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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의 차이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과 3, 4학년 210명으로 이들에게 두뇌우성사고 유형은 Herrmann의 BDI를 
실시하였고, 창의성은 TTCT:언어를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두뇌우성사고 유형과 언어 창의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과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밝히고자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좌상뇌, 좌하변연계, 우하변연계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전체 언어 창의성과 어떠한 상관도 없었으며, 우상뇌는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 및 전체 언어 창의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좌하변연계, 우상뇌 및 우하변연계 우성 교사가 좌상
뇌 우성 교사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전체 언어 창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을 분석한 결과는 두뇌기반 창의성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시사점으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두뇌우성사고 유형, 언어 창의성, 창의성 교육, 예비유아교사, 전뇌이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creativity according to the type of brain 
dominance for deveop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creativity teacher education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10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tests were conducted by using the 
Herrmann' BDI and TTCT: verbal. The study have applied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to find out 
relation between the type of brain dominance and creativity, and used multi-variate analys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creativity according to the type of brain dominance.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he upper left brain, lower left limb, and right brains had no relation to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nd 
overall linguistic creativity. The lower right limb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nd overall linguistic creativity. Second, the lower left, upper right lower, and lower right limb 
dominant teachers showed higher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nd overall linguistic creativity than upper left 
neural dominant teacher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language creativity according to the type of brain 
dominance of th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ill be used as a suggestion to develop the brain-based 
creativity teacher educ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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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10여 년간 교육계는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융·복합교육이 자리잡기 시작하여 “창의적인(creative)”

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이에 교육 분야

에서는창의성을 21세기미래교육에서중요한핵심역량

으로 강조하고 있다[1, 2]. 최근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미래사회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창의적인인재양

성을 교육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유아교

육현장에서도 창의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고있으며창의성교육의다양한교육방법에대

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창의성은일상생활에서많은정보를활용하고효율성

을높이기위해필요한역량이다[3, 4]. 유아창의성교육

은 초·중등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포함하여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교수·학

습방법그리고유아와의상호작용에있어서교사의질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친다[5]. 즉, 아무리 좋은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수매체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유아 창의

성 수업을 이끄는 교사가 창의적이지 못하거나 교사가

창의적인역량과교수능력을지니지못한다면그교육적

효과는떨어질것이다. 이는 유아교육분야에서창의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진 교사가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처럼 유아 창의성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교사변

인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6, 7, 8], 예비유아교사의 창

의성이유아의창의성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증명됨[9, 10]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은 창의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가 부족하고[11], 유아교육현장에서도 유아 창의성 교육

을 위한 교사교육이나 연수가 부족하다[12, 13]. 이러한

이유는 교사양성기관에서부터 현직 교사가 되기까지 창

의성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14],

프로그램역시체계를제대로갖추지못한점등으로예

비유아교사를대상으로한효과적인창의성교육이이루

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5].

국내의 유아교사의 창의성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초

기에는 교사의 특성과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 간의 관계

[16, 17], 유아교사의역할[18, 19, 20]에 관한연구들이주

를이루었다. 특히, 교사의창의성을학습자의창의성향

상을 위한 환경 조성자, 프로그램이나 기법을 알고 실행

하는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후 연구들

은 교사의 창의성을 교사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유

아들의호기심을자극하며흥미를가지고수업을효율적

으로 하는 것, 즉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teaching

creatively)에 초점을 두고 있다[21, 22]. 이는 교사가 교

육과정을 운영할 때 교육목표 및 일과운영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수행하는 교수·학

습 전략을 의미하는 것으로[21] 교사의 창의성이 필수적

으로요구된다. 따라서창의적인유아교사는수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끌어내며, 발산

적발문[23], 동기유발[24], 융통성, 유연한사고발휘, 독

창적인아이디어, 문제나상황에대한민감성, 그리고풍

부한 상상력 등을 발휘하는 교사를 의미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발달 및 창의성 교사교육에

관련된연구들을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창의성과관

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노력들이 증가하

고있다. 예비유아교사의창의성은자기효능감이나교사

효능감[25, 26], 내외통제성[26], 사고양식[27, 28, 29], 다

중지능[30], 자아개념 및 성격유형[31], 자아탄력성[32]

등과같은창의성과관련된다양한변인들이분석되었으

며, 이러한 맥락에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

중 하나가 바로 두뇌이다. 교사 창의성을 연구함에 있어

서창의성발현의근원인두뇌를분석하는것은의미있

는일이다[33]. 따라서예비유아교사의창의성교육프로

그램이나 교사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선행되어

야하는것은그들의창의성과관련된두뇌를제대로분

석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를 좌·우뇌형 모형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가시작되면서뇌기능의분화와관련된연구를통해이

를교육에적용하려는연구들이다양하게이루어졌다[34,

35]. MacLean(1990)[36]은 인간의 뇌는 뇌간, 변연계, 대

뇌피질의 3층으로이루어져있고, 주어진과제에따라개

별혹은상호적으로작용한다는삼위일체모형에대해설

명하였다[37]. Herrmann(1996)[38]은 이러한 좌·우뇌 모

형과 삼위일체 두뇌모형(Triune Brain Model)을 통합한

전뇌이론(Whole Brain Model)을 설명하면서 두뇌를 더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있다. 전뇌이론은 인간의 두뇌는 4

개의 독특한 사분면으로 나누어지며, 활동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고유의 언어, 가치, 인식방법을 가진다. 이를

구체적으로살펴보면, 왼쪽대뇌에위치한좌상뇌(A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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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는 분석적, 논리적, 정량적인사고, 왼쪽대뇌변연계에

위치한 좌하변연계(B사분면)는 조직화, 순서적, 세밀한

사고, 오른쪽대뇌변연계에위치한우하변연계(C사분면)

는 감각적, 감정적, 사람과 사람 간의 사고, 오른쪽 대뇌

에위치한우상뇌(D사분면)는직관적, 시각적, 혁신적사

고와 관련이 있다[39]. 이러한 이론은 인간의 두뇌를 단

순히 구분한기존의 Sperry(1958)[34]의 연구, 좌뇌와 우

뇌의우성에관한연구들[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과 달리 두뇌를 4개의 사분면으로 구분하

고 각각의 사분면에 대한 사고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이

러한뇌과학에관한연구는교육분야에서창의성및기

억력을훈련시켜학습능력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다

[53].

두뇌우성사고와 창의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구체적으

로살펴보면, 우뇌선호형과좌뇌선호형의사고의차이에

대한연구[40, 42, 43, 48, 50, 52, 54], 창의성이우뇌의인

지활동과 관련한 연구[45, 46, 49, 51, 55]가 있다, 그리고

좌·우뇌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용에 관한 연구[47, 54]

가 있다. 한편, 유아교육분야에서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

면, 예비유아교사의두뇌우성사고와창의적인성의관계

에관한연구[56], 유아교사의두뇌우성사고유형과창의

성간의관계에관한 연구[57], 뇌의 우세성에관한 융합

연구[58]가 있다.

이상의선행연구를종합해보면, 두뇌와창의성과관련

한연구는좌뇌및우뇌유형과창의성은서로관련성이

있으며, 좌·우뇌가균형있게발달되었을때창의성이더

잘발현된다고볼수있다. 이를짐작해보면인간의두뇌

를구분하는것보다 4개의사분면의성향과의관련성에

대한 의문점과 인간 사고의 근원적 중추가 되는 뇌에서

창의성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밝혀주는 연구가 필요하

다[59].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교

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Herrmann의 전뇌이론에

근거한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뇌 연구를 통한 교

육적 관점을 재조명하는 것은 교사 창의성에 대한 교육

원리나 교수방법만 개발한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

기위한것으로교사의두뇌분석을통한본창의성연구

는의의가크다. 또한, 이러한두뇌우성사고유형에따른

창의성을분석한결과를통해도출된시사점은예비유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성 교사교육에 있어서 교사 유

형별적합한교수학습방법및교육내용선정등교사교

육프로그램의개발및유아교육현장적용을위한교사

연수의기초자료로활용되는등유아교사창의성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 유형과 언

어 창의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

라언어창의성은어떠한차이가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 대구 경북에 위치한 7곳의 3, 4년제

유아교육과에재학중인예비유아교사 210명을대상으로

두뇌우성사고유형과언어창의성을측정하였다. 예비유

아교사의성별은 남학생 5명과 여학생 205명이었다. 3학

년(3년제)이 140명, 4학년(4년제)이 70명이었으며, 이들

은 모두 보육실습 및 교육실습을 완료하고 졸업을 앞둔

상태였다.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은 아래의 <Table

1>과 같이 좌상뇌가 50명, 좌하변연계가 42명이었고, 우

하변연계가65명으로가장많았으며, 우상뇌가 53명이었다.

Thinking type N (%) All N(%)
left brain 50(23.81)

210(100)
lower left limb 42(20.00)
lower right limb 65(30.95)
right brain 53(25.24)

<Table 1> Distribution of brain dominance type of 
study subjects

2.2 연구도구
2.2.1 두뇌우성사고 유형 검사
두뇌우성사고 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Lumsdine의 책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Central Michigan

University에서 열렸던 기초공학 설계에 관한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워크숍에서 Frank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 분석 연구

82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7 May; 15(5): 79-88

Maraviglia가 발표한 자료[60]를 근거로 문항에 대한 선

호를수치로점수화하여적용한유리나(2009)[61]의 연구

도구를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7문항으로 1에서 13번까

지는 사분면의 두뇌우성사고 유형의 내용 중 가장 선호

하는 항목대로 순서화 하여 4, 3, 2, 1점으로 점수화하였

으며, 14번에서 17번까지는 각 문항의 내용 중에서 자신

에게해당되는것을체크한개수를점수화한후 14번은

좌상뇌, 15번은 좌하변연계, 16번은 우하변연계, 17번은

우상뇌에 곱하기 4를 한 값을 각 유형의 값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좌상뇌, 좌하변연계, 우하변연계, 우상뇌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고유형을 각 예비유아교사의

두뇌우성사고유형으로분류하였다. 본검사도구의신뢰

도를측정하기위해 1에서 13번까지항목간내적일관성

을 분석한 값 Cronbach's α계수는 좌상뇌 .82, 좌하변연

계 .80, 우하변연계 .90, 우상뇌 .93으로신뢰롭게나타났다.

2.2.2 언어 창의성 검사 
본 연구에서의 언어 창의성 측정은 Torrance의 창의적

사고력 언어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

TTCT; Verbal A and B, 2002년 개정판)를 사용하였다.

TTCT 언어검사는 질문하기, 원인 추측하기, 결과 추측

하기, 작품 향상시키기, 마분지상자의 독특한 용도, 가상

해보기의 총 여섯 가지 활동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3개 요인점수가 산출된다. 채점

은본연구자와훈련을받은박사과정자에의해이루어

졌으며, 채점점수는채점요강에제시된기준을중심으로

3가지 요인점수의 표준점수를 산출하였고, 요인들의 합

을 3으로나눈값을전체언어창의성표준점수로산출하

였다. 본 검사에서의 채점자 간 신뢰도는 A형은 유창성

이 .99, 융통성이 .95, 독창성이 .93, B형은 유창성이 .99,

융통성이 .93, 독창성이 .94로 매우 신뢰할 만하였다.

2.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5년 12월에서 2016년 1월에 걸쳐 대구

경북에 위치한 3, 4년제 유아교육과가 있는 7개 대학을

임의 선정한 후 예비유아교사 218명을 대상으로 교수자

가 직접 그들의 두뇌우성사고 유형과 언어 창의성 검사

를실시하였다. 수집된자료중무응답이많거나부실기

재된자료를제외한총 210부가최종적으로분석에포함

되었다. 검사시간은두뇌우성사고유형검사는 10～20분,

언어 창의성 검사는 30분 정도로 총 50분이 소요되었다.

2.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먼저, 두뇌우성사고 유형

검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

출하였고, 언어 창의성 검사의 채점자 간 신뢰도를 검증

하기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실시하였다. 둘째, 두뇌우

성사고 유형과 언어 창의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두뇌우성사고 유

형에따른언어창의성의차이를알아보고자다변량분석

(MANOVA)을 실시한 후 Scheffé 사후분석을 실시하였

다.

3. 연구결과
3.1 두뇌우성사고 유형과 언어 창의성 간의 관계
두뇌우성사고 유형과 언어 창의성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hinking
type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total

left brain -.05 -.03 -.05 -.05

lower left
limb

.004 .10 .01 .04

lower right
limb

.05 .02 .03 .03

right brain .21** .15* .20** .19**

*p<.05, **p<.01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brain dominance 
type and linguistic creativity     (n=210)

<Table 2> 에서와 같이, 좌상뇌, 좌하변연계, 우하변

연계는 언어 창의성과 어떠한 관계도 없는 것으로 나타

난 반면, 우상뇌는 유창성(r=.21, p<.01), 융통성(r=.15,

p<.05), 독창성(r=.20, p<.01), 및 언어 창의성(r=.19,

p<.01)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의 차이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의 차이를 알

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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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thinking
type

N M SD F Scheffe's

fluency

A 50 86.79 14.49

15.16*** A,C<B,D
B 42 100.93 12.95
C 65 91.87 10.48
D 53 102.04 14.08

flexibility

A 50 87.76 13.61

22.70*** A<C<B,D
B 42 110.32 14.47
C 65 98.13 11.40
D 53 105.71 14.55

originality

A 50 93.11 14.37

15.58*** A,C<B,D
B 42 109.54 14.17
C 65 100.44 11.32
D 53 109.44 14.12

total

A 50 89.21 13.74

19.01*** A<C<B,D
B 42 106.92 12.93
C 65 96.77 10.52
D 53 105.71 13.77

*p<.05, **p<.01, ***p<.001
A : left brain B : lower left limb
C : lower right limb D : right brain

<Table 3> Difference of linguistic creativity according 
to brain dominance type         (N=210)

<Table 3>에서와같이, 전체언어창의성은좌하변연

계가 106.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상뇌가 105.71

점, 우하변연계가 96.77점이였으며, 좌상뇌는 89.21점으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라 전체

언어 창의성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F=19.01, p<.001),

집단별 차이는 좌하변연계와 우상뇌 모두 우하변연계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우하변연계는 좌상뇌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구체적으로, 두뇌우성사고유형에따른언어유창성은

우상뇌가 102.0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좌하변연계가

100.93점이였고, 우하변연계가 91.87점이었으며, 좌상뇌

는 86.7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뇌우성사고 유형

에 따라 언어 유창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F=15.16, p<.001), 집단별차이는좌하변연계, 우상뇌모

두 좌상뇌, 우하변연계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언어 융통성은 좌하변연계가 110.32점으로 가장 높았

으며, 우상뇌가 105.71점이었고, 우하변연계가 98.13점이

었으며, 좌상뇌는 87.76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뇌

우성사고 유형에 따라 언어 융통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F=22.70, p<.001), 집단별 차이는 좌하변연계,

우상뇌 모두 우하변연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p<.001),

우하변연계는 좌상뇌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언어 독창성은 좌하변연계, 우상뇌가 각각 109.54,

109.44점으로가장높았으며, 우하변연계가 100.44점이었

고, 좌상뇌는 93.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두뇌우성

사고 유형에 따라 언어 독창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는데(F=15.58, p<.001), 집단별 차이는 좌하변연계, 우상

뇌가 좌상뇌, 우하변연계보다 높게 나타났다(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210명을 대상으로 Herrmann의 BDI 검사를통한두뇌우

성사고유형과 TTCT: 언어검사를실시하였으며, 두 변

인 간의 관계와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른 언어 창의성

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두뇌우성사고유형과언어창의

성 간의 관계는 좌상뇌, 좌하변연계, 우하변연계는 언어

창의성하위요인중유창성, 융통성, 독창성및전체언어

창의성모두어떠한관계도없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우상뇌는언어창의성하위요인중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및전체언어창의성모두와정적상관관계를보였다.

이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유연하고 탐험 적

이며, 발명적인 요소에 매력을 느끼는 우상뇌가 우성일

수록언어창의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즉, 우상뇌가

우성이면 특정한 상황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있고, 다양한생각과시각을통해독창적인사고를하

며, 생성된 아이디어를 정교화하여 구체적이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등의 언어 창의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결과는우상뇌를포함한우뇌가창의성과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들[45, 46, 49, 51, 62]을 뒷받침한다.

또한, 이는유아교사의두뇌우성사고유형과시각적인

자극을 통한 창의성을 측정한 결과 좌상뇌는 유창성, 독

창성및전체창의성과부적상관을보였고, 우상뇌뿐만

아니라 우하변연계까지 유창성, 독창성 및 전체 창의성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선행연구[57]와 부분적으로 일

치한다.

창의성은 틀에 박힌 사고를 하지 않고 시공간을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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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며유연한사고과정속에서상상하고새롭게반응하며,

직관적으로 정보처리가 가능하다[46, 63, 64]. 언어 창의

성을 측정한 본 연구결과 역시 표상의 방법이 시각이든

언어이든간에아이디어생성또는확산단계에서는우뇌

의역할이크게작용한다는연구결과[54]를 지지한다. 이

에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창의성교육을실시할경우,

좌뇌에치우친예비유아교사에게는특히, 우뇌를활성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안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두뇌우성사고유형에따른언어

창의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두뇌우성사고 유형에 따

라전체언어창의성및하위요인은유창성, 융통성, 독창

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 창의성 하위요인 중 유창성은 우상뇌가 가장 높았

고, 좌하변연계, 우하변연계, 좌상뇌순으로나타났다. 융

통성, 독창성 및 전체 언어 창의성은 좌하변연계가 가장

높았고, 우상뇌, 우하변연계, 좌상뇌순으로나타났다. 이

는좌하변연계, 우상뇌, 우하변연계우성예비유아교사가

좌상뇌우성예비유아교사보다특정한문제상황에서산

출한 아이디어 수가 더 많고 융통성 있고 독창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좌뇌의 성향을 지닌 구조적이고 순차적이며

성취지향적이고결과를구현하는좌하변연계뿐만아니

라개념적이고, 감각적이고민감하며협동적이고가치주

도적인우하변연계, 창의적이고전략적인계획을세우며,

종합적으로 사고하는 우상뇌의 두뇌를 가진 예비유아교

사가 언어 창의성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좌뇌와 우뇌

는 서로 간에 상호보완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47], 이

러한결과는창의성은우뇌의기능뿐만아니라합리적이

고논리적인좌뇌가작용해야만생각을조직적으로정리

하여구체적인아이디어를생성하는창의적사고가가능

하다는 연구[63]와 맥을 같이한다.

창의적사고과정은논리적이고언어적인좌뇌를통해

준비단계와확증단계의과정을거치고, 발생단계와배양

단계에서시각및청각적심상력을가진우뇌를통해새

롭고다양한아이디어를산출한다[66]. 이와같이창의성

은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일어나

기때문에[47, 55, 66], 창의성을위한교사교육시에는전

뇌발달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창의성은 역동적인 상태로서 다양한 환경적 맥락을

통해 증진될 수있다[67]. 다양한 환경적 맥락속에서창

의적인교사는역동적이고창의적인수업이일어나고이

를통해유아의창의성은증진될수있다. 이에창의적인

교사는 유아들과 무엇에 대해 배우고 탐구할 것인가를

상호작용하고주어진과제에대해다양한시각에서생각

할수있도록개방적인환경과자율성을제공할수있다.

또한, 창의적 학습자는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을 수정하

여 주어진 과제에 맞게 적용하고 제안한다[68]. 이러한

맥락에서유아의창의성교육에앞서유아교사의창의적

역량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즉, 예비유아교사의창의성

증진을 위해 전뇌와 우뇌를 모두 활발하게 사용하여 통

합적으로작동함으로써이러한전뇌활성화가교사의창

의성 계발에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의두뇌는 4개사분면이독특하게결합되어있고,

모든두뇌를사용하지만이는불균형적이며일정분면의

뇌를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있다는 이론[38]

에 기초하여, 본연구는 4개사분면중어느쪽에강한우

성이 있느냐에 따라 창의성이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두뇌를 사분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

이 구체적이고 정밀하며 이를 통해 유아교사의 두뇌를

파악하여교사에게부족한부분을반영하여교육하는것

이필요함을시사한다. 따라서예비유아교사의두뇌우성

사고유형에따라언어창의성을분석한결과를통해우

성의 두뇌사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창의성 교사교육을

실시했을때그교육적효과가높을것이므로이러한본

연구는 두뇌기반 창의성 교사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

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 특히, 좌상뇌우성교사에게창

의적 특성이 강한 우뇌를 활성화시키는 창의성 교육 프

로그램을개발하고이를적용한창의성교사교육을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의성의 특성 중

인지적특성의측면을분석하였다. 추후연구에서는창의

성의 정의적 특성인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 심리,

동기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

연구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본연구에서는유아

교육의 특성상 연구대상이 대부분 여학생으로 구성되었

다. 남녀의성비를고려하여두뇌에따른관계및영향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최근 유아교육분야에서도

교사교육의새로운교수법개발의요구로뇌과학원리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 및 뇌 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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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9, 70, 71]. 이들

은 뇌 기반 교사교육이 유아의 창의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유아교사의 언어적

상호작용이촉진되는등긍정적인효과를보인다고하였

다. 따라서 본연구를토대로예비유아교사의두뇌기반

창의성 교사교육과정 개발 및 창의적 환경 제공을 위한

방법을모색할수있을것이다. 이를통해다양한예비유

아교사및유아교사창의성프로그램을개발하여창의성

교사교육의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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