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이 다 연









- i -

국문초록

미래인재 역량으로 창의성 혹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강조되고

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창의성 관련 연구는 창의적 문

제 이해보다는 창의적 문제해결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도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중등학교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온라

인 지원 도구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중등학생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는 어떻게 설계 및 개발되는가? 둘째, 창의적 문

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

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크

게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및 설계지침을 도출하였다. 둘째,

CPS 모형의 문제 이해 요소에 해당하는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

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를 기반으로 흐름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셋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2차례의 전문가 및 학습

자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도구를 개발하였다. 넷째, 최종 개발

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S 중학교의 3학년 영어 수업시간

에 사용한 후 설문 및 면담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반응을 분

석하였다. 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도구의 효과적 사용을 위한

지침을 도출하였다.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는 소개 페

이지, 기회의 구성 페이지, 자료의 탐색 페이지, 문제의 골격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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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요약 및 공유 페이지, 도움말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소개

페이지는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며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를 확인할 수 있다. 기회의 구성 페이지에서는 주어진 문

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성을 탐색한다.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는 검색 포털을 활용하여 문제의 여러 측

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초점을 둘 부분을 정한다. 문

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에서는 새롭게 이해한 문제를 다양하게 진

술하고 하나의 진술문을 선택한다.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

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히트가 활용된다.

요약 및 공유 페이지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수행한 브레인스토밍과

히트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확인한 후 자신의 결과물을 SNS를 통

해 공유할 수 있다. 도움말 페이지는 각 페이지의 도움말 버튼을

누르면 활성화되며, 각 단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사례, 관련 자

료, 이미지, 영상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온라인 도구가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도

구의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

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결과물을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강점으로 언급하였다. 하지만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과 같은 표현이 중등학교 학습자들

이 이해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영상, 비디오 등의 자료

를 첨부할 수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도구의 효

과적인 사용을 위한 학습자 및 교수자용 활용 지침을 개발하였으

며,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한 창의

적 문제 이해의 효과성을 탐색하였다.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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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맥락에서 사용되어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가능하

게 하고, 나아가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 이해, 온라인 지원 도구, 반응

형 웹, 중등학교

학 번 : 2019-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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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16년 세계 경제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며 이를 공학, 물리학, 생물학, 의학, 디지털, 컴퓨팅 등 모든

기술이 융합되어 상호 교류하며 혁신을 일으키는 산업혁명이라고 정의하

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SNS, 스마트폰, VR, 음성인식 AI와 같은 기술이 생활 속에 일부가 되었

으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의해 노동, 생활양식, 교육

등 사회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지적, 기술적 업무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이선

영, 2017), 일자리 구조의 변화가 예고된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대

변되는 미래 사회에는 기존과 다른 인재가 요구된다.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우선,

P21(Partnership for 21st Century Skills)은 21세기를 위한 역량으로 4C

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소통(Communication), 협력(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력(Critical Thinking), 창의성(Creativity)을 의미한다. 우리나

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인재상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제시하는데,

창의융합형 인재는 창의적 사고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의 6가지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다(임철일 외, 2018). 김현희, 박은주, 정원정(2019)은 기술에 의해 통

제 및 대체될 수 없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감 능력을 갖춘 인재를 미래인재로 정의하고 있으며, 권성호, 강

경희(2008)에 따르면 종합적인 교양 학습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능력, 사

회 변화에 대한 폭넓은 대처, 과제를 스스로 탐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미래인재라 할 수 있다. 즉, 지능정보

기술이 고도로 발달 된 미래 사회에서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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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미래의 인재상은 ‘가장 인간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종혁 외, 2017).

여러 미래 역량 중 가장 강조되는 역량은 창의성이다. 현재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창의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주요 목표로서 창의성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정혜영, 최규리, 2013).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창의·인성 교육을 교육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으

며, 학교 현장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이수영, 권선아, 홍효정,

임은비, 2016).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성을 주요 교육목표로 제

시하며 학교 현장에서 창의성 계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

조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재상

으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제시하며, 창의적 사고 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제

시하였다.

창의성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수준 높은, 적절한 산물을 생산

해내는 능력으로 정의된다(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승일, 2014;

Sternberg, Kaufman, & Pretz, 2002). Torrance(1978)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는 문제 상황, 결함, 방해요인 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가설과 아이

디어를 만들어 그 가설을 검증 또는 수정 및 재검증하여 최종 결과를 도

출하는 과정이다. Hennessey와 Amabile(1988)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기

존의 방식이나 틀을 넘어서서 사회가 요구하는 새롭고 유용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Plucker, Beghetto, Dow(2004)는 창의성을

특정한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새롭고(novel) 유용한(useful)

산출물(perceptible product)을 만들어내는 능력(aptitude)과 과정(process),

환경(environment) 간의 상호작용으로 본다.

창의성은 창의적 문제해결로도 이해된다(임철일 외, 2014; Newell,

Shaw, & Simon, 1962; Runco, 1994; Tardif & Sternberg, 1988;

Torrance, 1979;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Weisberg, 2006;

Woolfolk, 1998). Guilford(1967)는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해결을 본질적으

로 동일한 정신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창의성이 새로운 결과를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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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고 창의적 문제해결은 새로운 상황에 대한 새로운 반응을 산출하

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Firestien과 Treffinger(1983)는 융통성, 독창

성, 유창성 등의 창의성 구성요소가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성요소임을 주장하며 두 개념을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적 개념

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을 같은 현상으로 이해한다.

창의적 문제해결은 비구조화된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한다.

Jonassen(1997)의 문제 유형 구분에 따르면 문제는 크게 구조화된 문제

와 비구조화된 문제로 분류된다. 구조화된 문제는 식과 답이 명확하게

주어지는 문제를 의미하는 데 비해, 비구조화된 문제는 현실 상황의 비

형식화 된 혹은 잘 정의되지 않은 생소한 문제(김민경, 허지연, 조미경,

박윤미, 2012)를 의미한다. 비구조화된 문제에서는 현실과 유사한 실제적

상황 혹은 개방성을 지닌 복잡한 상황이 제시된다(김민경, 이지영, 홍지

연, 주현정, 2013). 비구조화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

의성이 요구되며, 창의적으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창의적

문제해결이라 할 수 있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은 개인이나 집단이 어떤

복잡한 문제 상황에 놓였을 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

로 사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최선의 해결

책을 찾는 사고과정을 의미한다(Treffinger et al., 2000).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모형의 형태로 제시하려는 여러 연구가 있었

으며, 지금까지 창의적 문제해결에 대한 다양한 모형 중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되는 것은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이다. 1953년

Osborn에 의해 시작된 CPS 모형에 관한 연구는 인지주의, 행동주의 등

의 주요 이론과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 기업 등의 여러 조직에 실제 적

용되면서 발전하였다(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CPS 모형은 해결책

이 주어지지 않은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모형화한

것이다(Torrance, 1979). 가장 최신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CPS 버전

6.1TM은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위를 위한 준비, 접근의 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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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 네 가지 주요 요소와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아이디어의 생성, 해결책의 개발, 수용 토대의 구축, 과제의 평정,

과정의 설계로 이루어진 여덟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해당 모형은 발산

적 사고 전략과 수렴적 사고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임철일 외, 2014). 또한 이 모형은 관리 요소인 ‘접근의 계획’과 과정 요

소로서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행위를 위한 준비’로 단계가 구

성되어 있으며, 현실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철일

외, 2011).

최근 CPS 모형에서 가장 주목받는 요소는 ‘문제의 이해’다. 문제의 이

해는 '기회의 구성(Identifying and sele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

색(Exploring key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the problem)' 단

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의 이해 요소가 강조되는 이유는 문제에 대

한 창의적인 해결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하주현, 2006). 전윤식, 김정섭, 윤경미(2003)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문제를 정확

히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경미(2004)에 따르면 문제의 이해 단계는

관심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을 일

컫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CPS 모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는 웹 기반 환경 혹은 온라인 학

습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소통, 정보탐색, 지식의 경험이 용이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창의성 수업에서 필수적인 토의, 토론 등의 모둠 활

동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탐구, 팀 리포트 작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다(이종연, 구양미, 지석언, 서정희, 고범석, 2007; Hedberg, Brown, &

Arrighi, 1997; Relan & Gillani, 1997; Hiltz, 1995; 김동식, 이영민, 1999;

Jonassen, 1994). 또한 온라인 학습환경에서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지고, 첨단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학습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조영환, 허선영, 최효선, 김정연, 이현경, 2015).

특히 다양한 정보의 활용, 시공간의 확장, 역동적 상호작용을 가능하

게 하는 웹 기반 환경을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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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임철일 외, 2014). 이종연, 지석언, 구양미,

서정희(2006)는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

였다. Creative thinker 프로그램은 창의성 및 문제해결력 신장을 지원하

기 위해 개발된 웹 기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교육 프로그램이며, 초

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 및 문제해결

력 신장을 목적으로 사회과에서 강조하는 성취기준, 운영방침, 교수 기법

및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의 및 토론을 통해

종합적이고 고차적인 사고를 촉진하도록 개발되었다(이종연, 구양미,

2007). 이상수, 이유나(2007)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연계한 블렌디드 수업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창의

적 문제해결 과정의 두 가지 사고 양식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각각 다른 환경에서 효과적임을 주장했는데, 발산적 사고는 지연된 의사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 효과적이며, 수렴적 사고는 유기적 의사

소통이 가능한 오프라인 환경에서 효과적이다. 임철일 외(2011)는 창의

적 문제해결(CPS) 모형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기반 대학 수업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모형이 창의성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임철일 외(2014)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대학교 수업에서 스

마트 지원 시스템(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SCPS)을 활용하였다. SCPS는 CPS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

인 시스템으로서, 학습자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

렴적 사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사고 도구를 제공한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나 도구 등의 인공물(artifact)은 창의적 아이디

어를 촉발시킬 뿐만 아니라 더욱 지속시키는 효과를 갖는다(임철일 외,

2014). 그러나 기존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

인 문제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는 CPS

모형의 전반적인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문제 이해가 아닌 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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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있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의 이해 단계가 강

조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이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전윤식 외, 2003). 또한 기존의 CPS 기반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

구 연구는 주로 대학교의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중등학교 학습자

를 대상으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미술대학 수업에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적용한 임철일 외(2014)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다양한

교과목과 상황에 적용해봄으로써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는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

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선행 연구에 활용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 S
CPS의 경우, 화면 크기,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

성을 향상시킬 것이 요구된다. 요컨대, 중등학교 학습자의 사용 편의를

고려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

구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창의

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을 탐색하고, 이

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할 것이다.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는 중

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인 문제 이해를 지원하고, 나아가 창의적 문제해

결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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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는 어떻게 설계

및 개발되는가?

연구문제2.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중등학

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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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가.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CPS 모형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

Osborn-Parnes 모형과 이를 기본으로 수정 및 보완된 모형들을 의미한

다(홍미영, 2012). CPS 모형에는 다양한 해결책이 도출될 수 있는 비구

조화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이 포함된다(임철일 외, 2014; 이상수, 이유나,

2007). 최근까지 창의성 향상을 위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그 중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이 창의성 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모형

으로 평가되고 있다(임철일 외, 2011).

나. 문제의 이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조화로운 활용을 강조하는 Treffinger

외(2000)의 CPS 버전 6.1 모형은 크게 관리요소인 ‘접근의 계획’과 과정

요소인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실천을 위한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 가지 과정요소는 기회의 구성(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Problems), 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 해결책의 개발

(Developing Solutions), 수용 토대의 구축(Building Acceptance)의 여섯

가지 세부 단계를 포함한다. 각각의 단계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

고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문제 이해’ 단계는 과정요소로서 ‘기회의 구

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가지 세부 단계를 거쳐 이루

어진다. 문제 이해 단계는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고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들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문제 이

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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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온라인 지원 도구

이 연구에서 온라인 지원 도구는 학습자들이 창의적인 문제해결 활동

을 하는 동안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촉진하도록 온라인 환경에서

브레인스토밍, HIT, PMI 등의 사고기법 활용을 안내하고 지원하는 도구

를 의미한다.

온라인 지원 도구는 창의적 문제 이해에 도움을 준다. 학습자가 인공

물인 온라인 지원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인지적 잔재(cognitive

residue)가 남아 인공물이 없더라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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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문헌 고찰

1.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

가.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 사용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문제를 진술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해결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사고의 과정을 말한다(방선희,

2010; 이상수, 이유나, 2007; 임철일, 윤순경, 박경선, 홍미영, 2009;

Treffinger et al., 2000). 창의적 문제해결은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개

념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의 의미를 각각 포함하는 의미 혹은 문제해결

의 의미로 사용된다(김경자, 김아영, 조석희, 1997).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에 관한 연구는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여러 연구자

들이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관련지어 정의하고 있다(홍미영, 2012).

창의적 문제해결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해 이해가 선

행되어야 한다. 문제(problem)는 최초의 ‘문제상태’, 문제가 해결된 ‘목표

상태’, 그리고 문제상태를 목표상태로 변형시키는 데에 필요한 ‘조작자’의

세 가지 요소를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명

확하고 수렴적인지 여부에 따라 문제해결 방식이 달라진다(한원, 강유진,

김지나, 2014; Newell & Simon, 1972). Jonassen(1997)은 문제의 모든

요소가 상세히 기술된 문제 상황을 잘 정의된 문제(well-defined

problem) 또는 구조화된 문제(well-structured problem)라고 하고, 문제

요소들 중 최소한 한 요소 이상이 상세히 기술되지 않은 문제를 빈약하

게 정의된 문제(ill-defined problem) 또는 비구조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라고 하였다.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의 진술에서 문제의 모든 요

소가 제시되고, 잘 정의되고 제한된 매개변수들을 가지고 있고,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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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예측 가능하고 규범적으로 구성된, 한정된 수의 규칙들과 원리

들을 적용할 수 있고, 정확하고 수렴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더 선

호되는 해결 과정이 있다(한원 외, 2013; Jonassen, 1997). 이에 반해, 비

구조화된 문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 규칙, 원리들이 어떻게 조직되

는지 불명확하며, 여러 개의 해결방법을 가지거나 해결방법을 전혀 갖지

않고, 문제 상황의 요소는 각각의 맥락에서 각기 다른 중요성을 가진다.

또한 비구조화된 문제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구

조화된 문제보다 더 복잡하고 또한 덜 명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안내서에 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해결책을 찾는 과

정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Simon, 1978). 따라서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세히 기술되지 않은 문제의 요소에 대한 정

보를 탐색하고 선별하여 문제를 명료화하는 문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

다(Jonassen, 1997; Mumford, Reiter-Palmon, & Redmond, 1994). 구조

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Ⅱ-1>과 같다.

<표 Ⅱ-1> 구조화된 문제와 비구조화된 문제 비교

유형

내용
구조화된 문제 비구조화된 문제

목적 명확 불명확

해결책 단일 해결책
다양한 해결책

혹은 해결책 없음

문제해결

단계
고정적인 문제해결 다양한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

예시

-수학, 과학 문제

-스토리 문제

-고장수리 문제

-퍼즐

-정치적 문제

-의사결정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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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에서 다루는 문제는 Jonassen(1997)이 구분한 문제의

두 유형 중 비구조화된 문제를 의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은 문제를 접

했을 때 여러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 중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문제

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학자들 마다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Wallace(1926)는 창의적 산출물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조명(illumination)-검증(verification)의 네 단계를 제시

하였다. 여기서 부화는 가능한 문제해결책을 무의식적으로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김경자 외, 1997). Dewey(1933)는 곤란 직면(confront

problem)-문제 진단 및 검토(diagnose or define problem)-가능한 해결

책 제안(inventory several solutions)-가설 검증-해결안 수용의 단계를

제안했으며, Polya(1957)는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해

결계획 고안(devising a plan)-계획의 실행(caring out the plan)-반성

(looking the back)의 단계를 제안하였다. Parnes(1967)는 사실 발견

(Fact Finding)-문제 발견(Problem Finding)-아이디어 발견(Idea

Finding)-해결안 발견(Solution Finding)-수용안 발견(Acceptance

Finding)의 단계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정의했으며, Bransford와

Stein(1984)은 문제발견(Identify)-문제 정의(Define)-가능한 해결책 탐색

(Explore)-해결책 실행(Act)-해결책 효과성 평가(Look) 단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Isaksen과 Treffinger(1985)는 혼란 발견-자료발견-문제발견-아

이디어 발견-해결안 발견-수용안 발견 단계를 거치면서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작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정의하였다.

Feldhusen(1993)은 문제 산출-문제의 명료화-문제의 확정-아이디어 탐

색-해결의 종합화-수행의 단계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했고,

Amabile(1996)은 문제 확인(Problem or task identification)-준비

(preparation)-대안 생성(response generation)-대안 정당화(response

validation and communication)의 단계로 설명하였다. Isaksen, Dorval과

Treffinger(2000)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더욱 정교화 하여, 과제 파

악-과정 설계-문제 확인-자료 탐색-문제 진술-아이디어 생성-해결책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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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실행조건 확립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Puccio, Murdock과 Mance(2005)

는 상황평가-비전탐색-도전 명료화-아이디어 탐색-해결안 명료화-수용

안 탐색-계획 명료화의 단계로 창의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

였다. 여러 학자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은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를 발산적 사고와 수

렴적 사고를 사용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

는 과정이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은 대체로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및 해결안 도출, 실행 준비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여러 학자들이 제안한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들은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및 해결안 도출, 실행 준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여러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를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 정리하면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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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

1) Treffinger 외(2000)가 제안한 CPS 모형의 ‘접근의 계획’ 요소는 해당 표

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요소

학자
문제 이해

아이디어 생성

및 해결안 도출
실행 준비

Wallace

(1926)
준비 부화 조명 검증

Dewey

(1933)

곤란

직면

문제 진단

및 검토

가능한 해결책

제안
가설 검증

해결안

수용
Polya

(1957)
문제의 이해 해결계획 고안

계획의

실행
반성

Parnes

(1967)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안

발견
수용안 발견

Bransford

et al.

(1984)

문제 발견 문제 정의
가능한 해결책

탐색

해결책

실행

해결책

효과성

평가
Isaksen

et al.

(1985)

혼란

발견

자료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안

발견
수용안 발견

Feldhusen

(1993)

문제

산출

문제의

명료화

문제의

확정

아이디어

탐색

해결의

종합화
수행

Amabile

(1996)
문제확인 준비 대안 생성 대안 정당화

Treffinger

et al.1)

(2000)

문제

확인

자료

탐색

문제

진술

아이디어

생성

해결책

개발
실행 조건 확립

Puccio

et al.

(2005)

상황

평가

비전

탐색

도전

명료화

아이디어

탐색

해결책

명료화

수용안

탐색

계획

명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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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S 모형의 개념 및 특징

지금까지 창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그 중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이 창의성 교육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으로 평가되고 있으며(임철일 외, 2011), 현재 다양한 범위에 적용되어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박주성, 김태영, 2012; Isaksen & Parnes, 1985).

Torrance(1972)는 창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들 중 Osborn-Parnes

의 CPS와 그 변형 모형들이 90%이상의 높은 성공률을 보였음을 밝혔다

(임철일 외, 2011).

CPS 모형은 1953년 Osborn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최병연, 박

민희, 2004). Osborn이 제안한 초기 모형(버전 1.0)은 ‘적응(Orientation)-

준비(Preparation)-분석(Analysis)-가설(Hypothesis)-계획(Incubation)-종

합(Synthesis)-검증(Verification)’의 7단계를 포함한다(임철일 외, 2011).

이후 Osborn은 사실 발견(Fact-Finding)-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

해결안 발견(Solution-Finding)의 3단계 모형을 제시하였다(버전 1.1).

Parnes(1967)는 Osborn이 제안한 3단계에 문제 발견과 해결안 수용 단

계를 추가하여, ‘사실 발견(Fact-Finding)-문제 발견(Problem-Finding)-

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해결안 탐색(Solution-Finding)-해결안 수

용(Acceptance–Finding)’의 5단계로 구성된 Osborn-Parnes 모형(버전

2.0)을 제시하였다. 1985년 Isaksen과 Treffinger는 2세대 CPS 모형에

‘혼란 발견(Mess-Finding)’ 단계를 추가하고 ‘사실 발견’을 ‘자료 발견

(Data-Finding)’으로 변경한 모형(버전 3.0)을 제시하였다.

Isaksen과 Treffinger는 40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하여

1992년에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아이디어의 생성

(Generating Ideas)-행위를 위한 준비(Planning for Action)’의 3단계의

모형(버전 4.0)을 제시하였다. 이후 구성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과학의 영

향을 받은 Isaksen과 Dorval은 처방적이기 보다는 설명적인 적용을 위한

모형(버전 5.0)을 만들었으며, 순차적인 과정이 아닌 다양한 순서로 창의

적 문제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그 후 Treff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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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ksen, Dorval은 1994년에 ‘과제 파악(Task Appraisal)’과 ‘과정 설계

(Process Planning)’로 구성된 ‘접근의 계획(Planning your Approach)’

요소를 포함한 모형(버전 5.1)을 개발하였고, 2000년에 CPS 모형의 단계

를 새로운 용어로 바꾸고 ‘접근의 계획’ 요소를 모형의 가운데 배치한 모

형(버전 6.0)을 개발하였다. 그들은 또한 ‘과정 요소’와 ‘관리 요소’로 구

성된 가장 최신의 모형(버전 6.1)을 개발하였다. 해당 모형은 비구조화되

고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상호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활

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융통성을 가진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철일

외, 2014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6). CPS 모형의 버전을 요약

하여 정리하면 <표 Ⅱ-3>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은 Treffinger 외(2000)가 제안한 창의적 문

제해결(CPS 버전 6.1TM) 모형이다. 이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조화를 강조하며, 문제해결자가 자신이 해

결해야 하는 과제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단계와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다(Treffinger & Isaksen, 2005). 둘째, 비구조화된 문제를 중심

으로 다룬다.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문제 상황, 즉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혼돈 상황을 다루는 것이다(임철일, 2011). 셋째, 비구

조화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게 함으로써 실생활의 문제해결력을 기

르도록 한다. 넷째, 각 단계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

진 순서 없이 유연하게 진행된다. 다섯째, 학습자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을

중요시한다. 즉, CPS는 문제를 이해하고,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구체적

인 문제를 진술하는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롭고

신기하며 독창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사고의 과정으로, 각 단계마다 발

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게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임철일 외,

2011; 이상수, 이유나, 2007; 임철일 외, 2009; 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또한 CPS는 문제가 광범위하고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문제를 창

의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Torrance,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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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CPS 모형의 발전 단계

내용

버전
CPS 모형의 단계

1.0

(Osborn,

1953)

적응(Orientation)-준비(Preparation)-분석(Analysis)-가설(Hypoth

esis)-계획(Incubation)-종합(Synthesis)-검증(Verification)

1.1

(Osborn,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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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Solution-Finding)

2.0

(Parnes,

1967)

Osborn-Parnes 모형/ 사실 발견(Fact-Finding)-문제

발견(Problem-Finding)-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해결안

탐색(Solution-Finding)-해결안 수용(Acceptance –Finding)

3.0

(Isaksen

&

Treffinger,

1985)

혼란 발견(Mess-Finding)-자료 발견(Data-Finding)-문제

발견(Problem-Finding)-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해결안

탐색(Solution-Finding)-해결안 수용(Acceptance –Finding)

4.0

(Isaksen

&

Treffinger,

1992)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행위를 위한 준비(Planning for Action)

5.0

(Isaksen

&

Dorval,

1993)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행위를 위한 준비(Planning for Action)



- 18 -

내용

버전
CPS 모형의 단계

5.1

(Treffinger

et al,

1994)

메타요소[과제 파악(Task Appraisal)-과정 설계(Process

Planning)]-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행위를 위한 준비(Planning for Action)

6.0

(Treffinger

et al,

2000)

문제해결 계획하기[과제 파악(Task Appraisal)-과정

설계(Process Planning)]-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행위를 위한

준비(Planning for Action)

6.1

(Treffinger

et al,

2000)

문제해결 계획하기/관리요소[과제 파악-과정 설계]

과정요소[문제의 이해<기회의 구성(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data)-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problems)>-

아이디어의 생성-행위를 위한 준비<해결책의 개발(developing

solutions)-수용토대의 구축(building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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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S 모형의 구성요소

Treffinger 외(2000)가 제안한 CPS 모형(CPS 버전 6.1TM)은 [그림 Ⅱ

-1]와 같다.

[그림 Ⅱ-1] Treffinger 외(2000)의 CPS 버전 6.1TM

CPS 버전 6.1TM은 크게 ‘관리 요소’와 ‘과정 요소’로 구성된다. ‘관리

요소’는 ‘과정 요소’와 ‘접근의 계획’ 요소를 포함하며, 과정 요소들이 진

행하는 과정에서 각 요소들의 관계성을 조직화하는 단계로 작용한다(서

민규, 2012). 관리 요소인 ‘접근의 계획’은 모형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세

가지 과정 요소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CPS를 사용함에 있어 안

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철일 외, 2011; 김영채, 2004). ‘과

정 요소’는 문제의 확인과 이해, 그리고 관련 자료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

지는 ‘문제(도전)의 이해’,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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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이디어 생성’, 그리고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 방안을 개발하

고 해결 방안에 대한 여러 요건과 사항들을 점검하는 ‘실천(행위)을 위한

준비’의 활동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임철일 외, 2014). 위의 세 가지 과정

요소에는 여섯 개의 세부 단계가 있다. ‘문제의 이해’ 요소에는 세 가지

세부 단계인 ‘기회의 구성(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

(exploring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problems)’이 포함된다([그

림 Ⅱ-2] 참고).

[그림 Ⅱ-2] ‘문제의 이해’ 요소의 세부 단계

‘아이디어의 생성’ 요소는 ‘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 단계를

거치며, ‘행위를 위한 준비’ 요소는 ‘해결책의 개발(developing

solutions)’, ‘수용 토대의 구축(building acceptance)’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진다. 이 모형의 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발산적 사고와 아

이디어의 초점화를 위한 수렴적 사고가 반복적이고 조화롭게 사용된다

(Treffinger et al., 2000). 해당 모형의 단계별 내용을 정리하면 <표 Ⅱ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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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CPS 모형의 발전 단계별 내용

요소 구분 활동 요소 단계 내용

관리요소
접근의

계획

과제의

평정

문제 상황에 대한 다각도 접근과 이해를 통해

CPS의 적용 여부 판단

과제의

설계
CPS의 적용 여부 결정 및 계획 수립, 준비

과정요소

문제의

이해

기회의

구성

문제의 기회, 도전, 목표 및 문제와 관련된

개인의 흥미, 관심, 동기를 확인하고 초점화하여

문제해결의 방향성 구축

자료의

탐색

문제의 여러 측면에 대한 면밀한 자료 탐색 및

CPS를 위해 초점을 둘 부분 결정

문제의

골격 구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문 작성 및

진술문 하나 선택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의

생성

진술문에 부합하는 새롭고, 다양하며, 독특한

아이디어 생성

실천을

위한 준비

해결책의

개발

여러 대안을 개선 및 향상하여 잠재적인

문제해결방안 구성

수용의

토대 구축

-잠재적인 문제해결방안 탐색 및 해결 방안의

가능성 및 방해 요소를 확인하여 가장 실천

가능성이 높은 방법 찾기

-최종 실천 계획의 구체화, 개발 및 수정

창의적 문제해결(CPS)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해결안 발견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문제의 이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의

이해는 여러 관점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새롭게 형성하거나 새롭게 문제

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많은 학자들이 문제 이해 능력이 창의적

성취에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문제형성이 문제해결보다 더 어려운

과제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주현, 김명숙, 2010). Dillon(1982)에 따르면

Einstein과 Infeld는 “문제를 만드는 것은 종종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란 단지 수학적이거나 실험적인 기

술상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질문들, 새로운 가능성들을 높

이기 위해서 오래된 문제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서는 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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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의 진보를 이룬다”고 하였다. Chand와

Runco(1993)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첫 번째 과정인 문제 이해가 문제해

결의 결과를 창의적이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Treffinger 외(1994) 역시 문제의 이해를 강조하면서 문제를 수정되어야

하는 잘못된 것이나 무엇인가 모자라 부족한 상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오히려 성공적인 변화나 건설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와 도전으로 받아들

여야 한다고 하였다. Runco(1994)는 문제 이해가 일차원적인 것이 아니

며 행동, 기술, 성향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복잡한 것으로서 어떤 상황에

서 문제 형성의 가능성을 고안하고, 실제 문제를 형성 또는 진술하고 문

제 형성의 질과 해결 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Runco와 Dow(1999)는 문제의 창의적인 해결책은 문제를 창

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으며, 심지어 일상의 문제에서도 문

제해결은 문제 인식, 문제 정의와 같은 문제 이해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문제 이해 단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문제 이해가 새로운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고유미, 여상인, 2011; Starko, 1999; Sternberg &

O'Hara, 1999). Runco와 Okuda(1988)는 문제의 이해가 청소년의 창의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청소년들은 문제가 주어진 경우보다

스스로 문제를 이해했을 때 문제에 대해 훨씬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이를 통해 문제 이해와 창의성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Csikszentmihalyi와 Getzels(1971)는 시카고 대학의 미술 전공 학

생 31명을 대상으로 과제에 대한 문제 이해 행동과 창의성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과제는 제시된 물건을 배열하고 정물화를 그리는 것이었으

며, 학생들이 준비하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에 나타낸 문제 이해 행동의

정도와 최종 산물의 창의성 점수 간에 상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문

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문제를 실제로 형성한 학생들의

작품이 다양한 기법을 적용한 학생들보다 더 창의적임을 발견하였다. 즉,

문제 이해에 많은 시간을 쓴 학생들의 그림은 창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

정된 데 비해, 기법이나 채색과 같은 문제해결에 많은 시간을 쓴 학생들

의 작품은 창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그들은 문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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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창의적 산출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문

제 이해 행동은 예술가로서의 성공과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

주현 외, 2010; Jay & Perkins, 1997). 실험 7년 후와 18년 후, 문제 이해

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학생들이 예술가로서 더 성공한 모습을 보였다.

Mackworth는 문제 이해가 과학의 창의적 사고에서 요청되는 독창성

의 핵심이라고 하였다(하주현 외, 2010; Dillon, 1982). 고유미 외(2011)는

연구를 통해 영재 학생의 문제 이해력이 일반 학생 보다 높음을 확인하

고, 문제 이해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주현 외(2010)는 과학영재를 위한 창의적 문제이해·문제해결 모델을

개발하여, 과학 분야에서 문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창의적 문제 이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간혹 과학 분야에서 과학영재의 문제 이해 능

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연령 혹은 교과목에서의 문제

이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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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PS 모형 기반 온라인 지원 도구

가. CPS 모형을 지원하는 학습환경

효과적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학습환경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홍미영, 2012;

서혜애, 조석희, 김홍원, 2002; Treffinger, Sortore, & Cross, 1993).

Couger, Higgins와 McIntyre(1993)는 창의적 환경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다섯 가지 요소는 첫째, 최소한의 관리 또는 재정적

간섭만 있는 안전한 환경, 둘째,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매력적이고 쉬운 조직 문화, 셋째, 내적 동기 손상의 가

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성과에 대한 보상, 넷째, 창의성과 혁신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다섯째,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형식적, 비

형식적 교육의 제공이다. 또한 Feldhusen과 Goh(1995)는 변화가 가능하고,

유연하고, 개방된 환경이 창의적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온라인 학습환경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접근해 자신의 생각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검색, 검토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이 되

며, 창의적 문제해결에 적합한 학습환경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임철일

외, 2011).

온라인 학습환경은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발견 및 탐색, 지식과 경

험의 구성을 돕는 특성을 지님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정의적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임철일 외, 2009; 구양미 외, 2006; Jonassen, 1996;

Grabe & Grabe, 2000). 온라인 학습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 및 공유할 수 있으며, 창의성 신장에 필수적인

도구를 온라인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에 효과적인 학습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임철일 외, 2011;

구양미, 김영수, 노선숙, 조성민, 2006; 임철일 외, 2009; Jonassen, 1996;

Grabe & Grab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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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예상치 못했던 정보에 자

유롭게 접근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지게 함으로써 발산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구양미 외,

2006). 온라인 환경에서 학습자는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찾을 수 있

고, 다른 여러 학습자들과 실시간, 비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학습자

스스로 지식과 표현방법을 재구성할 수 있다(임철일 외, 2011; Hedberg,

Brown, & Arrighi, 1997; Relan & Gillani, 1997).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자의 몰입을 강화시킨다. 온라인

환경에서의 몰입에 관한 연구들은 온라인 환경 자체가 몰입경험을 촉진

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박성익, 김연경, 2006; Hoffman & Novak,

1996). 온라인 학습환경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과정을 통제하고 자신

의 학습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학습환경(Jonassen, 2000)이며, 최근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활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의 적용, 학습관리시스

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진화로 인해 학습자의 적극

적인 참여와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역동적인 학습공간으

로 발전하고 있다(김소희, 조영하, 2018; 김현진 외, 2017).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제공되는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은 학습자들의 사회적·매체

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학습에 대한 동기와 욕구를 높이고 학습

과정에 몰입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학습활

동을 촉진하게 되고, 나아가 학업성취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박성익 외,

2006; Palloff & Pratt, 1999; Wilson & Ryder,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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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PS 모형 기반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

온라인 학습환경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을 적용하려는 여

러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임철일 외, 2011). 박성익, 여혜진, 이규민, 이

재진(2006)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닝 기반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여 과학창의성 신장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효과 검

증은 창의성, 과학적 태도, 학습 만족도 검사 및 성찰일지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과학 창의성의 하위 요인인 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점수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닝 기반 교수·학습활동은 학

생들의 과학 지식수준 향상 및 창의적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긍

정적 태도 형성에도 기여하였다. 한경돈, 박대우(2011)는 웹스토밍

(Web-Storming)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이 온라인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학습자 반응을 통해 웹

스토밍의 가장 큰 장점으로 시·공간의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최은희(2013)는 언어적·시각적 유추에 의하여 창의적 사고의

도출을 지원하는 웹 시스템인 CTSDID(Creative Thinking System

Development for Interior Design)를 개발하고, 학습자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시스템이 창의성과

관련된 실용성 및 독창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임철일, 김성욱, 한형종, 서승일, 2014).

또한 CPS 모형을 기반으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활

용하여 수업을 설계한 여러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수 외

(2007)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구성하는 두 가지 사고양식으로 수렴

적, 발산적 사고를 제시하였다. 발산적 사고는 지연된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을, 수렴적 사고는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유용한 면대면 환경

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임철일 외, 2011). 또한 창의

적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수업과 면대면 수업을 연계한 블렌디드 러닝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형성연구를 실시하였다. 임철

일 외(2009)는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CPS 버전 6.1TM)을 활용하여 대학



- 27 -

생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통합형’ 대학 수업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

으며,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소개하는 이러닝 콘텐츠 및 창의적 문

제해결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CPS)을 개발하

였다. CPS에는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 도구(brainstorming, attribute list, hits, PMI,

evaluation matrix) 다섯 가지가 포함되었다. 임철일 외(2011)는 CPS 모

형을 통한 온라인 기반의 대학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대학생 35명을 대

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해당 수업 모형이 대학생의 창의성 신

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했으며, 사전,

사후 TTCT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

다. 임철일 외(2014)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스마트 지원 시스템

(Smart Support System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SCPS)의 대학

수업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시스템의 강점, 약점 및 개선사항을

확인하였다. SCPS는 문제해결 모형(CPS 버전 6.1TM)을 기반으로 각 단

계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사고 도구를 다양

하게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을 위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를 사용

하는 것은 교육적 효과를 가진다. 이는 학습자가 인공물을 사용하여 학

습할 경우, 이후 인공물이 없더라도 지적인 활동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인지적 잔재(cognitive residue)가 남기 때문이다(임철일, 2014; Salomon,

Perkins, & Globerson, 1991). 임철일 외(2009)는 문제해결력 증진 프로

그램을 온라인 집단, 오프라인 집단, 통제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대학 교

육학 과목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효과를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 프로그램은 사회과의 창의적 문

제해결력 신장에 효과적이었으며 특히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했을 때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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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PS를 위한 온라인 사고 도구

CPS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에는 여러 사고

도구가 활용될 수 있다. CPS 모형은 모든 단계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의 조화로운 사용을 강조한다. 따라서 CPS 모형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에는 발산적 사고 도구와 수렴적 사고 도구

가 모두 사용되어 진다.

발산적 사고를 위한 여러 사고 도구가 제안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

고 도구는 Osborn(1963)이 제안한 브레인스토밍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참

석자 모두가 새롭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유재영, 최준섭, 2014; 한국미술연구소, 1997), 일종의 자유

연상법이다(서승우, 박강, 2004). 브레인스토밍의 전제는 많은 아이디어가

생성될수록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 브레인스토밍 발상법을 이용하면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비판을 허

용하는 다른 기법들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었지

만, 도출된 아이디어의 질이 주목할 정도로 향상된 것은 아니라는 다수

의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이상진, 이민영, 황근호, 최훈주, 김근배,

2019; Berkowitz & Avril, 1969; Korb & Frankiewicz, 1976).

브레인스토밍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Osborn(1963)은 체크리스트법

을 개발하였다. 체크리스트법은 문제와 관련된 항목들을 나열하고 특정

변수 등을 분석 및 검토하면서 아이디어를 개발시키는 발상법으로, 적용,

확대, 축소, 결합, 수정, 제거로 그 용도를 분류할 수 있다(김민채, 임지

영, 2012). 이 방법은 비체계적이고 무작위적인 아이디어 확산을 방지하

고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게 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상진 외, 2019).

Eberle(1996)는 체크리스트법을 간소화하여 SCAMPER(스캠퍼) 기법

을 창안하였다. SCAMPER 기법은 대체(Substitute), 결합(Combine), 응

용(Adapt), 변형(Modify), 다른 용도(Put to other uses), 제거(Eliminate),

뒤집기·재배열(Reverse·Rearrange)을 묻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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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창출시키는 방법으로 SCAMPER의 7가지 철자를 질문형태로 고안한

것이다(최선혜, 모화숙, 하대현, 2014).

이 외에도 브레인라이팅(Brain Writing) 기법이 활용될 수 있다. 브

레인라이팅이란 문제해결을 위해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집

단의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카드에 적은 다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카드를 분류하고 상위 개념을 도출하여 결과물을 게시판 등에 부착함으

로써 의견을 공유하는 토의 방식의 하나이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

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변형시킨 것이

다(고은희, 박형준, 2002). 또한 강제연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강제연결

법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강제로 연결시켜 아이디

어를 얻는 기법이다(조순기, 최유현, 2004).

수렴적 사고를 위한 사고 도구 역시 다양하게 제안되었다. 수렴적 사

고 도구로는 HIT, PMI, ALU, 평가 행렬표(Evaluation Matrix) 등이 있

다. HIT는 여러 가지 대안들 가운데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에 체크 표시

를 함으로써 대안의 수를 좁혀가는 방식이며, 대안의 수가 많을 때 유용

하게 사용된다(임철일 외, 2014). PMI(Plus, Minus, Interesting) 기법은

De Bono(1973)가 제안한 것으로, 생성된 아이디어의 강점과 약점, 그리

고 흥미로운 점을 각각 기록한 후, 해결자의 판단에 의해 최선의 아이디

어를 선택하는 방법이다(윤지현, 강성주, 강경아, 2015). ALU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점(Advantage), 약점(Limitation), 특이한 점(Unique)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기법이다. 평가 행렬표

(Evaluation Matrix)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 기준에 따라 장점과

약점을 각각 파악하여 선택하는 데 활용한다(임철일 외, 2014).

CPS 모형 기반의 대표적인 온라인 시스템인 SCPS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발산적 사고 도구와 수렴적 사고 도구가 종합적으로 사용되

었다. 발산적 사고를 위한 도구로는 브레인스토밍이 있으며, 수렴적 사고

를 위한 도구로는 HIT, PMI(Plus, Minus, and Interesting), 평가 행렬표

(Evaluation Matrix)가 활용되었다. CPS 모형 기반의 온라인 지원 시스

템 및 도구에 활용될 수 있는 사고 도구를 정리하면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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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CPS를 위한 온라인 사고 도구

사고 유형 사고 도구 목적 및 내용

발산적 사고

Brainstorming
자유 연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하고자 할 때

사용함

SCAMPER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아이디어를 자극하고자 할 때

사용함

강제연결법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강제로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얻을 때 사용함

수렴적 사고

HIT
여러 대안 가운데 가장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을 때

사용함

PMI
좋은 점, 나쁜 점, 흥미로운 점을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함

ALU
강점, 약점, 특이점을 기준으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함

평가 행렬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평가 기준에 따라각각의 장점과

약점을파악하여 수렴하고자 할 때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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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Richey와 Klein(2009)의 설계·개발 연구방법은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그리고 그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 과정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의미하며,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산출물 및 도구 연구

(유형1)와 모형연구(유형2) 두 가지 연구 유형으로 나뉜다(<표 Ⅲ-1> 참

고). 산출물 및 도구 연구는 특정 산출물이나 프로그램, 또는 도구를 설

계, 개발, 평가하는 유형으로, 맥락 특수적인 결론에 초점을 두는 반면,

모형연구는 설계 및 개발 모형을 개발하여 일반화된 결론의 도출을 강조

한다(Richey & Klein, 2009). 특히 산출물 도구 연구의 결론에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 프

로그램의 효율적인 설계, 개발, 평가에 도움이 되는 조건 등이 포함된다.

<표 Ⅲ-1> 설계·개발 연구의 유형(Richey & Klein, 2009)

유형

내용
산출물 도구 연구(유형1) 모형 연구(유형2)

탐색

주제

포괄적인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
모형 개발 : 포괄적인 모형 및

구성요소 과정 개발

구체적인 프로젝트 단계

:분석, 설계, 개발, 평가

모형 타당화 : 내적 타당화,

외적 타당화

도구의 설계 및 개발

:도구 개발, 도구 사용
모형 사용

강조
특정 산출물 및 도구 설계와

개발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

모형 개발, 모형 타당화,

모형 사용 연구

결과

특정 산출물의 개발과 그것의

사용을 촉진시키는 조건을

분석함으로써 얻는 교훈

새로운 설계, 개발 절차나 모형,

그것의 사용을 촉진하는 조건들

결론 맥락, 특수적인 결론 일반적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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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해 창의

적 문제해결(CPS) 모형 기반의 온라인 지원 도구 설계, 개발 및 사용이

다.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 지원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온라인 도구를 개발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맥락 중 중등학교에 초점을

둔 하나의 사례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산출물 도구 연구(유형1)에 해당한

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활용 지침이 포함되는데, 이는 산출물 도구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물이다.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를 설계 및 개발하고, 이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

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분석, 도구 설계, 도구 개발 및 사용성 평가, 도구 사

용 및 현장평가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분석 단계에서는 선행

문헌 고찰 및 CPS 모형 기반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설계원리와 전

략을 도출하였다. 기존의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활용된 설계원리 중

문제 이해 단계에 초점을 둔 원리를 중심으로 도출하였으며, 중등학교

맥락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둘째, 도구 설계 단계에서는 CPS 버전

6.1 모형의 ‘문제의 이해’ 요소에 해당하는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

제의 골격 구성 단계를 기반으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흐름도를 설계하였

다. 그런 다음 단계별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분

석 단계에서 도출한 설계원리 및 전략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도

구 개발 및 사용성 평가 단계에서는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프로토타입에 대하여

전문가 사용성 평가와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각각 2차례 실시하였다. 1

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는 교육공학 전문가(박사학위 이상, 초등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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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 이상) 1인, 중등학교 교사(석사학위 이상, 경력 10년 이상) 2

인, 개발자(석사학위 이상, 개발경력 5년 이상) 1인이 참여하였으며,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는 중등학교 학생 4인(중등 2인, 고등2인)이 참여하

였다. 사용성 평가는 Harrison, Flood와 Duce(2013)가 제안한

PACMAD(People At Center of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모델

요소를 기반으로 설문과 면담으로 구성되었다. 1차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해 2차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는 교육공학 전문가(박사학위 이

상) 2인, 중등학교 교사(석사학위 이상, 경력 10년 이상) 3인, 개발자(석

사학위 이상, 개발경력 5년 이상) 1인이 참여하였으며, 2차 학습자 사용

성 평가에는 중등학교 학생(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4인이 참여하였

다. 2차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넷째, 도구 사용 및 현장평가 단계에서는 개발

된 온라인 지원 도구를 중학교 3학년 영어 수업에서 실제로 사용한 다음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평가하였다. 현장평가는 중등학교

학생 52인과 교사(중학교 교사 3인, 고등학교 교사 2인) 5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과 중등학교 학생 5인과 교사 2인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이

루어졌다.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 대상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창의

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활용 지

침을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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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연구절차별 연구 활동

절차 연구 활동 내용 산출물
↓

분석

∙선행문헌 고찰

∙CPS 모형 기반 온라인 지원 도

구 사례 분석

온라인 지원 도구 설

계원리

↓

도구 설계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도 설계

∙온라인 지원 도구 인터페이스 설

계

온라인 지원 도구 흐

름도 및 단계별 인터

페이스

↓

도구 개발

및

사용성

평가

∙인터페이스 설계 내용 기반

온라인 지원 도구 1차 프로토타입

개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전문가

4인)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중등학교

학생 4인)

∙1차 프로토타입 수정 및 보완

∙2차 프로토타입 개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6인)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중등학교

학생 4인)

∙사용성 평가 내용을 반영한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

온라인 지원 도구

↓

도구 사용

및

현장평가

∙현장에서의 지원 도구 활용

∙학습자 설문(52인) 및 면담(5인)

∙교수자 설문(5인) 및 면담(2인)

∙평가 결과 분석

∙온라인 지원 도구 활용 지침

개발

온라인 지원 도구 활

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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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본 연구에는 전문가 6인(교육공학 전문가 2인, 현장 교사 3인, 컴퓨터

공학 전문가 1인)과 중등학교 학생 52인 그리고 중등학교 교사 5인이 참

여하였다.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전문가의 정보는 <표 Ⅲ-3>과

같다. 전문가 A, B는 교육공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가 C,

D, E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10년 이상 경력의 현직 중등학교 교사이다.

그리고 전문가 F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개발자이

다.

<표 Ⅲ-3> 전문가 사용성 평가 참여 대상자 정보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 참여한 학생의 정보는 <표 Ⅲ-4>와 같다. 학생

A, B는 중학생이며, C, D는 고등학생이다. 또한 A, C는 여학생이며, B,

D는 남학생이다.

전문가 직위 경력 전문분야 최종학력

A D대학교 교수 30년 교육공학 박사(Ph.D)

B K대학교 교수 17년 교육공학 박사(Ph.D)

C D고등학교 교사 22년 국어교육 석사(Ed.M)

D K고등학교 교사 19년 영어교육 석사(Ed.M)

E M중학교 교사 15년 교육공학 석사(M.A.)

F S기업 과장 7년 컴퓨터공학 석사(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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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학습자 사용성 평가 참여 대상자 정보

학생 학교 학년 성별

A K중학교 2학년 여학생

B Y중학교 3학년 남학생

C H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D D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 반응을 분석하기 위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평가에는

대구 S 중학교 3학년 학생 52인과 중등학교 교사 5인이 참여하였다. 중

학교 3학년 학생들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

할 수 있는 충분한 디지털 역량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학

습자의 수준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므로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52인 중 5인이 연구자의 면담 요청에 응하

였다. 면담에 참여한 학생의 정보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5> 학습자 현장평가 면담 참여 대상자 정보

연구대상 소속 직위 성별

A S중학교 학생 남자

B S중학교 학생 남자

C S중학교 학생 여자

D S중학교 학생 여자

E S중학교 학생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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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교사는 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의 도구 사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도구 사용 과정을 가장 면밀하

고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으며, 도구에 대한 학습자의 솔직한 반응을 확

인할 수 있기에 현장평가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 5인

중 2인이 연구자의 면담 요청에 응하였으며, 면담에 참여한 교사의 정보

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교수자 현장평가 면담 참여 대상자 정보

연구대상 소속 직위 성별

A S중학교 교사 여자

B J고등학교 교사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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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가. 사용성 평가 도구

사용성 평가는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설문 및 면담 문항

은 Harrison, Flood와 Duce(2013)가 제안한 PACMAD(People At Center

of Mobile Application Development) 사용성 평가 모델의 요소를 기반으

로 개발하였다.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은 사용자(User), 과제

(Task), 맥락(Context)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유효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사용 만족도(Satisfaction), 학습 용이

성(Learnability), 기억 용이성(Memorability), 오류(Errors), 인지 부하

(Cognitive Load)의 7가지 속성을 포함한다(조정길, 허원회, 2017).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을 도식화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

사용자 요소는 도구의 최종 사용자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요

소에는 유효성과 효율성이 포함된다. 유효성은 사용자가 정해진 맥락에

서 도구를 성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성은 사용자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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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함을

의미한다. 과제 요소는 사용자가 해당 도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표를 의미한다. 이 요소에는 사용 만족도와 학습 용이성이 포함된다. 사

용 만족도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만족도를 의미하며, 학습 용이성은 사용

자가 도구를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정도를 의미한다. 맥락

요소는 사용자가 도구를 사용할 환경을 의미하며,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

라 다른 사용자 및 도구와의 상호작용도 포함된다. 이 요소에는 기억 용

이성, 오류, 인지 부하가 포함된다. 기억 용이성은 사용자가 도구 사용에

익숙해진 후에 한동안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도구의 이용 방법을 잊어

버리지 않고 쉽게 기억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류는 사용자가 원하는 작

업을 오류 없이 완료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인지부하는 사용자가

도구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지 처리량을 나타낸다.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의 각 요소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용성 향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델

의 사용자, 과제, 맥락의 요소와 전반적인 사용성 및 만족도,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관한 문항들을 기반으로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를 개발

하였다. 설문 문항은 4점 척도로 개발하였으며, 지원 도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문항은 주관식으로 구성하였다. 면담 문항은 심층적인 사

용자 의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1)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전반

적인 연구를 소개하는 '연구 소개' 부분과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

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을 묻는 '전문가 사용성 평가'로 구

성하였다. 연구 소개에서는 연구의 목적, 도출된 설계원리, 지원 도구 흐

름도 및 페이지별 인터페이스를 설명하였으며, 사용성 평가 설문지는 창

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사용자, 과제, 맥락 요



- 40 -

소에 대한 사용성을 묻는 문항과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의

사용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은 4점 척

도(4:매우 그렇다, 3:그렇다, 2: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타 영역을 추가하여 프로토타입의 개선 방향

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2차 전문가 사

용성 평가 설문지는 각각 [부록 1]과 [부록2]에 수록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의 심층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 면담 역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PACMAD 모형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사용성 및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차,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는

각각 [부록 3]과 [부록4]에 수록하였다.

2)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도구 사용자인 중

등학교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

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설문지 및 면담 질

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

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사용성을 묻는 문항과 인터페이스(화면 구

성), 기능, 디자인의 사용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은 4점 척도(4:매우 그렇다, 3:그렇다, 2: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에 따라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타 영역을 추가하여 프

로토타입의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하게 하였다. 1차, 2

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는 각각 [부록5]와 [부록6]에 수록하였다.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의 심층적인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 역

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지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PACMAD 모형

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와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1차,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는 각각 [부록7]과

[부록8]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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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평가 도구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실제 중등학교 현장에

서 사용하고 도구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설문과 면담은 온라인 지원 도구 사용

자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도구의 인터페

이스, 기능, 디자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1) 학습자 설문지

학습자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전반에

대한 만족도 6문항, 인터페이스(화면 구성)에 대한 만족도 12문항, 기능

에 대한 만족도 9문항,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4

점 척도 선택형 문항을 포함하였다. 추가로 온라인 지원 도구의 강점, 약

점,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여 총 35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Cronbach α 값은 .82에서 .89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모

두 .8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학습자 대상 전체 설문 문항은 [부록9]에

수록하였다.

<표 Ⅲ-7> 학습자 설문지 구성

형태 측정 요소 문항수 α

선택형
(4점 척도)

지원 도구 전반에 대한 만족도 6 0.82
지원 도구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 12 0.86
지원 도구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9 0.88
지원 도구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4 0.89

개방형 강점, 약점, 개선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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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자 면담 질문지

학습자 면담 질문지는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사

용자의 심층적인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면담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의 사용 경험을 묻는 질문

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인식 및 만족도,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

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면담 질문지는 [부록8]에 수록하였다.

3) 교수자 설문지

교수자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전반에

대한 만족도 7문항, 인터페이스(화면 구성)에 대한 만족도 14문항, 기능

에 대한 만족도 9문항,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4

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게 하였다. 추가로 온라인 지원 도구의 강점, 약

점, 개선점을 묻는 개방형 문항을 포함하여 총 38문항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지의 영역별 Cronbach α 값은 .63에서 .75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모

두 .6 이상으로 적절한 편이다. 교수자 대상 전체 설문 문항은 [부록9]에

수록하였다.

<표 Ⅲ-8> 교수자 설문지 구성

형태 측정 요소 문항수 α

선택형
(4점 척도)

지원 도구 전반에 대한 만족도 7 0.74
지원 도구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만족도 14 0.75
지원 도구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9 0.75
지원 도구의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 4 0.63

개방형 강점, 약점, 개선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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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수자 면담 질문지

교수자의 면담 질문지 역시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으

며,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용 효과성 및 학습자의 온라인 지원 도구 사

용 전반에 대한 교수자의 심층적인 반응을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

다. 이를 위해 교수자 면담 질문지는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효과성을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인터페이스(화면 구

성), 기능, 디자인에 대한 의견 그리고 강점, 약점, 개선점을 묻는 순서로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자 면담 질문지에는 온라인 지원 도구 자체에 대

한 질문 문항뿐만 아니라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용이 학습자들에게 어떠

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와 도구 사용의 효과성에 관한 문항 역시 포함되

었다. 교수자 면담 질문지는 [부록10]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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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수집

가. 선행문헌 검토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설계원리 및

전략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수

집을 위해 구글 학술검색(http://scholar.google.co.kr), 학술연구정보서비

스 RISS(http://riss.kr), SSCI, ERIC 등의 학술 저널을 활용하였다. 선행

문헌 검토를 통해 기존의 CPS 관련 온라인 지원 도구 및 시스템의 사례

및 구성을 탐색하였으며, 해당 지원 시스템에 반영된 설계원리를 살펴보

았다. 또한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 이해와 관련한 연구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이때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문제 이해’, ‘온라인 지원 시스템’, ‘creativity’, ‘creative

thinking’,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creative problem solving’,

‘CPS’, ‘CPS model’ 등의 키워드가 활용되었다.

나.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설

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

도 및 인터페이스 설계를 실시하였다.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프로토타입

을 개발하고 설문 및 면담을 통해 2차례의 전문가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는 전문가 4인이 참여했으며, 2차 검토에

는 1차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 외에 2인의 전문가가 추가로 참여하여 총

6인이 참여하였다.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 앞서 프로토타입 사용법을 안

내하였다. 사용성 평가 설문은 4점 척도 기반 선택형 문항과 주관식 문

항으로 제시되었으며,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와 도구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심층적인

전 의견은 면담을 통해 수렴하였다.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



- 45 -

영하여 프로토타입을 수정 및 보완하고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며,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

하였다.

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사용성 평가는 2차례에 걸쳐 설문 및 면담

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는 중등학교 학생 4

인이 참여하였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 앞서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창

의적 문제 이해 단계에 관해 설명하고 프로토타입의 사용법을 안내하였

다. 프로토타입 사용 안내는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

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도구 사용 시 활용할 수 있는 예시 문제

를 제시하였다.

[그림 Ⅲ-2] 프로토타입 사용 안내 모습

설문과 면담에서는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설문지 및 면담 질문지가 활용되었다.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토타입을 수정 및 보완하여 2차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으며,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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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장평가

전문가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실제 도구를 사용하는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현장평가는 S 중

학교 3학년 3개 학급의 52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영어 교과서의 ‘Join Hands, Save the Earth’ 단원에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창의적 방법을 소개하는 지문을 학습하였다. 교사는 해당

단원의 후속 활동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창의적 방법 찾

기’를 제시하였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

하는 창의적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이해

가 우선시 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활용하여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45분 수업 중 처음 5분은 교사와

학생들이 인사를 나누고 지난 수업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상기하였다. 이

후 10분 동안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용에 관해 안내하였다. 도구 사용

방법 및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세 가지 단계인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을 설명하고,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을

안내하였다. 학생들은 25분가량 도구를 사용하여 창의적 문제 이해 활동

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물을 동료 학습자와 공유하였다. 교사는 퍼

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들의 도구 사용을 지원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 5분 동안 학생들은 도구 사용 소감을 발표하였으며

교사는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수업 종료 후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사용자

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설문 및 면담의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창의적 문

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사용을 위한 지침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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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크게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및 면담 결과,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 및 면담 결과, 현장평가 설문 및 면담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은 PACMAD 모델의 사용자, 과제, 맥

락 요소와 인터페이스, 기능에 대한 사용성 검토를 위하여 4점 척도 질

문지를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

용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VI)는 각 문항에 대한 전문가들의 긍정적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각 문항에 긍정적인 평

가를 한 전문가의 수를 전체 전문가 수로 나눈 값이다(Rubio et al.,

2003).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는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문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며, 평가자들의 긍정적 답변이 동

일한 문항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값이다(Rubio, et al., 2003). 내

용타당도 지수(CVI)는 일반적으로 0.80 이상일 때 타당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평가자간 일치도 지수(IRA) 역시 0.80 이상일 때 전문가들의 평

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그 값이 0.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 등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및 현장평가 설문 결과는 기

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의미를 해석하였다.

사용성 평가 및 현장평가의 질적 자료인 개방형 설문 문항과 면담결

과 분석을 위해 Creswell(2014)이 제시한 질적 연구절차 및 질적 자료의

일반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개방형 설문 응답 결과와 면담 전사 자

료를 분석하여 핵심 개념을 선별해내는 코딩단계를 거친다. 이후 지속적

인 검토를 통해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유사한 범주는 합쳤으며 불필요한

범주는 삭제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범주를 추가하였다. 최종적

으로는 범주화를 종합하여 연구 문제와 관련이 있는 주제를 도출하고 해

당 결과를 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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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고 이

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다. 첫째,

CPS 버전 6.1의 문제 이해 단계, CPS 모형 기반 온라인 지원 도구에 관

한 선행문헌 검토를 통해 설계원리 및 지침을 도출하였다. 둘째, 도출된

설계원리 및 지침을 적용하여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흐

름도 및 인터페이스를 설계하였다. 셋째, 설계 내용을 기반으로 프로토타

입을 개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

는 전문가 사용성 평가와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

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넷째,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중등학교 학습

자들에게 온라인 지원 도구를 사용하게 한 다음 중등학교 학습자 및 교

수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온라인 지원 도구의 강

점과 약점, 개선점을 분석하고 온라인 지원 도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도출하였다.

1. 온라인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설계원리는 CPS 모형

및 온라인 지원 도구를 연구한 선행문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원리 혹

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출되었다. 연관성이 큰 원리들을 분류하였으며, 중

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 개발에 적합

하게 표현을 수정하였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진술이 포함된 7가지 설

계원리와 구체적이고 처방적인 진술로 구성된 20가지 지침이 도출되었다

(<표 Ⅳ-1> 참고).

도출된 7가지 설계원리는 '문제 이해의 원리', '발산적·수렴적 사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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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원리', '충분한 안내 원리',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상호운용성의 원리'이다.

첫째, 문제 이해의 원리는 온라인 지원 도구가 문제 이해 단계를 체계

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문제의 이해 단계는 기회의 구성, 자

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Treffinger

et al., 2000). 이에 따라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역

시 이 세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이때의 문제는 비구조화된 문제이며(한

원 외, 2013),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여러 사고기법을

활용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둘째, 발산적·수렴적 사고 지원의 원리는 문제의 이해 단계를 수행하

기 위해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원리

이다. CPS 모형에 따르면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 단계에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한다(임철일 외, 2014). 문제

이해 단계에서도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더욱 효과적인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위한 사고 도구가 활

용될 수 있다(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18; 이종연 외, 2007).

또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충분한 안내 원리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

용하여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할 때 원활한 수행을 위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의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해야 하며, 개념

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임철일 외,

2009; 이종연, 구양미, 2008). 각 단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 전략을 취하여 중등학교 학습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창의적인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는 효과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온라인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온라인 환경은 학습자들에게 개방, 참여, 공유의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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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수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자료를 만들

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한다(진명숙, 2009).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에 활용되는 사고 도구 역시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여

지원 도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용자 편의 원리는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 구

성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기존의 CPS와

관련한 여러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인터페이스

와 투박한 디자인으로 인하여 사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임철일 외, 2014). 또한 인터페이스 구성에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사용자의 인지 부하를 줄이고 텍스트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전략을 취할 수 있다.

여섯째,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사용자인 중등

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온

라인 지원 도구의 전반적인 설계에 있어 중등학교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창의적 문제 이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하주현

외, 2010). 각 단계별 활동에서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

여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최정아 외,

2015). 그리고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

어야 한다.

일곱째, 상호운용성의 원리는 온라인 지원 도구 내에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도구를 연동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온

라인 지원 도구 내에서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동할 필요가 있다(장근원, 박상윤,

2011). 정보의 탐색 단계 수행을 위해 온라인 지원 도구 내에 검색 포털

을 연동하여 자료를 검색하게 하는 전략이 요구되며(강명희 외, 2009),

수행의 결과물을 공유하기 위한 SNS, 블로그 등의 연동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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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설계원리 및 지침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1. 문제 이해의

원리

문제 이해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Treffinger 외, 2000

1.2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라 전윤식 외, 2003

1.3 문제 이해를 위한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조순기 외, 2004

1.4 문제 이해를 위해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라 한원 외, 2013

2. 발산적·수렴적

사고 지원의 원리

발산적사고와

수렴적사고를

지원한다

2.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08;

임철일 외, 2014

2.2 발산적·수렴적 사고 도구를 제공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18;

이종연 외, 2007

2.3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라
이유나, 이상수, 2008;

홍미영, 2012

3. 충분한 안내

원리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위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한다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외, 2009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임철일 외, 2009;

이종연, 구양미; 2007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임철일 외, 2009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임철일 외, 2009

5.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최정아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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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지원 도구 설계 결과

가. 흐름도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해 흐름도를 설

계하였다. CPS 모형의 문제 이해 단계의 세 가지 구성요소인 기회의 구

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실행을 통해

메인화면에서 문제 이해의 세 가지 단계인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

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개요를 이해한다. 시작 버튼을 통해 문제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기회의 구성 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 기회의 구성

페이지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히트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인 자료의 탐색 페이지로 이동하여 문제와 관려된 자료를 탐색

한 후 브레인스토밍과 히트를 순차적으로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인 문

제의 골격 구성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히트를 순차적으로 수행하여 문제

에 대한 새로운 진술문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공유 페이지에서는 자신

의 지금까지 수행했던 결과물을 확인하고 이를 공유한 다음 모든 활동을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중등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6.1 문제 이해 사고의 발달이 가능한 시기에 맞게, 문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라
하주현 외, 2010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최정아 외, 2015

6.3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라 강창익 외, 2013

7. 상호운용성의

원리

지원 도구 내에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7.1 온라인 지원 도구에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동

하라
장근원, 박상윤, 2011

7.2 검색 포털을 연동하여 자료를 검색하게 하라 강명희 외, 2009

7.3 SNS, 블로그 등을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중등학교 학

습자) 및 교수자와 결과물을 공유하게 하라
김선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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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다.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도는 [그림 Ⅳ-1]과 같다.

[그림 Ⅳ-1]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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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페이스

개발된 설계원리 및 흐름도를 바탕으로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설계가

이루어졌다. 인터페이스 설계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소개 페이지, 활동

페이지, 마무리 페이지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1) 소개 페이지

가장 첫 화면인 소개 페이지에는 ①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 ②온라

인 지원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③각 단계별 수행을 대표하는 이미

지(아이콘), ④각 단계의 수행에 대한 설명, ⑤START 버튼이 포함되었

다. 소개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Ⅳ-2]와 같다.

[그림 Ⅳ-2] 소개 페이지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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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페이지에는 '문제 이해의 원리', '충분한 안내 원리', '온라인 환

경 제공 원리',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가 적용되었

다.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에 적용된 설계지침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소개 페이지에 적용된 설계원리 및 설계지침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①

이름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②

설명

1. 문제 이해의

원리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3. 충분한 안내

원리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③

이미지

3. 충분한 안내

원리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④

단계 설명

3. 충분한 안내

원리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⑤

START

버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 56 -

(2) 활동 페이지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이 이루어지는 활동 페이

지에는 ①단계명, ②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③사고 도구 1(브레인스

토밍), ④사고 도구 2(히트), ⑤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버튼, ⑥검색

포털 아이콘이 포함되었다. ⑥검색 포털 아이콘은 자료의 탐색 단계에만

포함된다. 활동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Ⅳ-3]과 같다.

[그림 Ⅳ-3] 활동 페이지 인터페이스

활동 페이지에는 '문제 이해의 원리', '충분한 안내 원리', '온라인 환

경 제공 원리',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가 적용되었

다. 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에 적용된 설계지침은 <표 Ⅳ-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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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활동 페이지에 적용된 설계원리 및 설계지침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①

단계명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②

단계 설명

1. 문제 이해의

원리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1.2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라

1.3 문제 이해를 위한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3. 충분한 안내

원리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③

사고 도구 1

2. 발산적·수렴적

사고지원의원리

2.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라

2.2 발산적·수렴적 사고 도구를 제공하라

2.3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라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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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④

사고 도구 ２

2. 발산적·수렴적

사고지원의원리

2.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라

2.2 발산적·수렴적 사고 도구를 제공하라

2.3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라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⑤

버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⑥

검색 포털

아이콘

3. 충분한 안내

원리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7. 상호운용성의

원리

7.1 온라인 지원 도구에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동

하라

7.2 검색 포털을 연동하여 자료를 검색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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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페이지

문제 이해 단계가 끝난 후 마무리 페이지에는 ①단계명, ②단계에 대

한 구체적인 설명, ③SNS 및 블로그 아이콘, ④처음으로 버튼이 포함되

었다. 마무리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그림 Ⅳ-4]과 같다.

[그림 Ⅳ-4] 마무리 페이지 인터페이스

마무리 페이지에는 '문제 이해의 원리', '충분한 안내 원리',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상호운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에 적용된 설계지침은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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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 마무리 페이지에 적용된 설계원리 및 설계지침

구성요소 설계원리 설계지침

①

단계명

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도구

를 활용하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②

단계 설명

1. 문제 이해의

원리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1.2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라

1.3 문제 이해를 위한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3. 충분한 안내

원리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라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③

아이콘

7. 상호운용성의

원리

7.1 온라인 지원 도구에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동

하라

7.3 SNS, 블로그 등을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중등학교 학

습자) 및 교수자와 결과물을 공유하게 하라

④

버튼

5. 사용자 편의

원리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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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지원 도구

가. 1차 프로토타입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1

차 프로토타입이 도출되었다. 프로토타입은 PHP 언어를 사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활용하여 구현하였다. 또한 자바스

크립트 라이브러리인 jQuery를 활용하여 개발 효과성을 향상시켰다. 프

로토타입은 소개 페이지, 기회의 구성 페이지, 자료의 탐색 페이지, 문제

의 골격 구성 페이지, 결과 공유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1) 소개 페이지

가장 첫 화면인 소개 페이지에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 온라인 지

원 도구에 대한 설명, 각 단계별 수행을 대표하는 이미지 및 설명,

START 버튼이 포함되었다.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에

초점을 두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은 CPS와 이해의 의미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Understanding’의 머리글자 U를 포함하여 CPS-U로 선정하

였다.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인 ‘CPS-U’를 상단에 위치시켰다. 이름의

하단에는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사용자

들에게 CPS-U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창의적인 문제

이해가 기회의 구성, 정보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를 통해 이루어

짐을 안내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히

트(HIT)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설명의 하단에는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

였다. 이때 각 단계의 활동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여 각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가장 하단에는 창

의적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시작하기 위한 ‘START’ 버튼을 배치하였

다. 소개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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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소개 페이지 1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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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의 구성 페이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기회의 구성 페이지에는 기

회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레인스토

밍,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었다.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6]과 같다.

[그림 Ⅳ-6] 기회의 구성 페이지 1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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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탐색 페이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는 자

료의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레인스토

밍, 자료 검색을 위한 포털 아이콘,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7]과 같다.

[그림 Ⅳ-7] 자료의 탐색 페이지 1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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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번째 단계인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에

는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

레인스토밍,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었

다.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8]과 같다.

[그림 Ⅳ-8]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1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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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공유 페이지

온라인 지원 도구의 마지막 페이지인 결과 공유 페이지에는 결과 공

유 단계에 대한 설명, 공유를 위한 SNS 및 블로그 아이콘, 처음으로 버

튼이 포함되었다. 결과 공유 페이지의 1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9]와

같다.

[그림 Ⅳ-9] 결과 공유 페이지 1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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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는 교육공학 전문가 1인,

현장 교사 2인, 컴퓨터공학 전문가 1인 총 4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PACMAD 모형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는

<표 Ⅳ-5>와 같다.

PACMAD 모형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

가 결과, 과제와 맥락 요소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3.25점에서 4.00

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러나 사용자 요소의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

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문항과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응답 평균은 각각 3.00점과 2.50점으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전문

가들의 각 평가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지수를 의미하는 CVI는 대부분

의 문항에서 0.80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용자 요소의 '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문항에

서 0.50, 사용자 요소의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

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문항과 맥락 요소의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문항에서 0.70으로 다

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자간 신뢰도를 의미하는 IRA는 0.57로

나타났다. IRA가 0.80 미만일 때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PACMAD 모형의 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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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사

용

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3 2 3 4 3.00 0.71 0.75

0.57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원

한다

3 2 3 2 2.50 0.5 0.50

과

제

1.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스럽다
3 4 4 3 3.50 0.50 1.00

2.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

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 1.00

맥

락

1.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

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4 4 3 4 3.75 0.43 1.00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3 4 4 3 3.50 0.5 1.00

3.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

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4 4 3 2 3.25 0.83 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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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는 <표 Ⅳ-6>과 같다.

대다수의 문항에서 평균 3.0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항목 문항

들의 평균 점수는 3.25점 이상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

페이스 항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문항과 기능 항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

유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의 평균은 각각 2.25점과 2.00점으로 나타

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CVI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0.80 이상으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항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서 0.25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 항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

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 및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

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에서 0.71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

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IRA는 0.83으로

0.80 이상이므로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프로토타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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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인

터

페

이

스

(화

면

구

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

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

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

절하다

4 4 4 3 3.75 0.43 1

0.83

IRA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

터페이스는 수렴적, 발산적 사

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4 4 3 3 3.50 0.50 1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

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4 4 3 3.75 0.43 1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

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3 3 3 3.00 0.00 1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

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3 4 4 3.50 0.50 1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

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

되어 있다

4 3 3 3 3.25 0.43 1

7. 본 프로토타입의 ‘공유' 페이

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2 2 2 3 2.25 0.43 0.25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용하

기에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1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

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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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A B C D

기

능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

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

은 적절하다

3 2 4 3 3.00 0.71 0.75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

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1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하다

3 4 3 3 3.25 0.43 1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

다

3 3 3 3 3.00 0.00 1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

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1

7.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

능은 적절하다

1 2 3 2 2.00 0.71 0.25

디

자

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

하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디자

인으로 적절하다.

3 3 4 3 3.25 0.43 1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

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4 3 3 3 3.25 0.43 1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

지, 도형 등은 적절하다
4 4 4 3 3.75 0.4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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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전문가 4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

가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프로토타입의 사용성, 효과, 강점, 약점, 개선점 등이 포함

되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7>과 같다.

<표 Ⅳ-7>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면담 결과

구분 전문가반응 빈도

창의적 문제

이해 지원

§ 각 단계 수행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

요가 있음
3

§ 학생들의 문제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

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함
2

인터페이스

§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구성이 훌륭함 2

§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 구성에 수정 및 보완이 필요

함
2

기능 §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유용함 1

효과성

§ 프로토타입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음 3

§ 창의적인 문제 이해에 도구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

로 생각됨
1

학습자의 원활한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해 추가적인 설명이 제공되어

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도구를 사용해서 창의적 문제 이해를 시도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의 세 단계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학생들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

히 이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할 것 같아요. 물론 교사가 사전에 설

명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이 혼자 도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

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전문가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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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중에서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

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기회의 구성이나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대

한 이해가 떨어질 것 같아요.”(전문가 B)

“학생들이 좀 더 명확하게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전문가 D)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전문가의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수정 및 보완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결과 공유 페이지의 화면 구성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

자체만을 공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진정한 공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

다.”(전문가 A, D)

“결과를 공유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지

함께 보여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하였는지...”(전문가 B)

기능과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으며, 프로토타입의 완성도 역시 높다고 평가하였다.

“프로토타입이 전반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몇 가지만 보완하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전

문가 A, C, D)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디자인이

학생들이 좋아할 디자인입니다.”(전문가 B)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종합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 74 -

같다. 첫째, 중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각 단계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창의적 문제 이해 활동을 처음 접하는

중등학교 학습자들에게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등

의 용어가 생소하여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설명 및 사

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결과 공유 페이지에 대한 전반적

인 수정이 요구된다. 결과 공유 페이지에서 결과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앞서 수행했던 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2차 프로토타입 개발에 반영한 사

항은 <표 Ⅳ-8>과 같다.

<표 Ⅳ-8>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전문가사용성평가결과 수정사항

설명

§ 각 단계의 활동 수행을 위한 더

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함

§ 각 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외에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

의 골격 구성 페이지에 도움말

기능(HELP)을 추가하여 각 페

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설명 외

에 추가적인 정보 및 예시를 확

인할 수 있게 함

결과 공유

§ 결과 공유 페이지에서 앞선 단

계의 활동에 대한 점검 없이 결

과만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활동의 결과물을 종합하여 확인

하게 할 필요가 있음

§ 결과를 확인할 때 히트(HIT)에

서 수렴한 아이디어만을 확인하

게 하지 말고, 브레인스토밍

(Brainstorming)에서 수행한 발

산적 아이디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결과 공유 페이지를 요약 및 공

유 페이지로 수정하여 자신의

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게

함

§ 브레인스토밍한 모든 아이디어

를 보여주고 그중에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선택하였는지 색상

구분을 통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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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사용성 평가는 설문과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총 4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PACMAD 사용성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

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사용자, 과제, 맥락, 인터페이스, 기능, 디

자인의 6개 항목에 대한 13개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설문 결과, 중등학교

학습자 대부분의 문항에서 3.00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터페이스 항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문항 평균이 4.00점으로 온라인 지원도구의 화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프로토타입의

사용자, 과제, 맥락,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표 Ⅳ-9>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분 문항
중등학교학습자

평균
표준

편차A B C D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

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

를 완료할 수 있다

3 4 3 3 3.25 0.43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

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3 3 3 3 3.00 0.00

과제

1.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

해 수행은 만족스럽다
2 3 3 4 3.00 0.71

2.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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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중등학교 학습자 4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

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프로토타입의 사용 경험, 프로토타입

에 대한 만족도,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 강점, 약점, 개선점이 포함되

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10>과 같다.

구분 문항
중등학교학습자

평균
표준

편차A B C D

맥락

1.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4 4 4 3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

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4 3 4 3 3.50 0.50

3.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

은 적절하다
3 3 3 3 3.00 0.00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

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3 4 3 3 3.25 0.43

2.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

교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3 3 4 3.25 0.43

2.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중등학교 학습

자가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4 3 2 4 3.25 0.83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도

구의 디자인으로 적절하다

3 4 4 3 3.50 0.50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

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

절하다

4 3 4 3 3.5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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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면담 결과

구분 학습자반응 빈도

흥미

§ 온라인 지원 도구가 새롭고 신기함 2

§ 문제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음 2

인터페이스 § 인터페이스 구성이 깔끔함 3

기능

§ 자료를 검색하면서 내용을 입력할 수 없는 점이 불편함 2

§ 내용을 입력할 때 관련 내용이 없어도 무조건 입력해야

하는 것이 불편함
2

강점 § 모바일에서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3

프로토타입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면담 참여자 대부분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을 온라인 지원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활동을 온라인으로 해보는 것은 처음

이에요. 그래서 신기했어요.”(학생 A)

“스마트폰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학생 B, D)

인터페이스(화면 구성)에 대한 질문에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터페이스는 적절한 것 같아요. 깔끔하다고 생각해요.”

(학생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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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능 측면에서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제안되었다.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 검색 포털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는 것이 아니

라 활동을 하고 있는 창이 검색 포털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 관련 내용을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기능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 자료를 검색하려고 검색 포털 아이콘을 누

르면 검색 포털로 이동해요. 그렇게 자료를 찾다가 다시 활동하던

페이지로 돌아가려면 뒤로 가기 버튼을 계속해서 눌러야 해서 불편

했어요.”(학생 A, B, D)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 검색 포털을 눌렀을 때 그 페이지에 검색

포털이 떠서 검색하면서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가 없었어요”(학생 C,

D)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내용을 입력하라

고 해서 불편했어요. 내용 필수 입력 기능은 없는 게 더 좋을 것 같

아요.”(학생 A, B, C, D)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프로토타입의 강점은 스마트폰으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약점으로는 링크 혹은 주소가 있어야만 도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개선점은 앞서 언급한 기능적 측면에 대한 개

선점이 반복적으로 제안되었다.

“스마트폰으로 프로토타입을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학생 B, C,

D)”

“주소를 알아야 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워요.”(학생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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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및 면담을 통한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지원 도구를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프로토타입의 사용성에 대해서도 전

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둘째, 기능적 측면에서의 수정 및 보

완이 요구된다. 자로의 탐색 페이지에서 검색 포털을 연동할 때 활동이

이루어지는 페이지가 아닌 새로운 페이지로 연동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 내용 부분은 필수적이 아닌 선택적으

로 입력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한다.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를 종

합하여 2차 프로토타입 개발에 반영한 사항은 <Ⅳ-11>과 같다.

<표 Ⅳ-11>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학습자사용성평가결과 수정사항

자료 탐색

기능

§ 자료 탐색을 위한 포털 사이트

가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 열

려 자료를 탐색하며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 없다는 불편을 초래

함

§ 자료의 탐색 페이지에서 사용자

가 포털 아이콘을 누를(클릭할)

경우, 새로운 창에 포털 사이트

가 열리도록 함

아이디어

내용 입력

기능

§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 관련 내

용이 특별히 없는 경우에도 내

용 입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함을 초래함

§ 아이디어를 입력할 때마다 필수

로 입력해야 했던 관련 내용 입

력을 선택 사항으로 변경함

라. 2차 프로토타입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2

차 프로토타입이 도출되었다. 프로토타입은 소개 페이지, 기회의 구성 페

이지, 자료의 탐색 페이지,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요약 및 공유 페이

지, 도움말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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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페이지

가장 첫 화면인 소개 페이지는 1차 프로토타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설명, 각 단

계별 수행을 대표하는 이미지 및 설명, START 버튼이 포함되었다. 소

개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0]과 같다.

[그림 Ⅳ-10] 소개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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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의 구성 페이지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에는 1차 프로토타입과 마찬가

지로 기회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레

인스토밍,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어 있

으며, 구체적인 사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HELP 버튼이 추가되었

다.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1]과 같다.

[그림 Ⅳ-11] 기회의 구성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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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탐색 페이지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에는 1차 프로토타입과 마찬가

지로 자료의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레

인스토밍, 자료 검색을 위한 포털 아이콘,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었으며, HELP 버튼이 추가되었다.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2]와 같다.

[그림 Ⅳ-12] 자료의 탐색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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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에는 1차 프로토타입과 마

찬가지로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브레인스토밍, 히트, 아이디어 입력 창,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

함되었으며, HELP 버튼이 추가되었다.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3]과 같다.

[그림 Ⅳ-13]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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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공유 페이지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에는 1차 프로토타입과 마찬가

지로 해당 단계에 대한 설명, 공유를 위한 SNS 및 블로그 아이콘, 처음

으로 버튼이 포함되었으며, 전체 수행의 결과물과 HELP 버튼이 추가되

었다.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4]와 같다.

[그림 Ⅳ-14] 요약 및 공유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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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움말 페이지

도움말(HELP) 기능이 추가되면서 도움말 페이지도 새롭게 추가되었

다. 사용자가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를 수행

할 때, HELP 버튼을 누르게 되면 도움말 페이지가 열리고 각 단계의 수

행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도움말 내용을 확

인한 후 닫기 버튼을 누르면 기존의 페이지로 돌아가게 된다. 도움말 페

이지의 2차 프로토타입은 [그림 Ⅳ-15]와 같다.

[그림 Ⅳ-15] 도움말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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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는 교육공학 전문가 2인,

현장 교사 3인, 컴퓨터공학 전문가 1인 총 6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PACMAD 모형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는

<표 Ⅳ-12>와 같다.

PACMAD 모형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전문가 사용성 평

가 결과, 과제와 맥락 요소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3.67점에서 4.00

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차 사용성 평가에서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용자 요소 평균

점수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 요소의 '온라인(모바일) 상황에

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문항과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문항의 평균은 각각 3.83점과 3.67점으로 기존의 3.00점과 2.50점에 비해

향상되었다. 이를 통해 1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졌

음을 확인할 수 있다.

CVI는 모든 문항에서 0.80 이상으로 나타나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IRA 역시 0.80 이상인 1.00으로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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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2>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사

용

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

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4 4 4 4 3 4 3.83 0.37 1.00

1.00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

율적으로 지원한다

3 4 4 4 3 4 3.67 0.47 1.00

과

제

1.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

은 만족스럽다

3 4 3 4 4 4 3.67 0.47 1.00

2.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

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절하다

4 4 4 4 3 4 3.83 0.37 1.00

맥

락

1.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

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을 때도 이용 방

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4 4 4 4 4 4 4.00 0.00 1.00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

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

3 4 4 4 3 4 3.67 0.47 1.00

3.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

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

절하다

4 4 3 4 3 4 3.67 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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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

들의 문항별 평가 점수, 평균, 표준편차, CVI, IRA는 <표 Ⅳ-13>과 같

다. 대다수의 문항에서 평균 3.50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인터페이스 항

목의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문항 및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문항 그리고 기능 항목의 '본 프로토타

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 및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의 평균은 4.00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의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문항(평균 3.33점)과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평균 3.17점) 문항 및 ‘본 프로토타입의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적절하다’(평

균 3.00점) 문항에서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CVI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0.67)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0.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IRA는 0.84로 나타났다.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프로토

타입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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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인

터

페

이

스

(화

면

구

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4 4 4 4 3 3.67 0.47 1.00

1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

인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4 4 4 4 4 4 4.00 0.00 1.00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4 4 4 4 3 3.67 0.47 1.00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3 3 4 4 4 3 3.50 0.50 0.83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3 4 4 4 3 3 3.50 0.50 1.00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

히 구성되어 있다

3 4 4 3 3 4 3.50 0.50 1.00

7. 본 프로토타입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4 3 4 4 4 3.67 0.47 1.00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

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4 4 4 4 4 4 4.00 0.00 1.00

기

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4 4 4 3 4 3.67 0.47 1.00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

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4 2 3 3 4 3.33 0.75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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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문항

전문가
평균

표준

편차
CVI IRA

A B C D E F

기

능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

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3 2 2 4 4 3.17 0.90 0.67

1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

밍을 위한 포털(구글, 네

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하다

3 4 4 3 3 4 3.50 0.50 1.00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

은 적절하다

4 4 3 3 4 4 3.67 0.47 1.00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

는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 4 4.00 0.00 1.00

7. 본 프로토타입의 각 단

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

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

은 적절하다

3 4 2 3 3 3 3.00 0.58 0.83

8.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

유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 4 4.00 0.00 1.00

디

자

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

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디자인으로 적절하

다.

3 4 4 3 4 4 3.67 0.47 1.00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

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4 4 4 4 3 4 3.83 0.37 1.00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지, 도형 등은 적절하

다

3 4 4 3 3 3 3.33 0.4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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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은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토타입에 대한 전문

가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프로토타입의 사용성, 효과, 강점, 약점, 개선점 등이 포함

되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14>와 같다.

<표 Ⅳ-14>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면담 결과

구분 전문가반응 빈도

기능

§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이 이루어져 학생들의 창의

적 문제 이해 지원이 더욱 쉬워짐
4

§ 도움말 기능이 있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교화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4

§ 도구를 활용한 수행 결과물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이

를 공유할 수 있게 됨
2

§ 도움말 기능에 다양한 자료(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인터페이스

§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훌륭함 5

§ 아이디어 및 내용을 입력하는 창의 위치 수정 1

효과성
§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음
4

전문가들이 프로토타입의 기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움말 기능의 추가 및 결과 공유 기능의

보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기에 프로토타입의 기능이 적절합니

다.”(전문가 A, C, D, F)

“CPS 모형의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에 필요한 기능이 잘 적용되어

있네요.”(전문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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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기능이 있어 학생들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각 단계의 활동을

수행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에 제시된 구체

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각 단계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전문가 B, C, D, F)

“도구를 통해 수행한 전체 결과물을 확인한 후에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 기능이 변경된 점이 긍정적인 개선점이네요.”(전문가 B, C)

그러나 여전히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말 기능을 제공할 때 텍스트 설명 외에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되

면 좋겠어요.”(전문가 B)

“도움말 페이지에서 이미지나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면 학습

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전문가 F)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에 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과 수정 및 보완

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인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고 직관적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

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전문가 B, C, E, F)

“현재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창이 하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직관

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즉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아이디어를 입력

해야 한다는 것이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창을 브레인스토밍 부분으로 이동하여 해당 창이 브레인스토밍

에 활용되는 것임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전

문가 C)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종합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창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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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문제 이해의 각 단계에서는 발산적 사고를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이

활용된다. 이때 아이디어를 입력하는 창이 ‘브레인스토밍’ 글자 바로 밑

이 아닌 화면의 하단부에 있어 직관적이지 못하므로 ‘브레인스토밍’ 글자

바로 밑으로 위치를 옮겨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도움말 기능에 대한 수정이 요구된다. 도움말 기능에서 추가 설명

및 사례를 제공할 때 텍스트 자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동영

상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사용성 평

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도구 개발에 반영한 사항은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전문가사용성평가결과 수정사항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기능

§ 아이디어 및 관련 내용을 입력

하는 창의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음

§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창은 발

산적 사고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과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브레

인스토밍’ 글자 바로 아래로 이

동시킬 필요가 있음

§ 하단 부에 위치해 있던 아이디

어 및 내용 입력 창을 ‘브레인

스토밍’ 글자 바로 밑으로 이동

함

도움말

기능

§ 도움말 기능이 사용자들의 수행

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도움말 기능을 좀 더 효율적으

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사용자들에게 활동에 관련된 추

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움말 기능을 활용한다면 단순

한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이

미지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

는 사이트의 링크 등을 제시하

는 것이 바람직함

§ 도움말 기능에 텍스트뿐만 아니

라 이미지, 동영상, 링크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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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사용성 평가는 설문과 면담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중학생 2인, 고등학생 2인 총 4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 활용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2차 프로

토타입에 대한 학습자 사용성 평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여 개발되었

다. 설문은 사용자, 과제, 맥락,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의 6개 항목에

대한 26개 검사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는 <표 Ⅳ-16>과

같다.

2차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문 결과, 중등학교 학습자는 대부분의 문항

에서 3.00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 프로토타입의 사용성 및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

자 요소의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원

한다'(평균 3.50점)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의 평균이 3.75점 이상인 것

으로 미루어 보아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로 지

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지원

도구(CPS-U)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학습자용 및 교수자용 활용 지침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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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6>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 결과

구분 문항
중등학교학습자

평균
표준

편차A B C D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

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

를 완료할 수 있다

4 4 3 4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

해를 효율적으로 지원한다
3 4 3 4 3.50 0.50

과제

1.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

해 수행은 만족스럽다
4 4 4 3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맥락

1.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4 4 4 3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

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4 4 4 4 4.00 0.00

3.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

은 적절하다
4 4 3 4 3.75 0.43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

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4 3 4 4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는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4 4 4 3.75 0.43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

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4 3 4 3.75 0.43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

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4 4 4 3.75 0.43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

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4 4 3 3.75 0.43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4 4 3 3.75 0.43

7. 본 프로토타입의 '요약 및 공유' 페이

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4 4 4 4.00 0.00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

교 학습자가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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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성 평가 면담은 총 4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 면

담과 마찬가지로 프로토타입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2차 프

로토타입에 대한 만족도와 수정 및 보완된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 및

강점, 약점, 개선점이 포함되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구분 문항
중등학교학습자

평균
표준

편차A B C D

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4 4 4 3.75 0.43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글, 네이

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3 3.75 0.43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

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7.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8. 본 프로토타입의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적절하다

3 4 4 4 3.75 0.43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도

구의 디자인으로 적절하다

4 4 4 4 4.00 0.00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

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

절하다

3 4 4 4 3.75 0.43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지, 도형 등

은 적절하다
4 4 3 4 3.75 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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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면 <표 Ⅳ-17>과 같다.

<표 Ⅳ-17>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면담 결과

구분 학습자반응 빈도

사용자 경험

§ 도구 사용의 용이성 2

§ 도구 사용의 편리함 1

인터페이스

§ 1차 프로토타입에 비해 인터페이스가 개선됨 3

§ 도움말 버튼을 통해 쉽게 도움말 확인 1

§ 결과물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가 전체적인 활동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됨
1

기능

§ 도움말 기능이 있어서 활동에 도움이 되었음 4

§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4

§ 자료 검색 창이 새로운 페이지에 뜨는 방향으로 수정됨 3

개선점 § 반응형 웹으로 개발 1

프로토타입의 사용 경험에 대해서는 면담자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프로토타입을 두 번째 활용하는 것에 대한 친숙함과 만족감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도구를 두 번째로 사용하니까 처음 할 때보다 사용하기가 편했어

요.”(학생 B, C)

“좀 더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한 것 같아요. 뭐랄까 생각을 더 다양하

게 할 수 있었달까...”(학생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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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및 보완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

으며 특히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활동 결과물 제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인터페이스가 더욱 개선된 것 같아요. 도움말 버튼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학생 A)

“활동한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그냥 공

유할 때는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해서 그런 결과에 도달했는지 모르고

그냥 활동이 끝났으니까 결과물을 공유하는 느낌이었는데, 결과물을

확인하고 공유하니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공유하는 느낌이었어요.”

(학생 B)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문제를 창

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것 같

아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

오는 것 같아요.”(학생 D)

수정 및 보완된 기능에 있어서는 도움말 기능이 추가된 것에 대한 긍

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움말 기능이 각 단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내용 입력 기능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것과 자료의 탐색을 위한 포털이 새로운 창에 제시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다.

“HELP 버튼을 누르면 도움말을 볼 수 있었어요. 기회의 구성이나 문

제의 골격 구성 같은 표현들이 어려웠는데 도움말에 좀 더 쉬운 표

현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례

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브레인스토밍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었

어요.”(학생 A, B)

“도움말 기능이 있으니 도움말 기능이 없을 때보다 더 쉽게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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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어요.”(학생 C, D)

“내용을 필수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학생 A, B, C, D)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서 검색 포털 아이콘을 눌렀을 때 포털 사이트

가 새로운 창에 뜨는 것으로 변경되어 더욱 편리했어요.”(학생 A,

B, C)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웹 사이트를 반응형으로 개발

할 것이 주요 개선점으로 언급되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태블릿의 각 화면 사이즈에 맞게 웹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컴퓨터로 보기가 불편해요”(학생 C)

설문 및 면담을 통한 중등학교 학습자들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들은 수정된 프로토타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둘째, 모바일 환경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도 도구를 활

용하고자 하는 학습자 반응을 확인하였다.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

를 종합하여 최종 도구 개발에 반영한 사항은 <표 Ⅳ-18>과 같다.

<표 Ⅳ-18>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결과 및 수정사항

구분 학습자사용성평가 결과 수정사항

화면 전환

§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인터페

이스가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할

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온라인 지원 도구를 반응형 웹

사이트로 개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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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가 도출되었다.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는 소개 페이지, 기회의 구성 페이지, 자료의 탐색 페

이지,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요약 및 공유 페이지, 도움말 페이지로

구성되었다. CPS-U의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rm011.cafe24.com/ 최

종 온라인 지원 도구는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 사이트가 아닌 반응형 웹

사이트로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각 화면

크기에 맞춰 웹 사이트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최적화 및 전환된다. 가

장 중점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모바일) 화면을 아래에 제시하였으며,

컴퓨터(온라인) 및 태블릿 PC 화면은 [부록11]에 수록하였다.

1) 소개 페이지

소개 페이지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이름(CPS-U), 도구에 대한 간략

한 설명, 각 단계별 수행을 대표하는 이미지 및 설명, START 버튼이

포함되었다. 최종 개발된 소개 페이지는 [그림 Ⅳ-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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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최종 개발된 소개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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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의 구성 페이지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기회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

동 수행 방법, HELP 버튼,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입력 창, 히트,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개발된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그림 Ⅳ-17]과 같다.

[그림 Ⅳ-17] 최종 개발된 기회의 구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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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탐색 페이지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자료의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

동 수행 방법, HELP 버튼, 브레인스토밍, 검색포털 아이콘, 아이디어 입

력 창, 히트,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개발된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그림 Ⅳ-18]과 같다.

[그림 Ⅳ-18] 최종 개발된 자료의 탐색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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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 해당

단계의 활동 수행 방법, HELP 버튼,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입력 창,

히트, 이전, 다음 단계 버튼이 포함되어 있다. 최종 개발된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그림 Ⅳ-19]와 같다.

[그림 Ⅳ-19] 최종 개발된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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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공유 페이지

요약 및 공유 페이지에는 온라인 지원 도구의 각 단계에서 수행한 결

과물, 공유를 위한 SNS 및 블로그 아이콘 및 처음으로 버튼이 포함되었

다. 최종 개발된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그림 Ⅳ-20]과 같다.

[그림 Ⅳ-20] 최종 개발된 결과 공유 페이지



- 106 -

6) 도움말 페이지

2차 프로토타입부터 도움말(HELP) 기능이 추가되어 각 단계의 수행

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 및 예시를 제공하였다. 도움말 페이지에 대한 2

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에서 텍스트 설명뿐만 아니라 이미지나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움말 페이지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된 도움말 페이지는 [그림 Ⅳ-21]과 같다.

[그림 Ⅳ-21] 최종 개발된 도움말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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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지원 도구 현장평가 결과

가. 학습자 설문 결과

전문가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개발된 창의적 문제 이해

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중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고

중등학교 학습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현장평가에는 중학교 3학년 3개

학급의 학생 52인이 참여하였으며, CPS-U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 종료 후 설문을 실시하여,

CPS-U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에

대해 총 31개 검사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Ⅳ-22]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사용하는 모습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학습자의 응답 평균은 3.17점에서 3.88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자들

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전반 및 인터페

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학습자 설문 결과는

<표 Ⅳ-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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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9> 학습자 설문 결과

(N=52)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반적

만족도

1. CPS-U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3.29 0.66

2. CPS-U를 통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29 0.66

3. CPS-U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3.29 0.66

4. CPS-U를 통해 수행한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은

순조로웠다
3.17 0.64

5. CPS-U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순

서)을 배울 수 있다
3.29 0.66

6. CPS-U는 중·고등학생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3.19 0.62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만족도

1. 단계별 설명, 브레인스토밍, 히트로 이루어진 전반적

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적절하다
3.40 0.56

2. 전반적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창의적 문제 이해

에 도움이 된다
3.50 0.57

3.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40 0.56

4.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창의적 문제 이해의 전반

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25 0.48

5.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42 0.57

6.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3.40 0.53

7.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44 0.53

8.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3.38 0.52

9.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31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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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만족도

10.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3.42 0.53

11.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71 0.45

12.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결과물을 확

인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3.75 0.43

기능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 3.62 0.49

2.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

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38 0.52

3.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

다
3.87 0.34

4.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3.81 0.39

5.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

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편리하다
3.81 0.39

6.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3.67 0.47

7.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유용하다 3.87 0.34

8.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유용하다
3.88 0.32

9.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유용

하다
3.83 0.38

디자인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적절하다 3.42 0.53

2.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용자(중,고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다
3.37 0.52

3. CPS-U 디자인에 사용된 색감, 폰트, 이미지는 적절

하다
3.77 0.42

4. START, 저장, HELP 등의 버튼의 디자인은 적절하

다
3.58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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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자 면담 결과

학습자 면담은 총 5인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CPS-U에 대한 만

족도와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 및 강점, 약점, 개선점이 포함되었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0>과 같다.

<표 Ⅳ-20> 학습자 면담 결과

구분 전문가반응 빈도

창의적 문제

이해

§ 도구가 창의적 문제 이해의 절차를 안내함 3

§ 도구의 사용이 창의적 문제 이해에 도움이 됨 2

접근 § 도구에 접근이 용이함 3

디자인 § 디자인이 깔끔하고 직관적임 4

기능

§ 검색 포털이 연동되어 있어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음 2

§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이 좋았음 1

강점

§ 도구를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음 3

§ 컴퓨터, 스마트폰 모두에서 활용 가능 1

개선점

§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표현이

어려움
1

§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추

가 설명 제공 필요
1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해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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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창의적인 문제 이해를 온라인 도구의 지

원을 받아서 수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막연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

출하려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부터 창의

적으로 이해해보니까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느껴졌

어요.”(학습자 A, E)

“그냥 순서를 알려주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라고 하는 것 보다

주어진 절차를 따라가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바로 사이

트에 접속할 수 있는 것도 좋은 점인 것 같아요.”(학습자 B, C, D)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자료의 탐색이나 공유 등의 기능이 유용하였

다고 응답하였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마음에 들었어요. 깔끔했어요. 그리고 전반적인

컬로도 무난해서 사용하는 데 편했어요.”(학습자 A, C, D, E)

“자료의 탐색 부분에서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

어서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바로 검색하고 아이디어를 입력할 수 있

었어요.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또 인터넷 창을 새롭게 켜고

자료를 찾아야 해서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학습자 A, B)

“마지막에 공유하는 기능도 좋았어요. 친구들과 소통할 때 카카오톡

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 카카오톡을 통해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많이 불편해요.”(학습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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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 도구의 강점, 약점, 개선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효과성과

반응형 웹인 점이 강점으로 언급되었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학습자 B, C)

“웹 사이트가 반응형이라 편해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두에서 활

용할 수 있어요.”(학습자 D)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었어

요.”(학습자 E)

반면, 약점과 개선점으로는 기회의 구성이나 문제의 골격 구성 등의

표현이 중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 쉽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에 대한 설

명을 제공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교수자용 활용

지침에 포함하여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처음에 기회의 구성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선

생님께서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사, 주제

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측면이라고 설명해주셔서 그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 A)

“기회의 구성이나 문제의 골격 구성과 같은 표현이 어렵게 느껴졌어

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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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자 설문 결과

최종 개발된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중등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중등학교 교수자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1인

의 영어 교사가 직접 학생들과 CPS-U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했으며,

4인의 교사가 수업을 참관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현직교사 5인을 대상으

로 CPS-U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

인에 대해 총 31개 검사 문항에 대하여 4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설문지 각 문항에 대한 교수자의 응답 평균은 3.00점에서 4.00점으로,

전반적으로 3점(그렇다)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CPS-U는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CPS-U는 중·고등학생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해당 단계의 수행 방

법 안내, 브레인스토밍, 히트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인터페이스(화면 구

성)는 적절하다'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 'CPS-U의 전

반적인 디자인은 적절하다' 등의 문항에 대한 응답 평균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수자들이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효과성 및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

임을 확인하였다. 교수자 설문 결과는 <표 Ⅳ-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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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1> 교수자 설문 결과

(N=5)

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전반적

만족도

1. CPS-U는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0 0.00

2. CPS-U는 학습자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4.00 0.00

3. 학습자들이 CPS-U를 통해 도출한(이해한) 새로운

문제는 적절하다.
4.00 0.00

4. 학습자의 CPS-U를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은

순조롭다
3.00 0.45

5. 학습자는 CPS-U를 통한 문제 이해 단계 수행에 흥

미를 느낀다
4.00 0.00

6. 학습자는 CPS-U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

는 방법(순서)을 배울 수 있다
4.00 0.00

7. CPS-U는 중·고등학생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4.00 0.37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만족도

1. 해당 단계의 수행 방법 안내, 브레인스토밍, 히트로 이

루어진 전반적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적절하다
4.00 0.00

2.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00 0.00

3.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창의적 문제 이해의 전반

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3.40 0.45

4.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00 0.00

5.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0 0.00

6.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00 0.00

7.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4.00 0.00

8.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00 0.00

9.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3.80 0.37

10.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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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만족도

11.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결과물을 확

인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0 0.00

12. CPS-U의 인터페이스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

하는 온라인 도구로서 적절하다
4.00 0.00

13. CPS-U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생의 이용에 최적화

되어있다
4.00 0.00

14. CPS-U의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산적 사고에 도

움이 된다
4.00 0.00

기능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 4.00 0.00

2.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

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4.00 0.00

3.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

다
4.00 0.00

4.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00 0.00

5.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

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편리하다
4.00 0.00

6.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3.40 0.45

7.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유용하다 4.00 0.00

8.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유용하다
4.00 0.00

9.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유용

하다
4.00 0.00

디자인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적절하다 4.00 0.00

2.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용자(중,고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다
4.00 0.00

3. CPS-U 디자인에 사용된 색감, 폰트, 이미지는 적절

하다
4.00 0.00

4. START, 저장, HELP 등의 버튼의 디자인은 적절하

다
3.60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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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수자 면담 결과

교수자 면담은 총 2인의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중등학교 교수자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해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진행되었다. 면담 질문에는 도구에 대한 만족도

와 효과성 및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 강점, 약점, 개선점이 포함되었

다. 면담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Ⅳ-22>와 같다.

<표 Ⅳ-22> 교수자 면담 결과

구분 전문가반응 빈도

창의적 문제

이해
§ 온라인 지원 도구를 통한 효과적인 창의적 문제 이해 2

인터페이스

§ 간결하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2

§ 편리한 사용 1

§ 소개 페이지를 통한 활동 이해 가능 1

기능 § 검색 포털과 연계한 자료 탐색 1

디자인 § 중등학교 학습자가 활용하기에 적절함 1

흥미 § 학습자들의 흥미 유발 1

약점

§ HIT에서 아이디어를 한 가지만 선택 1

§ 아이디어 및 내용 입력 시 텍스트만 입력 1

개선점
§ 아이디어 및 내용에 이미지,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입력
1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해서 교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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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지원 도구 전반에 대한 만족감과

온라인 도구가 학습자들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과적으로 지원했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브레인스토밍과 히트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산하고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 이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

요. 적절한 사고 지원 도구를 간결한 인터페이스로 보여준 덕분에

학생들이 온라인 지원 도구를 처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창의

적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했어요. 또한 학생들이 도움말 기능을 활

용해서 구체적인 사례나 영상 등을 통해 각 단계 수행에 대한 충분

한 설명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점도 좋았어요.”(교사 A)

“학생들과 직접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해보지는 않았지만 교사가

활용하는 장면을 참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러한 지원 도구에

대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갖고 활용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만 강조하는데,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새롭게 느낄 것 같아요.”(교사 B)

“지원 도구 없이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설명하고 활동을 했을 때

보다 훨씬 결과물이 좋아요. 주어진 문제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이해

하기보다는 학생들 개개인이 가진 흥미나 관심사가 반영된 문제 이

해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교사 A)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질문에는 간결한 인터페이스와 편리

한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이 중등

학교 학습자가 활용하기에 적절하다는 의견을 확인하였다.

“사용하기가 편리한 것 같아요. 소개 페이지에서 각 단계에 대한 소

개가 제시되어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이해가 어떠한 단계를 통해 이

루어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아요.”(교사 A)

“온라인 지원 도구 내에 검색 포털이 연동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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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색하기가 편리해요. 관련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교사 B)

온라인 지원 도구의 강점으로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및 깔끔한 디자

인이 강점으로 언급되었으며, 약점으로는 히트에 대한 설명 부족 및 텍

스트로만 아이디어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언급되었다. 개선점으로는

텍스트로만 아이디어를 입력하지 말고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첨부할 수

있는 기능이 언급되었다.

“히트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

므로 히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리고 히트에서 아이디어를 2개 이상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사 A)

“아이디어에 관한 내용을 입력할 때 이미지나 영상도 추가할 수 있으

면 좋을 것 같아요. 텍스트로만 문제를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이 문

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교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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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활용 지침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

를 직접 사용하는 학습자와 이러한 과정을 돕는 교수자가 더욱 효과적으

로 온라인 지원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지침을 도출하였다.

지침은 학습자용과 교수자용으로 각각 나눠 개발하였으며, 활용의 편의

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용 활용 지침에는 각 단계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

니라 HELP 버튼을 눌러서 더욱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및 자료를 확인

한 후 과제를 수행할 것과 브레인스토밍 및 히트의 수행방법이 포함되었

으며,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이를 입력할 때 이미지나 영상은 링크로 추

가하는 방법이 포함되었다. 또한 모바일 환경에서의 바로 가기 버튼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지원 도구에 접

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였다. 중등학교 학습자들이 쉽게 지침의 내

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 설명과 함께 이미지를 추가하였다.

교사용 활용 지침에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기회의 구성, 자료

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정보와 브레인스토밍과 히트의 수행

방법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HELP 버튼의 사용을 안내

하여 각 단계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이 공유 및 요약 페이지에서 자신의 수행 결과물

을 동료 학습자 및 교수자와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사고를 더욱 확장하

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며, 상호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

어 교사가 조력자(facilitator)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명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바로 가기 버튼 및 온라인 환경에

서의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지원 도구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였다. 교수자용 활용 지침에서도 직관적인 이미지 혹은 아이콘

을 추가하여 교수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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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용 활용 지침

개발된 학습자용 활용 지침은 [그림 Ⅳ-23]과 같다.

[그림 Ⅳ-23] 학습자용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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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수자용 활용 지침

개발된 학습자용 활용 지침은 [그림 Ⅳ-24]와 같다.

[그림 Ⅳ-24] 교수자용 활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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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사용성 평가를 거쳐 최종 도구

(CPS-U)를 개발하였다. 2차례의 전문가 사용성 평가 및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거쳐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디자인에

대한 강점, 약점, 개선점을 확인하였으며, 사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최종 개발이 완료된 후 중등학

교 학습자에게 직접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사용하게 한 후 학습

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분석하여 도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침을 도

출하였다. 본 연구가 설정한 두 가지 연구 문제와 도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논의사항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문제 이해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주어

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문제 이해가 선행되

어야 한다. 즉, 창의적 문제 이해는 문제해결의 결과물을 창의적이게 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Runco, 1993).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

라인 지원 도구는 사용자가 문제를 새롭고 창의적으로 이해하게 도울 뿐

만 아니라 문제 이해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가능하

게 한다.

둘째, 온라인 도구는 창의적 문제 이해 지원에 효과적이다. 온라인 지

원 도구와 같은 인공물을 사용하면 인공물이 없어져도 인지적 잔재가 남

아있기 때문에 인지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임철일 외, 2014). 창의적



- 123 -

문제 이해를 위해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를

수행하고(Treffinger et al., 2000), 각 단계에서의 수렴적, 발산적 사고를

위한 온라인 사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지적 잔재를 남긴다. 이러한

인지적 잔재는 학습자들이 온라인 지원 도구가 없어도 창의적 문제 이해

를 위해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

며, 각 단계에서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셋째,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습자가 온라

인 지원 도구를 사용할 때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학

습자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도구를 사용하여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피드백을 제공하고, 다양한 시도를 독려하며,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통합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류상현, 안영식, 2017). 이러한 교사의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학습자

들은 온라인 지원 도구를 원활히 사용할 수 있다.

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반응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를 중등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한 후 학습자 및 교수자의 반응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중등학교 맥락에서 활용되는 온라인 도구 개발을 위해

중등학교 학습자 대상의 사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용성 평가는

개발하는 도구의 지속적인 보완 및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김한성,

정광훈, 2016), 사용성 평가 단계에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반복적

으로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수준 높은 결과물을 산출해 낼 수 있다

(임철일, 조영환, 장선영, 하미리, 2005). 본 연구에서는 2차례의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용성 평가는 설문 및 면담을 통해 이루어

졌으며, 학습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사

용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된 부분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

자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흥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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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도구 사용 환경을 다각화하여 도구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온라인 지원 도구(CPS-U)는 반응형 웹 페이지로 개발되었다. 반응형 웹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HTML 소스를 다양한 단말에 대응하도록

구현할 수 있으며 다양한 화면 크기에 반응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전

환된다(박한샘, 이기원, 2015). 반응형 웹 페이지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및 컴퓨터 화면에 맞게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전환된다. 즉, 모바일 및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중등학교 학습자들은 모

바일 및 온라인 환경 모두에서 도구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하는 기기와 관계없이 상호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다.

셋째, 도구 활용 지침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의 도구 사용을 최적화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구 개발 후 현장평가를 통해 학습자 및 교수자

의 반응을 확인하였다. 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한 약점 및 개선점을 중심

으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활용

지침을 개발하였다. 지침은 학습자용과 교수자용으로 나눠 각각 개발하

였으며,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이용될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에서 개발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온

라인 지원 도구(CPS-U)는 크게 두 부분에서 선행 연구의 온라인 지원

도구와 구분된다. 첫째, 창의적 문제 이해에 초점을 둔다. 창의적 문제

이해가 창의적 성취를 보증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으며

(하주현, 2006), 창의적 문제 이해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첫 번

째 과정으로 받아들여졌다(한윤영, 2019).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자체에만 초점을 두었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

와 관련한 연구 역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데만 초점을 두었다.

즉,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에 관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CPS 모형의 창의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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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요소의 세부 단계인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

단계에 초점 둔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온라인 지원 도구에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발산적, 수렴적 사고를 촉진하는 사고 도구가

포함되었으며, 중등학교 학습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과

히트가 활용되었다.

둘째, 본 연구는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의 온

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는 주로 대학생 및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

발되었다. 특히 CPS 기반 온라인 지원 시스템 및 도구 연구는 주로 대

학교의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임철일 외, 2014), 중등학교 학습자

를 대상으로는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지원 도구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은 중등학교 학습자가 사용

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 인터페이스나 기능이 너무 복잡하여 중등학교

학습자의 수준에 맞지 않거나, 중등학교 학습자가 선호하지 않는 웹 페

이지로 개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학

습자의 수준, 흥미, 선호 등을 반영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학습자 사용성 평가를 거쳐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도구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의 긍정적인 반

응을 확인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기존의 온라인 지원 도구 관련 연구에서 미흡했던

요소를 보완하여 창의적 문제 이해 지원에 초점을 둔다는 점 그리고 중

등학교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CPS-U)는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문제

이해를 바탕으로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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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최종 개발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반응을 분석함에 있

어 S 중학교의 3학년 학생 52인과 중등학교 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학습

자 및 교수자 반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에 참

여한 학생 및 교사 수의 제약, 학교급에 따른 대표성의 제약 등이 있어

서 일반화를 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중학교 1, 2학년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과 다양한 학교급의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에 대한 반응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한 학습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

았다. 온라인 도구를 사용한 학습자와 사용하지 않은 학습자가 창의적

문제 이해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이

루어지지 않았다. 창의적 문제 이해 지원에 대한 온라인 도구의 효과를

더욱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온라인 지원 도구를 사용한 그룹과 사

용하지 않은 그룹의 창의적 문제 이해 결과물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학교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CPS 버전 6.1에 제시된 문제(도전)의 이

해 단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확인하는 아이디어 생

성 단계 및 문제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점검하는 실천(행

위)을 위한 준비 단계를 포함한 온라인 지원 도구를 개발하여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함양을 도모해야 한다. 중등학교 학습자의

특성, 수준 및 흥미를 고려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통해 중등학교

학습자의 창의적 문제해결 향상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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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개발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

하기 위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입니다. 전문가이신 참여자의 검토 의견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중요하

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구의 소개: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원리, 흐름도,

각 인터페이스에 반영된 설계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프로토타입: 개발된 프로토타입(반응형 웹페이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를 첨부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용성 평가: 1) 프로토타입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질문,

2)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사용성 평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프로토타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전문가 인적사항: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논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공분야, 최종학력, 직책

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

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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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소개

1) 연구의 목적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러역량 중 가장 강조되는 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다.

Firestien, Treffinger(1983)는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등의 창의성 구성요소가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성요소임을 주장하며 두 개념을 결합하여 하나의 복

합적 개념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모형 중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

가되는 것은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이다. 이러한 CPS 모형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

는 요소는 ‘문제의 이해’다. 문제의 이해는 '기회의 구성(Identifying and sele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key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the

problem)'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의 이해 요소가 강조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하주현, 2006). 전

윤식, 김정섭, 윤경미(2003)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경미(2004)에 따

르면 문제의 이해 단계는 관심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CPS 모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웹 기반 환경 혹은 온라인 학습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소통, 정보탐색, 지식의 경험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창의성 수업에

서 필수적인 토의, 토론 등의 모둠 활동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탐구, 팀 리포트 작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이종연, 구양미, 지석언, 서정희, 고범석, 2007; Hedberg, Brown,

Arrighi, 1997; Relan, Gillani, 1997; Hiltz, 1995; 김동식, 이영민, 1999; Jonassen, 1994).

온라인 학습환경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기존

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문제의 이해 단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CPS 모형의 전반적인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문제 이해가 아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의 이해 단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이

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전윤식 외, 2003). 또한 기존의 CPS 기반

온라인 지원 시스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중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미술대학 수업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을 적용한 임철일 외(2014)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다양한 교과목과 상황에 적용해봄으

로써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선행 연구에 활용된 SCPS의 경우, 화면 크기,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이 요구된다. 요컨대, 중등학교 학생

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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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CPS 모형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등

학생용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탐색한 CPS의 문제 이

해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설계원리가

반영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연구대상의 창의적인 문제 이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

다.

2)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원리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1. 문제 이해의

원리

문제 이해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Treffinger 외, 2000

1.2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라 전윤식 외, 2003

1.3 문제 이해를 위한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조순기 외, 2004

1.4 문제 이해를 위해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라 한원 외, 2013

2. 발산적·수렴적

사고 지원의 원리

발산적사고와

수렴적사고를

지원한다

2.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08;

임철일 외, 2014

2.2 발산적·수렴적 사고 도구를 제공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08;

이종연 외, 2007

2.3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라
이유나, 이상수, 2008;

홍미영, 2012

3. 충분한 안내

원리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위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한다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외, 2009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임철일 외, 2009;

이종연, 구양미; 2007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임철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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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

템을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임철일 외, 2009

5.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최정아 외, 2015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중등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6.1 문제 이해 사고의 발달이 가능한 시기에 맞게, 문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라
하주현 외, 2010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최정아 외, 2015

6.3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라 강창익 외, 2013

7. 상호운용성의

원리

지원 도구 내에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7.1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

동하라
장근원, 박상윤, 2011

7.2 검색 포털을 연동하여 자료를 검색하게 하라 강명희 외, 2009

7.3 SNS, 블로그 등을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중등학교 학

습자) 및 교수자와 결과물을 공유하게 하라
김선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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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지원 시스템 흐름도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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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결과 공유 페이지

시작 페이지(첫 화면) 활동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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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타입
웹페이지 링크 : http://rm011.cafe24.com/

3. 전문가 사용성 평가

1) 사용자, 과제, 맥락에 대한 평가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 대해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성을 묻는 것

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한다

과제

3.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

스럽다
4.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

절하다

맥락

5.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

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7.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http://rm011.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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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평가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사용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인터페

이스(화

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

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

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

히 구성되어 있다
7. 본 프로토타입의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

용하기에 적절하다.

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

능은 적절하다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을 위한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

하다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7.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

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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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사항
l 성명:

l 전공분야:

l 최종학력:

l 소속과 직책:

l 실무 및 연구 경력:

-감사합니다-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하

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지, 도형 등은 적절하다

기타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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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

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개발의 적절성을 검토하며, 수정 및 보완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사용성 평가 설문지입니다. 전문가이신 참여자의 검토 의견

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중

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연구의 소개: 연구의 목적,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원리, 흐름도,

각 인터페이스에 반영된 설계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2. 프로토타입: 개발된 프로토타입(반응형 웹페이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를 첨부하였습니다.

3. 전문가 사용성 평가: 1) 프로토타입의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에 대한 질문,

2)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사용성 평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프로토타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전문가 인적사항: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되며 연구논문에는 전문가임을 증명하기 위해 전공분야, 최종학력, 직책

과 경력 부분만 포함될 것입니다.

본 설문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본 연구

에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연락처: 010-3027-3129, 이메일: dayeon31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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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소개

1) 연구의 목적

미래인재가 갖추어야 할 여러역량 중 가장 강조되는 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이다.

Firestien, Treffinger(1983)는 융통성, 독창성, 유창성 등의 창의성 구성요소가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성요소임을 주장하며 두 개념을 결합하여 하나의 복

합적 개념인 창의적 문제해결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들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다양한 모형 중 가장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

가되는 것은 ‘창의적 문제해결(CPS)’ 모형이다. 이러한 CPS 모형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

는 요소는 ‘문제의 이해’다. 문제의 이해는 '기회의 구성(Identifying and sele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key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the

problem)' 단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제의 이해 요소가 강조되는 이유는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이 문제를 창의적으로 이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하주현, 2006). 전

윤식, 김정섭, 윤경미(2003)는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것을 강조하였다. 윤경미(2004)에 따

르면 문제의 이해 단계는 관심 영역을 발견하고, 그 영역 내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모든

과정을 일컫는 것으로서 문제해결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CPS 모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웹 기반 환경 혹은 온라인 학습환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의사소통, 정보탐색, 지식의 경험이 가능한 온라인 환경에서는 창의성 수업에

서 필수적인 토의, 토론 등의 모둠 활동과 문제에 대한 다양한 탐구, 팀 리포트 작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이종연, 구양미, 지석언, 서정희, 고범석, 2007; Hedberg, Brown,

Arrighi, 1997; Relan, Gillani, 1997; Hiltz, 1995; 김동식, 이영민, 1999; Jonassen, 1994).

온라인 학습환경을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을 지원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기존

의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온라인 지원 시스템 연구는 여러 한계점을 지닌다. 무엇보다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문제의 이해 단계에 중점을 두고 이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CPS 모형의 전반적인 단계를 모두 포괄하여, 문제 이해가 아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문제의 이해 단계가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문제 이

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전윤식 외, 2003). 또한 기존의 CPS 기반

온라인 지원 시스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의 전공 수업에서 이루어졌으며, 중등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는 그 효과성을 검증하지 못하였다. 미술대학 수업에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을 적용한 임철일 외(2014)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다양한 교과목과 상황에 적용해봄으

로써 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직관적이지 못하고 복잡한 인터페이스로

인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선행 연구에 활용된 SCPS의 경우, 화면 크기, 버튼

등의 인터페이스를 개선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이 요구된다. 요컨대, 중등학교 학생

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 연구

는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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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CPS 모형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등

학생용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선행문헌 분석을 통해 탐색한 CPS의 문제 이

해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스템의 설계원리를 적용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다. 또한 설계원리가

반영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연구대상의 창의적인 문제 이해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

다.

2)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설계원리

설계원리 설계지침 참고문헌

1. 문제 이해의

원리

문제 이해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1 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의 세 단

계를 제공하라
Treffinger 외, 2000

1.2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라 전윤식 외, 2003

1.3 문제 이해를 위한 사고기법을 활용하라 조순기 외, 2004

1.4 문제 이해를 위해 비구조화된 문제를 제시하라 한원 외, 2013

72. 발산적·수렴적

사고 지원의 원리

발산적사고와

수렴적사고를

지원한다

2.1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 있게 사용하도록

설계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08;

임철일 외, 2014

2.2 발산적·수렴적 사고 도구를 제공하라
구양미 외, 2006;

이유나, 이상수, 2018;

이종연 외, 2007

2.3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도록 발문이나 지시문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설계하라
이유나, 이상수, 2008;

홍미영, 2012

3. 충분한 안내

원리

문제 이해 단계

수행을 위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한다

3.1 CPS 모형, 수업 진행,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

도구,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라

이종연 외, 2007;

임철일 외, 2009

3.2 개념적, 메타인지적, 절차적, 전략적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라
임철일 외, 2009;

이종연, 구양미; 2007

3.3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하라
임철일 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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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환경

제공 원리

온라인 환경을

제공한다

4.1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

템을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4.2 사고 도구를 온라인으로 활용하게 하라 임철일 외, 2009

5. 사용자 편의

원리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5.1 쉽고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활용하라 임철일 외, 2014

5.2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활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라 최정아 외, 2015

6. 사용자 특성

고려 원리

중등학교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6.1 문제 이해 사고의 발달이 가능한 시기에 맞게, 문제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라
하주현 외, 2010

6.2 각 단계별 활동에 대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콘을 배치하라
최정아 외, 2015

6.3 중등학교 학습자의 흥미를 자극하라 강창익 외, 2013

7. 상호운용성의

원리

지원 도구 내에서

다른 온라인

플랫폼 혹은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7.1 온라인 지원 시스템에 외부의 다른 온라인 도구를 연

동하라
장근원, 박상윤, 2011

7.2 검색 포털을 연동하여 자료를 검색하게 하라 강명희 외, 2009

7.3 SNS, 블로그 등을 연동하여 다른 사용자(중등학교 학

습자) 및 교수자와 결과물을 공유하게 하라
김선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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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지원 시스템 흐름도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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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지원 시스템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결과 공유 페이지

시작 페이지(첫 화면) 활동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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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토타입
웹페이지 링크 : http://rm011.cafe24.com/

3. 전문가 사용성 평가

1) 사용자, 과제, 맥락에 대한 평가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 대해 사용자, 과제, 맥락 요소를 기반으로 사용성을 묻는 것

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한다

과제

3.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

스럽다
4.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

절하다

맥락

5.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

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7.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http://rm011.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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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페이스,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평가

*다음 질문은 앞에서 제시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화면 구성), 기능 및 디자인에 대한 사용성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인터페

이스(화

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

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

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

히 구성되어 있다
7. 본 프로토타입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

용하기에 적절하다.

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

능은 적절하다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을 위한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

하다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7. 본 프로토타입의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적절하다
8.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

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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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적사항
l 성명:

l 전공분야:

l 최종학력:

l 소속과 직책:

l 실무 및 연구 경력:

-감사합니다-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하

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지, 도형 등은 적절하다

기타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 기능, 디자인에 있어서 보완해야 할 점은 무

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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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1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

해 단계를 완료하였나요?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

다면 말해주세요.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적절한가요?

3. 본 프로토타입은 사용자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4. 본 프로토타입은 과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5. 본 프로토타입은 맥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6.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7.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8.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합한가

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9.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

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10. 본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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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차 전문가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

해 단계를 완료하였나요?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

다면 말해주세요.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적절한가요?

3. 본 프로토타입은 사용자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4. 본 프로토타입은 과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5. 본 프로토타입은 맥락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였나요?

6.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7.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8.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합한가

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9.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

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10. 본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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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개발에 앞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는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

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됩

니다.

2. 프로토타입: 개발된 프로토타입(반응형 웹페이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를 첨부하였습니다.

3. 설문지: 설문은 총 @문항이며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

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연락처: 010-3027-3129, 이메일: dayeon31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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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l 성명 :

l 소속 :

l 학년 :

l 성별 :

2. 프로토타입
웹페이지 링크 : http://rm011.cafe24.com/

3. 설문지
*다음 질문은 위의 링크를 통해 사용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프로토타입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한다

과제

1.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

스럽다

2.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

절하다

맥락

1.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

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3.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

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

용하기에 적절하다

http://rm011.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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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중등학교 학습자가 활용하기

에 적절하다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하

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기타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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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을 위한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개발에 앞서 사용자(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자 사용성 평가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

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됩

니다.

2. 프로토타입: 개발된 프로토타입(반응형 웹페이지)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를 첨부하였습니다.

3. 설문지: 설문은 총 @문항이며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

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연락처: 010-3027-3129, 이메일: dayeon31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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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l 성명 :

l 소속 :

l 학년 :

l 성별 :

2. 프로토타입
웹페이지 링크 : http://rm011.cafe24.com/

3. 설문지
*다음 질문은 위의 링크를 통해 사용한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프로토타입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사용자

1. 온라인(모바일) 상황에서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할 수 있다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해 창의적 문제 이해를 효율적으

로 지원한다

과제

3.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

스럽다
4. 본 프로토타입을 원활히 사용하는 데 걸린 시간은 적

절하다

맥락

5. 본 프로토타입을 한동안 사용하지 않고 다시 사용했

을 때도 이용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는 오류 없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7. 본 프로토타입에 활용되는 인지 처리량은 적절하다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1.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

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

산적 사고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http://rm011.cafe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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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4.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5.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6.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

히 구성되어 있다
7. 본 프로토타입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

성되어 있다
8.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교 학습자가 이

용하기에 적절하다

기능

1.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

원하기에 적절하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

능은 적절하다
4.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

을 위한 포털(구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적절

하다
5. 본 프로토타입의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6. 본 프로토타입의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적절하다
7. 본 프로토타입의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

하는 기능은 적절하다
8. 본 프로토타입의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적절하다

디자인

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하

다
2.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중등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기에 적절하다

3. 본 프로토타입의 색감, 이미지, 도형 등은 적절하다

기타

본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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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1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하였

나요?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스러웠나요?

3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4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5.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합한가

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해주세요.

6.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

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7. 본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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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8] 2차 학습자 사용성 평가 면담 질문지

1. 본 프로토타입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하였

나요?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본 프로토타입을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스러웠나요?

3 본 프로토타입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4 본 프로토타입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5. 본 프로토타입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6 본 프로토타입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7 본 프로토타입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8 본 프로토타입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9 본 프로토타입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10. 본 프로토타입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

요?

11. 본 프로토타입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

원 시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12. 본 프로토타입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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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9] 학습자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중등학교 학습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지입니다. 참여자의 의견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

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의 현장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CPS-U링크 : http://rm011.cafe24.com/

본 설문지는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이름은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됩

니다.

2. 만족도 조사 : 1) 전반적 만족도 2) 기능 만족도 3) 인터페이스 만족도 4) 디

자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장점, 단점, 개선점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연락처: 010-3027-3129, 이메일: dayeon31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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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l 성명 :

l 소속(학교) :

l 학년 :

l 성별 :

2. 만족도 조사
*다음 질문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CPS-U)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전반적

만족도

1. CPS-U는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CPS-U를 통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CPS-U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위한 세 단계(기회의

구성, 자료의 탐색, 문제의 골격 구성)를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4. CPS-U를 통해 수행한 창의적 문제 이해의 과정은

순조로웠다
5. CPS-U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방법(순

서)을 배울 수 있다
6. CPS-U는 중·고등학생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7. CPS-U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인터페

이스

(화면

구성)

만족도

1. 단계별 설명, 브레인스토밍, 히트로 이루어진 전반적

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적절하다
2. 전반적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창의적 문제 이해

에 도움이 된다
3.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4.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창의적 문제 이해의 전반

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6.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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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8.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9.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10.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12.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결과물을 확

인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 CPS-U 인터페이스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기능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
2.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5.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

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편리하다
6.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7.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유용하다
8.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유용하다
9.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유용

하다
10. CPS-U 기능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디자인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적절하다

2.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용자(중,고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다
3. CPS-U 디자인에 사용된 색감, 폰트, 이미지는 적절

하다

4. START, 저장, HELP 등의 버튼의 디자인은 적절하다

5. CPS-U 디자인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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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0] 학습자 면담 질문지

1. CPS-U를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완료하였나요?

문제 이해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CPS-U를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수행은 만족스러웠나요?

3 CPS-U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

하기에 적절한가요?

4 CPS-U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5. CPS-U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6 CPS-U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7 CPS-U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8 CPS-U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9 CPS-U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10. CPS-U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11. CPS-U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

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12. CPS-U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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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1] 교수자 설문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 교수자 반응 평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4학기에 재학

중인 이다연입니다. 본 설문지는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에 대한 중등학교 교수자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학습자

반응 평가 설문지입니다. 참여자이신 선생님의 의견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CPS-U)의 현장평가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CPS-U링크 : http://rm011.cafe24.com/

본 설문지는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정보: 작성해주시는 ‘성명’과 ‘소속’ 등 정보는 자료 식별용으로만 사용됩

니다.

2. 만족도 조사 : 1) 전반적 만족도 2) 기능 만족도 3) 인터페이스 만족도 4) 디

자인 만족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설문은 선택형 문항과

개방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지원 시스템의 장점, 단점, 개선점

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설문지에 제시된 의견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 응답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연구자에게 질문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공학전공, 석사과정 이다연 드림

(연락처: 010-3027-3129, 이메일: dayeon3129@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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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정보

l 성명 :

l 소속(학교) :

l 최종학력 :

l 직책 :

l 경력 :

2. 만족도 조사
*다음 질문은 창의적 문제해결(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위한 온라인 지원 도구

(CPS-U)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곳에 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매우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구분 문항
척도

1 2 3 4

전반적

만족도

1. CPS-U는 학습자가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

움이 된다

2. CPS-U는 학습자가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는 데

효과적이다

3. 학습자들이 CPS-U를 통해 도출한(이해한) 새로운

문제는 적절하다.

4. 학습자의 CPS-U를 통한 창의적 문제 이해 과정은

순조롭다

5. 학습자는 CPS-U를 통한 문제 이해 단계 수행에 흥

미를 느낀다

6. 학습자는 CPS-U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해하

는 방법(순서)을 배울 수 있다

7. CPS-U는 중·고등학생이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8. CPS-U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인터페

이스

(화면

1. 해당 단계의 수행 방법 안내, 브레인스토밍, 히트로

이루어진 전반적인 인터페이스(화면 구성)는 적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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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만족도

2.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3.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창의적 문제 이해의 전반

적인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4.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5. '기회의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의 여러

측면을 탐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6.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7. '자료의 탐색'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문제에 관련된

여러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

8.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9.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새로운

문제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10.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다

11. '요약 및 공유' 페이지의 인터페이스는 결과물을 확

인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

12. CPS-U의 인터페이스는 창의적 문제 이해를 지원하

는 온라인 시스템으로서 적절하다

13. CPS-U의 인터페이스는 중등학생의 이용에 최적화

되어있다

14. CPS-U의 인터페이스는 수렴적, 발산적 사고에 도

움이 된다

15. CPS-U 인터페이스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기능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만족스럽다

2. CPS-U의 전반적인 기능은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하다

3.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아이디어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4.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내용 입력 기능은 적절하다

5. 자료의 탐색 단계에서 브레인스토밍을 위한 포털(구

글, 네이버, 다음) 연동 기능은 편리하다

6. 히트를 위한 아이디어 선택 기능은 적절하다

7. 작성한 아이디어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은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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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8. 각 단계 수행을 위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도움말

기능은 유용하다

9. 창의적 문제 이해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기능은 유용

하다

10. CPS-U 기능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디자인

만족도

1.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적절하다

2. CPS-U의 전반적인 디자인은 이용자(중,고등학생)의

수준에 적합하다

3. CPS-U 디자인에 사용된 색감, 폰트, 이미지는 적절

하다

4. START, 저장, HELP 등의 버튼의 디자인은 적절하다

5. CPS-U 디자인의 강점, 약점, 개선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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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2] 교수자 면담 질문지

1. 학습자들이 CPS-U를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시나요? (CPS-U가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문제 이해에 도움을 준다고 생

각하시나요?)

2. 학습자들은 CPS-U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창의적 문제 이해 단계를 수

행할 수 있나요?

3. CPS-U에 포함된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는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

하기에 적절한가요?

4. CPS-U의 '소개' 페이지(첫 화면)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5. CPS-U의 '기회의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6. CPS-U의 '자료의 탐색'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7. CPS-U의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8. CPS-U의 '요약 및 공유' 페이지는 적절히 구성되어 있나요?

9. CPS-U의 인터페이스는 중, 고등학생이 사용기에 적절한가요?

10. CPS-U의 사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12. CPS-U의 기능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기에 적절한가요?

12. CPS-U의 디자인은 CPS의 문제 이해 단계를 지원하는 온라인 지원 시

스템의 디자인으로 적절한가요?

13. CPS-U의 강점, 약점,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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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3] 최종 개발된 온라인 지원 시스템 화면

1. 소개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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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회의 구성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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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의 탐색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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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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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공유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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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움말 페이지_컴퓨터(온라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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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개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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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회의 구성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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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료의 탐색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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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제의 골격 구성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 186 -

11. 요약 및 공유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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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움말 페이지_태블릿 PC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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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n online

support tool for understanding

the challenge phase of the CPS

model

Dayeon Le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reativity and creative problem-solving skills are emphasized as

being future talent competencies. To creatively solve problems,

creat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must precede. Despite this,

however, most research on creativity focuses on the creative

problem-solving process rather than on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Additionally, as most existing online support tools that

promote creative problem-solving have been developed with their

intended users to be higher education learners, there is a scarcity of

online tools that can be effectively utilized in second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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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xts. As such,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esign and develop an

online support tool that can assist secondary school learners in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and to analyze the learner and

educator responses to that tool. The research questions for this

research are twofold. First, how can an online support tool that

assists in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a problem be designed and

developed? Second, what are the responses of secondary school

learners and educators in regards to the online support tool?

This study was conducted under the design and development

methodology and consisted of four steps. First, the design principles

and design guidelines were deriv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Second, the flowchart and interface were design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e Challenge” phase of the CPS model, which

consists of “Constructing Opportunities”, “Exploring Data”, and

“Framing Problems”. Third, the prototype was developed and later

finalized after undergoing two rounds of usability testing with experts

and learners respectively. Lastly, the finalized online support

tool(CPS-U) was utilized in a 9th grade English class at S Middle

School, with the learners’ and educator’s responses to the online

support tool being collected through surveys and interviews. Through

the field evaluation, guidelines for effective use of the tool were

derived.

The online support tool for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CPS-U) consists of an introduction page, constructing

opportunities page, exploring data page, framing problems page, a

summary and sharing page, and a help page. The introduction page

explains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process and

includes a description of the three steps. In the constructing

opportunities page, a given problem is perceived from various 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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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irection for problem-solving is explored. The exploring data

page consists of a search portal that can be used to find a variety of

information regarding the different aspects of a problem to assist in

determining what area should be focused on. On the page for framing

problems, various statements on the newly found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re composed and one is selected. In the constructing

opportunities, exploring data, and framing problems pages,

brainstorming and hits are utilized. On the summary and sharing

page, the brainstorming and hit results are compiled and can be

shared through a social networking system. The help page can be

activated when the help button is pressed on any page, which will

then promptly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s, examples, related

materials, images, and videos relevant to the indicated step.

Through analyzing the learner and educator responses to the

online support tool, it was confirmed that the online support tool

effectively supports the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Additionally, learner interest through experiencing creativ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through the tool was also confirmed.

The learner and educator’s response to the tool’s interface, functions,

and design were generally positive, with the ability to share results

with fellow learners and educators being cited as the tool’s strength.

However, it was pointed out that expressions such as constructing

opportunities, exploring data, framing problems were difficult for

middle school students to understand, with the inability to attach files

such as videos in the support tool being named as weaknesses.

Therefore, to compensate for those weaknesses,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use of the tool were developed for learners and educators.

This study developed an online support tool for middle school

learners to assist in their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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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 the effectiveness of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when

utilizing the online support tool was explored. The online support tool

is expected to be used in secondary school contexts and enable

learners to understand problems creatively, further contributing to the

learner’s creative problem-solving ability.

keywords : Creative problem-solving, Creative understanding of

problems, Online support tool, Responsive web, Middle school

Student Number : 2019-2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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