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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김  손 정 우

우 등학교 경상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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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을 통하여 창의적 인성 개념을 

도출하였고,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대상인 초등 영재학급 18명과 발명동아리 20명에

게 적용하였다. 창의적 인성의 구성요소는 8개 하위 요인 즉, 인내 · 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력,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으로 구성된다. 창의적 인성 검사는 수업 전후에 실시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은 8개 하위요인으로 구

성된 창의적 인성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향상 효과가 있었다. 둘째, 영재학급에 비해 발명동

아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 향상 폭이 더 컸다. 따라서 골드버그 장치 수업프로그램은 다양

한 과학적 원리를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적 인성에 효과가 있다.

주제어: 골드버그 장치, 창의적 인성, 발명동아리

I. 서  론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재 교육받는 학생들이 미래에 마주치게 될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대해 준비

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여 정부는 창의 · 인성교육기본방안을 발표하였다(교
과부, 2010). 주요 내용으로 초 · 중등 교과활동에서 강조되는 창의 ·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

들을 대상으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교육이며 교과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가
정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유아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교육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창의성은 인류 진보와 사회의 혁신적인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에

너지원으로 인간의 창의성이 사회를 위해 어떻게 수행되어지고 얼마나 질 높게 다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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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미래 인류의 진보가 결정되어진다고 강조되어 왔다(Backer, 1995; Urban, 
2007).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춰 최근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 소개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시와 소설 창작 등 글쓰기 지도 방법이 연구되고(박태

화, 2002), 체육교육에서는 체육게임의 변형과정 참여를 통한 지도방안이 제시되었다(신
기철, 박상봉, 2011). 또한 가정교육에서는 미래문제해결프로그램을 적용한 친환경 의생활 

수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이승해, 2012). 이처럼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

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나, 과학이나 발명 분야에서는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과학과 발명 분야에서 창의적 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 프로그램을 영재학생들에게 적용시켜 봄으로써 창의적 

인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고자 하였다. 골드버그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골드버그 장

치 제작을 통한 물리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즐거움 유발(Pinkerton, 1993), 단계별 기본원리

와 구조에 관한 연구(박인수, 2007), 골드버그 수업 프로그램과 학습효과의 관계(최민호, 
2011) 등에 관한 소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이들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골드버그 

장치 프로그램의 수업적용에 대한 효과를 다루기보다는 과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학적 

측면이 강조되어 있다. 최근 조현무(2012)는 초등 발명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골드버그 장

치를 이용한 창의적 문제해결과정에서 특성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골드버그 수업에 

대한 연구는 그 교육효과의 중요성에 비해 아직까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골드버그 장치는 가장 단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를 의미하

며,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적 원리와 기계적 원리에 대한 응용력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협동심을 필요로 하게 된다. 골드버그 장치는 5∼7명이 팀을 구성하여 제작하며, 
교과 위주의 수업으로 충족되기 어려운 탐구력과 창의력 증진 및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와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팀원들 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무한

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팀원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각을 경청

하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이런 요소들은 바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을 

수 있다. 즉, 과학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익힐 수도 있지만, 제작과

정에서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의적 수업 및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고취하는 활동 등 

인성교육이 가능하다. 이에 영재학급과 발명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학생의 창의적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  배경

1. 골드버그 장치 수업 로그램

골드버그 장치는 가장 단순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로 각 단

계는 고도로 정교화된 물리법칙이 적용되어진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작과정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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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학교과에 적용하여 창의적 수업 및 학생들 간의 협동심을 고취하

는 활동 등 과학적 소양을 양성할 수 있는 좋은 수업자료로 활용되고 있다(최민호, 2011). 
흔히 골드버그 장치의 구조는 복잡하면서도 성과는 비효율적인 장치를 의미하기도 하지

만, 이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각 단계에는 역학적 원리가 도입되어 사용되며, 그 장치 

구성 재료 또한 생활 용품이나 잡동사니, 폐품, 기계부품 등이 주로 활용된다. 또한 최종 

수행결과가 같은 골드버그 장치라도 중간 단계의 과정은 만드는 사람들에 따라, 매번 할 

때마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골드버그 장치를 만드는 과정이 기존의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 기발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끊임없이 새

로운 것을 생각하려 노력하고 그것을 실행하려는 기회를 많이 가질 때 길러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골드버그 장치 교육의 성격 및 특징과 부합된다.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함께 

협동해야만 수행해 낼 수 있는데, 팀원들끼리 자신의 의견을 바탕으로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동, 의사소통능력, 배려 등의 인성적인 요소들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결정

된 의견을 바탕으로 골드버그 장치를 실제로 구현해 내는 과정 속에서 동료들과 함께 실

패를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사고, 확산적 사고, 지구력, 끈기 등의 덕목까지 

갖출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골드버그 장치를 활용한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과 인성을 모두 

기를 수 있어 보다 높은 교육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2. 창의  인성

창의성에 대한 정의적 접근은 창의성을 개인의 비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는 성격과 동기

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즉 창의성을 하나의 성격 혹은 태도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

으로서 일명 ‘창의적 인성’이라고 불리는데, 이들 연구들은 창의적인 인물들의 사례를 분

석하거나 창의적 인성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적인 특성을 연구하

는데 초점을 맞춰왔다(송인섭, 김혜숙, 1999; Sternberg, 1988). Sternberg와 Lubart(1991)는 

창의적 성격 특성을 5가지 즉, 모호함에 대한 인내심, 끈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위험을 감수하는 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의 용기 등으로 분류하였다. Torrance(1962)
는 정의적 요인으로 용기, 호기심, 사고와 판단의 독자성, 과제집착, 직관 이용, 사물을 당

연한 것으로 보지 않는 눈, 직관적 태도, 모험심 등을 제시하였으며, William(1980)은 모험

심, 복합성, 상상력을 정의적 접근의 창의성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신문승(2010)은 인내

심, 자신감, 독립심, 모험심, 동기, 호기심, 유머, 복잡성 선호, 심미적, 개방성, 고독, 상상

력, 직관성, 지성 등이 대표적인 창의성의 정의적 성향 요인으로 추출하였다. 
권명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 교육의 필수요소인 성향적 요소는 인성교육의 

인간관계 덕목요소와 의미를 공유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교육과 인성교

육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을 혹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창의성교육을 할 수 있다는 유기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 박병기(1998)
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일관된 방향을 지향하는 자세인 독자성과 개방성을 창의적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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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들 요소를 창의적 인성의 요인이라고 보았는데, 끝없이 질문하는 호기심, 일에의 

몰입, 인내성, 지구력, 집착력, 강인함, 나만의 고유한 것을 생산하려는 자세, 고유성, 탈 

동조, 독립성, 지구성을 독자성으로 보았으며 판단의 보류, 모호성에의 인내, 체험의 풍요 

등을 개방성으로 포함하였다. 김종안(1998)은 창의적 인성을 창의성 이론의 통합적 접근

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성격 및 태도로 정의하면서, 적극성, 자기 확신, 호기심 및 상상력, 
유머성, 모험심으로 구분하였다. 하주현(2000)은 창의적 인성 특성을 호기심, 상상력, 인내

와 집착, 유머감, 독립심, 모험심, 개방성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유경순(2000)은 독자성, 개
방성, 집요성, 호기심을 창의적 인성으로 보았다. 김미숙, 조석희, 윤초희, 진석언(2004)은 

창의적 인성의 구성 요소로 8개 하위요인 즉, 인내 · 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

력,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는 검사는 정의나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검사지로는 아동에서부터 성인들까지 모든 연령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하

주현(2000, 2001)의 창의적 인성검사(CPS: Creative Personality Scale), 최인수와 이종구

(2004)의 CIS(Creative Inventory for Young Students), 하주현, 한순미, 성은현(2008)의 창

의적 인성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거제시 소재 D초등학교 5학년으로 구성된 영재학급 18명과 6학년

으로 구성된 발명동아리 20명, 총 3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보통 초등학교에

서는 영재학급이 5학년에 설치되는 관계로 6학년의 경우 영재학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학

생들을 선발하여 발명동아리로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 두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영재라고 

볼 수 있지만, 영재학급과 동아리 차이로 인해 지도받는 수업시수 및 활동 방식 등에 차

이가 있다.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10일∼2011년10월 29일까지 차시 

당 40분으로 총 20차시에 걸쳐 같은 교사에 의해 동일한 수업 내용과 방법으로 두 그룹 

모두에게 진행하였다. 두 그룹의 학생들 모두 골드버그 장치 수업을 처음 접하며, 동일한 

교실 환경에서 수업이 각각 실시되었다.

2. 연구 진행 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먼저 창의적 인성에 대한 이

론적 탐색, 창의적 인성 검사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그 조사결과와 그동안의 수

업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 인성 함양을 위한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

다. 수업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탐색, 설계 및 제작, 실행 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프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업 실시 전에 창의적 인성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를 선정

하고, 단일집단 사전 · 사후 검사를 통해 창의적 인성의 향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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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수업 주제 차시 활동 내용

탐색

개념 알기  2 골드버그 장치란 무엇인가?

원리 알기

 1 탄성력의 원리를 이용한 골드버그

 1 원심력의 원리를 이용한 골드버그

 1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골드버그

 1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1 가속도와 중력의 원리 알기

 1 자기력의 원리를 이용한 골드버그

 1 지레의 원리를 이용한 골드버그

설계 및 제작
구상하기  2 골드버그 장치 설계도 작성하기

제작하기  6 골드버그 장치 제작하기

실행 콘테스트 3 골드버그 장치 미션 실행과 평가 

합계 20

<표 1>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의 구성

창의적 
인성

개념 및 평가준거 문항 수

인내/집착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제를 끝까지 해내려는 성향 5
자기확신 자신의 창의적 능력과 존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성향 5
유머감 우스꽝스러운 행동이나 생각을 많이 생성하려는 성향 4
호기심 주변의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의문과 관심을 가지려는 성향 4
상상력 가상의 상황을 즐길려는 성향 4
개방성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성향 4
모험심 실패할 가능성을 무릅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려는 성향 2
독립성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에 개의치 않고, 혼자서 일을 하려는 성향 3

<표 2> 창의적 인성 검사지의 문항 구성

업의 탐색단계에서는 매 차시마다 정리 과정에서 생활 속 기본 원리를 찾는 모둠 활동을 

실시하였고, 모둠원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토의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리의 개념을 정리한 개인 활동지를 수업을 마친 후 제출하도록 하고, 연구자들

은 이 활동지를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다음 차시 수업에 활용하였

다. 설계 및 제작, 실행 단계는 구체적인 수업 장면에 대한 설명을 위해 각 단계의 학습지

도안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3. 창의  인성 검사도구와 분석

본 연구에서는 김미숙 외(2004)가 개발한 창의적 인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지는 창의적 인성의 구성 요소로 8개 하위요인 즉, 인내 · 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력,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을 두고 있으며, <표 2>와 같은 평가준거에 기반한 5점 척

도로 이루어진 총 3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해 Cronbach α를 이용하여 사전검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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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인내/집착 0.8924, 자기확신 0.8022, 유머

감 0.7724, 호기심 0.6570, 상상력 0.7120, 개방성 0.6674, 모험심 0.6826, 독립성 0.6234로 

내적일관성의 기준치(Nunnally, 1978)인 0.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의적 인성의 개

별 8개 하위요인에 관한 측정항목의 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되어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항목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내용타당성과 개념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판별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

했을 때 얻어진 측정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낮게 형성되어야 하는데, 각 항목에 대한 상관

분석 결과에서 상관계수가 모두 1 이하일 경우 판별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강병서, 2002). 이 검사도구의 각 요소들끼리의 상관분석 결과 0.138에서 0.780까지 나타

나 모두 1 이하이므로 판별타당성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사후검사 자료는 

채점한 후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창의적 인성의 사전-사후변화 효

과에 대한 통계적 판단을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부가적으로 영재학급과 동아

리반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통계 인원이 

적어 비모수 통계의 맨 위트니 유 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순위 비교를 통한 두 집단 간의 

상대적인 값에 대한 해석으로만 그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애매하게 해석이 될 수 있으므

로, 등간척도 이상으로 평균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레벤의 F검
정을 통해 두 소집단의 분산이 동일한지 아닌지 판단하여 검정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논의

1. 골드버그 장치 수업 로그램의 창의  인성 효과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창의적 인성을 향상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대

상 38명의 사전-사후검사에서의 점수 차이를 분석하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표 3>과 같이 창의적 인성 8개 하위요인 전체의 사전검사 평균은 3.514, 사후검사 평균

은 4.136으로 0.62의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차이에 대한 t 검정결과 유의수

준 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8개 하위요인의 향상 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요인이 사전-사후 

검사간의 평균이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은 인내/집착, 자기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력,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2. 재학 과 발명동아리 간의 효과 차이

본 연구는 영재로 선발된 발명동아리 20명과 영재학급 18명 등 전체 3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영재학급과 동아리의 학생선발 수준과 범위, 평소 수업과 활동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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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검사 평균
표준편
차

대응차

t 자유도
p

(양쪽)평균
표준
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인내/
집착

사전 3.145 0.937 
-0.86 1.04 0.17 -1.20 -0.51 -5.090 37 0.000* 

사후 4.000 0.670 

자기 확신
사전 3.700 0.721 

-0.81 0.85 0.14 -1.09 -0.54 -5.929 37 0.000* 
사후 4.513 0.464 

유머감
사전 3.145 0.844 

-0.63 0.76 0.12 -0.88 -0.37 -5.058 37 0.000* 
사후 3.770 0.679 

호기심
사전 3.704 0.702 

-0.63 0.72 0.12 -0.86 -0.39 -5.381 37 0.000* 
사후 4.329 0.476 

상상력
사전 3.730 0.841 

-0.61 0.88 0.14 -0.90 -0.32 -4.291 37 0.000* 
사후 4.342 0.616 

개방성
사전 3.941 0.602 

-0.42 0.69 0.11 -0.65 -0.20 -3.786 37 0.001* 
사후 4.362 0.384 

모험심
사전 3.184 0.809 

-0.63 1.10 0.18 -0.99 -0.27 -3.537 37 0.001* 
사후 3.816 0.757 

독립성
사전 3.561 0.736 

-0.39 0.81 0.13 -0.66 -0.13 -2.996 37 0.005* 
사후 3.956 0.667 

전체
사전 3.514 0.565 

-0.62 0.49 0.08 -0.78 -0.46 -7.820 37 0.000*

사후 4.136 0.337 
*p<0.01

<표 3> 대응표본 통계량과 t 검정 결과(N=38)

이로 인해 이 두 그룹 간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에 대한 통계 검정을 실시한 결과가 <표 4>,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이때 레벤의 F검정 

결과 p<0.05인 경우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t 검정하고, p>0.05인 경우 분

산이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표 4>에서 ‘자기확신’과 ‘전
체’는 p<0.05인 경우에 해당하여 분산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t 검정하였다.

<표 4>에 의하면, 사전검사의 전체 평균이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으며, 하위 요소 

중 모험심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영재학급

의 5학년 학생들이 6학년으로 진급할 때, 우수한 학생들 대부분이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

으로 선발되어 실제 6학년에 남은 학생들 중에서 발명동아리를 선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영재학급의 학생들이 발명동아리 학생들보다는 창의적 인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에 의하면, 사후검사의 전체 평균이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으며, 하위 요소 

중 호기심만 유의수준 1%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인내/집착, 유머감, 상상력은 유의

수준 5%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요소들은 차이가 없었다. 즉, 발명동아리의 학생들은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확신,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이 영재학급의 학



영재교육연구 제 22 권 제 2 호

458

항목 그룹 N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가정 여부

Levene의 
등분산검정 t 자유도

p
(양쪽)F p

인내/집착
동아리 20 3.750 0.748 가정 2.975 0.093 -2.606 36 0.013** 
영재학급 18 4.278 0.445 가정 않음

자기확신
동아리 20 4.500 0.447 가정 0.212 0.648 -0.182 36 0.857 
영재학급 18 4.528 0.494 가정 않음

유머감
동아리 20 3.563 0.537 가정 1.034 0.316 -2.070 36 0.046** 
영재학급 18 4.000 0.757 가정 않음

호기심
동아리 20 4.075 0.460 가정 0.766 0.387 -4.160 36 0.000* 
영재학급 18 4.611 0.312 가정 않음

상상력
동아리 20 4.150 0.700 가정 3.626 0.065 -2.119 36 0.041** 
영재학급 18 4.556 0.433 가정 않음

개방성
동아리 20 4.263 0.349 가정 0.674 0.417 -1.724 36 0.093 
영재학급 18 4.472 0.401 가정 않음

모험심
동아리 20 3.675 0.878 가정 1.935 0.173 -1.216 36 0.232 
영재학급 18 3.972 0.581 가정 않음

독립성
동아리 20 3.817 0.567 가정 1.107 0.300 -1.374 36 0.178 
영재학급 18 4.111 0.750 가정 않음

전체
동아리 20 3.974 0.320 가정 0.413 0.525 -3.588 36 0.001* 
영재학급 18 4.316 0.261 가정 않음

*p<0.01, **p<0.05

<표 5> 그룹별 사후 검사 통계량과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항목 그룹 N 평균 표준편차
등분산 

가정 여부

Levene의 
등분산검정 t 자유도

p
(양쪽)F p

인내/집착
동아리 20 2.700 0.755 가정  0.592 0.447 -3.532 36 0.001*

영재학급 18 3.639 0.884 가정 않음

자기확신
동아리 20 3.310 0.386 가정 20.642 0.000** 
영재학급 18 4.133 0.767 가정 않음 -4.109 25 0.000* 

유머감
동아리 20 2.750 0.721 가정  0.113 0.739 -3.463 36 0.001*

영재학급 18 3.583 0.762 가정 않음

호기심
동아리 20 3.263 0.455 가정  0.921 0.344 -5.441 36 0.000* 
영재학급 18 4.194 0.598 가정 않음

상상력
동아리 20 3.350 0.582 가정  1.278 0.266 -3.309 36 0.002* 
영재학급 18 4.153 0.896 가정 않음

개방성
동아리 20 3.700 0.434 가정  2.309 0.137 -2.833 36 0.008* 
영재학급 18 4.208 0.660 가정 않음

모험심
동아리 20 2.875 0.841 가정  0.728 0.399 -2.684 36 0.011** 
영재학급 18 3.528 0.629 가정 않음

독립성
동아리 20 3.217 0.585 가정  0.131 0.720 -3.470 36 0.001* 
영재학급 18 3.944 0.707 가정 않음

전체
동아리 20 3.146 0.277 가정  6.863 0.013** 
영재학급 18 3.923 0.521 가정 않음 -5.651 25 0.000* 

*p<0.01, **p<0.05

<표 4> 그룹별 사전 검사 통계량과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459

생들만큼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설계

한 장치가 제작되어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 자기확신과 독립성이 커지고, 새로운 장치 구

조를 적용하는 모험심과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개방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1]의 창의적 인성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발명동아리와 영재학급 학생 모두

가 골드버그장치를 활용한 수업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 인성이 향상되었고, 영재학급에 

비해 발명동아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 향상 폭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골드

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이 발명동아리 학생들에게 더 적합하다기보다는 원래 영재학급

의 사전 점수가 높아 그 향상 폭을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해석의 한계도 있다.

[그림 1] 창의적 인성의 변화 추이: 발명동아리 & 영재학급

V. 결론  제언

본 연구는 골드버그 장치 학습 프로그램이 발명 영재 학생들의 창의적 인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에서 창의적 

인성 개념을 도출하였고, 수업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연구대상인 영재학생들에게 적용하였

다. 그리고 기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타당성이 입증된 창의적 인성 검사지를 사용하여 

수업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창의적 인성의 향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고, 부가적으로 발명동아리와 영재학급 학생들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으로 평균차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에 의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은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창의적 인성 전반에 걸

쳐 유의미한 향상 효과가 있었다. 이는 골드버그 수업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인내/집착, 자
기확신, 유머감, 호기심, 상상력,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 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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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전검사에서는 영재학급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발명동아

리 학생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사후검사에서는 인내/집착, 유머감, 호기

심, 상상력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나머지 자기확신, 개방성, 모험심, 독립성 등에

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 따라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은 전체 수업 진행과정을 통해 

창의 · 인성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골드버그 장

치의 제작과정에서 모둠 구성원들 간의 소통 속에서 인내심과 개방성을 가지게 되고, 상
상력과 모험심으로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한 교육적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교과 수업에

서 충족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와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등을 유지하며, 
자기 확신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게 된다. 또한 영재학급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동아리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반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골드버그 장치를 활용한 수업프로그램은 다양한 과학적 원리

를 습득하는 것 이외에 창의적 인성에 효과가 있다.
한편 창의적 인성은 개인의 성격적인 부분에 해당하지만, 학생들의 인구통계적 특성 

즉, 성별, 연령, 가계의 소득수준, 부모의 학력수준, 가정환경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

소들과 관련지어 그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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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Effects of Goldberg Device Learning Program on Creative 
Personality of the Primary Gifted Students

Young-jun Kim

Daewoo Elementary School

Jeong-woo S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a Goldberg device learning 

program on primary gifted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Based on the concept of 

creative personality derived from a literature review, a learning program has been 

developed and applied to 18 primary gifted class students and 20 invention club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consists of eight components: patience/persistence, 

confidence, humor, curiosity, imagination, openness, adventurous spirits, and 

independence. Creative personality tests were conducted before and after Goldberg 

device learning program lessons. The results of the tests indicate that (1) the Goldberg 

device learning program affected all eight components of creative personality positively; 

and (2) the invention club students showed a greater improvement in creative 

personality than the gifted class studen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ldberg device 

learning programs can be effective to learn various scientific principles and improve 

students’ creative personality.

Key Words: Goldberg device, Creative personality, Invention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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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 학습 지도안 예시 (구상하기; 10-11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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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 학습 지도안 예시 (제작하기; 12-17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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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버그 장치 수업 프로그램 학습 지도안 예시 (콘테스트; 18-20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