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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개인특
성(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성취)에 따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인 A 대학에 재학 중인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 대
학에서 자체 개발된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와 K-CESA의 종합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231명이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성향 검사의 양호도 검증,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델에 대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개인특성에 따른 차
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4학년 타당화표본
에서만 두 잠재변인의 일부 하위 구성 개념 간의 관계가 유의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개인특성에 따라서는 여학
생이 남학생에 비해 사고성향이 낮았으나 일부 사고기능에서는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고 관련된 논의와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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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논의는 그 만큼 확산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으로써 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경제적 기대가 증가하면서 대학교육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속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확대 정책은 대학교육의 변화를
더욱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더하여 2008년부터 진행되었던 OECD의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s, 이하 AHELO)에 우리
나라도 참여하면서 고등교육의 학습성과와 학습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송영
숙, 2015; 진미석 외, 2011; 최정윤 외, 2013). AHELO의 일반핵심능력(generic skills)은 인지적인
영역으로써 전공과 관계없이 학습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분석적 추론력, 글쓰기
능력 등이 포함된다. 고등교육의 학습성과로서 사고능력을 주요한 성과로 포함시키고 이를 평가하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 호주, 멕시코 등에서 이루어져왔다(Nusche, 2007).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인지적 성과로서 종합적 사고력을 포함시키고 이를
평가하고자 시도해 왔다. 그러나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학습성과는 전공과 취업 등을 비롯하여 보다
다양하며, 단위 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비전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고장완
외, 2010)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 단위 대학에 쉽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사고력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등교육 과정에서 지향해야할 매우 중요한 역량이며,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고력의 개념도 명확해야 하지만 단위 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결과 사고력
증진 여부가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측정이나 프로그램 교안 등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력이라는 용어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흔히 쓰고 있고 교육에서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명료하게 개념을 정의하거나 측정하거나 교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여 새로운 가설을 정립해가
는 일련의 과정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미래 지식인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인간의 고등 사고력에 대한 개념 연구는 듀이(J. Dewey)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 지식정보화가 심화되는 과정 속에 관심이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명숙･
설현수, 2007). 그리고 사고력 교육을 가능하게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단계별로 사고력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명
숙, 2002; 김명숙, 2006; 임영식 외, 2011; 서민규, 2010; 조아미 외, 2009; 최정윤 외, 2013;
최훈, 2008; 허경철, 2013). 그러나 사고성향 보다는 사고기능에 대한 관심, 비판적 사고력 보다는
창의적 사고력에 대한 편중 현상(이진남, 2013)과 역량진단의 활용(김혜영･이수정, 2013), 사고력의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송영숙, 2015)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고등교육과정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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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과정에서 사고력 교육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정신적 측면인 사고성향에 대한
논의(김명숙, 2002; 김명숙, 2006), 고차적인 사고로써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관계(김영정,
2002; 김영정, 2005; 서민규, 2012; 조영웅, 2014)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지적인 측면으로써 사고력 측정, 정의적인 측면으로써 사고성향에 대한 측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들 간의 관계도 논의되어야 한다. 의도된 학습 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의 측정
방식은 직접 측정과 자기 보고식(self-reported)으로 간접 측정하는 방식이 있다(진미석 외, 2007).
단위 대학 차원에서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직접 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것은 문항 수 조정의 현실적인
필요성, 비용, 문제의 노출, 타당성 확보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고력 보다는 사고의 성향을 측정하는
간접측정 방식이 유리하고 교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의미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다만
사고력과 사고성향의 관계, 측정의 타당성, 교육의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관계를 검증하고 개인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프로그
램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개인배경변인과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비판적 사고 역량의 구성 개념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는 교육학 뿐 아니라 철학, 심리학 분야에서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맥락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양하다. 비판적 사고는 크게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학적으로
논의가 발전해왔다(황희숙, 2005; Pascarella & Terenzini, 2005). 그러나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듀이(J. Dewey) 이후 본격화 되었으며, 듀이 이후 본격화된 비판적 사고의 개념
논란을 종합하여 비판적 사고의 개념을 정리한 보고서가 미국철학회에서 1990년에 발간한 델파이보고
서(Delphi Report)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는 “해석, 분석, 평가 및 추론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며, 동시에 그 판단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한 증거,
개념, 방법론, 기준, 맥락의 측면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산출하려는 의도적이고
자기 규제적인 판단”이다(배상식, 2011). 이 보고서에 규정된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주어진 자료와
주장의 형식 논리 뿐 아니라 정당화 되는 이유가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형식과 내용의
통합 논리라고 해석되고 있다(김명숙, 2006).
유사한 맥락으로 Erwin(1997)은 “다른 사람의 주장에서 중심 주제와 가정을 확인, 중요한 관계를
인지, 주어진 자료의 정확성을 판단, 주어진 정보나 자료로부터 결론을 유추, 주어진 자료에 기초한
결론인지 해석, 증거나 권한을 평가, 자기 스스로 교정, 문제해결”에 대한 개인적인 능력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 사고를 개념 정의하고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최근에는 더욱 비판적
사고가 비판적 사고기능(critical thinking skills)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성향(disposition to think
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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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ly)도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판적 사고는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그러한
기능을 적용시키는 기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이러한 현상은 비판적 사고를 완전하게 측정하기 위해 사고기능 뿐 아니라 사고성향을 측정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의 개발로 이어졌다.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념 정의도 매우 다양하지만 비판적 사고성향이 포함하는 특성도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특성은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검사도구를 통해 귀납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기존의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로는 Facione 등이 델파이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작한
‘캘리포니아 비판적 사고성향검사(CCTDI: the Califo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Inventory)’, 국내에서 개발된‘K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김명숙, 2006; 김명숙･설현수, 2007)’가
있다.
<표 1> 비판적 사고성향의 특성

미국철학회*

다양한 쟁점에 관한 탐색성, 일반적으로 정보를 잘 습득해 높이려는 관심, 비판적 사고기능을 사
용할 기회에 대한 민감성, 합리적인 탐구의 과정에 대한 믿음, 자신의 추리하는 능력에 대한 자
신감, 세계의 다양한 관점과 견해에 대한 열린 마음, 대안과 의견을 고려하는 융통성, 다른 사람
의 의견을 이해함, 추리를 평가하는 공정함, 자신의 편견 등을 직면하는 정직성, 판단하거나 보류
하거나 바꾸는데 있어서 신중성, 정직한 반성에 의해 자신의 견해를 기꺼이 재고하거나 수정함,
질문이나 관심을 명료하게 진술, 복잡한 것을 다루는데 있어 질서정연함, 관련 주제에 주의집중,
사고과정 중 당면하는 어려움 견디기, 주제나 상황이 허용하는 한 정확성 추구

캘리포니아
비판적
사고성향검사

진실탐구, 열린마음, 분석성, 체계성, 비판적 사고의 자신감, 탐구성, 성숙성

K 사고성향검사

진실에 대한 가치 지향, 사고의 신중성, 비판적 사고에 대한 동기, 근거 확인과 합리적 정확성 추
구, 사고의 개방성, 사고의 공정성과 독립성, 지적 호기심과 끈기, 사고의 자기규제성

한편, 대학기관 차원에서 개발되어온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에 대한 내용을 대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A대학의 핵심역량 진단도구 중 종합적 사고력 영역에 대한 진단 검사를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종합적 사고력’이라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고자 한 것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규명하여 분석 추론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이현숙 외, 2015b). 하지만, A대학의 진단도구
특성상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응답에 의해 비판적 사고 수준이 측정되고 있음에 따라, 개인의 태도,
사고습관, 가치관과 같은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비판적 사고성향’이 주요하게 측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현숙 외(2015a; 2015b)와 유병민 외(2015a; 2015b)에 의해 개발된 A대학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종합적 사고력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크게 문제접근능력, 논리적분석력, 통합적사
고, 고차원적사고 등 4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각각의 요소별 개념을 정리하면, 문제접근능력은 ‘문제해
결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을 바탕으로 문제에 직면하여 도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논리적분석력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탐구하고 타당한 근거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며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통합적 사고는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 내용이나 정보를 분석, 비교, 평가하여 종합적인
* 김명숙(2006)의 내용을 재구성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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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제시하거나 일반화하는 사고능력’, 고차적 사고는 ‘자신의 사고 상태와 내용, 능력을 전제로
문제해결과정을 계획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사용하며 과정을 점검･제하고 결과를 반성･평가하는
사고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면, 단위학교 차원이 아닌 국가단위에서 대학생의 핵심역량을 진단하는 K-CESA(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진단
도구로, 대학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학생들의 핵심역량 중 ‘종합적 사고력’역량을 통해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기능’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비판적 사고기능 혹은 사고성향을 측정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실제적인 성과나 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화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사고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측면’에서의 비판적 사고기능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CESA에서 측정하고 있는 종합적 사고력은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으로 문제 상황을 명료화하여 인식하고, 과제 해결을 위해 추론하며, 준거에 비추어 아이디어를
판단하여 가장 타당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진단은 웹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종합적 사고력 측정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문항에 대해 읽기자료
를 읽고 에세이를 작성하면 이에 대해 평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K-CESA에서 제시하는 ‘종합적 사고력’은 크게 학생들의 평가적 사고, 대안적 사고, 추론적 사고,
분석적 사고의 4개 하위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진미석 외, 2011). 각각의 하위요소에 대한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우선, 대안적 사고의 경우, 과제해결을 위한 가설과 대안 등 아이디어 생성의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으로 설명된다. 둘째, 분석적 사고는 진술 또는 자료의 해석, 진술
또는 자료의 관계 파악(진술 또는 자료 간의 모순성 발견), 해결해야 할 과제의 이해, 과제 해결을
위한 필요 정보 파악으로 설명된다. 셋째, 추론적 사고는 진술 또는 주장에 표명되지 않은 가정을
인지하고 주어진 진술 또는 내용에 포함된 정보로부터 타당한 결론을 도출, 진술이나 주장이 어떤
특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평가적 사고는 과제 해결의
목적에 타당한 최선의 대안을 선정, 타당한 준거나 기준에 근거한 각 진술, 가설, 대안 등의 아이디어
검증, 계획된 대안을 예상되는 긍정적･부정적 결과의 견지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설명된다(한국직업능
력개발원, 201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판적 사고의 완전한 측정은 인지적 능력 측면에서 강조되는 사고의
기능과 이를 적용시키는 개인의 사고습관, 태도, 가치관 등 사고성향의 측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근 들어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판적 사고기능과 사고성향의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여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진단도구의 개발은
아직 미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두 요인간의 실증적 관계 검증이 요구된다.

2.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 관계 및 영향요인 연구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정적 상관이 있거나(김기헌
외, 2009; 유승희･강정희, 2015; 조아미 외, 2009; Facione, et. al., 1994; Profetto-McGr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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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유의한 상관이 없다는 연구(강승희, 김대현, 2006; 신경림, 하주영, 김건희, 2005)가 혼재한다.
김기헌 외(2009)의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능 간의 관계는 설명력이 높지는
않지만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체계성의 경우에는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한다.
Profetto-McGrath(2003)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없이는 비판적 사고기능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준이
하로 발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유승희･강정희(2015)는 비판적 사고기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2(p<.001)로 매우 낮다고 보고하면서 비판적 사고성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는 기질과 단기간에 변화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론적으로
비판적 사고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하위 구성개념 간에 강한
상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험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하위 구인 개념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나며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더라도
상관계수의 크기가 매우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개인 배경변인에 대한 관심은
대학교육이 비판적 사고를 함양시키는데 효과적인지, 비판적 사고 함양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할 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대학생 핵심역량 또는 학습성과의 영향요인은 학생 개인
배경변인과 학교 변인으로 구분되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핵심역량 또는
학습성과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대학효과모형에서 학생 개인 배경변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개인 배경변인을 통제하고도 대학이 부가가치적(value-added)인 교육을
할 수 있는가와 밀접하다. 따라서 개인 배경변인이 비판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순수한 대학교육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학습성과 또는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개인 배경변인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년, 전공계열 등), 심리적 변인(학습동기, 학업만족, 진로정체감, 교육열망 등), 학업성취
변인(학점, 학업 성취 수준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송영숙,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비판적 사고에
대한 개인 특성의 영향요인으로 주로 학년과 성별 특성, 학업성취도 등이 논의된다. 비판적 사고기능의
학년 효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강승희･김대현, 2006; 황희숙, 2005; Pascarela &
Terenzini, 2005)와 효과가 없다는 보고(유승희･강정희, 2015; Profetto-McGrath; 2003)가 혼재한
다.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와 문제해결력(problem solving skills)에 대한 성별 효과에
대해서도 선행연구들이 일관되지 않는다(Shaizatul & Maisarah, 2015). 강승희･김대현(200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판적 사고기능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에서 역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았으나 성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황희숙(2005)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와 비판적
사고 간에도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수학보다는 국어 교과와의
상관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체로 비판적 사고와 학업성취
가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연구(Farley & Elmore, 1992; McMillan, 1987; Wilson, 1989)가
보고되어 왔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유승희･강정희, 2015)도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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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비판적 사고기능 혹은 사고성향의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에 대해서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연구들은 미흡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대학효과에 관해서는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대학마다 학생들의 수준과 특성, 프로그램의 내용, 교수-학습의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개인 배경에 따른 학습성과 혹은 핵심역량의 차이를 맥락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학습성과와 핵심역량의 구체화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정
변인에 초점을 두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공계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같은 학내 교육과정
의 영향요인과 학생 스스로 참여한 활동의 특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Pascarella
& Terenzini, 2005), 대학 내에서 학생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에 따른 성과 차이에 대한 분석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주요하게 요구되는 학습성과
혹은 핵심역량인 비판적 사고, 즉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에 대한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대학생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차적으로 개인 배경변인
이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그림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
다. 인간의 사고, 특히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정의적인 측면과 인지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이신동･이경숙, 2009; 지은림･주언희, 2012; 허경철 외, 1991; Piirto, 1992;
Urban, 1995)에 따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이 비판적 사고의 하위 구성 요인으로 상호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배경변인은 종속변인인 핵심역량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에 관한 선행연구들(강승희･김대현, 2006; 황희숙, 2005;
Terenzini et al., 1995)에서 의미있게 다루고 있는 개인 배경변인(성별, 학년, 학업성취, 전공계열)을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목적 하에 다음
3가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첫째, 대학생들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들의 개인 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취, 전공계열)에 따라 사고성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들의 개인 특성(성별, 학년, 학업성취, 전공계열)에 따라 사고기능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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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종합적 사고력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대규모 사립대학인 A 대학에 재학생 중인 2~4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적응 과정에 있는
1학년 학생들은 사고성향에 대한 진단이 2016년 6월 20일부터 2016년 8월 4일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진단 절차는 비판적 사고성향 진단과 종합적 사고력 진단의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비판적 사고성향 진단은 학내 사이트를 이용한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되었
다. 표집은 성별, 학년별, 계열별 비례층화표집으로 이루어졌으며, 표집된 2~4학년 9,028명에게
모바일 진단을 독려한 결과 최종 972명이 참여하여 응답률은 10.77%였다. 2단계 종합적 사고력
진단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대학생핵심역량진단(K-CESA: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이하 K-CESA) 중 종합적 사고력 측정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온라인
신청을 통해 동 학년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 간 교내 컴퓨터실에서 집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분석 대상은 비판적 사고성향 진단과 종합적 사고력 진단에 동시에 참여한 318명이었다. 분석 자료
정제 과정에서 사고성향 진단의 역문항 검증 결과 신뢰도가 저하되는 응답(62개), 목록별 결측이
있는 응답(1개), 계열별로 통계적인 분석을 진행하기에 참여 인원이 현저히 적은 예체능 계열(24개)이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 대상은 231명으로 분석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1>와 같다.

성별

구분

학년
계열*
총평점평균(구간)**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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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연구 대상의 특성

남학생
여학생
2학년
3학년
4학년이상
인문사회
자연공학(의학포함)
3.19이하
3.19초과 3.62이하
3.62초과

빈도
125
106
43
116
72
123
108
79
78
74
231

퍼센트
54.1
45.9
18.6
50.2
31.2
53.2
46.8
34.2
33.8
3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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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검사 도구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진단도구는 이현숙 외(2015a; 2015b)와
유병민 외(2015a; 2015b)에 의해 개발된 A대학의 자기보고식(self-reported) 핵심역량 진단도구의
종합적 사고력 영역에서 도출되었다. 본 진단도구는 문헌연구, 2차례의 예비검사, 4차례의 전문가협의
회를 통해 문항이 확정되었으며 2016년 본검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시 한 번 검증되었다.
대학생의 사고기능은 2006년부터 2010년에 걸쳐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공동으로
개발한 K-CESA 영역 중 종합적 사고력 영역으로 측정하였다. K-CESA는 웹기반으로 진행되며,
종합적 사고력 진단 방식은 수행형 평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진단 시간과 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K-CESA 핵심형 4판(4문항 45분 평가)을 사용하였다.

가. 비판적 사고성향
Siegel(1991)은 비판적 사고의 개념은 이유 평가 요소(기능적인 측면)와 태도나 성향 요소(성향적인
측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단지 기능적인 측면(ability or skills)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성향(disposition)을 강조한다(배상식, 2011). 인간의 고차적인 사고의 종류와
개념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고차적인 사고 중 하나로
제시되는 비판적인 사고는 다른 사고에 비해 사고성향이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Paul, 1982;
Ruggiero, 1984; Siegel, 1991; 김명숙, 2006; 배상식, 2011). 이러한 견해들에 따르면 인간의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고의 기능만을 측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것이며 반드시 사고성향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적인 사고성향은 “비판적인 사고에 대한 가치관, 동기,
태도, 사고습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인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하위 구인 간에 중첩현상도 존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김명숙, 2002).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사고력을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이해하고 문제를 규명하며 분석･추론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적용하고자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비판적 사고를 구성하는
개념을 논리적 분석력, 통합적 사고, 고차적 사고, 문제접근능력으로 정의하였다(이현숙 외, 2015b).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하는 태도, 사고습관,
의지(동기), 신념의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표3>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는 문제접근 9문항, 논리적분석
9문항, 통합적 사고 7문항, 고차적 사고 5문항이며 리커트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음 1점 ~ 매우
그러함 5점)를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의해 재분류함
** 학사정보를 연동하여 응답자의 총평점평균을 비율별로 구간화함
www.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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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판적 사고기능
고전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고등 정신 과정은 분류･종합･평가하는 과정(Bloom; 1956)으로 정의되
지만, 인간의 고차적인 사고의 개념은 다양한 차원으로 구분되기도 하고(Facione, 1990; Swartz
& Perkins, 1990; 김명숙 외, 2002), 하위 인지와 초인지적 측면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이경화
외, 2011). 김명숙 외(2002)는 인간의 고차적 사고력을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고차적 사고력을 구성하는 7개의 구성 개념 중 분석, 추론, 종합, 대안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력의 범주로 보고 있다. 진미석 외(2011)는 종합적 사고력을“문제해결력 혹은
탐구력, 대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력,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지적인 작용, 순수성, 정확성, 진위 여부를 평가하는 정신 능력, 자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메타인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인간의 사고력을 다양한 범주로 보면서
사고의 위계를 전제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고차적인 사고력을 규정하는 용어와
개념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고차적인 사고가 일련의 인간 정신 과정 체계를 근간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분석, 추론, 종합하는 등 비판적인 사고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CESA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적 사고력(higher-order thinking skills)은 평가적 사고력, 대안적 사고력, 추론적 사고력,
분석적 사고력을 하위 구성 개념으로 보고 있으며 에세이 작성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CESA에서 측정하고 있는 ‘종합적 사고력’을 통해 비판적 사고기능 수준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핵심형 4판에서 종합적 사고력은 각 영역별로 총점 2점씩 총 8점으로 평가된다. 평가점수는
채점위원 2인의 평균점으로 산출된다(진미석 외, 2011).
분석적 능력은 진술이나 자료의 해석과 관계 파악, 해결해야 할 과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 추론적 능력은 진술이나 주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맥락적인 가정을 이해하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 평가적 능력은 최선의 대안을 선정하기 위해 진술이나 가설, 대안 등을 타당한
기준에 따라 검증하고 계획된 대안을 결과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 대안적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대안 등 아이디어 생성에 대한 창의적 사고의 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표 3>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도구의 관련성

구성요인
문제접근
능력
논리적
분석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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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의 종합적 사고력 검사
K-CESA 종합적 사고력 검사
정의적 요인
개념
세부 특성
구성요인
요인설명
문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안적 능력
신념/의지 문제를 직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acknowledging
과제해결을 위한
(동기)
해결하고자 하는 신념/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alternative
가설, 대안 등
/태도
능력
효능감/스스로 문제를
explanations/viewpoi 아이디어 생성능력
해결하려는 태도
nts)
사고습관/
의지(동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정보의 신뢰성 판단/주장의
일관성 추구/사고 과정에서
맥락 또는 근거, 준거의 타당성
추구/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따져 봄

분석적 능력
(analysis and
synthesis of
evidence)

진술 또는 자료의
해석, 진술과 자료의
관계파악, 과제의
이해와 필요 정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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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대학의 종합적 사고력 검사
K-CESA 종합적 사고력 검사
구성요인 정의적 요인
개념
세부 특성
구성요인
요인설명
주어진
진술과
상반되는 관점을 비교하여
다양한 견해와 합리성을
정보로부터
타당한
추구하려는 마음/여러
추론적
사고습관/
정보를
종합하여
결론
도출,
진술
통합적 사고
내용을 비교 평가하는
능력(drawing
태도
결론을 이끌어내는 가지태도/종합적인
(주장)이
특정한
결론과
conclusions)
능력
원리를 따르고
적용가능성 추구
있는지 인식
자신의
사고
상태와
능력에
사고습관/
사고의 과정과 대한 점검/방법과 전략 사용의
평가적
최선의 대안 선정,
고차적 사고
태도/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사고과정의 체계성 능력(evaluation of
아이디어 검증,
의지(동기) 반성적 사고 능력
evi
d
ence)
예상되는
결과 판단
점검
4. 분석도구 및 분석절차
자료 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4.0과 AMOS 21.0을 사용하였다. 신뢰도 검증, 변인
별 상관관계, 차이분석 등 기술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을 사용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비판적 사고성향과 종합적 사고력 간 관계에서 개인 특성의 조절 효과 분석은 AMOS 21.0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검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 사용된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는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에 의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유병민 외, 2015a; 유병민 외, 2016b).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K-CESA를
동시에 진행한 학생으로 제한하면서 표집이 현저히 작아졌다는 점에서 변별도와 신뢰도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각 문항의 평균은 3.56~4.28, 표준편차는 .667~.995로 문항평균이 4.28을 보이는
문제접근 8번(문제 해결 사고과정을 통한 성장 추구)의 표준편차가 .667로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 문항변별도지수(총점과 문항 간 상관)는 문제접근의 경우 .487~.660, 논리적
분석력의 경우 .509~.673, 통합적 사고의 경우 .616~.734, 고차적 사고의 경우 .669~.701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계수는 문제접근의 경우 .778(표준화: .781), 논리적
분석력의 경우 .781(표준화: .788), 통합적 사고의 경우 .775(표준화: .775), 고차적 사고의
경우 .732(표준화: .733)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판적 사고성향 30문항 전체에 대해서
는 .922(표준화: .92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도구의 요인 분석을 한 결과 요인 간의 상관계수는
.654~.725로 기존 조사 결과와 달리 통합적사고와 문제접근 사이에 .7이 넘는 관계가 나타났다.
4요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는 687.648,  는 399, TLI와 CFI는 각각 .866, .852로
.9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RMSEA는 .056으로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문항의 공통분의
크기도 모두 .337에서 .695 사이에 분포하였다. 현재 4요인 모형은 수집된 자료가 한정적인
상태로 분석의 한계가 있으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로 어느 정도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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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 및 개인특성의 영향
가. 연구모형의 교차타당도
본 연구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개인 특성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연구모형이 집단의 특성에 따른 타당화표본에
서 반복추정 되는지 그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모델추정표본(n=231)에서 최대우도추정으로 비판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2요인 측정모델이 적합한지를 살펴보았다.
개념적인 유사성을 고려하여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하위 구성요인 간 관계 반영하기
위해 지표변인의 오차변인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는 다소 논란이 있으나 5.0까지는
적절(Bollen, 1989), RMSEA는 .05이하이면 매우 양호, .10 미만이면 적당(Hu & Bentler,
1999; Kline, 2005), TLI, CFI는 .9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할
때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측정모형 부합도 검증

적합도
연구모형



26.603



21



.032

TLI

.972

CFI

SRMR

.985

.050

RMSEA
(LO90~HI90)

.058(.017~.093)

지표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를 만족하였다.
그러나 잠재변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정도로 나타나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잠재변인의 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정도(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는 모두
.7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인
사고성향
사고기능
사고성향
평가능력
추론능력
분석능력
대안능력
38

→ 문제접근: 9개 항목의 산술평균
→ 논리적분석: 9개 항목의 산술평균
→ 통합적사고: 7개 항목의 산술평균
→ 고차적사고: 5개 항목의 산술평균
→ 대안능력
→ 추론능력
→ 평가능력
→ 분석능력
↔ 사고기능
↔ 고차적사고
↔ 통합적사고
↔ 논리적분석
↔ 문제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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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효과

공분산

  



  



.866
.825
.838
.796
.636
.609
.813
.536

.069 14.439
.070 13.698
.073 13.907
.221 6.499
.212 6.345
.209 6.851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6
-0.007
0.002
-0.01
0.006

.007 .971
0.007 0.971
0.006 -1.136
0.008 0.268
0.007 -1.477

.332
.332
.256
.78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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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추정표본에서 적합도가 검증된 측정모형을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 타당화표본을 통해 반복추
정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요인구조, 요인부하량, 요인 간 공분산, 지표변인의 오차분산을 차례로
제약하여 위계적으로 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성별, 학년별, 학점별, 전공계열별로 요인구조
및 요인부하량까지 반복추정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학년별로는 요인 간 공분산 구조까지, 학점별로는
지표변인의 오차분산까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측정모델의 동일성이
확인되기 때문에 해당 측정도구를 통해 집단 간의 차이 분석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위계적 모델의 비교검증 결과

Model
Measurement
weights
Structural
covariances
Measurement
residuals



성별

6
3
-

∆ 

4.50
10.3
-



.609
.016
-



12
6
24

학년별
∆ 

8.08
5.43
39.2



.779
.490
.026



12
6
24

학점별
∆ 

10.2
3.59
34.5



.599
.732
.077



전공계열별
6
3
-

∆ 

.43
9.42
-



.999
.024
-

나.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
동일성이 확인된 측정모형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델추정표본
(n=231)에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개인 특성에 따른 타당화 표본에서도 두 잠재변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두 잠재변인 간의 관계를 측정모델을
통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결과는 두 잠재변인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강승희･김대현(2006), 신경림 외(2005)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두 잠재변인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구성 개념 간의 관계에서 학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4학년 타당화 표본에서
분석능력과 논리적분석의 오차변인(-.037, p<.05) 및 추론능력과 통합적 사고의 오차변인 간(.028,
p<.05) 공분산이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논리적분석 사고성향에
대해 낮게 인식할수록 분석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통합적 사고성향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추론능력 점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통합적 사고성향과 추론능력 간의 관계와는 달리 논리적분석 사고성향과 분석능력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일부 하위 구성 개념
간에는 김기헌 외(200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적인 관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는 구성개념별로 개인특성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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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05, ***  <.001

[그림 2] Structural covariances 모형의 요인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계수(4학년)

다. 대학생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
개인 특성에 따른 집단별로 본 연구모형의 요인구조와 요인부하량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요인구조 속에서 개인 특성에 따른 각 하위요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다수의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고려하여 다변량분산분석(MANOVA: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 이하
MANOVA)을 하였다. 검증결과 개인 특성이 비판적 사고성향과 종합적 사고력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문제접근, 논리적분석, 통합적사고 부문에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성향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사고기능 측정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대안능력에서는 미약한 수준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판적 사고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대학교육 효과 모형에서 성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사고성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을 수 있으나(Shaizatul & Maisarah, 2015) 사고기능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을 수 있다는
황희숙(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황희숙(2005)의 연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승희･김대현(2006)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주의깊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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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잠재변인
비판적 사고성향

종합적 사고력
*  <.10, **

하위요인
문제접근
논리적분석
통합적사고
고차적사고
대안능력
분석능력
추론능력
평가능력

 <.05, ***  <.001

남학생(n=125)

여학생(n=106)

  

  

3.94(0.51)
3.95(0.49)
3.89(0.52)
3.91(0.56)

3.81(.048)
3.76(0.51)
3.77(0.54)
3.82(0.53)
′ =.961  =2.294*
1.16(0.44)
1.27(0.41)
1.42(0.39)
1.45(0.31)
1.22(0.44)
1.22(0.41)
1.22(0.37)
1.29(0.30)
′ =.979  =1.237



(df)



4.218(1)**
8.515(1)***
3.367(1)*
1.736(1)

.018
.036
.014
.008

3.510(1)*
.374(1)
.002(1)
2.159(1)

.015
.002
.000
.009

분석결과 전공계열이 비판적 사고성향 또는 종합적 사고력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체 간 효과 검증에서는 추론능력에서 인문사회계열이 자연공학(의학포함)
에 비해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종합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값만 살펴보면 비판적 사고성향에서는 대체로 자연공학 학생들이 자신의 사고성향을 인문사
회계열 학생들에 비해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고력 측정 결과 자연공학(의학포함)계열
학생들의 점수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에 비해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공계열은 주로 개인 배경변인으로 많이 포함되고 있으나 전공계열마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수-학
습의 환경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의 변인(Pascarella & Terenzini, 2005)으로 매개효과나
조절효과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인문사회계열 학생들과
자연과학계열(의학포함) 학생들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교차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황희숙
(2005) 연구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8>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잠재변인
비판적 사고성향
종합적 사고력
*  <.10, **

하위요인
문제접근
논리적분석
통합적사고
고차적사고
대안능력
분석능력
추론능력
평가능력

인문사회(n=123)
자연공학(n=108)
  
  
3.85(0.56)
3.91(.042)
3.83(0.56)
3.90(0.45)
3.80(0.56)
3.88(0.50)
3.88(0.59)
3.86(0.50)
′ =.982  =1.109
1.23(0.46)
1.19(0.40)
1.47(0.36)
1.41(0.35)
1.28(0.44)
1.16(0.40)
1.25(0.37)
1.25(0.30)
′ =.972  =1.637



(df)

.662(1)
1.160(1)
1.193(1)
.083(1)
.074(1)
.209(1)
.752(1)**
.001(1)



.003
.005
.005
.000
.392
1.654
4.253
.009

 <.0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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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학년은 비판적 사고성향과 종합적 사고력에 어떠한 차이도 발생시키지 않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오히려 4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다른 학년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력 측정 결과에서도 분석능력과 평가능력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에 대해서도 역시
효과가 있다는 보고와 없다는 보고가 혼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 결과는 효과가 없다는 보고(유승희･강정
희, 2015; Profetto-McGrath; 2003)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학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잠재변인
비판적
사고성향

종합적
사고력
*  <.10, **

하위요인

2학년(n=43) 3학년(n=116) 4학년(n=72)

문제접근
논리적분석
통합적사고
고차적사고

3.88(0.51)
3.88(0.51)
3.90(0.54)
3.81(0.57)

대안능력
분석능력
추론능력
평가능력

1.13(0.35)
1.38(0.35)
1.20(0.39)
1.22(0.30)

  

  

3.87(0.49)
3.89(0.51)
3.82(0.53)
3.89(0.55)

  

3.88(0.52)
3.80(0.51)
3.82(0.54)
3.86(0.54)
′ =.965  =1.002
1.24(0.44) 1.19(0.46)
1.43(0.36) 1.48(0.36)
1.26(0.41) 1.18(0.46)
1.25(0.35) 1.28(0.34)
′ =.958  =1.209



(df)



.010(2)
.713(2)
.441(2)
.400(2)

.000
.006
.004
.003

.266(2)
.127(2)
.138(2)
.091(2)

.012
.009
.007
.007

 <.05, ***  <.001

학점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학점에 따른 비판적 사고성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으나 사고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학점이 높은 그룹에서 자신의 비판적 사고성향을
높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사고력 측정 결과에서는 학점 특성에 따른 일관된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비판적 사고성향의 하위요인 중 특히 고차적사고에서는 중간 성적대의 학생들이 다른
성적대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사고성향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성취도와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는 외국 연구에서 정적인 관계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황희숙, 2005; Farley &
Elmore, 1992; McMillan, 1987; Wilson, 1989), 본 연구 결과 학점과의 관계를 일관되게 해석하기
어려운 상태로 주의깊은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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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학점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잠재변인
비판적
사고성향

종합적
사고력
*  <.10, **

하위요인

3.19이하
(n=79)

3.19초과3.62이
하(n=78)

3.62초과
(n=74)

문제접근
논리적분석
통합적사고
고차적사고

   

3.86(0.51)
3.83(0.53)
3.85(0.55)
3.93(0.51)

   

  

대안능력
분석능력
추론능력
평가능력

1.17(0.50)
1.40(0.35)
1.25(0.46)
1.23(0.37)

3.86(0.51)
3.86(0.53)
3.83(0.53)
3.74(0.58)

3.92(0.48)
3.90(0.46)
3.82(0.52)
3.94(0.55)
′ =.932  =2.022**
1.24(0.38)
1.22(0.41)
1.47(0.36)
1.45(0.35)
1.15(0.42)
1.26(0.39)
1.25(0.35)
1.27(0.30)
′ =.957  =1.244



(df)



.394(2)
.401(2)
.063(2)
3.149(2)**

.003
.004
.001
.027

.519(2)
.871(2)
1.586(2)
.219(2)

.005
.008
.014
.002

 <.05, ***  <.001

3. 연구의 제한점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을 검사하는 진단도구는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비판적
사고성향 진단도구는 비판적 사고성향만을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되었다기 보다는 A 대학이 지향하는
핵심역량 전체에서 한 부분에 해당하는 지표로 개발된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 사고 또는 인간의
고등 사고 기능에 대한 문헌과 전문가협의회, 2차례의 예비조사를 거쳐 타당화되었지만 진단의
효율성 확보, A 대학이 지향하는 다른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제거된 문항도 다수 존재한다. 또한
K-CESA와의 연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이 다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K-CESA는 하위구인인 대안능력에서 창의적
사고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등 A 대학에서 사용한 검사도구의 하위 개념들과 정확히 매치되지
않을 수 있다.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항의 내용과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근거로 다소 작위적으로 관계를 설정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역량진단도구의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뿐 아니라
효율성과 간편성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개별 대학에서 자기보고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역량 진단도구들 중 비판적 사고의 관점에서 K-CESA와 연계하여 분석한 경험적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존재하더라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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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영향요인으로
알려진 개인특성(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성취)에 따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인 A 대학에
재학 중인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A 대학에서 자체 개발된 비판적 사고성향 검사와 K-CESA의
종합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231명이었다.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사고성향
검사의 양호도 검증,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의 관계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측정모델에
대한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개인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두 잠재변인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4학년 타당화표본에서는 두 잠재변인의 하위 구성 개념 중 논리적분석과 분석능력,
통합적사고와 추론능력 간에 미약하나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크기가 매우 낮거나(유승희･강정희, 2005), 하위 구성 개념 중 일부는 부적인 관계를 보이거나(김기헌
외, 2009),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경우가 보고(강승희･김대현, 2006; 신경림 외, 2005)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이 이론적으로 강한 관계(김명
숙, 2006; Pascarella & Terenzini, 2005)를 보이더라도 사고성향은 단시간에 개발되지 않거나(유승
희･강정희, 2015) 혹은 매우 정교한 수업설계를 통해서만(최훈, 2008) 일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구성개념 간 관계는
학년에 따른 조절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을 함께 개발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구성 과정에서 학년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4학년에서
논리적분석 사고성향이 낮을수록 분석적 능력 점수가 높았고, 통합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추론적
능력 점수가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학년에서 하위 구성개념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난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4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논리적분석 사고성향 점수가 낮았으나 다른 학년에 비해 분석적
능력 점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4학년의 경우 일상적인 상황에서 논리적 분석에 대한 자신의 사고습관,
태도, 가치관 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는 구인 개념을 살펴볼 때 복잡한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측정한 논리적 분석 사고성향
검사가 진술 또는 자료를 해석하거나 모순성 등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 해결할 과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능력을 측정한 분석적 능력 검사에 비해 더 많은 구성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개인특성이 다른 집단에도 비판적 사고성향과 사고기능 검사도구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잠재변인에서 하위 구성개념 간의 상관성을 가정하고 MANOVA를
통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인특성 중 성별에 따른 차이 분석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비판적 사고성향은 낮았으나 사고기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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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izatul & Maisarah(2015)와 황희숙(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승희･김대현
(2006)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희숙(2005)과 강승희･김대현(2006) 연구는
사고기능 측정을 위해 동일하게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를 사용하였으나, 황희숙
(200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강승희･김대현(2006)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두
개 연구 간에도 설계상의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CESA를 활용하여 사고기능을 측정하였고
사고기능 전체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대안능력에서만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근소하게 높았다
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학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 비판적 사고성향과 비판적 사고기능에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능력과 평가능력에서만 평균이 상승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미국의 경우 대학교육 효과로서 비판적 사고의 순 증가 효과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그러나 본 연구결과 학년에
따라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의 통계적인 차이를 찾을 수 없었고 이러한 결과는 유승희･강정희(2015)와
도 일치한다. 비판적 사고성향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기능 역시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횡단 분석보다는 종단 분석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며 표집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개인특성을
통제한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사고성향의 경우 기존의 1~2차 예비조사에서 학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표집의 문제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점에 따른 사고성향의 차이분석 결과, 학점이 높은 집단일수록 문제접근과 논리적분석 사고성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차적사고에서는 중간
성적대의 학생 집단에서 다른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차적사고는 ‘자신의
사고상태와 능력에 대한 점검,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과 전략 사용의 적절성 점검, 사고과정의 체계성
점검’ 등 반성적인 사고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점이 낮거나 높은 학생에 비해 자신의 사고과정을
돌아볼 유인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고기능의 차이분석 결과, 학점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학년 효과와 마찬가지로 학점 역시 외국 연구에서는 정적인 관계(황희숙, 2005; Farley
& Elmore, 1992; McMillan, 1987; Wilson, 1989)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 반면, 본 연구 결과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A 대학 학점 평가방식이 사고력을 측정하기 보다는 지식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 K-CESA가 글쓰기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에세이방식
으로 사고기능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A 대학 학점 평가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학점 평가방식이나 수업 내용 및 진행의 특성과 비판적 사고의 관련성은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공계열에 따른 사고성향의 차이 분석 결과 고차적사고를 제외하고
자연공학계열(의학포함) 학생들이 다소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사고기능 점수는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이 높았으며, 특히 추론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황희숙(2005)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내용과 연결지어볼 수 있다.
외국은 수학 교과에서 비판적 사고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국어 교과에서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 황희숙(2005) 연구는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공학계열의 수업
진행이나 학점 평가 방식이 사고력 교육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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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를 제안하면 전공계열에 따른 효과는 추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고력을 증진시키기에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 설계, 학점 평가 방식이 전공계열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대학 내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외국의
경우에도 전공과 비판적 사고 간의 관계에서 일관된 결론을 확인하기 어렵다(Pascarella &
Terenzini, 2005). 최근에는 비판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습 과정변인으로써 전공계열,
학생 자신의 학습경험 내용 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전공계열을 조절효과로 분석하거나
다른 개인 배경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비판적 사고성향 뿐 아니라
창의적 사고성향이 K-CESA의 종합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성향과 사고기능이 이론적으로는 밀접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같이 개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사고기능 뿐 아니라 사고성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및 진단도구 개발 노력도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지식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고, 인지적인
측면의 인간 사고력을 뛰어 넘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은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기관으로서
미래 지식인을 배출할 책무성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능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상적인 상황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태도, 습관, 가치관 등을 길러주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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