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의 인재 양성 교육  
(상상을 현실화하는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주임교수 이 진 수 



CONTENTS 

창의인재란? 

왜 창의인재가 필요한가?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창의교육의 핵심은? 



01. 창의인재란? 

Beyond 

Training Imagination 

현재/현실을 
 

 넘어서 볼 수 있는,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인재 

창의력 학원? 

창의인재 

상상력 
 

일상적인 Patten을 
넘어서서 볼 수 있는 능력, 

일반적인 틀을 벗어난 
시각을 가진 인재 



02. 왜 창의 인재가 필요한가? 

Fast Follower  

First Mover 



02. 왜 창의 인재가 필요한가? 

Blue Ocean 

Blue Sky 



02. 왜 창의 인재가 필요한가? 

일류 국가의 욕심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기회와 규모가 커짐 



03.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켄 로빈슨 (영국 교육학자) 
 
오늘날 우리의 교육제도는 실수라는 것은 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말살시키고 맙니다. 피카

소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어린이들은 예술가로 태어난다. 하지

만 자라면서 그 예술성을 유지 시키는 것이 문제다.“ 우리는 자라

면서 창의력이 계발되기는커녕 있던 창의력도 없어집니다. 교육이 

창의력을 빼앗아가는 거죠. 왜 그럴까요? 

 
- February 2006 at TED2006 



03.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사교육: 주어진 문제를 쉽고 빠르게 푸는 훈련 

답이 있는 문제만을 푼다. 

학교가 재미가 없다. 



03.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선생님들은 물어보고 3초를 기다리지 않는다. 

질문을 두려워 하는 사회 

다름을 틀림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인식 

부모의 보수적인 사고 방식 



03.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엘렌 랭어 (하버드대 교수) 

             “~이다” 가 아니라  “~일 수도 있다”,  “~일 지도 모른다” 



04. 창의교육의 핵심은? 

자유로운 생각, 시간의 여백,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 

꿈을 꿀 수 있는 공간 / 경험 등을 마련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것 



04. 창의교육의 핵심은? 

Inspiration → Potential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 

MIT Media Lab. (demo or die: 시연하느냐? 죽느냐?) 

대학의 창의 교육 →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창의교육 



맺으면서… 

모두 창의 인재가 되어야 하는가? 

10%의 Pacesetter 



맺으면서… 

제 2의 Mark Zuckerberg? 제 2의 Steve Jobs? 



맺으면서… 



맺으면서… 

Education  is  
not  the  filling  of  a  bucket,  
but  the  lighting  of  a  fire. 
 

                  - W.B Yeats. 



사례소개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공으로 비상하라!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Engineering 도전적 문제해결 

+ 

 insight (통찰) 

integrity (정직) 

identity (정체성) 

 international (국제적) 

interdisciplinary (다학제적) 

inquisitive (탐구적) 

invention (발명) 

initiative (개척) 

immersion (몰입) 

창의적 상상력 

Creative   

imagination  

융합적 탐구 

integrative  

investigation  

변혁적 창조 

Transformative 

innovation  

창의적 상상력, 융합적 탐구, 변혁적 창조에 기반한 교육/연구를 근간으로 육성된,  

자기 주도적이고 도전적인 문제해결역량과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를 갖춘 세계 최고수준 인재 

인재상:    형 인재i  

3i  

9i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학부교육체계

• Smart Computing 
• Smart Devices and Circuit 
• Smart System and Robotics 
• IT-based Future Healthcare 

• Self Identification as a   
  Creative Engineer  
• Self Initiated Learning &  
  Research  
• Self Designing Career &  
  Future  

• Interaction Design Studio 
• Play and Game Studio 
• Life Sensibility & 
  Transhuman Studio 
 

Great Place for Learning 

Elective Courses without Boundaries   

University Core 
Courses 

Science & 
Technology Core  

Courses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Courses 

Condensed & 
Intensive Short 

Courses 

Transdisciplinary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고 특히, 학부 과정 동안 이루고 싶은  

  꿈과 하고 싶은 분야를 찾도록 도와주는 교육 과정 

• 자기주도 성장계획(Personal Growth Statement)을 만들고 실행하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과 역량을 배양 

PGS(Personal Growth Statement) 설계 (1학년 1학기 전공 교과목)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IT설계(Creative IT Design) (2~3학년 전공 교과목) 21학점 필수 수강

• PGS에서 설정한 꿈을 이공계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 

• 팀 티칭 및 개인/그룹별 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IT융합기술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적용함으로써 

  창의적인 Prototype을 구현하는 새로운 과정 

2학년 1학기 (3학점) 2학년 2학기 (6학점) 3학년 1학기 (6학점) 3학년 2학기 (6학점)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스튜디오(Creative Studio) (2~3학년 전공 교과목) 6학점 필수 수강 

• PGS에서 설정한 꿈을 인문 기술 융합 분야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 

• 공학, 인문, 예술, 디자인 등 탈 경계적 학제 교육을 목표로 자유롭고 창조적인 상상력 설계 및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며, 실습형 Task 중심 프로젝트 형태로 운영(Project Based Learning) 

(3학점) (3학점) (3학점)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인천국제공항(출국) MIT Media Lab. 방문 Harvard Univ. 방문 IEC Program 

 해외 단기 유학 프로그램

• 목적 - 해외대학의 인문학의 강점과 POSTECH의 IT강점의 융합 (글로벌 창의교육 실현) 

          영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가치관 형성 및 타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 기간 - 1학년 여름학기~가을학기 (7월~12월/6개월)실시 

• 대학 - 2012년, 2013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SBU) 

• 대학 - 2014년: 2개 대학으로 해외 프로그램의 다양화 

          (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2)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SBU) 

• 프로그램 - 여름학기: IEC(Intensive English Course) Program 

            - 가을학기: 인문학 위주 수강(POSTECH 이수학점으로 인정) 

              ※ Intro to Psychology/Media: Analysis and Culture/American History and Society/Rock Music 등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 인문, 예술 가치와 상상력이 공학적 지식과 융합하는 새로운 지식의 패러다임을 숙지하고 훈련 

• 앞으로 어떠한 영역에서 새로운 융합적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지, 어떠한 상상력과 지식을 통해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산적 물음과 모색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함 

 인문기술융합개론 (1학년 1학기 전공 교과목)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디지털 시스템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 입문과 실험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제어 시스템 이론 및 실험 

마이크로 프로세서 디자인을 위한 전 과정(회로, 로직, 아키텍처)에 대한 기본 지
식에 대한 소개와 실험을 통해 각자의 창의IT설계 과정에 필요한 기초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어원리와 설계 및 실험까지 폭넓은 내용을 압축된 형태로 진행하는 강의
를 개설하여 자동제어 시스템, 디지털제어시스템 및 현대제어에 관한 내용
까지 포함하는 제어에 관한 일반적인 기법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한다 

융합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스마트 컴퓨팅과 관련해
서 가장 중요한 과목 두 가지를 배움으로써 다른 전공분야
와 융합할 수 있는 기초 실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Data Analysis and Processing (개설 예정)  

 Condensed Course

Condensed 
Course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캠프 [InCiTE, ExCiTE]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IT융합공학과 - 한예종 조형예술과 교류프로그램‘만나다’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Workshop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Netherlands – Korea Game Jam 2013



사례소개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창의공간 (SPACE. C)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교육 시스템 

자기 주도적 학습 체계 

창의적·융합적 교육 장려 

매년 신입생 대상으로 지도교수 선정 간담회 시행 

창의IT설계 분반에 따른 연구 지도교수 별도 지정 

(매주 1회 이상 지도교수와 교류) 

학생을 위한 별도 공간 마련 (창의공간) 

첨단 스마트 강의실 구축 

창의IT설계 프로젝트 진행 

학생창의과제 공모를 통한 연구비 지원 
(최대 2,000만원) 

타 학과 모든 전공교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인정 

학부생 전원 해외단기유학 실시 

교육과정 

학생지도 

교육시설 

연구참여 

외부교류 

전문가 교육(전공교과) 중심 

전통적 강의 위주의 수업 

형식적으로 정해지는 지도교수 제도 

지도교수와의 교류가 적음 

학과 전공교과목 강의를 위한 기존 강의실 

교수 연구실 참여 

타 학과 전공교과목 이수 제한 

대학 차원에서의 해외단기유학 

창의IT융합 교육 기존 교육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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