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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빠른 소비패턴과 다양한 개성의 소비자 취향으로 현재의 디자인상품계는 새로운 이미지 창출에 대한 이슈를 늘 가지고 있다. 특히 창

의적인 이미지/디자인을 창조해야하는 디자이너들에게 매 시즌 신선한 디자인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수많은 발상방법을 활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창조를 위한 새로운 디자인창출 방법론을 찾고자 구성주의 교육법을 디자인교육에 활용

해 학습자(예비디자이너)들에게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구성주의 교육법을 고찰하여 디자인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자하는 아트워크제작과정을 보완하여 수업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학습자들에게 적용

한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수업모형과 내용이 디자인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모티브, 색상, 표현

기법 등의 디자인요소는 디자인 시 발상과 연상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레이아웃, 소재 등의 요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With fast consumption patterns and diverse consumer tastes, the current design industry has always had an issue of creating new 

images. In particular, designers who need to create creative images/designs are using numerous ways of thinking to provide fresh 

design products every season. In this study, to find a new design creation methodology for creative design creation, the constructivist 

educational method was applied to the design education to the learners (pre-designers), and invest the effectiveness. Based on the prior 

study applied to the design by considering the constructivist educational method, the class model was derived by supplementing the art 

work production process to be used in this study. After applying it to the learner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how the derived 

class models and contents affect the design production. Studies have shown that deign elements such as motifs, colors, and expressive 

techniques are helpful to ideas and connections in design, as well as elements such as layout an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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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선하고 새로운 이미지의 디자인제품은 소비자의 주목을 받는다. 빠른 소비패턴에 맞추어 시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미

지의 컬렉션을 발표해야하는 특성을 가진 리빙 ‧ 문화 및 공간연출디자인분야(이하 리빙 ‧ 공간연출 디자인)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들은 새로움의 창출에 대한 다각적인 난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1].이런 디자이너들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디자인을 창조적으

로 하기위한 다양한 스타일의 방법론연구(발상법을 활용한 디자인방법론연구, 심상 ‧ 시대사조 등을 배경으로 디자인개발)가 선

행되었다. 기(旣)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발상방법을 연구해 디자인을 유도하거나, 이미 발표된 디자인을 분석하여 재해석하는 

디자인을 연구한 것 들이[2,3] 대부분이다. 창작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4]하여 디자인을 창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론 연구, 즉, 구성주의와 디자인개발을 접목한 디자인방법론과 그 교수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디자인개발과 연계하여 학습자(예비 디자이너, 창작자)가 정한 영감을 학습자가 가진 세상의 경험을 통

해서 스스로 부여한 의미, 또는 해석[5]으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구성주의 학습법에 기반), 디자인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

하는 교수법을 연구하여 이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제시하는 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 기존의 디자인학부의 수업들은 선행된 다

수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디자인개발 과정에서 창작자의 영감이나 심상을 사진이미지 등의 보드를 구현하여 디자인창출로 유도

하는 과정은 있으나,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생성된 의미, 또는 해석을 능동적인 표현매체(ex.자유로운 아트워크; 순수 창작물, 등)

로 구현하여 디자인 개발로 연계한 사례는 미비하였다. 또한 디지털문화 속에 놓여 있는 현시대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은 디

지털 이미지를 활용한 합성 등의 그래픽작업을 배재한 고유한 이미지 창조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

습자에게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아트워크란 매개체와 연관하여 디자인개발로 유도하는 고유한 교수법을 연구하고 그 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의 교육적 효과 연구

둘째, 아트워크작업이 제품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셋째, 학습자 중심 아트워크 제작을 통한 디자인개발 수업의 효과 및 보완점 연구 

2. 이론적 배경

2.1 구성주의 정의 

심리학에서의 구성주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의 정신, 특히 의식을 기본적인 감각과 느낌이라는 구성요소로 쪼개어 분석하는 

방법[6]이라 명시되어 있고, 일반 백과사전에서는 ‘일체의 재현 묘사적 요소를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構成)을 취지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문학비평사전에서는, 일체의 사실적인 묘사나 재현을 거부하고 순수 형태의 구성을 지향하며 추상적인 조형

에 의한 새로운 예술미를 추구하는 경향, 따라서 회화나 조각의 영역에서는 기하학적 추상의 방향을 취한다.’라고 되어있다[7][7][7]. 

2.2 구성주의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에서 구성주의는 인간의 지식이 형성되고 습득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이론으로 지식을 감각이나 의사소통에 의한 

수동적 방법으로 받아들인다는 전통적 인식론에 반하여 인식주체가 적극적으로 형성한다고 보았다[8]. 구성주의 교육은 크게 인

지적 구성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으로 볼 수 있다. 피아제(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가지 지식구조가 

동화(assimilation), 조절(accommodation), 평형화(equilibration)의 인지과정을 통해 구성된다는 관점[4]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 인

지적 구성주의는 교육적 전달에 대한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반면, 비고스키(Vygosky)의 사회적 구성주의는 지식의 구성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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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사회적 상호작용한다는 관점을 가진다. 환경, 및 교육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 브루너(Bruner) 등에 의해 현재 연구되는 다수의 

교육이론은 개인의 정신적 문화, 환경 그리고 교육의 영향을 높게 취급한 사회적 구성주의이론에 기반 한 것들이 대부분이다[8].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주체적으로 학습을 이행 할 수 있는 학습자 중심의 환경을 구현 하려는 학습이론[9], 즉 현재 

연구되는 구성주의 교육법은 이전 객관주의 학습이론에서 획일적인 정보와 지식을 추구하던 것이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교육적 인식론이 발전하면서 생긴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 할 수 있다[4].

3. 학습대상 선정 및 수업모형 개발 

3.1 학습대상 선정 

학습자 선정은 선행연구들[4,8,10]을 바탕으로 실기 프로젝트 진행이 가능하고, 트랜드에 맞는 디자인제품을 구상하고 구현하는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본 연구 과제와 부합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인테리어소품디자인 및 공간연출 디자인을 

내용으로 하는 ‘LV 디자인’ 수업에 참여하는 수강생(학습자) 22명이 학습대상자로 선정되었다.

3.2 수업모형 구축 및 수업 프로세스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법을 디자인교육에 접목해 교육법을 연구한 최양희,고은영(2013)[4]에 의하면 학습환경에서 6가지 요소

(문제(프로젝트),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례, 정보지원, 인지적 도구, 대화/협력도구, 사회적/맥락적 지원)를 언급하고(데이비드 조

나센(David Jonassen,1999)의 이론에 근거), 이사켄과 트레프린거(Isaken & Trffringer, 1987)의 연구에서 발표되고 다수의 연구

자들(김미희,박성옥, 2013[11]; 전성균,이영준, 2012[12]; 박주성,2012[13] 등)에 의해 검증된 프로세스인 CPS(Creative Problem 

Solving)프로세스에 기반해 ‘탐색/이해-발상-구체화-실행-공유’의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양희, 고은영(2013)[4]

의 수업모형을 수정 및 보완하여 아래와 같은 수업모형을 설계하였다. 

더불어 교수자는 구성주의 교육법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지는 개인교수법인 스캐폴딩(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소개한 개념인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내에서 효과적인 교수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병행하였다.

Fig. 1. Class model, explanation of learning environment and activities of learners and prof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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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업모형 적용 결과물 수집 및 분석

위의 Fig. 1의 수업 모형을 적용하여 창출 된 22명의 결과물은 아래 Fig. 2와 같은 형식으로 수집 및 분석되었다. 먼저, 영감선정 

후 아트워크를 진행하고, 이어서 램프디자인과 가죽인테리어 소품디자인을 한 결과물을 표 안에 넣었다. 다음으로, 아트워크에

서 디자인에 적용 된 디자인요소를 추출하기위해 4명의 전공교수들이 모여 합의하에 체크하였다. 결과는 색채(72%), 레이아웃

(4%), 모티브(100%), 표현기법(36%), 형태(40), 기타: 소재 등(9%)이었으며, 이를 통해 아트워크의 작업이 디자인 개발 시 모티

브전개 및 색상 선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임의로 정한 2명의 학습자의 결과물과 아트워크에서 디자

인에 적용 된 디자인요소 분석내용 예시는 아래와 같다.

학습자: A 학습자: B

영감이미지 아트워크 영감이미지 아트워크

 

램프디자인 인테리어소품 램프디자인 인테리어소품

아트워크에서 적용된 디자인 요소 아트워크에서 적용된 디자인 요소

색채 ⍌ 색채

모티브 ⍌ 모티브 ⍌

형태 ⍌ 형태 ⍌

레이아웃 레이아웃 ⍌

표현기법 ⍌ 표현기법

기타(  ) 기타(  )

Fig. 2. Results of application of class model (Learner 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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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72%)

레이아웃(4%)

모티브(100%)

형태(36%)

표현기법(40%)

기타(8%)

4. 설문조사

4.1 조사대상 및 내용

설문조사는 수업모형을 적용한 후 2018년 4월 30일에 실시하였다. 응답인원은 총 22명으로 남성 2명 여성,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내용은 디자인 수업에서 학습자(디자이너)가 중요시 하는 내용들과 창의적인 발상과 교육과의 관계 등의 일반적인 의식

을 알아보고자 하는 파트와, 수업모형경험과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의 두 파트로 구성되었다. 설문에 사용 된 척도는 오광

렬(2013)과 이현경,이상원(2014)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19,20]. 

4.2 설문 결과 및 결과고찰

조사결과 및 결과를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수업과 관련 된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결과이다. 

‘디자인 수업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72.7%가 아이디어 발상, 22.7%가 디자인 형태, 

4.5%가 관련지식이라고 답변하여 디자인 수업에서 발상능력의 증진 및 결과물에 대한 비중이 큰 것을 조사 할 수 있었다.

‘영감을 새로운 디자인 콘텐츠로 표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는 72.7%가 창의

력,22.7%가 표현력,18.2%가 재료(도구)라고 답변하였고, 창의적인 발상은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

에는 68.2%가 그렇다, 27.3%가 보통이다, 4.5%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하여 영감을 디자인 콘텐츠로 표현하는 데는 창의력이 가

장 필요하며, 후천적인 노력과 교육의 결과로 창의력을 증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수업모형 경험 후 피드백 부분에 해당하는 조사결과이다. 

‘영감과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 경험 후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을 잘한다고 생각합니까?’라

는 질문에 45.5%가 보통이다, 27.3%가 그렇다, 17.0%가 그렇지 않다. 라고 답변하였다. 

‘영감과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 교육은 수업에 교육적 효과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45.5%가 보통이다. 45.5%

가 그런 편이다. 9.1%가 매우 그렇다. 라고 답변 하여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의 긍정적인 답변을 종합해 보면 54.6%로 절반이상의 

높은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디자인 수업에 있어서 영감과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의 교육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라는 질문(중복체크

가능)에는 50%가 디자인적 표현능력 신장 ,40.9%가 이미지 시각화 능력 향상, 31.8%가 아이디어 발상능력 향상. 이라고 답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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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답변결과에 비추어 볼 때, 아트워크의 제작이 디자인적 표현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심상을 가시적으로 시각화

하는 데에도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은 아이디어 및 디자인 발상 과정에 어느 정도 흥미를 주었습니까?’라는 질문에 54.5%가 보통

이다, 31.8%가 그렇다, 9.1%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였다.

‘아트워크를 이용한 수업이 유익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는 45.5%가 보통이다, 40.9%가 그렇다, 9.1%가 매우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다.

‘아트워크 활동 디자인 수업 후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까?’라는 질문에는 40.9%가 그렇다, 

22.7%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13.6%가 매우 그렇다. 라고 답변하였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63.6%의 결과를 보여준 답변 

결과를 통해 아트워크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 수업모형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주는 긍정적인 역할

을 함을 볼 수 있었다. 

‘아트워크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 수업을 더 듣고 싶습니까?’라는 질문에는 13.6%가 매우 그렇다, 45.5%가 그렇다, 22.7%가 그

렇지 않다, 18.2%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여, 이번 연구로 개발 된 수업모형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트워크를 활용해 디자인을 개발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중복체크가능)에는 40.9%가 모

두, 31.8%가 표현기법 18.2%가 모티브, 라고 답변하였다. 이 결과는 디자인개발에 있어 아트워크가 어떤 디자인요소에 영향을 

주어 앞서 언급된 설문결과에서와 같이 디자인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미지의 시각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경험을 도출하게 하는

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결과이다. 특히 거의 모든 디자인요소에 영향을 준다는 40.9%의 답변은 무척 의미가 있으며, 학습자들

이 느끼기에 아트워크작업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위의 수업모형적용 후 결과물을 수합해 연구자들

이 모여 분석한 결과에서 모티브와 색상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다음으로 표현기법이 영향을 받았음과는 차이가 있으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받았다와 표현기법에 중복체크를 한 경우와 모두를 체크하고 색상이나 모티브를 따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를 가만

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추축 할 수 있었다.

‘아트워크를 활용해 디자인 개발 할 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디자인 요소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100%가 모티브, 모두

가 36.4%가 레이아웃, 22.7%가 형태라고 답변하였다. 학습자들 전원이 아트워크를 통해 모티브개발에 영향을 받았으며, 모든 디

자인요소에 영향을 깨침을 경험함을 알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며, 앞의 3.3에서 결과물 분석내용인 모티브개발 시 100% 아트워

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수업 후 피드백을 통해 남들이 표현한 아트워크와 디자인에 대해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는 59.1%가 그렇다, 22.7%

가 매우 그렇다, 13.6%가 보통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81.6%가 수업 후의 피드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인 것으로 결과물 도

출 후 공개적인 발표와 크리틱(critique)은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원할 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학

생들의 참여가 더 높아지고 학습효율이 올라간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기도 하다[1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창출을 위한 디자인교육방법론을 찾기 위해 수업모형을 연구하고 학습자에게 적용하여 결과

를 분석하였다. 사회적 구성주의 교육법에 기반 하여 학습자 스스로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영감을 떠

올려 아트워크를 제작하고 디자인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디자인 교육방법으로, 앞의 4장의 결과고

찰의 내용을 살펴보면 영감과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 교육 수업은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효과 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를 본 연구의 서두에서 명시한 연구내용인, 첫째,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의 교육적 효과 연구, 둘째, 아트워크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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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셋째, 학습자 중심 아트워크 제작을 통한 디자인개발 수업의 효과 및 보완점 연구에 비추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워크를 활용한 디자인 발상의 교육적 효과는 디자인적 표현능력 신장, 이미지 시각화 능력 향상 그리고 아이디어 발

상능력 향상 등으로 밝혀졌다. 이는 영감 즉, 보이지 않던 생각속의 이미지와 감정을 가시적으로 시각화하는 아트워크 작업을 통

해 디자이너 자신의 느낌이 더욱 분명히 해지고, 아트워크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발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아트워크의 제작은 제품 디자인 시 디자인요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모티브와 색상, 표현기법 등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레이아웃, 형태, 소재 등의 디자인요소에도 다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

체나 2D평면의 이미지로 창출 된 아트워크는 다양한 소재와 컬러, 표현기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는 주체는 여러 

시각적 부분에서 디자인에 적용 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아트워크를 적용한 디자인 개발 수업의 효과 및 보완점은 먼저, 학습자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자신감을 주며 

디자인 발상에 큰 도움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결과물 도출 후 공개적인 발표와 크리틱(critique)은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임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 발상 과정에서의 흥미를 높여주지는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또한 몇몇 학습자

들로부터 영감과 아트워크 그리고 디자인 전개과정에서 핵심적인 키워드와 그것을 어떻게 아트워크나 디자인에 반영했는지를 

정리하고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이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수집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끌어 

줄 수 있는 방법 마련과 디자인 개발 체크리스트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한다.

이처럼 본 연구를 통해 개발 된 수업모형이 대부분의 학습자들에게 디자인개발 시 자신감과 효과적인 디자인개발결과의 증진

을 준다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지만, 22명의 학습자에 국한되어 조사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어지는 후속연

구에서는 아트워크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학습자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내용을 포함한고 다수의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

1. 윤수인 “발상법 사고과정을 적용한 디자인 창출 교수법 사전연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4권, pp. 22-52, 2018. 

2. 박영선 “디자인교육에서 자아정체성이 반영된 콘셉트 개발을 통한 창의적 학습방법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제4호, pp. 

157-166, 2014.

3. 이민선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적 패션디자인방법론에 관한 연구 : '미수아바흐브' 컬렉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디자

인학회지, 제14권 제4호, pp. 35-45, 2014. 

4. 최양희, 고은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 한 디자인교육 방안 연구", 디자인지식저널, 제28권 제28호, pp. 185-194, 2013.

5. 이대웅, 정형원 "최근 구성주의 학습이론 중심의 교육용게임의 이론적 배경 고찰",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 제14권, pp. 

149-158, 2008.

6. 네이버 심리학 용어사전: 검색일, 2018.06.12.

7. 두산백과: 검색일, 2018.06.06.

8. 오광열,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활용한 형태추출교육에 관한 연구: 브루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2011

9. 김창식, 교사중심의 구성주의 미술 감상 교육, 미술과 교육, 제3권, 2002

10. 이현경, 이상원 “경영학 전공자를 위한 창의/디자인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9권 제6호, pp. 133-141, 

2009. 

11. 김미희,박성옥 ‘창의적 문제해결(CPS)모형을 적용한 집단미술치료가 미혼모의 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예

술심리치료연구, 제 9권 제2호, pp. 143-165, 2012.



64 ∙ The Society of Convergence Knowledge Vol.7, No.3, 2019

12. 전성균,이영준 “초등학생의 확산적 사고 촉진을 위한 CPS 프로그래밍 수업의 효과 분석”, 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제15권 제 2

호, pp. 1-8, 2012.

13. 박주성 “CPS기반 가상 로봇 프로그래밍 교육이 중등 정보과학영재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교원교육, 제28권 제

3호, pp. 175-190, 2012.

14. 권상오 “온라인 교육에서 구성주의적 교수방법 연구: 사이버대학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디자인연구, 제25권, pp. 89-96,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