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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 인재 양성이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대두됨에
따라 창의적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학
교육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학문을 위한 것으로서
창의적 설계능력이 핵심 역량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설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서로 협
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집단적 지적 능력으로서,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상호의존, 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협력학습의 과정에 구현될 수 있다. 창의성이 한 개인의 정신
적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로서 집단 또는 사회적 과정이 창의성 습득에 중요
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협력학습 환경에서 개인학습자와 집단 간
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집단지성의 활용은 교수-학습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집단지성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설계 원리 및 모형 개발과
함께, 개발된 원리 및 모형에 대한 전문가 및 교수설계자, 학생의 타당도
검증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
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고, 둘째,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타당한지를 규명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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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은 공학에서의 창
의설계,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루
어졌다.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학습자원’, ‘인지사고과정
및 지원도구’, ‘학습방법’, 그리고 ‘학습공간’의 네 가지의 이론적 구성요소
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설계원리와 스물 두 개의 상세설계지침으로 개발
되었다. 학습환경설계 원리는 1) ‘문제 맥락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선정과 비구조적이고, 해결책을 위한 경로의 다
양성을 제공하기 위한 네 개의 상세설계지침, 2) ‘집단 공유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신모델을 제공하기 위한 세 개의 상세설계지침, 3) ‘자원 다양
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개방적인 학습환경의 구축과 다양한 지식과 경험
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네 개의 상세
설계지침, 4) ‘인지사고 확산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구성원간의 상호작용
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활용과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시하기 위한 다섯
개의 상세설계지침, 5) ‘집단적 지식창출의 원리’와 관련하여 공동의 학습
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제공과 구성원 간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
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세 개의 상세설계지침, 6) ‘사
회 맥락적 공간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과 학습자 자발적으로 참여와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을 위한 세 개의 상세설계지침을 개발하였다.
또한 절차적 모형에서는 분석-설계-개발-적용-평가의 수업단계에 따
른 아홉 단계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다. 학습환경 설
계를 위한 절차는 1) ‘학습자 분석’, 2) ‘팀구성하기’, 3) ‘문제정의하기’,
4) ‘공동의 목표세우기’, 5) ‘자료수집’, 6) ‘해결안도출’, 7) ‘현실적 제안요
소 고려’, 8) ‘동료평가’, 9) ‘성찰저널 작성’ 단계로 공학문제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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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안을 설계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설계할 수 있도
록 개발되었다.
다음으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
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전문가와 교수설계자의 내적 타당화 검증
과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실제 학습상황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
응을 확인하는 외적 타당화 검증을 통해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내적 타당화 검증 결과,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 원리 및 모형 개발 과
정, 일반적 설계원리,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절차
적 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층면담을 통하여 일
부 설계원리 및 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외적 타당화 검증 결
과,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 주요원리는 전반
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공학교육에 있어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에
주목하여 학습환경 설계원리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
적 모형을 개발하고 타당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교수-학습방법, 학습절차, 교수-학생의 단계별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아
우르는 유용성을 제공하며, 추후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
된 연구 분야에 다양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공학교육, 집단지성, 창의설계, 학습환경 설계,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학 번: 2008-3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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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에서 벗어나 ‘지식기반사회’,
‘디지털사회’, ‘사이버 정보사회’, ‘네트워크 사회’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
다(강인애, 2003; Hackett, 2001). 이 중에서도 특히 지식(knowledge)과
인간(human), 그리고 소통(communication)과 관계(relationship)가 중요
시 되는 지식기반 사회의 확장이 강조되고 있다(Drucker, 2005).
정보기술이 사회 혁신의 원동력으로 대두되었던 정보화 사회와는 달
리,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의 활용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이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인재는 정보의 활용 능력, 다른 이
와의 의사소통 능력,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사회에 유
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 능력을 요구받고 있으며, 지식과 더불어 국가 경
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자, 한 나라의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핵
심 역량(key competency)인 창의성 또는 창의적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김윤정, 2011; 팽영일, 2011; UNESCO, 2008).
지식기반 사회에서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은 그 동안의 국가 교육정책
방향에서도 찾을 수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은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준비하여 이
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예컨대, 유럽 연합 위원회
의 보고서(2009)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유럽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
과 발전은 창의성(Creativity)과 혁신(Innovation)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
1

에 의견 합치하여 ‘상상하라, 창조하라, 혁신하라(Imagine, Create,
Innovate)'라는 구호를 내걸고 ‘2009 유럽 창의성과 혁신의 해(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2009, EYI 2009)'를 선포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우수 사례를 확산시키
고, 창의성 촉진을 위한 수학 및 과학의 강화, 기술 연구의 확보, 적극적
이고 혁신적인 사고방식 증진, 문화적 다양성 확보 등을 목표로 삼는 교
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1997년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의해 시작된 통합적 대학원 교육 연구 훈
련(Integrated Graduate Education & Research Training, IGERT)프로그
램을 운영하여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론적인 학문 수양보다는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학문
간의 협력을 통한 창의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경쟁력 강화법안(America Competes Act of 2007)'을 통
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교육을
주요 아젠다로 강조하고 있으며, 미국과학재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략계획 중 STEM 분야를 집중 투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초중등 단계
학생들의 수학·과학 분야 성적 향상을 위한 10억불(전년대비 40% 증가)
을 포함하여 총 37억불을 STEM 교육 프로그램에 배정하는 등 학문 간
융합을 통한 창의성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부터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교육부의 핵심정책의 하나로 제시하
여 창의성 함양을 위한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 ‘창의체험지원지도
(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CRM)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이 진행
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은 교육정책 방향의 논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다양한 학문분야의 실천적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Balloche,
2

Bull과 Montogomery(1992)는 미국의 61개 대학에서 창의성 교과의 강의
계획안들을 분석한 연구에서 창의성 교과가 공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
학, 예술 등 다양한 전공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중 창
의성과 관련된 교육연구의 대표적인 분야는 교육학과 공학이라 할 수 있
다. 교육학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주요 연구는 창의성의 본질과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크게 창의성 연구의 새로운 관점에 따른 다원적 접근에
관한 연구(김명숙, 2001; 김영채, 1999; 김혜숙, 1999; 박성익, 이규민,
2004; 최석민, 2003; Isaksen, Puccio, & Treffinger, 1993; Sternberg &
Lubart, 1996; Woodman & Scheonfeldt, 1989; Csikszentmihalyi, 1988)
와 창의성 신장을 위한 실질적인 교수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박종원,
2004; 박성익, 이규민, 2004; 임철일, 1999; 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미
영, 2009)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공학에서는 과학적 원리의 창
의적 적용이 강조되면서, 첨단 과학기술사회에서 새롭고 유용한 과학기
술의 개발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 신장과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antamarina & Akhoundi, 1991). 특
히 공학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주요 연구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첫째, 창의성 계발을 주목적으로 삼고, 창의성의 본질
을 이해하기 위한 관련 이론과 함께 브레인스토밍, 시네틱스 등 다양한
창의성 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김현아, 홍철호, 김병
삼, 2007; 차성운, 김대은, 이수홍, 이경수, 김민수, 2007; 권성호, 신동욱,
강경희, 2008; 강소연, 조형희, 홍종일, 김의준, 박성은, 2005; 서두원,
2009)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각
전공의 특성에 맞게 통합하여 교육하는 통합형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백
윤수, 이준환, 김은태, 오경주, 박정선, 정지범, 2006; 이은화, 배원병,
2007; 이중순, 곽효연, 2008; 이태식, 전영준, 이동욱, 장병철, 2009;
3

Drake, 2000; Moore, Cupp, & Fortenberry, 2004)이다.
그 밖에도 공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공학교육의 국제
적 등가성을 중시하는 공학교육인증원의 교육방향과 목표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의 교육방향 및 목표는 공학교육에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접목시키는 것으로서, 수요자 지향 교육
(demand-driven education), 성과중심 교육(outcomes-based education),
교육의 국제표준화 지표(global standard)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을 갖춘 공학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공학교육인증원, 2009). 공학교육인
증의 확산과 동시에 공학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2002년 지식경제부의 ‘창
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대되
었으며, 학문적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 설계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창
의공학설계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창의공학설계 교육은 모방성이
짙은 기존 공학기술교육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
는 창의적인 사고와 독창적인 설계 능력을 갖춘 엔지니어 양성을 교육목
표로 두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들은 보다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교수, 학생, 산업체가 팀을 구성하여
산학연의 연계성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설계 교육을 실천적으로 강화
하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학교교육에서 고도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방법을 창출 할 수 있는 창의설계 능력의 신장은 교
육의 목표로서 중요시되고 있다(한병기, 지해성, 2006; 김진숙, 김승보,
성은현, 2012; 정기억, 2007). 특히 공학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체계적인
학문으로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전략을 신장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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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창의성 교육이 더욱 더 강화되고 있다(Horenstein, 2010; National
Academy of Engineering, 2004).
한편, 공학에서 창의성이란 창의적 공학설계 능력, 즉 공학 문제의 창
의적인 해결을 위한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능력으로 단순한 이론
능력보다도 공학적인 해결과 설계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용재, 김
노원, 김삼열, 김형석, 김창규, 김창호, 이문노, 최병윤, 2010). 또한 미국
공학기술인증위원회(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ABET)는 공학설계를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및
구성요소, 성분을 고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공
학에서의 창의성은 창의적 공학설계능력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창의적
공학설계 능력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종종 반복되는 의사결정 과정
에서 기초과학, 수학,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
게 자원을 목표에 일치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의적 공학설계
를 위한 교육과정에서는 주어진 문제나 과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
는 능력을 갖추게 하여 스스로가 창의적인 발상을 통한 문제해결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정동명, 2008). 그러므
로 공학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설계 능력을 신장시켜주기 위해서는 개방
형 문제의 이해(open-ended ques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skill),
팀워크(team-work) 활동 중심의 창의설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학습자에게 이러한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학습환경에 대한 설계
가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습환경 설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 창의성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의 실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학교교육에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은 정규
교과과정보다는 별도의 비교과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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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박성익, 이규민, 2004; 최병연, 박민희, 2004; 한기순, 김종안, 2003).
또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 측면에서 교과지식과 분리
된 상태로 창의성 기법이나 도구만을 가르치는 문제가 있었다(유봉현,
2000; 임철일, 홍미영, 이선희, 2011). 이와 같이 교육학 및 공학 영역을
포함한 학문영역에서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노력은 여전
히 미흡한 실정이며, 창의성 계발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모
색, 특히 교과영역의 학문적 특성을 반영한 창의설계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및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임철일 외, 2011).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으로서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스토리텔링(Storytelling), PBL(Problem-based Learning),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등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보편성과 동질성
대신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조하기 위해 지식 전달식, 교사 중심적, 개별
학습 중심적 환경을 지양하고, 삶과 학습을 연계시키고자 하며, 나아가
여러 교과간의 융합적․통합적 접근을 하는 학습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임은애, 2008; 강인애, 육지연, 2011). 또한 창의성은 한 개인의 정신적
작용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
해서 나오는 결과물로서 집단 또는 사회적 과정이 창의성을 습득하는 데
결정적 역할(김정섭, 2008; Csikszentmihalyi, 1996; Paulus, 1999;
Vygotsky, 1990)을 하고 있다. 집단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개인의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창의성 증진을 위한 집단지성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집단지성은 여러 개인들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synergy)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능력(양미경, 2010)으로서 집단 내
의 어느 개인보다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집단 전체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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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Heylighen, 1999)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이 작동하는 원동력인 협력과
토론 활동은 창의성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서(구양미, 김영수,
노선숙, 조성민, 2006; 김길모, 김성식, 2011) 창의성 증진을 위한 집단지
성 활용에 대한 교육적 함의는 매우 크다. 이처럼 개인 학습자의 개별성
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 및 배려와 같은 관계성을
중시(박재천, 김성훈, 양제민, 2010; 양미경, 2010)하는 집단지성을 활용
한 교수-학습방법은 기존 교수-학습 방법론과는 구분되며, 이로 인해 창
의성 교육을 위한 대안적 교수-학습 방법론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집단지성의 활용가능성은 집단지성의 개념 그 자
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단지성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집단적 지적 능력으로서(Surowiecki,
2005),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 상호의존, 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협력학습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박재천, 신지웅,
2007). 더욱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웹(Web)을 기반으로 하는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한 협력, 토론, 상호의존 등 협력
학습의 촉진요소들은 교수-학습방법 측면에서 집단지성의 무한한 활용
가능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김윤정, 2011). 실제로 디지
털 기술의 발달은 웹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다. 학습자가 웹을 통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표현하
여 공유하는 선택의 기회를 확장시켰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는 모
든 소통의 형태, 즉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
해 나갈 수 있는 학습공동체의 장(場)으로서 학습의 기회를 확장시켰다
(Lévy, 1994). 다시 말해, 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더 많은 사
람들이, 더 다양한 관점에서, 더 많은 의문점을 논의하면서 더 많은 아이
디어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O'Reilly, 2009).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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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사점은 웹 2.0의 개념에서 더욱 더 교육적 가치를 확인 할 수 있다.
참여, 공유, 개방으로 대변되는 웹(Web) 2.0은 사용자 중심의 환경으로
참여를 통해 인터넷에 지식을 올리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여 새
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집단지성과 같은 맥락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박재
천 외, 2010). 결국 웹(Web)의 발달은 문화와 사고방식, 관계 맺기 방식
을 다양한 형태로 바꾸어 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Leadbeater, 2008).
이러한 협력학습의 과정은 공학교육에서 실천적 적용의 형태로 진행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주요 설계
경험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1)(Capstone design
course, 종합설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국가 간 상호 동등성
(substantial equivalency)을 보장하는 협의체인 워싱턴 어코드
(Washington Accord)에서 정의한 복합학제적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자 중심의 참여, 개방형
학습환경을 강조하고 있다(김명랑, 윤우영, 김동환, 2007; 장경원, 2009;
김은주, 조영임, 도승이, 2010). 이러한 이유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은 학습자간의 지식과 경험, 가치 등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행
동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수정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환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서순식, 허동현, 2008; 최항섭, 2009; 박재천 외, 2010). 공학교육에
서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활용은 창의적인 문제해
결 도출과정에서 집단 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집단 외 구성원 간의 끊
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동시에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교육적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특히,
창의설계 능력으로 대변되는 복합학제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
1)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현재 종합설계, 창의적 종합설계, 창의적 공학설계, 창의설계
교과목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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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 능력은 집단지성이 지니고 있는 집단적 상호작용, 비판적 사고,
협업의 구조화 등이 효과적인 요소라고 할 때,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개발은 새로
운 지식의 창출 및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워싱턴 어코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주요 능력의 신장과 이
를 함양시키기 위한 학습환경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학교육에서 학
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개방을 강조한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
구와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것인가 하는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공학과 집단지성을 연결시키는 연구(전종희, 2011)는 공
학교육에서 집단지성의 속성 및 조건을 탐색하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무
르고 있다. 일부 연구(김지용, 김홍성, 임종구, 문일, 2006; 김태훈, 양성
민, 김희복, 2006; 차성운 외, 2007; 이종수, 민병권, 윤응섭, 한재원, 정효
일, 2009; Doepker & Dym, 2007)에서는 창의설계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의 대안으로 협력학습방법을 제시하였지만, 수업의 목표나
특징, 수업의 결과만을 나열하고 있으며,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교수-학
습방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의
교수-학습방법을 제안한 연구(장경원, 2009; Ambrose & Amon, 1997;
Cho, 2005; Huang & Zheng, 2011)에서는 교수자 측면의 문제개발 방법
에 초점을 두어 학습자와 교수자 측면을 고려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연구는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집단
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공학교육의 학문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음
으로 창의설계에 대한 내용분석과 집단지성의 개념 및 교수-학습방법의
활용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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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및 모형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 수업에 활용하여 제안
된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계를 따르고자 한다. 특히
설계모형은 실제 학습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
는 절차적 모형의 형태로 개발하고자 한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교육의 창의설계 교과목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학습환경의 설계원리와 모형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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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지성
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지성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교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여, 교수-학습
방법을 포함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아울러,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이 실제 학습에 유용하도록 설계되
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향상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
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무엇인가?
1-1.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무엇인가?
1-2.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의 절차적 모형은 무엇인가?
2.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의
원리 및 모형은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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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의의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
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집단지성을 활용한 실제적 교수-학습방법의 가능성은 창의적 설
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집단지성은
그동안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주제로 다
루어져 왔다. 그러나 실제로 집단지성을 교육적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흡하다. 이
러한 이유는 집단지성을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만 해석하고 실제 학습
이 일어나는 교육적 맥락과 상황 안에서 재해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즉 기존의 연구는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과정과 이를 충족시킬 수 있
는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보다는 집단지성의 개념에 대한 상식적인
언급에 그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집단지성을 교
수-학습방법 측면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습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교육의
방향과 교육의 기능이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지식기반 사회
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지식의 창출․축적․공유 등을 통한 새
로운 가치 창출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활용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식을 구성하고 창출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으며, 지식을 이전하는 방
법도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강인애, 2003). 이러한 변화에 따라 최근 지
식을 창출하는 방법의 하나로 집단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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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특히 교육학에서도 집단지성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이 창
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안적인 방식으로 관심 받고 있다. 선행 연구
에 의하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문제 상황에서 창의
적인 지식을 창출하여 해결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개인의 개별적 능력보
다 집단적 능력이 더 효과적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Leadbeater, 2008).
이는 학습과학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동체 중심의 학습환경
(Bransford, Brown, & Cocking, 1999)과 일맥상통하다. 이와 같이 본 연
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서의 집단지성의 활용과 새로운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가능성을 통하여
교육의 방향과 기능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셋째, 학습환경 설계는 교과영역의 학문적 특성과 교과내용, 그리고 교
육적 인식론에 근거한 학습환경 설계를 촉진시킬 수 있다(Scardamalia,
Bereiter, McLean, Swallow, & Woodruff, 1989; Shucnk, 2007). 아직까
지 공학교육에서 학문적 특성과 교과내용, 교육적 인식론 입장에서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창의적 설계능력 향상
을 위해 공학교육의 학문적 특성과 교과내용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캡
스톤 디자인(종합설계, 창의적 공학설계) 교과목의 특성을 분석하고, 창
의설계 능력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다. 또한, 공학교육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을 하
는지, 어떤 조건이나 상황 하에서 효과적인 학습을 성취할 수 있는지, 학
습자가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등 어떠한 과정에 따라 지식이 변화되
고 형성되느냐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원인은 결국 공학교육에서의 교수설계에 대한 이질감으
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공학교육인증, 다학제적 교과과정, 융합교육 등
공학교육에서의 교육방법 및 학습환경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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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접근을 통한 학습환경 설계보다도 기존에 고수
해온 전통적인 학습환경 설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학
교육의 학문적 특성, 교과내용, 공학교육에서 요구되는 창의설계의 능력
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창의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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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1) 창의설계 능력(Creative Design Ability)
현재상태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는 아이디어와 그 아이
디어를 실행하여 문제해결이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
법(시스템, 요소, 프로세스)을 얻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습득되어지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체계적인 설계능력이다. 특히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은 그 자체로서 공학교육의 본질인 창조와 협력의 패러다
임을 구축해나 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창의설
계 능력은 공학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기반으로
서, 공학문제를 시각적으로 공식화하고 창의적 관점에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핵심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서로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개
인이 소유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각과 시
도로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Lévy, 2000).

3) 학습환경 설계(Learning Environment Design)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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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평가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 지도 관계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의미한다(Honebein, Duffy & Fishma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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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
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여 제안된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의 개념
및 특징, 요구되는 능력을 확인하고, 집단지성의 특징, 발현과정 및 학습
방법 등 교수-학습방법으로서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주요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탐색한 이론적 기반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창의설계와 관련된 연구 분야이다. 이는 창의성의 개념적 배경으
로부터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창의설계, 창의설계 능력과 관련된 하위
능력 및 평가요소, 창의설계를 신장시키기 위한 촉진 요인들이 포함된다.
둘째,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과 관련된 연구 분야이다. 이는 집단지
성과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들로부터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설
명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설계 과정을 모형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
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원리나 절차, 평가방법 등에 대한
원리가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 분야이다.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관점은 학습현상뿐만 아니라 실천에 관하여 유용한 지침 및 시사점
을 제공하고 있다. 학습환경 설계를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는 환경에 관
한 지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며, 지식 창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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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학습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대안적 방법 및 실천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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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및 창의설계
창의성은 다양한 학문 영역 및 이론과 관련되어 매우 포괄적인 주제이
기도 하지만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최근에
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사회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대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
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그 변화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 받고 있으며, 공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창의성 신장
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공학기술인증위원회(ABET)와 한
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 인증 기준의 변화에서도 창의성
과 관련된 설계 교육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학문제를 시각화하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 활동 능력, 공학 윤리의식 능력, 종합화(조합화)
능력 등을 종래의 교육에 비해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장
에서는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즉, 창의설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이해
하기 위하여 창의성의 배경, 창의성의 구성요인,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설
계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창의성에 대한 배경
창의성이란 새롭고(즉, 독창적, 예기치 않은), 질이 높은, 적절한(즉, 유
용하거나 과제요구에 맞는) 것을 산출하는 능력이다(Lubart, 1994;
Ochse, 1990; Sternberg, 1998; Sternberg & Lubart, 1996). 창의성은 광
범위한 영역에 관련되어 있으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이
다. 개인적으로는 창의성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과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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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회적으로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 새로운 예술 활동, 새로운 발명,
그리고 새로운 사회 프로그램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제품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창의성이 요구되며, 사회적으로는
경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하는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자원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1950년대까지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Sternberg,
2003). Guilford(1950)는 미국심리학회 회장 연설에서 창의성이 그동안
간과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 이후 Sternberg와 Lubart(1996)는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출판된
Psychological Abstracts에 있는 창의성 참고문헌 수를 분석한 결과, 창
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예전부터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확
산적 사고’, 그리고 ‘창의성 측정’이라는 검색어로 색인된 논문은 전체의
0.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다른 하나의 지표로서 창의성 연구와 깊은 연관이 있는 심리학 개론
교재를 살펴보면, 창의성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창의성을 교
과목으로 다루는 심리학과가 거의 없고 그나마 교육심리학 전공 프로그
램에서 가끔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Sternberg, 2003).
Sternberg(2003)에 의하면,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가 이렇게 미흡했던 이
유에 대해 창의성 연구의 역사 속에서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의 여덟 가
지 접근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설명하고 있다.
먼저, 창의성에 대한 신화적 접근에서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성으로 과학적인 연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Rothenberg & Hausman, 1976). 두 번째, 실용적 접근에서는 일반적으
로 창의성의 사용과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접근은 창의성 개발과 창의성의 이해에 관심이 있지만, 아이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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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검증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실용적 접근의 가장 선두
에 선 주창자는 Edward De Bono인데, 그는 창의성의 이론보다도 기업
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창의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De Bono, 1985, 1992; Von Oech, 1983). 심리학
적 이론이나 타당성이 없이도 기술은 작동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접근은
사람들로 하여금 창의성을 상업화와 연관시키고 심리학적 연구로는 보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세 번째, 심리역동적 접근은 20
세기 창의성 연구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창의성은
의식적인 현실과 무의식적인 충동(drive)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나온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Freud(1959)는 작가와 예술가들은 자신의 무의식
적인 소망을 대중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은 유명한 창조자들
에 대한 사례연구를 근거로 하였으며, 이는 이론적 구인의 측정이 어렵
고 사례연구 대상의 수가 적으며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역사적으로 비판
을 받아왔다(Weisberg, 1993). 네 번째, 심리측정 접근은 측정할 수 있는
지필검사를 사용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연구하였다. 대표적으
로 Torrance(1974)는 토란스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을 개발하여 확산적 사고와 여러 가지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
하는 몇 가지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창의성에 대한
검사가 간단하고 편리하며,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연구를
촉진하였으나, 간단한 지필검사는 창의성 측정에 부적절하다는 비판과
창의성의 정의나 기준에 객관적으로 정의한 통계적 희귀성에 의존하는
방법에 대한 논쟁을 야기시켰다. 다섯 번째, 인지적 접근은 창의적 사고
의 근원적인 정신적 표상과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지각이나 기억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의 기초에 대한 연구이며, 창의성 연구는 인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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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접근이다(Weisberg, 1999). 이러한 접근방식은
창의적 발견을 촉진시키는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며 실용적인 물체를 만들거나 도구를 만드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관련된 모델을 만들어 창의성을 연구하였으나, 창의적인 기능인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여 문제를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조직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창의적인 기능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섯째, 사회
적-성격 접근은 인지적 접근과 나란히 성격, 동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창의성의 근원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접근에 의해서 개인
적인 성격과 창의성의 상관 연구(Amabile, 1983; Eysenck, 1993), 창의성
에 대한 동기에 관한 연구(Amabile, 1983), 그리고 사회적 환경과 창의성
에 관한 연구(Simonton, 1994; 1999)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회
적-성격 접근은 정신적 표상이나 창의성의 기저에 있는 과정에 대해서
는 거의 논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심리학, 교육학, 경영학, 역사학,
그리고 사회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성에 관한 같은 현상으로 보
이는 것을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왜곡된 결
론을 이끌어 내었다(Wehner, Csikszentmihalyi, & Magyari-Beck, 1991).
일곱 번째, 진화적 접근은 유기체의 진화에 대한 연구에 적용된 같은 기
제가 아이디어의 진화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
다. Cziko(1998)에 의하면, 아이디어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과
증식의 과정을 거치며, 그런 아이디어는 새롭고 가치 있는 즉, 창의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맹목
적 변이만 사용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비판되고 있다(Sternberg,
1997; Perkins, 1998). 마지막으로 합류접근은 창의성에 관한 많은 최근
연구에 근거하여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중 성분이 수렴한다고
가정했다(Amabile, 1983; Csikszentmihalyi, 1988; Gardner, 1993; Gr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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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lance, 1999; Lubart, 1994; Sternberg & Lubart, 1991; Weisberg,
1993). 창의성의 합류 접근은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것을 가
능하게 한다(Lubart, 1994). 이런 접근은 최상의 수준의 창의성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많은 요소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Ⅱ-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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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창의성 연구에 대한 접근방식과 한계점
접근방식
세부 설명
신화적 접근
창의성은 말로 표현할 수
(mystical
없는 특성으로 과학적인
approach)
연구대상이 아님
실용적 접근
일반적으로 창의성의
(pragmatic 사용과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approach)
방법에 초점을 둠
심리역동적 접근
창의성의 기저에 있는
(psychodynamic 무의식
과정에 초점을 둠
approach)
심리측정 접근
(psychometric
창의성 측정에 중점을 둠
approach)
인지적 접근
창의성의 기저에 있는
(cognitive
정보처리와 정신적 표상을
approach)
다룸
사회적-성격 접근 동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social-personality 역할과 성격 특성에 역할을
approach)
다룸
진화적 접근
(evolutionary
approach)
합류 접근
(discussing
confluence
approach)

창의성을 개인의 생존
기회를 증가시키고 번식을
증가시키기는 적응으로 봄
창의성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중 요소들이 통합
및 수렴되어야 한다고 가정함

한계점
과학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함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관심이 없음
이론적 구인의 측정이
어렵고 사례연구 대상이
적으며 해석이 어려움
지필검사 등 창의성
측정 방법에 대한 비판
창의적 기능인 문제의
해석, 이해, 정의에 대한
기능의 부재
인지적 변인과
사회적-성격 변인을
동시에 탐구한 연구는
미흡.
각 다른 연구영역에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서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측면에 초점 됨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 맹목적 변이만 사
용함
창의성의 특정 영역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출처: Sternberg(2003). Wisdom, Intelligence, and Creativity Synthesized를 요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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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단일 학문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
점을 지적하고 광범위한 관점, 즉, 학제적(multi-disciplinary) 또는 다원
적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국 창의성을 다면적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개인의 정의적 특성, 인지적 특성, 상황적 특성의 복합적인
현상을 분석해야만 창의성을 파악할 수 있다(박성익, 이규민, 2004). 다음
에서는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에 따른 연구의 동향을 통하여 창의성 교육
측면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자 한다.

2) 창의성 구성요인
창의성의 주요한 구성요인들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다원
적 접근연구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 모형 중에서
‘Woodman과 Scheonfeld(1989)의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의 생태학적 모형’, ’Csikszentmihalyi(1988)의 시
스템 이론‘, ‘Sternberg와 Lubart(1991; 1995; 1996)의 투자이론’은 창의성 요
인을 분석하기 위한 대표적인 모형이며(김명숙, 2001; 김영채, 1999; 김혜
숙, 1999), 각각의 모형들은 창의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을 각각 다르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 신장에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규명할 수 있다(박성익, 이규민, 2004).
창의성의 상호작용 모형, 생태학적 모형, 시스템 이론, 투자 이론과 같
은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 모형들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상호작용 모형은 창의적 행동과 관련된 결정적 요인으로 ‘선행조
건’, 개인의 ‘인지능력’, ‘정서’, ‘사회적 영향’, ‘맥락적 영향’을 지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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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모형은 다른 모형과 달리 개인요인의 하위 구성요인을 지적 능력
과 정서로 세분화하고, 상황요인도 사회적 영향과 맥락적 영향으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 생태학적 모형은 ‘개인특성’, ‘상황’, ‘과제’,
‘CPS(Creative Problem Solving) 과정 및 산출물’과 같은 다양한 변인들
이 창의성 계발과 연관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모형은 ‘창
의적 문제해결 과정(CPS)’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모형들과 차
별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성의 시스템 이론은 분야, 영역, 개인과 같은
세 가지의 시스템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 할 때 비로소 창의성이 발현된
다고 주장한다. 시스템 이론에서의 ‘분야’란 창의적 결과물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 낸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영역’이란 축적된 창의적 산물을 보전하여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대에 걸쳐 심화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개인’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따라 정보를 변형․확장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창의성 발현 시스템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개인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
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정
체로 파악하고 있다(박성익, 이규민, 2004). 창의성의 시스템 이론은 지식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도 내용소재인 ’지식‘이
있어야만 창의성이 발현되는 것임을 볼 때, 창의성 교육에 있어 단순히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의성 발현에 밑
거름이 되는 ’지식의 축적‘도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이론은 창의성 계발에 중요한 요인으로서 지적능력, 지식, 사고방
식, 인성, 동기, 환경과 같은 여섯 가지 자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섯 가지 자원의 균형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 발현이 가장 효과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ternberg & Lubart,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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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 모형에서 언급한 창의성
구성요인들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 Ⅱ-2> 와 같다.
<표 Ⅱ-2>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 모형들 간의 창의성 구성요인
모형

구성 요인

하위 요인
특성
학습경험, 초기 사회와, 사
선행조건 과거의
회적
배경,
성별, 출생순서, 인종 가정환경의
상호작용 모형
: Woodman과
중요성을
개인
인지능력,
정서
Scheonfeldt(1989)
강조
상황 맥락적 영향, 사회적 영향
개인 성격특성, 인지양식, 사고능력
집단 및 조직의 풍토, 지도자
상황 유형과 행동, 보상체계의 특징,
일에 대한 개념과 인식
생태학적 모형
과제의
: Isaksen, Puccio와
중요성을
과정 창의적 문제해결과정(CPS)
Treffinger(1993)
강조
과제 모호함, 특이성, 복잡성
산출물 확산성, 융통성, 유용성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인지 해당
개인 적, 정의적 특성에 따라 정보를 영역의
변형․확장하는 사람
정보에
시스템 이론
능통해야
: Csikszentmihalyi 분야 창의적 결과물을 평가하고 선택 함을
하는 사람
(1988)
전제로
하며,
지식기반의
영역 축적된 창의적 산물에 대한 계승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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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분석능력, 실용적
지적능력 종합적
능력
지식 분야에 대한 지식기반이 전제조건
생각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개인 동기의
투자 이론
사고양식
의 스타일
: Sternberg와
중요성을
Lubart
강조
(1991, 1995, 1996) 인성 호기심, 모험심, 융통성
대한 이익창출에 대한
동기 투자에
의지
산출을 촉진하는 사회분
환경 창의적
위기와 문화
※ 출처: 박성익, 이규민(2004).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의 고찰과 시사점 논의(p.179)를 재구성함

이와 같이 창의성 구성요인들은 학자마다 주장하는 모형에 의해서 각
각 다르게 지적되고 있다. 각각의 모형 분석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주장
하는 구성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요인으로
지적 능력, 지식, 사고양식이 하위 요인에 속한다. 둘째, 정서적 요인으로
인성, 동기가 하위 요인에 속한다. 셋째, 환경적 요인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 분위기들 간의 상호작용이 하위 요인에 속한다. 따라
서 창의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들은 아래의 [그림 Ⅱ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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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들은 창의성이 무엇이며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공학교육에서의 창의
성의 특성은 무엇인지 고찰하고, 공학에서의 창의성을 대변할 수 있는
창의설계 능력의 개념 및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자 한다.

3)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창의설계
오늘날 현업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느 한 가지 전
공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다(이외수, 2006). 이
러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의 실천적인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최근 공과대학은 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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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공학교육의 문제점을 인식․개선하고
자 창의설계2) 교육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설계 교육에 대
한 관심과 직접적인 움직임은 1999년 설립된 한국공학교육인증원
(ABEEK)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요 지향적 교육 및 성과 중심적 교육에
따른 창의설계 교과목의 이수 요구에 따라 창의설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
하고 있으며, 2002년 지식경제부의 지원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시작
된 ‘창의적 공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확
대되었다.
공학교육에서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미래의 공학 인재를 육성
하기 위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학교육에서 창의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공학의 학문적
정의, 속성, 배경, 관련 능력 등을 반영한 창의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공학(Engineering)은 과학지식과 축적된 경험, 그리고 창의성을 통하여
인류가 문명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과 관련된 설계, 생산,
제작, 관리, 유통, 운용활동의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생
활환경의 쾌적성을 개선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공학은 인간의 물질적 삶과 삶의 안정성, 그리고 쾌
적성의 향상을 위한 학문이다(박강, 김병재, 장혁수, 2005).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 광범위한 인공물을 제
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물은 더욱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
요로 하는 것들로 단순한 자연 그대로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 설계되어진
2) 창의설계는 공과대학의 교육목적 및 특성에 따라 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창의공학
설계, 창의적 공학설계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하는 관점
에서의 창의설계로 지정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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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김관배, 2004). 또한 공학은 ‘자연, 인간, 사회, 인조물 등 제반 대
상과 주변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 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
고 일반성 있는 해결 방법을 탐구하고 활용하려는 학문’이다(김권회,
2003). 또한 미국 공학기술인증위원회(ABET)의 정의에 의하면, ‘공학은
연구, 경험, 훈련에 의해 획득된 수학적, 자연과학적 지식이 인류의 이익
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연의 힘과 물질을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데
분별력을 가지고 적용되는 전문지식이다.
앞서 살펴본 공학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공학에 대한 기본적 속성은
과학과 기술의 상호작용이라 볼 수 있다. 즉, 공학은 과학과 기술의 상호
작용에 의해 풍부해지고, 과학과 기술을 서로 연결시키며, 사회적․문화
적 맥락을 반영하여 과학적 지식을 받아들여 새로운 지식으로 변형시킨
다. 그러므로 공학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고유의 독자적인 지식체계
를 갖고 있는 종합적이며 실용적인 학문으로 정의할 수 있다(류영호,
2008). 공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그림 Ⅱ-2]과 같이 구
성할 수 있다.

[그림 Ⅱ-2] 공학의 개념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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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는 지식기반 시대의 교육적
배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변화
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큰 환경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분
야는 바로 교육 분야이다. 이는 교육의 기본적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공학교육은 사회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학문으로서, 크게 세 가지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첫째, 지식의 체계화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 능력, 둘째,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 측면보다
는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연결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새로운 지식의 필요
성을 인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Dym, 1994).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은
앞에서 언급한 능력과의 연관성과 공학교육의 특성을 통하여 더욱 더 확
실히 이해할 수 있다. 정동명(2008)은 일반 사회에서 형성된 패러다임과
는 달리 공학교육에서 문제란 ‘현재의 상태와 원하는 상태와의 불일치’로
정의하고, 창의성이란 문제해결을 위하여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산출물을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 Bagulary(2004)은 공학문제
는 ‘다양한 해(解)를 갖는 시스템에서 특정 해를 선정하기 위한 창의적인
조합의 요구’라 정의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product)이나 공정(process), 생각(thought)을 도출해내는 과
정 및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학교육에서 창의성은 결국
다양한 논리적 준거, 수리, 물리 등으로 표현되는 합리적 도구들에 의한
평가 속에서 정당하게 살아남는 사고의 융합과정을 의미한다.
또한, 공학교육은 산업 인력의 양성이라는 국가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효과적인 창의적 공학설
계 교육은 산업체 및 국가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예컨
대, 미국의 국가 연구 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 NRC)도 미국
의 공학설계 교육은 빈약하며, 공학자와 미국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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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할 수 있는 지도자를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학설계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Eggert, 2005). 이에 따라 오늘날 공학교육
에서 공학설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기술교육인증원(ABET)은 공학설계란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시스템 및 구성요소, 성분을 고안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필요한 것을 만들기 위해 주로 반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초과
학, 수학, 그리고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게 자원을 목
표에 일치하도록 가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학설계 교육과정
에서는 학생 창의력 개발, 개방적인 문제의식, 최신 설계 이론 및 방법론
의 사용, 설계 문제 해법의 수치적 공식화, 문제 해결 대안 도출, 실행
가능성 고려, 생산 공정, 동시 공학적 설계, 구체적 시스템 묘사 등이 포
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요소, 안전, 신뢰성, 미적가치, 윤
리․사회적 영향 등의 현실적 제약사항 역시 고려해야 하며, 공학적 문
제 해결을 위해 팀별활동을 권고하고 있다(이태식 외, 2009). 또한 정동
명(2008)은 공학설계 교육은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나 과제의 본질을 파
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창의적 발상을 하여
설계하고 기획하는 등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
으로 실험이나 실습과는 구별되는 설계교육의 중요성이 모든 학문 분야
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의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공학의 정의, 공학에
서의 창의성, 공학설계 개념의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창의설계에 대
한 기본적인 속성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창의설계의 기본
적 속성은 첫째, 창의설계의 내용은 실제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
에 대해 종합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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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이 창의설계를 통해서 습득되어
야 하며, 셋째, 공학적 지식의 배양뿐만 아니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설계는
팀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팀워크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설계의 기본적 속성에 근거하여 공학교
육에서 창의설계는 기초과학, 수학, 공학을 적용해 자원을 명시된 목표에
부합하도록 가공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
학에서의 창의설계란 기계설계나 건축설계와 같은 공학적 설계에 국한하
는 것이 아닌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구상이나 기획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주어진 문제해결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구체화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설계의 정의를 바탕으로 실제 공학교육에
서 운영되고 있는 창의설계 관련 교과목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Ⅱ-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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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창의설계 교과목의 특성
관련연구

창의설계 교과목 특성
창의설계는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
Wagenaar(1993) 장하고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
학문의 지식 획득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학문의 질
문유형과 주요 쟁점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다양한 코
Murphy(2003) 스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해주는 과목,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적 훈련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전환점
대학 4년 동안 습득한 소양과 전공지식을 학습자인 학
생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여 학문
이재열(2005) 연구나 직업 활동 등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나 숙련 등에 적용 하고자 디자인된
과목
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졸업시 졸업논문 대신 학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지식경제부(2005) 부과정동안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종합설계
과목
공학계열의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졸업
대신 학부과정 중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한국산업기술재단 논문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도록 하여 그 전 과정을 경
(2006)
험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
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 교수 및
풍부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
이희원(2006) 현장경험이
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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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
한양대학교 산학협 산업체에서
있는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
력중심대학 육성사 가치가
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 팀웍
업단(2006)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엔지니어 특성 교육 프로그램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 학자들이 언급한 창의설계 관련 교과목은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위한 교양 및 전공지식에서 얻은 지식의 확장 및
적용을 통하여 공학적인 문제해결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교과목
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설계 관련 교과목은 종합적인 설계 능력 중심의 교육을 실
현하기 위하여 공과대학에서는 체계적으로 설계 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창의 입문 설계(the first year design), 창의적 공학설계(creative
engineering design), 창의적 종합설계(capstone design) 등 다양한 용어
로 불리워지고 있다(이창훈, 2007).
창의설계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창의설계의 교과과정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의 특성은 개방형
(open-ended question) 문제이다(이용재 외, 2010; 이창훈, 김기수, 2007;
이 경우, 김병재, 이태희, 황농문, 한송엽, 2006; Brian, 2004). 개방형 문
제는 다수의 결론이 존재하는 문제로 하나의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여
러 개의 정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즉, 공학자들이 다루는 되는 많은 문
제들은 체스 게임이나 퍼즐 같이 명료하고 체계적인 문제들과는 대조적
으로 불명료하거나 비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Brian, 2004). 명료한
문제들은 명백한 목표, 때로는 하나의 정확한 해답, 그리고 규칙이나 해
답에 이르는 알려진 방법들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명료한 문제는 다
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진욱, 박근호, 송태권, 신병록(2009)은 이러
36

한 문제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제에 대한 명확한
공식화가 없다. 문제가 초기에 정립될 때, 그 목표는 일반적으로 모호하
며, 많은 구속 조건과 기준들은 알려지지 않는다. 문제의 전후 관계는 때
때로 복잡하고 혼잡하며 이해하기도 어렵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문제에 대해 공식화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공식화는 불안정
하며 더 많은 정보들이 이용됨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둘째, 문제는 내면
적으로 모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문제 속에는 수많은 불일치와
모순이 존재하며,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불일치와 모순을 해소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의 공식화는 해결안에 의해 좌우된다. 문
제를 공식화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달려 있다. 즉, 해결
안을 이해하는 방법은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해
결안을 제안하는 것이 문제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문제에 대한
많은 가정들과 불확실한 특정 영역들은 단지 해결안의 개념을 제안함으
로써 밝힐 수 있다. 수많은 현실적 제한요건과 기준은 제안된 해결안을
평가하는 준거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해결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좋고 나쁨 혹은 적합, 부적합에 대한 평
가는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설계에서 다루지는 문제는 공식을
외우거나 특정 지식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에 의해서 풀리는 문제라기
보다는 경험과 새로운 지식의 창의적인 조합에 의한 고안물을 만들어 내
는 것이 좋은 답(solution)이고 공학에서 추구하는 교육목표와 일맥상통
할 것이다(이재영, 2006).
둘째, 창의설계 교과과정이 목표로 하는 능력은 크게 네 가지이다. 그
중 첫번째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skill)은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황상문, 김경천, 2000; 이용재 외, 2010; 권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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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8; 강소연 외, 2005; 김은주 외, 2010; Smith, 2000). 한국공학교육
인증원(ABEEK)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학습성과 기
준에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
므로 학생들은 소그룹 활동을 통해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적극
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공유함으로써 의사표현 능력을 기르고
이로 인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권성호 외, 2008). 김영정과 정
상준(2005)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이란 다양한 종류의 의사들(정보,
데이터, 아이디어, 의견 등)을 개인 혹은 다수의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능력과 아울러 전달된 의사를 반성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능
력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용재 외(2010)는 의사소통 능력은 창의적 문
제해결 과정에서 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팀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가 고객의 요구를 잘 파
악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 그리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발표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엔지니어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라 강조하였다.
또한, 두 번째 팀워크 능력(teamwork skill) 역시 엔지니어에게 매우
중요한 필요 능력이다(강소연 외, 2005; 이용재 외, 2010). 한국공학교육
인증원(ABEEK)에서 복합학제적 팀워크 능력도 열두 가지 학습성과 항
목에 포함되고 있어 엔지니어가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능력으로 정의
되고 있다. Denning(1992)은 팀워크 능력이란 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맡은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협력적으로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설명하였다. 박강 외(2005)는 팀워크 능력은
여러 구성원으로 형성된 팀이 협력 또는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으
로, 팀워크 능력을 통해서 구성원 각각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
험과 능력에 알맞은 임무와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문제해결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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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교과목에서 팀워크 활
용에 대한 장점은 다양한 지식과 능력, 경험을 지닌 팀원들의 능력이 문
제해결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창의성을 증폭하며, 도전 정신과 용기
를 북돋아서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mith, 2000).
창의설계 능력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세 번째 능력은 시각화 능력
(visualization ability)이다. 여러 학자들은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해결
책을 설계하는 과정에 시각화 능력이 주요변인으로 작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능력은 문제해결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 중의 하
나로도 제시하고 있다(나일주, 성은모, 박소영, 2010; Cuevas, Fiore, &
Oser, 2002; Quintana, Krajicik, & Soloway, 2001; Glaser, Chi, 1998;
Klein, 1998). 시각화란 ‘의미적 구조에 시각적 형성을 부여하는 것, 혹은
시각적 형성으로부터 의미적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주요 메커니즘으
로 하는 현상(허균, 2006; Rha, Park, Choi, & Choi, 2009)을 의미한다. 이
러한 능력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학습성과에도 명시되어 있
어 엔지니어에게도 요구되는 핵심능력이다. 공학교육에서 요구하는 시각
화 능력은 공학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공학 문제가 새로운 기
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법칙을 활용하며, 해결된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능
력을 의미한다. 또한 문장이나 개념으로 제공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
선 이를 분석하고 수식화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엔지니어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흐름도(flow chart), 순서 등을 작성할 수 있
는 시각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마지막, 네 번째는 창의적 문제해결능력(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이다.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은 공학교육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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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기본적으로 강조되고 있다(권성호 외 2008; 이용재 외, 2010;
Woods, 1985; Lumsdaine & Lumsdaine, 1995). 권성호 외(2008)은 창의
적 문제해결능력을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
으로 사고하는 과정이나 노력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특정의 문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문
제를 진술함으로써,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을 포함한다(임철일 외, 2009; 이상수, 이유나,
2007;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00).
또한, 창의설계를 평가하기 위한 요소를 통하여 창의설계가 지향하고
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미국기술공학위원회(ABET)는
21세기 새롭게 변화된 사회, 경제적 요구와 교육적 상황에 맞추어 공학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학교육 기준 EC2000을 수립
하였다(McKenzie, Trevisan, Davis, & Beyerlein, 2004). 또한, 한국공학
교육인증원(ABEEK)도 KEC2005 기준을 수립하여 창의설계에 대한 평
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05의 기준에 의
하면, 모든 프로그램은 창의설계 교과목을 반드시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설계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창의
설계의 내용은 저학년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설계의 모든 구성
요소와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하여 공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
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공학교육인증기준
에 따르면 엔지니어가 졸업하는 시점에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로 아래
와 <표 Ⅱ-4> 12개의 학습성과(program outcomes)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식응용 능력, 분석 및 실험 능력, 문제해결 능력, 도구활
용 능력, 의사전달 능력은 창의설계 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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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KEC2005 학습성과 기준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습성과
지식응용능력
분석 및 실험 능력
설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도구 활용 능력
팀워크 능력
의사전달 능력
평생교육 능력
사회적 영향력
시사 지식
공학윤리
국제 협력

학습성과 기준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및 실험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현실적 제한조건을 반영하여 시스템, 요소,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공학 문제들을 인식하며, 이를 공식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공학 실무에 필요한 기술, 방법,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복합 학제적 팀의 한 구성원의 역할을 해낼 수 있
는 능력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력
공학적 해결방안이 세계적,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지식
시사적 논점들에 대한 기본 지식
직업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인식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으로 협동할 수 있
는 능력

김태훈, 이소이, 노태천(2005)은 위에 제시된 KEC 2005의 범주 안에서
창의설계 능력에 대한 6개의 평가영역과 17개의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아래의 <표 Ⅱ-5>와 같이 사회적 능력, 절차적 능력, 경험, 지식, 시각화
능력, 사고력의 6가지 평가영역과 의사소통, 팀워크, 문제 확인 및 정의
하기, 계획 및 관리하기, 정보 수집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아이디어 평
가하기, 공학적 경험, 과학적 경험, 공학적 지식, 과학적 지식, 수학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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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스케치, 제도, 수렴적 사고, 귀납적 사고, 직관적 사고의 17가지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다.
<표 Ⅱ-5> 창의설계 능력 평가 요소
영역
사회적 능력

평가항목
의사소통
팀워크
문제 확인 및
정의하기

계획 및
관리하기
절차적 능력 정보 수집하기
아이디어
도출하기
아이디어
평가하기
경험 적용
능력
지식활용
능력

공학적 경험
과학적 경험
공학적 지식

설명
말이나 글 혹은 그 외의 수단 등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설계 문제 해결을 팀 구성원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비구조화된 특성을 가지고 설계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명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설계 과정에 대한 일정수립 등 계획을 수립
하고 관리할 수 있다.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를 위한 아이디
어를 도출할 수 있다.
여러 기준에 의해 도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할 수 있다.
공학분야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분야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공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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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수학적 지식 수학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시각적으로 표
스케치 구상한
현할 수 있다.
시각화 능력
정해진 제도 및 규칙에 따라 설계 아이디어
제도
를 표현할 수 있다.
조건으로부터 유일한 답을 이끌어 낼
수렴적 사고 주어진
수 있다.
사고 능력 귀납적 사고 구체적인 사례나 현상의 분석으로부터 일반
화를 끌어낼 수 있다.
본질, 진리를 이론에 의존하지 않고
직관적 사고 대상의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 출처: 김태훈, 이소이, 노태천(2005). 공학설계능력의 평가 요소 규명을 재구성함.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다양한 하위 능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과 창의적 문제해결과정 등 학습과정 전체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 제한조건을 고려한 결과물까지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창의설계는 학습과정에서 습득한 여러 능력을 조합하여 하나의 결
과물을 창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앞서 살펴 본 창의설계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 측
면에서 집단지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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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
법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한순미, 김선, 박숙희, 이경화, 성은
현, 2005; 임철일 외, 2011; Renulli & Reis, 1997). 특히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공학교육에서의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중심의 교과과정 개발 및 문
제중심 학습 방법이 가장 많이 요구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
다(최유현, 2005; Brodie, Zhou, & Gibbons, 2008; Mitchell & Smith,
2008; Nasr & Ramadan, 2008). 최유현(2005)은 ‘문제의 만남’, ‘문제의
구체화’, ‘해결방안의 탐색과 창안’, ‘해결방안의 선정’, ‘해결방안의 구체
화’, ‘실행’, ‘평가’, ‘적용과 성찰’의 공학교육을 위한 PBL의 여덟 가지 단
계를 제시하였고, Redford와 Chal(1994)은 체계적인 설계과정을 위해서
‘정의(Define)’, ‘측정(Measure)’, ‘분석(Analyze)’, ‘향상(Improve)’, ‘제한
(Control)’의 다섯 가지 단계를 포함한 조립을 위한 설계모형(Design for
Assembly)을 제시하였다. Yildirim, Shuman, Besterfield-Sacre(2010)는
설계교육에서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어 계속적인 질문과 답변 방식을
통해 학습활동을 유도하는 모형(Model Eliciting Activities)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학습을 강조하며 개인의 노력
보다는 집단적 노력으로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효과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이유나, 2011; 이상수, 2008; Hutchines,
1995; Nonaka & Takeuchi, 1995). 그러나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육적 실천은 미비하며, 공학교육에서는 공학
설계를 위한 표면적 기술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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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와
타당성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공학교육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
론 중심 교수-학습 방법에 치우쳐 창의성과 관련된 실무설계 및 도구
활용능력, 문제 해결능력, 새로운 문제의 적응력 능력, 의사전달 능력과
팀을 이루어 협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
적인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송동주,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와 다양한 교수-학습 상황
에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학
습방법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공학교육에
서의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참여, 공유, 개방형 학습을 강조하는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집단지성의 개념, 집단지성과 웹 2.0의 관계,
집단지성 구현요건, 집단지성의 학습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집단지성을 활용한 교수-학습 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1) 집단지성의 개념
집단지성은 중지(衆智), 집단지능, 협업지성, 공생적 지능이라고도 하
며,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Lévy, 2000). 집단지성의 개념은 미국 하
버드대 교수이자 곤충학자 William Morton Wheeler가 1910년 출간 한
“Ants: Their Structure, Development, and Behavior”에서 개미의 사회
적 행동을 관찰하면서 처음 제시되었다. Wheeler는 개미들이 집단을 이
루어 협업을 하였을 때, 공동체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효율적인 집단관리
를 시도할 때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며, 이것을
45

집단의 힘, 다수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Peter Russell(1984)은 집단지성
과 유사한 개념에 대한 논의로서 ‘Global Brain’을 제시하며 개인보다 높
은 사회의 지능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지적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최근 집단지성의 개념은 1994년 Lévy에 의해 집단지성이 형성되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의 능력으로 정의되면서 본격적으로 탐구되었으
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Surowiecki, 2005; Tapscott & Williams,
2006; Luckin, 2006; Jenkins, 2006; Atlee, 2008; Leadbeater, 2008;
Bruns, 2008) 다수 출현하였다.
Lévy(1994, 2000)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
으며, 집단지성을 어디에나 분포하며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
간으로 조정되며, 실제적 역량으로 동원되는 지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공동체 속에 개인을 종속시키는 전체주의와 집단지성을 분명히 구분하였
으며, 그런 의미에서 맹목적으로 자동적인 개미들의 공동행동은 집단지
성으로 보지 않았다.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지식
의 공간에서 구성원들이 맺는 유동적인 관계에 집단지성의 요체가 있다
는 것이다. Lévy(2000)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어떤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지식은 인류 전체에 퍼져 있다는
관점에서 집단지성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Surowiecki(2005)에 의하면, 다양한 문제들이 주어졌을 경우 한
개인이 집단보다 일관되게 나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 조건에서 때로는 집단 전체가 집단에 속한 가장
똑똑한 사람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리며, 따라서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집단을 지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비록
사람들이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 합리성 속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통합과 같은 특정 조건만 충족된다면 집단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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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이 작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박혜
수,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집단지성은 개별적 지능의 합과는 구분되는
집단의 지적 능력을 의미하며, 이를 ‘대중의 지혜(The Wisdom of
Crowds)’로 명명하였다.
Tapscott와 Williams(2006)는 기업중심의 수직적이고 내부적이며 폐쇄
적인 생산메카니즘 대신 ‘대규모 협업(mass collaboration)'의 시대가 도
래했음에 주목하였다. 대규모 협업이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체 조직화
된 파트너들의 집합을 활용하여 관계를 맺고 공동생산하는 것’을 의미한
다(Tapscott & Williams, 2006). 이러한 관점에서 집단지성은 개방성
(openness), 동등계층생산(peering), 공유(sharing), 세계화활동(acting
globally)의 원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하여
Luckin(2006)과 Luckin, Shurville, & Browne(2007)은 집단지성과 학습
자 맥락의 상호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지성은 학습자에 의해 생성된
맥락(Learner Generated Context, LGC)에서 집단이 협력적으로 생태계
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며, 이것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특정한 학습공간의 공동배치(co-configuration)․공동창조
(co-creation)․공동설계(co-design)의 세 가지 활동을 통하여 집단지성
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자의 맥락을 생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
습자에 의해 생성된 맥락은 신뢰를 토대로 한 네트워크 문화 속에서 공
동의 목적을 위해서 집단 활동을 행하는 목적 공동체의 하나의 표상으로
강조되고 있다.
Jenkins(2006)는 집단지성이 지식이나 창조적 결과물의 공유를 통한
학습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연대성을 강조하는 참여
문화(participatory culture)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정한 지식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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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e(2008)는 집단지성을 집단지능(group IQ)보다 한 차원 높은 것으
로서,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집단사고
(group thinking)를 극복하여 지적인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 개개인들의
협력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인적인 지성의 합 이상의 집단지성으로 유도하려면 개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며, 이러한 헌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
어가는 공유된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이유나, 이상수, 2009).
Leadbeater(2008)는 웹 2.0의 특징인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사상적 바
탕을 가지고 웹상의 집단지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Leadbeater(2008)는 웹
이 가진 잠재력을 민주주의의 확산, 불평등 완화, 자유와 집단창의성 증
진 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집단지성을 ‘웹이 창
조한 집단적 사고방식과 집단적 놀이방식, 집단적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
적 혁신방식’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집단지성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협업
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람들이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결합함으로써 아이디어간의 상호 보완하는 환경에서
활발해진다고 주장하였다.
Bruns(2008)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 위키백과,
세컨드 라이프(Second Life)와 같이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지식정보활동
을 논하는 용어로서 생산(production)과 사용(usage)의 합성어인 프로듀
시지(produsage)를 제안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터넷에서의 지식정보는
물질적 재화처럼 ‘소비’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해서 ‘사용’되는
비물질적 재화를 의미하며, 개인의 개별행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협업(collaboration)의 매커니
즘을 통해서 발생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미래학자 Glenn(2011)은 글로벌 문제의 복잡성이나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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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더 확대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
워드가 집단지성임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단지성은 누구나 손쉽
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 참여 형식을 의미하며, 개방,
참여, 공유를 특징으로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폐쇄적 지식을
개방과 함께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보다 나은 창의적 문제해
결의 도출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한 집단지성의 개념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표 Ⅱ-6>
와 같다.
<표 Ⅱ-6> 집단지성의 개념
학자
Wheeler (1910)
Durkheim(1912)
Russell(1982)
Lévy(1994; 2000)
Surowiecki(2005)
Tapscott &
Williams(2006)

주요 내용
개체로는 미미한 개미가 공동체로서 협업하며 거대한
개미집을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를 근거로
개미는 미미하지만 군집하여 각 개체들의 능력을 뛰어
넘는 초유기체적인 행동을 보여준다고 최초로 설명함.
사회는 개인을 초월하여 보다 높은 지능을 구성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 세계적인 지적 네트워크로
서 ‘글로벌 브레인’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함.
사이버공간의 집단지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지성은 개
인 지성들의 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상호부양관계를 강조함.
다양성, 독립성, 분산화, 통합과 같은 특정 조건에서
집단의 지적능력이 개인의 지적능력보다 더 강함을
주장하고, ‘대중의 지혜’로 명명함.
집단지성은 개방성(openness), 동등계층생산(peering),
공유(sharing), 세계화활동(acting globally)의 원리를
포함한 대규모 협업체제의 결과물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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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in(2006), 집단지성과 학습자에 의해 생성된 맥락(LGC)의 상호
Luckin et al.,(2007) 관련성을 강조함.
사회구성원 간의 공유를 통하여 참여문화
Jenkins(2006) 집단지성은
에 기여할 수 있음.
집단지성은 집단지능(group IQ)보다 한 차원 높은 것
Altee(2008)
으로서, 협력활동을 통한 개인의 인지적 향상과정으
로 정의함.
웹 2.0의 특징인 참여, 공유, 개방이라는 사상적 바탕
을 가지고 웹상에서의 집단지성은 창조한 집단적 사
Leadbeater(2008) 고방식과 집단적 놀이방식, 집단적 작업방식, 그리고
집단적 혁신방식으로 규정하고, 협업적 창의성의 발
휘와 상호 보완적인 환경의 구축을 주장함.
프로듀시지(produsage)를 제안하여, 지식정보는 인터
Bruns(2008)
넷 환경을 배경으로 한 독특한 협업(collaboration)의
매커니즘을 통해서 발생함을 강조함.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방, 참여, 공유의
Glenn(2011)
특징을 가진 집단지성의 활용을 강조함.

이와 같이 집단지성의 개념은 학자마다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유나와 이상수(2009)는 집단지성의 개념
이 갖는 공통점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네트워크화 된 테크놀
로지를 통해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둘째, 분산된 인지 자원들을 공유한
다. 셋째, 각 개인들 간에 협력과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
난다. 넷째, 공유된 마음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구성원들에 의
해 생성된 맥락 내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인다. 여섯째,
분산된 모든 인지들의 합 이상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한다. 결국 집
단지성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는 개인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
하면서 자유롭게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집단의 능력과 문제해결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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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단지성은 새로운 용어라기보다는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용어
지만 웹(Web) 2.0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함께 진화된 개념으로, 집단
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지성과 웹 2.0을 하나의 맥락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집단지성은 웹 2.0의 등장과 함께 그 가치를 새롭게 하고
있다. 웹 2.0은 웹의 최신 기술적 발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웹을 사용하
는 사람이나 시스템 개발자들이 웹을 사용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 인식의 전환으로서 일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되고 있다
(O'Reilly, 2009). 웹 2.0이라는 용어는 웹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제2
세대 모습으로서, 사용자들 간에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협력하려고 하며,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하려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Hage
& AÏmeur, 2008). 이러한 웹 2.0의 특징은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
동력(박재천, 신지웅, 2007; Hage & AÏmeur, 2008)으로서, 집단지성과
동일한 사상적 바탕을 가지고 있다(박재천, 신지웅, 2007). 웹 2.0을 구현
하기 위한 중요한 속성인 참여(participation), 협력(collaboration), 개방
(being open), 그리고 공유(sharing)는 집단지성에서도 필수적인 요소이
다(이유나, 이상수, 2009). 다시 말해, 집단지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집
단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협력을 통해서 창출된 지식은 사용자끼
리 공유되며, 이러한 활동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적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위키(Wiki)나 블로
그 등이 웹 2.0을 구현할 수 있는 요소로서 현재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집단지성과 웹 2.0은 참여, 협력, 개방, 공유라는 개념적 공통점
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웹 2.0 환경이 필연적으로 집단지성의 발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박재천 외, 2010). 다음 절에서는 집단지성이 교육적 환경에서 구
현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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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단지성의 속성 및 교육적 발현 요건
집단지성은 아직까지 합의된 개념적 정의가 없어 교육현장에 수업모형
으로서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이유나, 이상수, 2009).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집단지성의 개념과 웹 2.0과의 관계, 그리고 협력학습의 형
태를 근거로 집단지성이 교육적 환경에서 구현되기 위한 조건에 관한 연
구들(Kim, 1993; Marquardt, 1996; Smith, 1994, Co-Intelligence
Institute, 2003; 박재천 외, 2010; 박재천, 신지웅, 2007; 신지웅, 양제민,
2008; 이유나, 이상수, 2009; 유은순, 박승보, 이연호, 조근식, 2010; 이유
나, 2011)이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박재천과 신지웅(2007)은 Surowiecki(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집단지
성이 교육적 환경에서 구현되기 위한 필수 요건들을 이론적 관점과 기술
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집단지성의 이론적 관점에서 집단지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독
립성, 다양성, 그리고 분권화와 통합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지식을 생
산함에 있어 최대한 외부적 간섭을 배제하고 개인의 독창성을 살려줘야
한다는 독립성과, 지식을 구성하는 사회계층은 다양한 계층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다양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각 개인과 사회계층은 서로
분권화되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지식을 생산한 후에 이를 통합하여야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집단이 우둔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며 개인보다 우수해질 수 있는 필수적 요
소라 할 것이다. 이 중에서도 집단지성의 구현 요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
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다양성
이다(Atlee, 2004; Surowiecki, 2005; Tapscott & Williams, 2008). 집단
지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 개개인이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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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험이나 지식, 노하우(know-how)들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
인 전제 조건이다. 또한 집단이 얼마나 다양성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그
집단의 역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그 이유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활동은 동일한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들과
는 다른 방식의 문제 해결 방법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질적인
사고나 관점을 가진 집단이 똑똑하고 엇비슷한 사고를 가진 집단보다 현
명한 해결방법을 찾는다고 한다(Leadbeater, 2008). 즉, 다양성을 인정하
는 것은 무조건 집단에 따르는 집단사고를 극복하여 집단의 우둔함을 해
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Janis, 1982). 또한, 다양성을 추구함으
로써 소수의 편향된 개인들에게 치우친 의사결정을 극복할 수 있다. 즉,
독립적인 개인이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인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개인들, 또는 다양한 지식을 포함한 인
지적 도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Norman, 1991; Zhang & Norman, 1994). 따라서 집단지성을 구축하는
데 분산된 구성원들의 각자의 다양한 지식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상호작
용할 때,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의 갈등을 일으켜 창조적인 결과물이 만
들어질 수 있다(Surowiecki, 200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창조적인 결과물
을 폭넓고 다양한 관점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
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하는 다양성이란 단순히 여러 사람
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
과 특성을 서로 독립적으로 존중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이유나, 이상수,
2009).
또한, 집단지성의 기술적 관점에서 집단지성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피
드백(feedback) 기능과 모니터링(monitoring) 기능의 요소가 필요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집단지성이 구현되기 위한 요건은 지식이 발전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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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술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선 최초에
발의되었던 지식이 집단들의 활동을 통해서 발전되어야 한다. 이러한 흐
름적 토대를 세우기 위해선 반드시 피드백이라는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
다. 기본적으로 집단 내에서 토론과 같은 상호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지식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서 피드백 기능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집단지성
이 최대한의 지식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집단의 활동을 기술적으로 모니
터링 해주어야 한다. 그 이유는 집단 내의 구성원은 모두 순기능적 역할
을 하는 것이 아니며, 집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어긋난 방향을 제
시하는 구성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모니터링 기능은 집단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촉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지성을 구현하기 위한 요건은 이론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을 모두 제공했을 때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들을 모
두 제공했을 때 집단지성을 활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형태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집단지성을 활
용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형태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집단지성의 교수-학습형태
집단지성의 교수-학습형태에 대한 연구는 웹 2.0의 특징과 협력학습의
특성을 통해서 시사점을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의 개
념과 웹 2.0의 특성을 반영한 집단지성의 학습형태 및 학습과정을 설명
하고자 한다.
O'Reilly(2009)는 집단지성과 웹 2.0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웹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집단지성의 구현 및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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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웹이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개방, 공유하고
협동하는 학습의 장으로서 재조명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웹
이 학습공간으로서 집단지성을 창출한다는 점은 교수-학습방법적인 측
면에서 웹 2.0 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준다.
또한 협력학습은 학습자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
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학습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박재천, 신지웅, 2007). 학습집단은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
성하기 위하여 협력, 상호의존, 토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이 과정
은 참여, 공유, 개방, 협력을 통한 집단지성의 발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박재천 외, 2010). 이는 집단지성이 학습자 개인에 최적화된 개별
학습이 아닌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의 형태를 통해 발현됨
을 의미한다. 집단지성이 여러 사람의 공동 참여와 공동 작업을 통해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개인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개
인의 고정된 시각이나 관점이 다른 여러 관점과 시각에 노출되고, 갈등
을 빚고, 이를 조율해가는 과정을 통하여 발현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또한 집단지성과 협력학습의 관계에 있어서 양미경(2011)은 집단
지성을 교육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협력학습이라고 주장하
였다. 이러한 주장은 협력학습의 가장 본질적인 의의가 협력적 상호작용
과 반성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는 집단지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집단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으로 집단과제 수행상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한계를 집단지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극복하고자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통해 집단
지성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학습은 구성원 간의 단순한 협력의 형태가 아
닌 집단지성의 개념 및 특성과 웹 2.0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때 집단지성
의 학습형태, 특히 교수-학습방법에 많은 활용 가능성과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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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지성 교수-학습형태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전제로 한다. 첫째, 집단지성의 교수-학습형태는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에 주목한다.
즉, 궁금한 정보를 묻고 그 답을 구한다거나 자유롭게 접속 할 수 있는
방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집단지성의 형성 및 제고에 도움을 주는
요건이다(양미경, 2011). 이러한 요건들을 학습과정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는 학습자-학습자 간, 학습자-정보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학습의 과정 및 학습결과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반드시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다양하고 독립적인 사고가 전제된
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Olivier, 2001). 집단지성은 의사결정의 실제
행동과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고 협력하고 창출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
각자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더라도 각각 개별적인 작업을 했을 때
와는 다른 새로운 통찰을 얻고, 그 이후의 작업에 의미 있게 피드백 되
는 과정이 요구된다. 셋째, 개별 학습자의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참여
가 요청되어야 한다(양미경, 2011). 요컨대, 집단지성은 조화로운 연관을
토대로 한 역동적인 인지적 협력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기
계적 ․집단적 협업의 결실과는 차별화된다. 즉, 학습과정에 있어서 학습
자가 단순히 방대한 최신 정보의 수집활동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학습자
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역동적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중점
을 두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학습현상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육적 실천에 관한
유용한 지침과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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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습환경 설계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행동을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개인의 행동발달이나 행동의 변화를 통한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1990년대 들면서 새로운 인
식론에 따른 학습이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학습환경 설계
는 교육학자 및 교육공학자들에게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학습환경 설
계의 구체적인 방법 및 처방적인 성격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송해덕, 1998; 정현미, 2003a; 2003b). 그러나, 지금까지 진
행된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진들은 물리적인 학습환경에 관한 인식(김철
홍, 문명국, 장안석, 2006, 최욱, 2009), 사회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신
종호, 이현주, 김용남, 2005; 권금진, 2009; 전훈, 조형대, 2010)으로 구분
하여 효과적인 교육시설 및 공간의 설계, 학습동기, 학습만족도, 학업성
취도 등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학습환경을
정의하고 있어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교수
설계적 관점에서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는 학습이론과 철학적 인식론에서
의 논의를 통하여 정당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학습환경이나
거시적인 사회적 · 심리적 학습환경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학습활
동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학습이론 및 인식론적 접근을 반영한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식론적 접근을 통한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연구는 학습 및 학습과정을 설명하고 학습환경 구축에 구체적인 방법이
나 처방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객관주의 학습이론보다는 집단지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구성
주의 학습이론에 기반을 두어 학습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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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을 제공하고,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정의 및 구성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1)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접근
학습환경 설계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
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평가할 수 있는 협조체
계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 지도 관계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 의미한다(Honebein, Duffy & Fishman, 1993).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관심을
받고 있다(송해덕, 1998; 정현미, 2003a; 2003b). 특히 구성주의와 관련된
교수-학습모형(instruction-learning model)인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앵커드 교수법(anchored instruction), 인지적 도제 학습모형
(cognitive apprentice), 목표기반 시나리오 학습모형(goal-based scenario)
와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인 활동이론(activity learning), 상황인지이론
(situated cognition theory), 분산인지이론(distributed cognitive theory), 학
습의 생태심리학(ecological psychology of learning)은 학습환경 설계에 대
한 이론적 정당화를 제공하여왔다(조규락, 2009; Jonassen & Land, 2000).
이러한 구성주의 인식론에 입각한 교수-학습모형과 학습이론은 학습이라는
현상에 대한 기술(descriptive)과 학습이 잘 발생하도록 처방(prescriptive)하
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이론적 접근 및 정
당화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주도적이
며,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유의미한 학습활동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학습
환경에 대한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관점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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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학습이론에 대한 분석․비교는 이러한 학
습과정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조규락, 2009).
학습이론 측면에서 학습환경은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
저 활동이론에서 학습은 학습자의 의식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활
동이론에서 정의하는 학습에서의 활동은 활동 그 차체가 학습을 발생시
키는 원동력이며, 활동과 학습은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의미한다(Nardi,
1996). 또한 인간의 활동과 학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맥락(context)과
문화적 지식이나 사회 경험의 중재자로서의 도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활동이론은 인간의 활동이 활동의 주체인 개인이 처한 맥락
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학습과 상호
작용하며 발생하고, 기구, 절차, 언어, 기계, 방법, 법칙 등과 같은 인조물
(artifacts)을 통하여 학습자가 속한 사회와 문화적 맥락 내에서 학습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활동이론은 학습
환경을 위한 요소로서 활동과 학습에 대한 상호관련성과 맥락과 도구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상황 인지이론에서는 인간의 활동에서 불거져 나오는 우연적이며 새로
운 본성에 초점을 둔다. 우연적이며 새로운 본성은 인간의 활동에 주어
진 특수한 상황성에 기반을 둔다(조규락, 2009). 상황인지이론에서 학습
은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행위(action)를 의미한다. 상황인지
이론에서 학습환경에 대한 관점은 학습자의 교실맥락에서 실제적 과제를
통해 배운 지식이 교실 밖 맥락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상황 인지이론은 실제적 학습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
생들이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과 기술을 구성하여 실제 생활에 적극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전이(transfer)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Barab &
Duffy, 2000; Willson & Myer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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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인지이론은 공유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협력
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Hutchins, 1991). 즉, 인간의 인지는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는 타인들 및
그 활동의 맥락에 알맞게 고안된 도구들을 사용하는 전체 상황에서 발현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Bell & Winn, 2000; Hutchins, 1991). 이처럼
분산인지이론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과 사람들과
도구들의 관련성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은 기존의 이론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억 속
에서 저장된 지식의 처리과정 없이 바로 직접적인 지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Young, 1993). 이는 학습자와 그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지각하
는 환경과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환경은 학습자가 지각해야
할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태심리학은 학습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이 제공하는 유의미한 상황적 맥락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습이론들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
째, 학습이론들의 핵심적인 사항은 사람이 활동하는 혹은 행동이 발생하
는 사회적 맥락은 그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활동에서 구성되는 지식은 필수적으로 그 지식 구성의 사회적 맥락을 반
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식이 사회적이며 상호간에(reciprocally) 구
성되며, 맥락적이며, 상황의존적인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다(조규락, 2009).
둘째, 학습이론들은 인조물(도구)의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인조물이란 물리적 도구뿐만 아니라 언어, 기호와 같은 상징체계를 포함
한다. 이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는 사고와 지적 발달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하며, 특정 사회와 문제적 특성을 반영하기도 한다(Vygotstky,
1978; Renick, 1991). 셋째, 학습이론들은 실제적인 과제에 따른 사회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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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와의 연결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가 수행해야 하는 과제는 실제
적인 맥락을 반영하여야 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한
활동이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
한 학습이론에서 제시하는 특징을 반영한 학습환경 설계를 정의하고 학
습환경에 포함되는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일반적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해 지식과 학습을 바라보는 인식론
적 관점은 두 가지로 대립된다. 하나는 객관주의로 지식은 개별적 인간
의 인식과 경험에 상관없이 서로 공유할 수 있으며, 보편적이며 객관적
인 지식으로서의 진리의 존재를 믿는 입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상대주
의로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지식으로서의 진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
이다.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타인이 알고 있
는 지식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객관주의의 학습이론에서 학습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을 학습자가 획득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과 달리
구성주의의 학습이론에서 학습은 개인의 사전 경험을 통한 이해와 그가
속한 사회적․문화적 특성들을 반영한 지식의 구성에 초점을 둔다. 두
대립되는 인식론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앞에서 제시된 학습이론들은
객관주의 인식론보다 구성주의 인식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서 구성주의적 관점은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학습현상에 대해 규명하고, 실제 교수
-학습 환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교수-학습 원리와 유용한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지침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강인애,
1999; Duffy & Jonassen, 1992). 이러한 관점을 통해 학습자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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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나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며, 그 해석은 상황 의존적이
라는 주장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허용하고 풍부한 사례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학습환경의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구성주의가 학습환경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성주의를 학습환경 설계에 적용하는
지에 대한 이해, 선택 및 해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Brown, Collins, & Duguid, 1989; Duffy & Jonassen, 1991). 구성주
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는 <표 Ⅱ-7>과 같다.
<표 Ⅱ-7> 구성주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 비교
학자
구성요소
해결해야 할 문제(프로젝트),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
관련된 정보자료, 인지적 도구, 문제해결을 위
Jonassen(1999) 해결책과
해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사회적/맥락적 지
원 체제
다양한 관점, 실제적 맥락, 학습자 역할, 사회
Honebein(1996) 학습과정,
적 상호작용, 학습관련 정보자료
Perkins(1991)
Savery &
Duffy(1994)
강인애(1998)

학습관련 정보자료, 실제적 학습과제, 교사의 역할
학습과제, 학습자 중심의 학습, 사회과의 협상작용, 협력
학습, 성찰의 기회,
체험학습, 자아성찰적 사고, 협동학습, 실제적 성격의 과
제중심 학습, 교사의 역할
학습과제, 학습과정 보조자료, 교사의 역할, 실제적 학습환
박인우(1996) 경, 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협동
학습형태, 전문가와의 상호작용, 학습과정에 대한 반추,
교사의 역할, 맥락․상황적 지식 제공, 협동
김정겸(2000) 학습과제,
학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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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와 같이 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
요소에 대해 학자 간 다소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학자들의 주장
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체험학습(Learning by doing)이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학습자 개별적 인지작용에 의한 지식구성이라는 측면에서 학습자의 학습
에 있어서의 역할을 규명해 준다. 즉,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지식의 형성
자로서 학습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학습환경도 이런 적극적이고 자
율적인 학습자의 생각과 지식, 그리고 능력을 적극 발휘시킬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성찰적 사고(Learning by reflection)이다. 이것은 자신의 모
든 개인적 경험이나 일상적인 사건이나 현상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경험의 의미와 중요
성에 항상 의문을 해보고 분석하는 인지적 습관을 일컫는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분석해 보고 그 대안을 구해보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인지적 사고를 해 봄으로 인해 지금껏 그냥 지나쳐
오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차원
을 발견하게 되고, 나아가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좀 더 논리적이며 설
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화를 통한 협동학습/협력학습(Learning by collaboration)의 제
공이다.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구성은 사회적 요소와 개인의 인지적
요소간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성주의적 학
습환경은 반드시 학습자가 속해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협동학습적 환경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협동학습환경이 개인의
인지적 작용결과로서의 의미부여와 해석에 대한 검증의 역할을 하기 때
문이다. 또한 협동학습환경을 통해 학습자들은 특정 경험이나 현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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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접근과 시각에 노출될 수 있으며, 나아가 협동학습환경은
Vygotsky의 ‘근접 발달 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개념
등과 연결되어 매우 중요한 구성주의 학습원리가 되고 있다.
넷째, 실제적 성격의 과제중심의 학습(Learning by authentic task)이
다. 구성주의는 교육과 성과, 혹은 교육과 실제 생활이 밀접하게 연결되
어 있어야 하고, 그 과제를 풀어가는 학습의 장은 반드시 구체적 ‘상황
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실제 상황성을 지닌 과제나 학습내용은
기존의 교과서 중심적 학습내용이나 과제보다 훨씬 인지적으로 도전적이
고 깊은 사고를 요하게 되며 당연히 학습자들로부터 과제에 대한 주인의
식과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를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학습의 조력자(facilitatior)이자 동료-학습자(co-learner)로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에게 부여되었던 역할은 학습자에게
지식을 이양하는 것이다.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것은 교사의 역할이나
존재의 부정이 아니라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섯째, 지식구축도구의 제공이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으로 주어지는 학
습과제가 복잡하고 생소한 것이라면 학습자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가 그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학습자들에게 인지도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인지도구란 특정한 종류의 인지과정의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컴퓨터 도구들로서 이들은 사고기술을 시각화하고, 조직하고, 자동화하
고, 또는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지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인지도구는 학
습자가 구성주의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적기능들
로서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시각적으로 더 잘 나타낼 수 있도
록 도와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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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기 위하여 Jonassen(1999)이 제시한 학습환경 구성요소를 적용하고
자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Jonassen(1999)의 연
구에서 제시한 학습환경 구성요소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수설계를 위한
학습이론으로부터 시사점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
대, 학습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서 맥락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있는 실제적․사회적 맥락의 중요성은 사회적/맥락적 지원체제와 연관되
며, 실제적 과제의 중요성은 해결해야 할 문제(프로젝트) 및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의 특성과 연관되어진다. 또한 학습이론은 인조물(도구)에 대
한 중재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인지적 도구, 문제해결을 위해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와 연관되어진다. 둘째, Jonassen(1999)
의 연구에서 제시한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들은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선행연구와 같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다. 예컨대, 학
습과제(박인우, 1996; Savery & Duffy, 1994), 실제적 학습과제(Perkins,
1991)는 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의 실제적 맥락, 문제의 표상, 적용공간 등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Jonassen, 1999)의 의미와 일맥상통하며,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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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학습환경 설계 및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타당성
을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은 Richey
와 Klein(2007)의 설계 및 개발 모형 연구방법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
한 개발된 모형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개발된 모형의 재확인 및 정확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 심층면담,
결과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연구방법에
기반을 두어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표 III-1>과 같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표 III-1> 학습환경 설계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연구방법론

학습환경
설계모형 개발
연구방법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문헌 분석

전문가검토
학습환경 내적 타당화 (도출과정, 설계원리, 모형)
교수설계자
설계원리 및
(설계원리에 대한 사용성)
모형 타당화
외적 타당화 현장평가 및 관찰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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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개발은 관련된 문헌분석을 기초로
선행되었다. 먼저,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공학에서의 창의
성,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이론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설계원리를 구조화하여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
소(theoretical components)를 도출하고, 주요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
세설계지침을 확인하여 모형화하였다.
둘째,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타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삼각
측정법(Triangulation)을 활용함으로써 모형수립 및 개발에 대한 타당도
(validity)와 완성도(completeness)를 높이고자 하였다.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 은 하나의 연구현상을 연구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
여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1998; Kimchi, Polivka, & Stevenson 1991). 본 연구에
적용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고 검증하는 데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현존하는 선
행 연구 및 이론에 근거를 두고 양적 연구 방법이 우세한 역할을 하고
질적인 방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여 사례를 일반화시키거나 모형이나 이
론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Kimchi, et al., 1991; Mores, 1991). 본
연구에서 적용된 방법론적 삼각측정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자 대상 양적 연구방법인 설문조사 자료와 질적 연구방법인 심층면
담 자료, 그리고 학습자의 학습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학습자 의견의 일관성을 검증
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내적 타당화(internal validation)는 학습환경 설계원
리 및 모형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의 목적으로 창의설계 및 집단지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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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환경 설계에 대해 잘 아는 내용 전문가와의 설문 및 심층면담을 통해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이 설계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실제 수업현장에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임을 고려
하여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가 시행되었다. 사용성 평가
는 교수 설계자의 관점에서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학습
환경을 설계 및 개발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사용성 평가는
5년 이상의 교수설계 경험을 가진 교수설계자와 공과대학 교수 등 총 4
인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설문지를 개발하여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사용성을 검증하였다.
외적 타당화(external validation)는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실제
수업상황에 사용함으로써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유용성, 타당
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형이 적용된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창의설계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
었는지,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과정과 학습활동이 적절
한지를 평가하고 분석하였다.
다음 [그림 III-1]은 Richey와 Klein(2007)의 설계 및 개발 모형 연구방
법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의 틀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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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설계 및 개발 모형 연구방법론에 기초한 본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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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연구의 절차 및 방법은 [그림Ⅲ-2]와
같다.

[그림 III-2] 연구절차 및 방법

1) 문헌 분석을 통한 모형개발
본 연구는 [그림Ⅲ-3]와 같이 ‘1. 모형개발’에 있어서 선행문헌을 분석
하고 종합하여 모형화하는 Richey & Klein(2007)의 설계 및 개발 모형
연구방법론을 따른다. 모형개발의 절차는 다음의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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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수 있다([그림Ⅲ-3]참조).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문제와 관
련된 변인들의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및 창의설계,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문헌분석을 통하여 공학
교육에서 창의설계 요소 및 관련 능력에 대한 변인을 분석하고, 학습목
표 달성을 위한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기제로서의 변인과 어떻
게 학습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변인들의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
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변인들로부터 도출된 일반적 설계원리
를 구조화하고 통합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theoretical component)
를 도출하였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론적 구성요소를 고려하여 설계원
리 및 상세설계지침을 개발하고 상세설계지침 간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
면서 구조화할 수 있는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개발하였
다. 이렇게 개발된 모형은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 학습지원 요
소 등을 포함하는 절차적 모형으로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처방적 모형을 개발하는 절차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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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3] 본 연구의 설계원리 및 모형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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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1) 전문가 타당도 평가
학습환경 설계원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과정과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전문가 타당화 검사가 실시되었
다.
가) 타당화 검증도구 개발
선행문헌을 종합하여 구성된 설계모형의 타당성을 전문가 검토(Expert
Review)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문항 초안을 구성하기 위해 나일주, 정현미(2001), 장정아(2005), 진성희
(2009)의 모형 개발을 위한 타당도 검사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또한 전문가 타당도 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출된 문항들에 대
해 전문가 3인의 기초적인 타당성 검토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기존 연구
에서 모형 개발과 관련된 문항으로 활용되었으나 본 연구의 학습환경 설
계모형과 무관한 항목들은 제외하는 과정을 거쳤다.
본 연구에서 모형 개발을 위한 타당도 측정 항목은 <표 III-2>와 같이
4가지 영역별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Likert
4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부록-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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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내적 전문가 타당도 검사도구 구성
영역
세부영역
포괄성, 용어의 적절성, 선행문헌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관련문헌탐색의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조직의
모형 도출과정
논리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학습환경 설계의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구성요소-설계원리 연결의 타당성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개별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타당성
상세설계지침
학습환경 설계모형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본 타당도 검사도구의 척도는 Likert가 제안한 평정방법으로 각 문항
에 대해서 반응자들은 어느 정도나 동의하는지를 5점 또는 7점 척도를
이용해서 답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설계원리 및 모
형에 대한 동의정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4점 척도를 사용하였
다. 4점 척도는 “④ 매우 그렇다”, “③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①
매우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으며, 각 번호간의 간격은 동일한 수준으
로 가정하였다.
나) 전문가 검토
전문가 검토는 문헌분석, 이론적 구성오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도출 과정에 대해서 내용 타당도와 구인 타
당도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교육학,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교
수 5인으로 구성되었다(<표 III-3> 참조). 전문가 검토는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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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에 관한 타
당도 설문문항을 email을 통해 사전에 발송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개
별 문항뿐만 아니라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전문가 A
전문가 B
전문가 C
전문가 D
전문가 E

<표 III-3> 전문가 프로파일
소속대학 최종학위 전문분야
창의성,
J 대학교
Ph.D
교수설계
창의성,
S 대학교
Ph.D
교수설계
학습이론,
O 대학교
Ph.D
교수설계
창의성,
K 평가원
Ph.D
교육방법
구성주의,
K 대학교
Ph.D
교수설계

타당도 검사일
2012. 04. 25
2012. 04. 24
2012. 04. 19
2012. 04. 27
2012. 04. 17

일반적으로 타당도 검사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
존하여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하며, 엄격한 통계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강민석, 2009; 탁진국, 1996; Murphy & Davidshofer, 1991). 그러나 몇
몇 연구자들이 수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그 중 Rubio,
Berg-Weger, Tebb, Lee, & Rauch(2003)는 타당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의 하나로 내용타당도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라는 계산공식
을 발표하였다. Rubio 외(2003)의 내용타당도지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
다.
내용타당도비율(C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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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타당도지수 산출 공식에서 Ne는 특정 문항이 내용을 잘 측정하고
있다고 전문가가 응답한 수(‘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를 의
미한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특정 문항이 내용을 잘 또는 적절하게 측정
한다고 응답한 비율에서 선형적으로 변화시킨 값이기 때문에 <표
III-4>과 같이 그 수치를 해석할 수 있다(강민석, 2009; 김정주, 2009;
Lawshe, 1975).
기준
CVI < 0

<표 III-4> 내용타당도 검사(CVI) 수치해석
수치 해석
응답자 수의 절반 이하가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CVI = 0

응답자 수의 절반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0< CVI < .99

응답자 수의 절반 이상이‘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CVI = 1

응답자 모두가 ‘매우그렇다’ 또는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

위와 같이 계산된 CVI 결과로 문항의 채택, 제거 여부가 결정되어지
며, 전문가의 응답 수에 따라 최소 요구되어지는 CVI 값은 다르다
(Lawshe, 1975). 전문가 응답자 수에 따른 최소 CVI 값은 [부록-1]에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자간 일치도, 즉 CVI 값이 0.8 이상이면 전
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평가자간 일치도
(Inter-Relater Agreement, IRA)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지수이다. 이 값은 CVI 값이 1인 문항을 전체 문항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값과 같다. IRA 값 역시 0.8 이상일 경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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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성 평가
사용성 평가는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하여 교수설계자의 설문결과와 심층면담을
통한 의견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 실제 교수설계 경험
이 있는 교수설계 전문가와 교육 경험이 있는 공학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학습환경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가) 사용성 평가도구 개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사용성 평가를 위해 Tracey(2001)가 개
발한 것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사용성 평가 항목은 <표 III-5>와 같이 3가지 영역별 효율성, 효과
성, 보편성, 용이성 등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 대한 문항
을 개발하였다([부록-2], 참조).
<표 III-5> 사용성 평가도구 구성
영역

세부영역
일반 설계원리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보편성,
일반적 설계원리
용이성
대한 효율성,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원리에
효과성, 용이성
설계모형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보편성,
설계모형
용이성

본 연구에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측정 항목은 Likert 4점 척도 방식으
로 설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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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용성 평가 전문가 구성
전문가 검토는 개발된 설계원리와 모형이 실제 수업에서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용이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이
상교수설계자 2인과 공학 분야 교수 2인으로 구성되었다(<표 III-6> 참
조). 사용성 평가는 연구의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과 개
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에 관한 사용성 평가문항을 email을 통해 사전에
발송하였으며, 직접 방문하여 개별 문항뿐만 아니라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문가
전문가 F
전문가 G
전문가 H
전문가 I

<표 III-6> 사용성 평가 전문가 프로필
소속대학
지위
전문분야 사용성 검사일
I 대학교
Ph.D
교수설계 2012. 10. 21
K 대학교
Ph.D
교수설계 2012. 10. 24
H 대학교 Ph.D 교수 기계공학 2012. 10. 25
H 대학교 Ph.D 교수 전자시스템 2012. 10. 25

3) 외적 타당화
지금까지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자체의 내부 구성요소에 대한 내
적 타당화에 대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개발된 설계원리
와 모형이 실제 학습상황에서 타당하며, 각 설계원리는 효과가 있었는지
를 검토하는 외적 타당화 검사가 이루어졌다. 외적 타당화 검사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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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 관련 능력의 향상
정도, 주요원리 등에 대한 타당도 분석과 지각된 학습성취도와 학습만족
도 분석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졌다.
(1)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 타당화 검사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 타당화 검사는 실제 수업상황에서 개
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이 적용된 학습과정과 학습활동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타당화 항목은 <표
III-7>과 같이 학습활동 영역과 학습과정 영역, 주요원리 영역, 관련 능력
영역의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항목은 Likert 5점 척도 방식
으로 설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외적 타당성 설문
조사 도구의 Cronbach’s ɑ는 .924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III-7>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 타당화 검사지 구성
영역
세부영역
학습자 분석 및 팀 구성하기, 공동의 목표 정의하기, 공동
목표 공유하기, 학습자 간의 토론이나 의견교환하기,
학습활동 의문제정의하기,
관련 자료의 시각화하기, 학습자간 대화하
기, 성찰저널 작성하기
‘분석단계’의 학습과정에 대한 효과성, ‘설계 및 개발단계’
학습과정 의 학습과정에 대한 효과성, ‘적용단계’의 학습과정에 대
한 효과성, ‘평가단계’의 학습과정에 대한 효과성
자료관리 공간, 온라인 대화 공간, 롤링토의방식,
주요원리 공동의
면대면 대화
주요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팀워크 능력, 시각화 능력, 계획 및
분석 능력, 공학문제의 일반화 능력, 아이디어 도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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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이 실제 수업맥락에서 효과적인지를 평가하고
자 H 대학교의 전자정보시스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I 대학교의 창의
적 사고훈련 교과목을 선정하고, 본 교과목을 수강하는 H 대학교 공과
대학 학생 40명과 I 대학교 공과대학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H 대학교의 교과목은 3학년 대상의 전공교과목
으로 개설되었으며, 동일 전공의 3학년과 4학년으로 구성되었다. I 대학
교의 교과목은 2∼3학년 대상의 교양 교과목으로서 개설되었으며, 2∼4
학년으로 구성되었다(<표 III-8> 참조).
<표 III-8>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참여자 정보
대학
인원
주요 대상
교과목 명
3∼4학년 전자정보시스템
H 대학교
40명 공과대학생
캡스톤디자인
2∼3학년 창의적 사고훈련
I 대학교
32명 공과대학생

학점
3
3

캡스톤디자인 교과목과 창의적 사고훈련 교과목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학적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방안을 설계하는 목표를
가진 교과목으로서 6주 동안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을 적
용하였으며 모형 적용단계는 다음과 같다(<표 III-9> 참조). 첫 번째 단
계는 1주와 2주에 진행되었으며, 팀 구성 및 공동의 목표설정을 하였다.
팀을 구성하기 위한 학습자 간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공유하고, 이질
적인 팀을 구성하였다. 팀 구성 후 팀원들은 공학문제를 발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정의하고 공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3주와
4주에 진행되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자료 공유, 자료의 시각화,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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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대화 중심의 롤링 토론을 진행하였다. 롤링 토론은 공학설계에서 팀
간 구성원들의 경험 및 지식을 상호 공유하는 협력적 대화를 통해 다양
한 관점에서 해결안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보다 나은 해결안을 도출하도
록 돕는 협력적 지식창출 토론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롤링 토론은 일
정한 시간동안 원래의 팀에서 벗어나 새로운 팀을 구성하고 의견을 교환
한 후 다시 원래의 팀으로 되돌아와 그동안의 경험이나 의견에 대해 공
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학습자는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구축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여 다른
학습자와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학습자간 인지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자신이 속한 팀원뿐만 아니라 다른 팀원들
과의 토론활동을 진행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5주에 진행되었으며, 현실
적 제한요건을 고려하기 위한 롤링 토론을 진행하였다. 팀 구성원은 설
계된 공학문제 해결안에 대해 경제성, 편리성, 내구성, 사회성, 안정성 등
의 현실적 제한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학습자간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6주에 진행되었으며, 학습과정 및 학습결과물에 대한 성
찰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습자는 창의적 공학문제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
한 학습과정 전 단계와 학습결과물에 대해서 팀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찰저널을 작성하였다.
학습 종료 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를 적용한 학습활동 8개 문
항과 학습과정 4개 문항, 주요원리 4개 문항, 관련 능력 6개 문항에 대하
여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H 대학교 10명과
I 대학교 15명의 학습활동 및 학습과정과 관련된 설계원리에 대해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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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1주차∼2주차
3주차∼4주차
5주차
6주차
학습종료 후

<표 III-9> 설계원리 및 모형 적용절차
주요 내용
팀 구성 및 문제정의, 공동의 목표설정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공유, 자료의 시각화, 롤링 토의
해결방안에 대한 현실적 제한요소 고려
성찰저널 작성
학습활동, 학습과정, 주요원리, 관련 능력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2) 지각된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효과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의 지
각된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학습만족도를 효과성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대한 학습자 지각 설문자료를 채택한 것은
학습자의 인지된 학습을 측정하는 데 두 자료가 직․간접적 준거로 사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정주, 2009; Gorham, 1988; Leidner & Fuller,
1997). 지각된 학습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임진호(2006),
김정주(2009), 강민석(2009), Eom, Wen, & Ashill(2006), Sun, Tsai,
Finger, Chen, & Yeh(2008)가 사용한 설문지를 일부 수정하여 아래의
<표 III-10>과 같이 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 항목은 Likert 5
점 척도 방식으로 설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
성취도 및 학습만족도 도구의 Cronbach’s ɑ는 .969로 높은 신뢰도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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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0> 지각된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 설문지 구성
영역

설문 항목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이 과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 나는 이 수업이 나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지각된 나는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학업만족도
나는 이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3) 온라인지원도구
본 연구는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지원도구를 개발하기 위
해 상용 웹사이트인 스프링노트(Springnote)를 이용하였다. 스프링노트를
활용한 이유는 학습자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개인 및 집단의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습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학습과정을 제시하
고 있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설계원리와의 연계성을 반영한 학습지원
도구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지원도구는 [그림 Ⅲ-4]와 같이 협력적 지식
구성을 위한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개인-집단, 개인-개인 간의 의견제시,
정보제공, 설명, 제안 등 의견교환과 새로운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실시
간으로 저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어 협력적인 공동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지원도구의 메뉴를 창의적 문제해
결의 과정에 따라 구성하여 학습절차에 따른 학습결과물을 작성할 수 있
는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온라인 지원도구의 기능과 연
계된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표 III-11>과 같다. 온라인 지원도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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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첫째, 문제 찾기, 문제정의하기, 자료수집, 의견제시 및 공유, 최
종결과물, 성찰저널작성의 구조화된 학습공간의 제공은 창의적 문제해결
절차에 따른 협력적 학습공간을 제공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해
결절차에 따른 구조화된 학습공간은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지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협력적 지식 구
성 및 공유, 개방의 공간으로서 제공되었다. 둘째, 구조화된 메뉴의 구성
은 창의적 문제해결절차에 따른 학습의 과정 및 절차, 방식을 안내함과
동시에 체계적인 학습의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화된 메뉴의 구성
은 창의적인 해결안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적인 학습을 안내함과 동시에
절차에 따른 협력적 지식을 조합하고 구성하도록 제공되었다. 셋째, 공동
문서의 작성은 구성원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구현하고, 이에 대한 즉각적
인 반성 및 피드백이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 문
서의 작성은 집단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협력적 학습활동을 구현하도록 제공되었다. 넷째, 개인-개인, 개인-집단
간의 의견 교환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학습자 개인적, 집
단적 측면에서의 지식창출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인-개인, 개인-집단 간
의 의견 교환은 개인적 측면에서의 지식창출이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적 시너지를 창출과 연결되며, 개인과 집단의 인지적 사고의 전이는
개인과 집단 모두의 인지 사고의 확장과 지식 창출을 위해 제공되었다.
마지막으로 파일 업로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해결
에 요구되는 학습자원으로서의 공유 및 활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파일
업로드는 학습자원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한 학습
자원의 접근과 공유, 활용을 위해 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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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온라인지원도구를 활용한 학습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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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11> 온라인지원도구의 기능 및 학습환경 설계원리와의 연계성
온라인지원도구 기능

학습환경 설계원리와 연계성

문제찾기, 문제정의하기, 자료수집, 의견제시 및 창의적 문제해결절차에 따른 협력적 학습공간을
공유, 최종결과물, 성찰저널작성의 구조화된 학 제공
습공간
창의적 문제해결절차를 반영한 메뉴를 구성하여
구조화된 메뉴의 구성
학습의 절차에 대한 안내 및 체계적인 학습을
지원
실시간 및 비실시간 공동의 목표 및 목적을 달
공동 문서 작성
성하기 위한 공동의 결과물 개발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학습자 개인
개인-개인, 개인-집단 간의 의견 교환
적, 집단적 측면에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
멀티미디어(그림,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탑재
파일 업로드
하여 학습자 간의 다양한 학습자원을 공유 및
활용

86

IV.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
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이 실제 학습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절에서는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
경을 설계하기 위한 창의설계 능력의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개발,
절차적 모형 개발,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화 검증, 최종 설계원리 및
모형을 기술하였다.

1. 창의설계 능력의 구성요소
창의설계 능력의 구성요소는 창의설계의 정의, 특성, 관련 능력 등 공
학교육에서 추구하는 창의 설계교육의 학습내용과 요구되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요소 및 구현방식을 도출하였다. 창의설계 능
력의 구성요소 및 구현방식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
형이 적용될 환경에 대한 대상 및 목표로서 기능으로 활용되었으며, 집
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작
용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1) 창의설계 능력의 구성요소 및 구현방식
본 연구에서 창의설계 능력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기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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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학문제를 시각적으로 공식화하고 창의적 관점에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작하고, 평가하는 전 공학적 과정
을 거쳐 실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창의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방형 문제(이용재
외, 2010; 이창훈, 김기수, 2007; 이경우 외, 2006; Brian, 2004)이다. 학습
자는 개방형 문제를 통하여 공학적 지식과 경험의 창의적인 조합으로 문
제를 공식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안을 개념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쳐 창의
적인 설계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이재영, 2006; 김진욱 외, 2009).
더불어, 창의설계에는 의사소통 능력(황상문, 김경천, 2000; 이용재 외,
2010; 권성호 외, 2008; 강소연 외, 2005; 김은주 외, 2010; Smith, 2000),
팀워크 능력(강소연 외, 2005; 이용재 외, 2010, 박강 외; 2005), 시각화
능력(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권성호 외, 2008;
이용재 외, 2010; 임철일 외, 2009; Woods, 1985; Lumsdaine &
Lumsdaine, 1995)이 요구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창의설계 능력에 대한 정의와 학습내용 및 과정, 그리
고 요구되는 능력 등을 종합하여 창의설계 구성요소 및 구현방식을 제시
할 수 있다(<표 Ⅳ-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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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창의설계 능력의 구성요소
구분
학습내용

구현방식
CD 1. 개방형 문제

2. 의사소통 능력이나 팀
사회적 능력 CD
워크 활동
CD 3.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
절차적 능력 을 계획적으로 도출하기 위
한 절차
CD 4. 공학적 경험과 과학적
경험적용능력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
요구되는
회
능력
CD 5. 공학적, 과학적, 수학
지식활용능력 적 지식을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과제
CD 6. 구상한 내용과 해결방
시각화 능력 안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
CD 7.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사고 능력 통하여 문제를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

관련문헌

김태훈 외, 2005; 이용재 외,
2010; 이창훈, 김기수, 2007;
이경우 외, 2006; , 이재영,
2006; 김진욱 외, 2009; 한국공
학교육인증원, 2009; Brian,
2004
김태훈 외, 2005; 황상문, 김경
천, 2000; 이용재, 2010; 권성
호 외 2008; 강소연 외, 2005;
김은주 외, 2100; 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09; Smith, 2000
김태훈 외, 2005; 정동명, 2008;
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Dym, 1994
김태훈 외, 2005; 권성호 외,
2008; 박강 외, 2005; 이용재
외, 2010; Denning, 1992;
Bagulary, 2004;
김태훈 외, 2005; 한국공학교
육인증원, 2009
김태훈 외, 2005; 나일주 외,
2010; 김진욱 외, 2009; 한국공
학교육인증원, 2009; Cuevas,
Fiore, & Oser, 2002
권성호 외, 2008; 김태훈 외,
2005; 임철일 외, 2009; 이상수,
이유나, 2007; 김진욱 외, 2009;
Dym, 1994

※ CD는 Creative Design을 나타냄

(1) 개방형 문제(open-ended question)(CD 1)
창의설계는 정답이 없는 문제제시를 필수 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한
국공학교육인증원, 2005), 이러한 문제는 다수의 결론이 존재하여 하나의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여러 개의 정답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이용재 외,
89

2010; 이창훈, 김기수, 2007; 이경우 외 2006; Brian, 2004). 창의설계에서
의 다루어지는 문제는 학생들의 해결방안 도출 과정을 통해 학습이 더
깊고 풍부하게 이루어지도록 더 복잡하고 덜 구조화되어야 하며, 느슨한
구조로(loosely structured)되어 많은 다양한 해결책이 가능하여야 한다
(김진욱 외, 2009). 또한 창의설계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특정한 공식을
외우거나 정형화된 지식을 적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험과 지식 간의
창조적 조합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김진욱
외, 2009; 이재영, 2006).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개방형 문제를 통하여 학
생들이 정해진 정답을 찾는 것보다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원을 탐색하고
수많은 불일치와 모순을 해소하는 가운데 다양한 방식의 문제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의사소통 능력이나 팀워크 활동(CD 2)
창의설계는 팀을 통한 협동학습의 경험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한국
공학교육인증원, 2009). 학생들은 소그룹 팀 활동을 통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네트워크를 형성
하여 적극적인 학습참여와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황상문,
김경천, 2000; 이용재 외, 2010; 권성호 외, 2008; 강소연 외, 2005; 김은주
외, 2010; Smith, 2000). 또한 창의설계는 팀 구성원이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할 수 있도록 팀원 간의 신뢰형성, 의사소통, 갈등관리, 팀 성찰 과정
등 촉진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강소연 외, 2005; 이용재
외, 2010; Denning, 1992).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소그룹 팀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지식을 개인 혹은 다수를 상대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과 구성원 각자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능력에 알맞은 임무
와 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워크 능력을 촉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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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정의 및 해결방안을 계획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절차(CD 3)
창의설계는 비구조화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문제정의 및 설계과정에
대한 일정 수립과 관리 등 문제해결방안 도출에 필요한 체계적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창의설계에서 학생들은 실
제적 맥락을 반영한 문제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05). 또한 학생들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규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스스
로 찾고,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논의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통
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김태훈 외, 2005; 정동명, 2008; Dym,
1994).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구성원 간의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해결안
을 도출하기 위한 계획 수립, 아이디어 도출 및 평가 등과 같은 체계적
인 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공학적 경험과 과학적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CD 4)
창의설계는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과 정보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
록 공학분야와 과학분야에 대한 실제적 경험을 활용하여야 한다(한국공
학교육인증원, 2009). 창의설계에서 학생들은 수학, 기초과학, 공학, 정보
기술 등 교과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을 문제해결에 응용하여야 한다(김태
훈 외, 2005; 박강 외, 2005; 이용재 외, 2010).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공
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실제적인 문제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권성호 외, 2008; Denning, 1992; Bagulary, 2004).
(5) 공학적, 과학적,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응용할 수 있는 과제(CD 5)
창의설계는 교과과정에서 배운 공학적, 과학적,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
여 공학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창의설계에서 학생들은 공학을 포함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기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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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통하여 자연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습득하여야 한다(김태훈 외, 2005). 이와 같이 창의설계에서 다루는 과제
는 수학, 기초과학, 공학의 지식을 활용하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설계요소와 제한적 요건을 다룰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6) 구상한 내용과 해결방안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각화 도구(CD 6)
창의설계는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위한 문장이나 개념을 분석하여
수식화 할 수 있어야 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2009). 창의설계에서의
시각화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시각적인 표
현과 정해진 제도 및 규칙에 따라 설계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
한다(김태훈 외, 2005; 김진욱 외, 2009). 시각화 도구는 문제해결과정 및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나일주 외, 2010; Cuevas, et al.,
2002), 공식, 흐름도, 순서, 인지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
설계는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각화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7)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를 일반화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CD 7)
창의설계는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창의적인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기 위
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현상의 분석으로부터 일반화를 이끌어 낼 수 있
는 귀납적 사고 촉진방법과 문제나 상황에 대해 숙고하고 반성하는 활동
이 제공되어야 한다(권성호 외, 2008; 김태훈 외, 2005; 김진욱 외, 2009;
Dym, 1994). 특정의 문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사용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문
제를 진술함으로써, 창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임철일 외, 2009; 이상수, 이유
나, 2007). 이와 같이 창의설계는 구성원 간의 수렴적, 발산적 사고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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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과정과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창의설계와 관련된 선행 문헌들의 분석으로부터 도출
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구성요소는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설
계 모형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창의설계
의 일반적 설계원리는 개발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설계 모형이 창
의설계 능력신장을 위해 공학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학습과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요구되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가 포함
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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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환경 설계원리 개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
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문헌들로부터 일반적 설계원리(관련 변인)를 도출하고, 이후 이론
적 구성요소와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을 개발하였다.

1) 일반적 설계원리 개발
먼저,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창의설
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변인, 즉,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관련 개념에 대한 정립은 설계원
리를 도출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 특성을 구성하고 분류하는 데 중요한
준거가 되기 때문이다(임철일, 2012).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정립한 공학
에서의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에 대한 개념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을 고려한 일반적 설계원리
집단지성은 중지(衆智), 집단지능, 협업지성, 공생적 지능이라고도 하
며, 다수의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하여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Lévy, 2000)으로 정의된다. 또한 집단지성은 서로 다
른 경험이나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개인이 소유
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창출하여 공동체를 형성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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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과정(Atlee, 2008)으로도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집단지성의 개
념에 대한 선행문헌의 분석으로부터 핵심적 개념을 파악하였고, 그 다음
집단지성의 교육적 시사점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집단지성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으로서의 정의와 집단적인 능
력으로서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과정으로서의 집단지성은 집단
의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집단사고(group think)를
극복하여 지적인 수행을 성취하기 위해 개인들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개
인의 인지를 향상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Atlee, 2008). 이러한 정의
로부터 집단지성은 개인학습자의 협력학습을 촉진시키고, 개인적 인지사
고의 향상을 유도하며, 모든 구성원의 동일한 목적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과정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집단지성은 공유된 지적 결
과물로서 독립적인 참가자 집단들의 탈중심화된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서
나온 집단적 지식, 개방성, 동등성, 공유, 세계화 활동과정으로 정의하였
다(Tapscott & Williams, 2006; Luckin 2006, 2007;). 이러한 정의로부터
집단지성은 학습공간의 공동배치, 공통창조, 공동설계의 활동을 통한 맥
락 제공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집단적 능력으로서의 집단지
성은 파생과 통합, 경쟁과 협력과 같은 혁신 메커니즘을 통한 복잡한 고
등정신과 융화로서의 발전을 꾀하는 인간 공동체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Por, 1995; Jenkins, 2006). 이러한 정의로부터 집단지성은 파생과 통합,
경쟁과 융합의 메커니즘의 구현을 통해서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 집단지성은 어디서나 분포하고, 지속적으로 가치가 부여되고, 실시간
조정되며, 역량의 실제적 동원에 이르는 지성으로 이해된다(Lévy 1994,
2000). 이러한 정의로부터 집단지성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
된 개인들이 어디에나 분포하고 있으며, 분산된 개인들의 자발적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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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여가 계속적으로 유발되어야 하고, 집단결과물은 구성원의 자발적
이고 지속적인 참여와 성찰을 통하여 도출되며 집단결과물이 개인의 지
성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지성의 정의와 시사점으로부터 집단지성의 10가지 특성3)
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일반적 설계원리를
개발하였다. 예컨대, ‘개인적 인지사고의 향상을 유도(Atllee, 2008)’는 ‘확
장적 인지사고(Co-Intelligence Institute, 2003)’와 연관되고,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모든 지식이 교류되고 다양한 관점이 연결(핵심적인 문제
나 목적에 초점)되어야 한다’는 개념적 특성으로부터 집단지성의 일반적
설계원리로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강화, 구성원 개인
의 지식, 경험, 정보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 제시, 학습자
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수렴과 발산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물 공유,
공동의 공유된 목표의식 함양’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도출과정은 [그림
Ⅳ-1]과 같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일반적 설
계원리는 다음과 같다(<표 Ⅳ-2> 참조). 이하 각 설계원리의 특징을 간
략히 기술한다.

3) Co-Intelligence Institute (2003)는 집단지성의 특성을 다면성, 개방성, 확장적 인지사
고, 상호작용, 공유, 협력/협동, 지식의 전체성, 집단지성의 존재성, 자발적 참여, 지속
적인 성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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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을 고려한 일반적 설계원리

집단지성의
특성

일반적 설계원리

관련문헌

CI 1.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을 강 양미경, 2011; O'Reilly, 2009;
화한다.
Wheeler, 1910; Bruns, 2008
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적 인지
개방성 CI사고2. 향상을
유도한다.
2009; Altee, 2008; O'Reilly, 2009
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확장적 CI 3. 공동의 공유된 목표의식을 함양한다.
2009; Tapscott & Williams, 2006;
인지사고
Jenkins, 2006; O'Reilly, 2009
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CI
4.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
등의
의
상호작용 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2009; Tapscott & Williams, 2006;
Jenkins, 2006; O'Reilly, 2009
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CI
5.
구성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는
과정
공유
2009; Jenkins, 2006, Altee, 2008;
을 제시한다.
O'Reilly, 2009
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6.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2009; Tapscott & Williams, 2006;
협력/협동 CI을 강화한다.
Jenkins, 2006; Altee, 2008;
Bruns, 2008; O'Reilly, 2009
지식의 CI 7.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 양미경, 2011; Bruns, 2008
전체성 한다.
박재천, 신지웅, 2007; 이유나,
집단지성의 CI 8.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상수, 2009; Jenkins, 2006;
존재성 공동의 학습공간을 제공한다.
Surowiecki, 2005; O'Reilly, 2009;
Olivier, 2001
박재천, 신지웅, 2007;
CI
9.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
자발적 참여 체 중심의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Leadbeater, 2008; Surowiecki,
2005;
CI 10.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 박재천, 신지웅, 2007; 양미경,
한다.
2011; Leadbeater, 2008
지속적인 CI 11.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수렴과 이유나, 이상수, 2009; Jenkins,
성찰
발산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물을 공유한다. 2006, Bruns, 2008; O'Reilly, 2009
CI 12.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의 인지사 양미경, 2011; Jenkins, 2006
고를 향상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다면성

※ CI는 Collective Intelligence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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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집단지성의 개념적 정의, 특성으로부터 일반적 원리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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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학습을 강화한다(CI 1).
집단지성은 각 개인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
어난다(양미경, 2011; O'Reilly, 2009; Wheeler, 1910). 구성원 개개인의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협력학습을 통하여 집단지
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Bruns, 2008). 협력학습은 주어진 과제를 해
결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협력이 아닌 구성원의 관심과 수준, 동기
등에 대한 분석과 학습자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도구로서 강화되어
야 한다.
나)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개인적 인지사고 향상을 유도한다
(CI 2).
집단지성은 구성원 간의 사고하고 협력하고 창출하는 과정과 관계가
있다(양미경, 2011; Olivier, 2001). 구성원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서 개별학습자는 의도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새로운 통
찰력을 얻게 되고, 피드백 과정을 거치면서 개별적인 작업에서 얻을 수
없는 인지적 향상이 촉진되어진다(이유나, 이상수, 2009; Altee, 2008;
O'Reilly, 2009).
다) 공동의 공유된 목표의식을 함양한다(CI 3).
집단의 의미는 공통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공유하거나 공동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성원을 의미한다(이
유나, 이상수, 2009). 이처럼 집단지성은 공유된 인식이나 비전을 가지고
있다(양미경, 2011). 집단지성 구현을 위해서 구성원은 문제의식이나 공
동의 언어체계, 관점 등을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학습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탐구 과제를 선정하고 자유롭게 확장, 변형, 발전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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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갈 때 집단적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지성의 시너지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유나, 이상수, 2009; Tapscott & Williams, 2006; Jenkins, 2006;
O'Reilly, 2009).
라)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 등의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
는 과정을 제시한다(CI 4).
개인의 분산된 지식, 경험, 정보 등의 의견교환 및 공유는 분산된 모든
인지들의 합 이상의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한다(양미경, 2011). 이를 위
한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 등의 의견을 발산하고 수렴할 수 있는 과정
을 제시하여야 한다(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2009; Tapscott &
Williams, 2006; Jenkins, 2006; O'Reilly, 2009). 요컨대 지식창출 과정과
같이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다른 구성원의 활동을 관찰
등을 통하여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 상호 의견의 교류를 통하는 발산과
수렴의 과정을 제시한다. 또한 구성원의 성찰을 통한 지식의 내면화 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한다.
마) 구성원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제시한다(CI 5).
협력학습을 통해 집단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제 해결을 위한 과
정의 제시나 과정을 위한 환경의 구성, 의견 제시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2009; Jenkins, 2006, Altee, 2008;
O'Reilly, 2009). 즉 구성원의 관심, 수준, 동기, 지식, 경험에 대해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이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집단지
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과정을 통해 구성원이 서로 다른 접근
과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복합적이고 경험적인 과정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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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을 강화한다(CI 6).
집단지성은 구성원들에 의해 생성된 맥락 내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유
기체처럼 움직인다(양미경, 2011, 이유나, 이상수, 2009). 이를 위한 특정
한 학습공간의 공동 배치, 공동창조, 공동설계의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집
단적 협력활동을 강화하도록 한다(Tapscott & Williams, 2006; Jenkins,
2006; Altee, 2008; Bruns, 2008; O'Reilly, 2009).
사)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한다(CI 7).
실제적 맥락 중심의 논증이 가능한 문제일 때 개인과 집단 간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양미경, 2011; Bruns, 2008).
또한 실제적 맥락은 구성원 간의 논의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정
보의 회상과 결합을 도와 정보공유를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
시킨다.
아)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을 제
공한다(CI 8).
공동의 학습공간은 학습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정
보를 개방, 공유하고 협동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의미한다(O'Reilly,
2009). 개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특정 지식을 획득하는 동시에 지식을 집
단적 형태로 종합해 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공동의 학습공간이 마련되
어야 한다(박재천, 신지웅, 2007; 이유나, 이상수, 2009; Jenkins, 2006;
Surowiecki, 2005; O'Reilly, 2009; Olivier, 2001).
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을
제공한다(CI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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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을 발휘하기 위한 학습환경은 개인의 판단에서 생긴 오류가
집단 전체의 판단을 손상시키거나 구조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독립적이어야 한다(Surowiecki, 2005).
차)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한다(CI 10).
집단지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가 전제
되어야 한다(박재천, 신지웅, 2007). 이는 모든 분산된 개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양미경, 2011;
Leadbeater, 2008).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여 구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이를 바
탕으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한다.
카)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수렴과 발산의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물을 공유한다(CI 11).
집단지성은 구성원 간의 협력을 통한 공유된 지적 결과물로서 실제적
인 집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된 완성물이다(이유나, 이상수, 2009;
Jenkins, 2006, Bruns, 2008; O'Reilly, 2009). 즉 집단지성은 대규모협업
의 결과물로 공유된 지적 결과물로서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 공유, 개발,
검증, 조합 등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며, 결과물의 공유를 통해 다시 재구
성 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타)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의 인지사고를 향상할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CI 12).
성찰(reflection)은 개인적 학습경험에 대한 인지적 사고활동 뿐만 아
니라 정의적 측면의 활동을 포함하여 총괄적인 사고를 확인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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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미래 경험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모습으로 전개할 수 있는
전략, 수단, 인식에 관한 사고를 의미한다. 집단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는 개인의 인지적 활동으로서의 성찰적 사고 및 활동의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한다(양미경, 2011; Jenkins, 2006).
이와 같이 집단지성을 고려한 일반적 설계원리는 집단지성의 개념과
특성이 하나의 일대일 매칭을 통해서 도출된 것이 아닌 복합적이고 유기
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2)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일반적 설계원리
학습환경 설계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
동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평가할 수 있는 협
조체계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 지도 관계가 가능한 환
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Honebein, Duffy & Fishman, 1993). 학습
환경 설계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도 집단지성과 창의설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성주의 인식론적 접근을 통한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으
로부터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단지성이 개방,
공유,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동
체의 능력이라는 개념과, 지식과 인간,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구성주
의적 관점이 같은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서의 학습환경 설계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
는지를 규명하고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교수-학습 원리가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관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를 위하여 구성주의적 관점의 일반적인 학습환경 설계
모형으로부터 주요 설계원리를 다음 <표 Ⅳ-3>과 같이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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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일반적 설계원리
일반적 설계 원리
LE 1.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공한다)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과제(를 제공한다)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관련문헌
강인애, 1998; 김정겸, 2000;
박인우, 1996; Nardi, 1996;
Young, 1993; Jonassen,
1999; Perkins, 1991
강인애, 1998; 조규락, 2009;
김정겸, 2000; Nardi, 1996;
Jonassen, 1999; Savery,
Duffy, 1994
김정겸, 2000; Jonassen, 1999

Bell, Winn, 2000; Hutchins,
LE 4. 인지적 도구(지식구축 도구제공)(를 제공한다) 1991; Vygotstky,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강인애, 1998; 김정겸, 2000;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Hutchins, 1991; Vygotstky,
및 협동체제(를 제공한다)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강인애, 1998; 조규락, 2009;
Barab, Duffy, 2000; Willson,
LE 6. 사회적 맥락적 지원체제(를 제공한다)
Myers, 2000; Vygotstky,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 LE는 Learning Environment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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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학습환경 구축을 위한 일반적 설계원리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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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공한다(LE 1).
학습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활동을
학습목표로서 제시한다(강인애, 1998). 구성주의 학습환경은 의문중심, 사
례중심, 프로젝트 중심, 문제중심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될 수
있으며, 이들에서 다루어지는 문제는 모두 능동적, 구성적, 실제적인 특성
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문제의 표상은 학습자가 인지적인 도전과제의 성격
을 지닌 문제해결 활동에 처하도록 하며, 시나리오, 가상현실, 이야기 형
식,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제시한다(강인애, 1998; 김정겸, 2000; 박인
우, 1996; Nardi, 1996; Young, 1993; Jonassen, 1999; Perkins, 1991).
나) 문제해결과 관련된 과제를 제공한다(LE 2).
실제적 문제를 제시하고, 문제를 경험하고, 경험의 공유와 같은 정신적
모델을 구축하도록 한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에서 관련된 사례의 제공은
학습자의 기억을 되살려주는데 큰 도움을 주고 학습자의 인지적 융통성
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관련된 과제는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 주제, 그리고 해석을 제공하여 학습자가 각각의 사례를 비교함으로
서 학습자 자신의 해석을 구축하게 한다(강인애, 1998; 조규락, 2009; 김
정겸, 2000; Nardi, 1996; Jonassen, 1999; Savery, Duffy, 1994).
다)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LE 3).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풍부한 정
보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김정겸, 2000; Jonassen, 1999).

106

라) 인지적 도구(지식구축 도구)를 제공한다(LE 4).
구성주의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적도구로서
특정한 종류의 인지과정을 촉진시켜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구성주의 학습
환경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풍부한 정보 자원을 관련 자료실에 연결시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한다. 인지도구는 학습자가 구성주의 학습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도와주는 지적기능들로서 학습자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를 더 잘 나
타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과제를 시각화해 나타내 주는 도구). 그리고 학
습자가 현재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을 도와주며(정적정보 또는 동적정보도구), 학습자가 현재 학습과제보
다 낮은 수준의 학습과제를 자동화하거나 대체함으로써 얼마간의 인지활
동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수행지원도구).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
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정보수집 도구)(Bell, Winn,
2000; Hutchins, 1991; Vygotstky,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를
제공한다(LE 5).
지식, 가치,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조직(학습자
공동체)이 대화를 촉진시키거나 서로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체제를
제공한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은 학습자 공동체를 촉진 지원하는 데 지식,
가치, 그리고 목적을 공유하는 학습자들의 사회적 조직을 의미한다. 이는
의미있고 필연적인 공통의 과제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정보를 공
유할 때 나타나며 연구활동을 하는 참가자들에 의해서 더욱 촉진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습공동체 환경은 학습자 자신들에 의한 지식구축이나
지식구축의 과정에 대한 성찰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구성주의 학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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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은 공동체 내의 학습자들이 서로 협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
해 구성원이 협동함으로써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
게 된다(강인애, 1998; 김정겸, 2000; Hutchins, 1991; Vygotstky,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바) 사회적 맥락적 지원체제를 제공한다(LE 6).
사회맥락적인 요소를 고려한다.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고 성공적
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맥락적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강인애, 1998; 조규락, 2009; Barab, Duffy, 2000; Willson,
Myers, 2000; Vygotstky, 1978; Renick, 1991; Jonassen, 1999).
이와 같이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다루어지는 문제의 특성과 해결방법
및 경로, 자료의 제공, 지원체제 등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
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종합적인 틀로서 도출되었다.
2) 이론적 구성요소의 개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는 지금까지 도출
된 다양한 설계원리들을 구조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이론적 구성요소
는 일반적 설계원리 간의 특성과 내용, 기능에 따라 구조화하여 개발 되
었는데, 1) 학습자원, 2) 인지적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 3) 학습방법, 4)
학습공간으로 구성된다.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중 1) 학습자원은 ‘문제 및 과제 선
정’,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공유정신모델)’,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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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된다. 이론적 구성요소로서 학습자원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에
서 다루어지는 문제선정, 선정된 문제의 특성,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공
유,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원 및 공간과 관련된다.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중 2) 인지적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
는 ‘인지적 사고과정’이 해당된다. 이론적 구성요소로서 인지적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는 구성원 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정
및 도구, 다양한 학습활동과 관련된다.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중 3) 학습방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가 해당된다. 이론적 구성요소
로서 학습방법은 공동의 학습공간에서 집단적 협력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학습활동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중 4) 학습공간은 ‘사회
적 맥락적 학습공간’이 해당된다. 이론적 구성요소로서 학습공간은 개인
과 집단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사회적 학습공간과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맥락적인 학습공간과 관련된다.
이러한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의 특성과 내용, 기능에 맞춰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구분하였다. 또한 상세설계원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설계전략에 대한 지침을 개발하였다.
3) 학습환경 설게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의 개발
앞에서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을 고려한 일반적 설계원리와 구성주의
적 학습환경의 관점으로부터 학습환경을 위한 일반적 설계원리를 도출하
였으며, 이를 종합화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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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설계원리들과 이론적 구성요소를 종합한 설계원리를 구체적인 상
세설계지침과 함께 개발하였다. <표 Ⅳ-4>에서와 같이 개별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개발 설계원리에 구체적인 설계지침이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집단지
성은 효과적인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기제로서 여러 학자들의 개념과 원
리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학습 방법론적 관점에서 상세설계지
침을 도출하였고, 창의설계는 본 모형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목표로서
정의 및 확인하였다. 또한, 학습환경 설계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창의설계
를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의 환경적 요소로서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요소
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요소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구조화 및 통합하여 이
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을 도출하였다. 도출
된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은 아래와 같다
(<표 Ⅳ-4> 참조).
(1) 설계원리 LE 1. ‘해결해야 할 문제’과 상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는 반드시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문화에 대한 실제적 맥락 중심으로 내용이 구
성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현실세계에서 인지적 도전을 야기 시킬 수 있
는 과제의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CI 7).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비
구조적인 문제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경로가 다양해야 한다(CI 7-1). 이
를 위한 구체적인 상세설계지침은 구성원이 합의하여 사회에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탐색하도록 해야 하며(DS 1),
문제 및 과제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하여야 한다
(DS 2). 사회적 구성원의 요구분석은 문제가 현실적 맥락을 고려하고 있
는지와 팀원들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문제로서 인식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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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여 현실적 상황
(current status)과 문제해결상황(desired status)을 비교하여 문제의 발
생 배경,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시해야 한다(DS 3). 문
제에 대한 정의 후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문제의 발생 배경,
원인, 잠정적인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여야 한다(DS 4).
(2) 설계원리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공유정신모델)’와 상
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학습자 간의
사례(지식, 정보, 경험)를 공유하는 정신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CI 3-1).
이러한 공유정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자신의 지식, 경험, 정
보를 공동의 공간에서 표현하여야 한다(DS 5). 이를 통해 학습자 간의
신뢰형성과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공
유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DS 6, DS 7). 팀 구성원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 및 공유하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의견 제시 및 조합의
과정에서 구성된 지식을 공유함으로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도출하여
야 한다.
(3) 설계원리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와 상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탐
색하고 공유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이를 위한 학습환경이 구축되
어야 한다(CI 6-1, CI 8-1, CI 9-1). 학습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웹을 활용하여야 한다(DS 8). 학습자는 웹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즉각적으로 수집하고, 공유의 수단으로 웹을 활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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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의 경험 및 정보,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야 하며, 다른 구성원의 경험, 지식, 정보와
의 조합을 통하여 자료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DS 9,
DS 10). 이러한 자료는 개인적인 측면과 집단적 측면에서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함으로서 유의미한 자료의 형태로 축적될 수 있
도록 유도되어야 한다(DS 11).
(4) 설계원리 LE 4. ‘인지적 사고과정’과 상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킬 수 있는 인지사고과정 및 도구를 활용하여야 하며(CI 1-1/ CI 2-1/CI
6-1/CI 11-1/CI 10-1),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CI 4-1, CI 5-1). 이를 위해
구성원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공유와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라인 토론, 채팅, 게시판 등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야 하며(DS 12), 상호작용을 통한 결과물
은 인지적 확장을 위하여 시각화하고 문제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
여야 한다(DS 13). 또한, 구성원은 같은 배경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동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배경, 경험, 지식 등을 가진 이
질적인 집단으로 구성하여 상이한 관점에서의 의견의 갈등, 조합의 과정
을 거쳐 공동의 의견을 도출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여야 한다(DS 14).
구성원은 개인의 차원에서 의견을 발산하고 집단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개인적 인지사고를 확장과 동시에
집단적 인지사고의 확정을 유도하여야 한다(DS 15). 이러한 인지사고 과
정은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을 거치면서 각 과정에 해당되
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D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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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원리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와 상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동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CI 6, CI 11-1). 이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공동으
로 수집하고 편집 및 재구성할 수 있는 협동학습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
다(DS 17). 팀 구성원은 문제해결과 관련된 의견을 즉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 누구나 수정 및 보완할 수 있
도록 협력학습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성원 간의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DS 18). 구성
원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
성원 간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공유를 통한 고차원적 사고능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협력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질적인 집단의 구성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DS 19).
(6) 설계원리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과 상세설계지침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학습공간과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와 문제해
결에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CI 8-1, CI 10-1, CI
12-1). 이를 위해 학습자가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대면 중심의 대화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DS 20, DS 21). 또한 학습
자는 동료 학습자의 참여와 기여를 평가하여 사회적인 기여도에 대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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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도록 유도하여야 한다(DS 2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
성요소는 일반적 설계원리를 고려한 4가지요소와 22개의 상세설계지침으
로 개발되었으며,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진 학습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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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상세설계지침
DS 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한다.

TC. 1. 학습자원
(learning resource)

LE 1. 해결해야 할 문제
CI 7.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DS 2. 문제 및 과제 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다.
과제선정
CI 7-1. 문제는 비구조적이고, 해결 DS 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책을 위한 경로의 다양성
선정하기 위한 현실적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한다.
DS 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DS 5.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공유정 현한다.
신모델)
CI 3-1.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DS 6. 구성원 공동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다.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된 정신모델을 제공 DS 7.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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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
CI 6-1/ CI 8-1. 개방적인 학습환경
(구성원 간의 아이디어, 정보, 지식
제공)을 구축
CI 9-1.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
공
LE 4. 인지적 사고과정
CI 1-1/ CI 2-1/CI 6-1/CI 11-1/CI
TC 2. 인지사고
10-1.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
과정 및 지원도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
(cognitive process 시킬
구 활용
and supporting
CI 4-1/CI 5-1. 구성원 개인의 지
tool)
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
하고 공유하는 과정 제시

DS 8.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DS 9.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
구성한다.
DS 10.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DS 11.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DS 12. 구성원 간 인지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
를 활용한다.
DS 13.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여 활용한다.
DS 14.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을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
다.
DS 15.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합단계를 포함한다.
DS 16.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고정에
따라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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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3. 학습방법
(learning method)

TC 4. 학습공간
(learning space)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CI 6.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
적 협력활동 제공
CI 11-1.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
CI 8-1.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
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
공
CI 10-1/CI 12-1. 학습자가 자발적
으로 참여와 기여할 수 있는 학습
공간 제공

DS 17.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
는 공간을 제공한다.
DS 18.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DS 19. 학습자의 관심사나 특기를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
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한다.
DS 20.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한다.
DS 21.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한다.
DS 22. 동료평가를 통하여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
를 평가한다.

※ TC는 Theoretical Component를 나타냄
※ DS는 Design Strategy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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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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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적 모형 개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일반
적 설계원리와 지침을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를 실제 수업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한 절차적 모형을 [그림
Ⅳ-4]와 같이 개발하였다.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적 모형은 구체적인 수업
절차와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과 관련된 교수-학습 단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4]를 보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를 초반, 중반,
후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분석-설계-개발-적용-평가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교수-학습활동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습지원
요소로서 인지적 사고를 지원해줄 인지적 지원도구와 온라인 지원도구에
대한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에 대한 절차적 모
형은 면대면 중심의 대화형 협력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자 간의 정보, 지
식, 의견을 공유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제안되었다. 각 단계의 구체적인 교수-학습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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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세설계지침이 반영된 단계 및 영역을 나타냄
[그림 Ⅳ-4]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의 절차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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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학습자 분석하기, 팀구성하기, 문제정의하기
분석단계에서는 먼저, 학습자 분석을 위해서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경
험을 바탕으로 학습자 포트폴리오 작성 요령 등을 안내해 주어야한다.
학습자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 경험 등에 따라 집단의 성격이나 특성이
달라지게 되므로, 학습자의 관심사나 취미, 경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포트폴리오는 학습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작성되
고 공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유된 포트폴리오는 팀 구성의 동기유발이
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지며, 학습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둘째, 문제해결을 위한 이질적인 팀을 구
성하여야 한다. 학습자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 간의 다양한 요구를 확인
하고, 다양한 학습자로 구성된 팀을 조직하여야 한다. ‘다양한 학습자’는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질화된 집단보다는 개별 학습자
의 주체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면서 이질적인 집단으로 팀을 구성하는 것
이 중요하며, 이질적인 집단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집단지성이 발
휘될 수 있다(이유나 외, 2009). 따라서 같은 관심사나 취미, 경험을 바탕
으로 팀을 구성하기 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개인들이 모여 지식, 정보, 경
험을 제시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해
석 및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질적인 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셋째,
문제를 정의하기 위하여 실제 직면한 문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태와 해
결된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시각화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특히, 문제는 현실에 직면한 개방형(open-ended
question), 비구조화(unstructured problem)된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하
며, 구성원들의 공유를 통하여 공동의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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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Ⅳ-5>와 같다. 첫째, 분석단계에서 학습자분석을 위해 교수자는 학
습자의 경험, 사전지식, 취미 등을 소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공간을
마련하고, 작성된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학습자간의 친근감 유도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촉진시킨다. 학습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포트폴
리오를 작성하고, 동료학습자의 포트폴리오에 관심과 격려의 글을 작성
한다. 둘째, 팀 구성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자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관심사나 경험이 다른 이질적인 팀을 구성한다. 학습자는 팀원 간의 소
개와 역할분담, 팀 운영방침 등을 마련한다. 셋째, 문제정의를 위해 교수
자는 문제정의를 위한 방법, 절차 등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
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팀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실제적
인 공학문제를 발견하고,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
한 후 공유된 문제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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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분석단계에서 교수학습절차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교수학습 절차
학습자 활동
1.1 학습자의 경험, 사전지식,
1.2 자신의 경험, 사전지식, 취
취미, 관심사 등을 소개를 할 수
미, 관심사 등을 사진과 함께 작
있는 포트폴리오 공간을 마련한
성하여 공개한다.
다.
1. 학습자 분석 1.4 다른 동료학습자의 포트폴
1.3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여 학
리오에 관심 및 격려 등 친근감
습자간 격려할 수 있도록 촉진시
을 표현한다.
킨다.
2.1 학습자의 경험, 사전지식,
2.2 팀원들 간의 소개 및
취미, 관심사 등을 분석한 후 이 2. 팀구성하기 역할을 분담하고, 팀 운영방침을
질적인 팀을 구성한다.
마련한다.
3.2 팀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분석한
3.1 문제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
다.
3.문제정의하기
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3.3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상태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문제를 정
의한다.

2) 설계: 공동의 목표세우기, 자료수집
설계단계에서는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세우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먼저, 현실적으로 직면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은 공동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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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공유된 목표는 공동의 지식, 가치, 목적을 반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성
원 모두가 합의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이름, 구호, 특성,
구성원 등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공유정신모델을 활용하여야 한
다. 둘째, 공동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 후 구성원들은 개인의 경험, 지
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현하고, 개방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편집 및 재구성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한,
웹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수
집된 자료는 학습자의 인지사고 과정을 거쳐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로 재
구성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설계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Ⅳ-6>와 같다. 첫째, 분석단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 위해 교수
자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공개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한 후 목표설정 방법 및 절차를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팀 간의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다른 구성원의 의
견을 수렴할 수 있는 롤링 토의를 실시한다. 롤링 토의를 통하여 다양한
구성원이 팀별 설정된 목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습자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
고 공개한다. 또한 수립된 목표가 공학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
었는지, 목표가 타당한지 등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목표를 정교화하여 재설정한다. 둘째, 자료수집을 위해
교수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할 수 있는 개인
및 팀 공간을 마련한다. 또한 자료를 시각화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연습
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자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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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 후 수집된 자료를 조합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표 Ⅳ-6> 설계단계에서 교수학습절차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교수학습 절차

학습자 활동

4.3 팀원들은 정의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
하고 제시한다.
4.5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공동의 목표가 타당한지 확인
한다.
4.6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
하여 수립된 목표를 정교화하고
재설정한다.
5.1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수집
5.3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자료
공간을 마련한다.
를 수집하여 공유한다.
5. 자료수집
5.2 자료의 시각화 방법에 대한
5.4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를 조
이해와 연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합하고 이를 시각화한다.
4.1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공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4.2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목표설정 방법 및 절차에 대 4. 공동의 목표
한 자료를 제공한다.
세우기
4.4 목표수립에 대한 타당화 검
증방법으로 롤링 토의를 실시한
다.

3) 개발: 해결안 도출
개발단계에는 구성원 간 인지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공동의 목표
를 달성시킬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해결안을 도출하
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자 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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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며, 인지적 사고과정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
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
나 결과물에 대해서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의견을 제시하여 지식 및 정
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온라인 협력학습 공간을 마련하거나, 면대면 대
화 중심의 학습활동을 제공하여 구성원 간의 발산적, 수렴적 사고를 촉
진시키고, 집단의 활성화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창출하는 과정을 학습과정에 포함하
여야 한다. Nonaka(1994, 1995)에 의하면 지식창출 과정은 네 가지 단계
로 구성되어진다. 첫째, 사회화 단계에서 구성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학
습활동에서의 경험이나 행동 등을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둘째,
외부화 단계에서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와의 대화나 글을 통하여 학습자
의 내면화된 경험이나 지식, 정보 등을 제시하여 인지적인 갈등과 혼란
을 겪으면서 조절(accommodation)과 동화(assimilation)과정을 거치게 된
다. 셋째, 조합화 단계에서는 다양한 정보 및 지식, 개념 등이 하나의 지
식체계로 시스템화 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학습자는 인지적 평행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넷째, 내면화 단계에서는 묵시적 지식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개인의 체내에 내재화시키게 된다.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앞
에서 제시한 집단 간의 지식창출 과정을 학습과정에 접목시켜 반영하여
야 한다. 특히, 집단의 공유된 형태로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간 대화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제공하고, 대
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 및 활동을 설계하여야 한다. 또한 학습
과정에서의 학습자의 사고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해서 구성원들과 교류하
고 시각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발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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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와 같다. 첫째, 개발단계에서 해결안 도출을 위해 교수자는 먼
저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후 교수자는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
기 위하여 온라인 및 면대면 대화 중심의 학습공간을 마련한다. 교수자
는 학습자 상호간의 의견을 제시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학습자는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구체적인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를 규명한다. 또한 학습자는 팀원들의 행
동이나 제시된 의견 등을 관찰하고 관련된 의견에 대한 보충, 갈등, 반
대, 동의 등의 제시한다. 팀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하여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표 Ⅳ-7> 개발단계에서 교수학습절차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6.1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에 대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6.2 해결안을 도출하기 위한 온
라인 학습공간 및 면대면 대화
중심의 학습활동을 제공한다.
6.3 문제해결안을 도출하기 위
하여 구성원 간의 대화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한다.

교수학습 절차

학습자 활동
6.4 문제해결방법 및 절차에 대
한 이해를 통하여 문제해결방법
을 규명한다.
6.5 해결안과 관련된 팀원들의
행동과 제시된 의견을 관찰한다.
6.6 해결안 도출을 위해 팀원
6. 해결안 도출 간의 의견을 교환한다.
6.7. 해결안 도출을 위한 팀원
들의 의견을 조합하여 공동의 해
결안을 도출한다.
6.8 도출된 해결안을 시각화하
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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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현실적 제한요소 고려
적용단계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도출한 해결안이 공학적 특성에 맞
게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
야 한다. 공학적 해결안은 경제성, 편리성, 안정성, 내구성, 사회성 등의
현실적 제한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서 사회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문제해결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종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적용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Ⅳ-8>와 같다. 적용단계에서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교
수자는 팀에서 도출한 해결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롤링 통의를 실시한다. 학습자는 문제해결안
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후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표 Ⅳ-8> 적용단계에서 교수학습절차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교수학습 절차

학습자 활동
7.2 팀에서 도출된 문제해결안
에 대한 현실적 제한요소를 규명
7.1 공학문제의 해결안에 대한 7. 현실적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려할 수 있 제한요소 고려 및 정리한다.
도록 롤링 토의를 실시한다.
7.3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조합하여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
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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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 동료평가, 성찰저널 작성
평가단계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평가하기 위하여 팀
활동에 대한 참여도와 역할 수행정도, 목표달성에 대한 기여정도를 평가
한다.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과 집단 활동 과정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집단 활동이 개
인의 확대된 지성으로 체화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학습 경험이나 이해
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적 사고가 필요하며, 미래 활동(행동/실천)을 위
한 종합적인 사고가 요구되어진다. 성찰저널은 성찰적 사고 및 활동을
평가하는 도구로서 성찰적 사고의 외적인 발현이자 구체적인 실천방안으
로 정의되고 있다(강인애, 정은실, 2009). 따라서 집단적 지성이 개인의
확대된 지성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찰저널 작성을 안내하여야 하고,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평가단계에서 교수자와 학습자 중심의 활동을 정리하면
<표 Ⅳ-9>와 같다. 첫째, 평가단계에서 동료평가를 위해 교수자는 팀 활
동에 대한 참여도 및 역할에 대한 수행정도, 결과물 도출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학습자는 팀원들의 수행과정 및 결과
물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동료학습자를 평가한다. 둘째, 성찰저널 작
성을 위해 교수자는 학습과정, 학습결과물, 학습자 자신의 삶과의 연계방
안 등에 대해서 구조화된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안내한다. 학습자는 배
운 내용, 학습과정, 학습과정 동안 자신의 부족한 점, 부족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한 방안, 습득한 지식, 경험 등을 자신의 삶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를 성찰한 후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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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9> 평가단계에서 교수학습절차에 따른 교수자 및 학습자 활동
교수자 활동
교수학습 절차
8.1 팀 활동에 대한 참여도 및
역할 수행정도, 기여도 등을 동료 8. 동료평가
학습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9.1 학습과정, 학습결과물, 자신 9. 성찰저널
의 삶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해서
작성
성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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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 활동
8.2 학습자는 팀원들의 수행과
정 및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동료학습자를 평가한다.
9.2 학습자는 배운 내용, 학습
과정, 부족한 점, 보완방안, 삶과
의 연계성 등을 성찰할 수 있는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4.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안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
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학습환경에서 실제적으로 구현하기에
적합하고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 외적 타당화 검사를 실시
하였다.
1) 내적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모형에 대한 타당화는 설계모형 도출과정 영
역, 개별 설계원리 영역, 학습환경 설계 모형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였으며, 각 영역별 설명력, 유용성, 타당성, 이해도, 보편성 문항을 설문
하였다.
⑴ 전문가 타당도 평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도출과정,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
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절차적 모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전문가 5인
을 대상으로 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타당화 검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
답결과는 <표 Ⅳ-10>과 같다.
설문 응답결과, 개발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각 문항에서 3.6 이
상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1.0
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0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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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된 설계원리의 도출과정에 대한 관련 문헌탐색의 포괄성, 용어
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조직화의 논리
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등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0>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영역
관련 문헌탐색의
포괄성
용어의 적절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조직화의 논리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A
4

전문가 반응
B C D
4 4 4

E M CVI IRA
4 4.0 1

3

4

4

4

4 3.8

1

3

3

4

4

4 3.6

1

4

3

4

4

4 3.8

1

4

4

4

4

4 4.0

1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또한,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Ⅳ
-11>과 같다. 앞에서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설계원리 도출과정은 타
당하다고 확인되었으나, 구성주의 인식론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또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설계원리 도출과정이 화살표로 되어
있어, 위계관계를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
견이 제안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해당 의견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
시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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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설계원리 도출과정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전문가 의견

수정

(Expert’s Comment)

(Revision)

목적과 관련된 이론 및 선행연구
․학습환경 설계의 정의 및 구성요 ․와의연구의
맥락 및 특성을 일관성과 이러한 특
소에 관한 이론 및 선행연구분석에

서 오직 구성주의 인식론을 선택한
이유가 불명확함(전문가

A)

성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비교 및 특성을 분석하고 집단지성과의 관
련성에 대해서 추가제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설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로부터 설계원리
원리 도출 과정을 나타내는 표시 → 도출과정간의 연결성을 강조하여 화살표
로 인해 위계관계가 애매함 전문가
표기 → 를 직선 ― 으로 표기 수정
(

(

)

E)

(

)

(

)

나) 구성요소에 대한 타당화 검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형의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12>와 같다.
설문 응답결과, 개발된 구성요소에 대한 각 문항에서 3.4 이상의 점수
를 받았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1.0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0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구
성요소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구성요소와 설계
원리의 연결성 등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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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E
4

M

CVI IRA

타당성

A
4

전문가 반응
B
C
D
4
4
4

4

1

설명력

3

3

3

4

4

3.4

1

유용성

4

3

4

4

3

3.6

1

보편성

3

4

4

4

4

3.8

1

이해성
구성요소-설
계원리 연결

4

3

3

3

4

3.4

1

3

4

4

4

4

3.8

1

영역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또한,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면담 결과는 <표 Ⅳ-13>과 같다.
앞에서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 구성요소는 타당하다고 확인되었으나,
일부 용어에 대한 사용이 혼동을 유발시키거나 명확하지가 않다는 의견
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해당 의견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시
하여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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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구성요소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전문가 의견

수정

․구성요소 기술할 때 명확하게 행동동
(Expert’s Comment)

(Revision)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를 기술할 때

사가 아닌 사실에 대한 진술형으로 일 행동동사로 진술하여 설계의 지침으로
부 제시되어 설계자가 혼동됨(전문가

B)

예) ~다양함, ~협력활동

․일부 용어에 대한 사용이 부정확함 전문
(

가 E) 예) 특기

명확하게 표현함.
예) ~다양성 제공, ~협력활동 제공
일부 용어 수정 예) 특기

→ 경험

다)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타당화 검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전문
가들의 문항별 응답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문항에서 ‘설계원리 LE 1. 해결해야 할 문제’와 관련된 상세설계지
침에 대한 평균은 3.7, ‘설계원리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와 관련
된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3.9, ‘설계원리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료’와 관련된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3.8, ‘설계원리 LE 4. 인
지사고 과정’과 관련된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3.8, ‘설계원리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 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와 관련된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3.8, ‘설계원리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
간’과 관련된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평균은 3.8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항
에 대한 평균이 3.7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
(CVI)는 모두 1.0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0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타당
성에 대해서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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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영역
LE 1.
1.1 상세설계지침
1.2 상세설계지침
1.3 상세설계지침
1.4 상세설계지침
LE 2.
2.1 상세설계지침
2.2 상세설계지침
2.3 상세설계지침
LE 3.
3.1 상세설계지침
3.2 상세설계지침
3.3 상세설계지침
3.4 상세설계지침
LE 4.
4.1 상세설계지침
4.2 상세설계지침
4.3 상세설계지침
4.4 상세설계지침
4.5 상세설계지침
LE 5.
5.1 상세설계지침
5.2 상세설계지침
5.3 상세설계지침
LE 6.
6.1 상세설계지침
6.2 상세설계지침
6.3 상세설계지침

A B
3.75 3.75
4
4
3
3
4
4
4
4
3.67 4
4
4
4
4
3
4
3.5 3.75
3
3
4
4
4
4
3
4
3.8 3.8
3
4
4
4
4
3
4
4
4
4
3.3 4
3
4
3
4
4
4
3
4
3
4
3
4
3
4

전문가 반응
M CVI IRA
C D E
4 3.5 3.5 3.7 1
4
4
4 4 1
4
3
3 3.2 1
4
4
3 3.8 1
4
3
4 3.8 1
4 3.67 4 3.87 1
4
3
4 3.8 1
4
4
4 4 1
4
4
4 3.8 1
4 3.75 3.75 3.75 1
4
4
4 3.6 1
4
4
3 3.8 1
4
3
4 3.8 1
4
4
4 3.8 1 1
4 3.6 3.8 3.8 1
4
4
4 3.8 1
4
4
4 4 1
4
3
3 3.4 1
4
4
4 4 1
4
3
4 3.8 1
4 3.6 4 3.8 1
4
4
4 3.8 1
4
4
4 3.8 1
4
3
4 3.8 1
4
4
4 3.8 1
4
4
4 3.8 1
4
4
4 3.8 1
4
4
4 3.8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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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절차적 모형에 대한 타당화 검사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절차적 모형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결과
는 <표 Ⅳ-15>와 같다.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 개발된 구성요소에 대한 각 문항에서 3.6 이상
의 점수를 받았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1.0이며, 평
가자간 일치도(IRA)도 1.0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 개
발된 절차적 모형에 대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등이
모두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5> 절차적 모형에 대한 전문가 설문 결과
영역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성

A
4
4
4
3
4

B
4
3
4
4
3

전문가 반응
C D
4 4
4 3
4 4
4 4
4 3

E
4
4
3
4
4

M

CVI IRA

4
3.6
3.8
3.8
3.6

1
1
1
1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또한, 앞에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절차적 모형은 타당하다고 확인되
었으나, 수업절차에 따른 교수-학습의 전략에서 자세한 가이드가 추가되
어야 한다는 의견과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 절차별 활동주체가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해당 의견에
대한 수정방안을 제시하여 <표 Ⅳ-16>과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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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절차적 모형에 대한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에 대한 수정사항
전문가 의견

수정

(Expert’s Comment)

(Revision)

․수업절차에 따른 교수 학습 전략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

가이드가 별도로 설명되어야 함(전문가

모형과 별도로 제시하여 제공함

B)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절차별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교수학습절차에 따

교수자 및 학습자의 활동주체를 제시하여야

른 활동주체를 교수자 및 학습자로 구분하

함(전문가

여 제시함

A)

(2) 전문가 사용성 평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가 실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효율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효과적인지, 보편적인지, 용이하게 제시되었는
지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교수설계자 전문가 2인, 공학교육 내용전문가
2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전반적인 사용성 평가결과
사용성 평가 결과, 전반적인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에
대해서 <표 Ⅳ-17>과 같이 설계원리 및 모형의 효율성은 4.00, 효과성
은 3.75, 보편성은 3.25, 용이성은 3.50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
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1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검사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가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타당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의
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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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7> 설계원리 및 모형의 전반적인 사용성 평가 결과
문항

전문가 반응
F G H I M CVI IRA

[효과성]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학
습환경을 구축(교수-학습방법설계, 학습
절차 설계, 학습내용 설계, 평가도구 설
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4
있어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시
되었다.
[효율성]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창
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
[보편성]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누
구나 보편적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3
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었다.
[용이성]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학
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어 쉽고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 3
다.

4 4 4 4.00 1

4 4 4 3.75 1

1

4 3 3 3.25 1
4 3 4 3.50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나)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
또한,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실시되었다. 첫 번째,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설계원리 및 상
세설계지침이 효율적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는 <표 Ⅳ-18>
과 같이, 평균 3.67로 나타났다. 또한,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
140

두 1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설
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이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효율적으로 제시되었
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
지침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균 3.83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이 학습환경을 설계
하는 데 효과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의미한다. 세 번째, 학습환경을 설계하
는 데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이 용이하게 제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평균 3.58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
지침이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용이하게 제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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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영역

설계원리

LE 1. 해결해야 할 문제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효율성
LE 4. 인지적 사고과정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
LE 1. 해결해야 할 문제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효과성
LE 4. 인지적 사고과정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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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4
4
3
4
4
3
4
4
3
4
4
4

전문가 반응
G H
4 3
4 4
4 4
3 4
4 4
4 3
3 4
4 4
4 4
4 3
4 4
3 4

I
4
3
4
4
3
3
4
4
4
4
4
4

M

CVI IRA

3.75
1
3.75
1
3.75
1
3.67
3.75
1
3.75
1
3.25
1
3.75
1
4
1
3.75
1
3.83
3.75
1
4
1
3.75
1

1

1

LE 1. 해결해야 할 문제
LE 2.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
LE 3. 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제공
용이성
LE 4. 인지적 사고과정
LE 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LE 6. 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

3
3
4
4
4
4

4
4
3
3
4
4

4
4
4
3
4
4

3 3.5
1
3 3.5
1
3 3.5
1
3.58
4 3.5
1
3 3.75
1
3 3.75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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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설계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는 제시된 모형이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보편적인지, 용이한지에 대해서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모형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응답 결과는
<표 Ⅳ-19>와 같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4.0, 효과성에 대해서는 3.75. 보
편성에 대해서는 3.5, 용이성에 대해서는 3.25와 같이 나타났다. 또한, 문
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1이며, 평가자간 일치도(IRA)도 1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개발된 설계모형은 각 문항에서 3.0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며, 문항별 내용타당도지수(CVI)는 모두 0.8 이상, 평가자간 일치도
(IRA)는 1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개발된 모형이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타당하도록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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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설계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
문항

전문가 반응
F G H I

[효율성]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
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절차가 4
잘 제시되어 있다.
[효과성]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구 4
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보편성] 제시된 모형을 이용하여 보
편적으로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기 3
반의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용이성]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
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과 절차를 이해하 3
기 쉽게 표현하였다.

M CVI IRA
4

1

4

4

4

4

3

4 3.75 1

1
3.5

1

4

3

4

3

3

4 3.25 1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위와 같이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결과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모형이 타당하다고 확인되었으나, 개발된 모형의 보편성에
대한 사용성 평가 결과가 상대적으로 낮아 평가항목에 대해서 전문가와
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제시된 절차적 모형에서의 수업단계와
문제해결과정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어 수업단계는 오히려 혼란
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과 개발된 모형에서 제시된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수설계자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수정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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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예컨대, ‘공동의 목적, 목표 설정을 공유한
다’는 교수설계자의 활동이라기보다는 학습자의 활동으로서 ‘공동의 목
적, 목표설정을 공유하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안내한다’로 수정하여 교수
설계자의 활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에 대한 수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사용성 평가 결과에 대한 수정 및 개선사항
전문가 의견
(Expert’s Comment)
․상세설계원리와 절차적 모형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은 학습자와 교수자 중심으
로 제시되어 있어 설계원리로서 부적절하
게 제시됨(전문가 H)
예) ~탐색한다, ~분석한다, ~시각화 한다 등

수정
(Revision)
교수설계자의 관점에서 상세설계원리
및 절차적 모형의 교수-학습 활동을 수정
하여 제시함
예) ~제공한다, ~제시하도록 안내한다, ~설
계 한다 등
원리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상세설계
․설계원리 기술 방법 중, 원리에 대한 지침을 포괄할 수 있는 ‘~의 원리’로 수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설계원리를 나 하여 제시함.
타낼 수 있는 용어로 수정하여야 함.(전문 예) 문제 맥락성의 원리, 집단 공유성
가 F)
의 원리, 인지사고 확산성의 원리, 자원
다양성의 원리 등
․절차적 모형에서의 ‘교수-학습활동’의 ‘교수-학습 활동’보다는 ‘교수-학습 절차’
용어는 학습자와 교수자의 학습활동을 의미 로 수정하여 교수-학습 절차에 대한 교수
하는 것으로 설계모형의 진술로서 부적절
설계자의 활동 중심으로 수정하여 제시함
함.(전문가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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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적 타당화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형대로 설계된 실제 수업상황4)에서 창의설계
능력의 습득 등 창의설계 능력 향상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수업에 참가
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과 학습과정,
지각된 학습성취도와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 타당화 검사결과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 및 학습과정, 주요원리,
관련 능력 향상정도에 대한 학습자의 설문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본 제안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에 대한 타당도
평균은 각각 4.2로 나타났고, 학습과정에 대한 타당도 평균은 4.3, 주요원
리에 대한 타당도 평균은 4.1, 관련 능력의 향상정도는 4.0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제안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모든 학습활
동 및 학습과정, 주요원리는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타당한 것으
로 나타났다. 제안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 중
팀원들과의 토론 및 의견교환이 문제해결에 가장 도움을 많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난 반면(평균 4.4), 성찰저널 작성은 지식습득 및 구성에 상대적
으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9). 또한, 제안된 학습환경 설
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모든 학습과정에서 분석단계가 창의설계 능력
향상에 가장 타당한 과정으로 나타난 반면(평균 4.5), 평가단계가 상대적
으로 창의설계 능력 향상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4.0).
본 연구에서 제안된 주요원리에 대해서는 면대면 대화가 공학문제 해결
4) 실제 수업운영에 대한 자료는 <부록-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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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창의설계 능력 향상에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평균
4.4), 온라인 대화공간이 상대적으로 공학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설계 능
력 향상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7). 이러한 결과는 공
학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설계 능력은 대화를 중심으로 한 면대면 기반의
롤링토의 방식이 온라인 기반의 토의방식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모형 및 설계원리를 적용한 교과목을 통해서 커뮤
니케이션 능력(평균 3.9), 팀워크 능력(평균 4.1), 시각화 능력(평균 3.9),
계획 및 분석 능력(평균 3.9), 공학문제의 일반화 능력(평균 4.0), 아이디
어 도출 능력(평균 4.1)을 습득 및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에서 제시된 것처럼 본 수업에 적용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팀
워크 능력, 아이디어 도출 능력 향상에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으며, 공학문제의 일반화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시각화 능력, 계획 및
분석 능력 향상에 다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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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N= 72 명

구분

질문내용
이질적인 팀 구성을 위하여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 및
공유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공유
한 활동이 ‘(공학)문제정의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공유
한 활동이 문제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팀원들과의 토론이나 의견교류 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
학습활동 이 되었습니까?
‘I(요구분석)’을 시각화한 활동이 문제정의에 도움이 되
었습니까?
해결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시각화한 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
니까?
성찰저널활동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식습득 및 구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평균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단계’ 학습과정이 효과적
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 및 개발단계’ 학습과정이
구성되었습니까?
학습과정 효과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용단계’ 학습과정이 효과적
으로 구성되었습니까?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평가단계’ 학습과정이 효과적
으로 구성되었습니까?
평균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팀원들의 의견이나 지
주요원리 식을자료를
모으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공동의 자료관리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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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4.1 .833
4.3 .693
4.2 .859
4.4 .716
4.2 .780
4.3 .592
4.3 .787
3.9 .833
4.2
4.5
4.4
4.3
4.0
4.3

.621
.615
.672
.803

4.0 .677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문제해결에 효 3.7 .821
과적이었습니까?(온라인 대화공간)
공학문제(제한요소)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과 돌
아가며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는 것이 문제해결안 도출 4.2 .644
및 지식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까?(롤링토의방식)
팀원들의 지식(문제해결안)을 구성하고 도출하는 데 대화 4.4 .665
가 가장 중요한 기제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까?(면대면 대화)
평균
4.1
본 수업의 통해서 말이나 글 혹은 그 외의 수단 등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커뮤니 3.9 .764
케이션 능력)
본 수업을 통해서 설계 문제 해결을 위해 팀 구성원들
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팀 4.1 .797
워크 능력)
본 수업을 통해서 구상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시각적 3.9 .871
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시각화 능력)
관련능력 본 수업을 통해서 설계과정에 대한 일정 수립 및 관리
3.9 .744
와 관련된 능력이 향상되었습니까?(계획 및 분석 능력)
본 수업을 통해서 구체저인 사례나 현상의 분석으로부
터 공학문제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 4.0 .716
까?(공학문제의 일반화 능력)
본 수업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 4.1 .815
까?(아이디어 도출 능력)
평균
4.0

(scale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더불어, 제안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 및 학
습과정에 대해 학습자에게 어떠한 부분이 도움이 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 상세설계지침이 창의설계 능력 습득에
150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반응,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고 응답을 듣는 심층면담이 진
행되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는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 및
학습과정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구분

학습자 의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발산하는 데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수렴에 대해서는 시간과 팀장의 역할에 따라서
제한적이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보는 창의적 사고는 주로 다른 사람
들과 토의, 토론하는 과정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주어진 문제를 바라보는 방향
학습활동 부터 해결방향을 도출해 내기까지 사람마다 다르고 다양
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
던 것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생각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롤링 토의를 통해 다른 조 학우들과 토의를 하면서
장점
우리 조 안에서 갇혀있던 내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 창
의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저희 팀은 자료를 수집하여 공동작업 할 때 의견을
온라인지원도구 공유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이제 여기까지...’, ‘하기
싫다’, ‘그만자하’ 이럴 때 마다 여러 팀원들이 ‘하자하자’
라는 말을 듣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보다 더 많이 한
팀 구성
것 같습니다.
문제정의까지는 오래 걸리는데 문제정의 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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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토의가 저의 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롤링토의에서 아이
디어만 제시하고 있어 의견을 수렴하는 데 교수님의 피
드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롤링토의가 좋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
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습활동
롤링토의 결과를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좋으나,
수합하는 단계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태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롤링토의에서 각자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다보니 의견
단점
대립이 있었습니다.
성찰저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구체적이었으면 합
니다.
자료제시 및 토의결과를 제시하는 데 기술적으로 오
류가 심해 불편합니다.
팀원 간의 충분한 대화를 거친 후 온라인에서 추가적
온라인지원도구 으로 대화를 해야하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남의 아이
디어를 수정하는 데 심리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내용을 종합 ·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학
습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발산하는 과정은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었다. 그
러나 학습자 간의 의견을 발산하고 수렴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려
는 태도보다 발산하려는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수렴보다는 발산, 의견의
수용보다는 대립 및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와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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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는 롤링 토의는 문제해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다만, 롤링 토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및 안내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지원도구는 필요나 사용
정도에 따라서 효과적이기도 하고, 효과적이지 않기도 하였다. 학습자가
동시에 작업하는 공간으로서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사용성이
낮으면 오히려 학습에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팀 구성
에 있어서 동질적인 구성보다는 이질적인 구성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발산하여 종합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편, <표 Ⅳ-23>과 같이 학습자의 학습결과물은 학습과정에서 모형
및 설계원리가 반영된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활용되었다.
<표 Ⅳ-23> 학습자의 학습결과물 분석 예시
학습결과물

분석 내용
팀 구성원은 공학적 문제
를 발견하고 타당화를 통하
여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정의하였다. 또한 이를 통
한 구성원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팀 구성원은 현
실적 문제를 탐색하고 다양
한 경로를 통하여 검증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여 공유함으
로써 문제해결에 필요한 공
유정신모델을 수립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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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견 및 문제정의]
팀

구성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개념 및 하위개
념, 내용, 요구되는 기술
및 도구 등 정보에 대한 인
과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시
각화하여 나타냄으로서 문
제해결방안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인지 맵: cognitive map]

팀 구성원은 공동의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수집
활동을

수행하고,

정보나

경험, 지식 등에 대해서 의
견을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자료를 조합하여 공유하였
다. 이러한 자료의 공유 및
조합화 과정은 팀 구성원
간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의견을 통하여 재구성함으
로서 문제해결이나 목표 달
성에 맞게 설계하였음을 알
[문제해결과 관련된 자료의 공유 및 조합]

수 있다.
팀 구성원은 잠정적인 해
결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해결안에 대해서 롤링 토의
를 통한 해결안을 정교화하
고 수정하였다. 이러한 토
의 과정은 팀 구성원이 가
지고 있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 및 사
고의 확산을 유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154

[롤링 토의를 통한 해결안도출 과정]

잠정적인 해결안에서 현실
적인 제한요소를 고려하여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
시하였다.

수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종합하여 최종적
인 해결안을 제시하였으며
롤링 토의를 통하여 정교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종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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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된 학습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효과성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형이 적용된 수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Ⅳ-24>와 같다.
<표 Ⅳ-24> 지각된 학업성취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 항목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이 과목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수업이 나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
라 생각한다.
평균

M

SD

4.05

.639

3.98

.660

3.75

.776

4.10

.778

3.97

(scale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지각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조사결과, 개발된 모형이 적용된 실제수업
의 지각된 학업성취도는 각 문항에서 3.5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이러한
지각된 학업성취도 검사결과는 개발된 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또한, 수업에 참가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학습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표 Ⅳ-25>와 같이 개발된 모형이 적용된 실제수업의 지각된 학
습만족도는 각 문항에서 4.0이상의 높은 평균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개발
된 모형이 적용된 수업이 실제 학습자에게 만족함을 나타내며, 본 연구
에서 개발된 모형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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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5> 지각된 학습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 항목

M

SD

나는 이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4.10

.749

나는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4.05

.778

나는 이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4.08

.888

평균

4.08

(scale 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외적 타당화 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
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적용된 수
업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상세설계지침은 타당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적용된 수업의 학업성취도와 학습만족
도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실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
형에 대한 성찰저널과 온라인 학습공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략이 요
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7

5. 최종 설계원리 및 절차적 모형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최종 설계원
리 및 모형은 문헌고찰을 통한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바탕으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를 도출하였으며,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모형에 대한 전문가
의 내용 타당화 검증과 사용성 평가를 거쳐 수정․보완하여 1차 설계원
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의 수업적용 타
당화 검증을 통하여 최종적인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계원리는 ‘학습자원’, ‘인지적사고 과정 및 지원
도구’, ‘학습방법’, ‘학습공간’의 네 가지 이론적 구성요소에 따른 ‘문제 맥
락성의 원리(해결해야할 문제)’, ‘집단 공유성의 원리(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정신적 공유모델))’, ‘자원 다양성의 원리(해결책과 관련된 정보자
료)’, ‘인지사고 확산성의 원리(인지적 사고과정)’, ‘집단적 지식창출의 원
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사회 맥
락적 공간성의 원리(사회적 맥락적 학습공간)’의 여섯 가지 학습환경 설
계원리와 이에 대한 스물 두개의 상세설계지침으로 구성되었다(<표 Ⅳ
-26> 참조, [그림 Ⅳ-5] 참조).
또한, <표 Ⅳ-27>은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로서
설계원리와 학습절차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분석단계에서의 학
습자 분석은 학습자원요소로서 설계원리 1, 설계원리 2, 학습공간 요소로
서 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고, 팀구성하기는 학습방법 요소로서 설계
원리 5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정의하기는 학습자원으로서
설계원리 1과 학습공간으로서 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설계단계에서의 공동의 목표세우기는 학습자원으로서 설계원리 1, 설
계원리 2와 인지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로서 설계원리 4, 학습공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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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수집은 학습자원으로서
설계원리 1, 설계원리 2, 설계원리 3과 학습방법으로서 설계원리 5, 학습
공간으로서 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발단계에서의
해결안도출은 학습자원으로서 설계원리 1과 인지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
로서 설계원리 4, 학습방법으로서 설계원리 5, 학습공간으로서 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의 동료평가는 학
습공간으로서 설계원리 6과 연관되어 있고, 성찰저널 작성은 학습자원으
로서 설계원리 3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집단지성 기반
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학습단계에 따른 구성요소 및 학습환경
설계원리가 유기적으로 관계되어 있으며, 학습단계별 구성요소 및 학습
환경 설계원리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개발된 설계원리를 반영한 절차적 모형은 실제 학습상황에서 학
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 및 절차에 대해서 설
명하고 있다([그림 Ⅳ-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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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6>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이론적
구성요소

학습환경 설계원리

상세설계지침
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하도록 설계한다.

학습자원
(learning
resource)

1. 문제 맥락성의 원리(해결해야 할 문제) 2. 문제 및 과제 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하도록 설계한다.
1-1.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 선정
1-2. 문제는 비구조적이고, 해결책을 위한 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선정하
경로의 다양성 제공
기 위한 현실적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하도록 설계한다.
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하도록 설계한다.
5.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현하도
2. 집단 공유성의 원리(문제해결과 관련된 사 록 설계한다.
례(공유정신모델))
2-1.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 6. 구성원 공동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하도록 설계한다.
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된 정신모델 제공
7.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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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설계한다.
3. 자원 다양성의 원리(해결책과 관련된 정보
9.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구성하
자료)
3-1. 개방적인 학습환경(구성원 간의 아이디 도록 설계한다.
어, 정보, 지식 제공)을 구축
3-2.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10.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설계한다.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11.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하도록 설계
한다.
12. 구성원 간 인지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
용하도록 설계한다.
13.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
인지사고 과정 4. 인지사고 확산성의 원리(인지적 사고과정) 여 활용하도록 설계한다.
및 지원도구 4-1.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
14.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을 구성하여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도록 설
(cognitive
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 활용
process and 4-2.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계한다.
tool)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 제시 15.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
합단계를 포함하여 설계한다.
16.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에 따라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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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방법
(learning
method)

17.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공간
5. 집단적 지식창출의 원리(문제를 해결하기 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위하여 교류할 수 있는 대화 및 협동체제)
5-1.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
18.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동 제공
5-2.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
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19. 학습자의 관심사나 특기를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서 문
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도록 설계한다.

학습공간
(learning
space)

6. 사회 맥락적 공간성의 원리(사회적 맥락적 20.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하도록 설계한다.
학습공간)
6-1.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21.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하도록 설계한다.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
6-2.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와 기여할 수
22. 동료평가를 통하여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를 평
있는 학습공간 제공
가하도록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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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7>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와 학습절차 간의 연관성
구성요소 및
일반적 설계원리
교수-학습절차
분석
설계
개발
적용
평가

학습자분석
팀구성하기
문제정의하기
공동의목표세우기
자료수집
해결안도출
현실적제한요소고려
동료평가
성찰저널작성

학습자원(learning resource)
설계원리 1

설계원리 2

●

●

설계원리 3

인지사고 과정
및 지원도구
설계원리 4

학습방법

학습공간

설계원리 5

설계원리 6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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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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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도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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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최종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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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신장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측면에서 집단지성의 특성 및
기제를 반영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가 창의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학습
환경 설계원리의 부재와 집단지성이 창의설계 신장을 위한 학습기제로서
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학습환경 설계에
있어서 창의설계의 특성과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을 고
려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해 창의설계의 능력을 분석하고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을 활용할 수 있는 원리를 조합
하여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
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절차적 모형은 전문
가들에 의하여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된 상세설계원리 및 모형
을 적용한 실제 수업에서의 학습활동, 학습과정, 주요원리, 관련 능력과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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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단지성, 학습환
경 설계의 개념 및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탐색하여 일반적
설계원리와 이론적 구성요소를 토대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
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기존의 공학교육
에서 논의된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모형(이용재
외, 2010; 권성호 외, 2008; 김지용 외, 2006; 류영호, 2008; 장경원, 2009;
Cho, 2005; Doepker & Dym, 2007)이나 학습환경 설계모형(임철일 외,
2011)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론적인 접근이
나 일반적인 교수-학습 전략, 혹은 시스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습환경 설계모
형은 공학에서 요구하는 창의설계의 개념적 속성과 이를 위한 집단지성
의 학습기제로서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계원리나 모형에서 그 속
성이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가 이러한 공학
교육의 창의설계의 특성과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
하여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는 데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
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지성을 학습기제로 활용하여 실제 학습상황에 적용
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동료 간 튜터링이나 협력학습, 그리고 컴퓨터
기반 협력학습에 대한 연구들이 집단지성의 교육적 활용의 견지에서 추
진되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양미경, 2010).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교수자의 관점이나 학습자의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이분화된 전제를 극복
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이나 사회적인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기 보다는 집단의 이기적인 관점의 수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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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집단지성
을 학습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방성, 공유성, 다양성, 독립성, 목적
성, 협력체제 등의 특징(Leadbeater, 2008; Lévy, 1994, 2000; Surowiecki,
2005)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지성의
학습기제로서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였다는 데에서 기존 교육적 활용의
견지에 대해 논의된 연구들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집단지성을 학습기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관점을 종합할 수 있는 설계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접근이나 관점의 수용을 강조한 역동적인 상호작용 중심
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의 기제로
서 집단지성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2개의 상세설계지침
과 절차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측
면에서 논의점을 갖는다.
첫째,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는 현실에 직면한 문제를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Dym, 1994;
Bagulary, 2004). 현실에 직면한 문제는 한 가지 지식만으로 해결되지 않
으며 다양한 해를 갖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이외수, 2006; Bagulary,
2004).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세설계지침 14와 상세설계지침 19의 ‘이질
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의 구성’은 전문성을 강조한 기존연구의 동질적인
팀 구성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사고와 경험을 지니고 있는 이질적인 팀
구성이 보다 나을 수 있다는 집단지성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공
학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문제가 전문성보다는 다양성에 초점을 두었을 때
보다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학문적 특성을 반영하였고,
집단지성의 핵심개념인 다양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창의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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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교육과 차별적인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는 것이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집단지성이 학습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
용과 성찰적 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상세설계지침 11와 상세설계지침
15에서의 ‘학습과정 및 결과물에 대한 조합 및 성찰’, 절차적 모형에서의
‘성찰저널 작성’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성찰적 활동의 접목을 통한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
(김길모 외, 2011)에서 강조한 집단적 정보교류와는 차별적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 집단지성이 학습기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
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도움을 주는 요건일 수는 있지만 시너지 효
과를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집단지성이 학습기제로
활용되어 창의적 문제해결방안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호작용이
나 정보 공유 이상의 새로운 통합적 이해에 이르는 성찰활동이 접목되어
야 할 것이다.
셋째,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상호작용 중심의 인지적 지원도구가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연구
(임철일 외, 2009; Isaksen, et al., 1994, 2000)가 창의적 문제해결 설계
능력을 위해 개인의 발산적/수렴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질문이나 과정에
대한 설계원리를 강조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집단적인 발산적/수렴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나 과정을 반영한 설계원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세설계지침 18과 절차적 모형에서의 인지적
사고 지원도구에서 이러한 설계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개발된 설계
원리와 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타당화 검증에서 나타난 ‘집단적인 발산적
/수렴적 사고를 촉진시키는 토론이나 의견교류가 문제해결에 가장 도움
이 되었다‘는 결과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요소가 독립적인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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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촉진보다는 집단적 상호작용 중심의 인지적 지원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과정의 타당성
본 연구는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
가와 교수설계자, 그리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의견을 분석하
는 것을 포함하는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과정의 타당성 검토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두 가지 논의
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내용전문가와 교수설계전문가의 내
적 타당화 검사와 개발된 설계원리와 모형을 적용한 실제 현장적용의 외
적 타당화 검사를 통해 실제적인 검증과정을 거쳤다. 특히 교수설계자의
내적 타당화 검사는 설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고, 구체적으로 제시
할 수 있도록 수정 및 보완되어 실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효
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이는 설계모형 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구양미, 김영수, 노선숙, 조성민, 2006; 강정찬, 2009; 정애경,
이상희, 홍유나, 김능연, 2011)가 교수자나 학습자의 교수-학습활동 측면
에서 일방적인 제시에만 초점을 두어 학습환경을 설계하고 실제로 적용
하는 데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교
수설계자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는지 사용성 평가를 통해 설계원리 및 모
형에 대한 타당화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는 설계원리가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야한
다는 홍미영(2012)의 주장과 일관된다. 본 연구가 설계원리 및 설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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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편적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자의 관점에서 제시되
었다는 데에서 기존 설계원리 및 모형개발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습환경 설계원리 뿐만이 아니라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한 타당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설
계원리 및 모형과 관련된 연구는 설계원리만을 제시하거나 모형만을 제시
하고 있다. 이는 개발된 설계원리나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였을 때,
교수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학습활동이나 절차가 파생되어 학습의 효율
성이나 효과성이 오히려 저하되는 원인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는 설계원리나 모형개발의 연구가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있기 보다는 이론적인 탐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계원리와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여 설계원리가
절차적 모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제시하였으며, 실제 수업에 적용하
여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효율성, 효과성, 보편성, 용이성의 타당화 검
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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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에 있어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에 주목하
여 학습환경 설계원리 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절차적 모
형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된 개념을 고찰하여 학습
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등 학습환경 설
계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및 교수설계자 대상의 내
적 타당도와 실제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 대상의 외적 타당도 검증을 통
하여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수립하였다. 첫째, 공학교육에
서 창의설계를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무
엇인지, 둘째,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
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타당한지이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네 개의 이론적 구성요소와 여섯
개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이에 대한 스물 두 개의 상세설계지침, 그리고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되
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및 창의설계의 특성을 분
석하고,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
석하여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반적 설계원리 간의 특성을 반영하고 이를 조합
한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와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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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개발하였고, 이를 실제 학습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모형
을 개발하였다. 즉,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 및 창의설계을 분석하여 이를
고려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국내외 문헌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일반적 설계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토대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구성요소와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상세설
계지침을 제안하고,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절차적 모형에서는 분석-설계-개발-적용-평가의 수업단계에 따른 아
홉 단계의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였다.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는 ‘학습자 분석’, ‘팀구성하기’, ‘문제정의하기’, ‘공동의 목표세
우기’, ‘자료수집’, ‘해결안도출’, ‘현실적 제안요소 고려’, ‘동료평가’, ‘성찰
저널 작성’으로 공학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안을 설계하는 일련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구성하였다. ‘학습자 분석’에서는 학습자의 관심사,
취미,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을 안내하고, 작성된 포트폴
리오를 공유하여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설계원리를 포함하고 있다.
‘팀구성하기’에서는 동질적인 집단보다는 이질적인 집단으로 팀을 구성하
고, 개별 학습자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문제정의하기’에
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한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된 문제는 팀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여 공동의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도
록 안내하여야 한다. ‘공동의 목표세우기’에서는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세우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기 위한 전략으로는 공유정신모델을 활용
하여야 한다. ‘자료수집’에서는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구성원 간 공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공동의 편집 및 재구성을 통한 합의된 결과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해결안도출’에서는 구성원 간의 인지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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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공동의 목표를 달성시킬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현실적 제한요소 고려’에서는 집단의 구성원들이 도출
한 해결안이 공학적 특성에 맞게 경제성, 편리성, 안정성, 내구성, 사회성
등의 현실적 제한요소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검증될 수 있도록 안
내하여야 한다. ‘동료평가’에서는 학습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에 대해
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찰저널 작성’은 학습경험이나 학
습과정에 대해서 학습자 스스로 성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발된 1차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하여 전문가 5인의 내용 타당도 검
토, 교수설계자 4인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해 설계원리 및 모형 도출
과정,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모형 등에 대한 타당도를 검
증하였다. 검증 결과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심층면담 등을 통하여 일부 설계원리 및 모형을 수정
및 보완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개발된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수업에 참
여한 학습자들의 인지된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
으며, 이를 통해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 주요
원리, 주요 능력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설계원리 및 모형
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타당도 결과를 나타낸
항목에 대해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쳐 최종 설계
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에 대한 해결은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도출과정
과 타당화 검증결과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
교육에서의 창의성 및 창의설계,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 학습환경 설
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한 후, 이론적
인 구성요소를 통해 재조합하여 상세설계원리와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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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계원리와 모형의 타당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타당화 검증은
다음의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전문가 5인에게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개발 과정,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 설계지침, 절차적 모형에 대해서 설문과 심
층면담을 통해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전문가 타당도 검사 결과, 설
계원리 및 모형개발과정(CVI=1.0, IRA=1.0),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CVI=1.0, IRA=1.0), 상세 설계지침(CVI=1.0, IRA=1.0), 학습환경 설계모
형(CVI=1.0, IRA=1.0)에 대한 내용타당도지수가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종합적으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가 심층면담 결과 학습
환경 설계와 관련하여 구성주의 인식론에 대한 근거와 집단지성과 창의
설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헌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설계
원리에 대해서 일부용어(다양성제공, 경험 등)를 수정하였고, 수업단계별
학습자와 교수자의 세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반영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이 실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보편적인지, 용이하게 제시되었는지 교수설
계자 4인을 대상으로 사용성 평가를 시행하였다. 사용성 평가 결과, 전반
적인 설계원리 및 모형(CVI=1.0, IRA=1.0), 상세설계지침(CVI=1.0,
IRA=1.0), 설계모형(CVI=1.0, IRA=1.0)에 대한 내용타당도지수가 모두
0.8이상으로 나타나 설계원리 및 모형으로서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설계자 심층면담을 통하여 설계원리 및 모형이 설계자의 입장
에서 진술되도록 수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을 실제 수업상황에 적용하
여, 상세설계원리와 학습활동 및 학습과정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72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학습활동과 학습과정에 대한 문항별 평균은 4.2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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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원리 및 모형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습자의 지각된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학습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
형의 타당도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 결과, 지각된 학업성취도는 평균
3.97, 지각된 학습만족도는 4.08로 나타나 개발된 모형 및 설계원리를 적
용한 수업이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공학교육에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
지성에 주목하여 학습환경 설계원리 뿐만이 아니라 학습환경 설계를 위
한 모형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공학교육의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2) 결론
본 연구는 공학교육에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에 주목하여 학습환
경 설계원리 뿐만이 아니라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학
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학
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과정,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모형의 타당
성과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반영한 수업에서의 학습과정
및 학습활동, 주요원리, 주요 능력, 지각된 학업성취도와 지각된 학습만
족도에 대한 검사 결과 4개의 구성요소, 6개의 학습환경 설계원리에 따
른 22개의 상세설계지침과 학습환경 설계를 위한 절차적 모형을 개발 및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공학교육의 창의설계와 관련된 연구와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을 적용
하는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
공한다.
첫째, 기존연구와는 달리 공학교육에서 의미하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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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공
학에서의 창의성은 실제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정의하고, 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현실적 제한요소를 고려한 해결안을 설계하는 과정과 깊은 연
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학교육에서 창의성을 위한 학습환
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일반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이론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공학 분야에서 실천적으로 적용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공학교육에서의 창의성의 본질을 충분히 파악하고 반영하여 효과
적이고 효율적인 교수-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원리와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있어서 추후 관련 연구에 대해 이론적,
실천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창의성 신장을 위해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을 활용한 설계원리
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론으
로서 스토리텔링, PBL, CPS 등 다양한 시도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시도들은 다양성과 삶과 학습의 연계, 그리고 융합
적․통합적 접근을 하는 학습환경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의 다양성을 중시하고, 삶과 학습의 연계성과 다학문적인 관
계성을 강조하는 집단지성을 직접적으로 다루었으며, 학습기제로서의 집
단지성을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원리를 제안하였다는데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금까
지 집단지성이 교육학적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경제학,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정보통신학 등 사회적인 현상의 일환으로 해석되어왔다. 본 연구
는 창의성 교육을 위한 교육학적 접근으로 집단지성을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였다는데 학문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학습환경 설계 및 모형의 개발에 있어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였다
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들은 교수-학습방법이나
178

학습과정, 이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하거나 모형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
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기능과 학습내용적인
측면에서 창의설계의 기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학습환경 설계의 기능들이 서로 상보적으로 구성되
어 있어 총체적인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가
체제적인 관점에서 학습환경 설계에 필요한 기능과 요소들을 규명하여
학습환경 설계의 접근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있어서 추후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연구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개념의 분석과 구성요소에 따른 구조화에 따라
설계원리와 모형을 개발하였고, 타당화 검증을 절차적으로 수행하여 설
계원리 및 모형개발과 같은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전문가의 타당도와 교수설계자의 타당도는 뿐만 아니라 실제 학습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반응을 평가함으로서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의 타
당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추후 관련 연구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추후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
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효과성을 일
반화하기 위해 보다 집단 간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습자
대상을 단일집단으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의
효과성을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 단일 집단의 학습자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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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적용된 집단과 일반적인 학습
환경을 적용한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효과성을 일반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면대면 수업을 감안하여 학습환경 설계원
리 및 모형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온라인 학습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여
러 연구에서 제언하고 있듯이 집단지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웹의 접
목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추후 집단지성과 웹의 접목을 통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공학대학의 맥락에서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활
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서 학습기제로서 집단지성을 강
조하였듯이, 추후 인문사회학, 의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영역에서도
학습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교수설계
자가 용이하게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러나 실제 공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설계자가 개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을
활용하는 데 다소 용어가 어려워 적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 추후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보다 구체적인 안내하고
예시나 사례를 제시하는 지침서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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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전문가 타당도 검사 의뢰서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 개발」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검사 의뢰서

본 질문지는 공학교육의 창의설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지성의 기반
의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에 대한 타당화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타당도 검사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어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이 관련 이론을 반영하여 적합하게 도출되었는지 검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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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기본사항 안내
○ 연구의 제목
Ÿ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 연구의 목적
Ÿ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 개발

○ 연구의 필요성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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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Ÿ

창의설계 능력(Creative Design Ability): 현재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문제해결이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과 방법(시스템,요소,프로세스)를 통해 습득되어지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과 체계적인 설계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에서 공학문제를 시각적으
로 공식화하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며,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설계 교과목
(Capstone Design course)입니다.

Ÿ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서로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
람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개인이 소유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해 나가면
서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동체
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Ÿ

학습환경 설계(Learning Environment Design):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
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평가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 지도 관계
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 문제
Ÿ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어
떻게 구안될 수 있는가?

Ÿ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타
당한가?

2. 설계 원리 및 모형 도출 과정 설명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교과목)를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 설계원리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theoretical
component), 설계원리(design principle) 및 상세설계지침(design strategy)
둘째,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적 모형과 절차모형
집단지성 및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문헌들로부터 일반적 설계원리(관련 변인)
들을 도출하였고, 변인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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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계지침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적 구성요소와 설계원리로부터의 개념과
절차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절차적 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모형도출과정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Richey

&

Klein(2007)의 모형개발 연구방법론을 따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그림
2]와 같습니다.

[그림 2] 학습환경 설계 모형 개발 절차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통한 형성적인 가설을 도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관련
변인, 즉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였습니다. 창의설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창
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
였으며,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학습환경 설계 요소를 도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에서 도출된 설계원리를 범주화하여 이
론적 구성요소(theoretical component)를 도출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특정화 할
수 있는 틀(framework)를 개발하고 이론적 구성요소간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면
서 구조화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 모형을 구안하였습니다.
○ 창의설계의 특징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의 실천적인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창
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과대학은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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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설계
능력의 강조와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목(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창의공학
설계)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설계는 공학의 학문적 특성과 창의적 설계교육의 강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창의설계의 내용은 실제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인 지
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지 않았던 다양
한 문제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습득되어야 한다.
셋째, 공학적 지식의 배양 뿐만 아니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설계는 팀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팀워크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서의 정의는 <표 1>
과 같습니다.
<표 1> 창의설계 교과목의 정의
출처

창의설계 교과목의 정의
창의설계를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비

Wagenaar(1993)

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
학문의 지식 획득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학문의 질문유형과 주

Murphy(2003)

요 쟁점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다양한 코스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해주는 과목,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적 훈련으
로 이행하게 해주는 전환점
대학 4년 동안 습득한 학생들이 소양과 전공지식을 학습자인 학
이재열(2005)

생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여 학문연구나 직업 활
동 등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나 숙련 등에
적용 하고자 디자인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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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갖도록 졸업시 졸업논문 대신 학부과정동안 배운 이론을
지식경제부(2005)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도록 함으
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종합
설계과목
공학계열의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
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졸업논문 대신 학부과정 중

한국산업기술재단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도록 하여

(2006)

그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
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
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
력양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 교수 및 현장경험이 풍부한 산

이희원(2006)

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엔지니어를 양성하는 종
합설계 교육 프로그램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에서

한양대학교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산학협력중심대학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과 실무능력,

육성사업단(2006)

복합학제적 팀웍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한 엔지니어 특성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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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지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과목의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학교육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론 중심 교육에 치우쳐,
이수 학생들의 실무설계 및 도구 활용능력 부족,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새로운
문제의 적응력 취약, 의사전달 능력과 팀을 이루어 협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지성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
한 후 교수-학습의 기제로서의 활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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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지성의 개념적 정의, 특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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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환경 설계
집단지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성주의적 관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이유는 집단지성이 개방, 공유,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
지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개념과 지식과 인간,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
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일맥상통함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관점은 학습환경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규명하고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교수-학습 원리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성주의를 학습환경 설계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
해, 선택 및 해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자마
다 학습설계를 위한 구성요소는 다소 다르지만,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림 4]와 같이 Jonassen(1999)이 정의한 6가지 요소를 모형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림 4] 학습환경 설계 모형의 요소
3. 도출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집단지성, 창의설계, 학습환
경 설계 요소의 개념 및 특성을 통하여 이론적 구성요소를 통한 설계원리를 구조
화 하였습니다. 집단지성은 학습을 일으키는 기제로서 여러 학자들의 개념과 원
리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원리를 도출하였으며, 창의설계는 본 모
형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목표로서 집단지성과의 관련성을 창의설계의 개념으로
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학습환경 설계 요소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창의설계를 신장
시키기 위한 학습환경 설계 요소를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
인 관점에서 모든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여 절차적 모형을 도출하였습니
다. 도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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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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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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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절차모형은 교수-학습 전략 및 학습지원 요
소을 포함하여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인 분석-설계-개발-적용-평가의 단계별 교수-학습전략을 도
출하고, 인지적 사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및 학습자료와 인지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면대면 중심
의 대화형 협력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자 간의 의견의 개방 및 공유 등 상호작용
을 촉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활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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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당도 검사 문항
다음은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 절차적 모형을 도출한 과정에 대하여 타당
한지 검사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습환경 설계모형의 도출과
정/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세설계지침/절차적 모형의 전반적인 타당성에 대해
다음의 5가지 영역별로 4점 평가척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도
출과정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영역

문항

4

3

2

1

□

□

□

□

□

□

□

□

□

□

□

□

□

□

□

□

□

□

□

□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
관련 문헌탐색의
포괄성

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문헌들을 포괄적으로 탐색하였는가?
선정된 용어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
용어의 적절성

성 활용이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요약 및 해석의
적절성

선행연구는 도출한 창의설계를 위한 집
단지성 활용이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
형을 개발하기 위기 적절하게 요약되고 해
석되었는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이 학습
조직화의 논리성

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이 논리적으로 조
직화 되었는가?

선행문헌 고찰
결과 반영의 적합성

선행문헌 고찰 결과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이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도출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되었는가?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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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의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영역

문항

4

3

2

1

□

□

□

□

□

□

□

□

□

□

□

□

□

□

□

□

□

□

□

□

□

□

□

□

제시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는 창의
타당성

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설
계에 필요한 원칙과 활동을 잘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는 창의
설명력

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설
계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다.
제시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는 창의

유용성

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시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를 이용

보편성

하여 보편적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다.
제시된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는 창의

이해성

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원칙을 이해하기 쉽게 표
현하고 있다.
구성요소-설계원
리 연결

제시된 구성요소와 설계원리의 연결이
타당하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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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의 개별 상세설
계지침에 대한 전문가 타당도
개별 상세설계지침 타당성 문항
1.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
비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경로의 다양성
1-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한다.
1-2 문제 및 과제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다.
1-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선
정하기 위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한다.
1-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2.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
는 정신적 공유모델을 제공
2-1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
현한다.
2-2 구성원 동공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다.
2-3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한다.
3. 개방적인 학습환경(구성원간의 아이디어, 정보, 지식제공)을 구축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3-1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3-2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구
성 한다.
3-3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3-4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4.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
활용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
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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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2

1

4-1 구성원간의 인지사고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
용한다.
4-2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여
활용한다.
4-3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을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다.
4-4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합 단계를 포함한다.
4-5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에 따
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5.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제공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5-1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2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5-3 학습자의 관심사나 경험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한다.
6.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
6-1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한다.
6-2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한다.
6-3 동료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참여와 기여를 촉진시킨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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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 대한 전
문가 타당도

영역

문항

4

3

2

1

□

□

□

□

□

□

□

□

□

□

□

□

□

□

□

□

□

□

□

□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타당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에 필요한 활동과 절차
가 잘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모형이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설명력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의 흐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유용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
제시된 모형을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창의

보편성

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이해성

활용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과 절
차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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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전문가 사용성 평가 의뢰서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 의뢰서

본 질문지는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
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사용성 평가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사
용성 검사는 연구의 목적과 부합되어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
형을 토대로 실제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도록 쉽게 안내되었는지, 효과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입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2. 10. 이영태 드림
leeyt@snu,ac.kr,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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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기본사항 안내
○ 연구의 제목
Ÿ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개발」

○ 연구의 목적
Ÿ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 원리 및
모형 개발

○ 연구의 필요성

[그림 1] 연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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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정의
Ÿ

창의설계 능력(Creative Design Ability): 현재보다 더 좋은,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는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문제해결이나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
단과 방법(시스템,요소,프로세스)를 통해 습득되어지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과 체계적인 설계능력을 의미합니다. 특히, 공과대학에서 공학문제를 시각적으
로 공식화하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해석과 이해를 통하여 실제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설계하는 핵심적인 능력이며,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종합설계 교과목
(Capstone Design course)입니다.

Ÿ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서로 다른 경험이나 지식을 소유한 많은 사
람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개인이 소유한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고 공유해 나가면
서 새로운 시각과 시도로 문제해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공동체
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Ÿ

학습환경 설계(Learning Environment Design):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실
제와 같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황과 문제가 제시되고, 다양한 관점을 개발,
평가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있으며, 학습을 안내할 수 있도록 지적 지도 관계
가 가능한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연구 문제
Ÿ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어
떻게 구안될 수 있는가?

Ÿ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타
당한가?

2. 설계 원리 및 모형 도출 과정 설명
공학교육에서 창의설계(교과목)를 위해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은
다음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 설계원리를 구조화할 수 있는 이론적 구성요소(theoretical
component), 설계원리(design principle) 및 상세설계지침(design strategy)
둘째,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의 개념적 모형과 절차모형
집단지성 및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문헌들로부터 일반적 설계원리(관련 변인)
들을 도출하였고, 변인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이론적 구성요소, 설계원리 및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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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설계지침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론적 구성요소와 설계원리로부터의 개념과
절차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절차적 모형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모형도출과정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은

Richey

&

Klein(2007)의 모형개발 연구방법론을 따랐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그림
2]와 같습니다.

[그림 2] 학습환경 설계 모형 개발 절차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문제를 통한 형성적인 가설을 도출하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와 관련된 관련
변인, 즉 일반적인 설계원리를 도출하였습니다. 창의설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창
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제로서의 집단지성의 교수-학습 원리를 도출하
였으며,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학습환경 설계 요소를 도출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영역에서 도출된 설계원리를 범주화하여 이
론적 구성요소(theoretical component)를 도출하여 하나의 모형으로 특정화 할
수 있는 틀(framework)를 개발하고 이론적 구성요소간의 상호관련성을 유지하면
서 구조화함으로써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 모형을 구안하였습니다.
○ 창의설계의 특징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의 실천적인 지식의 변화를
도모하거나, 맥락적이고 복합적인 지식을 창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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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인재를 육성하려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최근 공과대학은 기존
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요구에 걸맞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창의설계
능력의 강조와 이를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목(캡스톤 디자인, 종합설계, 창의공학
설계)을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설계는 공학의 학문적 특성과 창의적 설계교육의 강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창의설계의 내용은 실제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종합적인 지
식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둘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기존 이론식 수업에서 교육하지 않았던 다양
한 문제해결 방법 및 의사결정 방법을 통해서 습득되어야 한다.
셋째, 공학적 지식의 배양 뿐만 아니라, 창의성, 효율성, 경제성 등에 대한
통합적 해결능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설계는 팀을 기반으로 학습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팀워크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창의설계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과목으로서의 정의는 <표 1>
과 같습니다.
<표 1> 창의설계 교과목의 정의
출처

창의설계 교과목의 정의
창의설계를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에서 얻은 지식을 확장하고

Wagenaar(1993)

비판하며 응용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구에 통합하는 경험을
통해 절정감을 맛보도록 하는 과목
학문의 지식 획득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그 학문의 질문유형과

Murphy(2003)

주요 쟁점들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다양한 코스들 간의 연관성에
대해 감을 갖도록 해주는 과목,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서 직업
적 훈련으로 이행하게 해주는 전환점
대학 4년 동안 습득한 학생들이 소양과 전공지식을 학습자인

이재열(2005)

학생이 비판적이고 종합적으로 활용하고 응용하여 학문연구나
직업 활동 등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연구나
숙련 등에 적용 하고자 디자인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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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열의 학생이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졸업시 졸업논문 대신 학부과정동안 배
지식경제부(2005)

운 이론을 바탕으로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경
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기술인력
을 양성하는 종합설계과목
공학계열의 학생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서 졸업논문 대신 학

한국산업기술재단

부과정 중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

(2006)

작하도록 하여 그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성, 효율성, 안전성, 경제성 등의 모든 측면을 고
려할 수 있는 통합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종합설계과목
산업체가 요구하는 산업현장 적응역량을 갖춘 창의적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학생, 교수 및 현장경험이 풍부

이희원(2006)

한 산업체 전문가와 함께 하나의 작품을 기획, 설계, 제작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 엔지니어
를 양성하는 종합설계 교육 프로그램
학문 분야별로 습득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체

한양대학교

에서 필요로 하는 작품 혹은 공학인으로서 제작 가치가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

작품들을 학생들 스스로 설계, 제작, 평가하여 봄으로써 창의성

육성사업단(2006)

과 실무능력, 복합학제적 팀웍 능력,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엔지니어 특성 교육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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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지성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학습 방법에 관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일반 교과목의 교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공학교육의 경우 아직까지도 이론 중심 교육에 치우쳐,
이수 학생들의 실무설계 및 도구 활용능력 부족, 문제 해결능력의 부족, 새로운
문제의 적응력 취약, 의사전달 능력과 팀을 이루어 협업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지성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
한 후 교수-학습의 기제로서의 활용성에 대한 시사점을 탐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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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지성의 개념적 정의, 특성,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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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환경 설계
집단지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성주의적 관점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
한 이유는 집단지성이 개방, 공유, 참여를 바탕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
지를 창출하는 공동체의 능력이라는 개념과 지식과 인간, 소통과 관계를 중요시
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이 일맥상통함에서 같은 맥락에 놓여 있습니다. 구성주의의
관점은 학습환경의 설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지식이 어떻게
형성되며,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규명하고 실제 교수-학습 환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와 특성을 지닌 교수-학습 원리와 실천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방
향을 제시하여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성주의자들은 어떻게 구성주의를 학습환경 설계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
해, 선택 및 해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비록 학자마
다 학습설계를 위한 구성요소는 다소 다르지만,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서로
연관되어 있어 [그림 4]와 같이 Jonassen(1999)이 정의한 6가지 요소를 모형에
반영하였습니다.

229

[그림 4] 학습환경 설계 모형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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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출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
집단지성을 활용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집단지성, 창의설계, 학습환
경 설계 요소의 개념 및 특성을 통하여 이론적 구성요소를 통한 설계원리를 구조
화 하였습니다. 집단지성은 학습을 일으키는 기제로서 여러 학자들의 개념과 원
리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여 교수-학습원리를 도출하였으며, 창의설계는 본 모
형을 통해서 달성되어지는 목표로서 집단지성과의 관련성을 창의설계의 개념으로
부터 확인하였습니다. 학습환경 설계 요소는 집단지성을 통하여 창의설계를 신장
시키기 위한 학습환경 설계 요소를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를 통하여 종합적
인 관점에서 모든 요소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하여 절차적 모형을 도출하였습니
다. 도출된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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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집단지성 기반 학습환경 설계의 이론적 구성요소 및 설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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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절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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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 절차모형은 교수-학습 전략 및 학습지원 요
소을 포함하여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은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인 분석-설계-개발-적용-평가의 단계별 교수-학습전략을 도
출하고, 인지적 사고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 및 학습자료와 인지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학습환경은 면대면 중심
의 대화형 협력학습을 강조하고, 학습자 간의 의견의 개방 및 공유 등 상호작용
을 촉진시키기 위한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활용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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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성 평가 문항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을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절차적 모
형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을 설계하는 데 용이한지 평가하기 위한 질문지입니다.
다음의 3가지 영역별 문항에 4점 평가척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⑴ 창의설계 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전
반적인 사용성 평가
영역

문항

4

3

2

1

□

□

□

□

□

□

□

□

□

□

□

□

□

□

□

□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학습환경을
구축(교수-학습방법설계, 학습절차 설계,
학습내용 설계, 평가도구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으
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창의설계 능
전반적인

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사용성 평가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누구나 보편
적으로 학습환경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시되었다.
제시된 설계원리 및 모형은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쉽고 용이하게 설계할 수 있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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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의 개별 상세설
계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
다음은 개별 상세설계지침에 대한 사용성 평가항목입니다. 개별 상세설계지침
이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 용이한지에
대한 문항에 4점 평가척도에 따라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⑵-1. 아래의 개별 상세설계지침이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율적으로 제시되
어 있는가?
개별 상세설계지침 사용성 문항
1.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
비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경로의 다양성
1-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한다.
1-2 문제 및 과제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다.
1-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한다.
1-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2.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공유모델을 제공
2-1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
현한다.
2-2 구성원 공동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다.
2-3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한다.
3. 개방적인 학습환경(구성원간의 아이디어, 정보, 지식제공)을 구축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3-1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3-2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구
성 한다.
3-3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3-4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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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
활용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
정을 제시
4-1 구성원간의 인지사고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
용한다.
4-2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여
활용한다.
4-3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을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
다.
4-4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합 단계를 포함한다.
4-5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5.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제공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5-1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2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5-3 학습자의 관심사나 경험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한다.
6.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
6-1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한다.
6-2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한다.
6-3 동료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참여와 기여를 촉진시킨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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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2. 아래의 개별 상세설계지침은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개별 상세설계지침 사용성 문항
1.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
비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경로의 다양성
1-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한다.
1-2 문제 및 과제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다.
1-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한다.
1-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2.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공유모델을 제공
2-1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
현한다.
2-2 구성원 동공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다.
2-3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한다.
3. 개방적인 학습환경(구성원간의 아이디어, 정보, 지식제공)을 구축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3-1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3-2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
구성 한다.
3-3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3-4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4.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
활용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
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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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성원간의 인지사고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용한다.
4-2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
여 활용한다.
4-3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을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
다.
4-4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합 단계를 포함한다.
4-5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5.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제공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5-1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2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5-3 학습자의 관심사나 경험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한다.
6.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
6-1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한다.
6-2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한다.
6-3 동료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참여와 기여를 촉진시킨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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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3. 아래의 개별 상세설계지침이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활동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는가?
개별 상세설계지침 사용성 문항
1. 실제적 맥락 중심의 내용 및 과제를 선정
비구조적 문제와 해결책을 위한 경로의 다양성
1-1 구성원의 합의된 공동의 현실적 문제를 탐색한다.
1-2 문제 및 과제선정에 필요한 구성원의 요구를 분석한다.
1-3 문제는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인지적 도전이 되는 과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현실적 상황과 문제해결상황을 비교(시각화)한다.
1-4 문제해결의 가설을 설정하여 논의한다.
2. 문제해결과 관련된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공유모델을 제공
2-1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인의 경험, 지식, 정보를 공동의 공간에
표현한다.
2-2 구성원 동공의 공유된 목표를 설정한다.
2-3 학습과정에서 공동의 합의된 결과물을 작성한다.
3. 개방적인 학습환경(구성원간의 아이디어, 정보, 지식제공)을 구축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독립적인 개체 중심의 학습환경 제공
3-1 웹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3-2 문제해결이나 목적에 따라 개방된 공간에서 자료를 편집 및 재
구성 한다.
3-3 학습자 개인이 수집한 자료를 자유롭게 공유한다.
3-4 개인의 학습과정 및 학습성과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한다.
4.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인지사고 과정 및 도구
활용
구성원 개인의 지식, 경험, 정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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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구성원간의 인지사고의 과정을 촉진시키는 온라인 지원도구를
활용한다.
4-2 인지사고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습과정의 결과물이나 자료를 시각화하
여 활용한다.
4-3 이질적인 특성을 반영한 팀 구성을 하여 상호작용을 활발히 한
다.
4-4 발산적/수렴적 사고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견의 제시
및 조합 단계를 포함한다.
4-5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사회화-외부화-조합화-내면화 과정에
따른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한다.

5. 공동의 학습공간을 통한 집단적 협력활동 제공
구성원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 중심의 협력활동 제공
5-1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편집하거나 제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5-2 구성원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제공한다.
5-3 학습자의 관심사나 경험을 분석하여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으로서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한다.
6. 개인 및 집단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동의 학습공간 제공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학습공간 제공
6-1 면대면 중심의 공동의 학습시간을 제공한다.
6-2 온라인 기반의 협력학습 공간을 지원한다.
6-3 동료평가를 통한 개인 학습자의 학습 참여 정도와 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참여와 기여를 촉진시킨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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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창의설계 능력 향상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의 학습환경 설계 모형에 대한 사
용성 평가
영역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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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
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절
차가 잘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
의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설계모형 평가

수 있다.
제시된 모형을 이용하여 보편적으로 창의설계
를 위한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환경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모형은 창의설계를 위한 집단지성 활용
의 학습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활동과 절차를 이
해하기 쉽게 표현하였다.

(scale 4: 매우 그렇다, 3: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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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설계원리 및 모형에 대한 학습자 타당화 설문지

교과목 개선을 위한 설문지
1. 학습활동 부분
1) 이질적인 팀 구성을 위하여 학생 포트폴리오 작성 및 공유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2)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공유한 활동이 ‘(공학)문제정의하
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3) 팀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공유한 활동이 문제해결안을 도출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4) 팀원들과의 토론이나 의견교류 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5) ‘I(요구분석)’을 시각화한 활동이 문제정의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6) 해결방안과 관련된 자료를 시각화한 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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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활동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8) 성찰저널활동은 자신이 배운 지식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지식습득 및 구성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도움이 안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학습과정 부분
1)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단계’ 학습과정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설계 및 개발단계’ 학습과정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적용단계’ 학습과정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평가단계’ 학습과정 효과적으로 구성되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주요원리 부분
1) 자료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팀원들의 의견이나 지식을 모으는데 효과적이었습
니까(공동의 자료관리 공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었습니까(온라인 대화공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공학문제(제한요소)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팀원들과 돌아가며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
하는 것이 문제해결안 도출 및 지식을 습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까(톨링토의방식)?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팀원들의 지식(문제해결안)을 구성하고 도출하는 데 대화가 가장 중요한 기제요인으
로 작용하였습니까(면대면 대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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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능력
1) 본 수업의 통해서 말이나 글 혹은 그 외의 수단 등으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능
력을 습득하였습니까?(커뮤니케이션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본 수업을 통해서 설계 문제 해결을 위해 팀 구성원들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습니까?(팀워크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본 수업을 통해서 구상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해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습니까?(시각화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본 수업을 통해서 설계과정에 대한 일정 수립 및 관리와 관련된 능력을 습득하였습
니까?(계획 및 분석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본 수업을 통해서 구체저인 사례나 현상의 분석으로부터 공학문제를 일반화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습니까?(공학문제의 일반화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6) 본 수업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를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 및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였습니까?(아이디어 도출 능력)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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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모형 및 설계원리에 대한 학습자 심층면담 질문지
구분

질문내용
Ÿ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Ÿ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학습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 학습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학습과정

Ÿ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Ÿ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 학습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Ÿ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Ÿ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Ÿ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되는 학습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 학습활동에 대해서 물어본다)

학습활동

Ÿ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Ÿ

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은 학습활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부 학습과정에 대해서 물어본다)

Ÿ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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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지각된 학업성취도 및 학습만족도에 대한 설문지
<교과목 개선을 위한 강의관련 설문지>

※ 다음은 본 강의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설문문항입니다.

설문문항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이 수업이 나의 학습요구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은 실제 나에게 도우미 되
었다고 생각한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다음은 본 강의의 수업만족도와 관련된 설문문항입니다.

설문문항
① ② ③ ④ ⑤
나는 이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나는 이 수업을 듣기로 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
고 생각한다
나는 이 수업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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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수업 운영 사례
1. 분석단계
설계절차 및 학습활동

예시

학습자 분석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
: 학습자의 경험, 관심분
야, 취미 등을 작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
도록 공유함

팀 구성하기
: 학습자의 관심사, 취미,
경험, 전공 등을 바탕으
로 이질적인 팀을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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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정의하기
: 요구분석에 대해서 시
각화하여 정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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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분석]

문제상황 시각화]

2. 설계단계
설계절차 및 학습활동

예시

공동의 목표 세우기
: 팀 구성원의 합의된 공
동의 목표를 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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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인식조사]
자료수집
: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 일반 사람들의
인식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함

[관련 자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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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실험]

의견제시 및 정보공유
: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학습자간의
의견을 교환하도록

[온라인 토론]

유도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자료를
정교화 함

[수업에서의 토론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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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단계
설계절차 및 학습활동

예시

해결안 도출
: 해결안을 시각화하여
제시함

[해결안을 시각화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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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단계
설계절차 및 학습활동

예시

현실적 제한요소 고려
: 현실적 제한요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여 요약함

[현실적 제한요소에 대한 팀 의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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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단계
설계절차 및 학습활동

예시

성찰저널 작성
: 학습과정에서 배운
지식이나 경험 등에
대해서 성찰저널을
작성하고 공유함

[성찰저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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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시스템
분류

예시

○ 온라인 학습공간의 메뉴구성
․공지사항(Announce)
․포트폴리오(Portfolio)
․팀 이름(Team name)
- 1) 문제찾기(Finding problem)
- 2) 문제정의하기(Defining problem)
- 3) 자료수집(Collecting data)
- 4) 의견제시 및 공유(Discussion &
Sharing ideas)
- 5) 최종결과물(Outcomes)
- 6) 성찰저널(Reflection Journal)

온라인지원시스템

․팀 이름(Team name)

: 개인, 또는 팀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수업에 적용한 온라인 지원공간]

온라인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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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중심의 커뮤니티
구성
: 면대면 중심의 학습자
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
고

발산할

수

있도록

Rolling 토의를 진행함
※ Rolling 토의
: World Cafe방식을 일
부 수정하여 문제 및 주
에 관심 있는 팀에 가서
일정한 시간동안 자유롭
게 이야기하고 다른 팀으
로 이동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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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Study of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for Improving Creative Design Ability in
Engineering Education
Youngtae Lee
Advisor: Dr. Cheolil Lim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for improving the ability to design creatively by
emphasizing and fostering creative human resources is one of the
important visions for the developing the nation. In particular,
education in engineering emphasizes the creative design ability
because its goal is to design effective solutions to meet the social
needs. Also, creative design is widely considered to be the central
and distinguishing activity of education in engineering. Therefore,
creative design is emphasized as one of the core competencies in
education engineering.
Meanwhile, collective intelligence and its significance as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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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arning mechanism for improving creativity has become the
forefront in the field of education. Collective intelligence is based on
the alternative premise that knowledge is not a static object acquired
by atomic individuals but one that is actively constructed through
ongoing social exchanges and collaborations, embedded in social
networks.
The creative design education in engineering deals with a sequence
of processes involving designing a system, component, or process to
develop a final product. This sequence requires an ability to think
consecutively and universally, to solve problems and design creatively
to make what is necessary. Although a variety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 curriculum, little
attention have been paid neither to the effective method for teaching
and learning, nor to the comprehensiv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constituting collective sharing and creating of knowledge.
Also, previous studies to this day on how to design a learning
environment to improve creativity and identifying the principles of
teaching and learning are insufficient. Therefore, what is needed is to
develop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to design
creatively in engineering educ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This study is grounded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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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to develop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literature review on creative design, collective intelligence, and
learning environment principles was conducted to develop its general
principles. General principles was structured by the four theoretical
components, and the six lea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detailed twenty two design strategies, and procedural model was
developed by constructing the theoretical components. The design
principles consists of six domains based upon the four theoretical
components; 1) design principle for problem context related to
defining real context problem and task, 2) design principle for
collective sharing related to problem solving with shared mental
model, 3) design principle for variety of resources related to solution
data as open-source, 4) design principle for cognitive thinking spread
related to process and tools of sharing and exchanging learners’
knowledge, experience, and information, 5) design principle for
collective knowledge creation related to interaction in
learners-learners, conversation, and collective activities, and 6) design
principle for social context space related to collective learning space.
In addition, the detailed design strategies to each design principles are
composed of twenty two.
Developing procedural design model consists of nine steps by
analysis, design,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lesson
steps; 1) learner analysis, 2) team building, 3) defining of problem, 4)
communal goal setting, 5) data collecting, 6) solution deduction, 7)
constraints or limitations, 8) peer evaluation, and 9) r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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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ly, based on the 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 method,
two main methods, one internal validation and other external
validations, were used to validate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principles and the
model have been conducted. Specifically, to develop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industry experts have
validated the literature review, its development process, and each
entailed principles and strategies, followed by internal and external
validation by instructional designers and participants, respectively.
Therefore,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by sharing the
ideas and opinions of various people who have supported the idea of
improving creative design ability in engineering education.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the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s and model can be utilized as a valid,
collaborative teaching-leaning method in engineering education. In
addition, this study can provide many implications on subjects related
to developing learning environment design principle and model,
collective intelligence as a teaching and learning mechanism, and
creative design ability in engineering education.
Keyword: Engineering education, collective intelligence, creative

design, learning environment design, learning environment
design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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