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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inking styles between the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invention 
The subjects were 191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science and 182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invention, 
who enrolled in gifted education program. They were given the Thinking Style Inventory (TSI) that standardized 
Korea version by Yun (1997), which constructed 13 thinking styles of 5 dimensions (functions, forms, levels, 
scopes, and leanings of the mental self-govern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ing 
t-test and ANOVA with SPS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gifted in science prefer executive, 
oligarchic, and global thinking styles rather than the gifted in invention. Meanwhile, the gifted in invention prefer 
legislative, judicial, local, and liberal thinking styles rather than the gifted in science. Both of the gifted in 
science and invention prefer legislative, executive, monarchic, anarchic, external, and liberal thinking styles.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executive, oligarchic, local, and liberal 
thinking styles of the gifted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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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의인재육성을위한제3차영재교육진흥종합계
획은 영재교육 분야를 다양화하고, 각 분야의 영재
특성에 적합한 영재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영재

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영재교육 내실화를 이루

는것에중점을두고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3). 
즉, 영재 분야, 대상, 수준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함으로써 각 분야의 영재학생의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영재교육과정 제공을 강조하고 있

다. 그러나 영재교육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뒷받침
해 주지 못하고, 대부분의 영재수업에서 영역별 영

재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교수 방법, 유사한 영
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의 성장 동력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

학영재와 발명영재의 특성에 대한 이해, 특성을 고
려한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 및 영재교육 프로그램

의 개발 등에 대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내 과학영재와 발명영재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연구는미흡하며, 발명영재교육에대한연
구는더욱더미흡한현실이다(Lee et al., 2012, 2013).
학생들은자신에게맞는학습환경속에서학습을

할때가장효율적으로학습을할수있고, 학업성취
도와학교생활에긍정적인영향을받는다(Grigor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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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rnberg, 1997). 그러므로 효율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적절한 프로그램 및 교수 학습 방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영재들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

다 중요하다(Han & Kim, 2010). 그러나 영재는 일
반학생들과는 다른 지적, 정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영재 사이에서도 지능, 학업 적성, 
학습 요구, 학습 방법 등에서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재를 위한 최선의 교육 제도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최근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학

습자의 능력으로 설명되지 않는 측면으로서 학습

자의 양식(style) 혹은 선호도(preference)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Francisco & Elaine, 2000; Han 
& Kim, 2010; Sternberg, 1997). 양식이란 하나의 사
고방식을 말한다. 사고양식은 개인의 능력이라기보
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할 때 선호하

는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ternberg, 1997). 학
생들은 어떤 과제를 해결할 때 일관된 방식으로 문

제를 해결하려는 사고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런
사고의 경향성이 사고양식(thinking style)이며, 사고
양식은지능과성격의상호작용으로나타난다(Whang 
et al., 2006a; 2006b; Zhang & Sternberg, 2000). 
사고양식은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

서 영재학생이 보이는 영재의 다양성 및 특성을 밝

힐 수 있게 해주고, 영재의 성취를 이해하는 데 있
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며(Na & Kim, 2003; 
Yune et al., 2003), 분야별 영재를 판별하는 특성으
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Zhang, 2001). 또한, 영재
의 개별화된 수업을 위한 최적의 학습 조건을 제공

하기 위해서도 학생의 사고양식에 대한 파악이 중

요하다(Lee et al., 2007). 사고양식에 대한 많은 연
구에서 영재와 일반학생 간에는 사고양식의 차이

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재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양식을 모두 잘 사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Dai & Feldhusen, 1999; Han & 
Kim, 2010; Lee et al., 2011; Na & Kim, 2003; Yoon, 
2007; Yune et al., 2003; Zhang, 2000; 2001; 2002). 
사고양식 자체가 인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지전략의 수행능력을 설명하는 변인으
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Lee et al., 2011), 비판적
사고, 자기조절학습능력, 과학탐구능력, 학업성취
도 등 영재가 갖추어야 할 자질 및 역량과의 관계

에대한연구가 많이이루어져왔다(Lee et al., 2011; 
Na & Kim, 2003; Whang et al., 2006a; Sternberg, 
1990; 1997). 특히,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 과학기술
활용 능력, 탐구 설계 능력,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자기주도성, 과제집착력, 리더십 등 과학영재와 발
명영재의 특성과 이들 영재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은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09; Lee et al., 2013), 과학영
재교육과 발명영재교육에서는 영재특성의 이해, 교
육과정의 운영,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공유할 부분이 많다. 과학영
재교육에서는 과학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 공학
과의 융합, 과학기술 활용 등의 교육에 강점이 있
는 발명영재 교육과정을, 발명영재교육에서는 과학
에 대한 지식, 과학탐구능력 등의 발명가적 지식기
술역량을 기르는데 강점이 있는 과학영재 교육과

정을 도입하거나 서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교육과 발명영재

교육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적 고급 인재 양성

을 위해 두 영재집단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상

보적 교육과정의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류

등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과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영재가 보이는 영재의 다

양성, 특성, 성취를이해하는데구체적인정보를제
공해 주는 사고양식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과학영재와발명영재가보이는 Sternberg 
(1997)의 5가지 차원 13개 사고양식에 대하여 과학
영재와 발명영재 간에 어떤 사고양식이 차이를 보

이는지,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어떤 사고양식이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보

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기, 인천에 소재한 12개교에서
운영하는 과학영재학급 및 발명영재학급의 초등학

교 과학영재와 발명영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연구대상의 분포(Table 1)를 살펴보면, 과학영재
는 191명(51.2%), 발명영재는 182명(48.8%)이며, 남
학생은 223명(59.8%), 여학생은 150명(40.2%)이었다. 
과학영재는 단위학교에서 관찰추천방식으로 선정

된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소개서, 학부모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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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gifted Invention-gifted Total

Gender
Boy 108(29.0) 115(30.8) 223(59.8)

Girl  83(22.3)  67(44.7) 150(40.2)

Total 191(51.2) 182(48.8) 373(100)

Table 1. Distribution of subjects by gifted-groups and gender
N(%)

서, 담임교사 추천서를 종합 평가한 후, 창의력문제
해결검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발명영재
도 창의력문제해결검사 대신 창의탐구해결력검사

를 실시한 것을 제외하고 과학영재와 동일한 관찰

추천방식으로 선발되었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 and Wagner(1991)가 제
작된사고양식검사도구(MSG Thinking Style Inventory)
를 Lee(2009)가 재구성한 사고양식 검사도구를 사
용하였다(Table 2). 이 검사도구는 기능, 형식, 수준, 
범위, 경향성의 5개 차원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
져 있고, 각 영역의 하위 요소는 다시 총 13가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요소는 5문항씩 총 65문항으
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제시된
1점(거의 아니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중에서
자신의 생각에 해당하는 점수에 답하는 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 13개의 요소에 대한 Cronbach’s α는
.667~.858이다. 

Dimension Factor # of items Cronbach's α

Functions

Legislative 5 .740

Executive 5 .704

Judicial 5 .751

Forms

Monarchic 5 .723

Hierarchic 5 .762

Oligarchic 5 .667

Anarchic 5 .707

Levels
Global 5 .858

Local 5 .734

Scopes
Internal 5 .787

External 5 .782

Leanings
Liberal 5 .833

Conservative 5 .820

Table 2. Thinking style inventory

3. 자료 수집 및 분석

사고양식 검사지의 배부와 회수는 2014년 5월 2
일부터 5월 28일까지 이루어졌다. 검사지의 배부는
연구자가 직접 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

였고, 회수는 연구자가 대상 학교에 직접 방문하거
나 우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총 390부를 배부하
여 이중에서 374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95.9%
였다. 그 중 분석하기 곤란한 1부를 제외한 373부
가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영재집단 간
의 사고양식의 차이에 대한 통계분석은 t-검정을 사
용하였고, 영재집단 내에서의 하위 사고양식의 평
균의차이에대한통계분석은일원변량분석(ANOVA)
과 사후검증(Scheffé)을 사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
에서 분석집단은 Levene의 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
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영재집단별 사고양식 비교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사고양식 하위 영역의 13
개 하위 요소에 대한 t-검정 결과 및 과학영재 집단
과 발명영재 집단에서의 각 차원의 하위 사고양식

에 대한 ANOVA와 사후검증(Scheffé)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기능 영역에서의 영재집단 간 비교에서는 입법

적 사고양식과 사법적 사고양식에서는 발명영재가

통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고(M=4.20, p<.001; M=3.90, 
p<.05), 행정적 요소에서는 과학영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M=4.39, p<.05). 각 영재집단 내에
서의 하위 사고양식 비교에서는 과학영재와 발명

영재 모두 사법적 사고양식에 비하여 입법적, 행정
적 사고양식이 높았다. 과학영재의 경우, 중등 과학
영재나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입법적 사고양식에

서가장높게점수가나온선행연구(Han & Bae, 2004; 
Lee et al., 2011; Park, 2004; Whang et al., 2006a; 
Yune et al., 200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지
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고양

식인 행정적 사고양식(M=4.39)이 더 높게 나타났다
(F=45.15, p<.001). 반면, 발명영재는 창의적인 전략
을 요구하는 과제에 몰두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법

적 사고양식(M=4.20)의 점수가 높았다(F=11.4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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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과학영재의 입법적 사고양식 점수도 낮지는
않지만, 지적능력이 높으면서 지적 문제해결에 있
어서높은자기확신을가지는등의특징(Roe, 1951)
으로 인해 행정적 사고양식의 점수가 초등 과학영

재에게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발명영
재의 입법적 사고양식이 높은 것은 발명영재의 특

징이자 핵심역량인 발명가적 통합 창의역량에 기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13).   
형식영역에서의영재집단 간비교에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다루지만,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과두형 사고양식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01)로과학영재(M=3.37)가발명영재(M=3.16)보다높
았고, 다른 하위 요소의 사고양식에서는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다. 즉, 과학영재는 발명영재에 비
하여 같은 시간에서 하나 이상의 일을 처리하려는

욕구가 크며, 여러 경쟁적인 목표에 의하여 동기화
되는 경향이 많다고 하겠다. 각 영재집단 내에서의
하위 사고양식의 비교에서는 과학영재(M=3.86; M= 
3.79)와 발명영재(M=3.87; M=3.83) 모두 군주형과

무정부형 사고양식의 점수가 다른 하위 요소에 비

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F=21.61, p<.001; 
F=37.95, p<.001). 즉, 초등 과학영재와 발명영재는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자신만의

문제해결 방식에 타인이 끼어드는 것을 싫어하고, 
한가지의목표만을지향하고추구하는경향(군주형)
이 있고, 형식 또는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무정부형)하는 사
고양식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준 영역에서의 영재집단 간 비교에서는 과학

영재(M=3.75)는 발명영재(M=3.51)보다 추상적인 생
각과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

는 전체적 사고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5). 반면, 발명영재(M=3.90)는 과학영재(M=3.67)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지엽적 사고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 
.001). 영재집단 내에서의 하위 사고양식에 대한 비
교에서 과학영재는 전체적 사고양식과 지엽적 사

고양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과학영재에 대한 수준 영역의 하위 사고양식
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본 연구 결과에 일

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즉, 영재학교(Yune et 
al., 2003)와 과학고등학교(Na & Kim, 2003)의 과학
영재고등학생,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Lee et al., 

2011)의 중학생 과학영재는 지엽적 사고양식보다

전체적 사고양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고, 교육청
영재교육원(Whang et al., 2006a)의 중학생 과학영재
와 영재학급(Han & Kim, 2010)의 초등학생 과학영
재는 전체적 사고양식보다 지엽적 사고양식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대학부설 영재교육원, 단위학
교 영재학급 등에 소속된 영재들의 특성과 수준이

같지 않다는 점(Kim & Yeo, 2014)을 고려한 과학영
재의 전체적, 지엽적 사고양식에 대한 체계적인 추
후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반면, 발명영
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엽적 사고양식이 높

았다(F=20.14, p<.001). 발명영재는 추상적인 생각

과 주제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구체적, 현실적, 실제적인 경향성이 강하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선호한다고

하겠다.

Dimension Thinking 
style

M(SD)

tScience-
gifted

(N=191)

Invention-
gifted

(N=182)

Functions

Legislativea 3.97(.65) 4.20(.67)   3.31***

Executiveb 4.39(.81) 4.15(1.2) －2.28*

Judicialc 3.75(.66) 3.90(.70)   2.19*

F 52.29*** 11.40***

Scheffé b>a>c a=b>c

Forms

Monarchicd 3.86(.68) 3.87(.69)    .21

Hierarchice 3.51(.74) 3.60(.73)   1.17

Oligarchicf 3.37(.64) 3.16(.73) －2.95*

Anarchicg 3.79(.69) 3.83(.70)    .48

F 21.61*** 37.95***

Scheffé d=g>e=f d=g>e>f

Levels

Global 3.75(.92) 3.51(.97) －2.42*

Local 3.67(.67) 3.90(3.4)   3.38***

F .92 20.14***

Scopes

Internal 3.43(.81) 3.59(.85)   1.81

External 3.99(.68) 4.01(.84)    .22

F 54.05*** 23.10***

Leanings

Liberal 3.84(.72) 4.10(.69)   3.60***

Conservative 3.22(.79) 3.26(1.1)    .36

F 62.07*** 78.34***

*p<.05, **p<.01, ***p<.001

Table 3. Comparison of thinking styles between and within 
gifted students in science and i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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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영역에서의 영재집단 간 비교에서는 하위

사고영역인 내부지향적, 외부지향적 사고영역 모두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재집단 내에서는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모두 내부지향적인 사고양식

보다 외부지향적인 사고양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높았다(F=54.05, p<.001; F=23.10, p<.001). 이러
한 결과는 과학영재의 두 하위 사고양식의 점수의

차이가거의없었던선행연구(Han & Kim, 2010; Lee 
et al., 2011; Na & Kim, 2003; Whang et al., 2006a; 
Yune et al., 2003)와는 다른 결과이다.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에 비하여 연령이 낮고, 단위학교 영재학
급에 재학 중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경우에는 혼자서 과제를 처리하는 것

을 선호하기 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

겠다.
경향 영역에서의 영재집단 간 비교에서는 자유

주의적사고양식에서 과학영재(M=3.84)보다발명영
재(M=4.1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영재집단 내에서는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모두 보

수주의적 사고양식보다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이 통

계적으로유의하게높았다(F=62.07, p<.001; F=78.34, 
p<.001). 과학영재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이 보수

주의적 사고양식보다 높은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

(Dai & Feldhusen, 1999; Han & Kim, 2010; Lee et 
al., 2011; Na & Kim, 2003; Park, 2004; Whang et al., 
2006a; Zhang & Sternberg, 2000)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과학영재와 발명영재는
새로움과 모호성이 포함된 과제를 좋아하고, 기존
의 규칙이나 절차를 넘어 가능한 많은 변화를 좋아

하는 경향이 많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2. 성별에 따른 사고양식 비교

성별에 따른 영재집단 간의 사고양식과 영재집

단 내에서의 사고양식의 성차에 대한 차이를 t-검
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기능 영역에서 영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입
법적사고양식에서발명영재(M=4.27)가과학영재(M= 
3.98)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p<
.001), 여학생은 행정적 사고양식에서 과학영재(M= 
4.53)가 발명영재(M=3.98)보다 행정적 사고양식에서

점수가 높았다(p<.001). 즉, 초등 남학생 발명영재는
초등 남학생 과학영재보다 창의적인 과제에 몰두

하는 경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초등 여학생

과학영재는 초등 여학생 발명영재보다 정해진 지

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을 좋

아하는 경향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영재
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인 사고양식은 과학영재는 행정적 사고양식, 
발명영재는 입법적 사고양식이었다. 즉, 과학영재
의 경우, 여학생(M=4.53)이 남학생(M=4.29)보다 규
칙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이 높고, 발명영재
의 경우 남학생(M=4.27)이 여학생(M=4.07)보다 창
의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사법적 사고양식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
았다. 과학영재의 성별에 따른 행정적 사고양식에
대한연구결과는과학고등학교학생을대상으로연

구(Na & Kim, 2003)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을 뿐 아
니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Yu, 2010)와도
유사한 특징을 보여, 행정적 사고양식은 성차의 특
성을 보이는 사고양식으로 생각된다.
형식 영역에서 영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은 과학영재(M=3.48)가 발
명영재(M=3.21)보다 높은 남학생의 과두형 사고양
식뿐이었다(p<.001). 군주형, 계급형, 무정부형 사고
양식에서는 성별로 영재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재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은 남학생(M= 
3.48)이 여학생(M=3.23)보다 높은 과학영재의 과두
형 사고양식뿐이었다(p<.01). 군주형, 과두형, 무정
부형 사고양식에서 성별에 차이를 보인 연구(Na & 
Kim, 2003)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형식
영역의 사고양식에서 과학영재나 발명영재 모두 뚜

렷한 성차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형식 영역에서는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모두

남녀학생이 군주형과 무정부형 사고양식에서 점수

가 높은 특징을 보여준다. 
수준 영역에서 영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은 발명영재(M=3.90)가 과
학영재(M=3.53)보다 높은 여학생의 지엽적 사고양
식뿐이었다(p<.001). 영재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은 남학생

(M=3.78)이여학생(M=3.53)보다높은과학영재의지
엽적 사고양식뿐이었다(p<.01). 수준 영역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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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Thinking 
style Gender

M(SD)

tScience-
gifted

(N=191)

Invention-
gifted

(N=182)

Functions

Legislative
Boy 3.98(.66) 4.27(.68)   3.23***
Girl 3.96(.63) 4.07(.63)   1.05

t .28 2.05*

Executive

Boy 4.29(.83) 4.25(.92)  －.33

Girl 4.53(.76) 3.98(1.6) －2.84**
t －1.99* 1.52

Judicial
Boy 3.74(.70) 3.87(.67)   1.44
Girl 3.75(.61) 3.94(.75)   1.72

t －.14 .21

Forms

Monarchic
Boy 3.85(.66) 3.88(.68)    .41
Girl 3.88(.71) 3.86(.72)  －.15

t 0.10 －.22

Hierarchic
Boy 3.52(.75) 3.59(.72)    .76
Girl 3.50(.72) 3.61(.76)    .92

t －.28 .41

Oligarchic

Boy 3.48(.56) 3.21(.75) －3.00**　

Girl 3.23(.70) 3.08(.68) －1.36
t 2.72** 1.23

Anarchic
Boy 3.79(.71) 3.87(.70)    .86
Girl 3.80(.67) 3.76(.69)  －.38

t －.10 1.05

Levels

Global
Boy 3.74(.92) 3.52(.92) －1.78
Girl 3.76(.91) 3.50(1.1) －1.63

t －.14 .18

Local
Boy 3.78(.64) 3.90(.62)   1.50
Girl 3.53(.68) 3.90(.67)   3.25***

t －2.53* .10

Scopes

Internal

Boy 3.44(.83) 3.58(.89)   1.20

Girl 3.41(.78) 3.60(.78)   1.40
t .22 －.11

External
Boy 4.00(.61) 4.03(.88)    .31　
Girl 3.98(.77) 3.97(.77)  －.08

t .15 .44

Leanings

Liberal
Boy 3.93(.72) 4.07(.71)   1.47
Girl 3.71(.72) 4.14(.66)   3.77***

t 2.11* .65

Conservative
Boy 3.28(.78) 3.22(1.1)  －.40　
Girl 3.16(.81) 3.32(1.0)   1.07

t 1.03 －.58
*p<.05, **p<.01, ***p<.001

Table 4. Results of independent t-test of thinking styles 
between gifted students by gender

반적으로 과학영재는 남녀학생 모두 전체적인 사

고양식에서 발명영재는 남녀학생 모두 지엽적인 사

고양식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범위 영역에서 영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는 사고양식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

두 없었으며, 영재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도 없었다. 이러
한 결과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Na & Kim, 2003)와는일치하였으나, 일반학생을대
상으로 한연구(Yu, 2010)에서외부지향적사고양식
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결과와는 달랐다. 
본 연구에서 범위 영역에서는 남녀 성차를 보이지

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모
두 남녀학생의 외부지향적 사고양식 점수가 높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경향 영역에서 영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희

한 차이를 보이는 사고양식은 발명영재(M=4.14)가
과학영재(M=3.71)보다 높은 여학생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뿐이었다(p<.001). 영재집단 내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사고양식은

남학생(M=3.93)이 여학생(M=3.71)보다 높은 과학영
재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뿐이었다(p<.01). 경향 영
역에서는 전반적으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남학

생이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에서 점수가 높은 특징

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제를 해결하는 여러 상황에서 영재

가 보이는 영재의 다양성, 특성, 성취 등을 이해하
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Sternberg(1997)의
13개 사고양식에 대하여 초등 과학영재와 발명영
재가 나타내는 사고양식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영재학급의 과학영
재 191명과 발명영재 182명을 대상으로 사고양식
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발명영재보다 과학영재의 사고양식이 통계적으

로 높은 것은 행정적, 과두형, 전체적 사고양식이었
고, 과학영재보다 발명영재의 사고양식이 통계적으
로 높은 것은 입법적, 사법적, 지엽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이었다. 일반적으로 과학영재가 기능 영역
에서 입법적 사고양식이 높았던 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의 초등 과학영재는 행정적 사고영역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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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해진 지침에 따라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선
호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발명영재는 기능 영역
에서도 입법적 사고양식이 가장 높아, 창의적인 전
략을 요구하는 과제에 몰두하는 것을 선호하는 특

징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는

기능 영역에서 입법적, 행정적 사고양식이 사법적
사고양식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

이 있다고 하겠다.
형식 기능에서는 군주형과 무정부형 사고양식이

높은경향을보이는것이과학영재와발명영재의공

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영재와 발명영
재는 형식 또는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융통성 있게

과제를수행하는것을선호하는공통된특성을가지

고 있다고 하겠다. 수준 영역에서의 사고양식 비교
에서 과학영재는 발명영재보다 추상적인 생각과 주

제에관한전반적인문제에주의를기울이는경향이

높고, 발명영재는 과학영재보다 구체적, 현실적, 실
제적인경향성이강하고, 정확성을요구하는구체적
인 문제들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발명영재
의이러한사고양식의특성은발명영재의특성과역

량(Lee et al., 2013)과 잘 일치한다고 하겠다.
범주 영역의 사고양식에서는 과학영재와 발명영

재의 사고양식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없었지만, 두 집단 모두 외부지향적 사고양식이 높
은특징이있었다. 경향영역에서는두집단모두자
유주의적사고양식이높은특징이있었지만, 발명영
재가통계적으로더높은특성을보였다. 즉, 과학영
재와 발명영재는 새로움과 모호성이 포함된 과제를

좋아하고, 기존의 규칙이나 절차를 넘어 가능한 많
은 변화를 좋아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성별에따른사고양식의 비교에서과학영재는행

정적, 과두형, 지엽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남녀의 성차를 보였고, 나머지
9개의 사고양식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여학
생은 행정적 사고양식에서만 높은 경향을 보였고, 
과두형, 지엽적,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에서는 남학
생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
보다 규칙을 따르는 것을 더 선호하는 특성이 있고, 
남학생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려는 욕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경

향, 새로움과 모호성을 포함한 과제를 선호하는 특
성이 있다고 하겠다. 반면, 발명영재는 입법적 사고
양식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높았고, 나머지 12개 사고양식에서는 성차를
보이지 않았다. 즉, 과학영재에 비하여 발명영재는
사고양식에서 성차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과학영재의경우, 사고양식에서남녀학생모두높

은 경향을 보이는 사고양식은 기능 영역의 입법적, 
행정적 사고양식, 형식 영역의 군주형과 무정부형
사고양식, 범위 영역의 외부지향적 사고양식, 경향
영역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이었다. 과학영재 남녀
학생의경우, Zhang(2003)이구분한사고유형의 Type 
1과 유사하므로 과학영재는 비판적 사고성향이 강
하다고 할 수 있다. 발명영재의 경우, 사고양식에서
남녀학생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는 사고양식은 기

능 영역의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사고양식, 형식
영역의 군주형과 무정부형 사고양식, 수준 영역의
지엽적 사고양식, 범위 영역의 외부지향적 사고양
식, 경향 영역의 자유주의적 사고양식이었다. 이러
한 결과는 발명영재가 과학영재보다 Zhang(2003)의
Type 1 사고유형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사고양식비교에서 두집

단 간에 차이를 보이는 사고양식도 다소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선호하거나 높은 경향을 보이는 사고

양식이 매우 비슷하였다. 즉, 과학영재와 발명영재
는 과학기술분야의 지식 추구, 융합적 사고능력, 창
의성, 문제해결력, 과제집착력 등 갖추어야 할 자질
이나 역량이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과학영재와
발명영재의 사고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영재교육도 필요하지만, 과학영재교육과 발명영재
교육에서 교육과정 구성,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교류와 협력 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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