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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융합 인재 교육의 다양한 목표 중에서 인지적 측면 특히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교수 기법으로서 ‘통합형 마인드맵’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통합형 마인드맵이란,

융합 인재 교육 지향 마인드맵으로서 기존의 마인드맵 특징을 유지하면서, 과학 주제를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아이디어 발산의

범주를 과학(S), 기술(T)&공학(E), 예술(A), 수학(M)의 측면으로 해보도록 교사가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특징을 지닌다. 그럼

으로써 학생들은 학습한 과학 개념이 다른 분야(기술, 공학, 예술, 수학)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으며, 이는 융합 인재에게 요구되는 창의적인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게

된다. 통합형 마인드맵은 첫 번째 가지가 포함하는 핵심어의 범주에 따라 STEAM형, STEA형, STEM형, STE형의 네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사의 안내 정도에 따라 안내형, 중간 개방형, 개방형의 세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통합

형 마인드맵 활동은 개인 별 뿐만 아니라 모둠 및 학급 토론을 통한 협동 학습 형태로 이루어지는 모둠 별, 학급 공유 활동의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개발한 교수 기법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적용하였으며, 실험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개인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10회,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10회,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3회

로, 총 23회의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경험하였다. 그 결과 실험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협의로 정의하여 발산적 사고라고 정의하였으며, 그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마인드맵 교수 기법은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에 대하여 교수 기법과 인지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성 별과의 상호 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p<.05).

주제어: STEAM, 융합 인재 교육, 통합형 마인드맵, 창의적 사고력, 발산적 사고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a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conductive to the development of cre-

ative thinking skills and investigate its effects. It has been developed integrated mind map with feature of visualizing the

divergent thinking to the aspects of Science (S), Technology (T) & Engineering (E), Arts (A), Mathematics (M). Integrated

mind map can be divided into four types of STEAM type, STEA type, STEM type, STE type depending on the category of

key words in the first branch. And Integrated mind map can be divided into three levels of guided, intermediate, open depend-

ing on the teacher’s guide degree. And also integrated mind map activities were carried out in the form of group, class share as

well as individual. This study was implemented during a semester and students in experiment group experienced individual-

integrated mind map activity 10 times, group-integrated mind map activity 10 times, class share-integrated mind map activity

3 tim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presented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creative thinking

skills (p<.05). And there w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improvement in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as a sub-category of

creative thinking skills(p <.05). Also creative thinking skills are not affected by the level of cognitive, academic performance,

gender (p<.05).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integrated mind map activity’ improved student’s creative thinking skills.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about creative thinking skills between the teaching strategy and cognitive level, achivement,

gender of those students.

Key words: STEAM, Integrated mind map, Creative thinking skills, Divergent thinking skills,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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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중요한 키워드는 ‘창의성’과 ‘융

합’이다. 우리 사회는 창의성 중심의 창조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조 사회에서 창조의 의미는 상상력을 통해 기존

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무(無)에서 유(有)’를 만

들어내는 사전적 창조의 개념에서 ‘유(有)에서 유(有)’를

만들어내는 ‘융합’적 창조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되었다.1

그리고 과학기술의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변화와 발전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큰 미래 사회가 도래

하고 있으며,2 융합적 지식과 사고를 기반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증가하고 학문 분야의 영역을 넘나

드는 융합적인 사고를 하는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는 2011년 5월, 창의

적 과학 기술 인재 대국을 위한 제2차 과학 기술 인재 육

성·지원 기본 계획(’11~’15)3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위해

선정한 5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가 초·중등 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 및 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형 STEAM 교육 강화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의 7대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교수·학습

분야의 新ICT 융합 전략 역시 전 국민의 창의성을 최대

화하여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

고 있다.4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 과정 체제로서, 융합 인재 교육

도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2009년 개정 과학과 교육 과

정5에서 공통 교육 과정 과학 교과의 목표에는 “과학을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다른 교과와 관련지어 통합적

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

다”라는 표현으로 융합 인재 교육 정책이 반영되어 있다. 그

러나 교육 과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교실의 변화가 저

절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교육 과정의 잠재적인 영향력은

그것을 구현하는 교사에 의해서 결정되며6 교육 과정은

계획으로 시작되지만, 교사들이 실제 학생들과 함께 실행

할 때에만 실재(reality)한다.7 학교 현장에서 교육 과정 실

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

르면 교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정책의 실행을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행의 복잡성1)이 가

장 큰 장애물로 나타났다.7 이것은 융합 인재 교육이 도입된

초기에 융합 인재 교육과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8−14에서도 드러나는데, 교사들이 대체로 필

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융합 인재 교육을 기존 학교 교

육에 부가적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교육 정책으로 인식하

고, 시간적 여유 부족, 전문성 신장의 필요, 교육 과정 재

구성 및 교수 학습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학교 수업에서 실행해보는 것에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융합 인재 교육의 경험이 있는

교사들 역시 융합 인재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

닌 반면,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학교 업무와 수업

시수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움을 표현하였다.8 따라서 융

합 인재 교육이 학교 현장에 확대·적용되기 위해서는 실

행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

하다.

융합 인재 교육 정책이 발표된 이후 교육 정책 사업으로서

연구(시범) 학교, 교사 연구회, STEAM 리더 스쿨, 다양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면서 융합 인재 교육을

확대·전파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15 학계에서는 융

합 인재 교육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 요구를 분석

한 연구들8−14이 진행되고, 융합 인재 교육을 위한 다양한

이론적 모형들이 개발되었으며,16−18 학교 현장에서 활용

할 수 있는 다양한 STEAM 수업 자료들이 개발되고 그 효

과를 분석한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19−27 그러나 아직

현장 교사들이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이해하는

데 시간과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고, 교육 과정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부

담과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마인드맵은 대표적인 창의성 신장 기법으로, 기존의 정

규 수업 시간에 활용하기에 부담이 없고 교과와 단원의

구분 없이 장기간에 걸쳐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학습

뿐만 아니라 모둠 별, 학급 별 협동 학습 형태로 확장·적

용하기에도 쉽다. 또한 준비 및 적용 과정도 복잡하지 않

아 수행 방법을 익히면 학생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등 현장

에서의 실행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

분의 학생이 시각형 학습 양식을 지닌 교실 상황에서,28−30

아이디어를 확산적으로 시각화하는 특징을 지닌 마인드

맵은 학습자의 학습 양식을 고려한 교수 기법으로서 학

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은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이자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미

래에 창의적 과학 기술 인재가 되어 인재 강국을 구현할

주역이 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본 연구에서

는 융합 인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능력 중 인지적 측면

의 신장, 특히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에 초점을 맞추고,

별도의 교육 과정이 아닌 학교 정규 교과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융합 인재 교육 지향 교수·학습 기법으로써 통합

형 마인드맵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형태로 한 학기 동

안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1)실행의 복잡성은 어려움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특히 교육과정의 복잡성

이란 교사가 수업 실행에 책임을 져야할 정도를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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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2학년 학생 101명(남학

생 44명, 여학생 57명)을 대상으로, 2012년 8월부터 12월

까지 한 학기 동안, 58차시의 정규 과학 교과 시간에 ‘빛과

파동’, ‘소화와 순환’, ‘태양계’, ‘호흡과 배설’의 네 개의

단원에 걸쳐 진행하였다. 49명의 실험반 학생들에게는 중

단원의 개념 적용 단계에서 통합형 마인드맵 교수 기법

을 적용하였으며 52명의 통제반 학생들에게는 실험반과

동일한 교사가 교과서 중심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실험반

이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하는 동안 통제반은 단원의

형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모둠을

인지 수준이 다른 이질 집단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실험

반과 통제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GALT 축소본 검사지를

이용하여 인지 수준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 대상인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실험반

과 통제반 모두 형식적 조작기 학생들은 각각 26.5%,

23.1%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와

과도기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Felder와 Soloman의 학습 양식 검사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사전 학습 양식(시각형, 언어형)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은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8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각형 학습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대부분이 시각형 학습 양식을 지닌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수

기법으로서, 기존의 마인드맵 기법에 STEAM 소재를 접

목시키는 통합형 마인드맵을 고안하였다. 2012년 8월 말

에 실험반과 통제반을 선정한 후 4차시에 걸쳐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전 검사 직후 실

험반에 한하여 4차시 동안 수업 전략에 대한 오리엔테이

션, 어휘 및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연습을 추가

로 실시하였다.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은 하나의 중단원

학습이 끝날 때마다 개인 별 그리고 모둠 별로 진행하였

으며, 대단원 학습이 끝날 때마다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

드맵 활동을 하였다. 한 학기 동안 3개의 대단원에 걸쳐

10개의 중단원에 대한 학습을 한 결과, 개인 별 통합형 마

인드맵 활동 10회,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10회,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은 3회 실시하였다. 12월

중순 학기말 시험이 끝난 후 두 집단 모두에 대하여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사 결과를 통계 분석

하고 해석하였다.

검사 도구

창의적 사고력 검사지: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전략을

한 학기 동안 적용하기 전·후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윤현

정 등31의 중학생용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협의의 정

의인 발산적 사고라고 정의하였고 그 평가 준거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을 사용하였다. 유창성은 최고 점수의

한계를 두지 않고 학생들이 응답한 적절한 반응의 총수

를 그대로 모두 인정하였다. 학생들에 따라 하나의 문장

에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별개의 아이디어들을 함께 적은

경우에는 이것을 두 개 또는 그 이상 수의 각각의 아이디

어로 간주하였다. 융통성은 학생의 응답이 속한 상이한

범주의 총수이다. 동일한 범주가 반복하여 다시 나타날

때는 그것에 대하여 추가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았다. 범

주 설정은 채점 전에 각 문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모두 기록, 정리한 후 연구자가 범주를 설정하고 각 범주

에 속하는 응답들을 정리하였다. 독창성은 유창성 점수를

받은 응답에 대해서만 채점하였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

사 각각에 대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의 모든 응답 유형과

빈도를 분석하여 전체 응답 중에 각 반응 유형이 차지하

는 답안의 희소성에 따라 반응의 비율이 전체 응답의

0~2% 미만에 속하는 응답은 1점, 전체 응답의 2% 이상에

속하는 응답은 0점을 부여하였다. 학생의 응답에 대해 ‘0’

점과 ‘1’점으로 점수는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독창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

Table 1. Distribution of cognitive levels in this study
unit: person (%)

Group Concrete Translation Formal Total

experiment 26(53.1) 10(20.4) 13(26.5) 49(48.5)

control 22(42.3) 18(34.6) 12(23.1) 52(51.5)

Total 48(47.5) 28(27.7) 25(24.8) 101(100)

Table 2. Distribution of Learning Styles in this study unit: person
(%)

Group Visual Verbal Total

experiment 44(89.8) 5(10.7) 49(48.5)

control 42(80.8) 10(19.2) 52(51.5)

Total 86(85.1) 15(14.9)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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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0분이다.

인지수준 검사지(GALT):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각 집

단에 속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을 알아보고 인지 수준이

다른 학생들로 구성된 이질 집단으로 모둠을 편성하기

위하여 Roadrangka 등32이 개발한 논리적 사고력 검사지

(GALT: The 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축소

본을 사용하였다. GALT 검사지는 보존 논리, 비례 논리,

변인 통제 논리, 확률 논리, 상관 논리, 조합 논리의 6개의

논리 유형을 측정하는데, Roadranka 등32은 시간 부족 등

의 제약이 있을 경우 하위 범주인 6개의 논리 유형별로 2

문항씩을 선택한 12문항의 축소본을 사용해도 좋다고 제

안하였다. 연구 대상인 중학교의 수업 시간은 45분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모두 GALT 축소본을 사용하였으며 검사에 소요된 시간

은 35분이었다. 검사지의 채점은 1번부터 10번까지의 객

관식 문항은 답과 이유가 모두 맞을 경우만 정답으로 처

리하고, 주관식 문항인 11번과 12번은 모든 가능한 조합

에서 11번은 1개, 12번은 2개를 빠뜨린 경우까지 정답으

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정답 수가 4개 이하이면 구체적

조작기, 5~7개이면 과도기, 8~12개이면 형식적 조작기로

분류하였다.33

학습 양식 검사지: 학습 양식은 학습자들의 학습과 관

련된 특성을 대표해줄 뿐만 아니라 교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지식 구성 과정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치

는 특성이다. 연구 대상 학생들의 사전 학습 양식을 알아

보기 위하여 Felder와 Soloman34이 개발한 학습 양식 검사

(ILS: Index of Learning Styles)를 연구자가 중학생의 수준

에 적절한 문장 표현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정보의 처리, 인식, 획득, 이해의 네 가지 차

원에 대하여 각각 활동적(active)과 반성적(reflective) 학습

양식, 감각적(sensing)과 직관적(intuitive) 학습 양식, 시각

적(visual)과 언어적(verbal) 학습 양식, 순차적(sequential)

과 전체적(global) 학습 양식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차원마

다 11개의 문항이 배당되어 총 44개의 문항으로 네 가지

차원에 대한 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진단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차원 중에서 정보의 획

득 차원, 즉 어떤 유형의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각하

는가에 따라 학생들을 시각적 학습자와 언어적 학습자로

구분하였다. 시각적 학습자들은 시각적 이미지, 즉 그림,

도표, 그래프, 사진, 실물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를

선호하고, 언어적 학습자들은 언어적 자료, 즉 글이나 구

두로 된 설명, 수학적 공식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를

선호한다.35,36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마인드맵을 활

용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지향 교수 전략이 실험반과 통

제반 전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기 위하여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일원

공변량 분석(one-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창의적 사고력에 대하여 교수 기법과 인지 수준, 학업 성

취도 수준, 성 별과의 상호 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모

든 통계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교수 전략 및 개발

통합형 마인드맵: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수업이 아닌

교과 내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신장

교수-학습 기법으로, 기존의 마인드맵 기법에 STEAM 소

재를 접목시켜서 아이디어를 발산적으로 시각화하는 통

합형 마인드맵을 개발하였다. 기존의 마인드맵은 중심 주

제에서 뻗어 나오는 첫 번째 가지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정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마인

드맵은 과학 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방사 사고의 길을 열

어줄 첫 번째 핵심어를 반드시 과학(S), 기술(T) & 공학(E),

예술(A), 수학(M) 측면으로 정하도록 유도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이미 수업 시간에 학습한 개념 위주로만 펼치게 되어 마

인드맵이 마치 개념도와 비슷한 양상을 띠게 되기도 한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마인드맵은 중심 주제

에서 뻗어 나오는 첫 번째 가지의 핵심어들, 즉 앞으로 펼

쳐질 생각들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주제를 과학(S), 기술

(T)&공학(E), 예술(A), 수학(M) 측면으로 생각하도록 교

사가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관련성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

닌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학습한 과학 개념이 다른 분

야(기술, 공학, 예술, 수학)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으며,

평소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으로 방사 사고를

펼쳐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은 학

습한 과학 개념과 관련된 생각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의미를 지니며 이는 여러 분

야의 지식들을 효과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

인재를 양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마인드맵과 통합형 마인드맵의 차이를 Fig. 1에

제시하였다. 

중심 과학 주제에 따라 첫 번째 가지에 적을 핵심어의

범주가 S, T&E, A, M의 모든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교과 시간에 학습한 개념, 배부된 자료, 사전

지식 등을 총 동원하여 가능한 다양한 범주로 아이디어

가 펼쳐지도록 유도하였다. 과학 교과 중심의 STEAM 교

육이므로 첫 번째 가지에 과학 측면(S)은 반드시 포함되

도록 하였으며, 융합 인재 교육 정책의 목표가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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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 흥미와 잠재력을 높여 세계적

인 과학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첫 번째 가지에 기술(T)과 공학(E) 측면의 가지는 필수적

으로 포함되도록 하였다. 단, 우리나라의 현 중학교 교육

과정 상에는 공학(E) 교과가 따로 없고 중학생 수준에서

기술(T)과 공학(E)을 본질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술과 공학 측면의 가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

고 기술(T) & 공학(E)으로 합하였다. 

통합형 마인드맵의 유형: 통합형 마인드맵은 첫 번째

가지가 S, T&E, A, M 중 어떤 범주의 핵심어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Fig. 2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STEAM 통합형은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과

학(S), 기술(T) & 공학(E), 예술(A), 수학(M)의 모든 범주에 대

해서 발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STEA 통합형은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과학(S), 기술(T) & 공학(E), 예술(A)의

범주에 대해서 발산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STEM 통합형은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과학(S), 기술(T) & 공학(E),

수학(M)의 범주에 대해서 발산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STE 통합형은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을 과학(S),

기술(T) & 공학(E)에서만 발산하는 경우로, 가장 간단한

형태의 통합형 마인드맵이다. 

각 유형에는 범주의 개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양한 형

태의 마인드맵이 그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STEAM 통합

형 마인드맵이란 첫 번째 가지에 S, T&E, A, M 범주가 반

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각 범주에 대한 첫 번째 가

지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STEAM 통합형 마인드

맵의 경우 S, T&E, A, M 범주 각각에 대한 첫 번째 가지를

하나씩 또는 두 개 이상 그릴 수도 있다. 통합형 마인드맵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가능한 세부 유형 예시를 Fig. 3에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 학기 동안 3개의 대단원에 속한 10개의

중단원 학습을 한 결과, 개인 별,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

맵 활동은 각각 10회씩,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은 3회 진행되었다. 총 23회의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중,

STEAM 통합형은 17회, STEA 통합형은 6회에 걸쳐 활용

되었다.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이 STEAM 통합형과 STEA

통합형으로만 진행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언급했

듯이 통합형 마인드맵의 첫 번째 가지에 과학(S)과 기술

(T) &공학(E) 측면의 핵심어는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

고 본 연구에서는 예술(Arts)을 넓은 의미로 정의하여 S,

T, E, M을 제외한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통합형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A(예술) 측면의

가지를 쉽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생들의

통합형 마인드맵 결과물에서 STEM 통합형과 STE 통합

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4와 Fig. 5에 STEAM 통합형과

STEA 통합형의 예시 모형을 제시하였다

통합형 마인드맵의 수준: 통합형 마인드맵을 작성할 때

S, T&E, M, A 범주의 첫 번째 가지에 적을 핵심어를 정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안내 정도에 따라 안내형, 중간 개방형,

개방형으로 수준을 구분하였다. 교사의 안내 정도에 따른

통합형 마인드맵의 세 가지 수준은 Fig. 6과 같다. 

통합형 마인드맵을 접하는 초기 단계에는 수업 시간을

통해 다양한 S, T&E, A, M 자료를 제공해주어도 학생들이

스스로 마인드맵의 첫 번째 가지에 적을 핵심어의 범주와

내용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안내형은 마인드맵의

첫 번째 가지에 적을 핵심어의 범주와 핵심어를 모두 교

Figure 1. Existing mind map and integrated mind map.

Figure 2. Four types of integrated mind map depending on the
categories of key words in the first bran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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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안내해주는 형태로서, 학생은 그 핵심어를 시작으로

아이디어를 발산한다. 중간 개방형은 첫 번째 가지에 적

을 핵심어의 범주와 핵심어의 일부만 교사가 안내해주고

나머지는 학생이 스스로 정하면서 교사의 개입 수준을

낮추는 형태이다. 개방형은 학생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된 형태로, 첫 번째 가지에 대해서 핵심어의 범주와 핵심

어를 모두 학생이 스스로 정한 후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수준이다. 통합형 마인드맵이 익숙해짐에 따라 차츰 안내

형, 중간 개방형의 순으로 적용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해본 결과, 학생들은 교

사가 전혀 안내를 해주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모든 것을

Figure 3. Examples of detailed types about four types of integrated mind map.

Figure 4. Model example of STEAM-integrated type mind map.

Figure 5. Model example of STEA-integrated type min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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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개방형 활동은 어렵고 부담스러워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별과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작

성 단계에서는 안내형과 중간 개방형 수준으로만 진행하

였고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에서만 개방형 수

준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총 23회의 통합

형 마인드맵 활동 중, 안내형 10회, 중간 개방형 10회, 개

방형 3회가 진행되었다. 

통합형 마인드맵의 활동 유형: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으

로 깊이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개인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후, 이를 바탕으로 하며 팀워크에 의한 ‘모

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과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

드맵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둠 활동은 학기 초 사전 인지

수준을 검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지 수준이 다른 이질

집단으로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

맵은 모둠 활동이 끝난 후 칠판에 교사가 중심 과학 주제

를 적고 학생들과 학급 토론에 의하여 첫 번째 주가지의

STEAM 측면과 핵심어를 정하고 해당 핵심어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을 모둠 별로 돌아가며 한 가지씩 발표한다.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의 모형은 Fig. 7과 같다. 이 모

형에서 다양한 도형은 각기 다른 종류의 아이디어를 의

미하며, 주가지 범주의 종류와 그 수는 변화 가능하다. 

이 때 각 모둠은 개인 별 활동, 모둠 별 활동을 통해 공

유한 아이디어들 중 가능한 다른 모둠과 겹치지 않는 독

특한 아이디어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조하였다.

이를 협의의 창의적 사고인 발산적 사고의 하위 범주의

신장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별 통합

형 마인드맵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은 유창성을 경험하고

모둠 별, 학급 공유 활동을 하면서 유창성과 함께 본인이

생각한 아이디어 이외에도 다른 범주의 다양한 아이디어

들이 가능하다는 것, 즉 사고의 융통성을 느낄 수 있다.

Figure 6. Three levels of integrated mind map depending on the teacher’s guide degree.

Figure 7. Model of class share-integrated min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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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수가 흔히 생각하지 않은 독특한 아이디어가 존

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

리려는 노력을 통해 독창성이 신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았다. 

Fig. 8과 Fig. 9는 개인 별 통합형 마인드맵 예시이고,

Fig. 10과 Fig. 11은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예시이다.

연구 결과 및 논의
 

개발한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검사

점수 및 그 하위 요소에 대한 사전·사후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실험반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범주에서 모두 사후에 점수가 향상된 반면 통제반은 유

창성, 융통성 범주에서는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독

창성 범주에서는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특히 독창성의

경우 실험반의 상승폭과 통제반의 하락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범주의 점수를 합한 합계 점수인 창의적 사고력을 보면,

실험반은 사전 점수 31.94, 사후 점수 36.29로 사후에 창

의적 사고력 점수가 향상된 반면, 통제반은 사전 점수 25.00,

사후 점수 24.88로 오히려 사후에 점수가 소폭 하락하였다.

교수 전략에 따른 실험반과 통제반의 창의적 사고력의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 공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창성의 경우, 실험반의 사후 교정 평균이 통제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는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의 준비 단계부터 실험반을 대

상으로 어휘 및 이미지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하면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허용적인 분위기를

Figure 8. Example of individual-integrated mind map (STEAM-
integrated type/intermediate type).

Figure 9. Example of individual-integrated mind map (STEA-
integrated type/intermediate type)

Figure 10. Example of group-integrated mind map (STEA-integrated
type/intermediate type).

Figure 11. Example of group-integrated mind map (STEAM-inte-
grated type/intermediat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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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고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것을 계속적으

로 강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개 별 마인

드맵 활동에 이어 모둠 별 마인드맵 활동, 학급 공유 마인

드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본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

어들을 확인하는 과정 역시 유창성의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유창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

해 창의성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

과정의 비교적 초기 단계에 아주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요

소이다.37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전략을 통해

유창성이 유의미하게 신장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교수

전략이 창의성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

료된다. 

융통성도 실험반의 사후 교정 평균이 통제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하면서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과학 측면(S) 이외

에도 기술(T)&공학(E), 예술(A), 수학(M)의 다양한 측면

으로 발산하는 연습을 하였다. 아이디어를 다양한 범주로

발산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한 결과 반응의 범주를 넓힐

수 있게 되어 융통성이 신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독창성 역시 실험반의 사후 교정 평균이 통제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이는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범주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평범하고 기정사실과 같은 생각을

넘어서는 신선하고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가 표출될 가능

성이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또한 독특한 아이디어를 표

출하는 것을 독려하고 다소 엉뚱한 아이디어라도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점, 그

리고 개 별 마인드맵 활동, 모둠 별 마인드맵 활동, 학급

공유 마인드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아

이디어를 함께 공유하면서 개인 내, 모둠 내에서는 생각

하지 못했던 독특한 아이디어를 접한 경험이 학생들의

독창성 신장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Runco38는 독창

성을 창의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하였으며 최인숙39

은 독창성을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희귀하고 참신하

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창의

적 사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 학교에서 과학 개

념을 가르칠 때에 의문점에 대한 응답의 대부분이 1:1 대

응비를 따르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여 과학과 교수 과

정에서 독창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40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마인드맵을 활동이

독창성의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은 창의성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범주의 점수를 합한 합계

점수인 창의적 사고력을 비교해보면 실험반과 통제반의

Table 4. ANCOVA results for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Group Person Adj. M df MS F p

Fluency
Experiment 49 18.15

1 308.102 7.568 .007*

Control 52 14.51

Flexibility
Experiment 49 10.09

1 35.863 4.110 .045*

Control 52 8.86

Originality
Experiment 49 6.11

1 192.797 20.509 .000*

Control 52 3.34

Total
Experiment 49 34.29

1 1344.952 10.469 .002*

Control 52 26.77

*

p<.05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Group
Pre test Post test

Adj. M
M SD M SD

Fluency
Experiment 17.35 7.41 19.43 8.21 18.15

Control 12.92 7.88 13.31 7.11 14.51

Flexibility
Experiment 10.10 3.32 10.59 3.45 10.09

Control 8.25 3.99 8.39 3.59 8.86

Originality
Experiment 4.49 3.39 6.27 4.11 6.11

Control 3.83 3.49 3.19 2.60 3.34

Total
Experiment 31.94 13.12 36.29 14.78 34.29

Control 25.00 14.95 24.88 12.71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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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교정 평균은 34.29와 26.77로 실험반의 사후 교정 평

균이 통제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학습자의 특성과 개발한 교수 기

법과의 상호 작용 효과

인지 수준과 교수 기법의 상호 작용 효과: 본 연구에서

적용된 교수 기법이 학생들의 인지 수준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사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형식적 조작기의 경우 유창성과 융통성

범주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

었지만, 독창성 범주에서는 실험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

된 것에 반해 통제반은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과도

기의 경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모든 범주에서 실험

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통제반은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구체적 조작기의 경우에는 세 하위 범주에

대하여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다. 세

하위 범주를 합한 점수를 보면 실험반은 모든 인지 수준의

학생들에 대해서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사후에 향상되었

으나 통제반은 형식적 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 수준 학

생들의 경우에만 사후에 향상되었으며 과도기 수준 학생

들의 사후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오히려 하락하였다. 

인지 수준별로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에 대한 사후

교정 평균을 살펴보면, 형식적 조작기, 과도기, 구체적 조

작기의 모둔 수준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 대한 실

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보다 높았다. 과도기

수준 학생들의 경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 모두 실

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보다 높았다. 세

하위 범주를 합한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서도 세 인지 수

준에서 모두 실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

보다 높았다. 

창의적 사고력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과

학생들의 인지 수준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이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력과 그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에 대하여 교수 기법과 인지 수준의 상호 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

생들의 인지 수준에 상관없이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Mean,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eative thinking skills by cognitive level

Cognitive level Category Group Person
Pre test Post test

Adj. M
M SD M SD

Formal Operational 
Period

Fluency
Experiment 13 18.85 7.58 21.23 7.26 20.65

Control 12 15.42 8.74 16.75 4.73 17.38

Flexibility
Experiment 13 11.46 3.23 12.15 3.41 11.68

Control 12 9.67 4.08 10.17 2.89 10.68

Originality
Experiment 13 4.77 2.83 6.15 4.58 6.15

Control 12 4.75 4.05 3.92 2.68 3.92

Total
Experiment 13 35.08 12.91 39.54 14.05 38.46

Control 12 29.83 16.54 30.83 9.35 32.00

Translation 
Period

Fluency
Experiment 10 19.10 6.23 20.90 10.75 19.74

Control 18 16.11 7.24 14.39 7.83 15.03

Flexibility
Experiment 10 10.70 3.09 11.10 3.73 10.73

Control 18 9.78 3.23 8.78 3.89 8.98

Originality
Experiment 10 4.40 2.91 7.20 5.10 7.28

Control 18 4.67 3.46 3.28 2.68 3.23

Total
Experiment 10 34.20 11.78 39.20 18.96 37.73

Control 18 30.56 13.48 26.44 13.87 27.26

Concrete Operational
Period

Fluency
Experiment 26 15.92 7.70 17.96 7.60 15.97

Control 22 8.96 6.30 10.55 6.75 12.91

Flexibility
Experiment 26 9.19 3.27 9.62 3.15 9.07

Control 22 6.23 3.75 7.09 3.31 7.73

Originality
Experiment 26 4.39 3.88 5.96 3.54 5.62

Control 22 2.64 2.94 2.73 2.51 3.13

Total
Experiment 26 29.50 13.69 33.54 13.37 30.51

Control 22 17.82 12.59 20.36 12.13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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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학업 성취도와 교수 기법의 상호 작용 효과: 학생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따른 창의적 사고력을 비교하기 위

하여 두 집단 학생들의 사전 학업 성취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시작하여 겨울 방학 전까

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 학업 성취도는 1학기 과학 기말

고사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학업 성취도 수준을 실험반과

통제반을 합하여 상(상위 30%), 중(상위 30%~70%), 하(하위

30%)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창의적 사고력의 변화를 비

교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학업 성취도 ‘상’ 수준의 경우 유창성과 융통성 범주에

서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독창성 범주에서는 실험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된 것에

반해 통제반은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학업 성취도 ‘

중’ 수준의 경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모든 범주에서

실험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었으나 통제반은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학업 성취도 ‘하’ 수준의 경우에는 세

하위 범주에 대하여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후에 점수

가 상승하였다. 세 하위 범주를 합한 창의적 사고력 점수

를 보면 실험반은 모든 학업 성취도 수준의 학생들에 대

해서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사후에 향상되었으나 통제반

은 학업 성취도 ‘상’과 ‘중’ 수준의 학생들은 사후에 점수

가 하락하였고, 학업 성취도 ‘하’ 수준의 학생들만 사후에

향상되었다. 학업 성취도 별로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범

주에 대한 사후 교정 평균을 살펴보면, 학업 성취도 ‘상’,

‘중’, ‘하’ 수준의 학생들 모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의

범주에서 실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보다

높았다. 

창의적 사고력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

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사이에 상호 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력과 그 하위 범주인 유창

성, 융통성 그리고 독창성에 대하여 교수 기법과 학업 성취

도 수준과의 상호 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

시 말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

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수준에 상관없이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 별과 교수 기법의 상호 작용 효과: 본 연구에서 개발

한 교수 기법이 학생의 성 별에 따라서 창의적 사고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두 집단의 성

별에 따른 창의적 사고력의 사전·사후 점수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남학생의 경우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의 모든 범주에서 실험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통제반은 세 범주 모두에서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여학생의 경우에도 실험반은 창의적 사고력

의 하위 범주 모두에서 사후에 점수가 증가하였고, 통제

반은 유창성, 융통성 범주에서는 사후에 점수가 증가하였

지만 독창성에서는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점수를 합한 창의적 사고력 전체 합계 점

수를 보면, 남학생의 경우 실험반은 사후에 점수가 향상

된 반면 통제반은 사후에 점수가 하락하였고 여학생의

경우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사후에 점수가 향상되었다.

성 별로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 범주에 대한 사후 교정 평

균을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에서 실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보다

Table 6. Two-way ANCOVA results by cognitive level & teaching method for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SS df MS F p

Fluency

Teaching method 289.228 1 289.228 6.979 .010*

Cognitive level 76.316 2 38.158 .921 .402

Teaching method *Cognitive level 16.350 2 8.175 .197 .821

Flexibility

Teaching method 38.446 1 38.446 4.406 .039*

Cognitive level 30.095 2 15.048 1.724 .184

Teaching method *Cognitive level 2.890 2 1.445 .166 .848

Originality

Teaching method 189.259 1 189.259 19.625 .000*

Cognitive level 3.130 2 1.565 .162 .850

Teaching method *Cognitive level 13.334 2 6.667 .691 .503

Total

Teaching method 1301.817 1 1301.817 9.946 .002*

Cognitive level 184.724 2 92.362 .706 .496

Teaching method *Cognitive level 90.082 2 45.041 .344 .710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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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세 하위 범주를 합한 점수인 창의적 사고력의 경

우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두 실험반의 교정 평균이

통제반의 교정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창의적 사고력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

Table 8. Two-way ANCOVA results by science achievement & teaching method for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SS df MS F p

Fluency

Teaching method 271.602 1 271.602 6.752 .011*

Science achievement 206.289 2 103.144 2.564 .082

Teaching method *Science achievement 3.528 2 1.764 .044 .957

Flexibility

Teaching method 28.398 1 28.398 3.318 .072

Science achievement 33.386 2 16.693 1.950 .148

Teaching method *Science achievement 18.207 2 9.103 1.064 .349

Originality

Teaching method 182.892 1 182.892 19.443 .000*

Science achievement 33.270 2 16.635 1.768 .176

Teaching method *Science achievement 2.718 2 1.359 .144 .866

Total

Teaching method 1185.882 1 1185.882 9.378 .003*

Science achievement 662.449 2 331.224 2.619 .078

Teaching method *Science achievement 39.854 2 19.927 .158 .854

*

p<.05 

Table 7. Mean,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eative thinking skills by science achievement level

Achievement 
level

Category Group Person
Pre test Post test

Adj. M
M SD M SD

High

Fluency
Experiment 11 21.82 4.79 24.82 7.03 24.49

Control 19 17.26 7.29 17.95 6.56 18.14

Flexibility
Experiment 11 12.91 1.97 13.36 2.73 12.78

Control 19 10.11 3.14 10.47 3.32 10.81

Originality
Experiment 11 6.00 2.53 7.82 5.49 7.78

Control 19 5.63 3.96 4.53 2.80 4.55

Total
Experiment 11 40.73 8.38 46.00 13.70 45.16

Control 19 33.00 13.99 32.95 12.09 33.44

Medium

Fluency
Experiment 20 19.55 7.53 20.60 7.20 18.67

Control 21 12.29 7.78 11.62 6.25 13.46

Flexibility
Experiment 20 10.65 3.30 11.05 2.61 10.48

Control 21 8.14 4.05 7.67 3.44 8.21

Originality
Experiment 20 5.05 4.27 6.70 3.72 6.27

Control 21 3.43 2.94 2.43 2.18 2.84

Total
Experiment 20 35.25 13.91 38.35 12.73 35.25

Control 21 23.86 14.49 21.71 11.06 24.67

Low

Fluency
Experiment 18 12.17 5.58 14.83 7.79 13.59

Control 12 7.27 4.67 8.92 5.40 10.79

Flexibility
Experiment 18 7.78 2.34 8.39 3.36 8.12

Control 12 5.50 3.68 6.33 2.64 6.73

Originality
Experiment 18 2.94 1.95 4.83 3.24 4.61

Control 12 1.67 1.97 2.42 2.23 2.76

Total
Experiment 18 22.89 8.89 28.06 13.71 26.03

Control 12 14.33 9.87 17.67 9.98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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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학생들의 성별 사이에 상호 작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 공변량 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이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력과 그 하위 범주인 유창성, 융

통성 그리고 독창성에 대하여 교수 기법과 성 별의 상호

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다시 말하면 본 연

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

향은 학생들의 성 별에 상관없이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려는 최근 우리나

라의 교육 정책에 맞추어서, 융합 인재 교육의 다양한 목

표 중에서 인지적 측면, 특히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

을 위하여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S, T&E,

A, M의 측면으로 발산적으로 시각화하는 통합형 마인드

맵을 개발하고 한 학기 동안 다양한 형태로 적용하였다.

Table 10. Two-way ANCOVA results by gender & teaching method for the creative thinking skills

Category SS df MS F p

Fluency

Teaching method 332.280 1 332.280 8.872 .004*

Gender 352.518 1 352.518 9.412 .003*

Teaching method *Gender 28.596 1 28.596 .764 .384

Flexibility

Teaching method 37.554 1 37.554 4.365 .039*

Gender 25.732 1 25.732 2.991 .087

Teaching method *Gender 2.769 1 2.769 .322 .572

Originality

Teaching method 182.459 1 182.459 19.738 .000*

Gender 33.661 1 33.661 3.641 .059

Teaching method *Gender .022 1 .022 .002 .961

Total

Teaching method 1375.102 1 1375.102 11.316 .001*

Gender 848.558 1 848.558 6.983 .010*

Teaching method *Gender 53.104 1 53.104 .437 .501

*

p<.05 

Table 9. Mean, standard deviations and adjusted means for the score of creative thinking skills by gender

Gender Category Group Person
Pre test Post test

Adj. M
M SD M SD

Male 

Fluency
Experiment 20 14.65 8.02 16.40 9.14 15.63

Control 24 11.67 7.82 10.00 4.77 10.64

Flexibility
Experiment 20 9.45 3.89 9.85 4.52 9.24

Control 24 7.38 3.98 7.21 2.89 7.71

Originality
Experiment 20 4.05 3.36 5.40 4.57 5.31

Control 24 3.63 3.52 2.46 2.28 2.54

Total
Experiment 20 28.15 14.70 31.65 17.59 30.11

Control 24 22.67 14.89 19.67 9.38 20.95

Female

Fluency
Experiment 29 19.21 6.46 21.52 6.92 20.13

Control 28 14.00 7.92 16.14 7.61 17.58

Flexibility
Experiment 29 10.55 2.85 11.10 2.43 10.75

Control 28 9.00 3.92 9.39 3.86 9.76

Originality
Experiment 29 4.79 3.43 6.86 3.72 6.69

Control 28 4.00 3.51 3.82 2.72 4.00

Total
Experiment 29 34.55 11.46 39.48 11.77 37.54

Control 28 27.00 14.98 29.36 13.62 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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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 마인드맵은 80% 이상의 학생들이 시각형 학습 양

식을 지닌 교실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

키기 위해 선택하여 개발한 창의적 사고 도구로서, 이는 학

생들에게 중심 과학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다양한 측면

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어 학습한 과학

개념이 다른 분야(기술, 공학, 예술, 수학)와 밀접하게 관

련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평소에는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다양한 측면으로 방사

사고를 펼쳐보는 기회를 갖게 해주는 의미를 지닌다. 통

합형 마인드맵 활동은 정규 과학 교과 시간의 중단원 개념

적용 단계에서 진행하였으며, 실험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개인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총 10회, 모둠 별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총 10회, 학급 공유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

총 3회를 경험하였다. 실험반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신

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p<.05).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협의로 정의하여 발산적 사고라고 하였고 그

하위 범주를 분석한 결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에서도

모두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다(p<.05). 

둘째, 본 연구의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은 인지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성 별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교수

기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성 별에 관계없이 창의적 사고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별도의 수업이 아닌 정규 중학교 2학년 과

학 교과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S, T&E, A, M 측면에서 발

산적으로 시각화하는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을 한 학기

동안 경험한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에 대해 교수 기법과 인지 수

준, 학업 성취도 수준, 성 별과의 상호 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형 마인드맵’ 교

수 기법은 학생들의 인지 수준, 학업 성취도 수준, 성 별

에 관계없이 학교 정규 교과 수업 시간 내에 활용할 수 있

는 융합 인재 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보충하면 좋을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생들도 쉽게 사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마인드맵이 개발되었고 이

제 스마트폰이나 테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의 형

태로도 제공되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마인드

맵은 내용과 그림의 수정 및 추가가 쉽고 이미지 자료를

삽입할 수 있어 마인드맵 작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인드 맵 결과물을 웹을 활용하여 포트폴

리오 할 수 있어 교사 및 학생 간 상호 평가와 그에 따른

피드백이 쉽고,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으며 다양한 형

태로 문서 변환이 가능하고 컴퓨터 기능을 이용해 실시

간으로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은

스마트 교육 환경에 알맞은 교수 기법의 형태로서 의미

를 지닌다.41 또한 제2차 과학 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

계획에 근거하여 융합 인재 교육의 현장 확대를 위하여

스마트 디바이스를 도입한 미래형 과학 교실을 설치하는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42 아직 디지털 마인드맵을 활용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이러

한 학교 학습 공간의 변화 추세에 맞추어 디지털 마인드

맵을 활용한 통합형 마인드맵 활동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면 마인드맵에 대한 새로운 교수 방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며 융합 인재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수 기법

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둘째, 융합 인재 교육 정책을 실제로 학생들과 실천하

는 것은 교사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그 성공은 교사의 공

감과 준비에 달려있다. 그러나 교사들은 융합 인재 교육

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편이

다. 융합 인재 교육을 업무 증가를 가져오는 추가적인 교

육 활동으로 오해하고 있어 관련 업무와 수업에 참여할

의향이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12 따라서 융합 인재 교

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사 연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융합 인재 교육의 다양한 목표 중에서

인지적 측면의 향상을 목표로 하였다. 기초 과학과 응용

과학의 융합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학생들이 기초 과학과

인간 생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기초 과학의 학습 필요성과 과학 동기를 고취시킨다.43 이는

융합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 역시 융합 인재

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4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교수 기법에 융합에 대한 태도인 정

의적 영역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고 그 효

과를 학생들의 융합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는 연구

를 진행한다면, 융합 인재 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통합형 마

인드맵 교수 기법은 더욱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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