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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가 창의융합 역량을 증진시키는 지 알아보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
의 원시실험연구이다. C시 C대학교 대학생 30명을 2020년 3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자료수집 하였다. IBM SPSS 
25.0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평균 0.63점 향상
(p<.001), 비판적 사고성향은 1.06점 향상(p<.001), 셀프리더십은 0.53점 향상(p<.001), 자기통제력은 평균 0.51점 향
상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본 연구를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가 창의융합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현 세대의 대학생들에게 창의융합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웹 미디어를 글쓰기 수업의 텍스트와 도구로 동시에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 효과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미디어를 활용한 대학생의 맞춤형 글쓰기 교육이 요구된다.
주제어 : 미디어 글쓰기,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 

Abstract This was a single group pretest-protest pre-experimental study designed to find out whether 
writing using media enhances creative convergence capacity. Data were collected from 30 C university 
students in C city, from March 1st to July 15th, 2020. Analysis was done using IBM SPSS 25.0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was enhanced by an average of 0,63 points (p<.001), critical thinking tendency by 1.06 points (p<.001), 
self-leadership by 0,53 points (p<.001), and self-control by an average of 0.51 points, so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001). Writing using media had the effect of improving creativity and integration 
cap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programs for creativity and integration enhancement at university-level. Also, follow-up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writing education by utilizing web media as text and tools 
simultaneously and customized university-level writing education utilizing media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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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는 디지털 혁명시대로, 기술 측면의 융합뿐 
아니라 지식에서도 다분야 학문을 융합하는 시대이다. 급
변하는 사회 속에서 미래를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
해 기존의 지식전달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복합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재[1]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들은 교육 목표를 재설정하였다[2]. 
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한데, 창의성
이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독특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결합하거나 차별화된 방법으로 서로 연계시키는 능력이
다[3].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창의적 사고력, 지식과 
경험, 내적 동기를 제시했다. 창의적 사고력이란 창의적 
인지와 비판적인 사고의 결과이며, 창의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고, 자신이 하는 일
에 스스로 의미나 가치를 찾아 누군가의 평가에 좌우되
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내적 동기이다[4].

창의적 사고와 함께 지식정보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사
고는 비판적 사고이다[5]. Kim 등[6]은 국내외 전문가들
의 개념 정의를 분석하여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어떤 견
해를 받아들일지 또는 어떤 행위를 할지를 결정하기 위
해서, 주어진 언어적 · 비언어적 자료(진술 등 언어적 표
현과 비언어적 행위)의 논리적 구조와 의미에 대한 파악
을 토대로 개념, 증거, 준거, 방법, 맥락 등을 고려하여 최
선의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사고”라고 정의하였다. 

창의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스로 흥미와 열정을 갖
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높은 자기주도성을 
보인다[3]. 이는 개인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 변화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자
기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인지적과정과 행동적 과
정을 의미하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과 유사한 
특성이다. 또한 셀프리더십을 적극적으로 발휘할수록 비
판적 사고능력도 높으며 전통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벗
어나 하고자 하는 과업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자기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자기통제력도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
[7]. 셀프리더십이 높은 학생들은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잘 통제하고 조절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셀프리더십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자신을 
이끌어 가는 영향력이라는 점[9]을 고려할 때, 셀프리더
십은 자율성과 통제성을 심어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10]. 이
는 개인의 행동, 사고, 정서,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으로,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노력하려는 능력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들을 조절하려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기통제력[11]과 연결된다. 자기 통제력
(self-control)은 사회적·교육적 차원에서 언어 및 신체
적 활동의 강도, 빈도, 그리고 지속성을 조절하는 능력과 
적당한 목표에 적절히 대비하여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2]. 즉 자기 통제력은 반복적인 작업에 주의를 
분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13]. 

창의성 교육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대학생 시기
[14,15]로 융복합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은 복합적이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다
각도로 모색하여 최적화 된 해결책을 도출하는 정신적 
능력이다[16].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글쓰기가 
강조되는데[17,18], 글쓰기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비판
적인 시각에서 선별하고, 학문의 경계를 허물고 종합적으
로 접근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보는 유연한 사고 능력과 
문해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고루 활용하여야 하기 때문이
다[4,16]. 이에 따라 현재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은 변
화가 요구되며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2,16,19-21],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소수이며 대부
분 글쓰기 교육방법의 기술(description)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22-25]. 

대학에서 주로 글쓰기 수업의 대상이 되는 1, 2학년은 
SNS를 통한 대인관계 형성은 물론이고 교육 및 학습, 여
가와 취미 생활, 생산과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
는 세대로서[26] 웹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사고하고 비판
하며 성장하므로 글쓰기 교육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
이 요구된다[27]. 

글쓰기에 활용할 미디어로는 블로그를 선정하였다. 블
로그는 타 SNS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이나 견해를 뚜렷하게 제시하기에 적합하고 쓴 글을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
폼이다 [25,28,29]. 또한 게시글을 중심으로 댓글 커뮤니
케이션이 다중적으로 발생하고 트랙백을 통해 관련 논의
의 확장이 가능하므로 글쓰기에 적합한 웹 미디어라고 
판단하였다. 

미디어 활용 글쓰기 수업 내용은 선행연구
[23,27,28,30]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동영상을 
텍스트로 인식하기, 두 번째, 텍스트 자료를 제시하여 사
고를 확장하기, 셋째, 글쓰기 및 피드백의 3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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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생들은 동영상을 요약, 정리하거나 질문을 만
들고, 텍스트를 이용하여 배경지식을 습득함과 동시에 분
석하고 비판하며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
식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답을 찾으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블로그에 글쓰기를 통해 이를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며 댓글쓰기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인적 차원을 넘어 동료들
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는 경험을 하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업 속에서 생각했던 내
용들을 정리하고 수업 전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글쓰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학생이 발달시켜야 하는 주요 핵심역량인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대학교양
교육에서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융복합 교육과정을 구성
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 참여 전후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
향,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시도하
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에게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

로그램을 제공하고, 대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1.3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것이
다.’

가설 2.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셀프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자기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항으로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
로그램을 적용한 후 대상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
한 단일군 전후설계의 원시실험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시 C대학교 대학생 중 미디어 활용 글쓰

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3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를 이해하고 참여를 서면으로 동의한 자
2)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13주(26시간)를 이

수한 자

연구대상자는 G*Power 3.1.9.4 프로그램[31]에서 연
구에 적합한 대상자 수는 효과크기 d=0.5(중간), 유의수
준(α) .05, 검정력(1-β)은 0.8을 했을 경우 최소 표본크
기는 27명으로 나와 연구대상자 수는 충족하였다.

2.3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본 연구의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은 13주차(26

시간)로 연구자는 토론 시간의 설정이나 방향전환의 필
요성이 있을 경우 개입하는 것으로 최소화하였으며, 프로
그램이 종료된 후 학생들의 블로그에 댓글 형식으로 피
드백을 하였다. 준비단계(1주차~4주차): 개인 블로그 개
설 및 글쓰기에 대한 기본 교육과 추후 진행될 프로그램
에 대해 시뮬레이션 형태로 진행하며 분위기 형성에 집
중하였다. 도입단계(5주차~7주차): 글쓰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LMS에 미리 다음 주 프로그램자료
를 올린 후 첫째, 5주차 시작 전까지 블로그에 주제에 맞
추어 글을 쓰고 동료들의 블로그에 댓글을 적도록 하였
다. 둘째, 5주차 시작 전까지 LMS에 질문만들기 서식를 
올리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중 올라온 질문들에 대
해 토론하고 함께 답을 찾으며 최고의 질문을 선정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을 마친 후 학생들은 개별적으
로 새롭게 알게 된 지식, 인상적인 내용, 변화된 생각 및 
이유 등에 대해 성찰 글쓰기를 하였다. 전개단계(8주
차~13주차): 다양한 주제를 게시 → 블로그 글쓰기 & 댓
글 적기 → LMS에 질문 올리기 → 댓글 토론 → 성찰 글
쓰기를 반복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① 웹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전달
되는 내용을 해석하고 확장하고 응용하기, ② 텍스트 읽
기를 통해 분석하고 비판하면서 사고를 확장한 다음,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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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라는 또 다른 미디어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함, 
④ 이를 동료들과 함께 공유하며 댓글쓰기를 통해 자유
로운 소통이 가능하도록 함, ⑤ 질문 만들기를 이용하여 
질문을 LMS에 공유하였고 댓글과 답글 형태로 모의 토
론이 가능하도록 함, ⑥ 최고의 질문을 선택하고 성찰일
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구성 검증을 위해 교육학 전공교수 2인에게 
검토 받았다. 평가결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 훈련
의 기회가 되어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4 연구도구
본 연구의 효과검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

며, 대상자의 제 특성 8문항, 창의적 문제해결력 20문항, 
비판적 사고성향 73문항, 셀프리더십 18문항, 자기통제
력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4.1 창의적 문제해결력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2004년 서울대 심리연구실 MI

연구팀이 개발한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도구[32]로 측
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특정 영역의 지
식·사고기능·기술의 이해 및 숙달여부(5문항), 확산적 사
고(5문항), 비판적·논리적 사고(5문항), 동기적 요소(5문
항)이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3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였다.

2.4.2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은 Kim [5]이 개발한 'K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KCTDT: K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est)'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의 하위영역은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10문항), 사고의 신중성 (7문항),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5문항), 근거 확인/정확성 추구
(13문항), 사고의 개방성 (13문항), 사고의 공정성/독립
성(9문항), 지적 호기심/끈기(6문항), 사고의 자기 규제성
(10 문항)이며, 총 7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척도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력이 강함을 의미한
다. 도구의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92였
고 본 연구에서는 .95였다.

2.4.3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Manz [33]가 개발하고 Kim [34]이 수

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도구는 자기기
대 3문항, 리허설 3문항, 목표설정 3문항, 자기보상 3문
항, 자기비판 3문항, 건설적 사고 3문항의 총 18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
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의 값이 클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개발 당시
(Manz, 1986) 신뢰도는 Cronbach’s α=.87 이었고, 
Kim [34]의 연구에서는 .87,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4.4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Gottfredson과 Hirschi [35]의 자기통

제력 척도와 Kim과 Kim [36]의 자기통제 평정척도를 
Lee [37]이 수정·보완한 자기통제력 척도로 측정한 점수
를 말한다.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부터 '항상 그렇다' 5점으로, Likert 5점 척도이며 점
수의 값이 클수록 자기통제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9였다.

2.5 자료수집 및 방법
자료수집 및 연구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자료수집은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명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
터 7월 15일까지였으며, 연구자는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 절차
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동의한 37명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명한 재학생을 
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사전조사는 자기기입식 설
문지를 통해서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실시하였고, 사후 조사는 프로그램 중재를 마친 직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도중 탈락한 학생 3명과 설문
에 응하지 않은 학생 3명, 설문 작성 미비 1명으로 최종
인원은 30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진행 절차, 익명성 보

장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연구 참
여 동의서를 온라인으로 받아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와 
권리를 보호하였다. 자유의사에 따라 도중에 언제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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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포기 할 수 있고 중도포기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
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평균 25분이며, 
작성된 설문지는 온라인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는 본 
연구자 외는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잠금장치의 보관파일
에 따로 저장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잠
금장치에 보관 한 후 파쇄, 소각할 것이며, 연구자는 연구
와 관련된 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조사 자료는 숫자화 하
여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비밀과 익명이 보장됨
을 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7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WIN/25.0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유의수준 α=.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

였다. 종속변수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Shapiro-Wilk 
test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가설 검
증은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2.8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G도, C시 C대학교에서 진행한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으로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점이 있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제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20.4±4.75세이며 성별은 여성
이 20명(67.0%), 2학년이 19명(63.0%)이었고, 1년 평균 
독서량은 12.4권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증
대상자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

리더십, 자기통제력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해 
Shapiro-Wilk 검증을 실시하였고, 정규분포 하였다
[Table 2]. 

Variables Shapiro-Wilk p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914 .370
Critical Thinking Tendency .945 .884
Self-leadership .937 .345
Self-control .972 .593

Table 2. Regularity verification for dependent variables
(N=30)  

3.3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용 후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설 1.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것이다.’

제1가설 검증을 위해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
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
져(t=5.188, p<.001), 가설 1은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
로 특정 영역의 지식·사고기능·기술의 이해 및 숙달여부
(t=5.426, p<.001), 확산적 사고(t=4.130, p<.001), 비판
적·논리적 사고(t=2.397, p=.009)는 사전보다 사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동기적 요소는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1.610, p=.118).

가설 2.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제2가설 검증을 위해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
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비판적 사고성향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20.4±4.75
Gender Male 10(33.0)

Female 20(67.0)
Grade 1 11(37.0)

2 19(63.0)

Character
Extrovert 4(13.)
Introvert 11(37.0)
Mixed 15(50.0)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

Department 
Aadaptation

Adapt Well 17(56.0)
Trying 10(33.0)
Difficulty 3( 1.0)

Interpersonal 
Conflict

None 18(60.0)
Sometimes 12(40.0)

Average Reading (years) 12.4±0.57
Major Satisfaction (10 points)  6.7±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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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7.899, p<.001), 가설 2는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로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t=8.804, p<.001), 사고의 신중성
(t=7.077, p<.001),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t=6.595, 
p<.001), 근거 확인/정확성 추구(t=3.565, p=.001), 사
고의 개방성(t=2.626, p=.004),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t=12.420, p<.001), 지적 호기심/끈기(t=4.848, 
p<.001), 사고의 자기 규제성(t=3.395, p=.002)은 사전
보다 사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3.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셀프리더십이 높아질 것이다.’ 

제3가설 검증을 위해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
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셀프리더십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t=4.646, p<.001),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하부항목으로 
자기기대, 리허설, 목표설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자기보상(t=2.971, p=.006), 자기비판(t=3.834, 
p=.001), 건설적 사고(t=3.181, p=.003)는 사전보다 사
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가설 4.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
자는 사전보다 사후 자기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다.’

제4가설 검증을 위해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적
용 후 대상자의 사전과 사후 자기통제력을 Paired 
t-test로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져
(t=3.840, p<.001), 가설 4는 채택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

로그램을 적용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로 이루어진 원시실험연구이다. 

창조적 문제해결력은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사
전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결과였다. 하부영역인 특정 영역의 지식·사고기능·기
술의 이해 및 숙달여부, 확산적 사고, 비판적·논리적 사
고, 동기적 요소 모두 수업 전보다 후에 점수는 상승하였

Variables post1 test-pre test
(Mean±SD)

Paired 
t-test p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Understanding and mastery of knowledge, thinking skills, 
and skills in a specific area 0.76 ± 0.77 5.426  <.001
Diffuse thinking 0.66 ± 0.88 4.130 <.001
Critical and logical thinking 0.46 ± 1.07 2.379 .009
Motivational factor 0.26 ± 0.90 1.610 .118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0.63 ± 0.66 5.188 <.001

Critical Thinking Tendency

Value orientation for truth 1.36 ± 0.85 8.804 <.001
Thoughtfulness 1.26 ± 0.98 7.077 <.001
Motivation for critical thinking 0.80 ± 0.66 6.595 <.001
Verification of evidence/pursuit of accuracy 0.53 ± 0.81 3.565 .001
Openness of thinking 0.36 ± 0.76 2.626 .004
Thinking Fairness/Independence 1.70 ± 0.74 12.420 <.001
Intellectual curiosity/persistence 0.86 ± 0.97 4.878 <.001
Self-regulation of thinking 0.53 ± 0.86 3.395 .002
Critical thinking tendency 1.06 ± 0.73 7.899 <.001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0.26 ± 0.78 1.861 .073
Rehearsal 0.06 ± 0.98 0.972 .712
Goal setting 0.23 ± 0.21 1.070 .293
Self-compensation 0.46 ± 0.86 2.971 .006
Self-criticism 0.56 ± 0.13 3.834 .001
Constructive thinking 0.50 ± 0.86 3.181 .003
Self-leadership 0.53 ± 0.62 4.646 <.001

Self-control Self-control 0.51 ± 0.61 3.840 .001

Table 3. Differences in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tendency, self-leadership, and self-control 
between pre test/post test           (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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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동기적 요소를 제외한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Joo [38]의 학생 참여형 질문수업
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는 연구와 
STEAM교육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Cho [39]의 연구와도 동일한 결과이다. 또한 다른 
도구이긴 하지만, 웹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글쓰기의 
효과를 연구한 Kim [28]의 연구에서도 창의적 사고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고, 과학 독서록을 이용하여 창의적 문
제해결력의 효과를 검증한 Kim [40]의 연구에서도 확산
적 사고활동이 뛰어난 결과를 보여 본 연구와 일부 일치
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을 통해서 준비한 자료를 학습하고 학습된 내용을 조합
하여 글을 적고, 글의 내용에 대해 피드백을 받거나 질문 
만들기 과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와 대답을 준비할 수 있
으며, 논리적으로 대응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 과정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동기
유발이 된 상태에서 참여하게 되어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웹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작성해야 할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제
공하였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문
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동료와 연구자의 피드백을 통
해 하나의 글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학습
함으로써 생긴 결과로 파악된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미디어 활용 글쓰기 프로그램 사전
보다 사후에 점수가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였다. 하부영역인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사고의 신
중성,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근거 확인/정확성 추구, 
사고의 개방성, 사고의 공정성/독립성, 지적 호기심/끈
기, 사고의 자기 규제성 모두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점수는 상승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는 Joo [38]의 질문수업이 비판적 사고성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던 것과 같은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와 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Kim [27]의 
글쓰기 연구 결과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이 유의하게 상
승한 것과, Yi [16]의 연구에서 인문학적 사고와 글쓰기 
교육의 결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킨 것, Lee [25]의 
웹 기반 협력적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 
것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시
대에 맞게 텍스트 중심이 아닌 새로운 정보를 다각적으
로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종합하여 글쓰기에 활용하고,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조합 

및 분석하고 검증하는 성찰 글쓰기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웹 미디어 콘
텐츠를 텍스트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학습이 동시에 이루
어져 학생들은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방식을 구조화시키
고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
진다.

셀프리더십은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하부요인 중 자기보상, 자기비판, 
건설적 사고 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Kim과 
Kim [15]은 창의성 교양 수업이 셀프리더십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하위 요인별로는 자연보상 전략과 건설적 
사고 전략 요인에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며, Kim과 Myung [9]의 독서와 토론 수업도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켰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
생의 독서와 토론에 대한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자세와 질문 만들기 및 피드백을 통한 직간접적인 상호
작용 과정이 셀프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글쓰기와 피드
백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면서 논리
적이며 전략적인 사고와 설득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
견을 표현하고 타인을 설득하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 활용 글쓰
기’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문제를 찾고 이를 창의적으
로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갖게 된 성취감이 학생들을 더
욱 동기화시켜 줌으로써 도전의식을 갖고 과제 지향적으
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책임지려 하는 경향을 갖게 함
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자율성과 통제성을 심어줄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업을 보다 효과적으
로 계획하고 해결하는데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자율적이
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으로[10], 대학생이 함양해야 할 중요한 자기관
리 항목이며, 이는 의식적이고, 계획적이며, 노력하려는 
능력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충동들을 조절하려는 
능력인 자기통제력[11]과 연결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프로그램 사전보다 사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는 맵핑독서의 결과 자기통제력
이 향상되었다는 Lee [41]연구와 독서토론이 저하된 자
기통제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 Han [4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프로그
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종속변인들 중 ‘ADHD 
및 자기통제력’이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기통제력에 긍정적
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43]. 자기통제력은 행동·
사고·감정 등을 통제하는 능력으로 다양한 선택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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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충동성을 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
황에 맞게 잘 통제하는 능력으로, 성취와 만족을 얻기 위
해 자신의 과제를 완수하므로 자기통제력의 향상은 셀프
리더십의 향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44]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셀프리더십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이므로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
은 셀프리더십 향상과 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
그램은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
십,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본 대학의 핵심역량 중 하나
인 창의융합 역량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특히 웹 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사고하고, 향유
하며, 비판하고 성장하는 현 세대의 대학생들에게 웹 미
디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글쓰기를 하고 효과를 검증하였
다는 측면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의 새로운 가능성
을 보여 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창의
융합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답을 찾거나 문
제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주어진 사례에 질문을 만들고 
피드백 과정에서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들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
서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을 함양할 수 있
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성취경험
은 자기 주도성과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셀프리더십과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웹 
미디어를 글쓰기 수업의 텍스트와 도구로 동시에 활용하
여 글쓰기 교육을 진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없
으며, 본 연구 결과도 1학기 수업의 결과로 효과를 검증
한 것이라 웹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의 효과에 대한 반
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웹 미디어를 
글쓰기 수업의 텍스트와 도구로 동시에 활용하여 글쓰기 
교육 효과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플립러닝
(Flliped Learning)에 웹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를 적용
한다면 참여학생들 간의 토론 및 발표를 통해 더 나은 글
쓰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적
인 연구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도, C시 C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미디

어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해 시도된 단일군 전후설계로 이루어진 원시실
험연구이다. 

본 연구의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은 대상자
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성향, 셀프리더십, 자
기통제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며, 특히 웹 미
디어 콘텐츠를 통해 사고하고, 향유하며, 비판하고 성장
하는 현 세대의 대학생들에게 웹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
하여 글쓰기를 통해 창의융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준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작아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추후 영역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는 기본, 심화, 응용과정의 

단계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본 연구는 전공과 학과에 따라 결과의 차이를 확인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후속연구를 제언
한다.

3) 대학생의 전공별, 학과별 맞춤형 미디어를 활용한 
글쓰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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