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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탐구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이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탐구 수업 DPAS 네 단계 모형

인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를 활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에 따라 구체적인 대

학교 화학 실험 수업 전략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예비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수업 전략을 한 학기 동안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사고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p<.05).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 중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

제,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판적 사고력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신장되었다(p<.05).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 중 가설 설정, 결론 도출 및 일반화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

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변인 탐색 활동, 창의적 문제 해결력,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develop teaching strategy enhancing the activity to explore variables and to

examine the instructional influences on students’ creative thinking skills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In this study, a model

using listing-excluding-controlling variables (DPAS model) was designed and applied to the existing ‘Teaching model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And it was implemented to preservice science teachers for the one semes-

ter.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resent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creative thinking skills,

especially in recognizing problems, making hypothesis, controlling of variables and interpreting & transforming of data (p<.05). In

addition, the strategy contributed to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especially in making hypothesis and making conclusion &

generalization (p<.05).

Key words: The activity of explore variables,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s, Creative thinking skill, Critical thinking skill

서 론

우리 나라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신장을 강조하고 있다.1,2 또한, 창의적 융합 인

재 양성을 위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STEAM)교육에서도 융합적 사고와 문제 해

결 능력의 신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3 

먼저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필

요가 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개인이나 집단이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말한다. 창의적 사고란 협의로 정의하면 발산적 사고 또

는 확산적 사고를 말하며,4−7 과학과에서의 문제 해결력이

란 탐구 능력을 의미한다.8 과학 탐구 과정에서 발산적 사

고를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은 가설들을 설정할 때, 변인들

을 찾을 때, 변인들을 조작하고 통제할 때, 다양한 실험들

을 설계할 때, 그리고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들

에서이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신장에 관한 연구들은 Osborn9의

연구로부터 시작된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Creative Problem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탐구 수업 전략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479

2014, Vol. 58, No. 5

Solving Model, CPS 모형)을 활용하여 각 교과 영역에 적

합하게 반영된 것들이다. 최병연과 박민희10는 초등학교

영재 학생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CPS를 활용한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신장되

었음을 보였으며, 강정하와 최인수11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CPS 구조위에 다양한 경험적 자원과 발견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수행 능력이 향상됨을 보였다. 정은이12도 대학생들에게

창의성 이론과 함께 다양한 문제 해결력 기법 훈련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Schack1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재아, 우등

생, 일반 학생으로 나누어 가설 설정 관련 수업에서 CPS를

실시하였는데 모든 그룹의 학생들이 창의적 문제 해결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많은 연

구들이 교과에 기반을 두고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신장 효과를 알아보았다.14−16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 모형으로 대

표되는 CPS 모형을 가지고 각 교과에서 창의적 문제 해

결력의 신장을 알아보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수

업 전략들이 필요하다. 

과학에서 가설을 생성하는 과정은 알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는 과정17이고, 자연 현상에

서 발생되는 의문에서 과학적인 설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18−20 가설 설정은 과학 탐구 기능 중

다양한 생각들이 제시될 수 있는 활동이다. 또한 가설 설정

능력은 여러 가지 과학 탐구 기능 중에서 발산적 사고의

요소가 많이 요구되는 기능이다.21−24 과학과에서는 가설

설정 활동에 발산적 사고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알아본 많은 연구들이 있다.25−28 가설

설정과 함께 통합 탐구 요소 중에서 가장 창의력을 필요로

하는 탐구 과정은 변인 통제이다.29,30 학생들이 탐구 과정

요소들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학교에서의 실험 활

동이다. 학교 과학 교육 현장에서 주어지는 문제들은 명

확한 답이 있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잘 제시되어

있다. 과거에 문제를 해결했던 유사한 경험들이 새로운

문제 해결에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실험실 문제는 잘 정

의된 문제로 문제의 본질이 분명하고 문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정보와 기술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의 수립과

실천이 비교적 쉽다.31 현재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학 실험은 학생들이 해야 할 활동들을 자세히 기록하여 순

서대로 제공하는 요리책 식의 수업 방법 즉, 실험에 관련된

모든 변인들이 잘 통제되고 구조화되어 제공된다.32−35 또

한, 대학 과학 실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토론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주로 확인 실험이 진행되며, 예상, 가설설정,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 과정이 없이 교사의 일방적인 지

시에 의해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36 그러나 학습자가 일

상적으로 겪는 문제는 학교 실험에서 제시되는 문제와

같이 잘 정의되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하고, 문제가 무엇

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필요

한 정보가 많지 않아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해결

해 나가기 어렵다.31 문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는

수많은 변인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변인을 통제, 배제하

는 활동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필요하

며 이를 위하여 변인을 학생 스스로 찾고, 통제하는 활동

이 포함된 실험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많은 학자들이 문제 해결 과

정에서 변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인 문제 인식은 해결할 문제를 확인하

여 조작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조작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37 문제를 진술하

는 과정에서는 변인이 가능한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진술되어야 한다.38 문제 상황에 대하여 조절

이 가능한 변인들을 찾아보고 변인들 중 문제 상황에 영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과 예상 결과를 연결시키

면 인과적 질문에 대한 잠정적 설명인 가설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가설에는 결과나 현상에 관련된 변인들

이 들어있어야 하며,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들 사이의 관

계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원인이 되는 독립 변인들과 결

과로 나타나는 종속 변인들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만들어 실험을 설계해야 한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별하고, 조작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38 즉, 변인 통제 활동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실험을 설계할 때에 불필요

변인을 잘 배제하지 못하며, 원인이 되는 조작 변인과 결

과로 나타나는 종속 변인들을 실험에서 일정하게 유지시

켜 주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39−41

자료 변환이란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실험의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유용하며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등의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38,42,45 조

작 변인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 양상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38 자료 해석

은 자료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변화를 살펴 변인들 사이

의 관계를 잘 파악하여 다른 형태와 자신의 말로 표현하

는 과정이다.37 김유정 등43은 자료 변환에서 학생들의 오

류 유형을 분석한 후 학생들에게 실험의 목적뿐만 아니

라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여 두

변인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하도록 지도하여야 함을 제안

하였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의 인식으로 문제와 관련된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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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을 찾아내고 문제와 관련이 희박한 변인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가설의 설정, 변인의 설정, 변인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문

제에 대한 근거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40 따라서 변인을 통제, 배제하는

활동들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변인을 학생 스스로 찾고, 통제하는 활동이

포함된 실험을 경험하는 것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향

상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교과서의 과학 탐구 과정을 분

석한 연구37,44,45에 따르면 전체 탐구 과정 기능 중 변인 통

제 과정 기능과 관련된 활동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일정

시간 내에 실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험을 만드는 사

람이 통제해서 실험을 구성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실제

로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활동은 발산적 활동

과 수렴적 활동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이 점을 염두에 두

고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45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

통제 기능을 창의적 사고력에 활용한 예는 찾아보기 힘

들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사

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변인 탐

색 활동에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기능을 포함

시킨 실험 수업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및 내용

연구 대상 및 기간

이 연구는 서울시에 소재한 사범 대학 과학교육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학생은 총 59

명이며 두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31명의

학생이 실험 집단이었으며, 29명의 학생은 통제 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 모형(DPAS)을 활용한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활동(LEC-V) 창의적 문

제 해결력 탐구 실험 수업’을 시행하였으며, 통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탐구 실험 수업’을

시행하였다. 연구 적용 기간은 학 학기이며 중간 고사와

기말 고사, 기타 휴일을 제외한 실제 수업 차시는 총 12차

시이다. 변인 탐색 활동에 관련된 이론 수업과 기초적인

실험 기능 수업을 2차시동안 실시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실험 수업 적용은 10차시이다.

한 차시의 실험 수업 시간은 150분이다. 

연구절차

이 연구에 앞서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활동

(LEC-V)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한 탐구 실험 수업

전략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

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를 통하여 변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활동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강화한 탐구 실험 수업의 필요성 및 목적,

방법 면에서의 효율성을 위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변

인 찾기, 변인 배제, 변인 통제 활동과의 관계에 대하여 탐

색하였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탐구 수업 모형46을 바

탕으로 LEC-V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 모형인 DPAS모형,

즉 “LEC-V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실험 수업 모형”을 최종

확정하였다. 서울 소재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1학년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 화학 실험 수업에서 그 실험에 포함

되어야 할 변인 찾기, 변인 배제하기, 변인 통제하기에 적합

한 탐구 실험 주제를 선정하였다. 그 후, 개발한 LEC-V 창의

적 문제 해결력 탐구 수업 모형에 따라 한 학기 동안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대학교 화학 실험 수업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 2011년 1학

기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한 후에, 두 집단에 대

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집단에 대해 동일하게

투입한 검사지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8이며, 검사

에 소요된 시간은 50분이다. 3월부터 6월까지 한 학기에

걸쳐서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탐구 화학 실험 수업시간에

실험 집단 학생들에게는 이 연구에서 개발한 LEC-V 창의

적 문제 해결력 탐구 실험 수업을 실시하였고, 통제 집단

학생들에게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탐구 실험 수업46

을 실시하였다. 수업 처치가 끝난 후, 두 집단 대하여 사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항목은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이며, 사전 검사와 마찬 가지로 두 집단 모두에게 동

일하게 시행하였다. 검사 소요시간 또한 동일하게 실시하

였다. 이렇게 얻어진 검사지를 SPSS 12.0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통계 처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수업 모형 및 수업 전략

이 연구에서는 LEC-V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 탐구 수업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탐구 수업의 기본이 되는 Lawson의

탐구 수업 모형20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설 연역적 탐구

수업 모형을 기본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서술적 순환학습과

경험 귀추적 순환학습과는 다르게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은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설계해보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성공적인 실험 설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고력

은 변인통제 사고력이다. 따라서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이

변인 찾기, 변인 배제하기, 변인 통제하기가 강조된 본 수

업 모형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험 귀

추적 순환학습과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두에 가설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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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계가 포함되어 있으나 경험 귀추적 순환학습의 경

우 주어진 실험의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가설을

설정하게 하므로 가설에 포함될 수 있는 변인이 제한적

이다. 그러나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의 경우에는 인과적

질문 제시 이후에 바로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가 포함되

어 있으므로 다양한 변인들을 제한 없이 찾아보도록 하

는 본 수업 모형의 특성에 더 적합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이 모형에 변인 찾기, 변인 배제하기, 변인 통제하기 사고

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발산적 변인 찾기, 수렴적 변인 배

제하기, 변인 통제하기, 통제변인과 조작변인 구체화하기

활동을 추가하여 DPAS 모형으로 수정,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 네 단계로 수정된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모형을 LEC-V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업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

서 개발한 LEC-V 창의적 문제해결력 수업 모형의 DPAS

네 단계를 아래의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LEC-V 창의적 문제 해결력 수업

모형은 DPAS의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인 발견 단계(D; Discovery stage)에서는 시

범 실험 또는 조별 실험을 통해서 먼저 현상을 제시한다.

오감을 사용하여 가능한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고 핵심이

되는 관찰 이외에도 다양한 현상을 관찰하도록 한다. 주

어진 상황과 관련된 변인을 다양하게 찾아보고 변인을

기술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인과적 질문을 제시한다. 현상을

보고 다양하게 관찰한 결과와 실험 상황과 관련된 다양

한 변인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를 필요로

하므로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즉

시적 현상의 제시와 인과적 질문 사이에서 주어진 상황

과 관련된 변인을 찾는 활동은 앞으로 제시될 인과적 질

문이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공받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계획 단계(P; Planning stage)에서는 인

과적 질문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은 변인

들을 제거하는 수렴적 변인 배제하기 단계를 경험함으로

써 가설 설정에서 필요한 변인과 변인들 간의 관계 기술

에 꼭 필요한 변인만을 선택하게 된다. 조별 토론을 통해

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이 없는 변인을 제거하

고 꼭 필요한 변인만을 선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렴적 사고인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

였다. 이어지는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전체 토론을 통해

서 다양한 가설을 발표하고 그 가설들을 공유하게 된다.

공유한 가설들 중에서 조별 토론을 통해서 가장 그럴듯

한 가설을 선택한다. 가설을 기술할 때는 변인과 변인과

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고 가설의 검증가능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의 가설에는 하나의 변인만을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산적 사고와 수

렴적 사고가 함께 필요하므로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세 번째 단계인 실행 단계(A; Acting stage)에서는 선택

한 가설을 가지고 실험을 설계해 보는 단계이다. 실험을

설계할 때에는 변인 통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변인

통제를 고려하여 실험을 설계하도록 한다. 다양한 실험

방안을 고안해보더라도 하나의 실험에는 하나의 조작 변

인만을 조작하고 나머지는 통제하도록 한다.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봄으로써 실험 설

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게 된다. 조작 또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인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나 표본 선

별 같은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선택한 가

설을 검증해보는 방법은 한 가지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

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해 봄으로써 발산

적 사고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

였다. 또한 독특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해 봄으로써 독

창성이 신장되기를 기대하였다. 

네 번째 단계인 해결 및 확장 단계(S; Solving & expanding

stage)에서는 설계한 실험 방법대로 직접 실험을 수행하

게 된다. 실험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설정한 가설에 대

한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를 비교하여 옳은 경우에는 가

설을 수용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옳지 않은 경우에는 가

Figure 1. DPAS model ( , Divergent thinking model; ,
Convergent thinking model; ,  Divergent & convergent think-
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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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기각하게 된다. 가설이 기각된 경우라도 탐구의 과

정이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살펴보고 탐구 과정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내는 수렴적 결

론 도출하기를 경험함으로써 수렴적 사고인 비판적 사고

력이 신장되기를 기대하였다. 결론 도출 단계 후에는 관

련된 과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올바른 개념이 형성되도

록 교사가 도와주는 단계이다. 그리고 학습한 개념을 여

려가지 상황에 적용하여 개념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 연

구에서 개발한 가설 연역적 탐구 수업을 바탕으로 한

‘LEC-V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수업 모형’을 이용하여

한 학기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 화학 실험 수업 전략

을 개발하였다. 선정된 내용은 가능하면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험을 주제로 선택하여 변인 찾기, 변인

배제하기, 변인 통제하기를 경험하도록 하였다. 개발한

수업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각 수업에서 사용된 발산

적 사고의 경험 횟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업 전략의 예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검사 도구 및 분석 방법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

이 연구에서는 수업 적용 전후에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용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8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창의적 사고

력, 문제 해결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 논리 사고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사고력은 협의의 정의인 발산적 사고라고 정의

하였으며 유창성(Fluency), 융통성(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

을 평가 준거로 설정하였다. 유창성 점수는 응답한 항목의

개수로 최대 10점, 융통성 점수는 응답한 항목의 범주의

수로 최대 5점, 독창성 점수는 응답한 항목의 희소성(전

체 응답한 항목 중 5%미만 2점, 5~10% 1점, 10%이상 0점)

으로 최대 2점으로 하였다.47

비판적 사고력은 가장 나은, 가장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수렴적 사고로 문제 해결력 측면의 비판적 사

고력과 논리 사고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력 측면의 비판적 사

고력만을 평가하였다. 비판적 사고력의 평가 준거로는 검

증 가능성, 광범성, 일관성, 정밀성, 정확성, 중요성, 타당

성이 있는데, 이는 문항에 따라 평가 준거 중 일부를 사용

하여 채점하였으며, 각각의 준거에 따라 2점 만점으로 채

점하고 전체 점수는 평균 점수를 사용하였다. 검사지는

총 5개의 대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 1과 5를 제

외한 나머지 문항은 2개의 소문항으로 이루어져 총 문항

수는 8개이다. 문제 인식(Recognition of problems), 가설

설정(Making hypothesis), 변인 통제(Control of variables),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결론 도출 및 일반화(Making conclusion & Generalization)의

통합적 탐구 능력을 평가하도록 대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2007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문

항 1, 2-1, 3-1, 4-1의 네 문항은 창의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고, 문항 2-2, 3-2, 4-2, 5의 네 문항은 문제 해

결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이

검사지의 Cronbach α는 0.830이다.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력과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과 사후에 실시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를 분

석하였다. 사전과 사후에 검사를 실시한 후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에 대한 기술 통계값을 구하고 사전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Table 1. The lecture subject, lecture contents of teaching model

Order Lecture subject Lecture contents Divergent thinking skills (n)

1 Combustion of candles Change of the volume & pressure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4

2 Milk and detergent The role of the surfactants 4

3 Oxidation of alcohol Oxidation of alcohol using oxidizing agent 4

4 Chromatography Separate food coloring using chromatography method 4

5 Solubility Separate the solid mixture using differences in solubility 4

6 Chemical reaction Use & measure the heat in chemical reaction 5

7 Chemical equilibrium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equilibrium 4

8 Chemical cell Make the galvanic cell and measure the voltage 4

9 Chemical garden Make chemical garden using coordination compound 3

10 Separation of cations Separate of cations using Precipitation reaction 1

Total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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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n example of the teaching materials ( , Divergent thinking model; , Convergent think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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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논의

창의적 사고력 분석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창

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문항 중 문항 1(문제 인식), 문항

2-1(가설 설정), 문항 3-1(변인 통제), 문항 4-1(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을 분석하였다. 수업 전후에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 사후

평균 점수가 사전 평균 점수보다 향상되었다. 또한,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높은 교정 평균을 나타냈다. 두

집단 간의 창의적 사고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SD) M(SD)

P1. Recognition of problems 

Fluency
Experiment 31 6.8(2.40) 9.0(1.55) 9.0

Control 28 7.1(2.29) 7.3(1.96) 7.3

Flexibility
Experiment 31 4.1(1.20) 4.8(0.37) 4.8

Control 28 4.2(0.98) 4.6(0.63) 4.6

Originality
Experiment 31 1.3(0.41) 1.3(0.26) 1.3

Control 28 1.4(0.30) 1.2(0.34) 1.2

Total
Experiment 31 12.2(3.44) 15.1(1.93) 15.1

Control 28 12.6(2.98) 13.1(2.45) 13.0

P2-1. Making hypothesis

Fluency
Experiment 31 4.2(2.23) 6.7(2.24) 6.8

Control 28 5.2(2.00) 5.3(1.80) 5.1

Flexibility
Experiment 31 3.0(0.87) 4.1(0.73) 4.1

Control 28 3.4(0.99) 3.5(1.07) 3.5

Originality
Experiment 31 1.1(0.50) 1.6(0.22) 1.6

Control 28 1.3(0.44) 1.5(0.24) 1.5

Total
Experiment 31 8.3(3.27) 12.4(2.85) 12.5

Control 28 9.8(2.99) 10.3(2.66) 10.1

P3-1. Control of Variables

Fluency
Experiment 31 3.6(1.96) 6.6(2.32) 6.9

Control 28 5.0(2.32) 5.3(2.44) 4.9

Flexibility
Experiment 31 2.1(1.25) 3.7(1.11) 3.8

Control 28 2.8(1.20) 3.2(1.10) 3.1

Originality
Experiment 31 1.3(0.64) 1.3(0.34) 1.3

Control 28 1.3(0.30) 1.3(0.41) 1.3

Total
Experiment 31 7.0(3.23) 11.5(3.16) 12.0

Control 28 9.1(3.38) 9.8(3.39) 9.2

P4-1.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Fluency
Experiment 31 6.2(2.33) 8.0(1.54) 8.1

Control 28 7.2(1.85) 6.3(1.85) 6.2

Flexibility
Experiment 31 3.9(1.30) 4.5(0.63) 4.5

Control 28 4.5(0.79) 4.0(0.84) 4.0

Originality
Experiment 31 1.3(0.40) 1.3(0.21) 1.3

Control 28 1.2(0.24) 1.1(0.22) 1.1

Total
Experiment 31 11.3(3.70) 13.8(1.92) 13.8

Control 28 12.9(2.45) 11.5(2.56) 11.4

Total

Fluency
Experiment 31 20.8(6.75) 30.3(5.84) 30.8

Control 28 24.4(6.33) 24.2(6.33) 23.7

Flexibility
Experiment 31 13.1(3.12) 17.0(2.06) 17.2

Control 28 14.9(2.59) 15.4(2.44) 15.2

Originality
Experiment 31 4.9(1.10) 5.4(0.54) 5.4

Control 28 5.1(0.74) 5.0(0.75) 5.0

Total
Experiment 31 38.7(10.31) 52.8(7.63) 53.4

Control 28 44.4(8.73) 44.6(8.72)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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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은 53.4이고, 통제 집

단의 교정 평균은 43.9이며 두 집단 간에 창의적 사고력

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에서도 실험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p<.05).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를 살펴보면, 유창성 점수는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이 통제 집단의 교정 평균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

이 내는 활동은 수업이나 실험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나

타나는 활동이다. 그러나 실험의 초기 단계에서 만이 아

니라 실험 설계 후 주어진 정보로 자료를 해석하는 단계

에서도 유창성이 신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상황과

관련된 변인들을 다양하게 찾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

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발산적 사고를 강조한 이 수업 전략은 학생들의 창의

적 사고력 중 유창성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 수행과 유창성 및 개념 숙달

검사와의 관계 분석에 따르면 유창성은 창의적 수행과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밝힌 Hocevar48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을 나타낸다. 융통성 점수는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이 통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즉, 융통성이 문제 해결의 전 과정에서 향상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상황이 주어지면 관련된 변인들을

찾는 과정이 먼저 행해진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변인들을 찾으면서 현상을 관찰한 다음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을 제거하게 된다. 변인을 배제

하는 과정에서는 주어진 질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면

제거한다. 이 과정동안 중복해서 쓰여진 변인들을 알아내

고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된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과정을 변인 탐색 활동에서 경험하게 되

는 학생들은 융통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

다.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서로 다른 범주로 분류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Runco &

Okuda49는 교육을 통해서 융통성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한 가지 변인만을 찾지 않고 다양

하게 찾으면서 또 다른 범주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융통성 있는 사고는 영역 내 혹은

영역 간의 지식들을 마음껏 검증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50

융통성 있는 사고는 영역 특수적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주어진 실험

상황과 관련 있는 변인을 찾는 과정과 관련 없는 변인을

배제하는 과정은 하나의 현상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나타내는 융통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Table 3. ANCOVA results for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SS df MS F p

P1. Recognition of problems

Fluency 43.270 1 43.270 14.219 .000*

Flexibility 1.072 1 1.072 4.043 .049*

Originality .238 1 .238 2.997 .089

Total 63.773 1 63.773 13.377 .001*

P2-1. Making hypothesis

Fluency 40.653 1 40.653 10.149 .002*

Flexibility 4.139 1 4.139 4.955 .030*

Originality .254 1 .254 4.836 .032*

Total 78.536 1 78.536 10.404 .002*

P3-1. Control of Variables

Fluency 53.894 1 53.894 12.881 .001*

Flexibility 5.916 1 5.916 5.484 .023*

Originality .026 1 .026 .189 .665

Total 102.376 1 102.376 12.866 .001*

P4-1.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Fluency 48.424 1 48.424 17.270 .000*

Flexibility 2.597 1 2.597 4.739 .034*

Originality .315 1 .315 6.717 .012*

Total 82.336 1 82.336 16.312 .000*

Total

Fluency 689.069 1 689.069 20.090 .000*

Flexibility 49.166 1 49.166 9.880 .003*

Originality 2.685 1 2.685 6.465 .014*

Total 1205.511 1 1205.511 19.096 .00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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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의미한다. 독창성 점수의 경우 실험 집단의 교

정 평균이 통제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가설

설정,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가설 설정 단계에서 조별로

가설을 만든 후 실험 집단 전체 토론 시간으로 가설들을

발표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성 속에 존재하는 독

특한 것을 선택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생각된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지향 수업 적용 결

과 학생들의 독창성이 신장됨을 보여준 방담이, 강순희51

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독창성은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희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생각이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창의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52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의적 사고

에서 독창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즉, 이 연구에서의 수업 전략은 탐구 과정 중 일부 과

정에서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활용한 것이 아

니라 탐구의 전 과정에서 활용되었다. 이것은 발산적 사

고와 수렴적 사고가 탐구 수행 중 특정 과정에서만 활용

된 수업 전략27,28보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탐구 과정은 현상에 대해 다

양하게 살펴보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여 관련 없는 것들

을 배제해보며,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가설을 선택하

며,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

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러한 활동들이 학생들

의 창의적 사고력의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변인 탐색 활동을 통해 탐구의 전 과정에서 발산적 사고

의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창의적 사고력 신장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 해결력 측면의 비판적 사고력 분석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문항 중 비판적 사고력을 평

가할 수 있는 2-2(가설 설정), 3-2(변인 통제), 4-2(자료 해

석 및 자료 변환), 5(결론 도출 및 일반화) 네 가지 문항의

점수를 분석하여 아래의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 집단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향상되었다. 통제 집단은 사후 평균 점수가 사전 평균 점

수와 동일한 변인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비판적 사고력 점수가 향상되었다. 두 집

단 간에 비판적 사고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은 6.5이고, 통제 집단

의 교정 평균은 5.7이며 두 집단 간에 비판적 사고력이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그리고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2-2

문항, 변인 통제에 해당하는 3-2문항, 결론 도출 및 일반

Table 4. Means,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itical thinking skills by problem solving skills.

Group n
Pre-test Post-test

Adj. M
M(SD) M(SD)

P2-2. Making hypothesis
Experiment 31 1.4(0.73) 1.8(0.30) 1.8

Control 28 1.5(0.68) 1.6(0.47) 1.6

P3-2. Control of Variables
Experiment 31 1.6(0.62) 1.7(0.54) 1.7

Control 28 1.6(0.50) 1.6(0.50) 1.6

P4-2.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Experiment 31 1.3(0.68) 1.7(0.46) 1.7

Control 28 1.5(0.64) 1.8(0.52) 1.7

P5. Making conclusion & Generalization
Experiment 31 0.8(0.70) 1.2(0.72) 1.3

Control 28 1.1(0.77) 0.8(0.63) 0.8

Total
Experiment 31 5.1(1.64) 6.4(1.01) 6.5

Control 28 5.6(1.51) 5.8(1.13) 5.7

Table 5. ANCOVA results on the critical thinking skills by problem solving skills

SS df MS F p

P2-2. Making hypothesis .596 1 .596 4.676 .035*

P3-2. Control of Variables .066 1 .066 .367 .547

P4-2. Transformation & Interpretation of data .000 1 .000 .002 .963

P5. Making conclusion & Generalization 3.663 1 3.663 8.489 .005*

Total 9.732 1 9.732 10.714 .002*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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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해당하는 5번 문항에서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이 통

제 집단의 교정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량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문항은

가설 설정에 해당하는 2-2문항과 결론 도출 및 일반화에

해당되는 5번 문항이었다(p<.05). 변인 통제 문항은 실험

집단의 교정 평균이 통제 집단의 교정 평균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신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변인 탐색 활동이 변인 찾기, 변인 배제하기, 변인

통제를 모두 포함하는 활동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으로 변인 통제 능력만을 평가

하는 문항에서는 사후 평균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신장을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가설 설

정 단계에서는 발산적으로 여러 개의 가설들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만들어진 가설들 중에

서 가장 논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가설을 하나

선택하여 검증하는 단계를 거친다. 실험반에서는 조별 토

론과 함께 전체 토론을 거쳐 가설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각 조별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선택할 때 이 과정에

서 필요한 사고인 비판적 사고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활

용하게 된다. 이 활동이 가설 설정 능력의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변인을 상세히 기술

하고 실제로 조작, 통제하며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구

체적으로 적어 보는 활동이 좋은 가설을 설정하는데 있

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본 수업의 전

략이 결론 도출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활동을 포함한 것

은 없으나 결론은 반드시 가설과 관련된 진술임을 생각

할 때 좋은 가설을 만들기 위해 변인을 찾고, 변인을 배제

하며, 변인을 통제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듯이 결론 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변인의 설정, 변인의 통제가 이루어져야 문제에

관한 근거 있는 증거를 얻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제

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김재우 등40의 연

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수

업 전략은 가설 설정과 결론 도출 및 일반화에서 비판적

사고력 신장에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판

적 사고력은 발산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

후에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것을 선택하기 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고력이다. 탐구를 수행해 가는 과

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그 중에서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시키는 과정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선택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설계

를 다양하게 해 봄으로써 다양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결론의 수용과 기각을 결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은 과학 실험실에서 다루는

문제들과 달리 다양하고 복잡한 변인들을 포함한다. 따라

서 실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

적인 사고 과정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문제 상황에서 의문점을 가지고 임시적인 대안을 생각하

며,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는 고등 사

고력인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요구된다. 따라

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포함된 변인들을 찾고,

관련 없는 변인을 배제하며 효과적으로 조작 통제하는

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변인 탐

색 활동을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실험 수업 모

형’을 개발한 후, 한 학기 동안 대학교 탐구 화학 실험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 수업을 개발하여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시행한 후 사전, 사후 검사로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

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창의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되었으며, 그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 중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에서 창의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부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업 전략과 같이 탐구 과정 중

에 발산적인 활동을 한 학기 동안 활용하면 학생들은 발

산적 사고력이 신장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발산

적 사고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전략을 반복적으로 사용하

는 것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된다. 

비판적 사고력 점수를 분석한 결과 실험 집단의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 도구의 하위 항목

중 가설 설정과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에서 실험 집단의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미하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부터 이 연구에서 개발하여 적용한 수업 전략인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구 실험

수업은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은 탐구 과정 요소

중 특정 요소를 강화한 수업 전략27,28보다는 탐구의 전 과

정에 관여할 수 있는 요소를 선택하여 수업 전략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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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주어진 현상에서 다양한 변인을

찾고, 불필요한 변인들을 배제하고, 필요한 변인들을 조

작하고 통제하는 활동은 탐구 과정의 일부에서만 적용되

는 것이 아니라 탐구의 전 과정에서 적용됨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실험 설계와 결과 해석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

다. 즉,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

구 실험 수업 전략은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향상

에 보다 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탐

구 실험 수업’은 창의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

미하게 신장되는 것을 보였다. 특히 창의적 사고력은 문

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및 자료 변환 즉

탐구의 전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신장되는 것을 보였다.

변인을 찾고, 불필요한 변인을 배제하고, 필요한 변인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활동을 강조한 수업 전략임에도 불구

하고 탐구의 전 과정에서 창의성이 신장되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것은 과학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

변인과 관련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활동해 보

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변인과 관련되는 활동들의 목록을 상세히 세분화하여 수

업 전략을 구성하고 초·중·고등학교의 수업에서 추가로

시행해보고 그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둘째, 변인 탐색 활동을 강화한 탐구 실험 수업을 미래의

과학 교사가 될 사범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

행하였는데,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업

을 수강한 학생들은 미래의 학교 현장에서 변인과 관련

된 활동들을 강화한 수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이 신장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현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학교 교육

현장에서 변인과 관련된 활동을 강화한 수업이 시행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인지적 영역에만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였다. 창의성에는 인지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 또한 포함된다. 특히 창의성의 정의

적인 측면은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향상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다른 영역으로의 전이와 일반화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은 단기간의 교수와 처치로 쉽

게 신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교수 또는 처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시행한 연구 기간보다 기

간을 늘려서 시행해 보거나, 정의적 영역을 신장시킬 수

있는 별도의 수업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해 보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 연구에서 개발한 수업 전략이 학생들의 창의

적 사고력과 비판적 사고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일부 지역의 특정 학생들만을 대상

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가 적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학년, 많은 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

하다. 특히 저학년일 때부터 학생들이 다양하게 변인을

찾아보고, 불필요한 변인을 배제하고, 필요한 변인을 조

작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면 과학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나아가 실생활에서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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