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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 은 공과 학생의 설계 문제에 한 문제해결 특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목 을 달

성하기 하여 공과 학생을 상으로 설계 문제 해결 과정을 심층 으로 분석하고 문제해결 결과에 따

라 구분된 효율 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 인 문제해결자 간의 문제해결 과정을 비교 분석하 다. 이 연

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은 비선형  형태로 수행되며 개인

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둘째, 각 단계별 소비 시간의 차이보다 각 단계 수행의 질  수 에 따라 

문제해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 활동과 요구사

항 확인하기 활동,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과 아이디어 모델링하기 활동이 주된 활동이다. 넷째, 설계 

문제의 체 해결 과정에서 만들기 활동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은 문제해결 결과와 련성이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which are related with design problem 

solving. For this, an effective problem solver and an ineffective problem solver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the process of design problem solving with a population of students who 

1)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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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enrolled in College of Engineering. This study can be concluded as follows. First, the process of 

design problem solving was performed in non-linear form and it was varied depending on individuals. 

Second, the results of problem solving could be varie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level of 

performance in each stage rather than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consumption time by each 

stage. Third, the main activities in process of design problem solving were identifying a design brief, 

identifying requirements, exploring a problem solution, and idea modeling. Fourth, the making activities 

took place most frequently and the longest time in the entire process, meanwhile exploring a 

problem solution was related to the results of design problem solving. 

주제어: 설계 문제해결, 문제해결 단계, 문제해결 활동

Keywords: Design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 Stage, Problem Solving Activ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1세기는 정보화 기술의 혁신적 발달로 인하여 지식정보화 사회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공학자의 능력과 소양을 매우 폭 넓은 방향으로 확대시켰고 이에 따라 공학

교육도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른 대처를 

하기위하여 공학교육인증 위원회(ABET: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

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에서도 1999년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이 설립되어 대학의 공학 및 관련 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인증 및 자문을 시행함으로써 공학 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실

력을 갖춘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미국의 ABET와 한국의 ABEEK의 인

증기준을 살펴보면, 수학과 과학, 공학의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스템, 

구성 요소, 과정 등을 설계하는 능력, 공학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공학교육 프로

그램의 학습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학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문제해결 접근을 통한 공학 설계 능력을 특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학설계능력의 필요성 강조와 더불어, 이를 기르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

라, 공과대학에서는 공학설계기초, 창의 설계 등의 과목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공학설계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공학교육에서 설계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의 계발을 강조하며 공학설계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론적인 접근에 주력하였다. 

문제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여러 분야에서 문제해결 과정을 이해하기 위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개인의 문제해결 과정을 추적하여 어떤 종류

의 변인들이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문제해결과 관련된 후속 연구들에게 문

제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업 과정과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공학

교육에서는 설계 영역의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

을 이해하기 위하여 문제해결자가 실제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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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과대학생의 설계 문제 해결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설계 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비교를 통하여 설계 문제에서의 문제해결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공과대학생들의 설계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첫째, 설계 문제의 문제해결 단계와 활동은 어떠한가?

둘째, 설계 문제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간의 문제해결 단계와 활동

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사례연구(case study)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연구에 따르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를 해결할 때 피험자들의 사고과정을 빠짐없이 도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

면 문제를 해결할 때 녹화를 하고 연구자가 관찰자로서 참여하는 등의 외적 조건에 따르는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며, 문제해결시 피험자가 사고한 내용을 빠짐없이 언어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방법상 많은 피험자를 동원할 수 없는 사례연구로써 본 연구의 대상자로 공과대학 2, 

3학년 재학생을 선정하였는데, 이는 표집수가 적고 분포가 고르지 못하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전

체 학생들에게 일반화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Ⅱ.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공과대학 소속 재학생으로 실험 참여 의사를 밝힌 2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설계 문제로 급수탑 만들기 문제를 제시하고 60분 안에 해결하도록 하였다. 

24명 중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해결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남은 17명 중에서 문제해결 결과인 

급수탑의 높이를 바탕으로 서열화한 뒤 상위 20%에 속하는 경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하위 

20%에 속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하는 3명씩 총 6명을 분석대

상으로 하였다.

2. 실험 문제

이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활동하도록 제시하기 위해 선정한 문제는 ‘급수탑 만들기’(Reeve, 

2001)이다. 이 문제는 설계하기 요소와 만들기 요소를 갖춘 문제이므로 설계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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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설계개요를 제시하고 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A4용지 3장, 빨대 7개 등을 이용하여 최소한 1분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급수탑을 쌓는 것이다. 주어지는 시간은 60분이며 자르거나 붙일 수 있는 재료들이 주어졌다.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설계 유형의 문제해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한 선행연구(Welch, 

1996 ; Gustafson, Rowell & Rose, 1999 ; 송현순, 2001)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용하여 

그 활용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문제보다 다양한 재료들의 추가로 인해 더욱 

다양한 해결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의 구체적인 이유들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학습된 사전 지식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므로 전문적 지식의 보유 여부에 따라 문제해

결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문제 상황이 존재하며, 문제해결시 고려하여야 할 제한 사항과 문제해결의 성공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급수탑의 높이로 문제 해결의 결과가 제시되므로 문제 해결 결과의 평가가 명확하게 이루

어 질 수 있다.

넷째, 문제 해결 중에 다양한 문제해결 단계가 포함될 수 있다.

다섯째, 확산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여 자료를 얻는데 충분하다.

여섯째, 비교적 간단한 재료들을 이용하므로 제작 활동에 있어서 특별한 조작 기능이나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다.

일곱째, 덜 구조화된 문제로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제해결 활동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3. 실험 절차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분명하게 언어화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발성사고를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문제해결 과

정을 녹화하고 피험자와의 회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가. 예비 실험

본 실험의 시행 이전에 코딩 테이블 개발, 제시되는 설계 문제의 수정 및 보완, 발성사고를 이용

한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숙련, 발성 사고시 연구자의 역할, 발성사고 녹화 기자재 및 환경에 대한 

검토 등을 위하여 예비 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 실험은 현재 공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나. 본 실험

실험 참가 희망자 24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① 발성사고법의 연습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한 본 실험 이전에 간단한 연습문제를 통하여 발성사고 

연습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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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성사고법에 의한 문제해결 실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숨김없이 말로 표현할 것과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 생각이나 자신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말로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자연

스러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연구자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발성사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비지시적 질문을 하였다. 문제해결 

과정 및 발성 사고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를 하였다.

③ 재확인 및 회상적 면접

문제해결에 대한 녹화를 모두 마친 후,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내용이나 전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해결자에게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였다. 

⑤ 응답원안의 작성

녹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행동과 언어적 표현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원고

화 하였다. 이때, 학생이 명확하게 표현한 말은 물론, 무의미한 소리까지 기록하였으며, 행동은 서

술적 언어로써 기록하였다. 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표시하였으며, 이

를 계산하여 소요시간과 누적시간도 함께 기록하였다. 

<표 1> 응답원안의  

시작 시간 끝 시간
소비 

시간

누적 

시간
언어 행동

0:18:32 0:18:52 20 856 
자 붙이면은. 어느 정도 밑에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대하나를 밑에 대어 

본다.

0:18:52 0:19:23 31 887 
테이프로 붙이니까 꺾이는 부분이 

잘 안 꺾여지네. 억지로 한번.

테이프를 이용하여 빨

대 하나를 연결한다.

0:19:23 0:19:27 4 891 됐어. 어느 정도 됐어.
잘 버티는지 빨대에 힘

을 가해 본다.

0:19:27 0:19:50 23 914 
그리고 이 부분도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테이프를 자르고 빨대

를 연결하려 한다.

0:19:50 0:20:05 15 929 

밖으로 내는 게 더 튼튼했을라나? 

안쪽? 바깥쪽? 바깥쪽이 더 낫겠

어. 바깥쪽을 짧은 데를.

빨대를 대어보며 생각

한다.

4. 결과 분석

가. 문제해결 결과의 분석

이 연구에서의 문제해결 결과는 스스로 1분간 서 있을 수 있는 급수탑의 높이로 측정되었다. 

24명의 결과는 최고 높이 153cm, 최저 높이 21.5cm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한시간 내에 성공

하지 못한 사례들은 문제해결 실패로 간주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한 17명을 문제해결 성공으

로 간주하였다. 문제해결에 성공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최고 높이는 130cm, 최저 높

이는 21.5cm로 나타났다. 

나. 문제해결 과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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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위하여 피험자의 녹화된 내용을 응답원안으로 작성하고 이

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위하여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였

다. 개발된 코딩 시스템은 최유현(2004)의 기술적 문제해결 모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송현순

(2001)과 홍미영(1995), 박학규(1994) 등의 연구를 참고로 초기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예비 

실험의 코딩을 통하여 삭제 및 수정을 하여 최종 코딩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코딩 시스템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각 단계는 문제 이해를 U, 해결 방안의 탐색을 X, 실행을 T, 평가를 E로 표시하였으

며, 각 단계에서 표출될 수 있는 구체적 문제해결 활동은 해당 단계의 문자에 아라비아 숫자를 결

합하여 U1, U2, ..., X1, X2, ..., T1, T2, ..., E1, E2, ... 등과 같이 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

된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명에 의해서 문제해결 과정을 분석하였다. 최종

적으로 개발된 코딩 시스템은 다음과 같다.

<표 2> 문제해결 과정 분석을 한 코딩 시스템 

문제해결 단계 문제해결 활동 Code

문제 이해

(Understanding)

설계 개요 확인하기 U1

요구사항 확인하기 U2

요구사항 구체화하기 U3

재료 확인하기 U4

문제 재 진술하기 U5

해결방안의 탐색

(eXploring)

사전 지식 활용하기 X1

해결 방안 모색하기 X2

재료 조작하기 X3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X4

아이디어 모델링하기 X5

아이디어 평가하기 X6

실행

(Trying out)

만들기 T1

수정 및 개선하기 T2

평가

(Evaluating)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 E1

결과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기 E2

Ⅲ. 연구의 결과

1. 설계 문제의 문제해결 단계

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급수탑의 높이가 높았던 3명의 문제해결 단계에 대한 내용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례 1

은 평가-탐색-실행(E-X-T)과정이 2회, 탐색-실행(X-T)과정이 9회, 평가-실행(E-T)과정이 5회 

반복되었으며, 사례 3의 경우 탐색-실행(X-T)과정이 4회, 평가-실행(E-T)과정이 3회 반복되었다. 

사례 2의 경우 전체 과정 중에 이해-탐색-실행(U-X-T)과정이 2회 반복되었으며, 탐색-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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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과정이 9회 반복되었다. 

<표 3> 사례별 문제해결 단계 

사례 문제해결 단계

사례 1
U-X-T-X-T-X-T-X-T-X-T-X-T-X-T-X-T-E-X-T-X-T-E-T-E-T

-E-T-E-T-E-X-T-E-T-E

사례 2
U-X-T-X-T-X-T-X-T-X-T-X-T-X-T-X-T-X-T-X-T-X-U-X-T-E

-T-E

사례 3 U-X-T-X-T-X-T-X-E-X-T-E-T-X-T-X-T-X-E-U-E-T-E-T-E

단계별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사례 1은 탐색 단계(44.24%), 실행 단계(41.73%), 평가 단계

(8.27%), 이해 단계(5.76%)의 순으로 시간 소비가 나타났으며, 사례 2는 실행 단계(51.08%), 탐색 

단계(38.54%), 이해 단계(7.71%), 평가 단계(2.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3의 경우는 실행 단

계(49.45%), 탐색 단계(22.61%), 평가 단계(14.17%), 이해 단계(13.77%)의 순으로 시간 소비를 

보였다. 이해 단계의 시간 소비는 사례 3이 13.77%로 3명 중에 가장 높게 나탔으며, 탐색 단계는 

사례 1이 4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행 단계는 사례 2가 51.08%로 가장 높았으며, 평가 단

계는 사례 3이 1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 문제해결 단계별 소비 시간 

단계

사례
이해 탐색 실행 평가 합

사례 1
시간(초) 200 1535 1448 287 3470 

백분율(%) 5.76 44.24 41.73 8.27 100.00

사례 2
시간(초) 254 1269 1682 88 3293 

백분율(%) 7.71 38.54 51.08 2.67 100.00

사례 3
시간(초) 313 514 1124 322 2273 

백분율(%) 13.77 22.61 49.45 14.17 100.00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복 과정은 탐색-실행(X-T)과정이었다. 평가

-탐색-실행(E-X-T)과정의 경우 사례 1에서만 반복되었으며, 이해-탐색-실행(U-X-T)과정의 경

우 사례 2에서만 반복되었다. 평가-실행(E-T)과정의 경우 사례 1과 사례 3에게서는 반복되었지만 

사례 2에서는 반복되지는 않았다.

단계별 소비 시간은 세 명 모두에게서 탐색 단계와 실행 단계가 이해 단계와 평가 단계에 비해

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탐색 단계와 실행 단계의 두 단계만을 비교 했을 때 그 우선순위

는 개인에 따라 달랐으며, 이해 단계와 평가 단계의 경우도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의 문제해결 단계를 살펴보면, 사례 4의 경우 이해-탐색-실행(U-X-T)

과정과 평가-탐색-실행(E-X-T)과정이 2회 반복되었으며, 탐색-실행(X-T)과정이 7회, 평가-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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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과정이 5회 반복되었다. 사례 5의 경우 이해-탐색-실행(U-X-T)과정이 2회 반복되었으며, 

평가-실행(E-T)과정이 6회 반복되었다. 사례 6의 경우 탐색-실행(X-T)과정만 4회 반복되었다. 

<표 5> 사례별 문제해결 단계 

사례 문제해결 단계

사례 4
U-X-T-U-X-T-X-T-E-T-X-T-X-T-X-T-X-T-E-X-T-E-X-T-X-

T-X-T-E-X-E-T-E-T-E-T-E-T-E

사례 5 U-X-U-X-T-X-U-X-T-E-T-E-T-E-T-E-U-T-E-T-E-T-E-T-E

사례 6 U-X-T-U-T-X-T-X-T-X-T-X-T-E-T-E

단계별 소비 시간을 살펴보면, 사례 4의 경우 탐색 단계(38.01%), 실행 단계(36.80%), 평가 단

계(16.80%), 이해 단계(8.40%)의 순으로 시간 소비가 나타났으며, 사례 5의 경우 실행 단계(53.46%), 

탐색 단계(35.80%), 이해 단계(7.76%), 평가 단계(2.98%)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6의 경우 실행 

단계(74.75%), 탐색 단계(14.80%), 이해 단계(10.04%), 평가 단계(0.4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해 단계와 실행 단계의 소비 시간은 사례 6이 10.04%와 7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탐색 단

계와 평가 단계의 소비 시간은 사례 4가 38.01%와 16.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문제해결 단계별 소비 시간 

 단계

사례
이해 탐색 실행 평가 합

사례 4
시간(초) 152 688 666 304 1810 

백분율(%) 8.40 38.01 36.80 16.80 100.00

사례 5
시간(초) 159 734 1096 61 2050 

백분율(%) 7.76 35.80 53.46 2.98 100.00

사례 6
시간(초) 316 466 2353 13 3148 

백분율(%) 10.04 14.80 74.75 0.41 100.00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 내에서 세 명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은 없었다. 이

해-탐색-실행(U-X-T)과정의 경우 사례 4와 사례 5에게서 반복되었으며, 탐색-실행(X-T)과정의 

경우 사례 4와 사례 6에게서 반복되었다. 평가-실행(E-T)과정은 사례 4와 사례 5에게서 반복되었

으며, 평가-탐색-실행(E-X-T)과정의 경우 사례 4에게서만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비교

이해-탐색-실행(U-X-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2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자인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4와 사례 5에서 나타났으며, 평가-탐색-실행(E-X-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1과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4에서 나타났다. 탐색-실

행(X-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4와 사례 6에

게서 나타났으며, 평가-실행(E-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1과 사례 3, 비효율

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4와 사례 5에게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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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모든 반복 과정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과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에서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 반복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었다. 

탐색-실행(X-T)과정의 경우는 비효율적 문제해결자인 사례 5를 제외하고는 모두에게서 나타났

는데, 사례 5의 응답원안을 분석한 결과 사례 5의 경우 초기 작업한 급수탑에서 높이를 더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탐색을 하기보다 다소 부실한 급수탑을 잦은 평가를 통하여 수정 및 개선하는 활동

으로 진행을 하였다. 따라서 탐색-실행(X-T)과정의 반복은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이해-탐색-실행(U-X-T)과정의 경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사례 2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

자 사례 4와 사례 5에게서 모두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과정의 반복이지만 차이가 있었다. 사례 2

의 경우 이미 확인하였던 요구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하는 과정이 탐색-실행(X-T)과정 앞에 제시

된 경우이고, 사례 4의 경우 초기 문제이해 활동에서 모든 재료에 대한 충분한 탐색을 하지 않고 

하나의 재료에만 관심을 두다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던 다른 재료들에 대한 확인과 탐색을 위하

여 반복되었다. 사례 5의 경우도 초기 이해 단계에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 

주어진 재료에 대한 파악을 위해서 문제를 확인하는 활동을 수행한 것이다. 같은 형태의 과정을 반

복한 것이지만 응답원안을 확인한 결과 차이가 있었다. 

평가-탐색-실행(E-X-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1과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인 사례 4에서 나타났는데 응답원안을 분석한 결과, 사례 1의 경우 종이 받침 부분의 작업이 끝난 

뒤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안정성이 만족스러워 빨대 기둥 부분을 종이 기둥

과 연결하기 위한 탐색 활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이었다. 사례 4의 경우는 작업 중에 평가를 하였으

나 안정성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가 못하여 재탐색과 만들기를 하는 과정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었다. 

평가-실행(E-T)과정의 반복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2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6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하여 응답원안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탐색 과정 중에 아이디어의 반영한 만들기를 하기 전에 아이디어 평가하기 활동이 자주 수행되었

으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평가하기 활동이 필요하지 않았다. 사례 6의 경우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생하기 위한 탐색 활동 없이 초기 결정한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해서 만들기 활동에만 집중을 하

였으며 급수탑이 완성될 때까지 급수탑을 세워 보는 등의 평가 활동을 하지 않았다.

단계별 소비 시간의 비율 순서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1과 비효율적 문제해결자인 사례 

4의 경우 탐색-실행-평가-이해 순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사례 2와 비효율적 문제

해결자 사례 5와 사례 6의 경우 실행-탐색-이해-평가의 순으로 소비 시간 비율이 나타났다. 효율

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3의 경우 실행-탐색-평가-이해의 순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1과 사례 4의 단계별 소비 시간의 비율의 순서가 일치하였다. 이 

둘의 문제해결 과정을 응답원안 분석과 녹화 내용의 재확인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소비 시간의 비

율 순서는 일치하지만 문제해결 과정의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둘은 다른 

사례들과 달리 탐색 단계가 실행 단계보다 소비 시간이 많았으며, 평가 단계가 이해 단계보다도 많

은 시간을 소비하는 형태를 보였다. 탐색 단계의 경우 사례 4의 경우는 탐색 단계를 통해 초기 이

해 단계에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전체적인 급수탑 형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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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하여 잦은 탐색 단계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매번의 탐색 활동에서 가장 적절

한 아이디를 선정하여 보다 신중하게 만들기 활동을 수행하기 보다는 일단 발생된 아이디어에 대

해서 적용해보는 형태로 진행되어 탐색 단계에 소비 되는 시간이 많았다. 이에 반해 사례 1의 경우

는 매 탐색 단계마다 충분한 탐색 시간을 가지면서 보다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적용함으

로써 문제해결 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탐색 단계의 시간이 많이 소비되었다. 이해 단계의 경우 평가 

단계보다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례 1이 문제이해 단계에 전체 소비 시간 중

에 5.76%의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사례 4가 8.40%를 소비하였다. 사례 1이 사례 4보다 더 적은 

시간을 투자하였음에도 주어진 전체 재료에 대한 확인과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였으며, 사례 4는 

초기 문제 이해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시 문제를 확인하고 이해

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문제이해 단계에 소비되는 시간이 중복되었다. 평가 단계에서도 사례 1이 

전체 소비 시간 중에서 8.27%를 소비하였고, 사례 4가 전체 소비 시간 중에서 16.80%를 소비하

였다. 빈도를 확인한 결과 사례 1은 15.5%였으며, 사례 4는 18.9%였다. 사례 1의 평가 단계의 빈

도수는 많았지만 시간 소비는 적은 형태를 보이며, 사례 4는 빈도와 시간 소비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례 1의 경우 안정적인 급수탑의 형태로 제작이 되어 빈도는 높았지만 

평가에 그리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고, 사례 4는 안정적인 급수탑의 형태로 제작하지 못한 관

계로 빈도만큼 시간이 소비되었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2와 비효율적 문제해결자인 사례 5는 단계별 시간 비율의 순서가 

실행-탐색-이해-평가로 일치하였다. 이 둘을 자세히 비교해 보았다. 사례 2는 이해 단계 7.71%, 

탐색 단계 38.54%, 실행 단계 51.08%, 평가 단계 2.67%로 시간을 소비하였으며 사례 5는 이해 

단계 7.76%, 탐색 단계 35.80%, 실행 단계 53.46%, 평가 단계 2.98%를 소비하여 단계별 소비 시

간의 비율이 거의 일치하였다. 응답원안과 녹화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한 결과, 사례 2의 경우 이해 

단계에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사항에 대한 확인 및 구체화하기, 주어진 재료에 대한 확인 등의 

활동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 이해도가 높았다. 그러나 사례 5의 경우는 주어진 재료에 대한 확인과 

재료의 성질에 대한 분석이 사례 2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탐색 단계와 실행 단

계를 살펴보면 사례 2의 경우 전체 과정의 10% 시점에서 80% 시점까지 꾸준히 탐색 단계가 나타

나고 15%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실행 단계가 나타나 탐색 단계와 실행 단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

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사례 5의 경우 50% 시점까지 탐색 단계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50% 

시점 이후부터는 실행 단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그림 1과 2 참조). 사례 2와 사례 5는 탐색 단

계와 실행 단계의 소비 시간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문제해결 과정 중에 나타나는 탐색 단계와 

실행 단계의 형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사례 2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 과정 내

에서 꾸준하게 탐색과 실행 단계를 반복하는 형태이며, 사례 5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 사례 2에 비

해서 충분하지 못한 상태로 탐색 단계를 중심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탐색 단계에서도 급수탑에 제

작을 위한 아이디어 발생이 빈약하였으며 급수탑 형태를 구체적으로 결정짓지 못하고 실행 단계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였다. 평가 단계에서는 사례 2의 빈도가 4%, 사례 5는 빈도가 14.5%였다. 사례 

2의 경우 잦은 아이디어 평가하기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급수탑을 제작함으로써 평가하기 단계

의 빈도와 소비 시간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지만 사례 5의 경우 급수탑으로 인해 소비 시간 

비율에 비해 빈도가 잦은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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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간에 따른 문제해결 단계 변화 - 사례 2 

[그림 2] 시간에 따른 문제해결 단계 변화 - 사례 5 

2. 설계 문제의 문제해결 활동

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사례 1의 경우, 문제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요구사항 

구체화하기(U3), 재료 확인하기(U4)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

(X2), 재료 조작하기(X3),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아이디어 평가하기(X6)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실행 단계의 만들기(T1), 수정 및 개선하기(T2)의 활동과 평가 단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

하기(E1), 결과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기(E2)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중에서, 만들기(T1), 해결방안 

<표 7>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1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2 1 1 1 - - 8 3 - 4 3 19 7 7 2 58

% 3.4 1.7 1.7 1.7 - - 13.8 5.2 - 6.9 5.2 32.8 12.1 12.1 3.4 100.0

t 96 46 6 52 - - 1052 129 - 254 100 1182 266 176 111 3470 

% 2.8 1.3 0.2 1.5 - - 30.3 3.7 - 7.3 2.9 34.1 7.7 5.1 3.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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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기(X2) 활동이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문제이해 단계내의 활동 중에는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활동이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 2의 경우,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요구사항 구체

화하기(U3), 재료 확인하기(U4)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사전지식 활용하기(X1),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아이디어 평가하기(X6) 활동을 수행하였다. 실

행 단계의 만들기(T1), 수정 및 개선하기(T2)의 활동과 평가 단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

기(E1), 결과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기(E2) 활동을 수행하였다. 만들기(T1) 활동이 전체 활동 중에

서 빈도와 소비 시간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빈도에서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X2) 활동이 소

비 시간에서는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활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이해 단계에서는 재료 

확인하기(U4)의 소비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도는 요구사항 확인하기(U2)가 가장 

높았다.

<표 8>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2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1 2 1 1 - 1 9 - - 8 4 17 4 1 1 50

% 2.0 4.0 2.0 2.0 - 2.0 18.0 - - 16.0 8.0 34.0 8.0 2.0 2.0 100.0

t 65 34 41 114 - 35 356 - - 803 75 1174 508 71 17 3293 

% 2.0 1.0 1.2 3.5 - 1.1 10.8 - - 24.4 2.3 35.7 15.4 2.2 0.5 100.0

사례 3의 경우,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재료 확인하기

(U4)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재료 조작하기(X3),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아이디어 평가하기(X6) 활동을 수행하였다. 실행 단계의 만들기(T1), 수정 및 개

선하기(T2)의 활동과 평가 단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E1), 결과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

기(E2)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체 활동 중에서 만들기(T1)와 수정 및 개선하기(T2)의 활동이 빈도

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해 단계 중에서는 요구사항 확인하기(U2) 활동이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았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X2)가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3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1 3 - 2 - - 5 3 - 2 3 13 8 5 1 46

% 2.2 6.5 - 4.3 - - 10.9 6.5 - 4.3 6.5 28.3 17.4 10.9 2.2 100.0

t 74 149 - 90 - - 288 119 - 64 43 767 357 301 21 2273 

% 3.3 6.6 - 4.0 - - 12.7 5.2 - 2.8 1.9 33.7 15.7 13.2 0.9 100.0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문제이해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와 U2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따라 요구사항 구체화하기(U3), 재료 확인하기(U4)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재 진술하기(U5)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는 없었다. 탐색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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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아이디어 평가하기(X6) 활동이 공통적으

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따라 사전지식 활용하기(X1)와 재료조작하기(X3) 활동을 수행하였다. 실행 

단계와 평가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가 전체 활동을 전부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 만들기(T1)가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도에서 

두 번째 높게 나타난 활동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사례 2와 사례 1은 해결방안 모색하기

(X2) 활동이었으며, 사례 3은 수정 및 개선하기(T2)활동이었다. 소비시간에서 두 번째로 높게 나

타난 활동 역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례 1은 해결방안 모색하기(X2) 활동, 사례 2는 아이

디어 모델링하기(X5) 활동, 사례 3은 수정 및 개선하기(T2)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단계 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활동은 사례 1의 경우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사

례 2의 경우 재료 확인하기(U4), 사례 3의 경우 요구사항 확인하기(U2)로 나타나 개인에 따라 차

이를 보였다. 탐색 단계 내에서는 사례 1과 사례 3의 경우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해결방안 모색하

기(X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사례 2의 경우 빈도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소비 시간은 아이

디어 모델링하기(X5)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사례 4의 경우, 문제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재료 확인

하기(U4), 문제 재 진술하기(U5)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재료 조작하기(X3),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아이디어 평가하기(X6)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중

에서 만들기(T1)가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빈도는 요구사항

과 관련하여 평가하기(E1), 소비 시간은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단계에

서는 재료 확인하기(U4)가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나타냈다. 탐색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모

델링하기(X5)가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시간을 보였다.

<표 10>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4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1 1 - 2 1 - 3 2 - 9 6 19 3 10 1 58

% 1.7 1.7 - 3.4 1.7 - 5.2 3.4 - 15.5 10.3 32.8 5.2 17.2 1.7 100.0

t 52 25 - 63 12 - 92 103 - 394 99 601 65 289 15 1810 

% 2.9 1.4 - 3.5 0.7 - 5.1 5.7 - 21.8 5.5 33.2 3.6 16.0 0.8 100.0

사례 5의 경우, 문제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요구사항 

구체화하기(U3), 재료 확인하기(U4)의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

(X2), 재료 조작하기(X3),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체 활동 중에서 만들

기(T1)가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정 및 개선하기(T2)가 빈도

와 소비시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단계 내에서는 설계 개요 확인하기(U1)가 빈도

와 소비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탐색단계에서는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가 빈도와 소비

시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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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5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4 1 1 2 - - 7 4 - 8 - 11 9 7 1 55

% 7.3 1.8 1.8 3.6 - - 12.7 7.3 - 14.5 - 20.0 16.4 12.7 1.8 100.0

t 69 19 36 35 - - 282 158 - 294 - 648 448 43 18 2050 

% 3.4 0.9 1.8 1.7 - - 13.8 7.7 - 14.3 - 31.6 21.9 2.1 0.9 100.0

사례 6의 경우, 문제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기(U2), 재료 확인

하기(U4) 활동을 수행하였고,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재료 조작하기(X3), 아이디

어 스케치하기(X4),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의 활동을 수행하였다. 전체 활동 중에서 만들기(T1)

가 빈도와 소비 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재료 조작하기(X3)가 빈도와 소비 시

간의 비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이해 단계 내에서는 재료 확인하기(U4)가 빈도와 소비 

시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재료 조작하기(X3)가 가장 높은 빈도와 소

비 시간을 보였다.

<표 12> 문제해결 활동별 빈도와 소비 시간 - 사례 6 

활동 U1 U2 U3 U4 U5 X1 X2 X3 X4 X5 X6 T1 T2 E1 E2 합

f 1 2 - 3 - - 2 8 1 2 - 30 5 1 1 56

% 1.8 3.6 - 5.4 - - 3.6 14.3 1.8 3.6 - 53.6 8.9 1.8 1.8 100.0

t 38 64 - 214 - - 46 335 34 51 - 2088 265 3 10 3148 

% 1.2 2.0 - 6.8 - - 1.5 10.6 1.1 1.6 - 66.3 8.4 0.1 0.3 100.0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문제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U1), 요구사항 확인하

기(U2), 재료 확인하기(U4)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에 따라서 요구사항 구체화하기

(U3)와 문제 재 진술하기(U5)를 수행하였다.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X2), 재료 조작

하기(X3),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아이디어 스케치하기(X4)와 

아이디어 평가하기(X6)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행하기의 만들기(T1)와 수정 및 개선하기(T2), 평가하기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E1)

와 결과의 성공과 실패 판단하기(E2)는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가 수행하였다.

빈도와 소비 시간에 있어서 가장 높은 활동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에서 만들기(T1)인 것

으로 나타났다. 빈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활동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사례 4는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E1), 사례 5는 수정 및 개선하기(T2), 사례 6은 재료 조작하기(X3)로 나타났다. 

소비 시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활동은 사례 4는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사례 5는 수정 및 개선

하기(T2), 사례 6은 재료 조작하기(X3)로 나타나 빈도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사례 4의 경우는 두 번째로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보이는 활동에 차이가 

있었다.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보다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E1)를 자주 수행하였지만 소

비 시간은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 단계 내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보인 활동은 사례 4와 사례 6의 경우 재료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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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기(U4)이고, 사례 5의 경우는 설계 개요 확인하기(U1)로 나타났다. 탐색 단계에서는 사례 4와 

사례 5의 경우 아이디어 모델링하기(X5), 사례 6의 경우 재료 조작하기(X3)가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시간을 보였다.

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비교

이해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활동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설계 개요 확인

하기와 요구사항 확인하기였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는 설계 개요 확인하기, 요구사항 

확인하기, 재료 확인하기 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해결방안 모색하기, 아이

디어 모델링하기, 아이디어 평가하기이었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해결방안 모색하기, 재료 

조작하기, 아이디어 모델링하기의 활동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행 단계의 만들기, 수정 및 개선하기, 평가 단계의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평가하기와 결과의 성

공과 실패 판단하기는 효율적인 집단과 비효율적인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수행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보이는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과 비효율적인 집단에서 

모두 만들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개인에 

따라 해결방안 모색하기, 수정 및 개선하기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요구사항과 관

련하여 평가하기, 수정 및 개선하기, 재료 조작하기로 나타나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

로 높은 소비 시간을 보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해결방안 모색하기, 아이디어 모델링하기, 

수정 및 개선하기로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비효율적인 집단도 역시 재료 조작하기, 아이디

어 모델링하기, 수정 및 개선하기로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소비를 보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개인에 따라 설계 개

요 확인하기, 요구사항 확인하기, 재료 확인하기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집단 역시, 설계 

개요 확인하기와 재료 확인하기로 개인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탐색 단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

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공통적으로 해결방안 모색하기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아이디어 모델링하기와 해결방안 모색하기로 나타나 개인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탐

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소비를 보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해결방안 모색하기와 아이

디어 모델링하기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재료 조작하기와 아이디어 모델링하기로 

나타나 두 집단 모두 개인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인 집단과 비효율적인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 단계에서 설계 개요 확인하기와 요구사

항 확인하기 활동을 반드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탐색 단계에서는 해결방안 모색하기, 아

이디어 모델링하기를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인 사례 2와 비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사례 5의 경우 문제해결 과정 중에 보인 문제해결 활동이 일치하였다. 그러

나 문제해결 결과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은 문제해결 단계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문제해결 활

동의 수행 여부보다는 각 활동의 질적인 면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보인 활동은 두 집단 모두 만들기 활동으로 나

타났으며, 두 번째로 높은 빈도와 소비 시간을 보이는 활동은 모든 개인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뚜렷이 확인되는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는 없었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나 비효율적

인 문제해결자 모두 전체 문제해결 활동 중에 만들기 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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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활동은 각 집단 내에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뚜

렷이 확인되는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없었다. 

탐색 단계에서는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활동은 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해결방안 모색하기로 나

타났으나 비효율적인 집단의 경우 개인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소비 시간이 가장 높게 나

타난 활동은 각 집단 내에서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뚜렷이 확인되는 집단 간 공통점과 차이

점을 찾을 수 없었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을 충분히 실시하고 그

에 따라 아이디어 재료 조작하기, 아이디어 모델링하기, 아이디어 평가하기 등의 활동들이 수반되

었으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충분한 해결 방안 모색 없이 재료 조작하기와 아이디어 모

델링하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 결과에 차이를 가져왔다.

Ⅳ.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은 문제해결 단계 중 일부를 순환적으로 거치며 단계 간의 상호작

용을 수반하는 비선형적 형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문제해결 단계의 이동은 문제해결 결과와 관계

없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둘째, 단계별 소비 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지 않으며, 소비 시간보다 각 단계 수행의 질적 수준에 따라 문제해결 결과에 차이가 발생한다. 

셋째,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이해 단계는 설계 개요 확인하기 활동과 요구사항 확인하기 

활동이, 탐색 단계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과 아이디어 모델링하기 활동이 주된 활동이다. 

넷째, 설계 문제의 전체 해결 과정에서 만들기 활동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며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다섯째, 해결방안 모색하기 활동의 경우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보다 

더 높은 발생 빈도를 보이므로 문제해결 결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제언

이 연구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과 연구 과제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발성사고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발성사

고법이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

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설계 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한 연구가 설계 영역의 다양한 문제와 다수의 피험자들을 대

상으로 계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 능력 계발을 위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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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과정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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