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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 병 희*
한국교원대학교

본 연구는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사고 도구(thinking tools) 중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의 6가지 사고 도구를 중심으로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창의성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사후 창의성 점수의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또한 유창성, 독창성, 정
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하위요인별 평균 점수의 차이에서도 사후 검사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 되었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서는 사후 검사의 평균이 사전 검사보다 낮게 나타
났다. 본 연구 결과는 창의적 사고 과정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제안된 사고 도구가 각 교과를 통합하는
준거로서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창의성, 창의적 과정, 사고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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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의성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된 Guilford(1950) 이후 지금까지 60여 년간의 역
사를 거치며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의 정의를 바탕으로 4P라 불리는 창의적인 사람(person), 창
의적인 산출물(product), 창의적인 과정(process), 창의적인 환경(press)의 접근법으로 연구되고
있다(Rhodes, 1961). 이 중 창의적인 개인의 공통적인 성격이나 태도 등에 주목하는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예, Amabile, 1995: Mackinnon, 1962; Perkins, 1981; Simonton, 1984)와, 2차적
인 변수로서 창의성을 조력하는 영역(domains), 분야(fields), 상황(contexts)에서의 창의적 환경
에 대한 연구(Tardif & Sternberg, 1988)는 창의성의 발현 및 개발을 위한 직접적인 교수-학습
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산물에 대한 연구는 산물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판단을 가능하게 하지만 생산적인 개인에 대해서만 창의성의 객관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산물은 영역 내에서 필요한 의사소통의 양식일 뿐 그 영역 내의 일반적이
고 창의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Root-Bernstein & Root Bernstein, 2004), 개인의 창
의적 잠재력과 수행사이의 불일치(Runco, 2004)의 이유로 창의성 개발 및 신장을 위한 교육의
관점에서 본질적인 논의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의성을 개발하고 신장
하기 위한 대부분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은 창의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측면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창의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임규혁, 임웅, 2007; 김영채, 2010).
창의적인 과정이란 창의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process)과 절차(procedure)에 해당하는
방법(how)을 아는 것으로(김영채, 2010), 김영채(2010)는 창의적인 과정의 방법을 수행할 수 있
는 것을 기능(skills),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략
(strategies)이라고 하였다. 즉 창의적 과정으로서의 창의성 교육은 사고 기능과 전략을 교수-학
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고 기능과 전략에 대해 김영채(2004)는 사고 과정을 크게 초인지 조작(초인지 사고)과 인지
조작(사고 기능과 전략)으로 나누고, 사고 기능과 전략을 3단계의 기초적 사고 기능(관찰, 추론,
미시적 사고 기능 등), 발달적 사고 기능(개념 형성, 설명, 예측, 가설 형성 등), 복잡한 사고 전
략(문제해결, 의사 결정,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으로 구분하였다. Sternberg(1988, 1990, 1994)
는 기존의 사고 양식(style)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개인의 사고 양식을 기능, 형식, 수준, 범위,
경향성으로 범주화 하는 정신자치제 이론(theory of mental self-government)을 주장하였으며,
그 중 사고 기능은 자신의 규칙을 창조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과제 수행을 선호하는 입법적
사고양식, 기존의 규칙에 따라 과제 수행을 선호하는 행정적 사고양식, 규칙을 판단하고 평가하
기를 좋아하는 사법적 사고양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성은현, 하종덕과 전경원(2008)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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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력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창의적 사고 기능의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적 과정에 대한 연구에는 교수-학습 측면에서 ‘어떤’ 사고 기능과 전략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고 기
능과 특정적인 사고 기능의 역할 및 영향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사고 기능에 대한 입장은 일반적인 사고력이 존재하며(Guilford, 1950; Bloom, 1954), 정보처리
이론에서는 읽기, 쓰기 등의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기능을, 인지주의 학습이론에서는 여러
교과에 적용되는 초인지 전략과 학습 기능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에 일반적인
사고 기능의 작용을 강조한 반면(김경자, 김아영, 조석희, 1997), 특정적인 사고 기능에 대한 입
장은 특정 과제나 특정 교과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고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과를 중
시하는 인식론적 입장과 확산적 사고 기능의 제한적 역할에 대한 연구 결과(예, Amabile, 1996;
Baer, 1996, Han & Marvin, 2002; 이화선, 최인수, 2007)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위와 같은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사고 기능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 중에서 일반적인 사고
기능으로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은 13가지의 공통적인 사고 도구를 제안하였다.
높은 수준의 과학 창의성과 예술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공통적인 사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관찰(observing), 형상화(imaging), 추상화
(abstracting), 패턴인식(pattern recognizing), 패턴형성(pattern forming), 유추(analogizing), 감정
이입(empathizing), 몸으로 생각하기(body thinking), 차원적 사고(dimensional thinking), 모형 만
들기(modeling), 놀이(playing), 변환(transforming), 통합(synthesizing)의 13 가지이다.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사고 과정으로서의 공통적인 사고 도구를
살펴보면, 세상에 관한 모든 지식은 처음에는 우리의 오감을 이용한 관찰을 통해 습득되며, 이
러한 느낌과 감각을 다시 불러내거나 어떤 심상으로 만들어 머릿속에 떠올리는 능력을 형상화
라 한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람들은 복잡한 사물을 단순한 몇 가지 원칙들로 줄여 나가는 추상
화를 하며, 이 추상화는 자연의 법칙과 수학의 구조, 언어와 춤, 음악의 운율을 발견하는 등의
패턴인식, 단순한 요소들을 다른 방법으로 조합하는 패턴형성으로, 패턴 속의 패턴을 인식하는
유추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우리의 사고는 언어와 상징 이전에 어떤 떠오르는 생각의 느낌을
몸으로 생각하며,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나를 잊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감정이입을 경험하며,
어떤 평면적인 대상을 3차원 이상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생각하는 차원적 사고를 통해 이전의
추상화, 유추 등의 사고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대상과 개념을 모형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몸으
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모형 만들기 등의 생각도구를 바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게
생각하며 기존 과학과 예술, 기술의 한계에 장난스럽게 도전하는 놀이의 과정을 거치며, 하나의
사고 도구와 다른 사고 도구 사이 그리고 공식적인 의사전달 언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24 창의력교육연구, 제11권 1호

과정을 거쳐, 관찰, 형상화, 감정이입과 기타 생각도구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통합으로 마무
리 된다.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은 13가지의 공통적인 사고 도구를 활용하여 학생들에
게 보편적인 창조의 과정을 가르치고, 창조의 과정에 필요한 직관적인 상상의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예술과 과학 등을 통합하는 다학문적인 교육을 통해 교과 간의 경계를 성공적으로 허문
사람들의 창조의 과정을 모방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 도구를 활용한 통합교육의 목표라고 하였
다. 이는 일반적인 기능이 넓은 범위의 구체적이고 교과외적인 상황에 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며(Plucker, 1998), 학교교육의 목표는 폭넓게 적용 가능한 기능과 이론적인 원리를 일반
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Resnick(1987)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고 기능 및 도구 교육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 과정
의 바탕이 되는 사고 기능 및 전략으로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공통
적인 사고 도구를 중심으로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 A 초등학교 5학년 1개 학급 학생 34명으로, 1명을 제외한 33
명(남학생 16명, 여학생 17명)이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에 끝까지 참여하였으며, 이 피
험자 집단의 사전 및 사후 창의성 검사 결과가 분석 되었다.

2. 측정 도구
가. 창의성 검사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창의성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에 각각 한국판 TTCT(도형) 표준화 창의력 검사 A형과 B형(김영채,
2006)을 실시하였다. 이 검사는 Torrance(1990a, 1990b)에 의해 개발된 TTCT(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도형 검사를 김영채(200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 한 것으로 TTCT(도형)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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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그림 구성하기, 그림 완성하기, 선 그리기의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TTCT(도형)
검사는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을 하위 요인으로 하며,
채점 결과 5가지 요인의 평균 표준점수에 창의적 강점 체크리스트 점수를 더하여 창의성 지수
를 계산한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강점 체크리스트 점수를 제외한 5가지 요인의 평균 표준점
수를 창의성 지수로 계산하였고, 연구자와 교육심리 전공 박사과정 1명이 동시에 채점한 채점자
간 신뢰도는 .92로 나타났으며, TTCT(도형) 검사의 요인별 신뢰도는 A형이 .70 - .77, 전체 신
뢰도 .76으로, B형이 .64 - .73, 전체 신뢰도는 .73으로 보고되었다(김영채, 2006).

3.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사도 도구를 중심으로 한 창의성 프로그램
은 전체 13가지의 사고 도구 중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의 6가지로 제한
하여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초등학교 5학년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대상의 속성을 관찰하고, 추상화하며, 패
턴을 인식하고, 패턴을 형성하여 유추할 수 있는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은 전체 10회기로, 각 사고 도구와 관련된 교과 학습내용을 추출
하여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회기별로 학습한 사고 도구 및 관련 학습 내용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
회기

사고 도구

1

관찰

관련 교과 및 학습내용
국어: 오감을 활용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글쓰기
미술: 대상의 특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찰하고 스케치하기
음악: 음악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어울리는 악기 찾기
수학: 여러 방향에서 본 입체도형의 모습을 상상하여 그리기

2

형상화

음악: 악보를 종이 건반으로 연주하며 음악을 상상하고 그림이나 시로 표현하기
국어: 주어진 이야기의 앞부분을 상상하여 이야기 완성하기
국어: 주어진 한 문단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

3

추상화

주어진 글을 읽고 제목 붙이기
수학: 문장제 문제를 수식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기
미술: 한 대상의 특징을 찾아 단순화하기
미술: 삼각형, 사각형, 원 등으로 타일 붙이기(tiling)

4

패턴인식

수학: 수의 배열을 보고 규칙을 찾아 문제 해결하기
음악, 국어: 동물 소리를 듣고 핸드폰 메시지 알림음 만들기

5

패턴형성

미술: 직선과 둥근 선으로 각 패턴을 만들고 패턴 결합하기
음악: 각 파트의 비트를 결합하여 새로운 패턴의 비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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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삼각형의 코흐곡선을 이용하여 눈송이 만들기
6

유추

7

관찰, 형상화

8

관찰, 형상화, 추상화

9

관찰, 형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음악, 미술: 돌림노래의 반복 패턴을 시각적 패턴으로 관계짓기
미술, 과학: 식물의 특징을 이용하여 쓰임새 있는 도구 만들기
국어, 미술: 시를 듣고 관찰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하기
음악, 국어, 미술: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미술: 캥거루의 점프하는 모습을 관찰, 형상화하여 추상화(단순하)하기, 손바닥의
손금을 추상화하기
미술: 탱그램 조각을 관찰하여 이미지를 상상하고 추상화하여 패턴 만들기
수학: 시어핀스키 삼각형을 이용하여 삼각형 패턴 만들기
국어: 시를 읽고 관찰하여 이미지를 떠올려 제목 정하기

10

관찰, 형상화 추상화, 미술, 과학: 곤충의 특징을 관찰하려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있는지 유추하기
패턴인식 유추

수학: 주어진 도형에서 나누어진 각 면적을 관찰하여 패턴을 찾고, 이 패턴을
숫자 패턴으로 만들기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인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학년 말 12월 초부터 말까지 연구가 수행 되었다. 첫째, 창의성 프로그램이 실행되
기 약 1주일 전에 피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TTCT(도형) A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표 Ⅱ
-1>에 제시된 사고 도구를 중심으로 각 교과를 통하여 이미 학습한 내용 및 관련 내용을 추출
하여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안 하였다. 셋째, 창의성 프로그램은 3주 10회기, 회
기별 40분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운영되었다. 회기별로 학습할 사고 도구의 내용을 교사가 설
명 및 시범보이고 학생들은 예시 과제를 통해 사고 도구의 활용을 익히며, 회기별 2∼3가지의
사고 도구를 적용하는 직접 교수법에 따라 진행 되었다. 프로그램 중 관찰과 형상화의 사고 도
구를 교수-학습한 7번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먼저, 학생들은 이전 프로그램에서 학
습한 관찰과 형상화의 의미를 재인 하였다. 첫 번째 활동은 관찰과 형상화의 사고 도구를 접목
하는 과정으로 교사가 들려주는 ‘시’를 듣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의 눈으로 보고, 코
로 냄새 맡고, 귀로 소리 듣고, 혀로 맛을 보고, 손으로 만져 보고, 몸으로 느끼며 관찰하여 떠
오르는 이미지를 각각 글로 적어 보았다. 이어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감각으로 관찰한 ‘시’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 음악, 동작, 그림, 도형, 숫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
다. 두 번째는 음악 교과에서 학습한 ‘엘리제를 위하여’ 감상곡을 듣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다양
한 방법으로 자세히 관찰하여 말, 동작, 그림, 도형, 숫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형상화하는 활
동을 하였다. 넷째,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TTCT(도형) B형 검사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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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다섯째, 창의성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TTCT(도형)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5. 분석 방법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사전․사후 창의성 검사에 참여한 동일한 피험자의 검사
결과로부터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피험자의 개인차에 따른 오차를 통제할
수 있는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분석에 사용된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Ⅲ. 연구 결과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에 실시한
창의성 검사의 기술 통계치, 반복 측정에 의한 분산분석 결과가 다음의 <표 Ⅲ-1>, <표 Ⅲ-2>
와 같이 나타났다.
<표 Ⅲ-1> 창의성 검사 기술 통계치(N=33)
요 인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사전 검사

사후 검사

M

SD

M

SD

83.24

15.61

123.82

14.83

73.42

13.47

88.18

21.09

109.97

20.77

93.36

27.16

정교성

57.73

2.34

68.36

5.24

성급한 종결 저항

67.88

16.05

86.45

19.63

전체 창의성

78.48

6.87

92.04

10.90

창의성 검사 결과 전체 창의성 점수는 사전 검사 평균 78.48(표준편차 6.87), 사후 검사 평균
92.04(표준편차 10.90)으로, 사후 검사에서 전체 창의성 점수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전체
창의성 점수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유창성 요인은 사전 검사에서 평균 83.24(표준
편차 15.61)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123.82(표준편차 14.83), 독창성 요인은 사전 검사 평균 73.42
(표준편차 13.37)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88.18(표준편차 21.09), 정교성 요인은 사전 검사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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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3(표준편차 2.23)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68.36(표준편차 5.24),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요인은
사전 검사 평균 67.88(표준편차 16.05)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86.45(표준편차 19.63)으로 모두 사후
검사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 요인은 사전 검사 평균 109.97(표준편차
20.77)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93.36(표준편차 27.16)으로 사후 검사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다.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과 전체 창의성 점수에 있어서 사전 검사 점수의 평균보다 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이 13.56점 향
상되었으며 이 평균 차이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 32)= 40.79, p<.001). 이 결
과는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이 피험자 집단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
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체 창의성 점수의 하위 요인별로 사전․사후 검사 점수의 평균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유창성 요인에서 향상된 평균 점수 45.58점(F(1, 32)= 154.81, p<.001), 독창성 요인에서 향상
된 평균 점수 14.76점(F(1, 32)= 13.85, p<.01), 정교성 요인에서 향상된 평균 점수 10.63점(F(1,
32)= 129.07, p<.001),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요인에서 향상된 평균 점수 18.57점(F(1, 32)=
22.46, p<.001)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목의 추상성 요인은 사후 평균
점수가 사전 평균 점수보다 16.61점(F(1, 32)= 10.44, p<.01) 더 낮게 나타났으며 이 차이도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Ⅲ-2>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N=33)
요 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피험자내

유창성

사전사후

26922.56

01

26922.56

오차

05564.94

32

00173.90

09258.03

32

00289.31

41745.53

65

사전사후

03539.47

01

23539.47

오차

08303.03

32

00259.47

11731.94

32

00366.63

23574.44

65

사전사후

04550.06

01

24550.06

오차

13940.94

32

00435.65

154.81***

피험자간
오차
전체
피험자내

독창성

피험자간
오차
전체

제목의
추상성

113.85***

피험자내
1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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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험자간
오차

23456.67

32

41947.67

65

사전사후

01866.68

01

21866.68

오차

00462.82

32

00114.46

00589.36

32

00018.42

02918.86

65

전체

00733.30

피험자내

정교성

***

129.07

피험자간
오차
전체
피험자내

성급한

사전사후

05693.47

01

05693.47

종결에

오차

08112.03

32

00253.50

12455.67

32

00389.24

26261.17

65

사전사후

03030.12

01

03030.12

오차

02377.16

32

00078.29

02933.68

32

00291.68

8,340.96

65

대한

***

022.46

피험자간

저항

오차
전체
피험자내

전체
창의성

피험자간
오차
전체

**

p<.01,

***

***

140.79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 과정의 바탕이 되는 사고 기능 및 전략으로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사고 도구를 중심으로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의 13가지 사고 도구 중 초등
학교 5학년의 인지발달단계에 적합한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인식, 패턴형성, 유추의 6가지
사고 도구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각 교과의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전체 10회기의 사고 도
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을 구안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사전․사후에 TTCT(도형)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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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프로그램은 연구 대상의 창의성 점수를 유의하게 향상 시
켰으며(F(1, 32)= 40.79, p<.001) 그 결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 전
체 창의성 점수를 구성하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의 각 하위 요인에
있어서도 본 창의성 프로그램은 사전 검사 평균점수보다 사후 검사의 평균점수를 유의하게 향
상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창의성 프로그램이 사고 도구를 명시적으로 교수-학습함으로써 학
생들에게 창의적 사고의 과정을 모방하는 계기와 다양한 영역의 문제에 일반적인 사고 도구를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오감을 활용하여 눈
에 보이는 이외의 것을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상상하여 표현하는 형상화의 과정은 주어진 자극
을 의미 있게 사용하여 해석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로 표현하는 유창성, 대상을 자세하게 상상
하고 설명할 수 있는 정교성,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충분하게 탐색하여 다양하고 독창적인 아이
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성급한 종결을 지연시키는 것과 관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의 있는 그대로에서 출발하여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중요한 특
징을 단순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추상화의 과정은 주어진 자극을 이용하여 남과 다른
반응을 이끌어내는 독창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대상을 다양한 감각을 이용
하여 관찰한 결과로부터 어떤 규칙을 찾아내는 패턴인식 능력과 찾아낸 패턴을 다양하게 조합
하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내는 패턴형성 능력, 그리고 서로 닮지 않은 둘 이상의 대상에서 비
슷한 점을 찾아내어 관계 지을 수 있는 유추 능력도 TTCT의 유창성과 독창성 하위 요인과 관
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위 요인 중 제목의 추상성 요인에서는 사전 검사의 평균점수보다 사후 검사의 결과
가 더 낮게 나타났다. 제목의 추상성은 정보의 본질을 파악하여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종합과
조직화의 사고과정으로(김영채, 2006) 충분한 탐색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TTCT 도형 검사에 포함된 그림 구성하기, 그림 완성하기, 선 그리기의 3가지 활동이 제한된
시간 동안 그림을 구성하고 완성하는 등의 활동을 먼저 지시함으로써 피험자들이 독특하고 재
미있는 제목을 붙이는 2차적인 활동에는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Root-Bernstein과 Root-Bernstein(1999)이 제안한 사고 도구가 학교교육에서
각 교과 간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하여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창조의 과정을 가르치는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김영채(2004)
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창의적 사고 과정의 관점에서 사고 도구를 외현적으로 가르치고, 사고
과정을 통하여 교과 내용을 통합하여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고 도구 중 제한적인 6가지를 제한적인 연구 대상에 적용하여 그 효과성
을 검증 한 것으로 후속 연구를 통하여 사고 도구 중심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타당성과 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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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급 및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사고 도구 13가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창의성의 발달적인 관점에서 창의성 프로그램의 구안 및 운
영의 준거를 마련하는 작업일 것이며, 둘째,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일반적인 사고 기능을 확인
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 도구가 구안 및 타당화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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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reativity Program
Based on Thinking Tools
Lee, Byung Hee(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construct creativity program based on thinking tools
and analyze the effect of that. The creativity program was consisted of 6 thinking
tools-observing, imaging, abstracting, pattern recognizing, pattern forming, analogizingsuggested by Root-Bernstein & Root-Bernstein(1999). 33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10 times creativity program and completed TTCT figure A and B. The result
show that the creativity score of stu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reativity
program based on thinking tools, F(1,32)= 40.79, p<.001. According to results, it is need to
design curriculum integration based on thinking tools as creative thinking process.

Key Words: creativity, creative process, thinking too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