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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 solving styles according to the left /right brain preference among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We took the R/LCT and the test of BPI to investigate the brain preference of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N=16), and took S-CPST to investigate the problem solving styles on them. In the R/LCT, the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were classified into 3 groups (8 left-brain preference students, 7 right-brain preference students, 1 middle-

brain preference student). In the BPI, 8 students had the appearance of left-brain preference, whereas 8 students had the

appearance of right-brain preference. According to the result of S-CPST, first the left brain preference students tended to

resolve a problem into simple components, then they put together each simple component. They prefer to solve a problem

using numbers and mathematical signs logically, but they were afraid of giving trouble to describe own idea with pictures.

Whereas the right brain preference students solved a problem with 3 steps. First, they saw an overall form of problem.

Second, they tried to analyze each simple component of it, and then, made up all in one. Also, the right brain preference

students observed the intuitive pattern of problem first, and then suggested the various problem solving methods later, and

they took a solving plan using a picture in detail. In sum, earth science gifted students are unequal in problem solving

styles according to the left/right brain preference. Thus, a teaching-learning method needs to be developed based on left/

right brain preference for more effective gif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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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원의 지구과학영재들을 대상으로 좌/우뇌 활용 선호도에 따른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에

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과학 영재 16명을 대상으로 뇌활용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R/LCT, BPI를

실시하였고, 문제해결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S-CPST를 실시하였다. R/LCT에서 좌뇌 성향의 학생은 8명, 우뇌 성향은

7명, 중간 점수를 보인 학생은 1명이었다. BPI에서는 좌뇌 성향의 학생이 8명, 우뇌 성향은 8명이었다. S-CPST 에서

좌뇌 성향의 학생들은 먼저 구성 요소에 흥미를 갖고 그 특징을 탐색했다. 또, 숫자나 기호 등을 사용해 논리적이고 객

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다. 우뇌 성향의 학생들은 3단계

문제해결방식을 나타냈다. 먼저 전체적인 형태에 관심을 갖고, 둘째, 각각의 구성요소 분석하고, 셋째, 이들을 종합하여

다시 전체로 조직하였다. 또, 직관적 패턴을 보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며 그림을 사용하여 구체화시

켰다. 결과적으로 지구과학 영재들은 좌/우뇌 성향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

인 지구과학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들의 좌/우뇌 성향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이 요구된다.

주요어: 좌우뇌 활용 선호도, 문제해결방식, 지구과학 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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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1991)는 미래를 지배하는 것

은 자원도 자본도 무기도 아닌 두뇌라고 말하고 앞

으로 국제사회는 지식과 정보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

가 올 것이라 예언하면서 영재교육의 중요성을 부각

시켰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영재 개인뿐 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가치 창출을 위하여 영재교육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을 제정하였으

며, 2007년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

에 따라 영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

화에 따라 최근에는 영재 및 영재교육에 대한 연구

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영재가 태생적

(gifted)이라는 입장에서 개발적(developed)이라는 입

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변화는 환경

적·정의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국행 외, 2009), 영재에게는 그들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

재들의 개인적 성향을 분석하고 그들에게 알맞은 교

수학습 환경을 제공하였을 때 학습목표의 성취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영재 특성의 한 부분인 인간 뇌의 구조와 기능들

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뇌 과학과 영재교육을 상호

보완적으로 접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

이다(권용주, 1998; 임채성과 왕경순, 1997; Caine

and Caine, 1997; Hart, 2002). 전통적으로 창의성과

뇌기능과의 관계에서 창의적 사고 능력은 우뇌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강호감, 1991;

Gowan, 1979), 최근의 연구들은 창의적 사고가 좌뇌-

우뇌의 종합 기능에 의한 것인지 우뇌의 기능에 의

한 것인지 일치된 결과로 보고하고 있지는 않는다.

오히려 박숙희(1999)는 창의성은 우뇌보다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하였다. 또, 박숙희(2000)의 언

어형 검사와 도형형 검사를 함께 사용한 최근의 연

구에서도 창의성과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뇌기능에 대한 일치된 결과가 없으므

로 집단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뇌 기능을 영재교육

에 접목시키는 것 보다는 개인적 성향인 뇌 활용 선

호도를 분석하여 영재교육에 접목시키는 것이 더 타

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에 관한 연구

(Isaksen and Gaulin, 2005; Isaksen and De

Schryver, 2000; Parnes, 1987; Puccio et al., 2006;

Torrance, 1987), 뇌 선호도에 관한 연구(곽형식,

1999; 심혜숙과 강선모, 2004; 이미자와 안정혜,

2002; 임채성, 2005)등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은 영재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높여주

는 방법을 찾으려는 연구에 집중(Isaksen et al, 2005)

되어 있을 뿐 뇌 활용 선호도에 따른 과학적 문제

해결의 방식에 관한 연구는 찾기가 힘들다.

영재교육은 인간의 지능연구가 이루어지면서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고(박성익 외, 2003), 인간의 학습은

학습자의 뇌기능과 능력이 최대로 발휘되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임채성, 2005) 뇌 활

용 성향 분석을 통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남승권 외, 2008). 그리

고 영재들의 뇌활용 성향에 따른 문제해결 방식이

파악된다면 영재의 선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용이하

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한 영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교육원의 지구과학

영재들을 대상으로 좌/우뇌 선호도에 따른 문제해결

의 접근 방식에 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써 영재특성을 고려한 영재선발과 교수학습자료를 개

발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지구과학 영재들의 좌뇌/우뇌 활용 선

호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지구과학 영재들의 좌뇌/우뇌 활용 선

호도에 따른 창의적 문제해결 접근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뇌 활용 선호도(좌뇌 성향,

우뇌 성향)이며 종속변인은 문제해결력과 문제해결의

방식이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뇌 활용 선호도 검사와 학습자료 및 문제해

결력 평가 유형을 결정한 후 준거검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과는 독립적인 과학영재

4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 준거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의 채점을 담당할 경

력 10년의 현직교사 1명, 수업을 진행하고 산출물을

평가할 경력 5년의 현직교사 1명을 선정하여 검사와

채점 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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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지구과학반 기초

과정 16명을 대상으로 2009년 2월에 BPI, R/LCT,

LTBT를 실시하여 좌뇌 성향 5명, 우뇌 성향 5명 총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선정된 학생들을 뇌 활용 선호도에 따라 2개

의 모둠으로 배치하여 주제별로 각각 50분의 기본수

업과 약 90분의 S-CPST를 총 3회씩 실시하였다. 기

본 수업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개념, 원리 중심으

로 실시하였다. 또, S-CPST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

한 평가지를 제공하였으며 개인의 문제해결 방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 활동을 하였다. 다만 상호평가

활동에서는 모둠별 활동을 실시하였다. 평가를 단계

별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동일한 시간에 반응하도록

통제하였다.

넷째, 피험자들의 S-CPST에 대한 평가는 2명의 평

정자가 반복적으로 평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평정

결과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의 평정자가 합

의하여 점수를 결정하거나 본 연구자가 개입하여 점

수를 결정하였다. 또, 채점 결과 피험자의 반응이 매

우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섯째, 2개의 처치 집단별로 밝혀진 각 개인의 점

수를 기록하고 정리하였다. 그리고 적절한 통계방법

을 통해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들의 좌/우뇌 우세성에 따

른 창의적 문제해결 방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기초과정 지구과학반에서

교육받고 있는 16명(남 14명, 여 2명)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11명은 전주시 소재의 중학교, 3명은 익산시

소재의 중학교, 2명은 군산시 소재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Wonder and Donovan

(1984)이 개발한 뇌선호도(Brain Preference Indicator:

BPI) 진단테스트를 실시하여 영재들의 뇌선호도 경향

을 살펴보았다. 또, 좌/우뇌 활용의 세부 특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The Art Institute of Fort Lauderdale에

서 제공하는 좌/우뇌 창의성 검사(Right Brain vs

Left Brain Creativity Test: R/LCT)를 실시하였다. 그

리고 본 연구자들이 좌/우뇌 창의성 검사를 배경으로

작성한 논리적 사고 방해(Logical Thinking Blocking)

검사지를 통하여 질적으로 좌/우뇌 성향을 검증하였

다. 이 검사들을 통하여 좌뇌 성향의 집단과 우뇌 성

향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 모든 검사에서 동

시에 좌뇌 성향이 강한 학생 5명(남 5명)과 우뇌 성

향이 강한 학생 5명(남 4명, 여 1명)을 선별하였다.

제외된 학생들은 좌/우뇌 성향이 불분명한 학생 3명,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 S-CPST)에 불성실하게 응한

학생 2명, 연구에 협조하지 않은 학생 1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표집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

과는 대부분 과학과 수학이었고 다만 우뇌 성향의

한 학생만 과학보다는 미술을 더 좋아한다고 하였다.

또, 정규 학교 수업을 제외한 1일 평균 수학과 과학

의 학습량은 2-4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여가시간에

는 주로 과학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보내고, 정기적으

로 과학관련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

검사 도구

뇌선호도 진단검사(Brain Preference Indicator: BPI):

뇌선호도 진단검사는 Denver에 소재한 Biofeedback

Institute에서 어느 쪽 뇌가 지배적 역할을 하는지 알

아보기 위해 뇌전도 검사를 실시한 사람들을 대상으

로 Wonder and Donovan(1984)이 개발한 자기 보고

Table 1. Theme of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 (S-CPST)

Step Contents Time

1st.
Basic lesson

· Global warming & sea level rising

· Tipping Point
50

m

S-CPST · What happen to the earth if the sea level rise? 90
m

2nd.
Basic lesson

· Optical action of the particle in the atmosphere: Reflexion & Scattering

· Optical phenomena by aerosol, a water drop, ice crystal.
50

m

S-CPST · Why is the sun seen more red near the horizon? 90
m

3rd.
Basic lesson

· The rotation of the earth & It's evidences 

· Phenomena by the rotation of the earth
50

m

S-CPST · What happen to the earth if the rotation of the earth stop? 9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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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검사이다. 뇌선호도 진단검사는 총 34문항으로 구

성되었으며, 각 문항에 배정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을

구한 후 문항의 수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점수에 따

라 뇌선호도를 9간 척도로 구분한다. 평균 점수가 1

에 가까울수록 좌뇌 성향, 9에 가까울수록 우뇌 성향

으로 판정하며, 1혹은 9에 가까울수록 뇌의 기능분화

가 높은 사람으로 판정한다. 또, 평균점수가 5에 근

접하면 양쪽 뇌를 고르게 사용하는 사람으로 판정한

다. 본 연구에서는 고영희(1991)가 번안한 것을 사용

하였으며 검사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15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였다. 본 연구에

서 뇌선호도 진단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53

이었다.

좌/우뇌 창의성 검사(Right Brain vs Left Brain

Creativity Test: R/LCT): 좌/우뇌 활용의 세부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he Art Institute of Fort Lauderdale

에서 제공하는 Right Brain vs Left Brain Creativity

Test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

으며 각각 좌/우뇌에 해당하는 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좌뇌의 활용 성향은 선형적 성향(Linear),

연속적 성향(Sequential), 기호적 성향(Symbolic), 논

리적 성향(Logical), 언어적 성향(Verbal), 사실 기반

성향(Reality-based)으로 구성되었고, 우뇌의 활용 성

향은 통합적 성향(Holistic), 비선형적 성향(Random),

구체적 성향(Concrete), 직관적 성향(Intuitive), 비언어

적 성향(Nonverbal), 상상지향적 성향(Fantasy-oriented)

으로 구성되었다. 본 검사지의 신뢰도는 Cronbach

α= .75이다.

하위영역의 점수는 지능을 의미하지는 않고 다만

낮은 비율은 뇌성향 검사에서 보통을 의미한다. 또

하위영역의 점수는 중간부터 높은 점수(30-50%)가

바람직한데,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업무 과정

에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

이다. 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을 이용하여 사고하게 되고 사고의 실패가 있을

때만 잘 이용되지 않는 사고의 기술들을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높은 우위(50% 이상)의 점수 또는 낮은

(0-30%)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학습, 기억, 문제

해결력에 한계를 줄 수도 있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으며 모든 학생들이 17

분 이내에 완료하였다.

논리적 사고 방해 검사(Logical Thinking Blocking

Test: LTBT): 연구대상 영재들의 좌/우뇌 성향을 질적

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논리적 사고 방해

검사지를 연구자들이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논리적

사고 방해 검사지는 좌/우뇌 창의성 검사를 배경으로

작성하였으며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논리적인 처리

는 좌뇌 성향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정

보를 부분적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논리적인 과정을

통하여 결과를 얻어내려는 기술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좌뇌 성향의 사고방식을 방해함

으로써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하는 형식이다. 즉, 논

리적 특성을 가진 자료의 중간에 논리적 사고를 방

해할 수 있는 장벽을 두어 사고의 실패를 조장함으

로써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본 검사지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교육심리 전공교수

1명, 박사과정 현직교사 3명, 그리고 본 연구자를 포

함하여 총 5명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하였다.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 S-CPST): 본 연구에서는 김은

진(2007)이 개발한 S-CPST를 모태로 연구대상의 지

적 수준을 고려한 문제해결력 검사를 개발하였다. 검

사도구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로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일상생활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주제로서 “태양은 왜 지평선 가까이

에서 더 붉게 보일까?”, 창의적 사고를 유발할 수 있

는 주제로서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떤 일이 발생

할까?”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김은진(2007)의 S-CPST와 동일하게 문제 상황

의 확인, 문제의 표상, 하위목표의 분할, 문제해결과

정의 구체화, 단계별 수행, 전략선택(관련지식 투입),

Fig. 1. The sample of Logical Thinking Block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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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 정리, 상호평가, 최종결과 종합, 문제해결과

정 평가 등 10단계 문제해결과정의 절차로 제작하였

다. 또한 각각의 절차에 대한 평가 척도표를 작성하

여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양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처리

뇌 활용 선호도 검사에 대한 자료의 처리는 전문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6.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독립집단 t-test(2 tailed)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지구과학 영재들의 뇌 활용 성향

BPI, R/LCT의 결과: 지구과학반 기초과정 16명을

대상으로 BPI, R/LCT를 실시하여 뇌의 활용 성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BPI의 결과

에서는 좌뇌 성향인 학생이 8명(남 7명, 여 1명), 우

뇌 성향인 학생이 8명(남 7명, 여 1명)으로 각각

50%의 분포를 보였다. 그리고 R/LCT의 결과에서는

좌뇌 성향인 학생이 8명(남 7명, 여 1명), 우뇌 성향

인 학생이 7명(남 6명, 여 1명), 중간 점수를 보인 학

생이 1명(남 1명)으로 BPI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2명은 BPI와 R/LCT에서 서로 다른 뇌 활용

성향을 보였는데 이들은 중간점수에 근접한 학생들이

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승권 외(2008)의 연구 결과-

과학영재들은 좌뇌 성향보다는 우뇌 성향의 비율이

높고, 수학영재들은 우뇌 성향의 비율보다 좌뇌 성향

이 높다-에 비추어 볼 때 연구 대상의 선발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인 지구과학

영재들은 수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동등한 비율로 선발하였기 때문에 비록 지구과학 영

재반으로 편성되기는 했지만 두 영역의 능력이 모두

우수한 학생들이라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Fig. 2. The sample of Science Creative Problem Solving Test (What happen to the earth if the sea level rise?) (A): Drawing

problems out of various sources, (B): Representation of problem.

Table 2. Descriptic analysis of Left/Right Brain Preference

Sex
BPI (N) L/RCT (N)

Left (%) Right (%) Left (%) Right (%) Neutrality (%)

Male 7(43.8) 7(43.8) 7(43.8) 6(37.5) 1(6.3)

Female 1(6.3) 1(6.3) 1(6.3) 1(6.3) 0(0)

Total 8(50.0) 8(50.0) 8(50.0) 7(43.8)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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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과학 영재들의 좌/우뇌 성향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뇌 활용 성향의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 분포를 분

석한 결과는 Table 3, Fig. 3과 같다. 뇌 활용의 정도

에서 보통을 의미하는 0-30%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50%

의 중간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많았다. 그리고 선형적

처리 영역에서 1명, 전체적 처리에서 1명, 상상지향

적 처리에서 2명의 학생만이 50%이상의 점수를 받

았을 뿐이다. 0-30%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빈도

비율은 상상지향적 처리 영역에서 50.0%로 가장 낮

았으며 임의적 처리 영역에서 100%로 가장 높았다.

30-50%의 점수를 받은 학생들의 빈도 비율은 0-

43.8%의 분포를 보이는데 가장 높은 빈도 비율을 나

타낸 것은 상징적 처리 영역이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임의적 처리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이 0-30% 범위의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

다. 이는 학생들이 사고과정에서 임의적 처리 영역의

뇌를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은 LTBT의 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이는 학생들

의 수학과 과학의 학습량이 많고 수학과 과학 문제

해결과정이 임의적 처리 보다는 순차적 처리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누적된 교육의 효과라고 판단

된다(Aliotti, 1981). 따라서 복합적 형태의 문제는 균

형 잡힌 사고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식

적으로 임의적 처리 영역의 뇌를 활용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뇌 활용 성향에 따른 하위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

과는 Table 4, Fig. 4와 같다. 좌뇌 하위 영역은 사실

기반 처리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평균 8.0%)가 가

장 컸으며 선형적 처리 영역(평균 5.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언어적 처리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순차적 처리에서는 오히려 우뇌

성향의 학생들이 더 높은 점수(평균 4.2%)를 얻었다.

우뇌 하위 영역은 상상 지향적 처리 영역에서 집단

간 차이(평균 19.6%)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전체

적 처리영역(평균 7.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임의

적 처리 영역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상상지향적 처리영역에 유의미한

차이(p < .05)가 있었을 뿐 다른 하위 영역에서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LTBT의 결과: 지구과학 영재들의 좌/우뇌 성향을

Table 3. Distribution of subcategory in Right Brain vs Left Brain Creativity Test (R/LCT)

Category score
0-30 30-50 >50

N % N % N %

Left

Linear 9 56.3 6 37.5 1 6.3 

Sequential 12 75.0 4 25.0 0 0.0 

Symbolic 9 56.3 7 43.8 0 0.0 

Logical 11 68.8 5 31.3 0 0.0 

Verbal 13 81.3 3 18.8 0 0.0 

Reality 11 68.8 5 31.3 0 0.0 

Right

Holistic 11 68.8 4 25.0 1 6.3 

Random 16 100.0 0 0.0 0 0.0 

Concrete 12 75.0 4 25.0 0 0.0 

Intuitive 11 68.8 5 31.3 0 0.0 

Nonverbal 13 81.3 3 18.8 0 0.0 

Fantasy 8 50.0 6 37.5 2 12.5 

Fig. 3. Distribution of subcategory in Right Brain vs Left

Brain Creativity Test (R/LCT) (Li: Linear, Se: Sequential,

Sy: Symbolic, Lo: Logical, Ve: Verbal, Re: Reality-based,

Ho: Holistic, Ra: Random, Co: Concrete, In: Intuitive, No:

Nonverbal, Fa: Fantasy-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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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접근하여 살펴보기 위한 LTBT는 의도적으

로 논리적 사고를 방해하여 나타나는 반응을 분석하

기 위한 자료이다(Fig. 1). 이 검사에서 학생들에게

순차적이고 계열성이 있어 보이는 수 6개(2, 4, 6,

10, 12, 16)를 보라색 사각형 바탕에 흰색 글씨로 보

여주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을 10분 동안 기록하

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타난 좌뇌 성향의 학생 2명

과 우뇌 성향의 2명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김○랑(BPI: 3.9, R/LCT: L/R=55/45)

백조, 죽음, 9, 이, 시비, 42, 쌍둥이, 방향, 나침반, 예수님,

나무, 사람의 눈, 젓가락, 트라이앵글, 썰매, 으, 파도, 콩나물,

새싹, 하이힐, 번데기, 마이크, 성층권 아래의 구름, 싸움.

진○민(BPI: 3.3, R/LCT: L/R=58/42)

2의 배수, 짝수, 불규칙적이다,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면

양수인 경우에는 6개 안에 있다.

강○지(BPI: 6.1, R/LCT: L/R=46/54)

보라색이다, 규칙, 2, 2의 배수, 교과서, 수학학원, 친구동생

수학책에서 본 것, 8이 빠졌다, 14도 빠졌다, 저 카드 갖고

싶다, +2, 네모, 짝수, 2+4=6, 4+6=10, 6+10=12 이건 안 맞

다, 6+10=16 그럼 12는 왜 있는거야, ☺, 6개다, 난 네모카

드보다 동그라미 카드가 좋음, 글씨가 햐얀색이어서 그 부분만

파낸 것 같다, 마지막에 4가 늘어났음.

이○창(BPI: 5.6, R/LCT: L/R=40/60)

숫자카드네?, 색의 대비, 수열, 배열, 짝수, (x+2, x+2+2,

x+2+2,+4, x+2+2+4+2, ……), 무슨 수열?, 뽑을 확률, 비율,

(2x-2, 2(2x-2)-2, (2(3(2x-2)-2)-2), ?), 여러 수열관계?, 우리

형이 내주었던 이상한 π의 수열.

김○랑은 각각의 수에 또 다른 의미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즉, 2라는

수에는 그 모양에 따라 ‘백조’에 연결시켰으며, 4에

는 ‘죽음(死)’에 연결시켰다. 또, 6은 그 모양을 뒤집

은 ‘9’와 연결시켰으며 10은 숫자의 순서를 바꾸어

‘이’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6개의 수에 각각 의미를

부여한 후에는 다시 처음의 수부터 의미를 부여하는

반복된 정보처리을 하였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먼저 처리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정

보를 처리하는 전형적인 좌뇌 성향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수에 의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는 규칙에 초점을 덜 두고 있으며 스스로가 좋아하

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우뇌 성향의 특성도

보이고 있다.

진○민은 먼저 규칙을 찾아 정보를 처리하려는 성

향이 관찰된다. 2의 배수라는 규칙에 정보를 연결하

려다가 사고의 실패를 겪는다. 그리고 다른 규칙인

Table 4. Comparison of subcategory between Left/Right Brain Preference group

Category
Mean SD

t-value Sig.
Left Group Right Group Left Group Right Group

Left

Linear 33.2 28.0 16.0 11.4 0.592 0.570 

Sequential 22.2 26.4 6.0 6.2 -1.088 0.308 

Symbolic 25.4 25.2 8.5 11.7 0.031 0.976 

Logical 26.2 25.2 6.4 13.3 0.151 0.884 

Verbal 19.0 19.0 8.6 16.6 0.000 1.000 

Reality 32.2 24.2 8.7 12.0 1.206 0.262 

Right

Holistic 20.4 27.4 6.8 16.9 -0.858 0.416 

Random 19.4 19.4 8.4 6.2 0.000 1.000 

Concrete 28.0 33.4 0.0 13.6 -0.885 0.402 

Intuitive 23.6 25.4 13.4 11.1 -0.232 0.823 

Nonverbal 20.2 23.0 5.0 10.5 -0.539 0.604 

Fantasy 22.4 42.0 3.6 16.5 -2.599
*

 0.032 

Fig. 4. Comparison of subcategory between Left/Right Brain

Preference group (Li: Linear, Se: Sequential, Sy: Symbolic,

Lo: Logical, Ve: Verbal, Re: Reality-based, Ho: Holistic, Ra:

Random, Co: Concrete, In: Intuitive, No: Nonverbal, Fa:

Fantasy-ori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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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라는 새로운 규칙을 찾아낸다. 그런 다음 다시

또 다른 규칙을 찾아내려하지만 결국은 규칙을 찾는

데 실패하게 된다. 계속하여 규칙에 집착하여 정보를

처리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

용하지 못하고 정보의 처리를 포기하였다. 즉, 진○

민은 정보의 부분을 먼저 선택하고 이들을 선형적으

로 처리하려는 좌뇌 성향이 강하게 나타낸다.

강○지는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을 쉽

게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에는 전체적이고 직

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다가 각각의 정보에 대하여

규칙성과 계열성을 찾았고 계열의 전환을 쉽게 오감

으로 느낄 수 있는 색에 대한 정보를 먼저 처리한

후 이들의 규칙성을 찾으려고 하였다. 또, 각각의 정

보에 대해 선형적으로 처리를 하였다.

이○창은 정보를 숫자카드, 색의 대비, 수열, 배열,

짝수 등 직관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먼저 수집한다.

그 후 각 부분의 예를 찾아 전체적인 것을 만들고 이

들의 규칙을 찾으려고 하는 성향을 띄고 있다. 마지

막에는 ‘우리 형이 내 주었던 이상한 π수열’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의 실패를 경험 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는 전형적인 우뇌 성향의 특성이다.

전체적으로 좌뇌 성향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논리적

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규칙을 찾아 정보를 처

리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전체를 보지 않고 부

분을 먼저 처리하는 경향을 보였다. 우뇌 성향을 나

타내는 학생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다가 각각의 부

분에서 규칙성을 찾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언어의 사

용을 보면 좌뇌 성향은 ‘백조, 쌍둥이, 방향…’ 등 단

어로 제시하는 반면 우뇌 성향은 ‘보라색이다. 숫자

카드네?…’ 등 서술식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과학영재들의 좌/우뇌 우세성에 따른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보기 위해 김은진(2007)이 개발한 S-

CPST를 모태로 연구대상의 지적 수준을 고려한 문

제해결력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를 지구과학 영재들

에게 적용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제해결력평가 점수: 과학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

를 실시한 후 점수 환산을 위해 각 문제별 평가척도

표를 김은진(2007)이 개발한 S-CPST를 기준으로 작

성하였다. 평가 내용별 평가 준거를 제시하고 상, 중,

하 3단계로 나누어 각 3점, 2점, 1점을 부여하였다.

Table 5와 같이 각 문항별 채점 후 좌/우뇌 성향별

문제해결력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좌뇌 성향 학생들

의 평균은 19.00, 우뇌 성향 학생들의 평균은 19.20

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 방식

문제1: 문제 상황의 확인

문제 1은 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생각하여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

섯 가지의 그림과 함께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김○

랑과 진○민은 ‘소의 방귀와 지구 온난화와 무슨 관

련이 있을까?’, ‘지구는 들어오는 자외선에 어떻게 대

처하는가?’와 같이 각 그림에 따른 문제를 하나씩 만

들어내다가 ‘기후가 따뜻해지면 에스키모와 같이 추

Table 5. The S-CPST scores of Left Brain Preference Group an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Problem

Name
1 2 3 4 5 6 7 8 9 Total

Left

김형 2 2 3 3 2 1 2 1 1 17

김랑 2 3 2 2 3 1 2 2 2 19

김기 2 3 2 3 3 2 3 2 2 22

진민 2 3 1 1 2 1 1 2 2 15

최우 2 2 3 3 3 2 3 3 1 22

Mean 2.00 2.60 2.20 2.40 2.60 1.40 2.20 2.00 1.60 19.00

Right

강지 3 3 3 3 3 3 1 2 1 22

김환 3 2 3 3 2 1 1 2 1 18

이주 3 2 2 2 2 3 3 1 1 19

이진 2 3 3 3 3 1 1 2 1 19

이창 3 1 3 3 1 2 3 1 1 18

Mean 2.80 2.20 2.80 2.80 2.20 2.00 1.80 1.60 1.0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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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꾸려나갈

까?’와 같이 전체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다섯 가지 그림에 대해 각 그림마다 의

문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아 좌뇌 성향의 특

징을 찾을 수 있다. 또 강○지와 이○창은 그림 하나

하나를 분석하기 보다는 ‘이러한 상태가 계속 되면

빙하는 언제쯤 모두 녹게 될까?’. ‘빙하가 녹아 잠기

는 땅도 있지만 솟아오르는 땅도 있습니다. 그럼 솟

아오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지 않을까요?’ 등

과 같이 엉뚱하지만 있을 법 한 내용의 전체적인 틀

을 생각한 뒤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

이 지구 온난화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와 같이 각

그림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는 좌뇌 성

향은 구성요소에 흥미를 갖고 특징을 탐색하는 정보

처리과정을 겪으며 우뇌 성향은 전체와 형태에 관심

을 갖고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하나의 전체로 조직하

는 정보처리 과정을 겪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2: 문제의 표상

문제2는 아노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발견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견하고 진술하는 형

식으로 제시되었다. 김○랑과 진○민은 면적 26 m
2
,

해수면이 연간 5.3 mm 상승 등 숫자를 사용하여 분

석적으로 문제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좌뇌 성

향의 특징으로 정보를 처리할 때 글자, 단어, 수학적

기호 등과 같은 상징물을 포함해 처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창은 ‘투발루가 잠기고 있는

가운데 어른들은 분노로 가득 차 분위기가 흉흉하다.’

라는 식의 감정에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논리적인 문제 해결을 선호하며 객관적으로 판

단하는 좌뇌 성향의 특성과 직관적은 패턴을 보고

예감이나 육감으로 해결하는 우뇌 성향의 특성을 찾

을 수 있다.

Fig. 5. The students’ answer on No. 1 for S-CPST (A, 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Fig. 6. The students’ answer on No. 2 for S-CPST (A, 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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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하위목표의 분할

문제4. 문제해결과정의 구체화

문제 2에서 파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를 분할하여 나열하는 문제3과 각 하위목표의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문제 4를 보면 김

○랑은 문제 3에서 ‘주위에 모래가 많으니까 물을 먹

는 모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에

의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는 좌뇌

성향의 특징인 순차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 4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모래가 물

을 먹는 게 아니라 모래에 물을 증발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투입해서 물과 모래가 접촉했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3번의 아이디

어를 언어로 구체화 시키고 있다. 또, 한 가지에 초

점을 맞춰 생각하여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강○지는 문제

3에서 해결 방안을 5가지를 생각해내고 있다. 여기에

서 찾을 수 있는 특성은 임의적 처리로 정보를 처리

하기 위해 우뇌에 의해 이용되는 기술이다. 주어진

정보가 우선권 없이 처리되며 다양한 해결책을 물색

해 보려는 노력이 보인다. 문제 4에서는 자신의 아이

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데 그림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뇌 성향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문제5. 단계별 수행

문제 5는 구체화된 문제 해결 과정에 따라 정보를

찾아내어 영역별로 자료를 분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기 위한 것으로 마인드맵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인드맵은 통합적, 상호관련적, 복

합적으로 작용하는 두뇌의 타고난 능력을 개발해 주

며, 양뇌의 기능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Campbell et al., 1996).

마인드맵을 그릴 때에는, 먼저 주요 개념을 페이지의

가운데에 쓴다. 중앙에서 모든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각 가지별로 핵심어나 이미지를 기록하고 여러 가지

색으로 나타낸다. 문제 5에서 마인드맵으로 나타낸

결과를 보면 김○랑은 단어를 중심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 주 가지가 3개로 방향성이 없으며 개

념도와 같은 계열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지를 많이

치고 나누는 데 초점을 두었고 단어의 사용수가 많

음을 알 수 있다. 강○지는 5개의 주 가지를 중심으

로 마인드맵을 그려나가고 있으며 각 가지의 내용이

문제 3에서 내었던 아이디어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문제 파악이 정확히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글과 그림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며 글은 서술

형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민가’,

‘오염의 주범인 나라를 찾아 시위해’에서 ‘선진국을

찾아감’으로 화살표가 교차연결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제의 제공자인 선진국에게 그 책임

Fig. 7. The students’ answer on No. 3, No. 4 for S-CPST (A, 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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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넘긴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며 가지를 교차시킴으

로써 문제를 통합시키려는 우뇌 성향을 보이고 있다.

문제6. 전략선택(관련지식투입)

문제 해결 방안에서 필요한 기술이나 자료를 정리

하는 6번 문제를 보면 좌뇌 성향의 진○민은 ‘뛰어난

생명공학 기술’이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있으나

김○랑은 대답하지 못하였다. 또 우뇌 성향의 강○지

는 앞에서 나타냈던 아이디어를 식물의 광합성을 통

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그림으

로 다시 한 번 영상화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7. 문제해결(정리)

문제7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그려보라는 제

시를 했는데 좌뇌 성향의 김○민의 경우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으나 그림이 매우 단순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뇌 성향의 이○창은 그림으로 자신의 아

이디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창은 그림으로 표현했으나 그림의 내용이 정확

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림의 내용에 대하여

면담을 실시하여보았다.

연구자: 무엇을 그린 것이지요?

이○창: 일단 선진국들이 책임을 져야하니까... 선진국들이 책

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린거예요.

연구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창: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

이 영토를 조금씩 내어주는거예요. 그래서 투발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는 것이예요.

연구자: 아... 그래요? 

Fig. 8. The students’ answer on No. 5 for S-CPST (A,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Fig. 9. The students’ answer on No. 6 for S-CPST (A, 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Fig. 10. The students’ answer on No. 7 for S-CPST (A, C: Left Brain Preference Group, B, D: Right Brain Preferenc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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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 그리고 이거는요... 남극이 녹으면 땅이 나타날 것 아

니예요. 그러면 그 땅을 투발루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그

린거예요.

연구자: 그렇군요.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창: 이 그림은... 큰 배를 각각 선진국 나라에서 보내서 그

것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투발루가 가라앉았을

때 바다위에 떠 있는 배들하고 그 섬을 철이나 합금쇠사슬 같

은 것으로 엮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에 의해 실려 내려가

지도 않을 것이고 해안의 생물에게도 쇠사슬이나 바다의 구조

물로 인해서 터전이 생길 것 같아요.

이○창은 문제3과 문제4에서 답했던 내용을 그림

으로 나타냈다. 문제의 원인이 된 선진국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투발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이 땅을 나눠주는 방안, 남극의 땅을 그들에게

주는 방안, 선진국의 큰 배들을 연결시켜 인공 섬을

만드는 방안을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좌뇌 성향의 학생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우

뇌 성향의 학생은 그림으로 표현하려 하고 있고 한

정된 공간임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과학영재교육원의 지구과학 영재들을 대

상으로 좌/우뇌 선호도에 따른 문제해결의 접근 방식

에 관한 유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지구과학 영

재들의 뇌 활용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구과학

기초과정 16명을 대상으로 BPI, R/LCT를 실시한 결

과 좌뇌 성향인 학생이 8명(남7명, 여1명), 우뇌 성향

인 학생이 8명(남7명, 여1명)으로 각각 50%의 분포

를 보였다. 그리고 R/LCT의 결과에서는 좌뇌 성향인

학생이 8명(남7명, 여1명), 우뇌 성향인 학생이 7명(남

6명, 여1명), 중간 점수를 보인 학생이 1명(남1명)으

로 BPI와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뇌 활용 성향에 따른 하위영역을 비교 분석한 결

과 상상지향적 처리 영역에서 좌뇌 성향과 우뇌 성

향의 집단 간 차이 유의미한 차이(0.03)를 보였고, 다

른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임의적 처리 영역에서

모든 학생들이 0-30%의 점수를 받았다. 이는 사고과

정에서 학생들이 임의적 처리 영역의 뇌를 잘 활용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구과학 영재들의 좌/우뇌 성향을 질적으로 접근

하여 살펴보기 위한 LTBT 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좌

뇌 성향을 나타내는 학생들은 논리적인 방법을 통해

순차적으로 규칙을 찾아 정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을 먼저 처리하

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우뇌 성향을 나타내는 학

생들은 처음에는 전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정보를 처리

하다가 각각의 부분에서 규칙성을 찾으려는 성향을

보였다. 또, 언어의 사용에서 좌뇌 성향의 학생들은

단순한 단어형태로 제시하는 반면 우뇌 성향의 학생

들은 문장형태의 서술식 표현을 하였다.

S-CPST 결과 좌뇌 성향의 학생들은 각각의 구성

요소에 흥미를 갖고 그 특징을 탐색하며 정보를 처

리한다. 그리고, 숫자나 기호 등을 사용해 논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또, 사실에 기반

한 근거를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아이디어

의 표현을 그림보다는 단어를 나열하는 경향을 보였

다. 반면, 우뇌 성향의 학생들은 전체적이고 직관적

패턴을 먼저 보고 각각의 구성요소를 종합하여 문제

의 해결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그 아이디어

를 구체화시키는 데 단어의 나열보다는 서술식 표현

이나 그림을 사용하였다.

좌/우뇌 성향별 문제해결력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좌뇌 성향 학생들과 우뇌 성향 학생들의 평균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해결 방식을 살펴본 결과

좌/우뇌 성향별 문제해결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뇌 성향에 따라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는 큰 차이가 없으나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좌/우뇌 성향에 맞는 차별화 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 뇌 활용 성

향의 하위영역에 대한 점수분포 분석 결과 학생들이

지향하는 사고 영역이 있었으며 특히 임의적 처리

영역의 뇌는 잘 활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영역

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여 의도적

으로 전 영역의 뇌를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안이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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