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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메타인지 강화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사고 활용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 자료를 참고로 하여 메타인지 활성화를 위한 자기-질문지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
여 대학생용 메타인지 강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지향 수업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한 수업 전략을 9주간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 영역 독립 메타인지 검사지를 
사용하였으며, 각 집단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p<.05).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비판적 사고력의 하위 문항 
중에서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영역 독립 메타인지의 활용 능력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신장을 보였다(p<.05). 메타인지 강화 전략은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이었으며, 융합적사고력 향상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develop a teaching strategy using metacognition and to investigate 
its effects on enhancing students'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i.e.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metacognitive skills. With reference to previous studies, the researcher developed 
self-questionnaire to enhance metacognition. To achieve this aim, a learning strategy enhancing metacognition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design a creative problem solving instruction program. The strategy was 
implemented to university students over 9 weeks. The same test was used in two groups. To analyze the data 
statistically, ANCOVA was used.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resent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creative thinking skills, especially identifying a problem, making hypothesis, and controlling of 
variables(p<.05). Also, the strategy contributed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especially in inquiry process 
of recognizing problems, making hypothesis(p<.05). In addition, this strategy also helped students' metacognitive 
skills(p<.05). It was effective to improve thinking skills. It will contribute to improve convergence thin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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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개정된 우리 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면서학생들이문제를창의적으로해결할수있는

능력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융합 인재 교육

(STEAM)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과 융합

적 사고의 함양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1,2]. 이것은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는 실생활에서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여 문제를 합리적

이고창의적으로해결하는능력을발달시켜야한다는의

미를 가지고 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개인 또는 집단에서 주어진

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창의적으로사고하는활동을의

미한다[3]. 문제를이해하고, 아이디어를만들어내며, 문

제를 풀어나갈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3단계를 거치면

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작용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사고가발현되는문제해결의과정으로도정의

된다[4]. 창의적 활동이란 새로운 생성물을 만들어 창의

성을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런 활동도 문제 해결로 정의

할수있으며, 이러한과정에서는창의적인사고혹은요

소가반드시포함되어야함을지적하였다[5,6]. 일부 학자

들은 창의적 문제 해결과 문제 해결을 구분하여 별개로

논의하기도 하지만[7], 최근의 연구들은 창의성을 문제

해결 정의에 포함시켜 일반적으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8].

초기 창의성은 사고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지,

독특한지의 확산적 사고 또는 발산적 사고의 의미를 가

지고있었다[9]. 그 후, 새로운방식으로아이디어나기술,

접근 방식을 결합하는 능력으로 보았으며,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해 새롭고 적절한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이라고도 하였다[7,10,11].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창의

성을 인지적 측면으로 본다면 넓은 의미로 새롭고

(novelty, new) 유용한(usefulness) 어떤 것을 만들어 내

는 행동 또는 정신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3,12]. 다음과

같이 문제 상황에 적절하고 유용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

는 부분에서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적용할 때 창의성이 드러나는 점을 본다면 창의

성과문제해결은불가분의관계에있다고설명하고있다

[11]. 즉, 주어진문제에대한새로운해결방법을찾는문

제 해결은 근본적으로 창의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의

적 문제 해결력은 다양한 사고력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

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법을 생성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의 제시

와 더불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또한중요하다. 비판적사고는 ‘더 나은생각’, ‘더 논리적

인생각’, 그리고한번더깊게생각해보고판단하는사

고로서 합리적인 사고 과정을 중요시한다[3]. 비판적 사

고는지식이나행동을선택하는과정에서반성적인특징을

보이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신중한 태도로서 증거가

타당한지 고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결정을 유보하는

일련의과정으로이루어진다는것을의미한다[13,14,15,16].

다양한 자료들을 수렴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전체적인

구조나형태를만들어내는일도중요함을주장하며비판

적 사고를 강조하기도 한다[17]. 즉, 과학에서 창의적 문

제 해결력을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와 더불어 수렴적 통

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확산적

사고와비판적사고가서로상호작용하며맞물려돌아갈

때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복합적인 사고 과정과 함께

이 과정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고차원적 사고력인 창의적 사고력과 비

판적 사고력, 사고력과 사고하는 방법을 기르기 위한 방

안으로교육에서주목받아온메타인지는일반적으로인

지에 관한 사고(thinking about thinking), 인지에 관한

인지(cognition about cognition), 또는 인지에 관한 반성

(reflection about cognition)이라 불리며, 그것 자체가 고

등사고력이면서,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와 같은 고차

원적인 사고과정을 돕는 도구로, 지능과 독립적이면서

상호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조정 학습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8,19,20,21,22]. 즉, 메타인

지란 인지에 대해 선택, 계획, 조절, 점검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

메타인지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학자들마다

메타인지를분류하는기준도다양하게제시한다. 메타인

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Flavell(1979)은 메타인지적 지

식과 메타인지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23],

Scheonfeld(1987)는 자신의사고과정에대한지식, 자기

조절또는자기통제, 신념과직관이라는세영역으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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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24]. 또한, Brown(1987)은 메타인지를 두 개의

영역으로 세분화하였는데, 인지에 관한 지식과 인지에

관한 조절이다[25]. 이와 같이 여러 학자들의 메타인지

구성요소를 종합해보면,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메타인지

적인 경험, 메타인지적인 자기 조절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메타인지적 지식은 진술 가능한 정적인 지식이나 과

제수행과정이나결과에영향을미칠수있는개인의지

식을 의미하며, 이것은 학습에서 메타인지 역할을 설명

할때도움을줄수있다[23,25]. 메타인지적경험은인지

적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지적또

는 감정적 경험을 의미하며, 이것을 통해 설정한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직미치지못했는지느낄수있고,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 메타인지적 자기

조절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적인 행동이나

의사 결정을 포함하는 행동을 조절, 관리하는 능력을 나

타낸다. 메타인지적지식만으로는과제를수행하는과정을

확인하기어렵기때문에그과정을지속적으로조절하고

통제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25].

메타인지학습전략에대한선행연구를살펴보면, 메

타인지활동을유도하기위해자기-질문방법을주로사

용한다. 혼잣말로소리내는자기-질문방법은자신의인

지상태나활동의진행상태에대해서스스로자기자신

에게물어보게함으로써학생들의메타인지활동을유도

할 수 있다[26,27]. 노태희 등(1998)은 초등학교 과학 수

업에 적합한 세단계(계획, 모니터, 조절)로 구성된 메타

인지 전략을 개발하면서 자기-질문 문항을 학습 단계마

다 사용하였다[28]. 고광병(2005)이 제시한 인지적 모니

터링학습전략에서는인지적모니터링을메타인지와상

당히유사한개념으로사용하였다. 수업은예측활동, 탐

구활동, 평가활동으로구성되며, 평가활동의결과에따

라이전단계의예측활동과탐구활동으로피드백을주

는연속적인순환이가능한구조로설계되었다[26]. 박종

원(1992)의메타인지를활용한물리 개념변화모형에서

는 과학 개념 변화를 위해 메타인지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모형의사전개념단계는학습자가학습목표를인식

하면서 정보를 찾거나 적절한 전략들을 사용하는 등의

인지적활동을할수있으므로개념변화를위해서는매

우중요하다. 즉, 메타인지전략은학습초기단계부터전

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이 설명되는 부분이다

[27]. 이은주(2010)는 고등학교과학수업에적용할수있

는네단계로구성된메타인지자기-질문문항을사용하

여 메타인지 전략을 개발하였다. 일반적인 수업 단계에

맞추어진행되므로다양한교과에서적용가능하다는특

징을 가진다[29].

메타인지 전략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 학습태도, 문

제해결력 향상에 효과를 보인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30,31,32], 과학교육에서강조하는사고력인창의적사고

력과 비판적 사고력의 신장에 메타인지를 활용한 수업

전략이 사고력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29,33]. 메타인지가문제해결 과정에서중요한 역할

을할수있고, 창의적문제해결력을신장시키는전략으

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24,34]. 그러나 많은 수의

메타인지질문지들이특정사고력에초점을둔문항들로

구성되어있어서[26,27,28,29,33], 창의적사고력과비판적

사고력에모두활용할수있는자기질문지개발이필요

하다. 또한, 수업효과의유지, 타영역으로의전이를가능

하게 하는 메타인지 수업 전략은 더욱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도 메타인지 사고의 활용이 필요하다[35].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를 정신적 활동으로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인지 활동을 계획, 점검

및조절, 평가하는것으로정의하고,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인지활동을계획, 모니터, 조절, 평가하는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메타인지를 강화

한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전략을개발하고그에따라

한학기동안시행한후그효과를검증하고자하였다. 이

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인지강화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을통해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는가?

둘째, 메타인지강화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을통해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는가?

셋째, 메타인지강화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을통해

메타인지 사고 활용 능력이 향상되었는가?

2. 연구방법 및 내용
2.1 연구대상
본연구는서울시에소재한사범대학과학교육과 1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학생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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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명이며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24명

의 학생들이 실험 집단으로, 25명의 학생들이 통제 집단

으로 구성되었다.

2.2 연구절차 
수업전략을개발하기전에관련된이론및선행연구

에 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메타인지

의활성화를위한자기-질문지를제작하고전문가 3인에

게 감수를 받아 수정ㆍ보완하였다. 메타인지를 강화한

수업모형은방담이등(2011)의 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메타인지 활성화를 위한 자기-질문지

를활용하여개발하였다[36]. 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은

탐색, 용어 도입, 개념적용의 3단계로구성되어있다. 개

발한수업모형에따라대학교화학실험수업에적용할

수있는총 9차시의수업 전략을 제작하였으며전문가 3

인의감수를받아수업전략을수정및보완하였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투입할 검사 도구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검사지와영역독립메타인지검사지를선정하여

첫 수업 시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한 학기 동안

통제 집단에 대해서는 방담이 등(2011)이 Lawson의 순

환 학습을 수정ㆍ발전시켜 개발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을 시행하였으며[36,37], 실험집단에대해서는통제

집단의수업모형인 ‘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에메타인

지자기-질문지를활용한 ‘메타인지강화창의적문제해

결력 수업’을 실시하였다. 9차시의 수업 처치가 모두 끝

난후실험집단과통제집단에사후검사지를투입하였

다. 검사도구는사전검사에사용된검사지와동일하다.

연구 결과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3 메타인지를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 전략의 개발 및 적용
학생들의 메타인지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메타인지

학습 전략에서는 자기-질문 방법을 사용한다. 학생들이

스스로자신의인지상태나활동의진행상태에대해질

문하여 메타인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26,27].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 학습 전략에 대한 선행 연구의

메타인지 자기-질문 문항을 참고로 하여 <Table 1>과

같이 메타인지 활성화를 위한 자기-질문지를 개발하였

다[26,27,28,29]. 자기-질문문항은과학교육에서강조하

는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모두 고려하여 제

작되었으며 각 질문에 따른 관련 사고력을 같이 제시하

였다.

개발한 메타인지 자기-질문지는 학습 전, 학습 중, 학

습 종료후의세단계에 따라제시되며학습전 자기-질

문지를 meta1, 학습 중자기-질문지를 meta2, 학습 종료

후의 자기-질문지를 meta3으로 명명하였다.

meta1 자기-질문지는탐구실험수업의탐색단계전

에 주어진다. 학생들은 학습 목표를 읽고 수업에서 배우

게 될 내용들을 파악하고 meta1 자기-질문지를 작성한

다. 이것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인지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메타인지

사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탐색단계의실험이끝난후작성하는meta2 자기-질

문지를 통해 학생들은 탐색 단계에서 수행한 탐구 과정

<Table 1> Metacognitive self-questionnaire items & thinking skills
Stage metacognitive self-questionnaire items Thinking skills

Before
learning

meta1
self-

questionnaire

① What is the contents to be learned?
② What do I know?
③ What do I don’t know?
④ How do I reach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Critical thinking skills

Learning
meta2
self-

questionnaire

① Which concepts I don’t understand well?
② Do I study my work very well?

Critical thinking skills

③ Do I make the ideas as many as possible?
④ How do I change the strategy to think a varied ideas?
⑤ How do I change the strategy to think the original ideas?

Creative thinking skills

⑥ How do I change the way to understand learning contents better? Critical thinking skills

After
learning

meta3
self-

questionnaire

① What do I don’t know yet?
② Do I know as I establish a goal?

Critical thinking skills

③ Do I use the strategy appropriately to think a varied ideas?
④ Do I use the strategy appropriately to think the original ideas?

Creative thinking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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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반성하게 된다. 이 문항들은 학

생들이학습을하는중에사용하고있는인지전략의진

행 상태를 점검해보고 만약 적절하지 않다면 방법을 수

정하거나바르게교체하는데필요한메타인지내용을포

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거나 교체된 인

지전략은이어지는다음단계의수업과정이보다더효

과적으로이루어지도록도움을줄수있다. 즉, meta2 자기-

질문지는 탐색 단계의 실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개념

적용 단계의 실험에 대한 예비적 사고의 의미를 갖는다.

개념적용단계의실험이끝난후학생들은 meta2 자

기-질문지를 한 번 더 작성하게 된다. 이것은 메타인지

강화수업모형이탐색단계와개념적용단계에서실험

이 두 번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지 사고를 모니터,

조절하는 meta2 자기-질문지를 가지고 개념 적용 단계

에서 수행한 탐구 실험 과정을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

meta3 자기-질문지는모든실험수업이끝난후작성

하게되는데, 이것은진행된전체탐구실험과정에대해

서학생들이총체적으로반성하는기회를가지기위해서

이다. 이 문항들은학습을완료한후에자신의인지상태

의변화정도, 목표에도달정도, 사용한전략의적절성을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탐

구 수업 모형은 meta3 자기-질문지를 통해 반성적 사고

를하게되고, 다음차시에진행되는탐구실험에대해서

도 좀 더 효과적으로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모니터하며

관리하도록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메타인지 강화 수업

모형은meta1, meta2, meta2, meta3 자기-질문지를순차

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수업 모형은 총 세 가지로

meta-EA-EA, meta-EA-HD, meta-HD-HD라고 명명

하였다. meta-EA-EA 수업 모형은 방담이 등(2011)의

경험귀추적-경험귀추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에

meta1-meta2-meta2-meta3 자기-질문지를 활용하였으

며, meta-EA-HD 수업 모형은 경험귀추적-가설연역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에 meta1-meta2-meta2-meta3

자기-질문지를 활용, meta-HD-HD 수업 모형은 가설연

역적-가설연역적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에

meta1-meta2-meta2-meta3 자기-질문지를활용하여개

발된 것이다. [Fig. 1]은 수업모형 중 가장 많이 활용한

meta-EA-HD 수업모형이다.

[Fig. 1] Meta-EA-HD instructional model

개발된 meta-EA-EA, meta-EA-HD, meta-HD-HD

수업 모형에 따라 한 학기용 ‘메타인지를 강화한 창의적

문제해결력수업전략’을 개발하였다. 수업전략의탐구

실험 주제 및 내용, 전략의 종류는 <Table 2>에 구체적

으로 제시하였다. 총 9차시의 수업 중 meta-EA-EA 모

형을 활용한 수업 전략은 1개, meta-EA-HD 모형을 활

용한 수업 전략은 7개, meta-HD-HD 모형을 활용한 수

업 전략은 1개이다.

한차시의수업전략에활용되는자기-질문지는 20개

의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그 중에서 meta2 자기-질문

지 문항 중 ③, ④, ⑤번과 meta3 자기-질문지 문항 중

③, ④번 문항은 창의적 사고력인 발산적 사고력을 모니

터하고 조절, 평가하는 메타인지 문항이다. 또한, 20개의

자기-질문지문항중 12개문항은비판적사고력에대해

메타인지를 활용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전반적인 수업의 진행은 13주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째주는두집단에대해동일한사전검사를실시하였고,

둘째주는메타인지를강화한탐구실험수업에대한소

개및조편성을하였다. 셋째주는기본적인실험조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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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익히도록하였다. 그후, 총 9주에걸쳐통제집단에

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을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는

자기-질문지를 활용한 메타인지 강화 창의적 문제 해결

력수업을시행하였다. 모든수업처치가끝난후, 마지막

차시에 두 집단에 동일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2.4 검사도구 및 분석방법
2.4.1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
메타인지를 강화한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

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생용 창

의적문제해결력검사지를사용하였다[38]. 이검사지는

창의적사고력, 문제해결측면의비판적사고력, 논리사

고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은 발산적 사고로 정의

하였으며 평가 준거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설정하

였다. 유창성은응답한개수로최대 10점, 융통성은응답

한 범주의 개수로 최대 5점, 독창성은 응답의 희소성(전

체 응답 중 5% 미만의 응답인 경우 2점, 5-10% 응답인

경우 1점, 10% 이상의응답인경우 0점)으로 최대 2점을

얻게 된다[39].

비판적 사고력은 가능한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서 가

장합리적인아이디어를선택하는수렴적사고로정의하

였다. 검사지는문제해결력측면의비판적사고력, 논리

사고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을 모두 평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만을

채점하였다. 평가준거는검증가능성, 광범성, 일관성, 정

밀성, 정확성, 중요성, 타당성인데, 각 문항 채점은 문항

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준거를 선택하여 측정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각 평가 준거당 최고 점수는 2점이고 전체

점수는 평균을 사용하였다.

검사지는총 5개의대문항으로이루어져있으며, 문항

1과 5를 제외한나머지문항은 2개의소문항으로구성되

어있다. 각각의대문항은통합적탐구능력인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해석및자료변환, 결론도출

및일반화를평가하도록구성되어있다. 문항 1, 2-1, 3-1,

4-1은 창의적사고력과비판적사고력의두측면에서평

가되고, 문항 2-2, 3-2, 4-2, 5는 비판적사고력의측면에

서평가된다. 본 연구에참여한학생 49명을대상으로실

시한 검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0.85이었다.

2.4.2 영역 독립 메타인지 검사지
영역 독립 메타인지 검사지는 이은주(2010)가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29]. 검사지는 총

18문항이며메타인지기능의하위영역네개요소인계

획, 모니터, 조절,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 자신의모

습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5단계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만점을 5점으로 하여 채점하

였다. 본 연구에참여한학생 49명을대상으로실시한검

사의 내적 신뢰도(Cronbach α)는 0.86이었다.

2.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

고력과비판적사고력에미치는효과를알아보기위하여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를 분

석하였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통계값을 구

하고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메타인지

<Table 2> Subject, Contents of teaching model
Order Subject contents Type of models

1
Understanding of the inquiry
process skills

Understanding of the inquiry process skills through combustion of
candles & relation between milk and detergent

meta-EA-HD*

2 Density Measure and predict density of solid & liquid meta-EA-HD*

3 Precipitation reaction Understand the quantitative relation through Precipitation reaction meta-EA-HD*

4 Measuring concentration of alcohol
Measure the concentration of alcohol & know the change of reaction
velocity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meta-EA-HD*

5 Acid and Base Titrate and Measure a pH of acid & base substance meta-EA-HD*

6 Chromatography Separate food coloring & ink using chromatography method meta-EA-HD*

7 Heat of reaction Measure the heat in chemical reaction meta-EA-HD*

8 Chemical garden Make chemical garden using coordination compound meta-EA-EA**

9 Separation of cations Separate of cations using Precipitation reaction meta-HD-HD***

* meta-EA-HD: Metacognition-Empirical Abductive-Hypothetical Deductive Model
** meta-EA-EA: Metacognition-Empirical Abductive-Empirical Abductive Model
*** meta-HD-HD: Metacognition-Hypothetical Deductive-Hypothetical Deductiv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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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영역 독립 메

타인지 검사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및 논의
3.1 창의적 사고력 분석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의 5개의 대문항 중 창의적

사고력을평가할수있는문항 1(문제인식), 문항 2-1(가

설설정), 문항 3-1(변인통제), 문항 4-1(자료해석및자

료 변환)을 분석하였다. 수업 전후의 각 문항에 대한 평

균점수와어떤변화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공변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적사고력의총합점수에서통제집단

의 교정 평균은 39.62,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은 47.35로,

<Table 3> Means, Standard deviations, ANCOVA of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Classification Category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F p

M(SD) M(SD)

P1. Recognition
of problems

Fluency
Experiment 24 6.96(2.48) 8.46(1.64) 8.30

14.134 .000*
Control 25 6.24(2.54) 6.72(2.75) 6.87

Flexibility
Experiment 24 4.21(1.18) 4.88(0.34) 4.83

12.611 .001*
Control 25 3.88(1.05) 4.24(0.78) 4.29

Originality
Experiment 24 0.78(0.39) 1.14(0.45) 1.18

4.371 .042*
Control 25 0.95(0.48) 0.96(0.50) 0.92

Total
Experiment 24 11.95(3.63) 14.47(1.70) 14.32

19.636 .000*
Control 25 11.07(3.33) 11.92(2.44) 12.06

P2-1. Making
hypothesis

Fluency
Experiment 24 4.04(1.55) 6.29(1.94) 6.16

17.334 .000*
Control 25 3.52(1.39) 4.20(1.35) 4.33

Flexibility
Experiment 24 2.96(0.95) 4.04(0.91) 3.96

13.595 .001*
Control 25 2.60(0.76) 3.08(0.76) 3.17

Originality
Experiment 24 1.14(0.44) 1.32(0.60) 1.30

5.933 .019*
Control 25 0.88(0.38) 0.92(0.34) 0.94

Total
Experiment 24 8.14(2.48) 11.65(3.20) 11.30

16.042 .000*
Control 25 7.00(2.13) 8.20(2.11) 8.54

P3-1. Control of
Variables

Fluency
Experiment 24 4.33(1.81) 5.79(1.98) 5.39

5.532 .023*
Control 25 3.32(1.68) 3.80(2.35) 4.18

Flexibility
Experiment 24 2.67(1.13) 3.50(1.06) 3.39

6.641 .013*
Control 25 2.32(0.99) 2.52(1.33) 2.62

Originality
Experiment 24 1.01(0.55) 1.11(0.26) 1.11

1.092 .301
Control 25 1.19(0.56) 1.03(0.29) 1.03

Total
Experiment 24 8.01(2.79) 10.40(2.90) 9.93

8.038 .007*
Control 25 6.83(2.22) 7.35(3.46) 7.80

P4-1.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Fluency
Experiment 24 5.58(1.82) 7.08(1.67) 7.00

3.124 .084
Control 25 5.16(1.46) 6.16(1.55) 6.24

Flexibility
Experiment 24 3.54(0.83) 4.13(0.68) 4.11

.604 .441
Control 25 3.40(0.82) 3.92(0.86) 3.94

Originality
Experiment 24 0.74(0.28) 1.01(0.26) 1.01

8.429 .006*
Control 25 0.81(0.41) 0.75(0.38) 0.74

Total
Experiment 24 9.86(2.56) 12.21(2.17) 12.12

3.860 .055
Control 25 9.37(2.11) 10.83(2.39) 10.91

Total

Fluency
Experiment 24 20.92(5.75) 27.63(5.20) 26.59

23.185 .000*
Control 25 18.24(4.26) 20.88(4.87) 21.88

Flexibility
Experiment 24 13.38(2.56) 16.54(2.04) 16.24

16.74 .000*
Control 25 12.20(1.66) 13.76(2.13) 14.05

Originality
Experiment 24 3.68(1.05) 4.57(0.89) 4.58

15.794 .000*
Control 25 3.83(0.70) 3.66(0.76) 3.64

Total
Experiment 24 37.96(8.33) 48.73(7.54) 47.35

25.939 .000*
Control 25 34.27(5.48) 38.30(6.91) 39.62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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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를 통해

메타인지를강화한수업전략이창의적사고력의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을해석해보면다음과같다. 유창성의경우, 실험집단의

교정평균이통제집단의교정평균보다더높게나타났

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p<.05). 문항별

로는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

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다(p<.05). 융통성점수는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이 통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문항별

로는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에해당하는문항에

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다(p<.05). 독창성의경우에

는실험집단의교정평균점수가더높게나타났으며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문항별로 살펴

보면, 문제인식, 가설설정, 자료해석및자료변환에해

당하는문항에서유의미한차이를나타내었다(p<.05). 이

것은 메타인지 자기-질문지에 인과적 질문을 제시하는

과정,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때문으로판단된다. 또한, 자기-질문지를통하여스

스로파악할수있는기회를제공받음에따라적극적으

로 자신의 사고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을 강조한 탐구 수

업에서창의성의신장보다메타인지기능을강화하여실

시한 수업이 창의성의 신장에 더 효과적임을 밝힌 박인

숙(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33]. 또한,

창의적 사고력을 메타인지와 연결시켜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적용한 결과 참여한 학생들의 유창성과 독창성이

유의미하게 신장되는 것을 보여준 Hargrove와

Nietfeld(2014)의 연구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40]. 개인 또는 집단에서 자신들의 창의적 사고

의수준이나과정을정확하게인지하는것만으로도창의

적인사고와창의적인수행에긍정적인영향을줄수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3.2 비판적 사고력 분석
창의적문제해결력검사문항중비판적사고력을평

가할수있는문항 1(문제인식), 문항 2-1과 문항 2-2(가

설 설정), 문항 3-1과 문항 3-2(변인 통제), 문항 4-1과

4-2(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 문항 5(결론 도출 및 일반

화)를 분석하였다. 수업전후의각문항에대한평균점수

와어떤변화가있는지알아보기위해실시한공변량분

석의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판적사고력의총합점수에서통제집단

의 교정 평균은 10.61이고,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은

<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s, ANCOVA of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Classification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F p

M(SD) M(SD)

P1. Recognition of problems
Experiment 24 1.53(0.37) 1.78(0.11) 1.79

21.898 .000*
Control 25 1.71(0.18) 1,58(0.20) 1.57

P2-1. Making hypothesis
Experiment 24 1.62(0.14) 1.71(0.13) 1.72

13.314 .001*
Control 25 1.66(0.16) 1.61(0.10) 1.61

P2-2. Making hypothesis
Experiment 24 1.83(0.46) 1.94(0.22) 1.94

5.152 .028*
Control 25 1.82(0.35) 1.68(0.52) 1.68

P3-1. Control of Variables
Experiment 24 1.18(0.71) 1.46(0.58) 1.46

2.408 .128
Control 25 1.19(0.60) 1.25(0.58) 1.25

P3-2. Control of Variables
Experiment 24 1.75(0.53) 1.75(0.44) 1.76

.103 .750
Control 25 1.80(0.41) 1.80(0.41) 1.79

P4-1.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Experiment 24 1.18(0.29) 1.24(0.28) 1.27
2.561 .116

Control 25 1.25(0.35) 1.18(0.39) 1.15
P4-2.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Experiment 24 1.50(0.66) 1.67(0.48) 1.67

.517 .476
Control 25 1.52(0.59) 1.56(0.58) 1.56

P5. Making conclusion &
Generalization

Experiment 24 0.58(0.72) 1.04(0.81) 1.12
2.451 .124

Control 25 1.20(0.65) 0.84(0.62) 0.77

Total
Experiment 24 10.59(2.01) 11.54(1.20) 11.61

10.956 .002*
Control 25 10.97(0.82) 10.67(1.09) 10.61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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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로 나타났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도유의미하였

다(p<.05). 이를 통해메타인지를강화한수업전략이비

판적사고력의신장에긍정적인효과가있음을알수있

었다.

그리고검사도구의하위항목을살펴보면, 문제인식

에해당하는 1문항, 가설설정에해당하는 2-1문항과 2-2

에서 실험집단의교정평균이통제집단의교정평균보

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p<.05). 본 연구에서는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자

기-질문지를사용하였고, 그 중에서 12개의 문항은비판

적사고력에대한메타인지를활용하도록하는문항으로,

9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총 108회의 비판적 사고력의

활용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Paul과 Elder(2006)는 생각

을더잘하기위해생각하는동안에도끊임없이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사고를 비판적 사고라고 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본다면메타인지활동의의미를포함하고있다

고할 수있다[41]. 이것은 메타인지강화수업은비판적

사고력이신장된다는것을의미한다. 대학생을대상으로

한 강승희(2013)의 연구에서도 메타인지와 비판적 사고

력의 상관을 보여줌으로써 같은 맥락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할수있다[42]. 문제를해결하는과정에서는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창의적사고력이향상된문항에서비판적사고력

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3.3 영역 독립 메타인지 분석
메타인지를 강화한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메타인지

사고 활용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하여 영역 독립 메타인지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수업 전

후의실험집단과통제집단에대한평균점수와어떤변

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공변량분석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실험집단의교정평균점수가통제집단보

다높게나타났으며그차이는통계적으로유의미하였다

(p<.05). 따라서 본 연구 수업 전략에 활용된 자기-질문

지의 문항이 학생들의 메타인지 사고의 활용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와같은결과는노태희등(1998)의 연구에서메타인지학

습 전략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28].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메타인지 전

략을 사용하여 과학 수업을 40차시 진행한 고광병(2005)

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26]. 메타인지 전략

을정교하게구성한다면짧은기간동안에도메타인지능

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메타인지 하위

범주에속하는능력들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각각의능

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을 통해 메타

인지의활용능력또한향상될수있으며, 메타인지사고

능력은학습과훈련을통해서가능하다는것을보여주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메타인지를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

력수업모형을개발한후, 적용하여그효과를알아보고

자 하였다. 메타인지 강화 수업 전략에서는 메타 인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기-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생을대상으로총 9차시의수업전략을개발하고한

<Table 5> Means, Standard deviations, ANCOVA of the metacognition
Category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F p

M(SD) M(SD)

Planning
Experiment 24 3.49(0.52) 3.63(0.67) 3.77

1.056 .310
Control 25 3.88(0.57) 3.75(0.70) 3.60

Monitoring
Experiment 24 3.65(0.28) 3.71(0.42) 3.71

.241 .626
Control 25 3.65(0.59) 3.65(0.54) 3.65

Regulation
Experiment 24 3.36(0.41) 3.47(0.52) 3.55

3.549 .066
Control 25 3.59(0.64) 3.38(0.69) 3.29

Evaluation
Experiment 24 3.76(0.50) 3.81(0.61) 3.91

2.834 .099
Control 25 4.00(0.83) 3.78(0.79) 3.68

Mean
Experiment 24 3.55(0.26) 3.63(0.34) 3.70

4.732 .035*
Control 25 3.73(0.52) 3.60(0.46) 3.53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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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동안적용하여수업전략이학생들의창의적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메타인지 활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았다. 본 연구에 대한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되었으며, 그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도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 또한, 검사도구의 하위 항목 중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개

발한 자기-질문지가 수업 중 인과적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도록 하는

메타인지질문문항을반복적으로포함하고있기때문으

로판단된다. 창의적사고를자극할수있는메타인지문

항을통해학생들은더다양하고더독특한전략인지평

가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비판적사고력점수를분석한결과실험집단의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도구의

하위항목중문제인식과가설설정에서실험집단의비

판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메타인지를강화한창의적문제해결력수업

전략은학생들의비판적사고력을신장시키는것으로나

타났다. 비판적 사고력은 반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타인지 자기-질문지를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

이나전략을다시돌아보고수정, 보완할수있는정교화

된 사고를 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메타인지를 강화한 수업 전략은 학생들의 메타

인지 사고의 활용 능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나타났다. 이를 통해자기-질문지의문항이학생들

의 메타인지 사고를 자극하여 메타인지 활용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적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메타인지 강화

수업 전략은 인지 사고력의 신장을 위한 수업 전략으로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인지 활용 능력이 향상되

었다. 이것을 통해서 메타인지 활용 능력은 직접적인 교

수학습방법을통해서의미있게신장될수있음을시사

해 준다.

넷째, 본 연구는메타인지전략을활용하여창의적문

제해결력이신장되었음을보여주었다. 그러나메타인지

가창의적문제해결력의신장에어떤과정을통해서구

체적으로 작용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또한 이것은 교수 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

인메타인지활용능력이향상되는데도움을줄것이다.

다섯째, 메타인지 강화 전략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신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일반화하거나

다른 분야로도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수업에서 메타인지를 필수적으로 활용해

야 할 것이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역할모델이 될

수있는메타인지를활용할줄아는교사의안내가필요

하며, 학생들은 스스로 메타인지 활용 능력을 내면화할

수있는능력을신장시켜야할것이다. 이것을통해특정

영역에서의문제해결력뿐만이아니라서로다른분야에

걸쳐있는 문제들을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융합적 사

고력을 함양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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