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일률적인 지식이 아니라 

복잡한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

서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 중 하나가 창의
성이다. 무엇보다 디자인 영역에서의 창의성은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여 표현해야 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다양한 발상과 도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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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제품디자인 수업을 진행하고 그 창의적 효과성을 검증
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5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품디자인  수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로 스캠퍼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생들은 대부분
은 ‘결합하기’, ‘수정하기’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기존 제품에 다른 제품을 결합하거나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발견하
여 수정하였다. 둘째, 스캠퍼 기법을 활용 시 창의적 구성요소 중 ‘융통성’과 ‘재구성하는 능력’이 사용된 것을 보면 스캠
퍼 기법의 사용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거나 대상의 기능과 용도를 변화시켜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능력을 제공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업 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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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nduct product design class using scamper technique and to verify its 
creative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conducted a product design class using SCAMPER to 52 
students in the second year of specialized high school, analyzed the results, and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idea generation through SCAMPER with a survey. As a result, most of the students used 
the 'combine' and 'modify' techniques most often to combine other products with existing products or 
to find and correct problems of existing products. Second, when using SCAMPER, 'flexibility' and 
'reconstruction' were used among the creative components. It turned out to provide the ability to see 
objects from a new perspective. Third, the results of the post-class survey showed that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lass using SCAMPER was high, which helped them to develop creative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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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을 인재상으로 보고 있으며
[1]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미술은 ‘바른 인
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
는 핵심교과이다[2]. 특히 디자인 분야에서는 새로운 아
이디어를 창출하는 창의적인 인재에 대한 필요성이 크다. 
미국의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Daniel Pink)는 산업사회
에서는 좌뇌를 통한 논리적 사고가 중요하지만, 미래 사
회에서는 우뇌를 통한 창조성과 감성이 중요하며 이제껏 
존재하지 않은 것을 창조해내는 예술가와 같은 창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3]. 특히 디자인을 전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전공 분야의 전문성 향상
을 위한 창의성은 꼭 필요하다.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다양한 발상 방법들을 활용하여 디자인 아이디
어를 낸다. 하지만 아이디어 발상은 시간 대비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는 어떠한 
주제에 대한 목록을 적어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체크리스
트를 통해 질문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여 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아이디어 발상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었다. 그래서 
스캠퍼 기법의 체크리스트 질문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수
업을 진행하고 그 창의적 효과성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52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학습 지도안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고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로 
스캠퍼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스캠퍼 기법이 제품디자인 수업의 창의적 결과
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2. 제품디자인에서의 창의성과 스캠퍼 
기법 이해

2.1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은 ‘새로운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기

존에 있던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
과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4]. 심리학자의 입장
에서는 창의성은 사고력을 의미하며 창의성의 변인으로 
독창성,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을 보고 있다. 창의성을 
사고의 태도와 인성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러한 경
우 변인으로 민감성, 개방성, 탐구성, 독립성 을 보는 관
점도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창의성의 변인은 개인이 
아니라 한 사회가 좌우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 사회가 바

라고 있는 광범위한 욕구가 결정하는 것이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 창의성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의 독특한 사람됨
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인간이 본래 유일한 존재이기 때
문에 독특한 근본이 창의성을 드러내게 하는 원천적인 
힘이라 고 주장한다[4]. 미술교육을 통해 창의성의 개념
으로 정착시킨 로웬펠드(1993)는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창의성이며 창의적 사고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
이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5]. 첫 번째 요소는 ‘감수성’으
로 주어진 상황과 재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며 독특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감수성은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작업하는데 있어서 감각을 계발하고 깨울 수 있는 능력
이다. 두 번째 ‘유창성’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
어를 신속하고 자유롭게 생각해 내는 사고 능력이다. 즉 
주어진 문제에 다양한 해결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양
적 능력으로 사고 과정의 초기 단계에 주로 사용된다. 세 
번째는 ‘융통성’으로 고정된 관점, 생각, 사고방식에서 벗
어나 새로운 상황에서 사고를 빠르게 전환하여 유연한 
생각으로 해결책을 발상해 내는 능력이다. 즉 예상치 못
한 문제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자기 생각을 발전시
켜 나가게 한다. 네 번째는 ‘독창성’으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남들이 생각해내기 힘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해 내는 것으로 유연한 사고능력에서 발전하여 독특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는 ‘재구성
하는 능력과 재정의하는 능력’으로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
롭게 정리해 내는 능력과 대상의 용도나 기능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능력이다. 즉 이미 주어진 
것을 색다르게 보는 것으로 기존의 사물을 전형성에서 
벗어나 낯설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추상하는 능력, 조직하는 능력과 종합하는 능력’
으로 추상하는 능력은 문제에 내재한 요소들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고, 종합하는 능력은 각각 요소들을 새롭게 
종합해 내는 능력이다. 조직하는 능력은 의미 있는 방식
으로 결합해내는 능력이다. 창의성의 구성요소는 감수성,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재구성하는 능력과 재정의하는 
능력, 종합하는 능력, 추상하는 능력과 조직하는 능력으
로 이들을 토대로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5]. 본 연
구는 로웬펠드가 제시한 창의적 사고의 구성요소를 기준
으로 삼아 학생들의 작품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2.2 스캠퍼 기법 
창의적 아이디어를 전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 

아이디어 발상원리, 발상 기법 유형, 그리고 프로세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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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될 수 있으며[6] 기법에 따른 창의적 인지 과정
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7].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다양한 
답이나 해결책을 내는 확산적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 맵, 스캠퍼 기법 등이 있는데 스캠
퍼는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이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질문을 모아 만든 것을 밥 에버럴(Bob Eberle)이 
일련의 사고 과정을 기억하게 좋게 만들어 나타낸 약성
어로 7가지 질문에 있는 핵심단어인 Substitute(대체하
기), Combine(결합하기), Adapt(응용하기), Modify(수
정하기), Magnify(확대하기), Minimize(축소하기), Put 
to other use(용도 변경하기), Eliminate(제거하기), 
Reverse(뒤집어보기), Rearrange(역발상하기)의 첫 글
자를 따서 ’SCAMPER’라고 이름 붙여졌다[7]. 스캠퍼 기
법은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
출하는 브레인스토밍이나 연상작용으로 아이디어를 확장
해 나가는 마인드맵과는 달리 인위적 발상법으로 체크리
스트에 따라 보편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독창적이고 다양
한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한다. 스캠퍼 기법은 아
이디어 산출을 위해 문제 해결의 착안점을 미리 질문을 
만들어 놓아 막연하게 아이디어를 발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항목별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 놓고 하나
씩 체크해나가면서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8]. 조성근
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때 체크리스트를 사용하면 막
연하게 생각했던 문제를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도 빠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9]. 이 사고기법

은 디자인 과정에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체크
리스트를 통해 생각을 확산시키고 아이디어 발상에 유용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0]. 아이디어 확산기법은 다
양한지만 스캠퍼 기법을 활용 시 체크리스트 순서대로 
할 수 있고, 주어진 순서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한 번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11]. Table 1은 스캠
퍼 기법의 각 단계와 해당되는 질문들이다.

2.3 제품디자인 수업에서 스캠퍼 기법의 활용
제품디자인은 산업 디자인의 좁은 의미로 우리의 삶 

전체에 사용되는 생활용품을 계획, 생산하여 상품화하는 
창조적인 조형 과정을 뜻하며 완구, 생활·팬시 제품, 전자 
제품, 가구·조명 등과 같이 대량 생산되는 제품을 상품화
하는 종합적인 창조 활동으로 생산에서 판매, 사용까지 
폭넓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13]. 따라서 제품디자인은 
기능적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사용 목적에 맞는 합목적성, 
형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심미성, 재료를 손쉽게 구하
여 사용할 수 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경제성, 새로운 디자
인으로 기업의 미적 가치를 올려 주는 독창성이 포함되
어야 한다[14]. 제품의 선택에 있어 과거에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하였지만 제품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능과 성능
의 차이는 미미해지고 제품의 감성적인 요소가 제품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소비자의 감성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자 제품디자인에 다양한 소재, 
색채를 사용하며 제품의 주 기능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추가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제품을 개발한다. 이러
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제
품디자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막연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항목별로 하나씩 체크해가며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하고자 한다.

3. 제품디자인 수업
3.1 수업 목표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내는 제품디자인 
수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디자인 수업에서 
스캠퍼 기법을 통해 학습자의 창의성을 함양시킬 수 있
다. 둘째, 전자 제품디자인의 문제점 및 보완점을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여 발상할 수 있다. 셋째, 아이디어를 3D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표현할 수 있다. 

SCAMPER Contents

Substitute
· What else would you replace?
· Who else?
· What other ingredients?

Combine
· What brings you to something new?
· Combine multiple purposes?
· How do you combine ideas?

Adopt
· What is similar to this?
· What else applies to this?
· What is similar to the past?

Modify
 Magnify
 Minify

· What if I change a little?
· What if I get stronger?
· What if we simplify?

Put to other 
uses

· For other uses?
· Can it be modified and used for others?
· What if I change the context?

Eliminate
· What if I get rid of this?
· What can I do without?
· Reduce the number?

Reverse, 
Rearrange

· What if it is upside down?
· What if I change roles?
· What if I change it in a different order?
· What causes and consequences change?

Table 1. Questions from SCAMP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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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업 기간 및 대상
본 연구의 수업 대상은 S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2

학년 52명이다. 특성화고등학교 디자인과 2학년 학생들
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를 활
용할 수 있으며 제품디자인 이미지를 구체화하는 3D 프
로그램인 라이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색상과 재
질을 표현하는 맵핑을 활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다. 수업 
기간은 2019년 3월 4일에서 4월 5일까지 총 5주 20시
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수업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작업 
결과물을 분석하여 스캠퍼 기법이 창의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작품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3.3 교수학습 지도안
본 수업은 총 20차시로 1차시당 50분 수업으로 구성

하였으며 지도안은 Table 2와 같다. 스캠퍼 기법을 활용
한 제품디자인을 위해서 전자 제품디자인의 개념을 이해
하고 새롭고 창의적인 전자 제품디자인 사례를 보여주어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
법들 중 스캠퍼 기법의 개념과 활용 방법을 설명하여 디
자인 발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활동지를 통해 본인이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을 선택하여 기존 제품의 문제점

이나 보완하고 싶은 점을 분석하고 스캠퍼 기법을 활용
하여 발상하도록 하였다. 체크리스트의 각 물음에 해당하
는 아이디어를 발상해가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게 
지도하였다. 아이디어 스케치 중 자신의 컨셉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자세하게 스케치하여 표
현하도록 지도하였다. 최종 아이디어를 3D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형태를 구체화하고 색상과 재질감을 부여하도
록 하였다. 학생이 완성도 있게 표현하도록 피드백을 통
해 지도하였다.  

4. 결과 분석
학생들은 스캠퍼 기법의 활동지를 통해 스캠퍼 기법인 

대체하기, 결합하기, 수정하기·확대하기·축소하기, 응용
하기, 용도 변경하기, 제거하기, 뒤집어보기·역발상 하기 
7가지 기법을 적용하여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아이디어를 
재구성하였다. 결정된 아이디어를 스케치 를 통해 구체화
하였고 3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결과 분석 
방법은 작품 분석과 사후 설문지 분석을 사용하였다. 작
품 분석은 스캠퍼 7가지 기법과 창의성의 요소를 체크하
여 그 관계성을 규명하였다. 52명의 활동 결과물을 모두 
제시하지 못해 대표적 사례로 ‘상’에 해당되는 5명의 결
과물을 논문에 제시하였다. 사후 설문조사는 52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여 스캠퍼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4.1 작품분석
Fig. 1은 A학생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와 결과물이다. 기존의 정수기와 쌀 보관
함을 결합한 쌀 정수기 제품을 디자인하였다. 쌀 정수기
의 핵심 아이디어는 쌀을 넣어두면 기계 안에서 쌀을 세
척하고 밥솥으로 옮길 수 있는 제품이다.

A학생은 Table 3과 같이 스캠퍼 기법들 중에서 ‘결합
하기’를 사용하여 쌀 보관함과 정수기를 결합하였으며 기
존 제품을 ‘수정하기’를 통해 쌀만 보관하는 기존의 쌀 보
관함이 세척까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였다. 또한 물이 나
오는 곳은 ‘용도 변경’을 활용하여 쌀이 나오는 곳과 물이 
씻어져 나오는 곳으로 나누어 디자인하였다. 창의성 구성
요소 중에서는 기존 제품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유연한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상해 내는 ‘융통성’을 사용하여 
기존 쌀 보관함의 번거로운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여 제
품을 디자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Time Teaching 
learning step Learning task

1-2 Learner 
recognition

1. Understand the concept of electronics 
design.

2. See examples of electronics design with 
various ideas.

3. Understand scamper techniques.

3-4 Idea sketch
1. Select one of the electronics designs to 

analyze the product's problems.
2. You can come up with ideas using the 

scamper technique to solve the problem 
of the product.

5-6 Idea slection 
1. You can express your ideas in concrete 

ways.
2. The final idea can be chosen to express 

the idea.

7-14 Rendering
1. Use the 3D program to express the final 

idea in detail.
2. The rendering program can be used to 

express colors and textures.

15-18 Panel work
1. The rendered image is embodied in the 

panel.
2. Consider the layout of the panel.

19-20
Presentation 

& 
Appreciation

1. You can confidently present your 
finished product design ideas.

2. We can cultivate objective thinking 
through appreciation of works.

Table 2. Lecture schedule of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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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만들어 내는 ‘독창성’과 물만 나오는 정수기 기능
이 아닌 쌀이 씻어져 나오는 정수기로 ‘재구성하는 능력’
을 볼 수 있었다.

Fig. 2는 B학생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와 결과물이다. B학생은 크기가 크고 이
동이 번거로운 기존 공기청정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며 작동이 편리한 소형 공기청
정기를 디자인하였다.

B학생은 Table 4와 같이 스캠퍼 기법 중 ‘결합하기’를 
사용하여 인공지능 기능과 공기청정기를 결합하였으며, 
스캠퍼 기법 중 ‘축소하기’를 사용하여 부착 가능한 소형 
인공지능 공기청정기를 디자인하였다. 창의성 구성요소 
중에서는 기존 제품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유연한 아이
디어와 해결책을 발상해 내는 ‘융통성’과 새로운 관점에
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해내는 ‘재구성하는 능력’을 
볼 수 있었다.

SCAMPER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 ●
Factors of 
creativity FlexibilityOriginality Ability to 

reconstruct
Ability to 
synthesize

● ●

Table 4. SCAMPER and creativity of student B

Fig. 2. Sketch and output of student B

Fig. 3은 C학생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와 결과물이다. 바쁜 아침에 프라이팬과 
토스트 두 가지를 쓰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결합하
기’, ‘수정하기’를 활용하여 두 제품을 결합하여 디자인하
였다. C학생은 Table 5와 같이 창의성 구성요소 중에서 
기존 제품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 유연한 아이디어와 해
결책을 발상해 내는 ‘융통성’과 새로운 관점에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재구성해내는 ‘재구성하는 능력’을 사용하였다.

SCAMPER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 ●
Factors of 
creativity Flexibility Originality Ability to 

reconstruct
Ability to 
synthesize

● ●

Table 5. SCAMPER and creativity of student C

 

SCAMPER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 ● ●
Factors of 
creativity Flexibility Originality Ability to 

reconstruct
Ability to 
synthesize

● ● ●

Table 3. SCAMPER and creativity of student A

Fig. 1. Sketch and output of studen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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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ketch and output of student C
Fig. 4는 D학생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와 결과물로 기존의 로봇 청소기의 대상
을 일반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으로 설정하여 점자를 넣은 
로봇 청소기를 디자인하였다. 기존의 로봇청소기는 청소
기를 돌리고 물걸레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과 공기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 청소기를 수정하여 디자인하
였다. D학생은 Table 6과 같이 제품의 본성을 유지하면
서 대상을 변경하는 ‘대체하기’를 사용하여 디자인했으며 
기존 로봇 청소기의 기능에 공기 청정 기능, 물걸레 청소 
기능 그리고 인공지능을 넣어 ‘결합하기’를 사용하여 디
자인하였다. 창의성 구성요소 중에서 기존 제품의 불편했
던 점을 유연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해결해내는 
‘융통성’과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독창성’ 그리고 기
존의 아이디어를 새롭게 정리하여 재구성하는 ‘재구성하
는 능력’과 각 요소를 새롭게 종합하여 표현하는 ‘종합하
는 능력’을 사용했다.

SCAMPER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 ● ●
Factors of 
creativity Flexibility Originality Ability to 

reconstruct
Ability to 
synthesize

● ● ● ●

Table 6. SCAMPER and creativity of student D

Fig. 4. Sketch and output of student D

Fig. 5는 E학생의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스케치와 결과물로 물 저장고에 물이 차면 버려
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
인하였다. E학생은 Table 7과 같이 ‘결합하기’를 통해 제
습기와 정수기를 결합하는 새로운 제품을 발상해냈으며 
‘수정하기’를 통해 기존 제습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
다. 창의성 구성요소 중에서는 ‘융통성’을 사용하여 제습
기의 물을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냈으며 기존의 아이디
어를 새롭게 정리하여 재구성해내는 ‘재구성하는 능력’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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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MPER Substitute Combine Adopt
Modify, 
Magnify, 
Minify

Put to 
other 
uses

● ●
Factors of 
creativity FlexibilityOriginality Ability to 

reconstruct
Ability to 
synthesize

● ●

Table 7. SCAMPER and creativity of student E

Fig. 5. Sketch and output of student E

4.2 설문지 평가 
5주 동안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 디자인 수업을 

진행한 후 52명 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상에 있어
서 스캠퍼 기법의 기여도, 스캠퍼 기법의 유익성, 스캠퍼 
기법 수업 후 아이디어 발상에 흥미와 자신감 향상도, 디
자인 작품의 만족도,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수업의 효과
성을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수업의 효과성 평가를 위
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만 구성하고 두 반의 학습시
간과 내용의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변인들을 통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대조군 비교 설계를 통해 스
캠퍼 기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보다는 사후 설문지와 작
품 분석을 통하여 효과성을 도출하고자 설계하였다. 각 
문항별 응답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쨰,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수업은 어떠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Table 8
과 같이 ‘매우 유익했다’라는 답변이 54%, ‘유익했다’는 
29%, ‘보통이다’는 11%, 그리고 ‘유익하지 않았다’는 6%
로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답변이 83%로 대부분의 학생들
은 수업이 유익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Answer Respondents Percentage(%)
It was very beneficial. 28 54

It was beneficial. 15 29
It was average 6 11

It was not beneficial. 3 6
It was not very 

beneficial. 0 0
Total 52 100

Table 8. Benefits of Design Class Using Scamper 

둘째, 스캠퍼 기법이 발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Table 9와 같이 ‘매우 그렇다’ 50%, ‘그렇다’ 
35%, ‘보통이다’ 11%, ‘그렇지 않았다’ 4%로 긍정적인 답
변이 85%로 차지하였다.

Answer Respondents Percentage(%)
It really was. 26 50

It was. 18 35
It was average. 6 11

It was not. 2 4
It was really not. 0 0

Total 52 100

Table 9. Benefits of the SCAMPER in ideation

셋째,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수업 이후, 아이디어 발상
에 흥미와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라는 질문에 Table 10
과 같이 ‘매우 그렇다’  33%, ‘그렇다’는 38%, ‘보통이다’
는 23%,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는 6%로 응답하였다. 
71%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 스캠퍼 기법이 아이디어 
발상에 자신감과 흥미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

Answer Respondents Percentage(%)
It really was. 17 33

It was. 20 38
It was average. 12 23

It was not. 3 6
It was really not. 0 0

Total 52 100

Table 10. Interest and confidence in id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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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스캠퍼 기법을 통해 제작된 작품에 만족하십니
까? 라는 질문에 Table 11과 같이 ‘매우 그렇다’ 79%, 
‘그렇다’ 15%, 그리고 ‘보통이다’는 6%로 나왔다. 94%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 스캠퍼 기법의 사용이 제품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swer Respondents Percentage(%)
It really was. 41 79

It was. 8 15
It was average. 3 6

It was not. 0 0
It was really not. 0 0

Total 52 100

Table 11. Satisfaction of work using SCAMPER 

다섯째, 향후 디자인 발상에 스캠퍼 기법을 활용하시
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Table 12와 같이 ‘매우 그렇다’ 
답변이 59%, ‘그렇다’ 34%, 그리고 ‘보통이다’는 7%로 응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제품디자인 아이디어 발상에서 있
어서 스캠퍼 기법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이었다는 결론지
을 수 있었다. 제품디자인에 있어서 아이디어 발상을 어
려워하는 학생들에게 스캠퍼 기법은 발상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이 발상법을 통해 문제점
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 방안을 찾는데 충분한 효과를 보
인다. 

Answer Respondents Percentage(%)
It really was. 30 59

It was. 18 34
It was average. 4 7

It was not. 0 0
It was really not. 0 0

Total 52 100

Table 12. Whether to use the scamper technique 

5. 결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 

하나는 ‘다양한 발상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창출하
는 사람’이다[15]. 또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미술은 ‘바른 인성과 문화적인 소양을 갖
춘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교과이다[2]. 디자
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는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을 발상해 내는 부분이다. 아이디어 발상
을 위한 수많은 기법이 있으나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은 많지 않다. 특히 특성화고등
학교 제품디자인 수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사고를 
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
품디자인에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아이디어를 발상할 수 
있도록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그 효과
성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캠퍼 기법을 활용한 제품디자인 작품을 분석
한 결과 ‘대체하기’, ‘용도 변경하기’ 등 여러 기법을 사용
하였으나 ‘상’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결합하기’, 
‘수정하기’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여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기존 제품에 다른 제품을 결합하여 기존
에 없던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하였으며, 기존 제품의 문
제점을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법을 많이 사
용하였다.

둘째, 스캠퍼 기법을 활용 시 창의적 구성요소 중 ‘융
통성’과 ‘재구성하는 능력’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스캠퍼 기법의 사용은 고정된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한 
생각으로 아이디어를 발상해 내는 ‘융통성’과 대상의 기
능과 용도를 변화시켜 새롭게 대상을 바라보는 능력인 
‘재구성하는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였다.

셋째, 수업 후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스캠
퍼 기법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전반
적으로 캠퍼 기법이 학습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들
이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52
명의 적은 수의 학생들과 진행하였기에 후속 연구는 많
은 수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전자 제품디자인에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다양한 제품디자인의 영역에서 후속 연구 
수업을 진행해 볼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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