본 연구는 총 단계의 연구구조를 거쳐 진행하였다 디자인팀 창의성5 . 

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고 선행연구로 문헌조사를 통하여 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한 후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한다 디자인팀 실험을 하여 팀 과제수행과 결과물의 비교분석을 통. 

하여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을 도출하고 영향요인 등을 검증한다.

그림 연구의 구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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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연구의 배경을 통하여 연구문제 가지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1 5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살펴본 후 주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한다, .

장은 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를 검토2

하여 창의성에 대하여 폭넓게 이해하고 디자인팀 창의성과 디자인팀 역동

성 연구와 실험 및 분석에 대한 기본개념을 확립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마련된 창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개념들로부터 장1

에서 제기된 연구문제를 실험을 통해 분석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는 가

설을 도출한다.

에서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인 사고과정 등의 선행학자들의 문헌2.1 , 

자료를 검토함으로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한다 또한 창의성의 조직차원. 

의 개념인 팀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 검토함으로 이해의 폭을 확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창의성 사고과정과 디자

인의 창의적 사고과정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비교해 봄으로서 디자인의 , 

창의성 사고과정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본

연구의 실험방향 설정에 근간을 마련하였다.

에서는 팀 역동성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구성요인인 개인행동과 2.2

조직행동의 특성과 요인을 살펴보았다 개인행동은 디자인팀의 구성에 대. 

한 팀 구성원인 디자이너 개인행동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마련해 주며, 

연구목적에 따른 팀 구성과 연구가설 설정을 제공해 주는 중요성을 가지

고 있음을 인지하여 실험방향의 설정에 근간을 마련하였다 조직행동은 . 

디자인팀 구성과 팀 활동에 대한 이해의 기준을 마련해 주며 팀 실험설정

과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또한 팀 역동성과 디자인의 관계를 고찰해 봄으로서 디자인팀 창의성

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행동과 조직행동의 영향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인과 조직 두 가지 행동의 요인과 특성은 다양한 면에서 디자인팀 활, 

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창의성격유형 직무특성 갈등유형 등 직접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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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요인들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서 디자인팀 실험 수행 시 도입할 개

인과 팀 단위의 측정과 평가에 대한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장은 본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 및 분석방법론3

을 개발하였다.

에서는 선행 디자인팀 실험연구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실험3.1

방법개발을 위한 관점을 마련하고 실험설계 목표 및 구조에 대해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실험 및 분석 방법론 개요를 통해 전체 실험연구의 틀. 

을 구성하였다. 

는 개인특성과 팀 특성 실험 및 분석 방법연구로 개인특성 측정 및 3.2

분석 방법을 개발하여 디자인팀을 구성하는 디자이너 개인분석과 이를 기

반으로 팀 구성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실. 

험분석의 해심인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 분석방법론에 대한 연

구를 통해 팀 사고과정을 분석할 기준항목이 되는 창의성요인을 이해 정, 

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 등 개로 정립하였다 팀 상호작용, , , , , , 8 . 

을 분석할 기준항목으로서는 관계성요인으로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 , , , 

응 개로 정립하였다 이들 요인항목들은 실험과정상의 팀원들의 대화속5 . 

성을 분류하는 코딩스킹과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은 빈도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는 디. 

자인팀 창의성 양상을 파악하는데 활용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디자인결과물의 평가는 디자인 개념과 시각화의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디자인개념에 대한 평가는 창의성요인으로 규정하고 . 

독창성 유용성을 구성요인으로 정립하였으며 시각화는 정교성요인으로 , ,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을 구성요인으로 정립하여 각각의 세부 평가기준, , 

을 제시하였다.

실험을 실시한 후에 팀 수행성과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평가는 디자인

팀 사고과정과 상호작용과 연계하여 통계분석을 통한 가설의 검증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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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팀 수행성이 디자인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 할 수 있게 하였다.

장은 본 연구의 두 번째 단계로서 장에서 개발된 실험방법론을 통4 3

하여 디자인팀 실험을 하고 팀 역동성 분석을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의  

양상과 영향요인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은 디자인팀 실험설계로 개 팀에 대한 팀 구성과 주제설정을 통4.1 8

한 실험진행 대한 개요에 대해 기술하고 실험결과로 산출된 팀원별 프로

토콜분석 팀 수행성평가 점수 디자인결과물의 개요와 평가점수를 정리, , 

하였다.

그림 < 4 디자인팀 실험 및 분석 내용> 

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인 디자인팀 역동성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4.2 . 

번째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 분석은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을 

나누어 실시하였다 팀 사고과정의 경우 창의성요인 개의 빈도수에 따른 . 8

그래프를 작성하고 팀별 그래프를 비교분석하여 패턴성을 도출하였다 디. 

자인팀 상호작용역시 동일하게 관계성요인 개의 빈도수에 다른 그래프5

를 작성하고 팀별 그래프를 비교분석하여 패턴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디. 

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프로토콜을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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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공통성을 정리하여 패턴성을 도출하여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요인은 각각 상관분석을 통하여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악하였

다 또한 다중 회기분석을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의 종속변인에 가장 큰 . 

영향을 미치는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독립변인을 도출하고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세 번째는 팀 과제수행에서 도출된 디자인결과물 요인별 . 

평가지수와 팀 수행성평가 요인별 평가지수를 상관분석을 통해 두 변인간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관계성을 살펴보았으며 다중 회기분석을 통하여 , 

종속변인인 디자인결과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팀 수행성 평가요인 

독립변인을 도출하고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험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여 창의성 증진 모형을 도출하였다. 

장은 본 연구에 대한 결론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디자인팀 역동성 연5

구 진행과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에 대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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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1.5 

본 연구에서 디자인팀 실험연구를 기획 수행 측정 및 분석하기 위하, , 

여 다음과 같은 가지의 용어를 정립하였다6 .

디자인팀 역동성1) (design team dynamics)

집단역학 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 , Group dynamics)集團力學

것으로 팀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팀 활동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팀 구성원의 팀 과제수행 중에 . 

발생하는 팀의 역학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2) (design team creativity aspect)

양상은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논리학에

서는 일정한 판단의 타당한 정도를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 

디자인팀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나타나는 창의성의 전개가 유사하거나 

일정한 것을 의미한다.

디자인팀 사고과정3) (design team thought process)

문제를 해결할 때 일어나는 사고의 흐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 

디자인팀 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들 간에 발생하는 창의적 사고의 발상으

로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를 창의성요인 가지로 , , , , , , , 8

정립하였으며 빈도수 코딩스킴 프로토콜 분석의 항목으로 활용한다, , .

디자인팀 상호작용4) (design team interaction)

디자인팀 과제를 수행할 때 팀원들 간에 발생하는 서로 관련되는 과정

과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을 관계. , , , , 

성요인 가지로 정립하였으며 빈도수 코딩스킴 프로토콜 분석의 항목으5 , , 

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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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결과물5) (design team result)

디자인팀 과제수행에 의해 도출된 디자인결과물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디자인결과물의 평가를 위하여 창의성요인 독창성 유용성 과 정( , )

교성요인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두 가지요인으로 구성된 디자인팀 과( , , ) 

제수행의 결과물로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부여하였다.

디자인팀 수행성6) (measuring design team performance)

디자인팀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팀원이 느끼는 팀 활동에 대

한 만족성과 수월성을 의미한다 디자인팀 수행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평. 

가지수화 하였으며 지수는 팀원의 팀에 대한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 , , 

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직무 동료 의 구성요인에 대한 평가항목을 포, , ( , )

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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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역동성 선행연구2. 

창의성의 개념과 이해2.1 

창의성의 개념2.1.1 

창의성 은 라틴어의 와 그리스어 (Creativity) ‘cre re’ ‘krainein’ā
에서 유래한 것이다.3) 창의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정의하는 것은 다소 차 

이가 있다 우선 창의성을 새로움 과 유용성 의 두 . (novelty) (usefulness)

가지 기준으로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이자 게슈탈트이. 

론의 창시자인 는 창의성은 과거에 전혀 관련이 없는 Max Wertheimer

사물들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 양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정의 하

였으며 창의성 연구의 효시인 는 창의성은 새롭고 신기, Guilford(1959)

한 것을 낳는 힘으로 문제해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답보다는 새로운 답이, 

나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제시하는 능력이라 하였다.4) Amabile 

은 창의성을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또는 산출물을 의미한다고 (1983) , 

하였다.5) 은 새롭고 놀랄만한 산출물을 만들어 그것을 통 Urban(1995)

하여 문제를 유용하게 해결하는 것이라 하였다.6) 

같은 범주로 정의된 창의성의 개념을 보인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

보면 조연순 등 은 창의성이란 개인 또는 집단의 창의적 특성이 창(2008)

의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새롭고 유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능력으로 말하고 있다.7) 최인수 는  (1998, 2003)

3) 송영은 박규원 디자인 창의성평가 지표 현황과 특성 분석에 따른 대안 제시 브랜드디자인 , , , 「 」

학연구, Vol.12 No.2, 2014, p.271.

4) Guilford, Traits of creativity. In H. Anderson(Ed.).Creativity and its Cultivation, Harper, 

NY, 1959, pp.142~161.

5) Amabile,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New york:springer-verlag, 1983.

6) Urban. K. K, Creativity: A componential approach. post conference China meeting of the 

11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Beijing, China. August5-8, 1995.

7)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대학생의 전공과 성격에 따른 창의성 인식 비교 창의성 교육 이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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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황이나 과제에 관하여 새롭고 적절한 아이(novel) (appropriate) 

디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와는 다른 관점을 보이는 학자들은 창의성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경험이나 지식과 같은 정보를 재가공함으로서 

새로운 것을 조합해내는 것으로 관점이다 과학적 방법론과 경험론의 철. 

학자인 은 경험과 습관을 자료로 하여 그것을 기억이나 관념의 D. Hume

형태로 가공해내는 정신의 운동능력을 창의성으로 보았으며, Rogers 

는 창의성을 새로운 문제해결 방안을 생성해내는 창의적 사고의 (1954)

과정으로써 개인의 독특성과 그 개인을 둘러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아, 

이디어 사물 기술의 접근방법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 능력으로 보, , 

았다.8) 국내 학자로는 이성진 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과거의 경험 (1985)

과 지식을 끌어내고 새로이 조합함으로써 가치 있는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김미현 은 의 , (2001) Mumford & Porter

연구를 재정립하여 창의성은 무 에서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지식( )無

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합하거나 조합하여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9)

이상으로 학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창의성이란 기, 

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정보로 활용을 하여 창의성이란 독창적인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새롭게 조합하여 유용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재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창의성이란 결과를 . 

중요시하여 무 에서 유 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의 개념이 아닌 이미 ( ) ( )無 有

존재하는 개념이나 지식 경험과 사물 등을 전제로 발현이 된는 것이다, .

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21.

8) Rogers, C. R. (1954). Toward a theory of creativity.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11(4), pp.249~260.

9) 윤정일 창의적 인재양성과 효율적 교육체계의 구축 한국교육개발원 정책토론회 자료 , , , 2006, 「 」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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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5 창의성의 개념 > 

일반적으로 창의성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창의성

의 전제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이다 세기 초까지 창의성의 개념. 20

은 과학자 예술가 등이 과학적인 발명 및 발견 예술적 창작을 수행하는 , , 

데 요구되는 능력으로 생각되어 일반인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창조적 개념

으로 생각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창의성의 개념은 년. 1950

대 미국의 심리학자 를 선두로 창의성에 대한 심리측정 접근 연Guilford

구가 소개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10)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창의성에 대한 연구접근은 세 가지의 

관점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11)

첫째 창의성을 게슈탈트 심리학을 기초로 인지와 지극을 중, (Gestalt) 

심으로 인지심리학적으로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연구는 하나의 아. 

이디어를 재구성하거나 다수의 아이디어를 조화롭게 하여 더욱 새롭고 좋

은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데 중점을 둔다.

둘째 인본주의나 정신분석학 분야를 기반으로 창의성의 정의적인 측, 

면인 성격과 내적 경험 등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연. 

구의 경향은 창의성을 지적능력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지능이아무리 높다, 

고 해도 창의적인 성향이 없으면 창의적 산물이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10) 미국의 심리학자 의사 주관적 심리현상을 양으로 측정하 Joy Paul Guilford ( · , 1897~1987) ; 

는 정신물리학 의사로 색상 색조 명도 채도가 남자와 여자에게 일으키는 상대적인 정서반응을 · · ·

연구했으며 창의성과 관련된 지적 구조모형 모형 을 제안하였다(Strucrure of Intellect Model : SI ) .

11) 김남성 창의성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 . , Vol.25 「 」

No.1, 1995,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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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창의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 . 

학자로 는 인지적 접근을 통해창의성은 특정한 목적을 가Taylor(1988)

진 집단이 유용성과 지속력이 있는 신기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였으며,12) 는 창의성이란 곤란한 문제를 인식하고 Torrance(1972) ,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내고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며 그 결과, , 

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13) 이는 창의성이란 인지능력과 사 

고과정을 중요시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창의성에 대한 연구 접근방법을 살펴보더라도 어느 한 입, 

장에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다면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을 정의적 측면 과정과 결과적 측면을 모두 포한한 개념으로 이해, 

하는 것이 인간의 다양한 창의성과 관련된 능력을 이해하는데 보다 폭넓

은 시각을 제공해 줌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의 구성요인2.1.2 

창의성의 구성요인은 창의성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창의성의 구성요인에 . 

대해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학자들

이 창의성의 개념에 접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은현 등 의 연구(2003) 14)에 의하면 는 지능구조 모Guilford(1956)

형에서 지능구성요인의 연구를 발전시켜 창의력의 구성요인을 상세히 밝

힌바 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창의성의 기본 구성요인으로 하며 . , , 

12) Taylor, C. W., Various approaches to and definitions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 Contemporary psych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99~121.

13) Torrance, E. P., Can we teach children to think creatively?,Journal of Creative Behavior, 

6(1), 1972, pp.114~143.

14) 성은현 박병기 김선 창의성 개념과 이론 영재와 영재교육 , , Vol.2 No.1, 2003, p.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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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핵심요인이라 규정하였다 확산적 사고란 정답이. 

나 오답이 없고 상상력을 동원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많은 해

결책을 산출해 내도록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그는 후속 연구를 . , 

통하여 확산적 사고 외에 문제를 재정의 하는 능력 문제에 대한 민감성, , 

답을 결정하기 전에 그것을 평가하는 능력 문제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능, 

력 직관력 등이 창의성을 구성하는 세부요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 . 

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가 요인분석을 통하여 주어진 정보Cattle(1971) , 

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이끌어 내는 능력인 유동적 지능(fluid 

을 창의성의 주요인으로 보았고 결정적 능력intelligence) (crystallized 

유창성 융통성 을 부요인으로 제시하였음ability), (fluidity), (flexibility)

을 연구하였다.

김은주 의 연구(2008) 15)에 의하면 는 창의성의 구성Williams(1980)

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호기심 모험심 복합성 상상력, , , , , , , 

을 제시하여 인지적인 측면과 정의적인 측면을 통합하는 차원적인 모형3

을 제안하였다 또한 는 창의적 사고력 검사. Torrance(1966) (TTCT: 

를 제안하면서 Torrance Test of Creativity Thinking) Guilford(1956)

의 발산적 사고능력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포함된다고 개념, , , 

을 확장하였다. 

국내연구자로 전경원 은 유아용 창의성평가연구를 수행하면서 (1995)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과 상상력을 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 .16)

이상으로 국내외 학자들의 선행연구들로부터 도출한 창의성의 구성요

인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과 같다< 3> .

15) 김은주 디자인 창의성평가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초조형학연구 , , , Vol.9 No.2, 2008, 「 」

개념재정립 및 종합 표 수정인용p.177. / , < 3> 

16) 전경원 유아용 종합 창의성 검사 한국유아교육원 전경원 교수는 년 한국유아 , , , 1995 : 1995「 」

교육원과 만 세부터 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용 검사도구지 개발을 진행하면서 창의성영역으로 4 6

주로 측정하고자하는 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상상력으로 규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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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 창의성 구성요인

Guilford(1959)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 , 

Cattle(1971) 유동적 지능 결정적 능력 유창성 융통성, , , 

Guilford(1975)
문제에 대한 민감성 사고의 융통성 사고의 유창성 독창성, , , , 

재구성력 정교성, 

Williams(1980)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호기심 모험심 복합성 상상력, , , , , , , 

Torrance(1966) 발산적 사고능력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포함, , , 

전경원(1995)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 , 

표 창의성 구성요인 종합< 3> 

창의성의 구성요인 연구 중에서 의 년 연구와 년 Guilford 1959 1975

연구에서 보완한 가지요인이 창의성의 구성요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6 , 

오늘날 대부분의 창의력 검사에서 응용된다 일반적으로 학자들과 연구자. 

들 사이에 통용되는 창의성 구성요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제에 대한 민감성 (1) (Sensitivity)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해결이 불충분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보통 , 

사람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문제

를 민감하게 알아내는 능력이다. 

사고의 융통성(2) (Flexibility)

융통성은 남들과 전혀 다른 사고 수준의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능력

이다 이것은 종래의 타성적인 사고방식과 고집성에 벗어나서 다양한 .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평범한 방법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사고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사고의 유창성(3) (Fluency)

유창성은 정해진 주제 영역 내에서 얼마나 무수한 아니디어를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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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가와 관련된 능력이다 이 중에는 말의 유창성 연상의 유창. , 

성 표현의 유창성 아이디어의 유창성이 포함되어 있다, , .

독창성(4) (Originality)

독창성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내지 못했던 새로운 아

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이것은 타인이 내놓지 않은 형태의 . 

생각을 내놓는 능력과 시간적으로 동떨어진 또는 논리적으로 무관계

한 것을 연결시키는 능력이다.

재구성력(5) (Reorganization)

기존의 일반적인 생각이나 산물을 다른 목적이나 관점에서 재구성하

는 능력이다 이것은 잘 알고 있는 것을 새로운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서 그것에 대한 오래된 견해를 포기하는 능력이다.

정교성(6) (Elaboration)

정교성이란 아이디어에 세부적으로 뼈와 살을 붙이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일체의 사물을 계획하기도 하고 검증하기도 하며 분석하기도 , 

하는 경우에 필요한 능력으로써 예를 들면 주어진 커다란 계획을 손, , 

질하여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자세한 단계를 만들어서 실행 가능한 것

으로 하는 능력이다.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살펴보면 각 학자들 마다 규정하는 내용을 달랐

지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의 가지의 공통요인을 정리 할 수 , , , 4

있다 창의성의 구성요인에 대한 개념은 본 연구에서 팀 창의성의 사고과. 

정을 이해하는 근간을 마련해 줄뿐만 아니라 디자인 팀 창의성의 발현으, 

로 도출된 팀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관점을 고찰 해볼 수 있게 하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팀 창의성 실험의 설계와 분석방법론에서 팀 결과물 평. 

가의 배경이론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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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사고과정2.1.3 

창의성의 개념을 규정한 학자들은 또한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고과정

을 이해하기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성은현(Thought process) . (200

3)17)과 이옥주(1984)18) 이민아, (2003)19)등은 창의성 이론의 선구자

들인 등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창의성Wallas, Rossman, Schilling 

의 사고과정을 정립하였다.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정의하는 방법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

이고 있지만 정리하여 보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전통적인 . , 

방식은 창의적 과정이란 개인이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가는 단계

라고 보는 것이다 둘째 창의적 과정을 지각에 있어서의 변화로 보는 것. , 

이다 즉 창의적 과정을 한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각되지 않았던 새로. , 

운 아이디어의 결합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의미부여 새로운 시사 혹은 새, , , , 

로운 응용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창의적 과정을 창의적 사고기법으로 보. , 

려고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창의적인 사람들이 참신한 작품이나 아이디. 

어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가장 대. 

표적인 이론가인 Wallas20)를 중심으로 등의 Dewey, Rossman, Fabun 

학자들의 창의성 사고과정 이론에 대한 단계별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7) 성은현 박병기 김선 창의성 개념과 이론 영재와 영재교육 , , Vol.2 No.1, 2003, pp.34~38.「 」 

18) 이옥주 창의성의 특성과 측정에 관한 연구 아동기 창의성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자 , : , 「 」

대학논문집, Vol.No.13, 1984, pp.231~232.

19) 이민아 창의성 이론으로 분석한 창의적 환경과 과정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 , , 37「 」

호, 2003, pp.40~41.

20) 영국의 교육자 공무원 정치학자 인간형태연구에 경험적 접 Graham Wallas ( · · . 1858~1932) ; 

근방식을 도입 발전시키는 데 공헌한 인물로 년 월러스는 옥스퍼드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 . 1877~81

년 페이비언 협회에 참여했으며 년 런던경제대학의 교수로 취임해 년 은퇴할 때까지 1886 ,1895 1923

재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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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1) Wallas 4

창의적 사고의 단계를 준비 단계 부화 단계 발현 단계 검증 단계로 , , , 

나누었다. 

준비 단계 (preparation stage)① 

문제 해결의 준비 활동을 하는 단계로써 문제에 대해 자유스럽게 사고

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해결 대안을 탐색하는 등 자연스럽게 여러 제, , 

안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가지는 단계로 문제를 의식하고 여러 각도

에서 분석함으로써 그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탐구한다 문제를 명료. 

하게 한다는 것은 곧 그 해결안을 조명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문제를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 문. , 

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부화 단계 (incubation stage) ② 

문제 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떠오르는 기간이 짧

게는 몇 분에서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다 준비 단계. 

에서 접했던 문제의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떠오르지 않고 시간 간격을 , 

두고 떠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부화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 

적 활동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소극적 무의식적인 활동으로서 개인이 원래의 문제에 대해서 , , 

의식적으로 생각을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적극적인 무의식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문제 , , 

상황에 관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원래의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발현 단계 (illumination stage) ③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

결책을 찾아내는 단계이다 계속적인 부화 단계를 거쳐 갑자기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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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관이나 통찰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부화가 충분히 이루어. 

지면 순간적으로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나오듯이 무의식적 정신 작

용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감추어져 있던 아이디어가 아하 하고 떠‘ ’

오르는 단계이다 현대 과학에서 거의 대부분의 창의적인 산출물은 바. 

로 발현 단계의 산출이다 그러나 발현 단계가 언제 나타날 것인지는 . 

아무도 알 수 없다.

검증 단계 (verification stage) ④ 

발현 단계에서 나타난 해결책은 검증 단계를 거쳐 확정된다 검증 단. 

계에서는 암시된 해결안으로써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면 그 아이디어를 완전한 아이디어로 정

리하여 적용하게 된다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디어는 계속적으로 . 

검토 발전된다· .

의 단계(2) Dewey 5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는 사고하는 방법에서 수학이Dewey

나 과학 등 자연 학문을 기초로 과학자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기초

로 창의적 사고의 다섯 단계를 제안했다 상호관련을 파악하는 반성적 사. 

고 가 경험의 재구성 과정에 반드시 작용한다는 사(reflective thinking)

실을 강조하면서 경험은 곧 실험이고 탐구이며 문제해결의 과정이라고 , 

간주하였다.

문제점 관찰 (identify)① 

필요성과 문제점을 감지하며 느끼고 관찰을 한다.

문제점 정의 (refine)② 

핵심적인 문제점이나 문제 상황선정의 활동을 통해 문제를 더 명백하

게 정의한다. 



- 26 -

해결안 제시 (develop)③ 

하나이상의 가능한 해결 대안이 출현하고 제시한다.

해결안 분석 (analysis)④ 

가능한 해결책을 분석하고 결과 추리 및 평가를 한다.

해결안 검증 (test)⑤ 

해결책을 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잠정적으로 안정된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단계이다.

의 단계(3) Osborn 7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7

단계의 과정을 설정하였다.

방향결정 단계(orientation)①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잠정적으로 결

정하는 단계이다.

준비 단계 (preparation)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이를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 준비하는 단계이다. 

분석 단계 (analysis)③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관념 형성 단계 (ideation)④ 

아이디어를 기초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이다.

숙고 단계 (incubation)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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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대안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조용히 생각하는 단계이다.

종합 단계 (synthesis)⑥ 

문제를 부분별로 떼어내 고려했던 해결책을 전체적인 틀 속에 짜 맞추

는 단계이다.

평가 단계 (evaluation)⑦ 

최종적으로 나타난 아이디어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의 단계(4) Rossman 7

은 명의 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실시하여 얻은 자Rossman 710

료를 기초로 창의적 사고과정을 의 단계설을 단계설로 확장Wallas 4 7

하였다. 

문제점관찰 (observation)① 

해결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를 관찰한다.

필요성분석 (analysis)② 

필요한 것을 분석하는 단계로 문제 형성 및 정의를 한다.

정보검토 (survey)③ 

무의식 작업 복합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정보를 탐색한다, .

해결방안 (formulation)④ 

모든 가능한 객관적 해결책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비판적 분석 (critical analysis)⑤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제안된 해결책의 장단점을 따져가면서 비판적으

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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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invention)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단계이다.

검증 및 선택 (experimentation)⑦ 

가장 유망한 해결책을 검증하고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단계를 통해 최

종적인 것을 선택하고 완벽하게 한다.

의 단계(5) Fabun 7

의 창의성 사고 단계에 단계를 추가하여 단계의 창의적 사고 Wallas 3 7

단계를 제안했다.

욕망의 단계 (desire)① 

사고하는 사람은 문제 자체에 의해 자신의 평형 상태를 위협받게 되

어 해결책을 찾고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

준비 단계 (preparation)② 

자료를 수집하며 해결 대안을 탐색한다, . 

조작 단계 (manipulation)③ 

사고자는 아이디어 또는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한다.

부화 단계 (incubation)④ 

문제의 해결책을 다양한 방면으로 자유롭게 구상한다.

암시 단계 (intimation)⑤ 

무언가를 곧 성취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단계이다.

조명 단계 (illumination)⑥ 

여러 가지 대안들 속에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검증 단계 (verification)⑦ 



- 29 -

암시된 해결안으로써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인지를 검증하고 이를 채

택한다.

이상으로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조사해본 결과 

의 단계 의 단계 의 단계 의 단계Wallas 4 , Dewey 5 , Osborn 7 , Rossman 7 , 

의 단계 등과 같이 각각의 학자들 마다 규정하는 사고단계의 수와 Fabun 7

내용을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 문제의 해결안을 제, 

안하는 단계 해결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단계 해결안에 대해 평, , 

가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안을 수행하거나 검증하는 단, , 

계로 정리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창의성의 사고과정에 대한 개념은 팀 창의성의 사고과정

을 이해하는 근간을 마련해 주고 디자인 팀 창의성을 발현하는 디자인 , 

사고과정 즉 디자인 프로세스와 연관성을 고찰 해볼 수 있게 하는데 의, 

의가 있다 또한 향후 팀 창의성 실험의 설계와 분석방법론에서 팀 과제.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팀원들 간의 창의성 사고과정의 양상을 분석할 

수 있는 배경이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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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창의성의 개념2.1.4 

창의성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앞. 

서 창의성 선행연구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초기 연구자들은 주로 개인 특

성으로서의 성격요인과 인지요인으로서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였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창의성 연구자들은 개인. 

의 특성을 넘어서 점차 집단 및 조직 차원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연구에 

포함시키게 되었다. 

이건희 김진선 최인수 와 같은 연구자들은 , , (2015) Sternberg & 

에 대한 연구Lubart(1991), Woodman, Sawyer & Griffin(1993) 21)를 

통해 이러한 경향은 집단의 창의성이 전체 조직의 성과 및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장의 실제적인 관심의 증가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은 연구를 통해 뛰어난 한 개인의 창의적인 성과에 의존Amabile(1995)

하기보다는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창의성을 관리하고자 하는 새

로운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덧붙여 과 . Drazin, Glynn

은 조직 내 환경적 요소들 중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Kazanjian(1999)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개인 집단 조직 차원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 , 

였으며 미국의 심리학자인 는 체계모델이론, Sawyer(1995) (Systems 

을 바탕으로 창의성에 대한 연구의 초점이 개인변Theory of Creativity)

인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조직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

였다. 

이처럼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개인 성격이나 인지의 차원을 넘어 팀이

나 집단 차원에서 창의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논의된 창의성 연구를 . 

바탕으로 팀 창의성의 개념과 정의 요인들을 집단 또는 조직 창의성을 , , 

포함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21) 이건희 김선진 최인수 국내 조직창의성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 조직 내 외적 환경요인을  , , , : ·「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 Vol.15 No.3, 2015,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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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창의성의 개념을 종합한 연구22)를 보면 해외 연구로는 Ellemers 

는 팀 창의성을 집단의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이라고 보& Rijswijk(1997)

았으며 과 는 개인의 창의적 행동 투입 개인들에게 , Hoyt Gerloff(1999) , 

수반된 집단구성요소와 같은 상호작용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프로세스 , 

등이 작용하는 것을 팀 창의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은 팀 , Brown(1998)

창의성이란 유창성이 반영된 팀 내에서의 발산적 사고로 정의하였다. 

는 아이디어의 유연성을 반영하는 집단내의 확산적 사고를 Paulus(2000)

창의성으로 보았다.

국내연구를 살펴보면 김지혜 는 팀 창의성이란 집단구성원 개, (2010)

개인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

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서용원. (2005)

은 조직의 창의성이란 구성원들에 의해 가치 있고 새로 우면서도 동시에 

유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 절차나 과정이 생성되는 것으로 정의, , 

하였다 또한 권상순 은 집단 구성원들의 개별 창의성을 바탕으로 . , (2000)

상호작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조기순 은 일상적으로 자기정체성을 공유한 , (2009)

집단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서 협력하고 상호작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

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팀 창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종락 은 . (2012)

집단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개인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통해 각 구성원들

이 상호작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대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팀 창의성이라고 정의하

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과 같이 팀 창의성이 개인의 창의성과는 다르게 정

의되는 것은 팀 조직 내에서 창의성이 구성원에 의해 발현된다는 특수성, 

에 기인을 한다 김태훈 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의 . (2015)

22) 안정호 임지영 공학교육 사례소개 공대생들의 협동학습에서 성격특성 및 창의적 문제해결 , , : 「

스타일과 팀 창의성 공학교육연구, , Vol.15 No.6, 2012, p.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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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팀 구성원의 창의성과 팀 창의성의 차이성

을 규명하였다.23) 등 은 팀 창의성은 구성원들의 개인  Woodman (1993)

창의성에 대한 함수지만 팀원 개인들이 가지는 창의성의 단순한 합과 같, 

지 않다고 하였다 등 은 개인 창의성과 팀 창의성을 구분 . Stokes (2010)

지을 필요에 대해서 팀원들의 개인 능력과 이들의 합은 아주 중요하지만, 

개인 창의성 이 높다고 해 서 반드시 집단 및 팀 창의성이 높은 것만은 아

니라고 하였다 이는 팀원들 개인의 창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팀 특성. 

이나 환경으로 인하여 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여 팀 

창의성 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창의적인 개인이 팀 창의성을 결정하지

는 못한다는 의미이다 와 는 개인 한 사람의 지식. Paulus Nijstad(2003)

보다 집단 구성원들의 지식의 합이 더 크고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기술도 개인보다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 

면 개인들에 비해 개인의 집단으로 구성된 팀의 구성과 영향관계에 따라 

팀이 발휘하는 창의적 성과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안정호 임지영 과 김태훈 의 연구를 통해 다, (2012) (2015)

양한 학자들의 팀 창의성 연구를 고찰해 본 바에 의하면 팀 창의성이란 2

명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의성을 발휘할 때  , 

상호작용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해결안을 도출할 때 발생하는 창의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팀 창의성의 특징은 개인 창의성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도출하는 점에서는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속성에 있어서는 개인, 

의 창의성과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며 개인의 창의성이외에 팀을 구성하, 

는 내부와 외부 요인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특성을 갖는다.

팀 창의성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로서 팀 창의성에 대한 이해와 , 

속성파악은 디자인팀이 과제수행 때 발생하는 디자인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팀 창의성은 개개인의 창의성에 초점을 . 

23) 김태훈 공학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팀 창의성의 정의 및 하위 영역과 요소도출 공학 , , 「 」

교육연구 제 권 제 호18 3 ,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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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추기보다도 팀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의성이 발현되고 영향을 준다

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실험설계와 분석방법론 개발에 기본이 되는 관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창의성과 디자인2.1.5 

창의성은 디자인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창의성이 없는 디자인은 존. 

재할 수도 없으며 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 수행은 창의성을 전제로 하며 디자인 과정역시 . ,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과역시 창의적인 , 

결과물을 요구하고 있다.

창의성과 디자인의 관계성을 규정하기 위하여 디자인과 창의성의 관, 

계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김동하 의 . (2016)

연구24)에서 는 디자인은 창의성을 필수요소로 다루며 물Daley(1982,)

리적 세계의 우리경험을 체계화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Brown(2009)

은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를 인용하여 Charles Eames

제약사항 없이는 디자인이 성립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하여 창의적 역량이 , 

발휘된다고 하였다 는 그의 저서 에. Finke(1990) ‘creative Imagery’

서 창의성은 실용성과 독창성을 지닌 제품이 라고 정의하며 디자인의 조

건을 창의성을 위한 기본적인 틀로 해석하였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시화(1981)25)는 디자인은 주어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조형 요소들 가운데서 의도적으

로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창조활동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실체

라 하였으며 오병권, (1999)26)은 디자인은 흔히 목적 조형 즉 기능을 , , , 

24) 김동하 디자인 창의성의 저해요소 디자인학연구 , , , Vol.29 No.3, 2016, p.79.「 」

25) 정시화 현대디자인 연구 미진사 , , , 1981, p.27.「 」

26) 오병권 디자인과 이미지 질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 , 1999, p.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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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시키며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고 한다고 말하면서 창의성에 대해 실용, 

을 지향하는 적극적 사고로 정의하였다 김은주. (2008)27)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존의 디자인요소 또는 전혀 새로운 요소들

을 의도적으로 선택한 후 그것을 독창적이고실용적으로구성하는창의적인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조성근. (1999)28)은 디자인은 실용성을 지닌 하나

의 창조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키는 조형 활동이

다 디자이너의 창의성은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창. , 

의적인 상상력을 결합시켰을 때 얻어진다고 보았다.

그림 < 6 창의성과 디자인 창의성의 관계>

 

디자인과 창의성의 관계를 논한 연구를 살펴보면 창의성과 디자인은 ,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 

롭게 조합하여 실제 해결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이러한 행위는 사물이나 행위를 다양하고 새로운 각도로 관찰하. 

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는 자세 또는 사고방식을 요구하게 

27) 김은주 디자인 창의성평가도구 개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 2008, p.20.「 」

28) 조성근 산업 디자인 논술 한빛지적소유권센터 , , , 1999, p.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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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나 지식을 요구조건에 맞게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키는 사고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의성과 디자인에 대한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하여 디자인의 창의성을 

재정의 해볼 수 있으며 디자인의 과정이 창의성의 사고과정과 동일한 개, 

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창의성을 새롭고 적절한 것. , 

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 심리학 교육 등의 학문에서 창의, 

성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 볼 때 디자인의 창의성은 여타학문의 창의성이 , 

추구하는 근본 개념을 창의적 결과물의 도출로 구체화하고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 의해 체계화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인 창의성은 디자인 사고과정과 이를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정립

한 디자인 과정 즉 디자인 프로세스 에 대해 고찰을 해, (Design Process)

봄으로서 명백해 진다.

디자인 사고에 대한 정의나 특성에 대해 언급한 학자들을 살펴보면, 

은 디자인적 사고는 협업과 인간중심적인 사고에 기반을 Brown(2010)

하여 양질의 아이디어를 확보하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디자인 사고는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사. , 

람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능력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도출된다고 보았다. 

은 예술적 기반에 의거해 훈련된 디자이너들과 과학적 기Young(2010)

반에 의거해 훈련된 기술자들 간의 협력에 기반으로 하여 디자인적 사고

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다양한 분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업의 중요, 

성을 언급하였다.29) 이러한 디자인사고의 정의는 창의성뿐만 아니라 디 

자인의 작업이 대체로 조직 내에서 팀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은 산업적 특성상 창의성의 결과는 단순. 

한 모방이나 자연 현상의 재현이 아닌 독창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29) 이도현 윤지현 강성주 집단 창의성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서 과학 교육에 디자인적 사고의  , , ,「

도입과 속성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Vol.34 No.2, 2014,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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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물론이며 팀 창의성을 통한 디자인 문제의 효과적 해결이라는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러한 디자인 사고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

기 위하여 정립이 되었다 앞서 과 등. Wallas, Rossman, Dewey Osborn 

과 같은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의성의 사고과정은 문제의 발견과 

해결안의 도출이 핵심을 이루고 있음을 주지하였다 이러한 창의성의 사. 

고과정을 디자인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디자인학자들의 노력

이 있었다.

박찬준 이재용 은 디자인 프로세스 연구, (2015) 30)를 통하여 프로세스

의 발전을 세대로 구분을 하였다 세대는 과 3 . 1 Christopher J. Jones D. 

가 년대 시카고 박람회에서 소개한 시스템과학에 기반을 Thomely 1960

둔 과학과 논리 기반의 선형적 디자인 프로세스이며 세대는 년대 , 2 1970

디자인 문제는 과학적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정리한 Horst 

의 참여적 프로세스로이다 세대는 의 추측과 논박Rittel . 3 G. Broadbent

의 모형으로 디자이너의 여러 개 해결안 중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 본 경

험을 바탕으로 최적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된 것을 결과물로 

도출하는 과학적인 입장의 프로세스이다 조성근 은 산업디자인 프. (1997)

로세스 모형31)으로 아키라 하라다의 Papanek, Watt, Archer, Dixon, 

디자인 프로세스를 연구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대표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를 학자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 디자인 프로세스(1)Christopher

년에 디자인 방법 저서를 통해 디자인 프1970 ‘ (Design Method)’

로세스를 제시하였다.

30) 박찬준 이재용 디자인 프로세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 , , 2015, pp.6~16.「 」

31) 조성근 산업디자인 프로세스 조형교육 , , , 1997, pp.231~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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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Analysis)① 

모든 필요조건들을 나열하고 이것들을 연관된 성능 명세서, 

에 사양을 정리하여 신제품 개발의 방침을 확인한다(specification) .

종합(Synthesis)② 

각각의 개별적인 성능 명세서에 대한 해결안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절

충을 통해 이것들로부터 종합적인 대안을 구성한다.

평가(Evaluation)③ 

최종 디자인 대안이 결정되기 전에 조작성 생산성 판매성에서 어던 , , 

대안이 성능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정확도를 평가한다.

의 디자인 프로세스(2) Archer

년 디자이너를 위한 체계적 방법1965 ‘ (Systematic Method for 

에서 현대적 의미의 체계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Designers)’

였다.

프로그래밍(programming)① 

중요한 논쟁점들을 확인한다 활동진행과정을 제안한다. .

자료수집(data collection)②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면 보관한다.

분석(analysis)③ 

부차적 문제들을 파악한다 성능 명세서를 준비한다 제안된 프로그램. . 

과 초기의 평가를 재평가한다.

종합(synthesis)④ 

개략적인 디자인 제안을 준비한다.

발전(development)⑤

프로토타입 디자인을 개발한다 타당성 연구를 준비하고 실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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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communication)⑥ 

생산서류를 준비한다.

의 디자인 프로세스(3) Pahl and Beitz

년 단계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안하며 단계의 업무와 개의 1984 4 5 5

산출 결과물을 제시하였다.

작업의 명료화(planning and clarifying)① 

해결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조건과 제한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개념적 디자인(conceptual design)② 

기능의 구조를 확립하고 적당한 해결원리를 탐색하며 다양한 컨셉을 , , 

조합한다.

구체화 디자인(embodiment design)③ 

디자인 컨셉에서 출발하여 디자이너는 설계를 결정하고 기술적 경 , , 

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적 제품 및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한다.

상세 디자인(detail design)④ 

모든 개개 부품의 배치 형태 크기 및 표면 성질들을 최종 결정하며 재, 

료들을 지정한다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모든 도면들과 . , , 

기타 생산서류를 작성한다.

의 디자인 프로세스(4) IDEO

년 를 포함한 명의 공학도와 디자이너에 의해 설립1978 David Kelly 4

된 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이다IDEO . Desugn thought 

라고도 불리며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process , 

인 팀 브라운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CE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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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observation)① 

다양한 관점을 통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비디오를 촬영하거나 인터뷰, , 

를 실시하는 등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찾아낸다.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② 

관찰한 내용을 갖고 전문가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제시, 

된 의견은 모두 수용한다.

신속한 프로토타이핑(rapid Prototyping)③ 

시험용 모델을 만들어 실제 상황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성을 테스트 해

봄으로서 더 쉽게 문제해결의 해답을 찾고 의사 결정과 혁신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한다.

개선 (refining)④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적용 가능한 디자인을 몇 가지로 압축 이 ,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세심한 . 

의견을 반영 미세한 부분에 대한 디자인 개선작업이 이뤄진다, .

실행 (implementation)⑤ 

디자이너 엔지니어 등 제품생산과 관련한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 최, , 

종적인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고찰해 본바와 같이 창의성 창의성의 사고과정 팀 , , 

창의성 디자인의 창의성과 디자인 사고과정으로서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 

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창의성과 디자인의 궁극적인 공통점은 문. 

제의 발견 문제의 정의 가능한 해결안의 생성과 이를 실현해 낼 수 있는 , , 

것에 있다 창의성을 문제해결 과정으로 연구한 과 . Dewey, Osborn

과 와 등의 이론들은 Parnes, Isaksen Treffinger, Basadur, Runco Dow 

대개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진 프로세스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들 학자. 

들의 이론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제시한 학자들의 이론을 다음 표 < 4>32)

과 표 와 같이 정리 하였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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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론

의 Dewey

문제해결

학습 절차

Osborn-

의 Parnes CPS

과Isaksen

의 Treffinger

CLM

의 Basadur

완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

와 Runco

의Dow

창의적 사고 

모델

단

계

1 문제인식 1 혼란발견

1
문제

이해
1

문제

발견

아이

디어

<->

평가

1
문제

발견

2 문제정의 2 자료발견

3 가설제안 3 문제발견

4 가설검증 4
아이디어 

발견
2

아이디어

생성
2

문제

해결

아이

디어

<->

평가

2
아이디어 

생성

5 일반화 5 해결책 발견

3
수행 

계획
3

해결

수행

아이

디어

<->

평가

3 평가
6 수용단계

표 < 4 문제해결과 관련된 이론들> 

Archer Christopher 과 Pahl Beitz IDEO

단

계

1 프로그래밍

1 분석

1 작업의 명료화 1 관찰

2 자료수집 2 개념적 디자인 2 브레인스토밍

3 분석

2 종합

3 구체화 디자인 3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4 종합 4 상세 디자인 4 개선

5 발전

3 평가

5 실행

6 전달

표 < 5 디자인 프로세스와 관련된 이론들> 

32) 하주현 조인진 창의성의 공통된 특징으로서의 양극성 영재와 영재교육 제 권 제 호 , , , 6 1 , 「 」

개념 정립 및 표 수정 재인용2007, p.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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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앞서 살펴본 Dewey, Osborn 

등과 같은 심리학적 창의성 사고과정의 접근방법 이외에 인지과학적 접근 

방법이 있다 이혜숙 의 연구. (2010) 33)에 의하면 수학 창의성의 고전적 

연구인 는 창의성은 물리학에서 원자가 서로 만나는 과정Poincar(1921)

으로 비유하였다 그는 두 원자의 충돌은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게 하는 . 

원동력이 되는 것 같이 창의성도 사고의 아이디어 간의 만남으로 설명하

였다 의 경우 창의적 과정의 진행은 문제해결이 일어. Hadamard(1954)

나는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창의적 단계도 준비 부화. -

암시 조명 검증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았으며 이 단계에서 창의성이 - - - ,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부화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와 같은 학자는 창의성 사고과정은 두 단계를 거친Martindale(1999)

다고 보았다 첫째 단계는 일차 사고 과정으로의 접근을 시도하는 창의적 . 

영감이며 둘째 단계는 이차 사고 과정으로의 접근이며 창의적 정교화와 , 

검증 과정이 수행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인지과정에 대한 . 

창의성 사고과정으로 발전한다고 보았다.34) 과 같은 학자 Boden(1991)

들은 창의성은 문제해결과정으로 메타인지과정에서 독창적으로 문제해결

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음을 주목하였다.35) 

이와 같은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인지과정으로 정의하는 인지과학적 

접근방법인 인지 단계모형의 개념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창의성 사고과정5

의 관계성을 종합하여 표 와 같이 재정리하였다< 6> .

33) 이혜숙 창의적 수학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수학교육 연구 인지과학적 조망 한국과학 , : , 「 ㆍ 」

창의재단 연구보고서, 2010, pp.23~26.

34) Vartanian,O, Cognitive disinhibition and creativity,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University of Maine, 2002, pp.6~8.

35) 최인수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모델 생활과학 권 , , 3 , 2000, p.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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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단계 인지내용 필요요소 디자인 프로세스

인

지

5

단

계

모

형

준비단계1. 

(Readiness)
새로운 정보 수용 열린 생각 마음 문제인식 과정

수용단계2. 

(Receptive 

Awareness)

가능한 모든 

속성들과 경험

외부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사전제약 

없이 받아들여야 함 

문제분석 과정

성찰단계3. 

(Reflective 

Attention)

새로운 정보의 

모호성과 기존 지식, 

정보체계의 

상호작용을 필요

형상화 능력 인내심, ,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함이 필요

해결안탐색 과정

발현단계4. 

(Revelation)

직관적으로 무엇인가 

열심히 그려보는 

역량 (Beholding) 

발휘

새로이 떠오르는 형상 

(emerging pattern) 

이나 단서를 포착하여 

구현

해결안제시 과정

재창조단계5. 

(Re-creation)

경계영역을 새롭게 

정의

이미지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표현
해결안도출 과정

표 창의적 사고과정으로 인지 단계 모형과 디자인 프로세스< 6> 5

위 세 가지 표를 비교하여 보면 창의성과 디자인의 연관관계의 핵심인 

디자인 사고과정 곧 디자인 프로세스는 창의성 사고과정을 적극적으로 , 

반영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디자인팀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디. 

자인결과물을 도출한다 디자인결과물이 창의적 속성을 기반 해야 한다는 . 

점은 물론이며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치며 팀원들이 창의적 사고과정을 , 

수행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디자

인 프로세스를 팀 단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의 배경은 디. 

자인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 사고과정의 속성 때문이다.

이상으로 창의성 사고과정과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연구는 본 

연구에서 디자인팀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디자인 프로세스를 측정해

야할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 준다 디자인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와 실험 . 

및 분석은 창의성 사고과정으로 디자인 프로세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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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역동성의 개념과 이해2.2 

팀 역동성의 이해2.2.1 

디자인 특히 산업에서의 디자인은 개인의 창의성에 의존하기보다는 , 

집단 조직 팀 창의성에 의존을 한다 새로운 제품을 구상하여 창의적인 , , . 

개념과 조형을 부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 

러나 창의성이 개인이 아닌 팀에서 발현되는 것에는 많은 요소들이 영향

을 미친다 팀을 구성하고 있는 팀원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에서부터 팀의 . 

특성이나 위계질서 조직의 분위기 등 많은 요소들 간에 영향 관계를 가, 

진다 이러한 이유로 팀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과 함. 

께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여러 연구들에서 수행되었다.36) 팀 창의성의 영향요인은 팀 효과성 측면 

의 관점에서 주로 다루어지는데 과 은 팀 창의, Hackman Walton(1986)

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팀을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밝혀내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니며 팀 효과성에 대한 영향요인은 너무 복합적이서 요, 

인들 간에 독립성이 없다고까지 하였다. 

역동성 이란 사전적의미로 힘차고 활발하게 움직이는 성질(dynamics)

로 정의된다 이는 물체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단어이지만 두 가지 이상의 . 

물체나 개념에 적용이 되면 그사이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힘의 관계를 의

미한다 팀 역동성은 팀 창의성과 과업 수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팀 혹은 조직 집단에 대한 관계를 역동성으로 , , 

파악한다 는 집단역동성은 집단과 개인이 서로 영향을 미. Lewin(1947)

치는 집단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힘으로 기술하였다.37) 집 

단역동성은 집단의 기능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건들을 집단의 

36) 김태훈 공학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팀 창의성의 정의 및 하위 영역과 요소도출 공학 , , 「 」

교육연구, Vol.18 No.3, 2015, p.17.

37) 이유나 블렌디드 집단지성 수업모형 개발 설계기반연구를 활용하여 부산대학교 , : , , 2011, 「 」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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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속에서 파악하고 집단행동에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는 영역이, 

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집단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긴밀한 상호작용. 

을 가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집단과정 으로 정의 된(group process)

다 이 집단과정이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로서의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독. 

특한 힘 곧 팀 역동성 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team dynamics) .

김태훈 은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러 학자들의 (2015)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38) 는 개인 창의성 Taggar(2002)

이 집단 창의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요소 즉 인지 능력 경, , , 

험에 대한 개방성 성실성 등이 구성원 간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 

든다는 작은 마음 즉 팀 창의성 관련 프로세스가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 , 

친다고 하였다 은 팀의 효과적인 업무수행. Hackman & Walton(1986)

을 위해 상호 의존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구성원 각자의 능력을 얼마나 화

합하여 증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며 명확한 목표제시 업무수행 조건의 , , 

구비 적절한 물질적 자원 등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존재할 때 팀이 효과성, 

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는 팀 효과. Varney(1989)

성을 팀이 창출하는 생산성으로 보고 팀 효과성의 영향 요인으로 과업， 

프로세스 대인관계 리더십을 제안하였으며 이들이 최적의 상태에 있， ， 

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내 학자인 이준호 는 팀 창의성을 위한 . (2009)

다양성과 응집성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집단 구성원들의 특성인 다양성이 .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성과 응집성이 통합적으로 적용할 때 팀 

창의성이 보다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승용 은 팀. (2001)

의 구성뿐아니라 응집성 리더십 자율성 의사소통 목표공유 팀 내 갈, , , , , , 

등과 같은 팀의 특성이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승국과 박정우 는 팀의 내부 요인인 응집성 리더십 자율성과 (2006) , , 

팀 프로세스에서 의사소통 목표 공유 의사결정 업무 자율성 조직과 인, , , , 

38) 김태훈 공학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팀 창의성의 정의 및 하위 영역과 요소도출 공학 , , 「 」

교육연구, Vol.18 No.3, 2015,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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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유연성의 요인이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장충석과 박종. 

오 는 집단 창의성 영향 요인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연구를 진(2007)

행하여 커뮤니케이션 분위기 상사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질 동료 간의 , , ,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통합성 개인적 피드백 조직의 전망 부하의 커뮤, , , , 

니케이션으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자들의 디자인팀의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보면 개인 수준의 영향과 조직 수준의 영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집단 창의Siau(2005) . 

성 모델을 제시하며 구성원의 인지적 특성을 바탕으로 집단창의성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과 집단특성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함

에 따라 창의적인 과정과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는 결과인 

창의적 제품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39)

그림 < 7 시아우 의 집단 창의성 모델> (Siau)

39) 조희영 정경원 디자인팀 구성원의 내재적 속성이 그룹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 「 」

디자인학연구 재 진술 및 그림 재인용 Vol.19 No.5, 2006, p.46. / 

그림 시아우 의 집단 창의성 모델 자료 < 7> (SIau) ( Siau. KL ‘Group Creativity and technology",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9 (3). 1995, p.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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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역동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디자인팀의 디자인 창의성에 영향, 

을 주는 팀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수준의 개인행동에 대한 특

성뿐만 아니라 조직수준의 조직행동에 대한 특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

가 필요하며 영향 요인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 

인지하였다.

개인행동 특성과 요인2.2.2 

개인행동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팀 역동성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팀 연구는 조직 집단 연구. , 

로 대변이 되는데 조직에서 개인의 창의성 발현에 대해 구체적인 규명을 , 

시도한 여러 이론적 모델들이 다음과 같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와 는 이들 중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Shalley Zhou(2008) Amabile 

의 창의성 요소모델(1988, 1996) ‘ ’(Componential Model of 

과 등 의 조직창의성의 상호작용적 접근Creativity) Woodman (1993) ‘

모델 을 제’(Interactionist Perspective of Organizational Creativity)

시하였다 이들 학자 중 특히 은 창의성은 해당 . , Amabile(1988, 1996)

분야의 지식 기술 재능과 같은 영역 관련기술 새로운 인지적 경로, , ‘ ’, 

와 작업 유형을 탐색하는데 필요한 창의성 관련기술 그리고 과제관‘ ’ ‘

련 동기 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은 서로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 .40) 여기 

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개인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팀의 창의성이 높아

진다거나 혹은 팀의 창의성이 높을수록 개인의 창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는 관점이 정적 상관관계의 관점이다 의 경우 집단의 수. Steiner(1972)

행은 가능한 최고의 수행을 하는 개인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팀이나 조

직과 같은 집단 내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40) 이건희 김선진 최인수 국내 조직창의성 연구동향 및 내용 분석 조직 내 외적 환경요인을  , , , : ·「

중심으로 창의력교육연구, , Vol.15 No.3, 2015, pp.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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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행동 특성 측면에서 개인 창의성과 팀 창의성 간의 정적인 관계는 

와 와 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Taggar(2002) Pirola-Merlo Mann(2004)

있다.41) 의 연구에서는 집단 과정 이  Taggar(2002) (group processes)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면서 개인 창의성과 집단 창의성을 연계 지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와 은 개인 창의성과 팀 . Pirola-Merlo Mann(2004)

창의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개의 팀 표본을 사용하여 검54 

증해 낸 바 있다 창의적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호의존적인 . 

팀 안에서 팀 구성원 개개인의 창의성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개개인, 

의 창의성과 전체 팀 창의성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수준, 

에서 맥락적 요인은 하나의 영향을 가지는가이 대해 연구를 수행하여 팀 

창의성이 어느 정도 개인 창의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보면 개인행동 특성은 학자들 마다 다르나, 

크게 자아 가치관과 윤리의식 성격 등 내면적 성향 요인과 능력(Self), , , 

태도 지각 귀인 등 행동과 태도관련 요인으로 분류한다, , .42)

자아(1) (Self)

자아란 남과 다른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존재에 대한 , , , 

인식이다 사회심리학자인 마슬로우는 자기존중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 

욕구는 인간이 추구하는 최상위 욕구로 파악했으며 개인행동역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개념으로 형성

이 된다.

자기 존중감(Self-Esteem)①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능력과 자질 긍지에 대한 총체적 평, , 

41) 전명남 개인 창의성과 팀 창의성 관계의 역동성 교육학논총 , , , Vol.35 No.2, 2014, p.5「 」

42)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세부사항 요약 정리 인용 , , , 2004, pp.41~9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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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정의한다 인격이나 자긍심에 손상을 받을 경우 공격적으로 변할 .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 사고와 윤리의식이 높을 .(Baumeister.1996). 

경우 자존심이 높을수록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파괴적이나 반사회

적 행동을 유발한다.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② 

자신이 수행하려는 직무에 대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믿음의 정

도로 정의 자신감이며 성과가 좋으면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나 실패, 

하면자신감을 잃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 

은 과거의 경험 타인의 행동모형 신체 심리적 상태 설득과 지원이, , , , 

다.

자기관찰(Self-Monitoring)③ 

자신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상대방이나 주위의 여건에 맞추어 자

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 자기 관찰력이 높. 

으면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을 해야 하며 낮은 경우 독립적인 업무를 , 

수행하여야 한다 인재선발 직무성과의 예측 리더쉽 등의 여러 과정. , , 

에 연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가치관과 윤리의식(2) 

추구하는 목표나 수단이 상충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관, 

이며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윤리의식이다 가치관과 윤. 

리의식은 오랜기간 동안 형성되었으며 쉽게 바뀌지 않는 특성을 가지

므로 조직과 조직 조직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가치관이나 윤리의, , 

식이 상충되면 갈등이 발생한다.

성격(3) (Personality)

성격은 신체적 심리적 행동적 특징들의 집합체로 정의하며 개념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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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측정은 여전히 논란을 가지고 있다 성격 결정 요인은 유전과 같은 . 

생물학적 요인과 가정적 요인으로 부모의 영향 출생 서열 등과 같은 , 

것에 영향을 받으며 정치 경제 기술 종교 및 지역이 포함된 사회문, , , 

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늘 같은 성격을 보이기보다는 . 

시간의 압력이나 주변의 분위기 특정 시간과 장(Situational Factors) 

소에 따라 성격이 변하기도 하는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주요 연구로 Aguilar-Alonso(1996), Kwang & Rodrigues(2002)

와 는 성격유형을 빅 파이브 로 제안하면Kelly(2006) (the Big-Five)

서 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개방성을 창의성에 영향을 미, , , , 

치는 주요 성격으로 규정하였다.43)

능력(4) (Abilities)

능력이란 개인이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니고 있, 

는 잠재적 힘이나 지능의 최대차를 의미하며 주로 기능 을 의(skills)

미하여 특정한 일을 다룰 수 있는 개인 능력을 말한다 하버드 대학 교. 

육학 교수인 의 경우 다중지능 의 Gurdner(1983) (multi intelligence)

예를 들어 지능 자체가 능력이라고 보기도 하였다.

태도(5) (Attitudes)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일관된 성향을 의

미하며 일에 대한 태도 상사에 대한 자세 보수에 대한 만족도 직장, , , 

에 대한 충성도 등과 관계가 깊다 이러한 태도의 형성은 감정적 인지. , 

적 행동적 요소가 있다, .

43) 이덕로 김태열 개인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창의적 성격 기술다양성 및  , , , 「 –
팀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 Vol.16 No.3,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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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인지적 요소

(Cognitive Component)
자신의 신념이나 사고

감정적 요소

(Affective Component)
특정사안에 대해 느끼는 감정반응

행동적 요소

(Behavioral Component)
자신의 의도나 기대를 실제 행동으로 표현

표 태도의 형성< 7> 

태도는 또한 아래와 같은 가지 요인으로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친다5 .

직무만족① 

자신의 직무에 대한 느낌 인식 등 태도를 의미 욕구충족과 관련 기, , , 

대감의 일치와 가치관의 충족 등에 의해 결정되는 태도의 한 유형이

다.

직무의 특성 일의 자율성이 높고 처리기술이 다양하며 성과에 대: ◾

한 피드백 여부 중요 목표가 높고 도전적인 업무일수록 직무 만족도, 

가 높음

보상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

작업조건이나 작업환경 조명 소음 온도 등 안전과 쾌적함 복리: , , , ◾

후생시설

인간관계 동료 상사와의 인간관계 직장에 대한 사회와 고객의 평: , . ◾

판

조직몰입②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애착 충성심 애사심 조직의 목표, , . 

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될수록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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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몰입

정서적 몰입 조직의 가치관과 개인의 가치관의 일치여부에 의한 몰입

유지적 몰입 인센티브 등을 통한 조직에 남으려는 몰입

규범적 몰입 의무감이나심리적 계약으로 발생한 몰입

표 조직몰입 < 8> 

직무몰입③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몰두하고 있는가를 나타

내는 개념 동기부여와 직무만족과 관계이다. .

조직시민행동④ 

태도 중 행동적인 요소 시간관념에 대한 정확성 상사와 동료들 간의 . , 

예의 공공시설물의 존중과 질서의식 관심과 배려 진지한 토론과 대, , , 

화 상사들의 솔선수범 등 긍정적인 태도이다, .

이직 성향과 근무태만⑤ 

직무불만으로 일어나는 태도 전체조직에 미치는 악영향 우수한 인재, , 

의 자발적 이직이 심각하다.

지각(6) (Perception)

지각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에 대한 선택적인 주의 집중으

로 정의한다 특히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의 이론에서 유래. , Jung

한 인지스타일 은 개인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감지하(Cognitive style)

는 스타일과 판단하는 스타일의 차이로 개인 창의성과 연계가 높은 요

인이다 와 는 정보감지와 정보판단에 의해 가. briggs myers(1980) 4

지 인지유형을 표 과 같이 분류하였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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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감지

감각형(sensation) 신체적인 감각 오감 에 의존( )

직관형(intuition) 과거의 경험이나 육감 영감에 의존, 

정보판단

사고형(thinking) 논리와 사실에 관심

감정형(feeling) 사람이나 관계에 관심

표 의 가지 인지유형< 9> briggs, myers(1980) 4

와 는 기본적인 가지 정보감지와 정보판단유형을 통하Myers Briggs 4

여 개인인지 스타일과 역량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를 개발하였는데 개인은 각자MBTI(Myers Briggs Type Indicator) , 

가 갖는 관심의 초점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능력의 발휘 등과 , 

같은 인지적 능력을 달리한다는 것이 이론MBTI 44)의 핵심이다 표 . <

과 같이 인지스타일은 각각의 유형에 따라 개인은 관심의 초점이10>

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 능력발휘 등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달리한다, . 

팀 빌딩 의사소통 훈련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조직행동을 이해하는, , , 

데 이용된다. 

44) 저 김정택 심혜숙 제석봉 역 한국심리연구소 Myers, Isabel Briggs, McCaulley, Mary H , , , , , 

1995, pp.17~22.

마이어브릭스 유형지표 의 약어이다 융 의 심리유(The Myers-Briggs Type Indicator) . (C.G. Jung)

형론을 근거로 하는 심리검사이다 마이어브릭스 성격진단 또는 성격유형지표라고도 한다. . 1921∼

년에 브릭스 와 마이어 모녀에 의해 개발되었1975 (Katharine Cook Briggs) (Isabel Briggs Myers) 

다 년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형이 개발되었고 형은 년 미국 . 1921 A E F 1962∼

에에서 출판했다 년에는 형이 개발되었으며 이후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 . 1975 G K

형 형 등이 개발되었다·M .

우리나라에는 년에 도입되어 초급 보수 중급 어린이 및 청소년 적용프로그램 일반강사 교1990 , , , , , 

육과정이 개발되었다 성격유형은 모두 개이며 외향형과 내향형 감각형과 직관형 사고형과 감. 16 , , 

정형 판단형과 인식형 등 네 가지의 분리된 선호경향으로 구성된다 선호경향은 교육이나 환경의 , . 

영향을 받기 이전에 잠재되어 있는 선천적 심리경향을 말하며 각 개인은 자신의 기질과 성향에 따, 

라 각각 네 가지의 한쪽 성향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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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사고형(S/T) 직관사고형(N/T) 감각감정형(S/F) 직관감정형(N/F)

관심사 사실 가능성 사실 가능성

평가방법 합리적 평가 합리적 평가 온정적 평가 온정적 평가

우선적 

고려사항
사실성과 실질성 논리성과 창작성 동정심과 친근감

열정과 직관, 

통찰력

능력의 

발휘
전문적 기술 이론적 전문적, 

인간을 위한

실질적 도움, 

봉사

인간을 위한 

이해와 의사소통

대표적 

직업
전문 기술자 기획자 교육자 예술가

표 개인인지 스타일과 역량 특성< 10> (MBTI Myers-Briggs Type Indicator)

귀인(7) (Casual Attribution)

귀인은 원인의 귀착 의 줄임말로서 한 개인이 타인의 행동이나 사건‘ ' , 

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와 관련이 있는 말이다 어떤 행동. 

의 결과를 놓고 그 원인에 대해 추론을 하거나 의심의 단서를 찾으려

는 심리현상이다 귀인 이론에 대해서는 사회 심리학의 인식 분야에서 .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지 심리학의 방법론과 이론을 이어, 

받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공. Weiner(1986)

이나 실패를 자신의 과업수행 중에 있었던 특정한 어떤 일의 탓으로 

돌린다고 보았다 행운 불운 어려운 과업 쉬운 과업 주위의 친한 사. , , , , 

람들 적대적인 관계의 사람들 자신이 어려워하는 일 자신이 갖고 있, , , 

는 능력의 정도 등과 같은 것들이 모두 그러한 예이다 는 이.  We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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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나 성공의 원인으로 가

장 많이 귀인하는 능력 노력 운 과제의 난이도라는 네 가지 요소를 , , , 

설정했다 개인 창의성에서 결과를 놓고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개인. 

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개인행동 특성은 본 논문의 주요 연구대상인 팀 창의

성을 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규정할 수 있다 팀 창의. 

성이 팀원들 간의 창의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

에 조직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행동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

다 개인행동 특성과 요인들은 향후 디자인팀 실험에서 창의성을 분석하. 

는데 있어 팀 특성뿐만 아니라 팀 창의성 수행 과정에 대한 분석에서 정, 

량적인 측면보다 정성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직행동의 개념과 내용2.2.3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 산업 환경에서 기업 정부와 같은 조직, , 

체에서의 개별 전체 조직의 운영은 경쟁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무엇보, 

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조직행동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직의 개념 및 속

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인 조직이론가인 은 조직. Brown(1947)

이란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구성원의 직무와 그 직무의 상호관

계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조직의 개념을 정의한 바 있다.45)  

는 조직이란 공헌할 의욕을 가진 두 사람 이상이 공통Barnard(1995)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 하는 협력체계라고 하였다.46) Katz 

45) A. Brown, Organization of Industry, A Formulation of Principle, Prentice-Hall, 1947, p. 

26.

46)  C. I. Barnard, The Functions of the Executiv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8, p. 73 ; M.C. Suchman, "Managing Legitimacy : Strategic and I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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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직은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 Kahn(196)

하는 집단으로서 내부적으로도 서로의 관계를 규정하고 조정하는 장치가 

필요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살아있는 개방시스템 으로, (open system)

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구조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47) 

는 조직을 정태적 고정체로 보지 않고 구성원들의 권Crozier(1977)

력게임행동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동태적 변동체로 파악하였다.48) 이 

상의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조직은 둘 이상의 사람이 일정한 목표

를 추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한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조직행동은 체계로서의 조직에서 발생하는 행동의 특성을 의미하며 

이를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행동론이다 학자들에 의한 조직행동론의 정의. 

를 살펴보면  은 조직환경에서의 인간의 행Hodgetts & Altman(1979)

동을 설명 예측 통제하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 .49) 은 조 Duncan(1981)

직 내 인간행동의 모든 측면에 관한 연구영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직의 

인간에 대한 또한 인간의 조직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50)

의 경우 조직행동론은 조직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지Robbins(1981)

식을 응용할 목적으로 개인 집단 구조가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하는 학문분야로 정의하였다.51) 또한 역 , Greenberg & A. Baron(1995)

시 개인행동 집단행동 조직체의 행동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 , 

조직을 둘러싼 인간행동의 지식을 탐구하는 분야로 조직행동론을 정의 하

Approache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July 1995, pp.571~610.

47)  D. Katz and R. L. Kahn,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New York, Wiley, 

1966.

48) M. Crozier, L'acteur et le Systeme, Paris, Le Seuil, 1977.

49) R. M, Hodgetts & S. Altman(1979), Organizational Behavior, W. B. Saunders Company.

50) W. J. Duncan,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1, p. 

7.

51) S. P. Robbins, Organizational Behavior, 8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8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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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52) 의 정의가 조직행동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의를  Kelly(1973)

내렸다고 보이는데 조직 상황에 있어서의 인간의 행동과 태도 인간의 ,  , 

지각 행동에 대한 조직의 영향 조직에 대한 인간의 영향 특히 조직목표, , , 

의 달성을 위하여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학

문으로 규정을 하였다.53) 이상의 학자들의 조직행동론에 대한 정의를 살 

펴보면 조직행동연구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대상과 내용역시 알 수 있다.

그림 < 8 조직행동론 관계학문 및 내용 > 

조직행동은 학제적 학문 이며 행동과(Inter-disciplinary Discipline) , 

학 에 기초하고 과학적 방법(Behavioral Science) , (Scientific Methods)

과 상황적 접근방법에 근거한다 또한 예상보다는 도출된 결론을 중요시. 

하는 성과중심의 응용과학으로 다음과 같은 가지 기본구성으로 이루어3

진다.54) 

52) Jerald Greenberg and Robert A. Baron, Behavior in Organizations(5th ed.), Prentice hall, 

Englewood Cliffs, N.J., 1995, p. 6.

53) Joe Kelly, Organizational Behavior, Its Dats, Firs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Richard 

D.Irwing, Inc. 1973.

54)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조직행동의 기본구성 요약 정리 및 인용 , , 2004, p.2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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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차원 행동(1) (individual level)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차원의 행동으로 개인의 개성특성 태도 가치관, , 

윤리관 지각 성향 학습과 동기 등 심리적 차원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 , , 

연구대상으로 한다.

집단차원 행동(2) (group level)

개인은 그가 속한 작업집단 내의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

에 개인 간의 행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두 사람이 상, . 

간의 개인적 상호작용 은 인적 시스템과 자아 (personal interactions)

개념 및 욕구에 따른 대인간의 방침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집단 . 

구성의 본질 집단역학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팀위크 권력과 갈등관, , , , 

리 리더쉽 등 사회적 관계의 핵심 차원들에 대한 학습역량과 관리역, 

량을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조직차원 행동(3) (organizational level)

조직차원에서의 조직행동은 직접 관리하고 지휘하는 사람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더십이 개인 집단 및 조직차원에서 행동, 

을 형성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하여 조직과 관련을 갖고 . 

있는 여러 당사자들과의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의 , (communication)

원활이 중요하며 변화관리 를 통해 내 외, (management of change) , 

적 원천에서 기인되는 변화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직내에. , 

서 발생하는 갈등관리 역시 중요하다 따라(management of conflict) . 

서 조직의 의사소통과 대화를 통한 공유비젼의 구축은 물론 지식경영, 

과 학습조직 그리고 창조적 변화관리를 위한 관련이론과 기법들을 연

구대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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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 측면에서 조직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인재 최적화 에 있다 조' ' . 

직행동의 변화는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시한 사람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에서 미래 지식정보사회에서는 (Productivity through People) ’

사람을 통한 창의성 향상 구현을 중심으‘ (Creativity through People) ’

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행정 경제 경영 공학  . , , , 

및 디자인에서 회자되었던 창조성은 조직 혹은 집단이 새롭고 유용한 아, 

이디어를 창출하고 이를 성공적인 가치 실현으로 이어지도록 조직의 촉진

요소와 저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림 < 9 조직행동의 가치변화 > 

개인은 물론 집단과 조직이 창조적 행동을 발휘하도록 유인하고 창의

적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최상의 성과를 이루도록 시스템내의 제반특성과 

조건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 

의 의욕을 향상시켜주는 동기부여와 함께 임금 등의 경제적 보상 이외 다

양한 욕구와 기대감을 충족 시켜 일과 조직 집단으로부터 삶의 보람을 ,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디자인팀도 조직의 일부이다 조직적 차원에서 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개인적 조직적 요인들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직행동, 

론을 통해 조직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



- 59 -

조직행동의 요인과 특성2.2.4 

조직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인차원의 행동, 

집단차원의 행동 조직차원의 행동과 같이 가지 개념으로 범주화 되며 , 3

각각의 내용은 행동모형 으로 나타난다((model of behavior) .55) 개인차 

원의 행동은 선행 문헌연구인 선행연구인 개인행동의 특성과 요인에서 다

룬 만큼 조직행동의 요인과 특성 연구에서는 집단차원 조직차원의 행동, 

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가 디자인팀 창의성에 한정되어 . , 

있으므로 조직행동의 다양한 하위 요인연구에서 디자인팀의 구성과 과제 , 

수행의 관점에서 이와 관련된 동기 요인 집단구성 요인 의사소통 요인, , , 

상호작용과 갈등 요인 등의 조직행동 요인들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다루

고자 한다.

동기 요인1) (motivation)

동기란 행동의 실행 또는 목표를 추구하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준비 

태세나 상태로서 행동을 발생시키고 행동의 방향과 수준 및 강도를 결정 , 

짓기도 하는 내적 상태로서 행동을 활성화 하고 행동의 방향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동기를 활성화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는 흥. 

미 호기심 도전감 상상력 창의력 신뢰감 성공 기대와 개인의 강화와 , , , , , , 

보상 만족감 인과성 등이 있다 동기는 집단 팀에 참여하는 개인의 행동, , . , 

이나 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행동에 활력소가 되며 동기화, , 

의 전 과정에서 동기유발 동기환기 또는 목표성취 동기부여 환기소멸 , , , 

등의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56)

55) 신형재 권용만 조직행동론 무역경영사 , , , , 2009, pp.6~10.「 」

56) 심재철 신체적 자기개념의 발달에 따른 정서지능의 향상이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 ,「

향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201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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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포함한 집단행동에서 동기부여가 중요한 이유는 과업을 수행

하고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

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는 욕구단계이론에서 사람은 충족되지 . Maslow

않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행동한다고 보았으며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 

지 않으려고 할 때는 그 일을 통해서는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으로 파악하였다 동기부여 이론 중 는 개인의 퍼. McClelland(1961)

스낼러티 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personality)

제 요소들 즉 성취욕구 권력욕구 친교욕구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 , . 

특히 이들 요소들 중 성취욕구를 중시하여 인간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이 성취욕구를 위주로 성취동기이론(achievement motivation theory)

을 전개하였는데 집단행동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요인을 부여하고 있다. 

는 성취욕구가 강한 사람은 소수이며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McClelland

스스로 달성할 목표를 정하기를 좋아하고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

는 목표를 선호한다고 보았으며 또한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 

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에 관한 즉각적이며 효, 

과적인 피드백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는 동기부여이론으로 목표설정이론을 주장하였다Locke(1966) .57) 인 

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 기초하여 개인이 의식적으, 

로 얻으려고 설정한 목표가 동기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목. 

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얻고자 하는 사물이나 혹은 상태를 말하며 장래 , 

어떤 시점에 달성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즉 성과와 관련된 집단이나 작. 

업행동의 가장 직접적인 선행조건으로 목표를 들고 있다 목표가 동기의 . 

기초를 제공하며 행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설정된 목표는 관심과 행동, 

의 지표를 제공하며 노력을 동원하고 노력을 지속케 하며 목표달성을 , , , 

위한 관련전략을 개발하도록 동기를 갖게 한다 는 후속연. Steers(1989)

57)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의 목표설정 이론 및  , , 2004, pp.133~135 / Locke Steers「 」

의 후속연구 요약 정리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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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통해 목표가 어떠한 속성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지 과업목표6

의 속성을 제시하였다.

목표의 구체성①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가 성과를 높을 수 있는 행동을 불러

일으킨다 구체적인 목표는 모호성을 감소시켜 주고 행동방향을 명확. 

하게 제시해 준다.

목표의 곤란성② 

쉬운 목표보다는 다소 어려운 목표가 동기를 유발시킨다 도전감이 문. 

제해결에 많은 노력을 집중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목표설정에의 참여③ 

구성원들이 목표설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노력에 대한 피드백④ 

노력에 대하여 피드백이 주어질 때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목표달성에 대한 동료들 간의 경쟁⑤ 

동료들 간의 경쟁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은 오히. 

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목표의 수용성⑥ 

일방적으로 강요된 목표보다는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수용한 목표가 

더 큰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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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성 요인2) (group composition)

집단의 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크게 가지인 집단구성원3

의 특성 요인 집단구성의 상황적 요인 구조적 요인으로 구성이 된다, , .58)

집단구성원의 특성 요인(1)

집단의 구성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이 되며 집단의 특성 및 결과물의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중요, 

한 요인이다 집단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원들의 요인에 따라 동. 

질적 집단과 이질적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가 있다. 

동질적 집단 ① 

구성원들의 나이 성별 능력 학력 개성 기대감 문화적 배경 등등이 , , , , , , 

서로 비슷한 경우를 의미하며 비슷한 성질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 

상호협조와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갈등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집단으, 

로 파악된다 일상적이며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집단구. , 

성으로 용이하다.

이질적 집단② 

구성원의 배경이 동질적 집단과 달리 각기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

단이다 갈등과 대립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으나 다양한 의견개진이나 .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집단구성으로 용이하다.

집단 구성원의 특성은 집단의 상호작용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만 집단구성원 개인이 특별히 권위적이거나 우월적인 경우 타인을 , , 

수용하지 않는 경우 자아의 신념이 강한 경우 사교성이나 친화력이 , , 

강해서 집단의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집단성과

인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58)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집단구성 요인 요약 정리 및 인용 , , 2004, pp.170~17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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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성의 상황적 요인(2)

집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집단의 규모 집단의 사회적 밀, 

도 과업의 종류들이 있다, .59)

집단의 규모① 

집단의 규모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의 수로 결정이 된다 집단. 

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원들의 참여기회가 많아지고 의견을 쉽게 일

치할 수 가 있다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참가율 만족도 등이 감소하. , 

며 무임승차나 책임전가 내부분열 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발, , 

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사회적 밀도② 

사회적 밀도란 일정한 행동반경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집단 구성원들

의 수를 의미한다 이는 업무나 공동과업을 수행하는 조직 환경이나 . 

사무실 등의 배치와 관련이 있으며 업무특성에 따라 반영되는 경우도 , 

달라진다 사회적 밀도가 높은 수록 구성원간의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나 대면접촉의 기회가 많아지고 원활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므로 사회적 밀도를 고려하여 사

무공간을 계획하고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업의 종류와 난이도③ 

집단이 담당하는 과업의 유형과 과업의 난이도에 따라 집단성과에 영

향을 미치게 된다 의 연구에 의하면 과업. Szilagyi & Wallace(1990)

의 종류를 생산과업 토론과업 문제해결 과업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 . 

생산과업은 구성원 개개인의 능력과 노력을 결합하여 통합된 결과물

을 산출하는 집단의 과업을 의미한다 이 과제의 핵심과제는 정해진 . 

시간 내에 주어진 과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있다 토론과업은 구. 

59)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집단구성의 상황적 요인 요약 정 , , 2004, pp.172~174 / , 「 」

리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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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간의 토론이 행해지고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형식의 과업을 

의미한다 주로 평가나 자문회의 등의 성격으로 과제에 대한 관심과 . 

참여 의견개진의 명확성과 입장표명의 자율성 등이 집단성과에 중요, 

한 영향을 미친다.

과업의 난이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정보 자원의 소, , 

모량 구성원들의 의견일치 등과 관련이 있으며 어려운 과제일수록 시, 

간과 필요한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 과업의 난이도가 낮을수록 분업이 . 

용이하며 구성원의 독립적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다 과제의 난이도가 . 

높을수록 협동과 조정의 필요성이 높으며 구성원의 역할과 공유된 목

표와 책임의식이 중요해진다. 

집단구성의 구조적 요인(3) 

집단의 활동과정은 과업수준 과 관계유지수준(task dimension)

으로 나뉜다 과업수준이란 집단에 부여된 (maintenance dimension) .  

과업목표의 달성에서 나타나는 업무분담 직책 권한 책임 지위 역할 , , , , , 

등과 관련된 활동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대체로 공식적이며 명시적, 

인 특성을 지닌다 관계유지수준은 구성원간의 상호관계 참여의 분위. , 

기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집단규범 응집력의 수준 등을 의미, , 

하는 개념이며 묵시적이거나 비공식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 두 가지 , . 

구조적 요인 중 집단의 성과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역

할 규범 응집력 이다(role), (norm), (cohesiveness) .60)

역할(role)① 

집단에서 역할이란 집단 내에서 과업 또는 지위 등에 의해 설정되는 

행동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 

60)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집단구성의 구조적 요인 요약 정 , , 2004, pp.174~180 / , 「 」

리 및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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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개인이 맡고 있는 역할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역할은 조직 목표. 

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업역할과 집단 구성원 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고 우호적 인간관계를 갖기 위한 유지역할로 나뉜다 과업역할과 . 

유지역할의 주요활동 내용을 각각 정리해 보면 표 와 과 표 < 11 > < 12>

와 같다.

과업역할 주요활동

주도자 새로운 목표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정보탐색 및 

제공자
주요이슈를 명확히 한다.

의견 탐색 

제공자
해당하는 가치를 명확히 한다.

상세 설명자 예시와 함축된 의미의 조사를 통해 그 이해를 좀더 촉진 시킨다.

조정자 아이디어와 제안을 접목시킨다.

방향 설정자 그룹의 목표에 구성원들이 계속 집중하도록 유지시킨다.

평가자
논리나 실용성 같은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여 그룹의 성과를 

테스트 한다.

촉진자 그룹이 목표를 따라가고 더 많은 성과를 내게 하도록 재촉한다.

과업 진행자
자료의 배부나 좌석을 재배정 하는 등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기록자 토의와 결과를 문서화 함으로써 그룹의 메모리 기능을 수행한다.

표 < 11 과업역할과 주요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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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역할 중요역할

촉진자
다양한 의견을 칭찬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룹의 결속력을 

촉진시킨다.

갈등해결자 화해와 유머를 통해서 갈등을 조정한다.

중재자 다른 집단의 중간적인 방법으로 갈등해결에 도움을 준다.

정보 중계자 모든 그룹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복돋아 준다.

기준 설정자 그룹 진행상의 질을 평가한다.

조언자 그룹의 진행과 원동력에 대해 기록하고 언급한다.

경청자 소극적인 청취자처럼 행동한다.

표 < 12 유지역할과 주요활동> 

역할이 서로 상치하거나 잘못된 지각이 일어날 때 집단과업의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역할과중 역할갈등과 역, 

할 모호성이다.

역할과중 집단 구성원의 개인적 능력을 넘어서는 역할이 부여될 : ◾

때 발생하는 것이다.

역할갈등 기대된 역할과 실제적 역할이 상충되거나 지각된 역할과 : ◾

실제적 역할 사이에 괴리가 있을 때 발생한다.

역할모호성 책임과 권한 의무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기대된 : , ◾

역할과 지각된 역할의 격차로 느끼는 심리적 불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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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규범(group norms)② 

집단규범이란 집단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구성원들의 행동의 준거기

준으로 정의 된다 이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공유된 태도 느. , 

낌 의견 행동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규범의 기능은 첫 번째로 구성원, , . 

들에게 일체감을 조성시켜주는 것이다 규범을 따름으로서 구성원들. 

은 귀속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집단에 대한 충성심이 유발되고 , 

응집력이 제고된다 두 번째 기능은 집단내에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에 . 

유용한 도구가 된다 새로운 구성원을 집단에 동화시켜 안정적으로 집. 

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집단 규범은 . 

집단의 창의성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시너, 

지를 창출하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③ 

집단의 응집력은 성원들이 서로에게 끌리는 정도이다 집단구성원들 .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공동의식과 공동목적의 공유정도를 

의미하는 집단의 영향력과 그 요인들을 말한다 구성원들은 집단에서 . 

얻은 것이 많을 때 즉 집단에 매력을 느끼고 있을 때 집단결속력이 생, 

긴다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집단성원들이 때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 

수 있으나 응집력이 낮은 집단에 비해 빨리 문제와 갈등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훨씬 더 , 

효과적이며 결과도 더 훌륭하다 집단의 응집력이 안정적으로 형성되, . 

면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생기고 우리 라는 의식이 향상되며 성원들 ' ' , 

간에 친밀감이 형성된다 나아가 집단성원들 사이에 상호 의존하려는 . 

경향이 강해지며 집단에 대한 만족감이 표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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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요인3) (communication)

의사소통이란 집단과 조직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미 해석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이다.61) 조직행동에서 전달 

자 개인 집단 조직 가 수신자 개인 집단 조직 에게 어떤 유형의 정보( , , ) ( , , )

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정보나 아이디어 감정 등 어떤 의미를 전달자와 , 

수신자간에 피드백을 통하여 교환하거나 공유하는 것 된다.

의사소통의 기능(1) 

정보전달 기능① 

의사소통은 개인과 집단 또는 조직에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함으

로써 커뮤니케이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대안. 

을 파악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의사결정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한다.

동기유발 기능②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유발을 촉진시키는데 사용된다 조. 

직구성원이 해야 할 일 직무성과를 개선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 

해야 하는지 다른 구성원들과 어떻게 협동해야 하는 등을 구체적으로 , 

알려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이다.

통제기능③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조정통제하는 기능을 한다 즉 의사. ․
소통은 조직 구성원들의 행동이 특정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통제하

는 기능을 한다.

정서기능④ 

의사소통은 조직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조직에서 . 

61)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의사소통 요인 요약 및 인용 , , 2004, pp.270~28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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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자신의 고충이나 기쁨 만족감이나 불쾌감 등을 토로하게 , 

된다 의사소통을 통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 

류를 넓혀 나가는 것이다. 

의사소통의 과정(2)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상징적 교류과정만이 아니다 둘. 

이상의 상대방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해결하려는 상호작용의 

과정이 병행되는 사회정보처리과정(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이다 은 process) . McQuail & Windahl(1993) Shannon & Weaver, 

의 수학적 모형과  의 상호작용 모형을 종합1949) Schramm(1954)

하여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핵심요인을 도출하였다.62)

발신자(Sender) ① 

발신자는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개인 집단 조직을 말한다 발신자는 , , . 

의도한 바를 메시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하여 암호화

하고 이를 전달매체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암호화(Encoding) ② 

발신자의 생각이나 의도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부호화 또는 상징화하는 

것으로 언어나 형상코드 숫자 소리 얼굴표정이나 몸짓 등 다양한 , , , , 

수단이 동원된다 이때 발신자의 지각과정이나 심리적 상태가 반영되. 

며 의도한 생각을 부호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확한 코드나 .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지각의 오류나 감정적 왜곡으로 모호하고 불분

명한 코드로 암호화될 수도 있다.

전달매체의 선정(Channel Transmission) ③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체로 전달자가 선정하게 된다 얼굴을 맞댄 대화. 

62) 이준웅 커뮤니케이션 모형과 은유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은유들 한국언론학회 , , , , 2014, 「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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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도 있고 전화 편지 그림 비디오 메일 회의 게시판 , , , , , e- , Fax, ,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시간과 장소를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 

정확성을 위해 복수의 채널을 활용하기도 한다. 

잡음(Noise) ④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잡음이라고 한다 여. 

기에는 전달매체의 기술적 장애요인이 개입될 수도 있고 심리적 사, , 

회적 환경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발음의 부정확성 전화, . , 

의 혼선 난해한 필체 모호한 표정 먼 장소나 거리 피로, , , (distance), , 

스트레스 등이 포함된다. 

해독(Decoding) ⑤ 

해독은 메시지의 수신자가 암호화된 메시지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이다 수신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메시지의 암호코드를 . 

해독하게 되는데 이는 발신자의 의도와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 

있다 발신자의 암호화 과정과 마찬가지로 수신자의 가치관이나 지각. 

이 해독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의 왜곡이나 여과 가 개입되, (filtering)

기도 한다. 

수신자(Receiver) ⑥ 

메시지의 수신자도 개인 집단 조직일 수 있으며 수신자는 메시지를 , , ,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수신자는 메시지를 전달받는 순, 

간부터 해독과정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메시지를 . 

거부할 수도 있고 잠시 보류할 수도 있으며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 , 

있다. 

피드백(Feedback) ⑦ 

메시지에 대한 수신자의 반응이 의사소통과정에서 피드백을 만들어내

며 이 과정을 통해 발신자는 자신의 메시지가 받아들여졌는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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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된다 피드백에는 정보 피드백 보. (

고 질문 설명 등 교정 피드백 확인 수정 지시 등 강화 피드백, , ), ( , , ), 

칭찬 인정 추임새 지원 등 이 있다( , , , ) .

그림 < 10 의사소통 과정모형> 

의사소통의 유형(3) 

의사소통의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공식적 비공. , 

식적 유형과 일방적 쌍방향적 유형 그리고 수직적과 수평적 유형 등, 

의 분류가 가능하다.

수직적 의사소통 의 경우 조직의 구성원을 (vertical communication)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견해로 위에서 아래로 정보

를 전달하는 상의하달적 의사소통이며 명령과 일반정보의 전달 등이 

있다 하의상달적 의사소통 의 경우 아래서 위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 

식으로 보고 면접 의견조사 제안제도 등이 있다, , , .

수평적 의사소통 의 경우 동일계층의 사(horizontal communication)

람들 또는 상하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으로 의견을 구하거나 조직의 목표와 합치성 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

제도 회의 또는 위원회 제도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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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의 유형은 의사소통의 경로와 구조인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를 통해 각 유형에 따라 속도나 정확도(communication network) , 

구성원들의 만족도 권한의 집중도 등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63)

그림 < 11 의사소통의 네트워크 유형> 

연쇄 형 (Chain)① 

공식적인 계통과 수직적인 경로를 통해서 의사와 정보전달이 이루어

지는 형태로 명령과 권한의 체계가 명확한 공식적인 조직에서 사용되

는 유형이다 전달의 속도에서 장점이 있지만 사슬이 길어질수록 여러 . 

단계를 거치면서 정보가 변형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커진다.

형 Y② 

집단 내 특정 리더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집단을 대표할 수 있, 

는 인물이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간단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 정확도. 

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으나 조정자를 통해서만 전체 의사소통이 이루

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바퀴 또는 스타 형(Wheel/star)③ 

바퀴형 또는 스타형은 집단 내 특정한 리더가 있을 때 발생하는 유형

으로 리더에 의해 모든 정보가 전달된다 정보독점으로 정보과중과 불. 

확실성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 정보공유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

63) 박상범 이재식 윤석진 현대 경영학원론 탑북스 , , , , , 2014, pp.384~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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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형 (Circle)④ 

권력의 집중이 없어 문제해결 과정이 상당히 민주적이나 집단사고의 

문제점 또는 차선의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다 구성원들 서로간의 교. 

류가 원활하며 대등한 입장에서의 교류로 만족수준이 높다 태스크 포. 

스 팀이나 기능간 팀 의 구성 형태다(Cross-functional Team) . 

완전 연결형 또는 개방형(All-Channel) ⑤ 

모든 구성원들이 다른 모든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

로 중심인물이 없고 자율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집단사고의 문제. 

점 또는 차선의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으나 정보의 왜곡이 적고 구성

원들의 만족수준이 높은 장점을 지닌다 문제해결과정에서 창의적인 .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쇄형 형Y 수레바퀴형 원형 완전연결형

권한의 집중 고 중 중 저 매우 저

의사소통

속도
중 중

단순직무 빠름: 

복잡직무 느림: 

단합 빠름:

개별 느림:
빠름

의사소통

정확도

서면 고: 

언어 저: 

단순 고: 

복잡 저: 

단순직무 고: 

복잡직무 저: 

단합 고: 

개별 저: 
저

구성원 

만족도
저 중 저 고 고

의사결정 

속도
빠름 중간 중간 느림 빠름

의사결정 

수용도
저 중간 중간 고 고

표 < 13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형태와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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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갈등 요인4) (interaction & conflict)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조직 집단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 

로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을 하는 체계이다.64) 공동의 목표를 구현하 

기 위하여 구성원들 간에는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여러 상호작용, 

유형의 하나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집단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과 갈등이론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사회적 상호작용(1)

집단은 둘이상의 구성원이 조직된 하나의 사회로 상호작용은 구성원 ,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 행동이나 반응을 바꾸는 사회적 행동의 동적인,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상호작용은 집단과 조직 관계의 기본을 형성하. 

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의 유형에는 협동 경쟁. , , 

갈등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 이와 같은 상. 

호 작용은 순차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서 혼재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협동(cooperation)① 

협동이란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사회집단의 구성원이 공동

의 노력으로 달성하도록 하는 사회적 행동양식을 말한다 사람은 기본. 

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모든 상호작용은 협동을 전

제로 한다 협동은 목표 달성의 혜택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될 때 잘 .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두 집단 간에 경쟁이나 갈등이 발생하면 , 

해당 집단 내부에서는 협동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64) 강영실외 인 공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도서출판 그린 8 , , , 2013, p.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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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competition)② 

경쟁은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사이 또는 집단 간에 그것을 성취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선의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말한다 선의의 경쟁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을 . 

전제로 해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개인 간 또는 집단 간에 경쟁, 

을 통하여 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쟁은 상호 노력하는 과정에. 

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심할 경우, 

에는 갈등으로 변할 수도 있다.

갈등(conflict)③ 

갈등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경쟁이 심해져서 상대방을 강제

로 굴복시키거나 제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상태이다 갈등은 모든 . 

사회조직에 잠재적이든 현시적이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갈등의 . 

순기능은 각 이해 당사자들이 잘 조정하여 해소시킬 수 있다면 갈등은 

오히려 집단의 화합과 단결을 촉진할 수 있다 갈등을 통해 문제가 무. 

엇인가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의 관계를 보면 협동과 경쟁은 갈등에 의해 발

생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집단은 경쟁이 심해지면 갈등을 유발 할 수 있. 

으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동을 한다 조직행동에서 상호작용의 주, . 

요 요인으로 갈등에 대해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 . 

디자인팀의 디자인과제수행이 주로 팀 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상

호작용에서 갈등이 가지는 비중은 여타 다른 유형에 비해 중요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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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론(2)

조직행동 내의 구성원의 갈등에 대한 정의로 는 조직의 Miles(1976)

한 단위나 단위 전체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다른 조직단위 

구성원들의 목표지향적인 행동과 기대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 표현되

는 조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65) 는 조직의 한 단위 Thomas(1976)

가 다른 단위로 인해 자기의 관심사가 좌절되었거나 좌절될 것을 지각

할 때 생기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66) 이 두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조직 내의 갈등은 구성원 상호간의 작용으로 한 구성원의 목표와 기대

행동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좌절될 때 생기는 심리적

인 요인으로 종합이 된다.

갈등의 양상이 다양한 만큼 갈등의 유형역시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 이스턴 일리노이대학 교수인 는 . Timothy Coombs

갈등의 주체를 유형화하여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갈등, , 

을 개인갈등 개인 간 갈등 집단 내 갈등 집단 간 갈등 조직 내 갈, , , ,  

등 및 조직 간 갈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는 조직의 행동에. , Coombs

서 개인 간 갈등과 개인적 갈등이 발생한다고 한다 개인 간 갈등이 발. 

생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조직 내에서 개인 상호간의 의사결정이나 타

협 협의 및 협조과정에서 개인 간의 상이한 주관과 대안의 차이가 나, 

타날 때 심리적으로 갈등이 나타난다. 

조직행동은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해결의 대안을 내놓은 후 각자의 판단

에 의해 서로 다른 해결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개인 상호간에 . 

대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며 의사결정의 문제가 야기된다 결국 조직 . 

65) Miles, R. H, A comparison of the relative impacts of role perceptions of ambiguity and 

conflict by rol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9, 1976, pp.25~34.

66) Thomas, K. W,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o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pp.88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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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개개인이 행하는 대안 선택의 차이에서 개인 간 갈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와 같다. < 14> .

원인 내용

불확실성 의사결정자가 대안의 결과를 알 수 없을 때 발생

비수락성
의사결정자가 대안들의 성격이나 결과를 알고는 있으나 어떤 

대안도 만족스럽지 않을 때 발생

비비교성
의사결정자가 각 대안들을 비교해 본 결과 최적의 대안을 

판단하기 힘들 때 발생

표 < 14 개인 간 갈등원인> 

이와 같은 개인 간의 갈등은 개인적 갈등을 유발한다 개인적 갈등의 . 

원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욕구 역할 목표달성에서 오는 좌절 등 여러 , , 

가지의 원인이 있는데 이중 앞서 살펴본 개인 간 갈등의 원인인 대안

의 선택과 관련 된 것은 좌절갈등 목표갈등과 역할갈등이 있다, .

첫 번째로 좌절갈등은 개인의 욕구에 따른 목표지향적 행위가 장애물

로 인해 차단됨으로써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 목표달성. 

이 좌절될 경우 여러 가지 형태의 좌절처리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것, 

을 가리켜 방어기제 라 한다 방어기제에‘ ’(defence mechanism) .  

는 공격 고착 합리화 전이 동일시 퇴행 동화 투사 억압 승화 등, , , , , , , , , 

이 있다 방어기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 

개인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주기도 하고 악영향을 미치기도 하

므로 방어기제 모두가 반드시 나쁘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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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목표갈등은 둘 이상의 동기가 서로를 차단시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동기가 목표달성 이전에 차단됨으로써 발생하는 좌절

갈등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조직행동에서 개인에게 나타나는 목표. 

갈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접근 접근갈등- (approach-approach conflict) ① 

둘 이상의 목표가 개인에게 긍정적 결과를 가져다 주어 어느 것을 택

해도 좋지만 이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호배타적인 

상황의 경우 선택문제로 심리적 갈등을 유발시킨다.

접근 회피갈등- (approach-avoidance conflict) ② 

어떤 목표 또는 자극이 긍정적인 속성과 부정적인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야기되는 내적 갈등상태이다. 

회피 회피갈등- (avoidance-avoidance conflict)③ 

둘 이상의 목표나 자극 모두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지만 이 가운

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발생하는 갈등이다. 

세 번째로 역할갈등은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역할이 복합적으로 부여

될 때 발생한다 역할갈등은 세부적으로 다섯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 

볼 수 있다.

역할 내 갈등① 

이 갈등은 집단 내에서 역할을 맡은 구성원의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다 수직적 조직의 경우 중간관리자가 자신의 업무를 상위관리자의 입. 

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동시에 부하직원들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처리

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갈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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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간 갈등② 

역할 담당자가 집단내 혹은 집단과 외부에 둘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 

때 발생한다. 

전달자의 내적갈등③ 

상급자가 동시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할 경우 전달자는 내적갈등을 

겪는다.

전달자간 갈등④ 

둘 이상의 역할전달자로부터 서로 다른 지시를 받는 경우에 전달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한다.

개인적 역할갈등 ⑤ 

역할전달자가 역할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윤리상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행위를 요구할 때 개인적 역할갈등이 발생한다.     

디자인팀과 같은 조직의 운영에서 개인이 갖는 갈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 간 갈등과 개인적 갈등이 있다 디자인팀은 창의적 결과. 

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디자이너 개인이 완수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래 여러 디자이너들의 협동을 수단으로 하는 체

계이다 따라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디자이너 개인의 아이디어나 . 

디자인 방향 컨셉 등 문제해결의 대안은 디자이너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 

하고 의사결정의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어 개인 간 갈등이 발생된다. 

이때 디자이너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동기나 목표가 좌절되는 개인갈등

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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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과 갈등관리(3)

갈등에 대한 인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67)를 해왔다 전통적인 갈등이. 

론에서는 갈등에 대한 견해는 타인과의 인간관계과정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불일치감 반항심 저항심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제거하거, , 

나 억제하거나 아니면 회피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근대적 견해에서는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필연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

으로 수용하기 시작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는 환경변화에 적응 새로, 

운 도적 혁신적 문제해결 등에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도와 본질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직

의 최종결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68)으로 아래 표 과 같< 15>

이 정리할 수 있다.

갈등의 순기능 갈등의 역기능

새로운 아이디어 유도•
창조성 유발•
변화 촉발•
조직의 생동감 제고•
개인과 조직의 동일성 회복에    •
긍정적 영향 

문제해결 촉구•

업무로부터 에너지 분산•
심리적 안정상태 위협•
자원낭비•
부정적 조직분위기•
집단응집력 파괴•
적대심과 공격적 행동•

표 < 15 갈등의 순기능과 역기능> 

67) Robbins S. P,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Nontraditional Approach, Englewood 

Cliffs, 1974, pp.93~97.

68) 황규대 외 조직행동의 이해 박영사 , , , 2001, p.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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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순기능은 조직에 유익할 수 있으므로 조직이나 개인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갈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갈등을 해소. 

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조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갈

등을 조장하여 갈등이 유리한 결과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구조나 

조건을 마련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독일 심리학자인 는 조직과 개인의 갈등관리연구를 Thomas(1976)

통하여 갈등대처방안에 대한 유형을 아래 표 과 같이 다섯 가지< 16>

로 제안하였다.69) 

갈등대처방안 속성

협력

(Collaborating)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

경쟁

(Competing)

타인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

타협

(Compromising)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양측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유형

회피

(Avoiding)

갈등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피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 

순응

(Accomodating)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상대주장을 따르는 유형

표 < 16 의 갈등대처방안에 대한 유형> Thomas

69) Thomas, K. W,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o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1976, pp.889~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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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관리의 목적은 수용한계 내에서 갈등으로부터 발생하Thomas

는 순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조직과 개인은 갈등관. 

리를 위한 대처방안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조직의 결과물의 질을 높이. 

기 위해 순기능적 갈등의 필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구성

함에 있어 갈등의 수위조정과 역할을 담당할 구성원을 투입하는 것은 

모든 조직행동연구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은 이. Thomas

러한 가지 갈등유형 또는 갈등대처유형의 인간간의 관계를 그림 5 <

와 같이 각 유형의 역할을 정의12> 70)하였다.

그림 < 12 토마스 킬만의 갈등관리유형> 

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형의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대한 배려

는 높고 타인의 욕구엔 낮은 배려를 하고 자신의 목표만을 배타적으, 

로 추구 이기기를 원하는 경쟁적 자세를 취함으로 조직에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존재이다. 

70) 갈등의 유형 설명  Thomas, K. W, Conflict mode in instrument, xicom, 1974, pp.76~102. 

및 그림 재인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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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으로서 디자인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창조성과 새로운 아

이디어를 통한 혁신성에 있기에 일반 조직보다 갈등관리가 팀을 운영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적절한 갈등은 팀원들의 문제해결을 . , 

위한 창의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 

조직에서 갈등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기부여나 혁신의 의지가 미약하

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자인팀 구성원 중에서 경쟁형의 갈등. 

대처유형을 가진 디자이너를 적절히 배치하고 순기능의 갈등을 최적

으로 조장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전은희 등 의 연구(2000) 71)를 통해 갈등관리를 위한 갈등의 해결방안

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해보면 갈등상황에 처한 경우 사람들은 이, 

를 해소하거나 모면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 갈등해소와 모면에 대한 행위가 지닌 효Blake & Mouton(1964)

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는 개인의 목표 욕구를 달성해 . , 

내는 효과이고 둘째는 상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효과이다 구체적으로 , . 

보면 갈등대처 행위는 강요 대결 타협 모면 유화책 등으로 구분될 수 , , , , 

있다. 

갈등해소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여 정Putnam & Wilson(1982) 

립하였다 첫째는 대결유형으로서 직접적인 대항 주장 등을 통해서 자신. , 

의 의지를 상대에게 강제 또는 수용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둘째는 해결지. 

향 유형으로서 쌍방의 주장을 조정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셋째. 

는 회피 유형으로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다 즉. , 

서로에게 수용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제시된 것을 검, 

토하고 다시 제시하는 등의 과정을 밟으므로 갈등을 해소한다, .

71) 전은희 손인순 김일원 갈등에 대한 개념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제 권 제 호 , , , , 9 2 , 2000, 「 」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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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갈등해결의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고 있Fisher & Ury(1983)

다 첫째는 갈등의 현안을 갈등의 당사자들과 유리시킨다 둘째는 상대방. . 

의 입장을 공격하거나 스스로의 입장을 변명하기보다는 현안문제 이해의 , 

대립 목전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는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으며 , .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제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도출해 낸다 넷째는 타협책의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 

객관적인 준거를 마련한다 이러한 준거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 

많이 있지만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직행동 연구에서 팀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갈등을 유발 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디자인팀역시 창의성을 중시하는 조직의 한 종류. 

로 조직행동의 특성을 따른다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 갈등관리상의 갈. 

등대처방안은 본 연구에서 디자인팀의 과제수행 중에 팀원들 간의 상호작

용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에 대한 조직행동측면에서의 해석과 이해에 

대해 중요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팀 효과성 증진을 위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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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역동성과 디자인2.3.5 

디자인은 소비자와 사용자의 요구조건과 시장의 요구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제품을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포괄적 개념과 과정이다 제품의 개발. 

은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분야간의 협동이 필요한 과정으로 각각의 업무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현대 산업과 . 

사회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개인의 창의성에 맡기기 보다는 팀으로 대변되

는 조직적 집단적 해결안을 추구하고 있다, . 

디자인팀과 같은 팀의 구성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와 Katzenbach

와 같은 학자들은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로 팀 Smith(1992) . 

조직은 개인보다 더욱 풍부한 기술과 경험을 동원할 수 있고 이러한 광, 

범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합치면 팀이 기술 혁신과 고객 서비스 같은 복잡

하고 다면적인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팀 조직은 . 

명백한 목표와 접근 방법을 공동으로 개발함으로써 더 나은 속도와 정확

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팀 조직은 조직. 

의 경제적 관리적 측면을 보강하는 독특한 사회적 요인을제공하고 업, ， 

무 추진에 즐거움이나 사명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팀 조직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72) 

팀이 개인에 비해 좀 더 창의성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과 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Sutton Hargadon(1996)

된 팀은 개인에 비해 더 많고 넓은 범위의 능력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고 보았다 개인보다 집단 차원에서 더욱더 복잡하고 수용 기능한 해결안. 

을 제시할 수 있으며 팀과 같은 집단 차원의 문제해결 방법은 개인보다 

아이디어가 더 명확하게 공식화되고 객관적으로 표현 및 합의될 수 있어 

창의적인 성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72) 김태훈 공학 설계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팀 창의성의 정의 및 하위 영역과 요소도출 공학 , , 「 」

교육연구 제 권 제 호18 3 2015,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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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팀구성의 장점이 되는 이유들로 디자인에서는 문제해결

을 위하여 팀워크 를 중시하며 디자이너 개인 차원을 넘어(team work) , 

서 디자인팀을 구성하는 구성원 간의 역동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디자인팀역시 사회적 집단이나 조직의 일환으로 앞서 개인행동과 조, 

직행동의 차원에서 고찰해본 영향요인이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성을 가진

다 일반적인 사회학적 관점의 팀과 다소 다른 특성은 디자인 팀의 구성. 

원은 디자이너 개인으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인적 구성이 된 팀이라는 것

이다 디자이너가 비 디자이너들보다 창의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는 없. ( )非

으므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창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상대, 

적으로 디자이너들은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 사고과정을 훈련하고 창의적

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업무경험을 통해 창의

성을 계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선행연구를 통. , 

해 알아본 개인행동과 조직행동상의 팀 역동성 요인과 디자인에 대해 고

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행동 요인과 디자이너1)

선행 창의성 연구를 통해 Amabile, Oldham & Cummings, George 

등과 같은 창의성 연구자들은 개인행동 특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Zhou 

데 있어서 각기 다른 방식을 사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디자인과 창의성의 관계가 깊다는 점은 이미 . 

주지된 사실로 디자이너 개인행동 요인은 내면적 성향 요인과 행동과 태, 

도관련 요인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면적 성향 요인은 . 

자아 가치관과 윤리의식 성격으로 구성되며 행동과 태도관련 요인은 능, , , 

력 태도 지각 귀인으로 구성이 된다, , , . 



- 87 -

우선 자아란 자기정체성으로 생각 감정 등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 ,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 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행위자체가 창의성을 ' ' . 

발휘하거나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적 속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로

서 자아의 개념은 예술가로서의 자아에 대한 개념과 유사한 측면을 지닌

다 자의식은 자아에 대해 확인하고자하는 의식을 의미하는데 이미정. , 

은 예술가의 자의식과 예술창작의 관계 탐색에 대한 연구 에서 (2016) ‘ ’

예술가의 공적 자의식은 예술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타인과의 관계망 설

정을 위한 사회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며 작품을 통해 사회 비판적 주제로 

소통하는 데 관계하고 있다고 보았다. 

예술가들은 자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예술가의 사상은 작품의 주제

를 형성해 나가는 데 풍부한 예술적 바탕을 제공하고 작품 속에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자의식은 예술가의 예술창작에 일련의 동기가 되는 자극 요. , 

소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이너들 역시 동일한 자의식. 

이 형성되어 있으며 특히 창의성을 지니고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 

기존중감이 높고 디자인을 통해 창작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작업, 

을 통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지고 있

다 일반적으로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잠재능력과 성공 또는 실패의 실재 . 

경험을 통해 형성이 되는데 디자이너의 자기존중감은 디자인 창작 과정의 

경험을 통해 계발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 의해 디자인결과물이 . 

축척되면서 자신감 곧 자기효능감이 높아진다, .

가치관과 윤리의식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가치관이며 선택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윤리의식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의 사회적 가치관과 윤리의식이외에 디자이너는 디자인 직업으로서의 가

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디자이너는 디자인 과정을 거치며 끊임. 

없이 선택과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된다 디자인 문제와 목표를 설정하고 . 

바람직한 디자인 안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관과 윤리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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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디자인 안은 디자인 콘셉트와 디자인 수행으로 구성이 된다 첫 . . 

째 디자인 콘셉트를 설정 할 때 디자이너는 인간 사회 문화와 환경의 , , , 

측면을 고려하게 되는데 창의적으로 구상한 디자인 안이 이들과 상충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게 된다 디자인 콘셉트의 배경이 되는 이론은 철. 

학 사회학 문화학 공학 등 연계학문을 통해 형성될 뿐만 아니라 디자인 , , , , 

담론과 이론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데 그린 디자인 유니버셜 디자인 서스, , 

테이너블 디자인 등이 모두 인간 사회 문화 환경 등과 관련이 있으며, , , , 

디자인 콘셉트의 맥락에서 가치판단과 윤리의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 

콘셉트를 구체적인 실시 디자인으로 발전을 시킬 때 역시 조형 사용성, , 

재료 등의 선택측면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친환경성 등 가치판단과 윤리, 

의식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은 디자이너의 역할과 태도에. 

도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참여 디자인 생태 디자인, , , 

공공 디자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성격은 주변 환경에 대하여 특정한 사고 감정 행동양식을 나타내고, , ,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킨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체계를 의미한다 성격. 

은 디자이너의 개인 창의성과 관련이 깊다. Aguilar-Alonso(1996), 

와 같은 개인 창의성 연구자Kwang & Rodrigues(2002), Kelly(2006)

들은 개인의 성격이 창의적인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

구해왔으며 빅 파이브 성격유형 외향성 수용성 성실성, (the Big-Five) ( , , , 

정서안정성 개방성 이 개인 창의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 )

였다 그 후 의 메타분석에서는 이중 외향성이 개인 창의성. Feist(1998)

에 일관되게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73) 한발 더  

나아가 그리고 Gough(1979), Oldham & Cummings(1996) Choi 

등의 학자들은 창의적 성격을 언급하면서 독창적인 &Thompson(2005) , 

생각을 개발하기 위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및 자신감을 의미한다 또한 . 

73) 이덕로 김태열 개인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창의적 성격 기술다양성 및  , , - , 「

팀 특성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 권 제 호, 16 3 ,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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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를 조합하고 문제들을 발견하는 

것에 능숙하여 창의적인 행동을 더 많이 창출한다고 보았으며 일상적인 ,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채널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능숙하다고 보았다. 

창의적 성격의 의미를 살펴보면 보편적인 디자이너의 속성과 상당수

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격요인은 디자인팀을 구성원인 . 

디자이너의 필수요소로서 창의적 성격의 유무가 아니라 얼마나 성격을 잘 

발현하는가에 대한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능력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니고 있는 잠재적 힘이나 지능의 최대차, 

를 의미하며 주로 기능 을 의미하여 특정한 일을 다룰 수 있는 개(skills)

인의 차이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능력은 다양한 요소로 정의되는데 창의. , 

성을 창의적 능력 이라고 정의할 경우 능력의 일부가 될 (creative ability)

수 있다74) 이처럼 창의성을 능력으로 볼 때 지능과 같은 지적능력을 의. 

미하며 지능의 한 측면인 사고유형 사고전략의 하나로 파악한다 즉 창, , . , 

의적 결과에 도달하기 위하여 문제인지 기존 지식의 활용 사고과정과 같, , 

은 지적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 

는 이러한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지적 구조모형Guilford(1950)

을 제안하면서 창의성은 상상력을 동원(Structure of Intellect Model)

하여 자유롭게 다양하고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사고라고 하였다.75) 

그리고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하여 확산적 사고 를 (divergent thinking)

통해 많은 답을 산출 하도록 하는 유창성과 다양한 범주의 답을 산출하도

록 하는 융통성 및 남과 다른 독특한 답을 산출 하도 록 하는 독창성 요인

을 추출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결국 디자이너의 능력은 . 

기능 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지적능력으로서 창의적 능력(skills)

74)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서울 보문사 , . : , 2004, p.83.「 」

75) 성은현 박병기 김선 창의성 개념과 이론 영재와 영재교육   , , Vol.2 No.1, 2003, p.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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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creative ability) .

태도는 어떤 대상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느끼고 대응하는 일관된 성

향을 의미한다 조직행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직무관련 태도들은 직무만. 

족 조직몰입 직무몰입 조직시민행동 태업과 이직성향 등이 있으나 디, , , , , 

자인 팀 역동성에서 개인행동 요인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은 직무만족 직무몰입이다 디자이너에게 직무란 디자인을 수행하는 , . 

것으로 직무를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디자인을 얼마나 이룰 수 있고 이

루어 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직무만족적인 측면에서 일의 자율성이 높고 처리기술이 다양하며 자, , 

신의 성과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때 직무태도가 좋아질 

수 있다 디자인 과업에 대한 도전적인 목표가 높을수록 성취도 또한 높. 

기 때문에 디자이너의 능력에 따라 적절한 과업목표를 부여하는 것은 긍

정적인 직무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  , 

작업 조건이나 작업환경역시 중요한데 미흡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아지

게 된다 직무몰입이란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디자인에 몰두를 할 수 있. 

는가와 관계가 깊다 디자인 직무와 관련하여 창의성과 다양한 재능을 발. 

휘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나 공정한 보상체계 등 동기요인과 관련이 깊다. 

지각은 외부로 부터 들어온 감각자극이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서 뇌

까지 전달되면 그 자극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감

각적 심리적 과정으로 정의한다 지각의 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 . 4

는데  첫 번째 외부자극에 대한 선택적 주의집중 단계로부터 정보를 감지

하고 이해하며 선별된 정보를 부호화하고 단순화하여 기억 속에 저장하, 

는 단계를 거친다 새롭게 들어오는 정보는 기억되어 있는 정보를 인출하. 

여 비교하게 되고 이에 상응하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일련의 , 

인지적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76) 여기서 지각과정은 인지과정과 관련이  

76)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서울 보문사 , . : , 2004, p.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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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인지는 지각보다 좀 더 넓은 개념으로 감각정보가 변형되고 축소, , 

되고 정교화 되고 저장되고 인출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 , , . 

에는 형태인식 주의집중 기억 문제해결 창의적인 사고 등 거의 모든 사, , , , 

고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마다 인지를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이를 . 

인지스타일이라고 한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이론의 핵심인 . MBTI

가지의 인지스타일은 디자인의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데 직관사고형4 , 

은 논리성과 창의성의 관련성에서 직관감정형 형은 열정과 (N/T) , (N/F)

통찰을 통한 예술적 창의와 관련이 있다.

귀인은 원인의 귀착 을 의미하는 말로서 결과를 놓고 그 원인에 대해 ‘ '

추론을 하거나 의심의 단서를 찾으려는 심리현상이다 귀인은 부정적인 . 

속성이 강하며 핑계를 대거나 남을 탓하는 심리적 속성이 크다 디자인 . 

팀의 창의성 측면에서 귀인은 창의성을 촉진시키기보다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디자인의 업무속성상 개발에 참여하는 . 

타 분야와의 업무와 상관성이 크다 때로는 디자인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 

는 제한적인 요소나 조건이 디자인 내부로부터 오지 않고 외부로 오는 경

우도 있다 디자이너는 이러한 저해요소가 발생을 하면 업무에 대한 흥미. 

나 열정이 떨어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디자인 전반의 프로젝트에 대

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다보면 디자. 

이너의 방어기재가 작동하여 비슷한 업무상황에서 디자인 결과에 대한 문

제점을 외부 탓으로 귀인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한다.

이상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축척된 문헌적 지식과 이를 통한 고찰을 통

해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행동 요인에 대해 디자인과 디, 

자이너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들 선행연구와 이를 정리 요약한 정보. , 

를 종합하여 재정립해 보면 아래 표 과 같다<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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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요소 영향요소 디자인팀 영향관계

내

면

적 

요

소

자아

자기 존중감 우수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은 자아실현의 욕구

자기 효능감
디자인과업의 성공에 대한 믿음감

디자인 창작 과정의 경험 축척을 통해 계발

가치관과 

윤리의식

가치관 
디자인 목표 수단이 상충할 때 선택기준, 

디자인 안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영향 

윤리의식
디자인 선택의 옳고 그름의 판단기준

디자이너의 역할과 태도에 영향

성격

직무관련 (

Big Five)

외향성 내향성-
외향성 공동업무에 대한 팀기여도 증가: 

내향성 독자적 공간 필요: 

개방성 폐쇄성-
개방성 실험정신 및 아이디어 발현 강점: 

폐쇄성 꼼꼼하고 큰 실수없는 일처리: 

친밀 냉소-
친밀 신뢰 긍정적 시각 참여: , 

냉소 의심 주변인 경쟁자로 인식: , 

성실 자유분방-
성실 사고와 행동이 조직적 미래준비: , 

자유 창의적업무에 강점: 

민감성 안정성-
민감성 서비스에 대한 배려: 

둔감성 침착: 

행

동

과

태

도

요

소

능력

기능 팀내 디자인결과물의 퀼리티에 영향

창의적 능력

다중지능( )

언어 공간 논리 대인관계 자연친화 등 다양한 , , , , 

분야와 발산적 사고에 영향을 미침

태도
직무만족 디자인팀 과업의 욕구충족과 관련

조직몰입 디자인팀에 대한 애착과 충성심

지각 인지/

정보

감지

감각형 팀 과업을 감각에 의존한 감지 분석, 

직관형 팀 과업을 과거의 경험이나 육감 영감에 의존, 

정보

판단

사고형 팀 과업을 논리와 사실에 의한 판단

감정형 팀 과업을 사람이나 관계 중시로 판단

귀인
결과의 원인에 

대한 추론

창의성 저하 요소

디자인팀 내 조직관리 및 운영에 영향

표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이너의 개인행동 연구종합<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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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행동 요인과 디자인팀2) 

디자인의 업무 유형은 다양하다 디자이너 개인이 작업을 맡아 진행할 . 

수 있는 업무는 한정적이며 대다수의 경우 디자인팀을 구성하여 디자인 , 

작업을 수행한다 팀 작업의 경우에도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디자인기. 

획 조사 및 분석 디자인 개발 등의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 . 

따라서 디자인팀으로 작업을 수행할 경우 구성원간의 팀워크가 중요해진

다 팀워크란 몇 사람이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한가지의 공동의 목표를 . 

달성하기 위하여 각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행동하는 것

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훌륭한 팀워크는 팀원이 각자 맡은 일에 책임. 

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동기 요인 집단구성 요인 의사소통 요인 상호작용과 갈등 요인을 중점, , , 

적으로 살펴보았다 디자인팀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 

직행동 요인의 역동성을 디자인팀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동기 요인은 팀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행동에서 목표를 설정하

고 과업을 수행하여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 

매우 중요하다 디자인 팀 프로젝트 수행에서 작용하는 동기는 내적 동기. 

와 외적 동기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내적 동기는 마음속에 존재하. 

는 내적인 욕망 열정 사명감 등을 의미한다, , .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 목표를 달성을 위한 디자인결과에 

대한 욕망이 강한 편이다 또한 디자인 조형성에 대한 품질과 완성도를 . , 

높이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내적 동기는 디자인 . 

업무자체에 즐거움을 느껴 발생하는 강하고 능동적인 동기로 파악하고, 

팀 역동성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내적 동기를 부여하고 자극해야 할 필

요성이 있다 외적 동기는 사회적인 욕구 곧 칭찬 권위 인정 지위나 금. , , , , 

전적 물질적인 보상 등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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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작업의 결과물에 대한 공식적인 보상은 디자인상의 수상을 통

해 나타나기도 한다 디자인상을 통해 결과물을 인정받고 권위가 부여되. 

며 우수한 디자이너로 지위가 인정된다 디자인 팀의 수상은 기업의 가치. 

를 높여주는 것으로 금전적 물질적 보상을 통해 격려를 하여 더 나은 디, 

자인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집단구성의 요인은 디자인팀의 구성과 관련이 높은 요인으로 구성원, 

인 디자이너들의 개인행동 특성에 의해 결정이 되며 디자인결과물의 특, 

성 및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디자인. 

팀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구성원인 디자이너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인적 배경이 있다 구성원들의 나이 성별 학력 전공 등과 같은 . , , , 

인구통계학적인 요인이나 능력 개성 기대감 문화적 배경 등의 개인성향, , , 

에 대한 요인이 있다 이들 배경이 비슷한 경우 동질적 집단이라고 하며. ,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를 이질적 집단이라고 한다 동질적 집단인 경우 . 

안정적이며 갈등의 여지가 적은 편이나 이질적 집단일 경우 갈등과 대립, 

의 여지가 잠재되어 있으나 다양성을 통해 의견개진이나 창의적인 업무, 

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해 Schilpzand, Herold, & Shalley(2010)

보면 구성원들의 다양성이 혁신 문제해결 팀 창의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 , 

한다 특히 최근 를 비롯하여 다학제 디자인팀의 구성이 활발한 점. , IDEO

을 감안해보면 다전공의 팀을 구성할 경우 각각의 개인이 팀 내에서 역할

을 기대하게 되는데 디자인 과업의 특성이나 상하관계의 지위 등에 의해 ,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다수의 전공이 모여 디자인팀을 구성함으로 각 . 

전공자에게 역할은 기대된 역할 인지된 역할 그리고 실제적 역할을 요구, 

하는데 이들 세 가지 역할이 상호 일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서로 상충, 

되거나 기대이하의 능력을 보일 때는 디자인결과물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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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이 과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의사소통역시 중요하다 의사. 

소통은 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의미 해석을 통해 상

호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디자인과업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콘, 

셉트는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해결안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며 이해

시키고 발전을 시키는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디자인팀의 의사소통. 

은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디자이너들의 결속을 다지는 정서적인 기능 팀을 통, , 

제하는 기능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 

그림 < 13 의사소통의 의미와 구성 요소> 

디자인팀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의 유형은 조직의 상하 

간 전달되는 수직적 의사소통이 아닌 동일한 계층인 디자이너 구성원들 ,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 의사소통이다 디자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로운 .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수록 팀 창의성이 발휘되며 팀의 효율성이 증

진된다 소통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역시 권위와 지위에 의해 수직. 

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디자. 

인 안이 문제해결 중심으로 팀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가장 적절

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공적인 개발을 자극하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완수를 이끄는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창의적인 성

과물을 도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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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디자인팀역시 사회집단 조직의 일부로 디자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은 집. 

단과 조직 관계의 기본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협동 경쟁 갈등 등 크게 , ,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디자인팀 과업의 목표를 달성은 기본적으로 협동을 . 

전제로 한다 팀 구성원인 디자이너는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함으로 .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여 동일한 목표를 달성한다 디자인팀의 협동은 외. 

부요인과 내부요인에 의해 다른 양상을 지니게 되는데 다른 팀과의 경쟁, 

이나 갈등은 팀 내 구성원들의 협동을 더욱 공고히 하게한다 그러나 내. 

부 경쟁과 갈등은 팀원들의 협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경쟁. 

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기여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팀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장점도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갈등으로 ,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극대화 되면 팀을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팀 내 갈등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키거, 

나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팀의 경우 업무는 . 

창조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성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갈등은 

동기부여나 혁신의 의지를 자극하여 팀원들의 창의성을 부추기는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 14> Goldberg and Urey 최적갈등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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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최적갈등수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Goldberg and Urey(1994)

업무성과와 갈등정도의 관계를 위 그림 의 그래프와 같이 제시하였< 13>

다.77) 이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점에서 최적갈등 수준인 지점에  , A B

이르기까지는 갈등의 순기능이 작용하여 업무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최적갈등수준을 넘어선 지점에서 지점까지는 갈등의 역기능이 B C

작용하여 업무성과가 떨어짐을 나타낸다 각 분야별 업무 성격과 상황이 . 

다르기 때문에 양적인 측정은 불가하나 조직행동의 경험적 관점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디자인팀 역동성측면에서 디자인팀과 그 . 

구성원이 팀 작업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여 최상의 

디자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갈등수준인 지점을 만들어 낼 수 B

있는가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이상으로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행동 요인에 대해 디

자인 팀과 디자이너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직행동 특면에서 다양한 . 

요인들이 제시되었으며 모두 디자인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

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와 이를 . 

정리 요약한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재정, 

립해 보면 아래 표 과 같다< 18> .

77) Brett, Goldberg and Urey, Managing Conflict, Business Week Executive Briefing Service, 

그래프 재인용p102,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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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영향요소 디자인팀 영향관계

동기

내적동기

욕망 열정 사명감, , 

디자이너의 내적 동기는 디자인 업무자체에 

즐거움을 느껴 발생하는 강하고 능동적인 동기

외적동기

디자인상 수상을 통한 인정 권위 지위 부여, , 

칭찬 금전적 물질적인 보상, , 

노력과 성과 보상의 연계를 통한 동기부여

집단구성

집단구성원의 특성
동질적 집단 상호협동과 의사소통이 용이, 

이질적 집단 창의적 업무수행에 효과적, 

집단구성의 상황

집단의 규모 참여율 만족도, , 

집단의 사회적 밀도 사무실 환경 대면접촉, , 

과업의 종류 과업의 유형과 난이도, 

집단구성의 구조
역할: 기대된 역할 인지된 역할 실제적 역할, , 

응집력 집단에 대한 매력 친밀감 충성도: , , 

의사소통

기능 정보전달 기능 동기유발 기능 통제기능 정서기능, , , 

수직적
목표설정과 의사결정 속도가 빠름 

권위주의에 의한 창의성 저해요소 내포

수평적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동기부여 책임의식 고취, , 

상호작용

갈등이론

협동
목표 달성의 혜택이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

갈등해소를 위한 협동

경쟁
창의적이고 더 높은 성과

갈등유발 내포

갈등

순기능 창의성제고 화합과 단결, 

역기능 조직와해 창의성 저하, 

갈등관리 갈등자극과 해소

표 < 18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팀 조직행동 연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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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실험연구 가설설정2.3.6 

본 논문의 연구의 배경에서 제기한 연구문제 가지는 연구의 목적 및 5

방법에서 연구문제 개의 속성을 살펴보고 문헌연구와 실험연구로 분류5

하여 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축척된 지식을 통하여 . 

제기된 연구문제를 다시 한 번 살펴보면 연구문제 디자인과 관련하여 , 1‘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와 연구문제 디자인팀 창의성은 무엇이며 어?’ 2‘ , 

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는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에서 창의성의 개념?’ , 

구성요인 사고과정에 대한 조사와 창의성과 디자인의 고찰을 통해 이해,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는 디자인팀 실험연구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3~5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디자인 프로세스는 창의성 사고과정과 동일. 

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있으며 이에 따라 디자인팀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 

통해 디자인 과제를 수행하여 창의적 결과물을 얻고 있음을 주지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창의성 사고과정으로 팀원들의 창의적인 디자인 사고

과정을 유도하며 이때 팀원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정보전달과 반응을 하, 

며 조직행동 특성에 따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 이러한 디자인팀 사고. 

과정과 팀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팀원들은 팀 과제수행에 대한 만족감과 

수월성을 느끼며 팀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이와 같은 팀 실험의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은 디자인 프로세

스를 수행할 때 디자인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이 각각 특정한 양상을 

가지고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할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 , 

살펴본 디자인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팀원들의 창의성요인은 팀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지 . 

확인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디자인팀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검증할 수 . 

있는 실험방법론을 개발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문제 는 선행연구3~5

를 통해 인지한 배경지식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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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출발점인 연구문제 와 연계하고 본 실험연구의 용어를 3~5

사용하여 다음 표 와 같이 가설설정을 하였다< > .

연구문제 3 : 

연구가설 1 :

 

디자인팀 창의성은 어떤 양상을 가지고 발생하는가?

디자인팀의 팀 사고과정 및 팀 상호작용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발생한다.

연구문제 4 : 

연구가설 2 :

 

연구가설 3 :

 

디자인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연구문제 5 :

 

연구가설 4 : 

디자인팀원들의 팀 만족도는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가?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수행성에 영향을 받는다.

표 < 19 연구문제에 따른 가설설정 > 



- 101 -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 및 분석방법론 개발3. 

실험설계 개요3.1 

선행연구사례 분석3.1.1 

조직 집단과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외적으로 심리학 경영학 산업공학, , , 

과 같은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 져 왔다 선행연구를 통해 각 분야의 . 

연구를 고찰 해본바 심리학을 바탕으로 경영학에서는 조직행동론으로 대, 

표되는 이론 등을 통하여 적재적소에 최적의 인재를 배치하여 조직의 효

율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산업공학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재배치하여 산업공정의 효율성을 . 

향상시키는 조직구조이론을 바탕으로 원가절감을 통해 기업의 이익의 극

대화하기 위한 이론들이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사회 혹은 . 

기업이라는 큰 조직아래의 가장 작은 하부조직인 팀 이 만들어내는 결과‘ '

물이 그들이 속한 상부조직에 큰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게 됨은 이미 주지

된 사실이다 또한 팀 역동성측면에서  팀의 역량은 과업결과물에 많은 .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팀 역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해 왔다.

디자인팀의 역동성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경영학이나 산업공학과 

같은 관련학문이 목표하는 인력 재배치 최적화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와 , 

다른 특성과 목표를 갖는다 디자인팀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 

해서 조직된 팀이다 업무의 역할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일반 사무. , 

나 생산업무와 달리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업무의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 

디자인 분야의 팀 역동성에 대한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인재인 디자이너

의 재배치 곧 디자인팀의 구성을 통한 창의적 결과물의 극대화를 추구해, 

야 한다 방법 역시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실현 할 수 있는 디자인팀을 구. 

성하고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창조성을 향상하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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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의 학문적 . 

특성이 다른 만큼 팀 조직 및 팀 역동성 연구가 지향해야하는 바는 타 분

야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르게 나타나야 한다.

분야 경영학 산업공학 디자인

목적

인재 최적화 를 통한 ‘ ’

이익의 극대화 

인력 재배치 를 통한 ‘ ’

공정 및 생산효율성의 

극대화

인재 재구성 을 통한 ‘ ’

창의적 결과물의 극대화

방법

한정된 인재 재배치의 

사람을 통한 창조성 

(Creativity through 

향상People) 

작업 전문화 정도 (Work 

에 의한 Specialization)

사람을 통한  

생산성(Productivity 

향상 through People)

창의적 디자인팀 구성을 

통한 창조성

(Creativity through 

Organizing creative 

향상design team) 

조직의 촉진과 저해 요소 

관리를 통한 이익 극대화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 

극대화

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이익 극대화

대표

이론

조직행동론

(Organizational theory)

조직구조론

(Organizational 

structurism)

디자인 경영78)    

(Design management)

표 < 20 타학문과 디자인 팀 구성 및 팀 역동성 연구의 목적 및 특성비교>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본바 사무조직이나 생산조직과 같은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적인 팀 구성 및 팀 역동성과 관련된 타 분야 연구는 

조직연구의 초기에서 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와 비교할 . 

78) 정경원 디자인경영 안그라픽스 서울 한국 저서를 통하여 회사조직 내 독립적 디 , , , , , 2006. 「 」

자인팀 운영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 기술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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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창의성을 요구하는 연구는 심리학과 교육학 예술학에서 먼저 이루어, 

졌으며 경영이나 공학과 같은 분야에서 창의성 연구가 주요한 의미를 갖

기 시작한 것은 급격한 기술변화 글로벌 경쟁 경제적 불확실성 등의 경, , 

영여건으로 인해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면서부

터 강화되었다.79) 그러나 선행연구를 통해 살펴볼 때 디자인 팀 조직 및  

역동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의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외적으로 상대적으로 

많지 않는 실정이다. 

본 실험연구의 개발을 위해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의 범주에 속하는 선

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국외에서는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의 . Douglass 

교수는 개인 창의유형 측정법인 와일드 테스트Wilde(1999) (Wilde 

를 통해 창의성 양상이 다른 학생들이 각 팀에 다양하게 분포되도Test)

록 디자인 팀을 구성하여 디자인 팀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실험을 

한 바 있다 네덜란드의 델프트 대학의 교수는 . Badke-Schaub(2002) 

디자인 팀에서의 팀 의사소통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디자인팀의 디자이너, 

들의 사고 과정이 생성 조사 비교 선택의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규, , , 

명하여 디자인팀 프로세스의 기본적인 디자인팀 활동 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또한 후속연구로 년에는 디자인 팀에서 일어나는 가지 인지. 2007 5

적 갈등 요소들을 파악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각 갈등 요소와 디자인 프, 

로세스의 효율성간의 관계를 규명한 바 있다. Henri Christiaans(2002)

은 창의성과 관련된 법칙들 간의 관계를 심층 연구함으로써 창의적 과정

을 통해 도출된 디자인결과물의 평가기준들의 유효성을 입증하고자 하였

다 평가자들에게 인터뷰를 하였고 평가자들에게 을 작. , ‘semantic scale'

성하게 함으로써 디자인의 어떤 요소가 창의성에 기여하는지 조사하고자 

하였다.

79) 안정호 임지영 개별성 관계성 및 인지적 유연성과 팀 창의성의 관계 설계 관련 교과목의 협 , , - : 「

동학습 사례를 중심으로 공학교육연구, , Vol.16 No.4, 201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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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선행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연구 사례 중 의 연구Badke-Schaub

를 중심으로 실험목적 방법 과제와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국외 실험사례 1) 1

Stempfle and Badke-Schaub(2002)◾ 80) 

팀 의사소통 분석을 통한 디자인팀 사고 연구(Thinking in design ◾

teams - an analysis of team communication)

실험목적① 

디자이너들의 사고과정과 그룹 프로세스에서 의사소통의 영향 분석

실험방법② 

나이 전문배경 등이 비슷한 명의 학생 참가자들로 구성된 세 , 4-6◾

개의 실험팀 구성

각 팀들에게 디자인에 필요한 기술적인 정보들은 모두 제공하고 약 ◾

시간의 실험시간을 수행함6

각 팀들은 설정된 소비자들과 세 번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나눔◾

팀 의사소통은 모두 기록되었으며 발언들은 주제가 바뀔 때마다 , ◾

문장단위로 프로토콜 분석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protocol) . 

표 프로토콜분석의 데이터처리를 위한 코딩스킴 기준표 참조*< 21>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할 다층의 해독 시스템 개발 ◾

디자인팀 역동성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해결 영역 경제 생태학 등( , )◾

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실험설계를 함

80) Stempfle and Badke-Schaub, Thinking in design teams - an analysis of team 

communication, Design Studies Vol 23 No. 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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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focus Step Action

Content

Goal 

Clarification

Goal-related statement or question

Requirement-related statement or question

Solution 

Generation
Solution idea

Analysis
Question, Answer, piece of information

Evaluation
Hypotheses, implication

Question for opinion or evaluation

Positive evaluation/agreement

Negative evaluation/disagreement

Prioritizing

Expression of uncertainty

Decision Decision

Control Control of facts and effects

Planning Planning, discussion of order, in which tasks 

are to be completed

Assigning tasks to group members

Analysis Question

Answer,piece of information

Hypotheses, implication

Process

Evaluation
Question for opinion or evaluation

Positive evaluation/agreement

Negative evaluation/disagreement

Expression of uncertainty

Decision Decision, arrangement

Control
Control of group members

Summary, consensus

Residual Residual Residual

표 < 21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설정된 코딩스킴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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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제 ③ 

태양 천문관의 기계적인 콘셉트를 디자인할 것 이 태양 천문관은 태. 

양의 위치를 지구의 위치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는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실험결과④ 

법칙 디자인그룹 안에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의 은 컨2/3 : 2/3◾

텐츠와 관련된 것이었고 나머지 은 그룹 프로세스를 구조화하기 1/3

위한 것으로 분석

디자인 프로세스 단계별 빈도수 팀 의사소communicative acts : ◾

통은 주로 콘텐츠 와 프로세스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46%) (17%)

며 그 다음으로는 콘텐츠의 평가 와 목표 명확화 프로세(13%) (7%), 

스의 평가 의 빈도로 발생함(5%)

의 팀 의사소통이 목표와 관련되어 있고 는 해결 그리고 7% , 63% , ◾

는 팀 프로세스와 관련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짐30%

국외 실험사례 (2) 2

Badke-Schaub and Goldschmidt, Meijer(2007)◾ 81)

디자인팀의 인지적 갈등 경쟁과 협력 연구: (Cognitive conflict in ◾

Design teams : Competing or collaborating?)

실험목적① 

디자인팀 행동에서 인지적 갈등이 디자인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 분석

실험방법② 

81) Petra Badke-Schaub, Gabriela Goldschmidt, Martijn Meijer, Cognitive conflict in Design 

teams : Competing or collaborat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ngineering Design, 

ICED’0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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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명씩 개 팀 구성3 6◾

실험 단계 ◾

단계 팀별로 주제 공지1 : , 

단계 팀 구성원들을 다른 방에 놓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게하고 큰소2 : 

리로 말하면서 생각하게 함 분(25 )

단계 팀끼리 만나서 디자인을 완성하게 함 분 가지 인지적 3 : (45 ) : 5

갈등체크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 , , , )

단계 설문조사 인터뷰 분4 : , (10-15 )

단계 독립적인 심사위원들이 평가5 : 

발표한 가지 인지적 갈등요소인 경쟁Thomas & Kilmann(1974) 5◾

협력 타협 회피(competing), (collaborating), (compromising), 

와 호의 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 및 분(avoiding) (accommodating)

석을 실시함

실험주제 ③ 

글로벌 가족 장비를 위한 새로운 텐트를 디자인 하라.

하이킹 또는 등산을 위하여 접이식 시사이즈 한명의 성인 또는 커플 , , 

또는 커플과 두 아이를 위한 하나의 텐트 실용적이고 설치 운반이 용, , 

이한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실험결과④ 

개 팀의 실험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혁신적인 팀 과 혁신적6 , (O)◾

이지 않은 팀 으로 분류하고 기능적인 팀 과 가장 기능적이지 않(X) (Y)

은 팀 으로 분류하여 비교함(Z)

팀이 팀에 비교에 문제해결에 더 경쟁적 이었으며 O X (competing)◾

이후에는 더 타협적 인 행동을 보임(compromising)

팀은 전반적으로 팀에 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제하는 협력적X O◾

인 치수가 높음(collabor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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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적인 팀 인 기능적이지 않은 팀 보다 아이디어를 거부하(Y) (Z)◾

거나 협력하거나 타협하는 빈도수가 더 높음, , 

국내에서는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에 대한 논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팀 

역동성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개인 역동성 실험을 포함하여 선행연구를 검

토하였다 의 조희영 정경원 이 디자인팀 구성원의 내재적 . KAIST , (2006)

속성인 성격 분야 경험이 그룹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 , 

구성원의 속성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팀과 이질적인 팀을 구성하고 각각, 

의 팀의 디자인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팀 구성원들의 행동 문제해결 과, 

정 최종 산출물을 분석하여 그룹창의성의 차이를 평가하였다, . 

성균관 대학교 연구소의 진선태 김용세 는 디자인 과제실CDI , (2007)

행의 내용과 과정에서 디자인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나타나는 디자이

너들의 행동의 패턴과 상호관계들을 파악하는 연구를 실시하여 명의 디, 4

자이너 과제수행에 대해 디자인정보와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반을 둔 상호

보완적 코딩스킴 을 사용한 프로토콜 분석을 하였다 이(coding scheme) . 

를 통하여 디자인 과정에서 디자인 정보가 많을수록 독창적 디자인 콘셉

트를 만들어 지는데 기여함을 도출하였다. 

경희대학교의 최한희 주서령 김미정 은 디자인 과제를 수행함, , (2013)

에 있어 문제에 대한 개념 설정과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과정을 추적

하여 디자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은유와 유추 추론기법이 전체 디자인 과

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프로토콜기법을 활용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다양한 개인적 체험과 학습을 통해 사고를 확장시, 

키는 트레이닝이 디자인에 직접적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하

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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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실험사례 (3) 1

조희영과 정경원(2006)◾ 82)

디자인팀 구성원의 내재적 속성이 그룹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

현 연구(The Impact of Underlying Attributes of Design Team 

Members on the Group Creativity)
 

실험목적① 

디자인 팀 구성원 개개인의 내재적 속성이 그룹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고찰을 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팀을 구성하는 데 유용한 지침

을 밝혀냄

실험방법② 

구성원의 속성인 성격 분야 경험을 기준으로 동질적인 팀과 이질, , ◾

적인 팀을 인 조로 개 팀 구성3 1 11

과제 과 를 여 분간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발전 및 아이디1 2 50 , ◾

어 스케치 최종안의 선택 및 구조 및 방식의 구체화를 수행하게 함, 

디자인결과물인 아이디어 스케치는 컨셉 기능 및 구조 작동방식, , ,◾

외형을 포함하는 디자인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함

각각의 팀의 디자인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팀 구성원들의 행동, ◾

문제해결 과정 최종 산출물을 분석하여 그룹 창의성의 차이를 평가, 

팀 구성원의 속성 에 따른 행동 상의 차이와 잠재된 특성을 분석하◾

기 위해서 디자인 과정에서 나타난 커뮤니케이션의 프로토콜 분석을 , 

수행함

실험주제 ③ 

과제 아침 기상을 도와주는 제품이나 시스템 내년에 출시될 수 1 : (

있는 제품 기술적 현실성 고려)

82) 조희영 정경원 디자인팀 구성원의 내재적 속성이 그룹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현 연구 , , , 「 」

디자인학연구 권 호, 19 5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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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개념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나 제품 년 후 출시제품2 : (20 , 

기술적 고려 필요 없음)

실험결과④ 

구성원들의 내재적 속성의 차이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 준(◾

비 발산 수렴 실행 에서 창의성의 특성인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 / ) , , , 

유용성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고 특정단계에서 우

세한 그룹 창의성을 보인다는 것을 도출함

이에 따라 디자인 프로세스의 각 단계 별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

인력을 투입하여 팀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

로 창의적인 디자인 팀 구성 모텔을 개발함， 

국내 실험사례 (4) 2

진선태와 김용세(2006)◾ 83)

제품디자인과제에 대한디자인정보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프로토콜◾

분석사례연구(Protocol Analysis of Product Design Assignment 

based on Design Inforrnation and Design Process : A Case 

Study)
 

실험목적① 

디자인 과제실행의 내용과 과정에서 디자인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통

해 나타나는 디자이너들의 행동의 패턴과 상호관계들의 파악

실험방법② 

명의 경력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개인 창의성모드를 테스트하여 4◾

창의유형을 파악하고 디자인 과제수행을 기록한 후 프로토콜분석을 , 

통해 디자인행위를 분석함

83) 진선태 김용세 제품디자인과제에 대한 디자인정보와 프로세스에 기반한 프로토콜분석 사례연 , ,「

구 디자인학연구 권 호, , 19 1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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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창의성모드 와 디자인 행위와의 (Personal Creativity Mode)◾

관계들을 분석함

PERCEPTUAL MODES RESPONSIVE MODES  

Conceptual (Intuitive)   Factual (Sensing) 

EXTROVERTED MODES Synthesizing Experiential   

INTROVERTED MODES Transforming Knowledge -based 

표 < 22 가지 개인 창의성유형> 8 (PCMT)

디자인정보양상 프로세스의 패턴 해결안의 질적 평가간의 관계를 , , ◾

디자인정보와 디자인 프로세스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코딩스킴 

을 사용하여 분석함(coding scheme)

정보 카테고리는 디자인 콘텐츠와 콘셉트를 나타내며 형태 기능, / / ◾

디자이너 사람 정황으로 나누어 데이터 인코딩이 가능하도록 함, / 

표 세부정보 카테고리와 분류와 예 참고*< 23> 

실험주제③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물을 이용한 놀이기구를 주제로 문제를 이해하

는 과정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발상과 최종적으로 새로운 디

자인을 제안하고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실험결과④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좋은 디자인결과물을 얻기 위한 선결조건으◾

로 각 디자인 전략행위들이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정황과 외부적 지식 에 관한 디자인정보GF(General Feathers)，◾

가 많을수록 독창적 디자인 컨셉이 만들어 지는 데 기여함

개인 창의성유형 과 디자인창의성과의 차이성은 나타나지 (PCMT)◾

않고 디자이너의 개인성향과 디자인 행위 간에만 작은 관련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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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categories
Subclass Examples

Form

visual factor

Overall Shape (OS)

-Main object, Size, Color
라운드가 많은

Component Shape (CS)

-Unit

스피커 분수, LCD, , 

조명

Function

General Feature (GF)

-Common function, Usage

물을 담아야한다.

자연스럽게 빠지다.

안정감을 주다.

Technical Feature (TF)

-Explicit function, Operation

구멍을 뚫어주다.

일판을 달다.

Context
External Knowledge (EK)

- User social context

유치원 나이가 세, 7 , 

물장구를 치는

Human

Physical Elements (PF)

-Body elements, Human moving, 

Gestures

발을 담그다 앉다. .

Mental Elements(MF)

-Feeling, Responses

지루하다 부담감이 . 

없다.

Designer

Intent(IN)

-Domain knowledge

-Designer’s prediction or Judgment

-Process management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지?

대형분수처럼 보이겠지,

라이트가 있어야겠네.

표 < 23 세부정보 카테고리 분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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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디자인팀 역동성과 관련된 선행 실험연구들은 살펴보면 크, 

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디자인팀의 상호작용. 

에 의한 팀 역동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이다 두 번째는 팀 구성원인 디자이너 개인 . 

속성에 기반을 둔 팀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수인 디자인 팀의 

창의적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연

구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수가 존. 

재하였는데 실증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살펴본 연구방, 

법은 프로토콜 분석 방법이었다(protocol analysis) .

프로토콜 분석은 실험의 피험자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기록하거나 비디오 오디오 등의 기기를 활용하여 기록을 하여 피험자의 , , 

사고과정을 분석하는 기법을 의미한다.84) 프로토콜 연구를 활용한 연구 

분야를 살펴보면 인지심리학 연구자인 와 인지과학 연, Crutcher(1994)

구자인 행동분석 연구자인 Simon & Kaplan(1989), Ausin & 

교육심리학 연구자인 Delaney(1998), Pressley & Afflerbach(1995)

등이 대표적인 연구자이다 디자인분야에서는 프로토콜 분석이 활용된 추. 

이를 연구한 의 연구를 보면 다른 분야의 연구 추세와 Jiang, Yen(2009)

같이 년대부터 활용하기 시작하여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는 1990

추세이다.85)

84) Austin, J., & Delaney, P. F,, Protocol analysis as a tool for behavior analysis. Analysis 

of Verbal Behavior, 15, 1998, pp.41~56.

85) Jiang, H., & Yen, C. C., Protocol Analysis in Design Research: a review, iasdr 2009, 

2009,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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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설계 목표 및 구조3.1.2 

디자인팀의 궁극적인 목적은 창의적인 디자인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

다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디자인팀은 디자인 프로세스로 . 

대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팀 구성원인 디자이너들의 상호작용

이 일어나며 상호작용은 개인행동 요인과 조직행동 요인의 역학적인 영, 

향관계 곧 팀 역동성을 가진다, . 

본 실험설계의 목표는 첫 번째는 디자인팀 창의성의 양상이 어떻게 일

어나는가에 대한 관찰과 분석이며 두 번째는 팀 역동성을 측정하고 분석, 

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에 있다 디자인팀 창의성의 양상을 관찰. 

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창의성 팀 창의성 창의성 사고, , 

과정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 고찰을 하였으며 디자인팀 역동성을 측, 

정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역시 선행연구를 통하여 팀 역동성의 개념과 영

향요인을 개인행동과 조직행동의 차원에서 고찰하고 이를 디자인 관점과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실험의 구조 및 방법은 기업에서 수행하는 디자인팀의 업무과정을 도

입하여 수립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디자인팀의 업무는 디자인 과제. 

선정 디자인팀의 구성 과제수행 디자인결과물의 도출 및 실행의 과정을 , , , 

거친다 디자인팀의 역동성은 이러한 디자인팀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기 . 

때문에 실증적인 실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업무과정을 실험구조로 도입

하였다.

그림 < 15 디자인팀 디자인 업무과정>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찰된 창의성과 팀 역동성에 대한 이론들은 본 팀 

역동성 실험설계의 배경지식을 제공하였으며 실험의 구성과 내용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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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공하였다 또한 실험의 도출된 결과를 분석하는 것 . , 

역시 선행연구로부터 근간이 마련되어 실험의 구조를 완성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방법에서 설명할 각각의 영역에서 도입된 

측정방법과 분석방법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선행연구의 

분야별 세부연구에서 학자들이 개발하고 사용한 방법들로 동일한 맥락에, 

서 팀 역동성 실험을 위해 도입이 되었음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선행. 

연구와 본 실험설계의 목표 및 구성과 내용에 대한 관계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 그림 과 같다 이는 디자인팀 역동성을 측정과 분석의 실험 방< 16> . 

법이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디자인 연구의 특, 

성역시 반영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 16 선행연구를 통한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설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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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 및 분석의 방향을 다음

과 같이 네 단계로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디자이너 개인특성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파악된 , 

개인특성을 기반으로 실험의 가설과 전제조건에 따라 독립변수로 디자인

팀의 특성을 규정한다 세 번째는 디자인 주제를 부여하여 과제수행을 통. 

해 결과물을 도출하고 팀 수행성 측정을 한다 네 번째는 위 세 가지 세부. 

요인들 간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각각. 

의 단계에서 수행할 측정 및 분석내용은 그림 과 같다< 17> .

그림 < 17 실험단계별 내용 및 분석 방법> 



- 117 -

실험수행 및 분석방법 정립3.2 

개인특성 측정 및 분석3.2.1 

실험의 첫 번째 단계는 팀의 구성원인 참여 디자이너들의 개인요인을 

파악하는 것이다 실험 전 참여자들에게 개인의 전공분야 직무수행경험 . , 

및 성별 등의 개인속성 영역을 조사하고 창의적 성격유형과 갈등대처유, 

형 테스트를 수행하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개인측정 영역을 조사하여 

디자이너 프로파일링 을 작성 한다(designer profiling) . 

개인속성 영역1) 

개인속성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중심으로 실험 참여 디자이너

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성별 나이 학력 전공 경력 거주 지역 관심사 . , , , , , , 

등등 다양한 속성을 파악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팀 역동성에 ,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공 직무수행 경험 성별 등의 세 가지만 포함, , 

하였다 연구 가설에 따라 필요 요인의 추가가 가능하다. .

전공①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주 전공을 판단한다 석 박사학위자의 경우 학사. ⸱

와 동일분야 전공일 경우 동일전공자로 분류하고 석 박사학위 중 타 , ⸱

전공학위를 가진 경우 복수전공자로 분류한다 디자인팀 다양성에서 . 

동질 이질 팀의 구성을 위한 개인 요인으로 활용한다, .

직무수행 경험 ② 

직무수행 경험 기준으로 학사 졸업 후 직무경험을 년차별로 파악하고 

학생 피험자인 경우 학년을 기입한다 직무수행 경험이 디자인 작업에 .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인 요인으로 활용한다. 

성별③ 

피험자의 성 을 파악한다 디자인팀 다양성에서 동성 이성의 팀 ( ) . , 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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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디자인 작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개인 요인으

로 활용한다. 

개인측정 영역2) 

성격 능력 지능 창의성 등과 같은 개인의 특성을 유형화하는 것은 , , , 

어려운 일이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 

인행동 요인으로 성격과 능력 지각과 인지 등은 창의성과 관련성이 높음, 

에 주목을 하고 조직행동 요인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갈등, 

이론에 주목을 하여 개인특성을 반영하였다 창의성과 갈등은 측정이 가. 

능한 개인요인으로 사전 테스트를 통해 유형을 분류하여 개인특성으로 적

용하였다.

창의유형(1) 

개인의 창의유형을 테스트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대표적인 검, 

사는 의 확산적 사고 개념에 기초하여 가 Guilford Torrance(1966)

개발한 창의적 사고력 검사인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외 Thinking) . Jellen & Urban 

은 창의적 사고 그림검사인 (1986) TCT-DP(Test for Creative 

를 개발하였으며 와 Thinking Drawing Production) , Gough Heilbrun 

는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1983) 30 CPS(Creative Personality 

를 개발한 바 있다Scale) .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창의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텐포드 

대학의 교수가 스위스의 심리학자 Douglass J. Whide Carl G. Jung

의 인지 특성을 기반으로 개인 창의성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한 PCMT 

를 도입하였다(Personal Creativity Modes Test) .86) 실험참여자는  

86) 의 측정 및 결과는 성균관대 연구센터에서 수행함 본 연구의 디자인팀 역동성 PCMT CREDITS . 

실험방법은 년까지 지식경제부가 지원하고 성균관대 김용세 교수의 연구센터가 2008~10 CREDITS 

주관기관으로 연구한 디자인팀 프로세스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기술개발 에 본 연구자가 참여기‘ ’

관인 서울대학교 연구센터의 세부책임 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본 실험연구에 한정하여 사용함KD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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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분석을 통해 아래 표 와 33 < 24>

같은 그래프에 개인 창의적 성격 유형이 인지와 판단 영역으로 도출된

다 창의유형은 디자인팀 다양성에서 동질 이질 팀의 구성을 위한 개. , 

인 요인으로 활용되며 디자인팀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 

팀 요인의 정성분석의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인지영역 창조성유형 상세유형

변환적 창조성

(Transforming

Creativity)

전략가형 (Strategist)

공상가형 (Visionary)

종합적 창조성

(Synthesizing

Creativity)

혁신가형 (Innovator)

기업가형 

(Entrepreneur)

경험적 창조성

(Experiential

Creativity)

시험가형 (Test Pilot)

제작자형 (Mockup 

Maker)

지식적 창조성

(Knowledge-based

Creativity)

조사자형 (Inspector)

연구자형 (Investigator)

판단영역 창조유형 상세유형

평가적 창조성

(Evaluating

Creativity)

비평가형 (Critic)

요구탐색가형 (Need 

finder)

협동적 창조성

(Teamwork

Creativity)

조정가형 (Conciliator)

흥정가형 (Diplomat)

조직적 창조성

(Organizing

Creativity)

진행자형 (Coordinator)

조율가형 (Scheduler)

분석적 창조성

(Analyzing

Creativity)

모의실험가형 

(Simulator)

평론가형 (Reviewer)

표 < 24 가지 개인 창의성유형과 그래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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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 테스트 및 분석(2) 

디자인팀 작업은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구성원인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대화를 통해 상호 주고받으며 발전시켜 디자인

결과물을 도출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구성원들 간에는 협력 경쟁 갈. , , 

등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이러한 상황은 상호간의 대화, 

를 통해 발생하게 된다 디자이너 구성원들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 

창의적 아이디어가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채택되기를 원한다 결국 . 

문제해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들의 창의적 사고과정은 다른 

구성원들과 나누는 대화를 파악함으로 분석될 수 있다.

조직행동에서 이와 같은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직무갈등과 

관계갈등이며 갈등이론상 갈등관리와 연관이 있다 이미 주지된 바와 , . 

같이 갈등관리에서 갈등의 개념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는 기능적이고 유용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

제로 한다 팀 구성원인 개인의 갈등대처유형에 대한 측정은 디자인팀 . 

구성에 대한 독립변수 조작요인과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팀 창의성 전

개양상의 분석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 문헌 연구를 통해 파악한 갈등대처유형과 성격에 대한 테스트 방

법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하게 존재하였는데 본연구의 디자인팀 구성, 

원의 갈등대처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의 개인의 갈Carolyn(2000)

등유형 테스트(Conflict type) 87) 및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실험 . 

참여자는 실험 전 문항의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하여 결과 판정 후 20

초기 고조의 두 단계에서 협력 경쟁 타협 회피 순응 가지 유형으/ , , , , 5

로 분석된다 문항의 질문지와 결과채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20 .

87) Schrock-Shenk, Carolyn, Mennonite Conciliation Service, Mediation and Facilitation 

Training Manual : Foundations and Skills for Constructive Conflict Transformation (4th 

Edition) , 2000, p.6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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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 테스트 측정지① 

갈등대처유형 테스트

       

개인 간 갈등 에 대응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Personal Conflict) . 

은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의 반응이고 은 갈등이 깊어졌을 때 반응을 1-10 , 11-20

나타냅니다 각 질문에 하나의 점수에만 표시를 하십시오.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 . 

점 조금 그렇지 않다  2 : .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 .  

점 그런 편이다  4 : . 

점 조금 그렇다  5 : . 

점 매우 그렇다  6 : . 

가 상대와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번호 내     용 1 2 3 4 5 6

1 
의견의 차이가 많아도 서로의 의견이 동등하게 고려되고 

검토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2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의견과 입장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는데 노력한다. 

3
나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만 수위를 조금 낮추어 어느 정도의 , 

시점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다.

4 토론에서 잠시 벗어나 불편한 긴장상황을 피한다.

5 나의 개인적 목표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쓴다.

6 
나의 의견을 설명하는 만큼 상대방의 의견도 이해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7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목적에 

우선순위를 둔다.

8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는다.

9 
다름이나 차이가 일을 진행함에 있어 크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 나의 의견이 상대방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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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 테스트

       

개인 간 갈등 에 대응하는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자료입니다(Personal Conflict) . 

은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의 반응이고 은 갈등이 깊어졌을 때 반응을 1-10 , 11-20

나타냅니다 각 질문에 하나의 점수에만 표시를 하십시오. .

점 전혀 그렇지 않다  1 : . 

점 조금 그렇지 않다  2 : . 

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 .  

점 그런 편이다  4 : . 

점 조금 그렇다  5 : . 

점 매우 그렇다  6 : . 

나 이견이 지속되거나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할 때. 

번호 내     용 1 2 3 4 5 6

11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하게 토론에 참가한다.

12 
상대방의 기분에 맞추기보다 나의 신념이 상대방에게도 진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13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만 내가 , 

반드시 찾아야 할 부분은 찾는다.

14 
나의 의견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요구에 뒤로 , 

조금 물러난다.

15 
나의 주장은 잠시 접어두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쓴다.

16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만큼 나의 요구도 관철되도록 한다.

17 
우선 결정해야 할 상황을 해결하고 나중에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8 
중용과 타협을 이끌어 냄으로써 일을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19 
상대방과의 직접적 접촉을 줄이고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를 , 

유지한다.

20 상대방의 감정을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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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 테스트 결과산출② 

갈등대처유형 결과

       

번부터 번까지 나온 점수를 번호 옆에 쓰고 위와 아래의 점수를 합산하여 1 20 , ▪
바로 아래의 빈칸에 쓰십시오   .

점수는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순으로 밑줄에 쓰고 해당되는 유형을 , ▪
기재하십시오   .

  가 차분 갈등이 시작되었을 때의 반응 . : 

1 : 2 : 3 : 4 : 5 :

6 : 7 : 8: 9 : 10 : 

협력 경쟁 타협 회피 순응

                점수             유형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고조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고조되었을 때의 반응.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협력 경쟁 타협 회피 순응

                 점수             유형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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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대처유형결과 분석③ 

본 실험을 위하여 이때 파악된 갈등대처유형은 실험 단계의 팀원간 3

대화를 기반으로 프로토콜 분석시에 팀 상호작용분석의 대화속성 코

드를 부여하고 실험목표에 따라 개인특성과 팀 구성의 특성을 연계하, 

여 분석을 한다.

갈등유형 분류 코드 속성

협력형

(Collaborating)
CB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

경쟁형

(Competing)
CP

타인의 관심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

타협형

(Compromising)
CR

다수의 이익을 위해 양측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유형

회피형

(Avoiding)
AD

갈등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피함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 

순응형

(Accomodating)
AC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상대주장을 따르는 유형

표 갈등대처유형 분류표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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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특성 구성 및 분석3.2.2 

실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측정되고 분석된 개인특

성을 기반으로 디자인팀을 구성할 때 팀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이다 팀은 . 

문제해결을 위해 인 이상이 모인 집단으로 구성원 개인의 집합체인 만큼 2

특정 성향의 개인이 모여 팀 특성을 형성한다. 

특성을 가진 팀원들에 의해 다양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개념은 팀 다

양성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팀 다양성은 팀 구성원의 특성이 동질적인 이. 

루어진 팀을 능가하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팀 다양성이 가지는 장점은 팀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 

소인 연령 성별 민족 국적 등과 경험 전공 등이 서로 다른 팀원들 간에 , , , , 

창의적 아이디어와 디자인 표현기술이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되는 것에 있

다 팀 다양성이 가지는 단점은 서로 이질적인 배경을 가진 팀원들 간에 . 

관계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며 지나칠 경우 업무갈등까지 확산 될 수 있, 

는 것이다 은 이와 같은 팀 다양성에 대하여 과제수행에 . Amason(1996)

대한 서로 다른 견해 때문에 간혹 과제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팀원들의 다양한 인지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팀의 창의적 성과

를 높이는 것으로 보았다.

결과적으로 디자인팀 구성에서 다양성은 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실험의 목적과 가설설정에 의, 

해 전제가 되는 독립변수로 활용하여 통제 가능한 특정 팀을 구성 수 있

다 팀 다양성의 구분에 대해 연구자들 마다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 

으며 단일화된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첫 단계에서 팀의 구성, . 

원인 참여 디자이너들의 개인요인을 파악하였다 실험 전 참여자들에게 . 

개인의 전공분야 직무수행경험 및 성별 등의 개인속성 영역을 조사하고, , 

창의적 성격유형과 갈등유형 테스트를 수행하여 유형을 분류할 수 있는 

개인측정 영역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대다수의 팀 실험 연구가 동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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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팀의 특, 

성에 따른 팀 창의성 실험분석의 정교성을 위해 팀의 구성을 동질 이질, , , 

유사 대립의 개념으로 가지로 세분화하여 표 과 같이 분류하였다, 4 < 26> .

세분화된 팀의 구성은 향후 디자인팀 실험의 목적과 가설설정에 따라 

유의미성을 분석하여 활용을 할 예정이다.

영역 개인특성 팀 특성 분류기준

측청

영역

창의 유형 

동질 창의유형PCMT 동일 창의유형으로 구성

유사 창의유형PCMT 인원 절반이상 동일 창의유형으로 구성

대립 창의유형PCMT 인원 내 창의유형 동수로 구성

이질 창의유형PCMT 모두 다른 창의유형으로 구성

갈등대처

유형

동질 갈등대처유형 동일한 갈등 유형자로 구성

유사 갈등대처유형 인원 절반이상 같은 갈등유형으로 구성

대립 갈등대처유형 인원 내 동수 갈등유형으로 구성

이질 갈등대처유형 모두 다른 유형으로 구성

속성

영역

전공

동일 전공 동일 전공으로 구성

유사 전공 인원 절반이상 동일 전공으로 구성

대립 전공 인원 내 동수전공으로 구성

이질 전공 팀원 전체 다른 전공, 

직무수행

경험  

동일 경력 경력 차수간의 표준편차 지수88)가 작음

이질 경력 경력 차수간의 표준편차 지수가 큼

성별
동일 성별 동성 팀원

이질 성별 여성 참여 수 파악

위계성
위계조직 직급 연공서열에 따른 조직구성, 

비위계 조직 평등한 지위 팀 구성, TFT

친밀성
친  밀 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 한 팀2

비친밀 처음 구성된 팀

표 팀 구성에 따른 팀 특성의 세분화<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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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 분석3.2.3 

세 번째는 실제 디자인 과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실험하고 분석하는 팀 

과제수행 단계이다 디자인팀이 실제 디자인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 

진행할 때 발생하는 창의적 사고과정과 팀원들 간의 대화를 통한 상호작

용을 파악하여 프로토콜 분석을 한다 또한 팀원들이 팀 작업을 하며 상. , 

호작용의 만족도와 수월하게 과제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팀 수행성 평가를 

실시하고 디자인결과물을 평가한다 팀 과제수행의 가지 내용 중 우선 , . 4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에 대한 실험 및 분석 방법에 대해 기술

하고자 한다.

팀 과제수행을 하는 동안 발생한 팀원들의 모든 대화 및 활동을 비디

오로 녹화를 한다 실험 후 각 팀원별로 녹취를 하여 시간단위별로 기록. 

을 한 후 분석기준인 코딩스킴 에 따라 코딩을 하여 프(coding scheme)

로토콜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생성하고 판독한다 이 과정에서 선행되어. 

야 할 것은 각 녹취된 대화의 내용을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으

로 나누어 코딩할 분석기준이 되는 코딩스킴을 정립하는 것이다.

디자인팀 사고과정 코딩스킴1) (Team thought process) 

본연구의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코딩스킴을 정립하기 위하여 디자인 , 

과정에 대한 프로토콜 분석방법을 사용한 국내외 선행 연구자들의 코딩스

킴 연구들을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해외 학자로 는 디자인 과정Stempfle, Badke-Schaub(2002)

의 팀 의사소통에 초점을 두어 팀원들의 대화를 내용 과정(Content), 

미분류 의 개로 분류하고 각각 개 개 개의 (Process), (Residual) 3 8 , 3 , 1

88) 평균경력 총합 과 표준편차 값을 지수화 하여 경력지수가 클수록 평균경력이 많은 것으로 파악 ( )

하고 표준편차인 경력차 지수가 클수록 경력 차수에 대한 차이가 크고 작을수록 비슷한 차수의 경

력을 지닌 것으로 팀원들 간의 직무경험에 대한 차이와 팀 상호작용 분석에 참고가 되는 정성분석

으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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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으로 코딩스킴을 규정하였다. 

국내 학자로는 우선 조희영 정경원 은 디자인팀의 디자인과정, (2006)

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인지(Problem 

목표설정 상기 아이디어 Recognition), (Goal Setting), (Recollection), 

생성 발전 분석 평가 및 (Idea Generation), (Development), (Analysis), 

선택 팀워크 진행 의 개로 코(Evaluation & selection), (Group Work) 6

딩스킴을 규정하였다. 

진선태 김용세 는 디자인과정에서 디자이너에게 영향을 미치, (2006)

는 정보 카테고리를 형태 기능 정횡 (Form visual factor), (Function), 

인간 디자이너 의 개로 나누고 세부사(Context), (Human), (Designer) 5

항을 개로 나누어 코딩스킴을 규정하였다8 . 

김기수 는 실증적인 제품디자인 사고분석을 효과적으로 정보처(2008)

리하기 위한 디자인 범주로 시각화 지각화 기능(Depiction), (Looking)，

화 전략화 개념화 의 개로 정의하(Function) (Strategy) (Concept) 5， ， 

고 각각의 세부행동을 상세화하여 총 개의 코딩스킴을 규정하였다23 . 

최한희 주서령 김미정 은 외 인의 디자인 행, , (2013) Maher, M.L 2 ‘

위에 대한 협업 가상환경의 영향 의 코딩스킴을 발전시켜 디자인 진행과’

정 문제와 해결책 찾기의 상호작용(design process), (co-evolution), 

아이디어 창출과 발전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활용한 (idea generation), 

전략 어떤 과정에 집중하는지 여부 의 개의 (strategy), (design focus) 5

코딩레벨을 정하고 각각세부 항목을 규정하여 총 개의 코딩스킴을 규22

정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국내외 학자들의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코딩스킴의 규

정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 표 와 같다<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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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코딩스킴

Stempfle, 

Badke-Schaub 

(2002)

Goal Clarification, Solution Generation, Analysis, 

Evaluation, Decision, Control, Planning, Analysis

조희영 정경원  , 

(2006)

Problem Recognition, Goal Setting, Recollection, Idea 

Generation, Development, Analysis, Evaluation & selection, 

Group Work

진선태 김용세 , 

(2006)

Overall Shape, Component Shape , General Feature , 

Technical Feature, External Knowledge , Physical, 

Elements, Mental Elements, Intent

김기수 (2008)

Make Definitions, Motion Simulation, Look, Product 

Evaluation, Rule Operator, Instance Operator, Understand, 

상위 디자인범주 개Construct, Design Factors * 5

최한희 주서령, , 

김미정 (2013)

design process(Incubation, Propose, Representation, 

Evaluation, Set up Goal, Nothing) 

co-evolution(problem, solution)

idea generation(fluency, elaboration 1, elaboration 2, 

stuck, nothing)

strategy(metaphor, analogy, pre-knowledge, 

pre-experience, implicit, nothing)

design focus(design representation, given item, nothing)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프로토콜 분석을 위한 코딩스킴 사례비교< 27> 

본 연구에서 실험의 진행과 분석은 디자인팀의 구성원인 디자이너들 

개인의 창의적 사고과정이 팀원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팀 창의성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이 있다 따라서 디자인팀 사고과정. 

의 분석은 개인행동으로서 창의성의 사고과정 조직행동으로서 팀 창의, 

성 디자인 행위로서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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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의성의 사고과정의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를 . 

통하여 규정된 창의성 사고단계와 내용을 참조하였다 곧 문제를 파악하. , 

는 단계 문제의 해결안을 제안하는 단계 해결안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 , 

는 단계 해결안에 대해 평가 선택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결안, , , 

을 수행하거나 검증하는 단계를 반영하였다. 

팀 창의성측면에서는 팀원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인

의 창의성의 사고과정을 확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 속성을 고려하여 해

결안을 제안하는 단계를 제안과 제기로 나누고 진행이나 환기의 속성을 , 

추가하였다 디자인 프로세스 측면에서 이해단계와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 

하여 중요하게 실시하는 정보와 분석 결정 등의 속성을 추가하였다, .

그림 코딩스킴 결정 배경과 내용 < 18> 

팀원들 간의 대화속성을 분류하고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프로토콜 분, 

석에 활용할 창의성요인으로 규정하고 코팅스킴을 아래 표 와 같이 < 28>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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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요인 코드 속성 예시

이해 

(Task understanding)
TU

문제 주제문에 , 

대한 이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 조리를 

하는 기기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군.

정보 

(Knowledge sharing)
KS

객관적인 정보, 

경험 공유

인덕션 쿠커란 전기를 사용한 

안전한 제품이야.

제기 

(Problem finding)
PF

문제점 의문점 , 

제시

표면재질에 열이 전달되면 사용자가 

손을 델 것 같아.

제안 

(Suggestion)
SG

의견내기 자신의 , 

의사 전달 포함

태양열을 에너지원으로 인덕션 

쿠커에 전력을 공급하는 디자인을 

하자.

분석 

(Analysis)
TA

제안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 짚어보기

손잡이가 측면에 붙으면 셀역할을 

하는 뚜겅부분과 용기부분과 이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형상의 

단일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결정 

(Decision)
MD

가치판단, 

좋다 나쁘다/ ,

채택 한다 안 한다/

동양의 전통적인 조리기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이형태가 좋겠군.

진행 

(Managing process)
MP

정리 요약 및 다음 , 

단계로 넘어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환기 

(Irrelevant conversation)
IC

논외의 이야기, 

주요흐름에 벗어난 

이야기 등

이런 제품이 나오면 난 사고말거야.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에 대한 코딩스킴 기준표< 28> (Team though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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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상호작용 코딩스킴2) (Team Interaction) 

팀 상호작용 분석은 디자인과제 수행 시 발생하는 팀원들 간의 대화  

속성을 통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분석으로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마찬가

지로 코딩을 하여 프로토콜 분석을 한다. Halliday(1975)89)는 언어를 

통한 대화의 기능을 상호작용의 기능 으로 보았(interactional function)

다 디자인팀 작업은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아이. 

디어를 대화를 통해 상호 주고받으며 발전시킨다 구성원들은 대화를 통. 

하여 자신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유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채택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문제해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협력 경쟁 갈등과 같은 , ,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구성원이 나눈 대화에서 상호작용. 

을 분석할 수 있으면 차적으로 디자인 과제 수행에 대한 직무갈등과 관, 1

계갈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차적으로 직무만족의 정도와 과2

제 수행의 수월성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결국 팀 상호작용을 분석하면 팀 .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발생

하였는지 그리고 팀원 간의 관계들이 디자인 팀워크에 미치는 영향 등을 , 

분석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을 통해 표현을 한다 혼자만의 독백이 아닌 . 

대화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사고 , 

및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화자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 

통해 이미 주지된 바와 같이 팀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팀원들이 아, 

이디어를 주고받을 때 자신의 아이디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상호경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팀 과제의 수. 

행은 팀원들 간에 전달된 생각과 의지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감정을 어떻

게 관리하여 팀워크를 유지하여 팀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에 의해 

판가름된다 갈등관리이론상 협력 경쟁 타협 회피 순응의 가지 갈등. , , , , 5

89) Halliday, M. A. K., Learning how to mean : Explorations in the development of 

language. London: Edward Arnold,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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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유형은 대화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대처를 표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대화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개인 갈등대처 유형을 측정하. 

기 위해 도입되었던 갈등관리상의 가지 유형은 팀 대화속성을 파악하고 5

상호작용을 분석하는데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갈등대처유형 가지를 도입하여 팀원들 간의 5

대화속성을 분류하고 구성원들의 관계인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프로토콜 , 

분석에 활용할 관계성요인으로 규정하고 코팅스킴을 아래 표 와 같< 29>

이 정립하였다.

관계성요인 기호 속성 예시

경쟁

(Competing)
CP

문제해결을 위해 자기방식의 주장이 

강함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하여 갈등해소

수냉식으로하는 

것보다 공냉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협력

(Collaborating)
CB

어떤 안에 대한 추가 보완적 의견 , 

피력

자신의 관심사와 타인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을 시켜줌으로써 갈등을 

해소

날개의 형상이 좀 더 

삼각형이면 좋을 것 

같다.

타협

(Compromising)
CR

주어진 안에 대한 절충 합의적 , 

의견 피력

부분적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 일시적 무마 갈등의 잠복, , 

각도를 네 말대로 좀 

줄이자.

회피

(Avoiding)
AD

어떤 안에 대한 판단보류 의견 피력

갈등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이를 

피함으로써 갈등해소 비주장적이며 , 

비 협동적인 측면이 있음

그건 잘 모르겠다.

순응

(Accomodating)
AC

어떤 안에 대한 반응 격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보다는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

그래 그게 좋겠다, .

표 팀 상호작용 에 대한 코딩스킴 기준표< 29> (Team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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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및 프로토콜 분석 프로그램 개발3)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은 디자인팀 구성원들의 디자인 과

제수행을 하는 동안의 모든 대화를 녹취를 하여 각 팀원별로 녹취를 하여 

시간단위별로 기록을 한 후 분석기준인 코딩스킴에 따라 코딩을 하여 엑

셀프로그램으로 정리를 한다 정리된 엑셀파일은 프로토콜 분석을 위해 . 

코딩스킴 내용에 따라 그래프를 생성하고 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 

위하여 와 를 이용하여 분석정보를 시각화 시켜주는 웹Java Adobe Flex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토콜 분석프로그램 메인화면① 

그림 웹기반 디자인 프로토콜 분석프로그램 < 19> 

디자인팀 사고과정 팀 상호작용 그래프 출력/ ②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그래프는 축은 코드와 팀 구성X

원별 트랙으로 구성이 되고 축은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각 코Y . 

드별로 팀원 개인의 대화속성이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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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인별로 시간 축에 따라 표시가 된다 팀원 개인 및 팀원들의 통. 

합적 그래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그래프출력 사례< 20> 

디자인팀 사고과정 팀 상호작용 팀원 빈도수 그래프 출력/ ③ 

축은 팀원 축은 빈도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원 개인별로 X , Y ,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대화속성이 빈도수와 대화의 총

시간별로 표시된다. 

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빈도수 총시간별 그래프출력 사례<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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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과 디자인결과물 평가 및 분석3.2.4 

세 번째 단계인 팀 과제수행에서는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

에 대한 실험 및 분석과 더불어 팀 수행성평가와 디자인결과물평가를 실

시한다.

팀 수행성평가1) 

디자인팀 과제수행에 대해 팀원들은 팀 활동에 대한 만족과 과제진행

의 수월함에 대해 각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서 팀원들의 팀 과제. 

수행에 대한 만족성와 수월성을 파악하면 디자인 팀의 과제수행이 얼마, 

나 잘 진행이 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직무특성이론을 배. 

경으로 팀 수행성평가를 도입하였다.

직무특성이론은 직무가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이다 이종준 최익봉 의 연구. , (2000) 90)를 보

면 선행연구자들의 관점을 정리하여 직무자체의 성격에 따라 직무충실화

의 적용이 크게 제한을 받고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정도에 따라 직무충, 

실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행동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보았다. Tumer

와 는 직무 담당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업의 특성Lawrence(l965)

을 연구한 결과 작업자의 만족과 성과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회심리학의 기존 문헌들로부터 동기부여나 직무만족의 구성요인으로, 

다양성 자율성 요구된 상호작용 (variety), (autonomy), (required 

임의의 상호작용 요구된 지식과 기interaction), (optional interaction),

능 책임감 등 개의 (knowledge and skill required), (responsibility) 6

요인을 추출하였다.

90) 이종준 최익봉 직무특성과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 , , Vol.18 啓明硏究論叢「 」

No.1, 2000,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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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팀 구성원 개인들은 각자의 인지능력Hackman & Oldham(1980)

과 개인적 특성 다양한 경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 특성, 

이라도 다르게 지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직무자체가 구성원들의 직무 , 

동기나 만족 및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Hackman & 

은 직무특성이론을 통해 팀 행동과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Oldham

기능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Skill variety), (Task identity), 

피드백 자율성 등 가지 (Task significance), (Feedback), (Autonomy) 5

요인을 제안하였다.91)

그림 직무특성 이론의 모형< 22> 

91) 원정선 직무특성모형과 조직지원인식이 자긍심을 통해 몰입에 미치는 영향 대상 유사성 이 , : 「

론 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Target Similarity Theory) , , 2010, p.16. / 」

그림을 그림 로 재구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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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은 후속연구를 통해 직무특성과 개인의 Hackman Oldham(1976)

직무결과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직무특성상 조직의 구성원 개개의 

차원의 직무의 내재적 동기점수 측정(MPS: Motivating Potential Score)

을 제안하였다.92) 일반적으로 직무특성에 대해 평가할 때 직무가 단순하 

다 자율성이 없다 복잡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학자에 따, , 

라 차이는 있지만 다양성 자율성 상호접촉 우호적 관계 등 다차원으로 , , , 

분류되고 있다.93) 이에 대해 과 이 제시한 측정법은 직 Hackman Oldham

무특성과 개인의 직무결과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서 직무특성 개개

의 차원은 직무의 내재적 동기점수(motivating potential score: MPS)

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94) 이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서 반응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팀원들의 팀 과업수행에서 구성원들의 업무 만족 및 팀

원 간의 관계를 통해 업무수행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팀 작업수행의 상, 

태가 팀 결과물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의 분석을 위해 직무특성이론을 배경

으로 지수측정을 팀 수행성평가로 도입하였다MPS .

팀 수행성 테스트는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 , , 

피드백과 같은 가지의 핵심직무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드백은 직5

무로부터의 피드백과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팀원들. 

이 작성한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지수로 파악함으로 팀원 개개인과 MPS

팀 평균지수를 통한 팀 수행성을 평가하여 분석한다 실험참여자는 팀 과. 

제수행 후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팀에 대해 느낀 감정을 개 , 12

질문에 점 척도로 대답함으로 측정 될 수 있다7 .

92) 손태원 조직행동과 창의성 보문사 서울 한국 . , , . . 2004. pp.121~122.「 」

93) 김호정 한국관료의 직무특성과 직무만족의 관계 및 조절변수로서 행정문화에 관한 연구 한 , , 「 」

국행정학보, 1989, pp.653~679.

94) Hackman. J. R. & Oldham, G. R., Motivation through the design of work: Test of a 

theor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976, pp.250~289.



- 139 -

팀 수행성평가 측정① 

설문항목MPS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조금 부정확하다 확실하지 않다 1( ) / 2( ) / 3( ) / 4( )  

조금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 / 6( ) / 7( )

팀원은 내 아이디어나 제안에 대해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종종 알려주었다1. . (    )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꽤나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요했다2. .(    )

이 과제는 제품을 기획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3. , 

주었다. (    )

이 과제는 어떻게 하면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4. 

많이 제공해 주었다. (    )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단순하거나 반복적이지 않았다5. . (    )

이 과제가 잘 수행되는가에 따라 관련 분야의 다른 동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6. 

생각한다. (    )

이 과제는 독창성이나 판단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았다7. . (    )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시작한 일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8. .

   (    )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내가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9. 

있었다. (    )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수행방법상 상당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10. .

    (    )

이 과제수행과 같은 업무가 일의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매우 의미 있고   11. 

중요하다    . (    )

팀원은 내 과제진행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에 대해 항상 피드백을 해주었다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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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산출② 

지수의 결과산출 법은 항목으로 측정된 잠재적 동기유발지수MPS 12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으로 계=( + + )/3⨯ ⨯
산한다.

핵심 직무특성 항목 점수 항목 점수 평균

기술 다양성 2 5

직무 정체성 3 8

직무 중요성 6 11

자율성 7 10

직무로부터의 피드백 4 9

동료로부터의 피드백 1 12

지수MPS 

표 핵심직무특성 분류표< 30> 

팀 수행성평가의 결과 분석은 과 의 핵심 직무특성Hackman Oldham

의 해석에 따른다 배성현 의 연구. (2001) 95)를 통해 정립된 개의 핵심 5

직무특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 다양성(Skill Variety)①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기능이나 재능을 사용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되는 정도와 그의 기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95) 배성현 직무특성요인과 직무몰입 및 조직몰입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산경연구 제 집 , , 9 , 2001,  「 」

pp.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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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자체가 작업자에게 그들의 기. 

술이나 능력을 다양하게 사용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면 작업자들은 자신들이 과업을 의미 있는 것으로 느끼게 되고 보다 , , 

높은 수준의 기능을 사용하는 일일수록 보다 많은 의미를 경험하게 되

며 많은 기능이 요구될 때 그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직무정체성(Task identity) ② 

한 개인이 맡는 직무는 한 부분이기 보다 전체 단위를 알 수 있고 수

행할 때 작업에 대한 의미를 크게 느낀다 직무가 요구하는 전체로서. 

의 완결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직무의 전체 작업 중에서 차지하고 있

는 범위의 정도를 말한다 팀원은 직무의 어느 한 부분을 책임지는 것. 

보다는 완전한 작업단위로서 직무 전체를 수행할 때 직무를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직무중요성(Task significance) ③ 

자기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문제다 직무자체가 관련조직이나 일반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직무에 대한 의미의 경험은 . 

보통 자신의 직무수행결과가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 혹은 심리적 안정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타인의 행동이나 작업에 영향이 크, 

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증가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직무결과가 다. 

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건강 그리고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 

알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욱 관

심을 갖기 때문이다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은 개인의 . , , 

업무경험에 대한 의미 충만성을 결정해 준다.

자율성(Autonomy) ④ 

작업자들이 작업의 일정과 방법을 채택하는데 부여된 자유 독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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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 등을 말한다 자율성이 많은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작. 

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보다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 

라 개인의 내적인 노력을 보다 많이 쏟게 된다 따라서 자율성은 작업. 

결과의 책임감과 관계가 있다. 

피드백(feedback) ⑤ 

작업자가 행한 일이 얼마나 유효하게 수행되었는가에 대한 정보를 습

득하는 정도를 말한다 작업자는 이에 따라 그가 행한 일에 대한 결과. 

를 알게 되고 자기가 취한 방법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개선하게 된다.

본 연구의 팀 수행성 연계 분석을 위해 직무특성 가지는 각각 코드를 5

부여하였으며 해석을 위한 기준표를 아래 표 과 같이 종합하여 정립< 31>

하였다.

핵심 직무특성 코드 내용

기술 다양성

(Skill Variety)
SV

단순하고 지루한 디자인 작업의 반복지양

디자인 분석 및 탐색 해결안 제시에 다양한 기술 사용지향, 

직무 정체성

(Task Identity)
TI 디자인 직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직무 중요성

(Task

Significance)

TS

디자인 과제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특별한 과제 수행을 위한 구성 및 팀에 대한 몰입 및 TF

만족증가

자율성

(Autonomy)
AT

지나친 틀에 박힌 일보다는 디자인 문제해결을 위한 

자유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도가 큼

피드백

(Feedback)
FB

해당 단계에서 자신의 성과 및 실패요인을 체크 할 수 있는 

피드백시스템이 중요 직무 동료로 부터의 피드백, , 

표 핵심직무특성 분류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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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결과물평가2) 

팀 과제수행은 최종적으로 디자인결과물을 도출한다 디자인결과물은 . 

각 단계에서 추출한 디자인팀 영향요인들이 결과물 형성에 미치는 역학적 

관계를 대한 분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디자인결과물의 평가는 두 .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디자인 평가에서 다루는 . 

물리적인 결과물에 대한 평가이다 이는 디자인 공모전이나 과제 굿 디자. , 

인의 인증 등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본 연구와 . 

관련하여 디자인결과물이 갖는 창의성 측면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회학. , 

심리학 교육학 등의 관점에서 창의성평가에 대한 이론을 배경으로 팀이 , , 

수행하는 창의성 사고의 발현과 상호작용이 팀 창의성에 미치는 양상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결과물의 창의성에 초점을 두어 평가하는 것이

다 두 가지 평가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디자인 평가는 창의성. 

평가를 세부요인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평가의 방법은 서로 독

립적인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는 총체적인 결과물로서 디자인 평가와 . 

하위요인으로 창의성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두 가지 관점을 모

두 수용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디자인평가 기준에 대해 선행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신익수. 

의 연구(2013) 96)에 의하면 국내외 디자인 시상제 및 인증제 개를 대상7

으로 우수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항목의 주요 평가기준들은 가지30

로 파악하였으며 이중 가장 반영률이 높은 주요한 기준으로 혁신성 심미, , 

성 소재성 생산성 독창성 사용성 품질성 기능성 안전성 등이 공통적, , , , , , , 

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다시 인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 , 

비즈니스 요인 사회적 책임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재분류하였다 이, . 

시창 은 연구(2009) 97)를 통하여 황두빈 홍현주 등 명Bruce Archer, , 11

96) 신익수 디자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굿 디자인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 , 「 」

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2013.

97) 박규원 디자인 조사 가치 측정에 관한 연구 브랜드디자인학연구 , , , , Vol.7 No.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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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내외 학자들의 디자인 평가기준요인을 연구하여 개의 평가기준들16

을 추출하였는데 이중 가장 반영률이 높은 기준으로 기능성 심미성 편, , , 

의성 상징성 등이 공통적 요소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두 개의 선행연구를 통해 디자인 산업계와 학계의 디자인 평가기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가치평가기준 반영률이 높은 항목 개를 정, 8

리해보면 표 과 같다< 32> .

디자인 시상제 및 인증제의 평가요소 디자인학자들의 평가요소

기준 반영 빈도 기준 반영 빈도

혁신성 7 심미성 8

심미성 5 기능성 7

소재성 5 편리성 4

생산성 4 상징성 4

독창성 3 시장성 2

사용성 3 경제성 2

기능성 3 독창성 2

품질성 3 신뢰성 2

표 산업계와 학계의 디자인평가 요소 비교표< 32> 

창의성평가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 , 

은 연구(2008) 98)를 통하여 창의성은 새로움 독창적 독특한 새로운 신( , , , 

선한 예기치 못한 과 적절성 유용한 구체화된 가치 있는 의미있는 과, ) ( , , , , 

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라는 두 가지 핵심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 , 

98) 조연순 성진숙 이혜주 대학생의 전공과 성격에 따른 창의성 인식 비교 창의성 교육 이화 , , , , , 「 」

여자대학교출판부, 2008,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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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창의성이 있다고 평가되려면 이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충족시켜

야 한다고 보았다 최한희 김미정 은 창의성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 , (2014)

국내외 선행연구들의 분석 연구99)를 통해 창의성은 참신함 과 (novelty)

타당성 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을 도출하였다 참신함(appropriateness) . 

의 하위요소로 기대하지 못한 독창성 다양(Unexpected), (Originality), 

한 변형성 을 가지고 있으며 타당성은 현실적용 가능(Transformation) , 

성 기능성 심미성 을 하위요소로 (Construction), (Function), (Esthetic)

가지고 있다고 도출하였다 김은주 는 디자인 창의성을 평가할 수 . (2008)

있는 척도개발 연구100)를 통해서 두 가지 창의성평가 요소를 독창성

과 실용성 으로 보았다 독창성은 새로움 흥미(creativity) (Practicality) . , 

성의 관점에서 실용성은 기능성과 실현가능성의 관점에서 평가가 되어야 ,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에 덧붙여 디자인 평가요소를 독창성 실용성 심. , , 

미성 트렌드 경제성 신뢰성 친환경성으로 도출하였다 학자들마다 용, , , , . 

어의 사용은 다를 수 있으나 창의성의 평가 개념은 서로 유사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의 관점에서는 창의성은 독창성과 유용성을 평가요

소로 가지고 있다고 정립한다.

디자인평가 요소와 창의성평가의 핵심요소를 비교해본 바 디자인 측, 

면에서는 혁신성 심미성 기능성 소재성 사용성 편리성 생산성 등이 , , , , , , 

있으며 창의성 측면에서 독창성 유용성 참신성 타당성 기능성 실용성 , , , , , , 

등이 있다 디자인 측면의 핵심요소는 디자인의 구체적인 구현과 관련된 . 

요인으로 디자인결과물과 구별하기 위하여 정교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정교성은 추상화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해 나가는 의미

로 디자인결과물을 완성해나가는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99) 최한희 김미정 디자인 교육에서의 창의성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 , , ,   「 」

Vol.20 No.1,2014, pp.652~653.

100) 김은주 디자인 창의성평가 척도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초조형학연구 , , , Vol.9 No.2, 2008,  「 」

pp.179~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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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디자인결과물의 평가는 디자인 개념 을 평가하(Concept)

는 창의성요인과 시각화 를 평가하는 정교성요인의 두 가(Visualization)

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디자인. 

결과물평가 기준으로 가지 범주의 가지의 구성요인을 규정하고 관련 2 5

가치요소를 상세화하여 표 와 같이 평가와 분석표를 정립하였다 평< 33> . 

가자는 다수로 구성되며 점 척도 스케일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여 부분 , 7

점수와 총점을 팀 역동성의 결과물로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요인 요소 코드 평가 내용

창의성

요인

(Creativity 

factor)

독창성

(Originality)
OR

아이디어나 디자인 콘셉트의 새로움

결과물의 조형적 측면에서의 새로움 

다른 결과물들과 차별성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정도

관련 가치요소 신규성 차별성: , , 

유용성

(Utility)
UT

기능의 우수성과 문제해결의 목표와 부합하는 정도

실용적인 측면과 생산성 실현가능성 측면, 

관련 가치요소 기능성 실용성 생산성 경제성: , , , , 

효용성 합목적성 실현 가능성 시장성, , , 

정교성

요인

(Elaboration 

factor)

혁신성

(innovation)
IN

기존의 사고방식과 습관적인 문제해결의 탈피

사용 기술 및 사회 문화적 가치의 신규성

예기치 못한 원인과 결과의 조화 인사이트의 발현, 

관련 가치요소 선도성 융합성 의외성: , , 

심미성

(Esthetic)
ES

조형적 예술적 측면의 가치 정도, 

공감과 감성을 자극하는 가치 부여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에 충실하여 감성품질이 높음

관련 가치요소 조형성 예술성 심미성 표현성: , , , , 

조화성

사용성

(Usability)
US

사용상 평의를 제공하는 가치

직관적인 사용방법을 구현

유니버셜 디자인의 가치를 구현

관련 가치요소 편리성 직관성 만족성 조작성: , , , 

표 디자인결과물평가 기준 및 내용<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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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실험 및 역동성 분석4. 

디자인팀 창의성양상 4.1 

실험설정 및 실험진행4.1.1 

설계된 디자인팀 실험방법에 따라 디자인팀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 

의 구성과 선행 제기된 가설에 대한 검증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디자인팀 구성1) 

산업디자인의 세부전공인 제품디자인팀과 공간디자인팀을 각각 인씩 3

개 팀으로 총 개의 팀을 구성하였다 산업디자인은 세부전공에 따라 4 , 8 . 

다소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 프로세스를 거쳐 디자인결과물을 도출한다, . 

따라서 팀 특성인 세부전공과 무관하게 디자인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

용에 대한 요인과 디자인결과물을 측정할 수 있으며 통합적인 분석을 통, 

해 디자인팀이 갖는 창의성 패턴의 동일성을 추출하기 위한 목적을 두었

다.

디자인팀 주제2) 

디자인 수행과제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

된 형태의 제품 서비스 디자인 의 개(Product Service System Design)⸱ ⸱

념을 주제로 제품과 공간의 해당 전공특성에 맞게 디자인 대상을 선정하

여 부여하였다. 

제품 를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 IPTV ‘① 

육용 콘텐츠와 이를 연동할 수 있는 기기 를 디자인 하시오’ .

공간 공공시설물을 통해 서비스할 수 있는 공공성을 위한 콘텐: ‘② 

츠와 이를 연동할 수 있는 시설물 을 디자인 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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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과제진행3) 

디자인팀의 실험은 부로 나누어 시행하였다 부는 디자인 주제에 1, 2 . 1

대해 팀원들끼리 대화를 통해 문제와 해결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

하고 디자인을 구상하는 과정이다 부는 부에서 도출된 해결안에 . 2 1

대해 구체적인 디자인을 시각적 결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실험시. 

간은 부에 각각 시간 분의 제한시간을 두었으나 단계별 결과를 1,2 1 30

도출하면 자유롭게 실험을 끝낼 수 있게 하였다.

그림 실험환경 및 실험진행 예시< 23> 

실험 진행을 부로 나누어 진행 한 것은 디자인팀 원간의 대화를 1,2 , 

통해 나타나는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결과물인 디자인 

콘셉트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디자인팀원들이 가지는 다양한 , 

기술적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여 디자인 콘셉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모델링 및 렌더링을 통해 디자인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

였다 디자인결과물평가 측면에서 보면 부는 디자인 콘셉트를 중심. , 1

으로 한 독창성과 유용성의 창의성평가에 초점을 두고 부는 혁신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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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성 사용성을 구체화 한 디자인평가를 위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 

였다.

실험 환경은 디자이너들이 아이디어 전개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정보취

득을 할 수 있도록 유리보드와 필기도구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을 , 

제공하였으며 디자인결과물을 완성도 높게 작성하기 위하여 마이크, 

로소프트 파워포인트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라이노 등 디자인 , , , 3D 

툴 이 설치된 노트북을 제공하였다 관찰자는 개입 없이 실험 진(tool) . 

행의 디자인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카메라를 통해 실험을 녹화하였다, . 

실험이 끝나면 각각의 팀원들은 팀 수행성평가 설문지를 작성하(MPS)

도록 하였다.

부 시간 분                                            1 : 1 30① 

디자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문제와 해결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디자인을 구상하여 콘셉트를 도출하시오.

부 시간 분2 : 1 30② 

부에서 구상된 디자인 안에 대해 업무를 분장하여 결과물을 제작   1

하시오.

부의 디자인 콘셉트 및 최종 디자인 안은 파워포인트로 갼락하게    1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팀 수행성평가 설문지를 작성(MPS)③ 

실험분석 및 검증 4)

디자인팀 실험 과정에서 파악된 프로토콜 분석을 통한 코딩스킴의    

요인들과 지수 디자인결과물과에 대한 세부요인의 측정 항목MPS , 

을 수치화하여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증을 실SPSS(V.18)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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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실험결과물 정리4.1.2 

팀 결과정리1) T1 

제품디자인 전공 인 3 (A1, A2, A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24> T1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25> T1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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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1

A1 4.5 5.0 5.0 5.5 5.5 5.5 5.5 146.2 

A2 5.5  5.5  4.0  6.0  5.3  5.0  5.5  157.5  

A3 5.5  4.0  6.5  5.0  5.5  5.0  6.0  146.7  

Average 5.2  4.8  5.2  5.5  5.4  5.2  5.7  150.6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34> T1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1 유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혼자서 혹은 부모와 교감과 소통을 위해 교육, ,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운동 의 컨텐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 , , )

리모컨의 외관은 일반 등의 리모컨과 달리 크고 손잡이가 있도록 제작 TV 

하였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5.0 5.0  5.0  5.8 5.6 5.8 5.7  5.4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35>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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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2) T2 

제품디자인 전공 인 3 (B1, B2, B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26> T2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27> T2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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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2

B1 6.0  7.0  7.0  7.0  6.0  6.0  6.0  280.0  

B2 2.0  4.0  5.5  6.0  5.8  5.5  6.0  132.3  

B3 5.5  5.5  7.0  6.0  5.3  4.5  6.0  189.0  

Average 4.5  5.5  6.5  6.3  5.7  5.3  6.0  197.4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36> T2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2
어린이 가 그린 그림 캐릭터 이 등장해서 진행하거나 등장하는 교육프로 User( ) ( )

그램 서비스로 그려진 그림의 관절부분을 지정해서 자신이 만든 캐릭터가 더 

생동감 넘치며 사용자가 그린 그림이 서버에 저장되어 다른 사람들이 올린 

그림으로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5.6  6.0  5.8  6.3  6.3 6.6  6.4  6.1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37>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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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3) T3 

제품디자인 전공 인 3 (C1, C2, C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28> T3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29> T3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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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3

C1 6.0  6.0  5.5  5.5  5.5  5.0  6.0  176.5  

C2 5.0  5.5  6.0  5.5  6.3  6.5  6.0  189.1  

C3 5.5  6.0  7.0  4.0  5.5  5.0  6.0  135.7  

Average 5.5  5.8  6.2  5.0  5.8  5.5  6.0  167.7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38> T3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3
나의 세계 여행이란 테마로 아동들은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 특성을 

노래와 같은 각기 다른 게임을 통해 접함으로 다양한 간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5.7 6.5 6.1 6.4 6.5 6.5 6.5 6.3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39>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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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4) T4 

제품디자인 전공 인 3 (D1, D2, D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30> T4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31> T4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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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4

D1 5.5  4.5  5.0  6.5  5.5  5.0  6.0  178.8  

D2 4.0  6.0  6.0  6.0  5.8  5.5  6.0  184.0  

D3 5.5  4.5  4.0  6.5  5.5  5.0  6.0  166.8  

Average 5.0  5.0  5.0  6.3  5.6  5.2  6.0  176.8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40> T4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4

에니메이션을 통한 재미있는 언어학습으로 재미와 놀이 가 주된 컨셉“ ” .

행동을 통한 학습기능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콘 케릭터를 활용한다. GUI . 

광 마우스 방식 적용과 자체가 움직이는 형태로 사용성 및 재미를 부각하였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5.2  5.8  5.5  6.1  6.2  6.0 6.1  5.8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41>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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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5) T5 

공간디자인 전공 인 3 (E1, E2, E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32> T5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33> T5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 159 -

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5

E1 5.0  5.0  4.5  4.5  7.0  7.0  7.0  152.3  

E2 4.5  6.0  6.0  5.5  5.5  5.5  5.5  166.4  

E3 4.0  4.5  4.0  6.5  6.5  6.5  6.5  176.0  

Average 4.5  5.2  4.8  5.5  6.3  6.3  6.3  168.4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42> T5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5
다중이용시설내 휴식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미아방지 디자인으로 생활 Bench , 

속 휴식공간인 벤치에 정확한 위치 확인과 양방향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하여 

다중이용시설내 발생할 수 있는 미아 찾기와 만남의 공간을 제안한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6.9 6.3 6.6  6.5  6.1  5.8 6.1 6.4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43> 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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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6) T6 

공간디자인 전공 인 3 (F1, F2, F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34> T6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35> T6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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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6

F1 4.5  4.5  6.0  5.5  5.5  6.0  5.0  151.3  

F2 3.5  4.5  7.0  6.5  6.5  6.5  6.5  211.3  

F3 6.0  5.0  4.0  6.0  5.5  5.0  6.0  165.0  

Average 4.7  4.7  5.7  6.0  5.8  5.8  5.8  175.0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44> T6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6

비위생적인 음식물처리 환경을 개선하고자 생분해성 비닐수지나 종이형 쓰레기 

봉투 수거으로 바꾸고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재활용 하는 것을 시민교육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심적 책임감을 부여한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5.3 6.7 6.0  5.5 5.5  5.6 5.5 5.8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45> T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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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7) T7 

공간디자인 전공 인 3 (G1, G2, G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36> T7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37> T7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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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7

G1 5.5  4.0  6.5  5.0  5.5  5.0  6.0  146.7  

G2 5.5  5.5  4.0  6.0  6.3  6.5  6.0  187.5  

G3 4.5  5.0  5.0  5.5  5.5  5.0  6.0  146.2  

Average 5.2  4.8  5.2  5.5  5.8  5.5  6.0  159.9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46> T7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7

서울의 각 공원과 지자체의 자투리 공간을 캠핑장으로 활하고 스탬프를 

비치하여 스탬프 투어를 통한 이벤트 행사 등 을 기획하여 공지를 레저에 

활용하고 이익을 주민과 함께 나눈다.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6.2 6.2 6.2  6.0  5.4 5.8  5.7  6.0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47> 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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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결과정리8) T8 

공간디자인 전공 인 3 (H1, H2, H3)① 

팀 사고과정 결과② 

그림 디자인팀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38> T8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TU: / KS: / PF: / SG: / TA: / MD: / MP: / IC:

팀 상호작용 결과③ 

그림 디자인팀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39> T8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CP: / CB: / CR: / AD: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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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평가 결과④ 

Team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직무( )

피드백

동료( )

팀

수행성

SV TI TS AT FB
FB

직무( )

FB

동료( )
MPS

T8

H1 5.5  6.0  6.5  6.0  5.8  5.5  6.0  207.0  

H2 4.5  4.5  6.0  6.5  5.8  5.5  6.0  186.9  

H3 5.5  4.5  6.0  6.0  6.8  6.5  7.0  216.0  

Average 5.2  5.0  6.2  6.2  6.1  5.8  6.3  204.2  

표 디자인팀 팀 수행성평가< 48> T8 

팀 결과물평가 결과⑤ 

팀 결과물

T8

거리 위의 형 공공시설물들 가로등 전력주 등 과 도시지능화에 필요한Pole ( , )

장비를 수용하고 서비스에 따라 환경 교통 방범 등의 도심정보를 , , , WiFi 

제공하고 경관조명 기능을 하는 근 미래 시스템 디자인을 제안한다U-Pole .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 정교성

Sum

OR UT Creativity IN ES US Elaboration

6.5 6.3 6.4  6.2  5.7  6.0  6.0  6.2  

표 디자인팀 팀 결과물평가< 49> 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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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역동성 분석 4.2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 분석4.2.1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은 다양하게 파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 

자인팀 과제 수행 시 문제이해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공유 아이디어 발, 

상 해결안의 발전과 결과도출과 같은 창의적 사고과정으로서 디자인 사, 

고과정과 팀원들 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떤 요인에 따라 일어나는지 알

기위하여 팀 역동성의 패턴 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분석을 (pattern)

실시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개 팀의 대화를 디자인 사고과정과 팀 상호. 8

작용 각각의 영향요인인 코딩스킴에 따라 분류를 하였으며 요인항목별로 , 

빈도수를 파악하고 프로토몰 분석을 실시하여 역동성 양상을 파악하였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빈도 양상 분석1) 

디자인팀 사고과정을 분석해보면 각 팀당 대화의 수는 모두 달랐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과 같다 각 팀의 대화 빈도< 42> . 

수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코딩스킴에 따른 사고과정의 패턴을 도출

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사고과정의 패턴을 도출하기 용이하도. 

록 각 팀의 대화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그래프를 그림 와 같이 재 < 43>

도출하였다.

Team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

Sum
TU KS PF SG TA MD MP IC

T1 34 117 111 361 219 74 97 281 1294

T2 12 46 46 174 29 23 40 45 415

T3 8 69 16 107 30 18 28 4 280

T4 8 58 58 151 32 19 46 58 430

T5 19 124 37 84 34 12 31 34 375

T6 5 39 10 100 26 15 10 14 219

T7 3 67 50 120 49 4 10 15 318

T8 6 71 30 92 24 4 9 4 240

평균 12 74 45 149 55 21 34 57 446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코딩스킴 항목별 대화 빈도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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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 코딩스킴 항목별 대화 빈도수< 40> 

Team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

Sum

TU KS PF SG TA MD MP IC

T1 3 9 9 28 17 6 7 22 100

T2 3 11 11 42 7 6 10 11 100

T3 3 25 6 38 11 6 10 1 100

T4 2 13 13 35 7 4 11 13 100

T5 5 33 10 22 9 3 8 9 100

T6 2 18 5 46 12 7 5 6 100

T7 1 21 16 38 15 1 3 5 100

T8 3 30 13 38 10 2 4 2 100

평균 3 20 10 36 11 4 7 9 100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코딩스킴 항목별 백분위 환산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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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 코딩스킴 항목별 백분위 환산에 따른 빈도수< 41> 

디자인팀 사고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요인 개의 빈도수는 제안이 8

가장 많이 나타나며 공유 제기 분석 진행 결정 환기 이해의 순으로 , , , , , , , 

나타났다 개의 디자인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로 동일한 양상. 8

을 보였다 제품 공간디자인팀별로 비교를 해보아도 전공영역에 무관하. , 

게 유사한 패턴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의 창의성요인 . < 43>

빈도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그래프를 팀 사고과정의 빈도 양상 으로 채‘ ’

택하였다.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빈도 양상 분석2) 

디자인팀 상호작용을 분석해보면 각 팀당 대화의 수는 모두 달랐으며 

이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 과 같다 팀 사고과정과 마< 44> . 

찬가지로 각 팀의 대화 빈도수에 대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코딩스킴에 따

른 상호작용의 패턴을 도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 

패턴을 도출하기 용이하도록 각 팀의 대화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그래프

를 그림 와 같이 재 도출하였다<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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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Sum
CP CB CR AD AC

T1 53 478 291 159 313 1294

T2 34 281 55 12 54 436

T3 24 214 25 7 14 284

T4 25 196 74 80 55 430

T5 79 216 32 10 16 353

T6 25 139 33 4 11 212

T7 36 227 17 15 15 310

T8 31 141 34 7 18 231

평균 38 237 70 37 62 444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코딩스킴 항목별 대화 빈도수< 52> 

그림 디자인팀 상호작용 코딩스킴 항목별 대화 빈도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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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Sum
CP CB CR AD AC

T1 4 37 22 12 24 100

T2 8 64 13 3 12 100

T3 8 75 9 2 5 100

T4 6 46 17 19 13 100

T5 22 61 9 3 5 100

T6 12 66 16 2 5 100

T7 12 73 5 5 5 100

T8 13 61 15 3 8 100

평균 11 60 13 6 10 100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코딩스킴 항목별 백분위 환산표< 53> 

그림 디자인팀 상호작용 코딩스킴 항목별 백분위 환산에 따른 빈도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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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관계성요인의 빈도수는 협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타협 경쟁 순응 회피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의 디자인, , , , . 8

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제품 공간 전공과 무관하게 대체로 동일한 , 

양상을 보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된 그림 의 관계성요인 빈도수를 . < 45>

분석한 그래프를 팀 상호작용의 빈도 양상 으로 채택하였다‘ ’ .

이상으로 디자인팀이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해 디자인 과업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코딩스킴 항목별 

빈도분석을 수행하여 개 팀의 각 코딩스킴 항목별 수치는 다소 차이가 8

있었으나 코딩스킴 항목별 백분위 환산에 따른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유

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코딩스킴 항목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른 각각의 구성요인항목으로서 디자인팀의 과제 수행시 발, 

생하는 사고과정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디자. , 

인팀이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과제를 수행할 때 사고과정에서 팀원들은 

제안 정보공유 문제제기 문제분석 과정진행 디자인결정 환기 이해의 , , , , , , , 

순으로 주로언급을 하고 있다 또한 이때 팀원들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 

은 협력 타협 경쟁 순응 회피의 순으로 주로 상대방에 대한 태도가 나, , , , 

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이러한 사고과정과 상호작용의 양상은 일반적으

로 디자인팀의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사고와 태도의 양상을 의미하는 

것이며 디자인결과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각각의 구성요인 중 무엇이며 ,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본 양상 분석을 통해서는 알 수 없다 선행연구를 . 

통해 주지한 디자인 프로세스가 창의성 사고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가만해 볼 때 팀으로 대변되는 조직의 창의적 업무수행에서 팀원들의 창

의성 사고과정의 흐름과 팀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분석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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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사고과정의 프로토콜 양상 분석3)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창의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언어 

프로토콜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팀 사고과정의 개 창. 8

의성요인을 시간별로 전개과정을 표기하였다 각 팀의 그래프는 명의 팀. 3

원들 별로 도출된 그래프를 통합하였으며 팀 과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 핵심아이디어의 발산시점을 표기하였다.



- 173 -

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그래프< 44> 

팀 사고과정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 그래프8

를 핵심아이디어 발산시점을 기준으로 통합하였다 그레이 스케일을 기준. 

으로 블랙 의 중첩성을 가진다 중첩이 되지 않은 대화는 이10~80% . 10%

며 두 번의 중첩이 된 것은 등과 같이 표시하여 총 번 중첩을 가진 , 20% 8

것은 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작성된 통합그래프는 디자인팀이 팀 과80% . 

제를 수행할 때 팀 사고과정의 밀집도와 관련하여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패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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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통합그래프< 45> 

디자인팀 사고과정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창의성요인 가지8

를 창의성 사고과정과 디자인 프로세스의 공통 개념인 문제인식 문제분, 

석 해결안탐색 해결안발전 해결안도출의 단계와 핵심아이디어 발산시, , , 5

점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각 팀별로 수행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별 . 

시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 그래프에서 팀 사고과정의 전개가 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래 분석과 같이 팀 사고과정의 

양상을 보인다. 

이해 는 주로 과제수행 초기인 문제인식 단계에서 빈번하게 (TU)① 

발생함

정보 는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나타나며 주로 초기 문제인식과 (KS) , ② 

핵심아이디어 발산 이전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

제기 는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나타나며 핵심아이디어 발산을 (PF)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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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시간 간격을 두고 이전인 해결안 탐색과 이후인 해결안 

발전단계에서 주로 나타남

제안 은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고르게 나타나며 주로 핵심아이(SG) , ④ 

디어 발산의 전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남

분석 은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며 주(TA) , ⑤ 

로 문제분석과 해결안탐색 해결안발전의 세 단계에서 발생함, 

결정 은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데 (MD)⑥ 

빈도수는 높지 않음

진행 은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시간간격을 두고 비교적 고르게 (MP)⑦ 

나타남

환기 는 과제진행 전체과정에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IC)⑧ 

개 팀의 디자인팀 사고과정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8

면 과제수행초기에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과 이를 위하여 팀원들 각, 

자가 가지고 있는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양상을 지닌다 이때부터 제안. 

과 문제제기를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 형성해 나가며 정보의 제공과 분석

을 통해 구체화 해나가고 있다 핵심아이디어의 형성과정을 보면 제안이 .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며 이때 정보제공의 빈도역시 높아지고 있다 따라. 

서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아이디어의 형성은 정보의 제공과 분석 이를 통, 

한 아이디어의 제공이 빈번하게 일어날수록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양

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디자인팀의 과제 수행. 

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사고과정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으

며 결과물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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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상호작용의 프로토콜 양상 분석4)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관계성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팀 상호작용의 개 관계성요인. 5

을 시간별로 전개과정을 표기하였다 각 팀의 그래프는 명의 팀원들 별. 3

로 도출된 그래프를 통합하였으며 팀 과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핵심, 

적인 아이디어의 발산시점을 표기하였다 팀원 간의 대화속성에 따른 관. 

계성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각각의 분석은 앞서 분석한 팀 상호작용 프로

토콜 분석과 디자인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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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그래프< 46> 

팀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 그래프8

를 핵심아이디어 발산시점을 기준으로 그림 와 같이 통합하였다 그< 49> . 

레이 스케일을 기준으로 블랙 의 중첩성을 부여하였다 중첩이 10~80% . 

되지 않은 대화는 이며 두 번의 중첩이 된 것은 등과 같이 표시10% , 20%

하여 총 번 중첩을 가진 것은 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작성된 통합8 80% . 

그래프는 디자인팀이 팀 과제를 수행할 때 팀 상호작용의 밀집도와 관련

하여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패턴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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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디자인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통합그래프< 47> 

팀 상호작용역시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과제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관

계성요인 가지를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인 문제인식 문제분석 해결5 5 , , 

안탐색 해결안발전 해결안도출과 핵심아이디어 발산시점을 연계하여 분, , 

석하였다 위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각 팀별로 수행한 디자인 프로세스의 . 

단계별 시간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팀 사고과정의 전개가 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아래 분석과 같은 팀 상호작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쟁 은 핵심아이디어 발산에서 강하게 일어나며 문제분석(CP) , , ① 

해결안탐색 해결안발전에서 다소 빈번하게 발생함, 

협력 은 과제진행 전반에 걸쳐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며 문(CB) , ② 

제분석 초기 해결안 탐색초중반 핵심아이디어 발산전후 해결안, , , 

발전의 중후반에서 강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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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 은 과제진행 전제과정에 걸쳐 나타나며 해결안탐색과 해(CR) , ③ 

결안발전에서 다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회피 는 과제진행 전체과정에서 약하게 나타나며 문제탐색 전(AD)④ 

반부와 해결안발전과 도출의 전반에 걸쳐 다소 발생함

순응 은 과제진행 전체과정에서 나타나며 핵심아이디어 발산(AC)⑤ 

이후 비교적 고르게 나타남

개 팀의 디자인팀 상호작용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패턴을 살펴보8

면 협력이 과제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첩된 , . 

정도로 보면 과제수행 초기 다수의 아이디어 발산 핵심아이디어 발산, , , 

해결안의 발생에서 경쟁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이를 발전시켜나가는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아이디어의 발산을 중심으로 보면 갈. 

등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경쟁에 대응하는 요소로 팀원들은 협력과 타협

의 자세를 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고과정과 마찬가지로 일반. 

적으로 디자인팀의 과제 수행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을 이

해할 수 있는데 의의가 있으며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영향 요인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팀 프로토콜 상세분석5) 

중첩성에 의해 파악된 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양상을 각 팀들의 

과제수행 상세내용들과 연계하여 정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디자인 프로세. 

스상의 팀 사고과정에 따른 대화속성이 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와 핵심아이디어 발산시점5

을 연계하여 팀 창의성 양상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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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식 단계(1) 

팀 과제수행의 초기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팀 사고과정의 경우 이해

와 정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한다 팀원들은 주어진 디자인과제에 대한 .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여 초기 디자인 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진행이나 환기 결정과 같은 다른 요인들도 간간이 발생을 . , 

하나 과제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림 문제인식의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48> 

팀 상호작용은 팀 과제수행의 초기인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협력의 속

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경쟁의 속성이 미약이 하게 나타나고 있다 팀 . 

사고과정의 이해와 정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협력, 

인 상황이 대부분 발생한다고 보이나 팀에 따라서는 문제인식의 관점

을 두고 경쟁적 상황의 대화가 오고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문제인식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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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 단계(2) 

문제분석 단계에서 팀 사고과정은 정보와 제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제기와 분석역시 다수 발생을 한다 인식된 문제에 대해 문제분석을 . 

하는 단계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을 하여 생산된 정보를 

재 공유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분. 

석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단발적으로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 자체가 완성도가 없기 때문에 다른 팀원들에 의해 . 

문제점이 제기되고 아이디어가 연속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문제분석의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50> 

문제분석에서 단발적으로 발생하는 아이디어가 핵심아이디어로 발전

을 할 경우 디자인 해결안이 빠르게 도출되었다 실험팀 는 디자인. T4

결과물의 핵심아이디어가 문제분석 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팀원들에 

의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전을 하였다 창의성 연구에서 중요하게 . 

생각하는 디자이너로서의 통찰력 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insight) .

그림 실험팀 의 팀 사고과정< 51>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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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Nigel Cross(2001) 101)를 통해 통찰력을 디자인 과정에서 핵

심아이디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을 식별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디자이너의 경험과 정보의 조합에 의해 문제해결을 관통하는 창

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인식과 문제분석 단. 

계는 주어진 디자인 주제에 대해 모호성을 제거하고 문제점을 명확하

게 정의해 나가는 과정으로 문제해결안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 이때 통찰력에 의해 핵심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면 해, , 

결안탐색 과정에 대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팀 상호작용의 경우 문제분석 단계에서역시 협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쟁이 차즘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팀 사고과정에서 문제분. 

석에 따른 제기와 분석이 다수 발생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문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단발적으로 제안하는 과

정과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을 하는 상황에서 팀원들 간에 경쟁적인 대

화의 속성을 다수 보였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타협이 발생하기 시작한 . 

것으로 경쟁적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양보를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협보다 소극적. 

으로 자신의 의견보다 팀원의 의견을 쫒아가는 순응역시 발생하였다.

그림 문제분석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 52> 

101) Nigel Cross, Designerly way of Knowing, BIRD Board of International Research in 

Design, Birkhauser, 2001,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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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탐색 단계(3) 

팀 사고과정의 해결안탐색 단계를 살펴보면 전반에 걸쳐 정보와 제안

이 시간간격을 두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제기와 분석역시 전반, 

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본 디자인 주제가 제품 서비스 시스템 디자인. ⸱

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계 초반에는 서비스기획에 대한 정보와 제기, 

제안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초중반에서는 제품기획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기획의 문제점 제기와 제안된 해결안에 대한 결정이 다수 발생

하였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진행이 수행되었다, .

그림 해결안탐색의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 53> 

팀 상호작용의 해결안탐색 단계를 살펴보면 역시 협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과 타협이 비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 회피와 . 

순응이 이전 단계에 비해 시간차를 두고 다소 발생을 하고 있다 팀원. 

들의 제안한 해결안들은 기본적으로 핵심아이디어로 채택되기 위한 

경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른 팀원들의 반응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력을 통해 제안을 뒷받침하는 경우. 

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거나 양보하는 타협

이 그다음으로 많이 발생을 하였다 회피와 순응의 경우 경쟁에 의해 . 

갈등이 발생을 하면 때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응보다 회피와 순응을 통

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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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해결안탐색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 54> 

핵심아이디어 발산 단계(4) 

핵심아이디어의 발산시점의 전후에서는 팀 사고과정의 정보와 제안이 

과제수행단계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발생하였다 핵심아이디어에 관. 

련된 정보와 제안이 집중되었으며 제기의 경우 발산시점 전후로는 다, 

소 발생을 하였으나 시점에서는 발생빈도가 미약하였다 이는 해결안. 

탐색의 과정에서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점 제기가 다수발생한 

점과 대조적이다 해결안탐색을 통해 걸러진 아이디어들에 대한 결정. 

체로서 핵심아이디어에 대한 팀원들 간의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분석, 

이 된다 핵심아이디어 발산이전에 분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 , 

는 앞서 해결안탐색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들에 대한 장단점 유용성, , 

적합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인 경우가 많았다 핵심아이디어발산은 제. 

안된 아이디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

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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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핵심아이디어 발산시점의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 55> 

팀 상호작용은 핵심아이디어의 발산시점의 전후에서는 경쟁과 협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타협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팀 사고과정 . 

분석내용상 핵심아이디어에 관련된 정보와 제안이 집중되고 있는 점

을 감안해 보면 정보와 제안의 다수가 팀원들 간의 아이디어와 이를 

뒷받침하는 정보와 제안이 경쟁적 속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 

분석이 다수 발생하는데 이는 앞서 해결안탐색에서 제안된 아이디어, 

들에 대한 장단점 유용성 적합성 등에 대해 비교분석인 경우가 많으, , 

므로 이 역시 경쟁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핵심아이디어 발산은 제안. 

된 아이디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경쟁 협력 타협의 상호작용이 다른 과제수행 단계보다 복합적으로 , , 

나타나고 있다.

그림 핵심아이디어 발산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56> 

해결안발전 단계(5) 

해결안발전 단계에서 팀 사고과장은 제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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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정보 제기와 분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핵심아이디어에 대, , . 

한 구체적인 디자인을 수행해 나가는 단계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

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선택해 나가고 있다 특이한 점은 결정. 

과 진행이 다른 단계에서보다 빈번하고 고르게 발생하고 있다 제기된 . 

문제점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진행을 통해 발전된 해결

안을 선택하는 결정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환기역시 고르게 나타. 

나고 있는데 주의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역기능뿐만 아니라 해결안발, 

전 위해 상호 경쟁적 제안에 대해 웃음으로 순화시키는 순기능으로도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해결안발전의 팀 사고과정 프로토콜 분석 < 57> 

해결안발전 단계에서역시 협력은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으로 빈번

하게 작용하였다 디자인 안을 발전시키는 제안을 수용하고 결정과 진. 

행을 협력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디자인을 수행해 나가는 단계에. 

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보 공유와 분석을 통해 대안을 선택해 나가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팀원들 간에 경쟁이 다수 발생함을 이해할 수 있

으며 이에 따라 타협 순응 회피의 순으로 갈등상황을 조절해나가는 , , ,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회피의 경우 팀 사고과정에서 농담과 같이 . 

주제진행과 관련이 없는 환기와 관련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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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계 해소를 위한 순기능 측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해결안발전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58> 

해결안도출 단계(6) 

해결안도출 단계에서는 팀 사고과정의 제안과 정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분석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핵심아이디어에 대한 , . 

디자인 최종결과물인 해결안도출을 하는 단계적 특성을 감안해보면 

조형성 측면의 정보가 공유되며 제안은 구제적인 시각화를 통해 디자, 

인을 마무리하기 위해 발생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디자인 콘셉트 . 

구성의 부와 시각화 표현의 부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1 2 2

부 업무분업을 위한 진행과 환기 속성의 대화들이 오고간 것으로 파악

되었다.

그림 해결안도출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 59> 



- 188 -

해결안도출 단계에서 팀 상호작용은 핵심아이디어에 대한 디자인 최

종결과물인 해결안도출을 하는 단계적 특성으로 역시 협력이 가장 많

이 발생하고 있다 마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협력의 빈도수가 다소 감. 

소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쟁은 최종. 

안에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한 조언 등의 형태로 발생을 하며, 2

부의 업무분담을 위해 과업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발생을 하였다 다소 . 

특이한 점은 순응이 다수발생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위하여 상대방, 

의 의견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림 해결안도출의 팀 상호작용 프로토콜 분석< 60>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 분석 소결5) 

이상으로  디자인팀 창의성 양상에 대한 분석을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요인 항목별 빈도수를 분석한 그래프의 패턴 분석과 언어

프로토콜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빈도수와 그래프 분석을 해본 결과 창의사고 속성으로서의 , 

팀 사고과정과 팀원들 간의 대화관계 속성인 팀 상호작용이 각 팀들 간에 

동일한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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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디자인팀 프로토콜을 분석해 본 결과 사고과정의 창의성요, 

인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 팀 과제수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팀 사고과정의 창

의성요인은 정보와 제안으로 파악되었다 두 요인은 앞서 분석한 것 같이 . 

빈도수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밀집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정보의 경우 전 영역에서 고르게 발생하고 . 

있으나 밀집도로 보면 문제분석 해결안의 탐색 초기과정 핵심아이디어 , , 

발산 전후 해결안발전 후반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 . 

안의 경우 문제분석 해결안탐색의 중후반부 그리고 핵심아이디어발산과 , , 

해결안의 발전의 중간과정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도출하였다.

팀 상호작용역시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

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 팀 과제수행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은 경쟁과 협력으로 파악되었다 두 요인은 앞. 

서 분석한 것 같이 빈도수뿐만 아니라 디자인 프로세스의 진행과정에서 

단계별로 밀집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경쟁의 경우 전 영역에. 

서 발생하고 있으나 밀집도로 보면 문제분석 해결안의 탐색과정 핵심아, , 

이디어 발산 전후 해결안발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협, . 

력의 경우 전 과정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분석 핵심아이디어 , , 

발산시점의 전후 해결안발전의 후반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 

도출하였다.

팀 창의성 양상에서 주목할 것은 팀 사고과정에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창의성요인은 정보와 제안이라는 점이다 정보는 인지적 측면. 

에서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제안은 정보를 기반으로 창의성 사고를 , 

통해 나타난다 이에 따라 정보와 제안의 프로토콜 그래프를 중첩하여 밀. 

집도를 재도출하였다 이렇게 구해진 밀집성 그래프는 팀 사고과정의 전. 

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창의성 사고 패턴으로 의미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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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성의 반복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와 상당한 일치성을 보였5

다 이를 가 제안하고 가 전파한 디자인 사고유형인 확산적 . Guilford IDEO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더블 다이아몬드 개념과 비교하여 아래 그림 < 63>

과 같이 팀 사고과정의 정보와 제안의 밀집도 패턴으로부터 디자인 팀 사

고과정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적인 양상을 도출하였다.

그림 팀 사고과정의 패턴과 확산적 수렴적사고의 연관성 < 61> , 

디자인팀 사고과정인 밀집성의 반복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디자

인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간격의 차이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 내는 사고인 확산적 사고와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최선의 답을 선택하는 능력인 수렴적 사고의 반복으로서 패턴성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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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패턴성의 양상을 도출한 결과

에 의해 본연구의 연구가설 인 디자인팀의 팀 사고과정 및 팀 상호작용1 ‘

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발생한다 는 채택되었다.’ .

연구가설 1
디자인팀의 팀 사고과정 및 팀 상호작용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발생한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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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창의성의 영향요인 역동성 분석4.2.2 

디자인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한 역동성 분

석을 실시하였다 디자인팀 결과물과 팀 과제수행에서 파악된 사고과정과 . 

팀 상호작용의 요인항목을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 

통하여 종속변인인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요인과 창의성의 구성요인인 

독창성과 융통성요인을 독립변인인 사고과정과 팀 상호작용의 요인항목

의 영향관계와 그 영향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 

분석 과정에서 산출된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상관

관계를 규정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을 사용하였다. SPSS 18 .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영향요인 분석1) 

본 연구에서 설정된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은 이해 정보, ,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의 가지이며 앞서 코딩스킴을 통해 , , , , , 8 , 

각 팀의 창의성요인에 대한 빈도수를 산출하여 백분위로 환산하였다 또. 

한 디자인결과물 평가를 통하여 창의성 점수와 구성요인인 독창성과 융통

성의 점수역시 산출하였다 두 가지 산출 요인을 통계분석하기 위하여 정. 

리해보면 아래 표 와 같다< 54> .

Team
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 창의성 독창성 유용성

TU KS PF SG TA MD MP IC CR OR UT

T1 3 9 9 28 17 6 7 22 5.0  5.0 5.0  

T2 3 11 11 42 7 6 10 11 5.8  5.6 6.0  

T3 3 25 6 38 11 6 10 1 6.1  5.7 6.5  

T4 2 13 13 35 7 4 11 13 5.5  5.2 5.8  

T5 5 33 10 22 9 3 8 9 6.6  6.9 6.3 

T6 2 18 5 46 12 7 5 6 6.0  5.3 6.7 

T7 1 21 16 38 15 1 3 5 6.2  6.2 6.2 

T8 3 30 13 38 10 2 4 2 6.4  6.5 6.3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창의성요인 및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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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정보 제기 제안 분석 결정 진행 환기

TU KS PF SG TA MD MP IC

창의성 CR .287  .905** .109 .009 -.311 -.513 -.333 -.815*

독창성 OR .456  .888** .356 -.351 -.202 -.715* -.346 -.542

유용성 UT -.023 .634 -.243 .468 -.350 -.087 -.208 -.900**

는 는 에서 유의함(** p<.01, * p<.05 )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창의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 상관계수< 55> 

우선 위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성에, 

서는 정보와 환기 독창성에서는 정보와 결정 유용성에서는 환기가 통계, ,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의성의 경우 정보요인은 상관계수가 .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디자인 창의성과정에서 문제 이해와 해결.905

안의 제안에서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

된다 또한 환기는 창의성과 더불어 유용성에서 부정적인 연향을 주는 요. , 

인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는 창의성 사고과정에서 잡담이나 논외의 이, 

야기 등과 같이 문제해결의 과정과 상관없는 이야기들이 빈번하게 일어나

면 창의성의 발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된다. 

독창성역시 정보요인은 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독창성은 창.888 . 

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제공과 , 

공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된다 특이한 점은 결정이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는데 팀원들의 팀 사고과정의 프로토몰 분석결과를 정성분석을 , 

통하여 파악해 본바 중요한 디자인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진행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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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 다시 이 결정을 뒤집는 새로운 대안의 제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로 파악되었다 디자인 제안에 대한 성급한 결정과 해결안의 번복이 결과. 

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중 회귀분석은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인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의 독립변인이 있. 8

으므로 다중회귀 분석의 투입방식은 개의 변인 중 유의확율이 SPSS 8

이하인 독립변인만을 투입하고 인 독립변인은 제거한 후 모형을 .05 p>.05

만드는 단계선택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분석에 진입된 변인. 

은 정보요인이며 이외 변인들은 유의확율에 따라 제거 되었다, .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창의성

요인

상수( ) 4.903 .217 22.579 .000

정보 .052 .010 .905 5.221 .002**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820 27.260 .002**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창의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창의성평가의 회귀분석< 56>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27.260, p=.002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2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에서 창의성요인인 정보가 .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 

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r .820 82%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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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창의성에 대한 구성요인인 독창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역시 어느 정도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독창성에서는 정보와 결정 유용성에서는 환기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의 단계선택 방식으로 독창성과 .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앞서 동일한 방법으로 회귀분석표, 

를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창의성

요인

상수( ) 4.455 .309 14.430 .000

정보 .067 .014 .888 4,718 .003**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788 22.260 .003**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창의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독창성평가의 회귀분석< 57>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27.260, p=.003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3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에서 창의성요인인 정보가 . 

디자인결과물의 독창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 

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r .788 79%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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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창의성

요인

상수( ) 6.696 .147 45.579 .000

환기 -.069 .014 -.900 -5.043 .002**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809 25.433 .002**

표 디자인팀 사고과정 창의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유용성평가의 회귀분석< 58>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25.433, p=.002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2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에서 창의성요인인 환기가 . 

디자인결과물의 유용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약 r .809

의 설명력을 가진다81% .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영향요인 분석2) 

팀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역시 디자인팀 사고과정과 마찬가지로 디자

인결과물 평가를 통하여 산출된 창의성 점수와 구성요인인 독창성과 융통

성의 점수를 각각 종속변인으로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의 가지디, , , , 5

자인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상

관관계와 영향요인을 도출 하였다 앞서 코딩스킴을 통해 각 팀의 관계성. 

요인의 빈도수를 백분위로 환산한 수치와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영역의 

평가점수를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여 분석을 하였다<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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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창의성 독창성 유용성

CP CB CR AD AC CR OR UT

T1 4 37 22 12 24 5.0  5.0 5.0  

T2 8 64 13 3 12 5.8  5.6 6.0  

T3 8 75 9 2 5 6.1  5.7 6.5  

T4 6 46 17 19 13 5.5  5.2 5.8  

T5 22 61 9 3 5 6.6  6.9 6.3 

T6 12 66 16 2 5 6.0  5.3 6.7 

T7 12 73 5 5 5 6.2  6.2 6.2 

T8 13 61 15 3 8 6.4  6.5 6.3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관계성요인 및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 59>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CP CB CR AD AC

창의성 CR .862** .742* -.746* -.700 -.891**

독창성 OR .873** .468 -.663 -.532 -.615

유용성 UT .567 .852** -.609 -.687 -.956**

는 는 에서 유의함(** p<.01, * p<.05 )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관계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 상관계수< 60> 

우선 위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창의성에, 

서는 경쟁 협력 타협이 독창성에서는 경쟁 유용성에서는 협력 회피와 , , , , , 

순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의성의 경우 경쟁요인은 . 

상관계수가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디자인 창의성과정에서 팀원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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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나타나는 아이디어 제안과 문제제기의 속성이 경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타협과 순응은 창의성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 

팀원 간의 경쟁상황에서 아이디어와 해결안이 상충하는 점에 대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의, 

견에 순응하여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창의성 발현에 도움을 주지 못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타협과 순응을 비교해 볼 때 순응이 로 . , -.891

타협의 에 비해 상관계수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창의-.746

성에 부정적 영향을 더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창성역시 경쟁요인이 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는.873

데 아이디어 채택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창의성과 동일한 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유용성의 경우 순응이 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협력-.956 , 

이 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된다 유용성은 기능성이.852 . 

나 실용성 실현가능성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이와 같은 속성들은 , , 

제안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된 아이디어가 채

택되었을 때 팀원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유용성을 높여 가는 것으로 분석

이 된다 순응은 창의성과 마찬가지로 경쟁상황에서 아이디어와 해결안이 . 

상충하는 점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제안에 순응하

여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독창성 발현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요인으

로 분석된다 순응과 협력을 비교해 볼 때 순응이 으로 협력의 . , -.956

에 비해 상관계수의 수치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독창성에 부정.852

적 영향을 더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종속변인인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성 요인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디자인 사고과정의 분석과 마. 

찬가지로 개의 독립변인 중 유의확율이 이하인 독립변인만을 투입하5 .05

고 인 독립변인은 제거한 후 모형을 만드는 단계선택 방식을 채택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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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에 따라 통계분석에 진입된 변인은 순응과 경쟁요인이며 이외 . , 

변인들은 유의확율에 따라 제거 되었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관계성

요인

상수( ) 5.902 .270 21.884 .000

순응 -.044 .013 -.570 -3.403 .019**

경쟁 .044 .015 .481 2.869 .035**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922 29.668 .002**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관계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창의성평가의 회귀분석< 61>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29.668, p=.002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2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상호작용에서 관계성요인인 순응은 . 

부정적으로 경쟁은 긍정적으로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력을 가장 ,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 r .922

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가진다92% .

디자인 창의성에 대한 구성요인인 독창성과 유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역시 어느 정도 영향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상관관계 분석. 

을 통해 독창성에서는 경쟁요인이 유용성에서는 협력과 순응요인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 회귀분석의 단계선택 방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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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과 유용성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앞서 동일한 방법으로 , 

회귀분석표를 작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관계성

요인

상수( ) 4.683 .284 16.484 .000

경쟁 .105 .024 .873 4,379 .005**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762 19.177 .005**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관계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독창성평가의 회귀분석< 62>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19.177, p=.005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5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상호작용에서 관계성요인인 경쟁이 . 

디자인결과물의 독창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 

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r .762 76%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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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관계성

요인

상수( ) 5.249 .258 20.335 .000

순응 -.081 .005 -1.036 -15.512 .000**

타협 .052 .006 .534 9.155 001**

협력 .016 .003 .389 5.152 007**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996 342.692 .000**

표 디자인팀 상호작용 관계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유용성평가의 회귀분석< 63>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타협이 영향관계가 높은 요인으로 진입을 하였

다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 F=342.692, p=.000

수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 .000 .05

낮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팀 상호작용에서 관계성요인인 순응. 

은 부정적으로 타협과 협력은 긍정적으로 디자인결과물의 유용성에 영향, 

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 r .996

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가진다99% .

갈등요인인 경쟁과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 관계분석3)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은 디자인팀 과제수행에 팀원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으로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갈등이론을 통하여 최. 

적 갈등수준이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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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는 최적갈등수준Goldberg and Urey(1994)

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업무성과와 갈등정도의 관계를 그림 의 그래< 64>

프와 같이 제시하였다.102) 팀과 그 구성원이 팀 작업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여 최상의 디자인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최적

갈등수준인 지점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할 B

수 없으나 갈등과 팀 업무성과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래프를 제시

하였다.

그림 최적갈등수준 < 62> 

또한 Farth(2010)103)는 중국 내의 개 프로젝트 팀을 대상으로 71 IT 

한 연구를 동하여 업무 갈등 과 팀 창의성 사이에는 곡선(Task conflict)

적 관계 가 있음을 밝혔다 그가 제시한 그래프(Curvilinear relationship) . 

를 보면 업무적 갈등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일 때 팀 창의성은 극, 

대화됨을 보여준다.

102) Brett, Goldberg and Urey, Managing Conflict, Business Week Executive Briefing 

그래프 재인용Service, 1994 p102. 

103) Farh, J.L., Lee, C., Farh, C.I.,Task conflict and team creativity: A question of how 

much and when, i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5(6):1173-80, 2010, p.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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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업무갈등과 팀 창의성의 곡선적 관계< 63> 

와 의 그래프로부터 착안을 하여 디자인팀 Goldberg and Urey Farth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 중 갈등유발 요인인 경쟁과 팀 결과물의 창의성에 

대하여 회기분석의 곡선추정 모형을 분석하였다SPSS . 

모형요약 모수 추정값

의 제곱R 유의확율 상수항 b1 b2 b3

선형모형 .742 .006** 5.109 .079

차모형2 .899 .003** 4.289 .235 -0.06

차모형3 .933 .008** 3.164 .603 -0.04 .001

혼합 .715 .008** 5.138 1.014

표 갈등요인인 경쟁과 팀 창의성 곡선추정 모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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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갈등유발요인인 경쟁과 팀 결과물의 창의성에 대한 곡선추정모형< 64> 

본 곡선추정모형은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 유.008 .05

의미하다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곡선 모형은 약 . r .933

의 설명력을 가진다 이로서 경쟁을 갈등을 유발하는 속으로 파악하93% . 

여 분석한 결과 경쟁이 팀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지나

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디자인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창조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혁신성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팀 구성원 

중에서 경쟁형의 갈등대처유형을 가진 디자이너를 적절히 배치하고 순기

능의 갈등을 최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

다 결론적으로 본 분석은 팀 상호작용에서 관계성요인인 갈등이 팀 결과. 

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최적 갈등수준에 수렴하고 있

음을 중요하게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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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창의성 영향요인 역동성 분석 소결4)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과 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과 팀 상호작

용의 관계성요인에 대한 역동성분석을 실시해본 결과 영향관계가 있으며 , 

요인에 따라 영향관계의 정도차이를 모형화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상관관계와 다중 회기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의 연구가설 로 설정한 . 2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에 영향을 받는‘

다 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또한 연구가설 으로 설정한 디자인팀 결과.’ . 3 ‘

물의 창의성은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역시 검증을 .’

통해 가설로 채택되었다. 

연구가설 2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채택

연구가설 3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채택

본 분석의 결과는 연구의 초기에 가설로 다듬어지기 이전의 물음인 디

자인팀의 창의성은 어떤 요인들에 의해 발생이 되며 각 요인들의 연향관, 

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답으로 볼 수 있다 디자인팀의 창의성은 . 

디자인 프로세스를 전개하면서 창의성요인인 이해 제기 제안 분석 결, , , , 

정 진행 환기에 의해 디자인팀 사고과정에 영향을 받으며 팀원 상호간, , , 

의 관계성요인인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 , , ,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전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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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수행성의 영향요인 역동성 분석4.2.3 

디자인팀 수행성은 디자인팀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각 팀원들이 느끼

는 팀 활동에 대한 평가이다 팀원들은 설문을 통해 과제를 수행하면서 . 

과제에 대한 정체성과 중요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이해했는지 평가하

며 개인이 소유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다 또한 자율적인 직무 활동의 보장여부와 업무와 동료로 부터의 피드백. 

에 대한 만족감을 평가하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디자인팀의 활동이 얼마, 

나 만족스럽고 수월하게 진행되었는지 측정 할 수 있다.

팀 수행성평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측정지수는 디자인 팀이 과제수

행을 얼마나 잘 진행했는지를 나타내므로 팀 수행성평가와 디자인결과물

의 구성요인들이 갖는 평가지수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팀 수행성이 디

자인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알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하여 실험 후 각 팀원들에게 수행한 팀 수행성 측정점수

와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평가점수를 아래 표 와 같이 정리하였다< 65> .

T

e

a

m

기

술

다

양

성

직

무

정

체

성

직

무

중

요

성

자

율

성

피

드

백

피드백

요인

MPS

창의성요인 정교성요인

Sum

정

교

성

혁

신

성

심

미

성

사

용

성

창

의

성

독

창

성

유

용

성

SV TI TS AT FB

FB

직

무

FB

동

료

CR OR UT EL IN ES US 

T1 5.2 4.8  5.2  5.5  5.4 5.2 5.7 150.6 5.0  5.0 5.0  5.7  5.8 5.6  5.8  5.4  

T2 4.5 5.5 6.5 6.3 5.7 5.3 6.0 197.4 5.8  5.6 6.0  6.4  6.3 6.3  6.6  6.1  

T3 5.5 5.8  6.2  5.0  5.8  5.5  6.0  167.7 6.1  5.7 6.5  6.5  6.4 6.6  6.5  6.3  

T4 5.0 5.0  5.0  6.3  5.6  5.2  6.0  176.8 5.5  5.2 5.8  6.1  6.1 6.2  6.0  5.8  

T5 4.5 5.2 4.8 5.5 6.3 6.3 6.3 168.4 6.6  6.9 6.3 6.1  6.5 6.1  5.8  6.4  

T6 4.7 4.7  5.7  6.0  5.8  5.8  5.8  175.0 6.0  5.3 6.7 5.5  5.5 5.5  5.6  5.8  

T7 5.2 4.8  5.2  5.5  5.8  5.5  6.0  159.9 6.2  6.2 6.2 5.7  6.0 5.4  5.8  6.0  

T8 5.2 5.0 6.2 6.2 6.1  5.8  6.3  204.2 6.4  6.5 6.3 6.0  6.2 5.7  6.0  6.2  

표 디자인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평가 영역<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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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수행성 지수 와 디자인결과물 분석1) (MPS)

팀 수행성은 기술다양성 직무정체성 직무중요성 자율성과 피드백 항, , , 

목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피드백은 팀 과제수행을 수행하며 직무로부터 

받는 피드백과 팀원인 동료로부터 받는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디. 

자인결과물은 앞서 창의성 양상에서 사용된 창의성과 구성요인인 독창성

과 유용성이외에 정교성 요인으로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의 항목으로 구, , 

성이 되어있다 이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팀 수행성지수인 와 하. (MPS)

위 구성요인들과  디자인결과물의 하위 구성요인들 전체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다.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요인
MPS

SV TI TS AT FB
FB

직무

FB

동료

창

의

성

요

인

창의성 CR -.181 .219 .113 -.125 .940** .828* .803* .355

독창성 OR -.167 .150 -.077 -.155 .926** .790* .891** .257

유용성 UT -.140 .236 .320 -.046 .653 .608 .429 .365

정

교

성

요

인

정교성 DE .033 .950** .453 -.085 .160 -.097 .427 .377

혁신성 IN -.035 .772* .136 -.199 .511 .253 .743* .274

심미성 ES -.022 .915** .309 -.129 .068 -.101 .263 .221

사용성 US .100 .893** .702 .001 -.116 -.370 .150 .423

결과총합 Sum -.143 .633 .282 -.174 .832* .629 .837** .427

는 는 에서 유의함(** p<.01, * p<.05 )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영역 상관계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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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결과물의 총 평가점수나 창의성은 팀 수행성지수인 지수와MPS

의 관계계수로 볼 때 관계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팀 수행성. 

이 디자인결과물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로 본 논문의 연구

가설 인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수행성에 영향을 받는다 는 4 ‘ .’

기각되었다 그러나 통계상 유의미한 상관계수의 세부요인에 대해 살펴보. 

면 디자인결과물과 팀 수행성의 관계성을 파악해 볼 수 있다.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팀 수행성으로는 피드백이 으로 높은 상관.940

성이 나타났으며 독창성역시 피드백이 으로 높은 상관성이 높은 것.926

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의성은 피드백의 요인인 직무로부터의 피드백과 .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직무로부터 받는 , 

피드백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독창성의 경우 이와 반. 

대로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에 더 영향을 받는다 직무로부터의 피드백은 . 

팀 과제 수행을 하면서 일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팀원의 아이디어가 과제

에 적용되고 이를 통해 아이디어가 발전되는 것으로부터 얻는 만족감과 

관련이 있다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은 이러한 과정상에서 동료의 협력이나 . 

칭찬과 같은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피드백으로 창의성과 독창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교성과 하위 구성요인인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은 모두 직무정체성, , 

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직무정체성은 팀원의 직무인 과제. 

의 수행이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이 있

다 팀원은 자신의 과제수행결과가 다른 팀원들의 심리와 행동 작업에 영. , 

향이 클 때 직무정체성이 증가한다 이는 자신의 직무결과가 다른 사람들. 

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의 직무에 대해 더욱 관심

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팀원 간의 관계에서 자신의 과제. 

수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직무정체성은 정교성 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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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회귀분석의 단계선택 방식을 통해 진입변인에 한하여 종속변인

인 디자인결과물의 결과평가 점수와 하위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인인 팀 수행성의 영향정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325 1.740 -.187 .858

직무피드백 1.126 .312 .828 3.614 .011*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685 13.058 .011*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창의성평가의 회귀분석< 67>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13.058, p=.011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11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직무피드백 요인이 디. 

자인결과물의 창의성영역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 

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r .685 68%

을 가진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11.337 3.568 -3.177 .019

동료피드백 2.8506 .593 .891 4.805 .003**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794 23.088 .003**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독창성평가의 회귀분석<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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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23.088, p=.003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3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동료피드백 요인이 디. 

자인결과물의 독창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가r .794 79%

진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1.550 .597 2.597 .041

동료피드백 .873 .117 .950 7.473 .000**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903 55.847 .000**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정교성평가의 회귀분석< 69>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55.847, p=.000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0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동료피드백 요인이 디. 

자인결과물의 정교성영역의 평가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r .903 90%

설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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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1.841 1.471 -1.251 .266

직무정체성 .520 .139 .602 3.737 .013*

동료피드백 .880 .253 .561 3.478 .018*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882 18.685 .005**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혁신성평가의 회귀분석< 70>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18.685, p=.005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5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직무정체성과 동료피드. 

백 요인이 디자인결과물의 혁신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r .882 88%

설명력을 가진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625 .955 .655 .041

직무정체성 1.039 .187 .915 5.565 .001**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838 30.967 .001**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심미성평가의 회귀분석<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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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30.967, p=.001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 .001 .05

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직무정체성 요인이 디. 

자인결과물의 심미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을 가r .838 84%

진다.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3.199 .522 6.130 .004

직무정체성 .761 .068 .816 11.186 .000**

직무피드백 -.357 .067 -378 -5.306 .006**

MPS .005 .001 .266 3.627 .022*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980 65.733 .001**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사용성평가의 회귀분석< 72>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수행성평가의 직무피드백과 지수가 영향관MPS

계가 높은 요인으로 진입을 하였다 위 분석표를 보면 . F=65.733,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p=.001 . 

모형의 유의확률이 로서 보다 낮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001 .05 . 

인 팀 수행성에서 직무정체성 요인은 긍정적으로 직무피드백은 부, MPS , 

정적으로 디자인결과물의 사용성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r .980 98%

설명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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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베타
값t 유의확율

B 표준오차

팀 수행성

요인

상수( ) -1.789 2.081 -860 .423

동료피드백 1.296 .346 .837 3.744 .010*

모형요약

제곱R

분산분석

통계량F 유의확율

.700 14.020 .010*

표 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결과물 결과총합 평가의 회귀분석< 73> 

위 분석표를 보면 로서 이 회귀 모형은 신뢰할 수 F=14.020, p=.010

있다 또한 회수계수를 보면 본 모형의 유의확률이 으로서 보다 . .010 .05

낮게 나타남으로 유의미하다 디자인 팀 수행성에서 동료피드백 요인이 . 

디자인결과물의 결과총합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본 회귀, 

식의 제곱이 인 점을 감안하면 영향력의 정도는 약 의 설명력r .700 70%

을 가진다.

상관분석과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디자인결과물 요인과 팀 수행성요

인의 관계를 정리해보면 창의성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드백이며 정교성영역은 직무정체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피드백은 한 쪽의 활동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 

에 대한 반응을 원래 쪽으로 돌려주어 새로운 활동에 반영시키는 순환적 

활동을 의미한다 앞서 분석해 본 것 같이 피드백의 구성요인은 직무와 .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이 있는데 직무로부터의 피드백은 과제에 대한 문제, 

제기나 아이디어 제안이 팀 과제에 반영되어 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

가는 것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 

구성원인 팀원으로 불과분의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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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교성영역에서 직무정체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따라서 . 

창의성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피드백은 상호작용의 속성

을 가지고 있으며 디자인 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직무, 

정체성은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된 디자인 팀원의 내재적 동기요인이 된다

고 분석 된다. 

팀 수행성과 팀 상호작용의 역동성 분석2)

앞서 분석을 통하여 창의성영역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피

드백은 상호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팀 수행성역시 팀원들. 

의 상호작용에 의해 평가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 팀 과제수행 중에 발생, 

하는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인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의 상관관, , , , 

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T

e

a

m

기술

다양

성

직무

정체

성

직무

중요

성

자율

성

피드

백

피드백

요인

MPS

경쟁 협력 타협 회피 순응

SV TI TS AT FB
FB

직무

FB

동료
CP CB CR AD AC

T1 5.2 4.8  5.2  5.5  5.4 5.2 5.7 150.6 4 37 22 12 24

T2 4.5 5.5 6.5 6.3 5.7 5.3 6.0 197.4 8 64 13 3 12

T3 5.5 5.8  6.2  5.0  5.8  5.5  6.0  167.7 8 75 9 2 5

T4 5.0 5.0  5.0  6.3  5.6  5.2  6.0  176.8 6 46 17 19 13

T5 4.5 5.2 4.8 5.5 6.3 6.3 6.3 168.4 22 61 9 3 5

T6 4.7 4.7  5.7  6.0  5.8  5.8  5.8  175.0 12 66 16 2 5

T7 5.2 4.8  5.2  5.5  5.8  5.5  6.0  159.9 12 73 5 5 5

T8 5.2 5.0 6.2 6.2 6.1  5.8  6.3  204.2 13 61 15 3 8

표 디자인팀 수행성요인과 디자인팀 상호작용요인<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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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피드백

요인

MPS

SV TI TS AT FB
FB

직무

FB

동료

경쟁 CR -.463 -.034 -.264 -.114 .936** .959** .712* .124

협력 OR .044 .408 .439 -.292 .488 .380 .329 .210

타협 UT -.018 -.366 -.021 .414 -.549 -.402 -.493 .033

회피 DE .165 -.316 -.534 .272 -.590 -.596 -.311 -.275

순응 IN .106 -.224 -.144 .155 -.723* -.646 -.536 -.243

는 는 에서 유의함(** p<.01, * p<.05 )

표 팀 수행성요인과 팀 상호작용 상관계수< 75> 

디자인 팀 수행성과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인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을 해본 결과 경쟁 요인과 피드백 요인이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팀원들이 팀 과제수행 중에 발생하는 대화에서 경쟁적 속성의 . 

대화로 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 

어의 제안과 제안된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아이디어를 발

전시켜 나갈 때 경쟁적 상황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 

나타나는 점을 감안해보면 두 변인들 간에 관계성이 성립이 될 수 있다.

디자인팀 수행성의 영향요인 역동성 분석 소결3)

본 연구는 서두에서 디자인팀의 과제수행이 팀원들의 상호작용에 의

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들의 팀 과제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수월성을 



- 216 -

측정한 팀 수행성이 디자인결과물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을 하였다 본 . 

통계분석에서 사용한 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이 두 관계는 상관성이 없

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연구가설 4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수행성에 영향을 

받는다.
기각

그러나 팀 수행성이 창의성영역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디자인결과물의 영역은 독창성 유용성의 창의성영역과 혁신성 심. , , 

미성 사용성의 정교성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디자인결, , 

과물의 총체적인 평가는 두 영역의 평가의 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각의 디자인이 어떤 영역에 대한 평가를 높이 받았는지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 

디자인의 결과물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하나는 디자인 콘. 

셉트 로 개념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디자인 시각(concept) . 

화 로 구체적인 결과물로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디자(visualization) . 

인의 평가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하는데 개념인 콘셉트와 , 

구체화인 시각화 사이에는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기 힘든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창의성영역의 예를 들면 디자인 콘셉트에서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있

으며 시각화에서도 조형성의 독창성이 존재한다 일례로 아이디어 측면, . 

에서 독창성은 인정이 되나 시각화에서 독창성이 부족한 경우 창의성평가

는 높이 받을 수 있으나 정교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아이디. 

어 측면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용성의 제시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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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면 정교성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반대로 아이디어는 독. 

창성이나 유용성이 부족할지라도 심미성이나 사용성의 구체적이면 정교, 

성영역의 평가는 높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창의성과 정교성의 평. 

가가 불일치하며 전체적인 디자인결과물의 평가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와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디자인결. 

과물 전체점수에서는 팀 수행성 평가와 상관관계가 없을 수 있으나 디자, 

인결과물의 구성요인과 팀 수행성의 구성요인간의 영향관계는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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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창의성 분석 결론종합4.2.4 

본 연구에서 수행한 디자인팀 실험연구를 통하여 디자인팀 사고과정, 

팀 상호작용 팀 수행성평가 팀 과제물 평가의 데이터를 산출하고 연구가, , 

설 가지에 대해에 대해 분석 및 검증을 통하여 산출된 결과를 정리하면 4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디자인팀의 팀 사고과정 및 팀 상호작용은 일정한 양1) 1‘

상을 가지고 발생한다 의 실험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

첫 번째로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양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창의성요인. 

의 빈도수에 따른 그래프 패턴 분석을 하여 디자인팀이 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창의성요인은 제안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정보 제기 분석, , , , 

진행 결정 환기 이해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빈도수, , , . 

에 따른 그래프를 팀 사고과정의 양상 그래프로 채택하였다. 

두 번째로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프로토콜 패턴 분석을 실시하여 정보

와 제안이 핵심아이디어 발산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정보와 제안은 사고를 구성하는 요인으로 디자인팀 사고과정인 . 

밀집성의 패턴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세 번째로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빈도 양상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계성. 

요인의 빈도수에 따른 그래프 패턴 분석을 통하여 팀 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관계성요인은 협력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타협 경쟁 순응 회, , , , 

피의 순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들 빈도수에 따른 그래프를 . 

팀 상호과정의 양상 그래프로 채택하였다. 

네 번째로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프로토콜 패턴 분석을 실시하여 경쟁

과 협력 핵심아이디어 발산 시점에서 강하게 일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협력은 팀 수행과정 전체에 걸쳐 강하게 나타났으며 경쟁은 문제분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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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안탐색 해결안발전에서 아이디어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은 빈도수의 패턴성을 검증함으로 채택되었으며 결과적으1 , 

로 디자인팀 창의성은 일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연구가설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사고과정의 창의성요인2) ‘

에 영향을 받는다 의 실험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

첫 번째로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평가점수와 팀 사고과정의 창의

성요인의 빈도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하였다 창의성은 정보와 환기와 관. 

련성이 높으며 창의성영역인 독창성에서는 정보와 결정 유용성에서는 , , 

환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번째로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평가점수와 팀 사고과정의 창의

성요인의 빈도수에 대한 다중 회기분석을 하였다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정보이며 창의성영역인 독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는 요인도 정보로 검증되었다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 

환기이며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연구가설 는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결과적으2 , 

로 디자인팀 사고과정은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상호작용의 관계성요3) 3‘

인에 영향을 받는다 의 실험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

첫 번째로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평가점수와 팀 상호작용의 관계

성요인의 빈도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하였다 창의성은 경쟁 협력 타협이. , , 

과 관련성이 높으며 창의성영역인 독창성에서는 경쟁 유용성에서는 협, , 

력 회피와 순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경쟁과 협력, . 

은 긍정적 타협 회피 순응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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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평가점수와 팀 상호작용의 관계

성요인의 빈도수에 대한 다중 회기분석을 하였다 창의성에 경쟁은 긍정. 

적으로 순응은 부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창, . 

의성영역인 독창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경쟁이며 디자인결과물, 

의 유용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것은 순응 타협 협력이며 이중 순응, , 

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갈등유발요인인 경쟁. 

의 곡선추정모형을 통해 살펴본 바 갈등이론상의 최적갈등수준의 그래프

에 수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가설 은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함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결과적으3 , 

로 디자인팀 상호작용은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연구가설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은 팀 수행성에 영향을 받는4) 4‘

다 의 실험 분석결과에 대한 결론.’

첫 번째로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과 팀 수행성평가점수에 따른 상

관분석을 하였다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은 피드백과 상관성이 높으며. , 

창의성영역인 독창성역시 피드백과 상관성이 높았다 디자인결과물의 정.  

교성과 정교성영역의 혁신성 심미성 사용성은 모두 직무정체성과 상관, , 

관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로 디자인결과물 창의성영역과 팀 수행성평가점수에 따른 다

중 회기분석을 하였다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 

는 것은 직무피드백임으로 검증되었다 창의성영역인 독창성에 가장 크게 .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료피드백으로 검증되었다.  

세 번째로 디자인결과물의 정교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동

료피드백이며 정교성영역의 혁신성에는 직무정체성과 동료피드백이 가, 

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심미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 

미치는 것은 직무정체성으로 검증되었으며 사용성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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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은 직무정체성 직무피드백 이며 직무피드백은 부정적인 , , MPS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네 번째로 디자인결과물의 결과총합에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것

은 동료피드백으로 검증이 되었다.

연구결과 는 디자인결과물의 총합과 팀 수행성지수 의 통계분4 (MPS)

석결과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검증됨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팀 수행성. 

의 요인들과 디자인결과물의 창의성 정교성영역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으, 

로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으로 디자인팀 실험을 통해 본 연구의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를 종합해보면 디자인팀의 과제를 수행할 때 팀 사고과정에서는 제안요, , 

인이 상호작용에서는 협력요인이 가장 큰 빈도수로 발생하는 일정한 양, 

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정보와 제안을 통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시 팀 사. 

고과정의 정보요인과 팀 상호작용의 경쟁요인 디자인팀 수행성의 피드백, 

요인이 디자인팀 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통계검증을 통

해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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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 창의성 증진방안 도출4.2.5 

본 실험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자인팀 창의성 증진에 대한 방안

을 도출하였다 창의성 증진 방안이란 디자인팀의 궁극적인 목적인 창의. 

적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디자인 프로세스 수행에 영향요인을 자극

하는 것이다 본 실험의 분석을 통하여 팀 사고과정에서는 정보요인 팀 . , 

상호작용에서는 경쟁요인과 팀 수행성에서는 피드백요인이 디자인팀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들 요인에 대해 선행연. 

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험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여 창의성 증진 모

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디자인팀 창의성 증진방안 < 65> 



- 223 -

첫 번째로 팀 사고과정의 정보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보면, 

창의성과 디자인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 

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실제 해결 가능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나고 있다 이러한 사고행위는 사물이나 행위를 다양. 

하고 새로운 각도로 관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내려는 자세 

또는 사고방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나 지식을 요

구조건에 맞게 유용하도록 새롭게 조합시키는 사고과정에 의해 이루어진

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팀의 사고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과 개념. 

에 대한 정보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매개체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

이다 이는 실험 검증을 통하여 정보의 활용이 창의성 사고과정과 디자인. 

결과물의 창의성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과 상당수 일치한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의 창의적 발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디자인팀 과제 수행에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제공해야하며 디자인 팀원들은 평소 업무와 ,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탐색능력과 정보들을 연계하여 새로운 관점을 만

들에 낼 수 있는 정보가공과 활용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팀 상호작용의 경쟁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참조해보면 경, 

쟁은 동시에 성취할 수 없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구성원

이나 집단 간에 성취하고자 서로 노력하는 선의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말

한다 경쟁은 상호 노력하는 과정에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 

장점도 있지만 너무 심할 경우에는 갈등으로 변할 수도 있다 갈등은 서, . 

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경쟁이 심해져서 상대방을 강제로 굴복시키거

나 제거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갈등의 순기능은 각 이. 

해 당사자들이 잘 조정하여 해소시킬 수 있다면 오히려 집단의 화합과 , 

단결을 촉진하며 갈등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할 수 있으며 그 해, 

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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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팀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여 일반 조직보

다 팀을 운영하는데 갈등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적절한 갈등은 팀원들의 . ,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성을 경쟁시키는 요인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디자인팀 구성원 중에서 경쟁형의 갈등대처유형을 가진 디자이너

를 적절히 배치하고 순기능의 갈등을 최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중요한 변

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실험분석을 통하여 팀 상호작용. 

에서 경쟁요인이 디자인결과물에 미치는 영향관계나 최적갈등수준의 선, 

행 그래프를 수렴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과로 분석이 되었다.

디자인팀 상호작용의 창의적 발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

차원에서는 디자인팀의 인적구성과 운영을 수직구조의 관료조직보다 수

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개방조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디자인 , 

과제 수행시 발생하는 업무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야 한다 디자인 팀원들은 평소 동료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업무와 업무외. , 

적인 갈등상황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기르고 갈등 상황이 , 

발생하였을 때 회피와 순응보다는 협력과 타협의 조절을 통해 팀원들 각

자의 창의성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세 번째로 팀 수행성의 피드백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디자인팀 수행성평가로 도입한 지수는 직무특성이론을 MPS

배경으로 하며 이는 직무가 조직이나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 

기 위한 이론이다 직무특성이론의 기본적 가정은 직무의 객관적인 특성. 

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직무자체가 작업자의 직무동기나 만족 및 성

과 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광. , , 

업중요성 자율성 동료와 직무로부터의 피드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본 , , . 

연구에서 팀 수행성평가와 디자인결과물에 대한 역동성 분석결과 디자인

결과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피드백 특히 동료로 부터, 

의 피드백이 중요함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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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란 작업자가 행한 일이 얼마나 유효하게 수행되었는가에 대

한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를 말한다 작업자는 이에 따라 그가 행한 일에 . 

대한 결과를 알게 되고 자기가 취한 방법에 대해 수정을 하거나 개선하게 

된다 본 이론의 창안자인 과 은 작업자는 자신의 작업. Hackman Oldham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는 내재적 동기부

여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자신의 작업결과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 

이 있다고 믿을 때에 책임감을 경험하게 되어 작업결과를 위해 자신의 창

의성이나 노력을 더하게 된다고 보았다 업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거나. , 

동료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의 업무를 확인 받는 것 등이 피드백에서 

중요하다.

디자인팀 수행성의 창의적 발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차

원에서는 디자인팀 과제 수행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칭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작업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상의 위치와 제안에 대한 의견이나 소결 등을 상사나 

동료로부터 알 수 있도록 하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기 위한 인적 관리 , 

시스템이다 이러한 피드백 시스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드백을 .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방식이다 의사소통은 팀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 

정보를 교환하고 의미 해석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과정으로 디자, 

인과업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 콘셉트는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해

결안을 의사소통을 통해 전달하며 이해시키고 피드백을 통해 발전을 시키

는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디자인 안이 문제해결 중심으로 팀원들 . 

간에 자유로운 토론에 의해 가장 적절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은 성공적인 개발을 자극하는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결과완수를 이

끄는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창의적인 성과물을 도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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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5. 

본 연구의 목적은 디자인팀 역동성 분석을 통하여 팀 창의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을 이해하고 디자. , 

인팀 과제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은 첫 번째로 디자인 팀 창의성과 팀 역동성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을 이해하기위하여 창의. 

성과 팀 창의성 창의성의 구성요인과 사고과정 등의 개념을 정립하고 팀 , 

역동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정립하고 이를 통해 , 

팀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디자인팀 역동성의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디자. 

인팀 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인 디자인팀 역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

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팀 실험 및 분석 가이드를 정립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팀 역동성 실험을 수행하고 정성적 정량적으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실험에서 산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량 정성적 분석을 . , 

통하여 팀 창의성 사고과정과 상호작용의 양상을 파악하고 영향성을 분석

하며 디자인 과제수행과 결과물간의 영향관계인 역동성을 분석한다 이, . 

를 통하여 디자인팀 창의성에 대한 속성 및 관련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연

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 번째로 실험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디자인팀 창의

성은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도출한 것이다 디자인팀 사고과정인 . 

밀집성의 반복을 그래프로 표현하였을 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반복으로서 패턴성이 발생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팀 사고과정과 디자

인결과물간의 상호영향 관계에서는 정보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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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검증하였다 또한 팀 상호작용에서는 경재요인이 디자인팀 결과물의 .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검증하였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팀 상호작용에서 갈등유발요인인 경쟁이 팀 창

의성의 결과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학자들이 선행, 

연구 등을 통해 제기한 갈등이론상 최적 갈등수준에 수렴하고 있음을 통

계적 곡선추정모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네 번째로 본 실험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디자인팀 창의성 증진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실험의 분석을 통하여 팀 사고과정에서는 정. 

보요인 팀 상호작용에서는 경쟁요인과 팀 수행성에서는 피드백요인이 디, 

자인팀의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이들 요인에 대. 

해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실험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종합하여 창의성 

증진 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로 종합적인 디자인팀 실험 및 분석 방법론을 

개발한 것에 있다 타 분야에 비해 실험연구가 부족한 디자인팀 연구 분. 

야에서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존 디자인팀 실험 방법론에서 측정 할 수 없

거나 부족한 부분을 타분야 팀 연구를 참조하여 관련 이론 및 방법론을 

도입함으로 일반팀 이론을 디자인팀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단계

적으로 완성해 나감으로 디자인 역동성을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실험 및 분석방법론을 개발하였다.

둘째로 디자인팀 연구 분야에서 실험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보

다 문헌 및 사례 연구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디자인팀 운영에 대한 이론 및 연구 결과를 검증

해 본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는 다양한 팀을 구성하여 분석 해 봄으로서 검증의 목적뿐만 아

니라 도출된 결과를 응용하여 디자인팀의 효과성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인적 환경적 제도적 조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주요한 토대를 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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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새로운 사회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 , 

문분야간의 경계가 없어지는 융합 산업 사회에서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 , 

개발자 마케팅 전문가 경영 컨설턴트 등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더욱 , , 

거대한 디자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팀 빌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창의적 인재와 소프트한 경쟁력이 중요해 지, 

는 새로운 사회를 맞이하여 변화하는 디자이너와 디자인팀의 위상을 정립

하는데 도움이 되며 디자인대학의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를 새로 , 

설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후속 연구 등을 통하여 . 

각 산업분야별 기업들이 혁신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을 참고할 수 있는 대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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