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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기술적 문제해결과 관련 있는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대전 소재 C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문제해결 활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문제해결 활동 중에서 해결 방안 모
형화하기 활동과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의 소요 시간, 결과 평가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에서 차이를 
보인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보다 해결방안 모형화하기 활동과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며 결과 평가하기 활동은 낮은 빈도와 적은 시간을 소비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which are related with effective 
solution of technological problems. For this, an effective problem solver and an ineffective 
problem solver have been compared in terms of the problem solving activity with a population of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College of Engineering, C University in Daejeon. As a result, this 
paper can be concluded as follows: An effective problem solver differs from an ineffective 
problem solver in terms of time consumed during problem solution modeling a problem solution 
and identifying a problem cause and frequency and time consumed during evaluating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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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해결은 기술 혁신의 최적화와 기술적 교양(Technological Literacy)의 개발을 위하여 필수

적인 사항이다(Waetjen, 1989). 또한 다양한 관점과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기술적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유능한 문제해결자를 기술적 교양인으로 정의하고 있다(ITEA, 1996). 기술적 문제

해결력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과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써, 기술적 문제해

결력을 계발하는 것은 기술적 교양의 핵심으로 간주된다(Custer, Valesey, & Burke, 2001; 

Savage & Sterry, 1990).

기술적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상에서 제시되는 능력(Johnson, 1994; Varnado, 2005), 문제해결 과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Yi, 1996), 문제해결 각 단계에서 요구 되는 능력(김희필, 2004) 등으로 보고 있었다. 이 밖

의 여러 연구들에서도 기술적 문제해결력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술

적 문제해결의 과정과 단계, 절차의 개념 및 행위의 결과인 능력을 포함시켜 기술적 문제해결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이한규, 2006). 이들을 종합할 때, 기존 연구에서는 기술적 문제해결력에 

대해서 문제해결 과정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연구는 Dewey의 5단계 반성적 사고 과정과 수학교육자인 Polya의 4단계 

문제해결 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기의 기술적 문제해결 전략은 설계과정에 중심을 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3단계에서 10단계까지의 다양한 문제해결 과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문

제해결 과정은 크게 선형적인 모델과 비선형적인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선형적인 모형은 처음

과 끝이 존재한다는 점과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진행한 다음에 재시도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선형적 모형은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과학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설정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견해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문제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자의 사고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모형

으로 비선형적인 모형들이 제안되었다. 비선형적인 모형은 각 단계들의 상호 관련성을 표현하여 

실제 문제해결자들의 문제해결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Welch(1996)는 학생들이 기술적 문제

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시도하는 문제해결 과정이 이론적 모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실제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은 사례마다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론적 모형과 다르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혀내었다.

기술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하며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과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실제 문제해결자들의 과정과

는 차이가 있는 선형적 모형 중심의 접근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기술적 문제는 

일반적 문제와는 달리 사고에 기반을 둔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며(Johnson, 1987), 오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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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답만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을 갖고 있어 과학적 문제와도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Hutchinson & Karsnitz, 1994). 더불어 기술적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해결책을 갖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보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얼마나 더 나은 해

결책을 제시하느냐, 즉 얼마나 효율적인 결과를 제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형적 모형 중심의 접근에서 탈피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기술적 문제의 해결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한 노력과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계발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해결 과정을 실증

적으로 분석한 후 어떠한 문제해결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 소재 C대학의 공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을 분석

하여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 있는 특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문제해결 결과에 따라 구분한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기

술적 문제해결 활동을 분석한다.

둘째, 기술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문

제해결 활동 빈도와 소요 시간의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 있는 특성을 구명한다.

Ⅱ. 

이 연구에서는, 기술적 문제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고 판단되고 자신의 문제해결 과정을 발성사

고로 표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으며 본인만의 문제해결 과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판단

되는 대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과 같은 3단계를 거쳐서 연구 대상을 선정 하였다.

1단계 : 실험(38명)

2단계 : 집단 구분(32명)

3단계 : 사례 선택(16명)

1단계에서는 대전 소재 C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38명에게 기술적 문제 유형 중 설계 유형에 

속하는 급수탑 만들기 문제를 개별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38명 중에서 문제해

결 시 발성사고에 어려움이 있었던 6명을 1차적으로 제외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제해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 32명을 문제해결 성공자와 실패자로 구분하

였다. 문제해결을 포기하거나 주어진 시간 60분 이내에 해결하지 못한 자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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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에 따라 실패로 분류된 사례는 9명이었다. 문제 해결에 성공한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결과인 급수탑의 높이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는 상집단과 하집단을 좀 더 확연히 구분하기 위하여 중 집단을 7명을 제외하고, 상위 

집단을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으로 하위 집단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각 집단에 속하는 8명씩 모두 16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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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이다. 이 문제는 기술적 문제의 유형 중, 설계 유형에 속하는 문제로, 설계하기 요소와 만들

기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학생들에게 설계 개요를 제시하고 요구 사항을 참고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

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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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탑을 만드는 것이다. 주어지는 시간은 60분이며 자르거나 붙일 수 있는 재료들이 주어진다. 

이 문제를 선정한 이유는 설계 문제가 기술적 문제 중 대표적인 유형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ITEA, 2000), 문제해결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행한 선행 연구(송현순, 2001; Gustafson, 

Rowell, & Rose, 1999; Welch, 1996)에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이용하여 그 활용 가치를 인

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보다 다양한 재료들의 추가로 인해 더욱 다양

한 문제 해결 활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의 코딩 시스템은 설계 문제의 해결 활동을 전사한 응답 원안을 바탕으로 문제해결 

활동을 범주화하고 해석할 수 있는 틀로써 문제해결 과정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개발하였다. 

1단계 : 문헌 고찰 

2단계 : 초기 코딩 시스템 개발

3단계 : 예비 연구 결과 코딩

4단계 : 전문가 검토를 통한 수정

5단계 : 최종 코딩 시스템 완성

코딩 시스템은 최유현(2004)의 기술적 문제해결 모형을 바탕으로 단계를 설정하였으며, 송현순

(2001), 이성왕(1987), 홍미영(1995), Welch(1996)의 연구에서 사용된 코딩 시스템을 검토하여 

각 단계별 문제해결 활동을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초기 코딩 시스템은 예비 연구 대상들의 응답 원안 코딩을 통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급수탑 만들기 문제의 해결 활동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즉 예비 연구 대상들의 응답 원안

을 코딩 해 본 결과 급수탑 만들기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관찰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단계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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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들은 삭제하였고,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활동과 단계들은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는 등의 수정

을 하였다.

수정된 코딩 시스템에 대한 검토는 기술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

으며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 2명에게 의뢰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표 

1>과 같이 최종 코딩시스템을 확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피험자들에게 그들의 사고 과정을 분명하게 언어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발

성사고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문제해결 과

정을 녹화하고 피험자와의 회상적 면접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의 시행 이전에 코딩 시스템 개발, 제시되는 기술적 문제의 수정 및 보완, 발성사고를 이

용한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숙련, 발성사고 시 연구자의 역할, 발성사고 녹화 기자재 및 환경에 대

한 검토 등을 위하여 현재 대전 소재 C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실시하

였다.

대전 소재 C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38명을 실험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문제해결 단계 문제해결 활동 코드
문제 이해

(Understanding)
문제 확인하기 U1
문제 구체화하기 U2

해결방안의 탐색
(eXploring)

재료의 확인하기 X1
사전 지식 활용하기 X2
해결 방안 모색하기 X3
해결 방안 스케치하기 X4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X5
해결 방안 가다듬기 X6

실행
(Trying out)

만들기 계획하기 T1
만들기 T2
문제점 확인하기 T3
수정하기 T4

평가
(Evaluating)

해결 방안 평가하기 E1
모형 평가하기 E2
문제 원인 평가하기 E3
원형 평가하기 E4
결과 평가하기 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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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실험 결과 자신의 생각을 동시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사고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본 실험 이전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통하여 발성사

고 연습을 실시하였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숨김없이 말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생각이나 자신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말로 표현할 것을 강조

하였다.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중에 연구자는 가급적 개입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발성사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만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와 같은 비지시적 질문을 

던졌다. 문제해결 과정 및 발성사고에 대한 내용을 비디오카메라로 녹화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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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제 사

고 과정과 발성사고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는지를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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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으로 작성하였다. 이때 학생이 명확하게 표현한 말은 물론 무의미한 소리까지 기록하였으며, 

행동은 서술적 언어로 기록하였다. 언어적 표현과 행동에 대해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을 표시하였

으며, 이를 계산하여 각 활동별 소요 시간과 누적 시간도 함께 기록하였다. 

급수탑 만들기 문제의 문제해결 과정에 대한 발성사고 내용과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

하여 피실험자의 정면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고 연구자가 직접 기술적 문제해결 활동을 녹화하

였다. 녹화된 내용은 DVD 파일로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녹화된 내용은 컴퓨터의 동영상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생하였으며, 언어적 활동, 행동 

내용, 시간의 3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녹화된 내용을 재생하면서 문제해결자의 행동

과 언어로 표현된 내용을 시작 시간과 끝 시간으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분석을 위한 단위로 분할하

였다. 언어적 활동에 대한 분할의 기준은 한가지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지니는 진술문을 단위로 

하였으며, 대상들의 말은 서술적으로 표현하였고 문장 단위로 구분하였다. 행동 내용은 행동의 변

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행동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시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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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경우 같은 줄에 표시하였다. 활동 시간은 시, 분, 초 단위로 정리하였으며 각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에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표시하고 소요 시간과 누적 시간은 초 단위로 

표시하였다. 

각 응답 자료들의 정확성을 위해 신뢰도가 90%이상으로 일치할 때까지 최소한 2회 이상 연구자

가 직접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신뢰도가 90%이상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매회 전사한 내용에서 수

정한 내용이 각 사례마다 전체 분량 중의 10%이하가 될 때까지 실시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기

에서 비율은 전체 줄에서 수정한 줄의 수를 말한다. 응답 원안의 예는 <표 2>와 같다. 

코딩은 코딩자 2명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개발된 코딩 시스템에 의거하여 응답 원안의 언어나 

행동에 코드를 부여하며 총 2회에 걸쳐 코딩을 실시하였다. 1차 코딩은 2명의 코딩자가 개별적으

로 녹화된 영상을 보며 코딩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연구자가 수합하였다. 2차 코딩은 1차 코

딩의 결과를 모두 표시한 응답 원안을 참고하여 재코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2차 코딩 후 연

구자가 코딩 결과를 수합하여 동일하게 제시한 코드를 최종적 코드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일치하

는 코드의 수가 90%이상으로 나타났다. 일치하지 않는 코드의 경우 협의를 통하여 코드를 정하

였다.

이 연구에서의 문제해결 결과는 스스로 1분간 서 있을 수 있는 급수탑의 높이로 줄자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32명의 결과는 최고 높이 153cm, 최저 높이 21.5cm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제한 시

간 내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포기한 사례들은 문제해결 실패로 간주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한 

23명을 문제해결 성공으로 간주하였다. 문제해결에 성공한 사례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최고 

높이는 130cm, 최저 높이는 21.5cm로 나타났다. 결과를 높이 순으로 서열화하여 상, 중, 하 세 집

시작 시간 끝 시간 소요 
시간

누적 
시간 언어 행동

0:18:32 0:18:52 20 856 자 붙이면은. 어느 정도 밑에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대 하나를 밑에 대어 
본다.

0:18:52 0:19:23 31 887 테이프로 붙이니까 꺾이는 부분이 
잘 안 꺾여지네. 억지로 한번.

테이프를 이용하여 빨대 
하나를 연결한다.

0:19:23 0:19:27 4 891 됐어. 어느 정도 됐어. 잘 버티는지 빨대에 힘을 
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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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를 자르고 빨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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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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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구분한 뒤, 상 집단에 속하는 자를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로, 하 집단에 속하는 자를 비효율

적인 문제해결자로 규정하였다.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단계와 활동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이 연구에서 개발된 코딩 시스템을 이용

하였다. 코딩 시스템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각 단계는 문제 이해를 U, 해결 방안의 탐색을 X, 실행

을 T, 평가를 E로 표시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표출될 수 있는 구체적 문제해결 활동은 해당 단계

의 문자에 아라비아 숫자를 결합하여 U1, U2, ..., X1, X2, ..., T1, T2, ..., E1, E2, ... 등과 같이 

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 코딩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이미 작성되어 있는 학생들의 응답 원안

을 확인하고 녹화된 영상을 참고하여 각 에피소드마다 그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동을 선택하는 것

으로 하였다. 분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코딩자 2명이 함께 

코딩하였다.

문제해결 활동의 빈도 및 소요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응답 원안에 대한 코딩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문제해결 활동 별로 빈도와 소요 시간을 구하였

다. 개인별로 문제해결 활동의 총 빈도와 전체 문제해결 시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총 빈도에 대해 

각 활동별 빈도가 차지하는 백분율과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한 각 활동별 시간이 차지하는 백분율도 

함께 구하였다.

문제해결 활동의 빈도와 총 빈도에 대한 비율, 소요 시간과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한 비율의 집단 

간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검증의 유의 수준

을 .05로 하였다. 

Ⅲ. 

전체 문제해결 활동의 총 빈도와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해서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를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활동
집단

합
빈도 시간

EPS 66.4 2939.4
IPS 47.9 2393.6

주) EPS(Effective Problem Solver) :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IPS(Ineffective Problem Solver) :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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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66.4회, 2939.4초를 나타내었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47.9회, 

2393.6초를 나타내었다. 통계적 검증에서도 <표 4>와 같이 활동 빈도에 대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 수준 .05에서 문제해결 

활동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이해 단계에서의 활동은 문제 확인하기와 문제 구체화하기로 구분하였다. 문제 이해 단계 

내의 활동들에 대하여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각 활동에 대한 빈도와 소

요 시간에 대한 평균은 <표 5>와 같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모든 사례에서 문제 확인하기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의 경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1명을 제외한 7명

이 수행한 데 반해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4명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의 경우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집단에 비해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문제 확인하기 활동의 경우 효율적인 문

제해결자는 1.9회(2.9%), 102.6초(3.5%)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1.5회(4.0%), 

78.6초(3.6%)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0.9회(1.4%), 

25.1초(0.9%)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는 0.6회(2.1%), 14.5초(0.7%)로 나타났다. 문

제 확인하기 활동은 두 집단 모두에서 주어진 문제를 읽는 행동으로 나타났으며,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은 자신이 이해한 바를 혼잣말로 또는 연구자에게 확인을 하는 형식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문

제 확인하기 활동이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보다 빈도와 소요 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문

제 확인하기 활동과 문제 구체화하기 활동의 빈도 및 소요 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비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인 문제 이해 단계 내에서

의 문제해결 활동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보다 더 왕성하게 

발생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빈도 및 소요 시간에 대한 비율은 두 집단 간의 차

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전체 문제해결 활동의 빈도 및 소요 시간에 비해 대체

로 낮은 빈도와 소요 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활동 EPS(N=8) IPS(N=8) U값 유의확률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total 빈도 10.88 87.00 6.13 49.00 13.000 .046

시간 10.38 83.00 6.63 53.00 17.000 .115

활동
집단

U1 U2
빈도(%) 시간(%) 빈도(%) 시간(%)

EPS 1.9(2.9) 102.6(3.5) 0.9(1.4) 25.1(0.9)
IPS 1.5(4.0) 78.6(3.6) 0.6(2.1) 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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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의 해결 방안 탐색 단계 내의 활동들에 대한 빈

도와 소요 시간을 비교하면 <표 6>과 같다.

활동
집단

X1 X2 X3 X4 X5 X6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EPS 2.3(3.5) 77.3(2.6) 0.1(0.2) 3.1(0.1) 13.8(19.6) 585.8(19.0) 0.3(0.3) 2.9(0.1) 8.0(12.5) 377.1(13.8) 0.5(0.7) 18.8(0.5)
IPS 1.4(3.7) 70.4(3.1) - - 7.6(16.6) 299.4(13.4) 0.4(1.2) 11.1(0.4) 5.1(9.3) 195.5(7.7) - -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재료 확인하기와 해결 방안 모색하기,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

을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였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해결 방안 모색하기와 해결 방안 모

형화하기 활동을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였으며, 해결 방안 가다듬기 활동을 수행하는 사례는 한명

도 없었다. 

재료 확인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각각 2.3회(3.5%), 

77.3초(2.6%)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각각 1.4회(3.7%), 70.4초(3.1%)로 나

타났다. 즉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간에 빈도와 소요 시간은 큰 차이를 나

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 문제해결에 있어서 재료 확인하기의 수행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즉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은 주어진 재료에 대한 특성 파악을 한 뒤 각 재료에 대해서 용도를 결

정하였으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는 대부분 눈으로 재료들을 살펴보는 수준으로 재료 확

인을 하였으며 각 재료에 대한 용도를 주체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어떤 용도로 주어졌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지식 활용하기 활동의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EPS2에게서만 나타났다. EPS2는 사전 지식 활용하기 활동을 1회 수행하였으

며 25초를 소비하였다. 이 때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으면 지탱력이 좋아진다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

였는데,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도 가장 높은 급수탑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PS2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사전 지식을 활용하기보다 주어진 상황 내에서 해결 방안을 탐색하려

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은 효율적, 비효율적 문제해결자 모두가 수행하였으며, 두 집단 모두 탐

색 단계 내의 활동 중 이 활동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소요 시간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빈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는 13.8회(19.6%), 585.8초(19.0%)였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7.6회(16.6%), 299.4초(13.4%)로 나타났다. 즉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에 

더 높은 빈도와 더 많은 소요 시간을 나타내었다.

해결 방안 스케치하기 활동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의 경우 각각 1명과 3명이 간단한 그림을 그려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빈도

나 소요 시간도 그리 높지 않았으며, 그린 그림의 형태도 도법을 이용하여 상세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구상한 급수탑의 전체적인 형태를 개략적인 프리핸드 스케치 수준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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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의 경우 효율적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 문제해결자 모두가 수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빈도와 소요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8.0회(12.5%), 377.1초(13.8%)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5.1회(9.3%), 195.5초(7.7%)로 나타났다. 즉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활동 빈도와 소요 시간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고, 이는 결국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활발하게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을 수행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

동에 비해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결 방안 

모색하기 활동을 통해 모형화하기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문제해결자의 경우 모형

화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이 더 높은 경우도 있어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의 경우 통계적 검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n-Whitney U test 결과 소요 시간의 양에 있어서 유의 수준 .05수

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해결 방안 가다듬기 활동의 경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효율적인 문

제해결자 중 2명에게서 나타났다. 이 활동은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 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나

타낼 때 부분적인 수정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빈도나 소요 시간 측면에서 그리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실행 단계 내 활동들에 대한 빈도 및 소요 시

간을 비교하면 <표 8>과 같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만들기, 문제점 확인하기, 수정하기 활동은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였

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만들기 활동을 모든 사례에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들기 계획하기 활동의 경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중 3명이 수행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

결자의 경우는 1명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사례에서 구분되어 관찰되기보다는 

여러 활동 속에서 연계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들기 계획하기를 수행한 사례에서 빈

도는 1회씩만 확인되었으며 매우 짧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EPS(N=8) IPS(N=8) U값 유의확률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X5 빈도(%) 10.13(9.94) 81.00(79.50) 6.88(7.06) 55.00(56.50) 19.000(20.500) .164(.227)

시간(%) 10.88(10.25) 87.00(82.00) 6.13(6.75) 49.00(54.00) 13.000(18.000) .046(.141)

활동
집단

T1 T2 T3 T4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EPS 0.4(0.6) 5.6(0.2) 15.6(23.6) 1076.4(36.9) 1.8(2.4) 42.6(1.4) 6.4(9.7) 297.8(9.9)
IPS 0.1(0.2) 0.8(0.0) 12.6(27.6) 1154.9(47.5) 0.9(1.2) 13.6(0.7) 5.5(10.5) 288.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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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활동의 경우 실행 단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체 활동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와 소요 시

간을 나타내었다. 빈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15.6회(23.6%), 

1076.4초(36.9%),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12.6회(27.6%), 1154.9초(47.5%)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활동 빈도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빈도에 대

한 비율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가 더 높았다. 전체 빈도에 대한 비율이 비효율적인 문제

해결자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활동의 빈도수가 47.9회로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66.4회 보다 더 적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한편 소요 시간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에 더 높게 나타났다. 단위 빈도 당 소요 시간을 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69초, 비효율적인 문

제해결자가 91.7초로 나타나 매회 만들기 활동에서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많은 시간을 소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가 수행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

우에는 2명만 수행하였다.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을 수행한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2명의 경우, 각

각 3회, 4회의 발생 빈도와 53초와 56초의 소요 시간을 보였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평균

적으로 1.8회(2.4%), 42.6초(1.4%)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의 경우 통

계적 검증에서도 <표 9>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n-Whitney U test

를 한 결과 유의 수준 .05 수준에서 소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정하기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모두가 수행하였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중에서는 1명

을 제외한 모두가 수행하였다. 또한 수행하기 활동은 실행 단계 내에서 만들기 활동 다음으로 높은 

빈도와 소요 시간을 보인 활동이다. 빈도와 소요 시간을 살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는 

6.4회(9.7%), 297.8초(9.9%)로 나타났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5.5회

(10.5%), 288.3초(11.4%)로 나타났다. 만들기 활동과 수정하기 활동의 시간 차이는 효율적인 문제

해결자의 경우 778.6초이고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865.7초인데, 이는 비효율적인 문제해

결자가 만들기 활동에 비해 수정하기 활동에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것이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평가 단계 내의 활동들에 대한 빈도와 소요 시

간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해결 방안 평가하기, 원형 평가하기, 결과 평가하기 활동을 모든 사

례에서 수행하였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해결 방안 평가하기와 결과 평가하기 활동은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였으나, 문제 원인 평가하기 활동은 한 명도 수행하지 않았다. 한편 모형 평

가하기 활동은 두 집단 모두 수행하지 않았다. 

해결 방안 평가하기 활동의 경우 두 집단의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였다. 빈도와 소요 시간을 살

펴보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와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각각 7.0회(10.0%), 112.0

초(3.5%)와 4.6회(9.2%), 85.5초(3.4%)를 나타내었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많은 빈도와 소

요시간을 보였다. 해결 방안 평가하기 활동은 평가 단계내의 활동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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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PS(N=8) IPS(N=8) U값 유의확률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T3 빈도(%) 10.63(10.50) 85.00(84.00) 6.38(6.50) 51.00(52.00) 15.000(16.000) .064(.084)

시간(%) 11.00(10.75) 88.00(86.00) 6.00(6.25) 48.00(50.00) 12.000(14.000) .031(.052)

활동
집단

E1 E2 E3 E4 E5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빈도(%) 시간(%)

EPS 7.0(10.0) 112.0(3.5) - - 0.5(0.7) 15.1(0.5) 6.1(10.1) 129.6(4.7) 1.1(1.7) 67.6(2.3)
IPS 4.6(9.2) 85.5(3.4) - - - - 4.9(8.3) 80.1(3.5) 2.6(6.2) 101.0(4.4)

모형 평가하기 활동을 수행한 사례는 두 집단 모두 한 명도 없었다. 모형은 주로 해결 방안을 모

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만들어지므로 모형에 대한 직접적

인 평가는 없었다.

문제 원인 평가하기 활동의 경우 비효율적인 집단에서는 한 명도 수행한 사례가 없었으며, 효율

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4명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4명의 사례 모두에서 1회씩 발생하였으며 비

교적 짧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형 평가하기 활동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전체가 수행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

우 6명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빈도와 소요 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와 비효율적인 문

제해결자의 경우 각각 6.1회(10.1%), 129.6초(4.7%)와 4.9회(8.3%), 80.1초(3.5%)로 나타났다. 효

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높은 빈도와 소요 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활발하게 원형 평가하기 활동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원형 평가하기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가 평가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활동이다.

결과 평가하기 활동의 경우 두 집단 내의 모든 사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와 소

요시간은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1.1회(1.7%), 67.6초(2.3%)로 나타난 데 반해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2.6회(6.2%), 101.0초(4.4%)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가 효율

적인 문제해결자에 비해 활동 빈도와 소요 시간에서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결과 평가하기 활동의 경우 <표 11>과 같이 통계적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Mann -Whitney U test를 실시한 결과 .05 수준에서 빈도, 전체 빈도에 대한 비율, 전체 소요 시

간에 대한 비율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의 경우 급

수탑이 불안정한 형태인 경우가 많아 결과 평가하기에 더 많은 빈도와 소요시간을 나타내었으며,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는 해결 방안 평가하기와 원형 평가하기에서 빈도와 소요 시간이 높게 

나타나게 되면서 안정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결과 평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 되

지 않았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원형 평가하기, 해결 방안 평가하기, 결과 평가하기의 순으로 시간

을 소비하였으며,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결과 평가하기, 해결 방안 평가하기, 원형 평가하

기의 순으로 시간을 소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요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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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EPS(N=8) IPS(N=8) U값 유의확률평균순위 순위합 평균순위 순위합
E5 빈도(%) 6.31(5.44) 50.50(43.50) 10.69(11.56) 85.50(92.50) 14.500(7.500) .034(.010)

시간(%) 6.75(5.75) 54.00(46.00) 10.25(11.25) 82.00(90.00) 18.000(10.000) .105(.021)

Ⅳ.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여,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교할 때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가 가지는 문제해결 과정 관련 여러 특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문제해결 활동의 발생 빈도는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해결 활동의 총 발생 빈도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66.4회,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47.9회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에 있어서도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활발한 문제해결 활동의 수행, 즉 여러 문제해결 활

동들의 상호작용적인 수행을 많이 함으로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재료 확인하기(X1) 활동에서 주어진 재료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용도 결정은 기술적 문제

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 비효율적인 문제해

결자의 재료 확인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문제해결자

들은 재료 확인하기 활동에서 단순히 눈으로 수량을 파악하고 어떤 용도로 주어졌는지를 추측하고

자하는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와는 달리 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은 주어진 재료의 특성 파악을 통

하여 적절한 용도를 결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문제해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셋째,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X5) 활동의 소요 시간은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동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전체 소요 시간 

중에서 13.8%,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검증에서도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효율적인 문제해결

자들의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가며 탐색하는 활동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들

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수행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해결 방안 모형화하기 활

동으로 인해 머릿속에 발생한 해결 방안을 실제로 구현해 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해결 

방안에 대한 평가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보다 안정적인 급수탑의 형태를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 더 나은 문제해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넷째,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의 소요 시간은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문제점 확인하기 활동의 경우 전체 소요 시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효율적인 문제해결

자가 1.4%,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0.7%로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에서도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문제해결 과정 중에 발생하



第10券 第3號 2007年 9月 107

는 문제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

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섯째, 결과 평가하기(E5) 활동의 빈도와 총 빈도에 대한 비율 및 소요 시간은 기술적 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관련성이 있다. 결과 평가하기 활동의 전체 소요 시간에 대한 비율이 효율적인 문

제해결자의 경우 2.3%,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4.4%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해결자가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빈도와 총빈도에 대한 비율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통계적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비효율적인 문제해결자의 경우 

비교적 안정성이 부족한 급수탑을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 마지막 결과 평가하기 활동이 수정하기 

활동을 수행한 후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과 평가하기 활동의 빈도와 

소요 시간이 효율적인 문제해결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가 관련성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성의 존재가 

반드시 어떤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두 변인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어 

같이 변화한다는 것은 인과 관계에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

과를 바탕으로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술적 문제해결에 대한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있으므로, 이러한 

기초 연구의 결과를 기술적 문제해결력을 계발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교신저자: 김태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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