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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0년 영재교육진흥법의 제정과 2002년 영재교
육진흥법 시행령의 제정 및 공표를 통해 공교육 차
원의 체계적인 영재교육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
리고 2003년부터 각 5개년 간 수행되는 영재교육진
흥 종합계획이 4차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 계획이 수
립되어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교육부, 2017)에 따르면 영재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
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며, 영재
교육은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
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과학 영재성과 효과적인 과
학영재교육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의 과학영재교육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
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팽창에 비
해 질적 팽창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이봉
우와 손정우, 2017). 예를 들어, 아직까지 과학영재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 전략이나 모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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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들은 주로 속진 학습이나 실
험 위주의 수업에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박지영
등, 2005; 이봉우 등, 2008; 정현철 등, 2013). 또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창의적 융합인재교육의 실현 
방안으로 과학영재교육에서도 다양한 STEAM 전
략과 자료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여전히 체험 학습, 
실험, 조사, 토의, 강의 등의 특정 교수-학습 전략에
치중되어 있고, 다양한 창의 융합 활동과 전략의
활용은 부족한 측면이 있다(강경희, 2015). 따라서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
학 영재성을 고려하여 과학영재교육에서 효과적으
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및 평가 전략과 자료
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 중 하나로 학생들이 직접 과학 현

상, 원리, 개념 등을 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유머를 만드는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지윤과 강훈식
(2018)은 다양한 인지적․정의적 측면에서의 학
습 촉진 도구로서 유머의 기능과 역할(구현정, 
2017; 지성구와송윤희, 2012; 차문희와오희균, 2006; 
허영주, 2011; Abraham et al., 2014; Ardalan, 2015; 
Banas et al., 2011; Berge, 2017; Kellerby, 2011; 
Lamminpää & Vesterinen, 2018; Martin, 2007; Roth 
et al., 2011; Wanzer, 2010), 유머와 영재성의 밀접한
관계(강정란과유미현, 2016; 박숙희와유경훈, 2014; 
박진형, 2013; 이병일, 2015; 이은주, 2010; Renzulli, 
1971; Ziegler, 1998)에 주목하였다. 즉 과학 유머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과학 지식, 유머를 받아
들이는 대상의 특성에 대한 이해, 창의적 사고 등
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 과제 집착력 등의 다양한 정의적 성향 등
을 요구하므로,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은 유머를
선호하고 풍부한 과학적 지식과 사고력, 정의적 성
향 등을 지닌 과학영재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
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
로 과학 유머 만들기 전략을 고안하여 초등 과학영
재 학생들에게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초등 과학영
재 학생들이 다양한 유형의 과학 유머를 1개 이상
을 만들었으며, 과학 영재성 계발 측면에서의 교육
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과학영재교육에서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의 유용성과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활동과 과학 영재성의 관련성을 직접적이고 실증

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과학
유머 만들기 과정과 산출물에는 다양한 과학 영재
성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이 만든 과학
유머에 반영된 과학 영재성 요소와 영재성의 관련
성을 직접적이고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영재성과 창의성의 정의나 관계에 대해서

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재성과 창의성이 상호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개
념이 아니라, 공통적인 속성을 상당히 공유하고 있
는 동질적인 개념으로 간주된다. 즉 영재성의 복합
적인 속성 안에 창의적 특성들이 내재되어 있으므
로, 창의성은 영재성을 구성하는 주요 변인 중 하
나인 동시에 영재성의 또 다른 유형이며, 영재들의
보편적인 인지적․비인지적 특성으로 인식되고 있
다(박경빈 등, 2014; 신문승, 2010; 이선영, 2014; 이
신동 등, 2009; 최원호 등, 2009; Davis et al., 2011). 
또한 창의성은 인지적, 정의적, 동기적, 환경적 요
소 중 단순히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여러 요
소들이 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때 발
현된다는 점에서, 다차원의 통합적 차원에서 이해
하고 측정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김송이, 
2009; 박병기와 강현숙, 2006; 최현주 등, 2016).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통합적인 창의성 관점에서 접근
하여 영재성과 과학 유머 생성 과정이나 산출물의
관련성을 직접적이고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정 활동의 수행 수준은 그 활동의 효과성에 대

한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특정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그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그 활동에 대
한 참여도나 집중도가 높아져 산출물의 양이나 질
적 수준 및 학습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다(최경애 등, 2016; Gentry & Owen, 2004). 따라서
과학 유머 산출물의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창
의성 및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필요도 있다. 
이때 일반 학생 또는 영재 학생으로 구분된 집단
내에서도 학생의 특성이 다양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므로(이현주와 채유정, 2018), 일반 학생과 과
학영재 학생을 구분하기보다 통합하여 그 관련성
을 조사하는 것이 개인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
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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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의 창의적 산출물인 과
학 유머를 분석하여 과학 유머에 포함된 창의성 수
준(이하 과학 유머 창의성)을 점수화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일반 및 과학영재 학
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유머 창의성, 통합적 관점에
서의 창의성(이하 통합 창의성), 과학 유머 만들기
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각 변인에 대한 폭넓은 점수 분포를 확보하기 위

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학생 42명(남 16명, 여 26명)과 해당 교육청
의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학생 38명(남 25명, 여 13
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해당 과학영재교
육원의 선발 과정을 살펴보면, 소속 학교장의 추천
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
가와 면접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영재교육
대상자(이하 과학영재 학생)를 선발하고 있다.

2. 연구 절차
우선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 문제와 대상, 검

사 도구와 수업 절차 및 자료 등을 선정 또는 개발
하였다. 사전 검사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초등학생 관점에
서 검사 문항이 많은 편이어서 문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과학 유머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다.

과학 유머 만들기 수업의 절차와 오리엔테이션
자료 및 활동지는 선행연구(이지윤과 강훈식, 2018)
의 절차와 자료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과학 유머 만들기 수업은 일반 학생과 과학영재 학
생들에게 모두 총 2차시(80분)로 진행하였다(Table 
1). 우선 과학 유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학 유머의 정의에 대하여 소개하고 다양
한 유형의 사례를 제공하였다(10분). 또한 개별적으
로 과학 유머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3개 이상의 과학 유머와 그 유머에 포함된 과학 개
념이나 원리를 적어보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스마트폰, 노트북, 교사용 컴퓨터 중에서 이용 가능
한 전자기기를 적어도 1개씩 활용하였고, 교수자는
순회지도하였다(20분). 또한 전자기기 사용을 어려
워하는 학생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검색포털
사이트의 일부 예시를 제공하였고, 교수자가 순회
지도시 도움을 주었다. 이후에는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스스
로 과학 유머를 1개 이상 만들고, 각 과학 유머에
적용한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적도록 하였다. 이때
스마트폰, 노트북, 교사용 컴퓨터 등의 전자기기는
과학 지식을 검색하는 용도로만 제한하여 사용하
도록 지도하였다(30분). 그 다음에는 자신이 만든
과학 유머 중 가장 독창적이고 유용하다고 생각하
는 것을 하나씩 골라 3~4인으로 구성된 모둠 구성
원에게 공유하고 그 유용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동
료평가를 실시하였다(10분). 마지막으로,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설문을 실시하
였다(10분). 수집한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한 후 결론
을 도출하였다.

Table 1. Procedures for making scientific humor

수업 단계 활동유형 활동 내용 시간(분) 비고

과학 유머 소개 전체
∙ 과학 유머의 정의 소개
∙ 과학 유머의 사례 소개

10 ∙ PPT 활용

과학 유머 검색 개별
∙ 도서, 스마트폰, 노트북, 교사용 컴퓨터 등 가용 가능한
검색 도구를 활용한 과학 유머 검색

20 ∙ 교수자는 순회지도

과학 유머 만들기 개별 ∙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 30 ∙과학지식검색가능

과학 유머 유용성 평가

모둠
∙ 자신이 만든 과학 유머 중 가장 독창적이고 유용하다
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씩 선택한 후 공유

10 ∙ 과학 유머의 유용성 
기준 제시

개별
∙ 선택한 과학 유머의 유용성에 대한 자기평가 및 동료
평가 실시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개별
∙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설문지
작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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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 도구
‘통합 창의성’ 검사는 박병기와 강현숙(2006)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통합 창의성 검사를 사용하였
다. 이 검사에서는 창의성이 다양한 요인에 근거한
다는 통합적 접근에 따라 창의성을 창의적 동기, 
창의적 태도, 창의적 능력의 3개 요인으로 대분하
고, 이를 다시 13개의 하위 요인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창의적 동기는 창의성 실현의 바탕인 창의적
태도 또는 자세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요소로
서, 집요성, 유희성, 호기심의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태도는 활성화된 창의적 동
기를 창의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자세와 관련된 것
으로서, 개방성, 독자성, 모험심의 3개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 창의적 능력은 실제로 창의적 아이
디어를 구현하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 발견 능력으
로서, 지식, 상상력, 독창성, 민감성, 유창성, 융통
성, 정교성의 7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
문지는 총 74개의 5단계 리커트 척도 문항으로 구
성하였으며, 세부적인 구성과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Table 2와 같다.
과학 유머의 유용성 평가는 선행연구(임채성, 

2014)의 유용성 평가 방법을 이 연구의 목적에 맞

게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에서 아이
디어의 유용성을 연구자가 평가한 것과 달리 이 연
구에서는 과학 유머를 듣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
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유머의 유용성은 유머를
듣는 대상의 특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과학
유머의 유용성도 연구자보다는 해당 학생들의 관
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
기 때문이다. 이때 과학 유머의 유용성 평가에 대
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 유머를 이해할
수 있는가?’, ‘과학 유머로서 재미있는가?’, ‘과학
정보가 들어있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가?’의 평가
기준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과학 유머의 유용성 평
가 직전에 이러한 기준을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과학 유머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산
출물은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
(임채성, 2014)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만든
과학 유머 중에서 가장 새롭고 쓸모 있다고 생각하
는 과학 유머를 1가지씩 골라 모둠 구성원에게 소
개하고, 이 과학 유머의 유용성에 대하여 모든 모
둠 구성원들이 각자 5단계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형태로 과학 유머 유용성 검사를 구성하였다.

Table 2. Composition and reliability coefficients of integrative creativity test

항목 하위 항목 정의 문항 수 Cronbach’s α

창의적 동기

집요성 일에의 몰입, 인내성, 지구력, 집착력, 강인함 등을 포괄하는 동기 6

.907유희성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즐기면서 일을 처리하려는 동기 5

호기심 미지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동기 6

창의적 태도

개방성 편견이나 고정관념 없이 열린 눈으로 세상, 아이디어, 사람을 대하는 자세 4

.793독자성 나만의 고유한 것을 추구하려는 자세 6

모험심
손해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렵거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극복하려는
자세

6

창의적 능력

지식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생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배경적 정보의 소유 6

.960

상상력 현상의 감추어진 내부를 형상화하는 능력 5

민감성 사실, 현상, 개념, 아이디어 등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차이를 감지하는 발견 능력 6

독창성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써 자기만의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7

유창성 짧은 시간 동안에 양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6

융통성
다양한 각도로 현상을 파악함으로써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

7

정교성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다듬어서 세련된 아이디어로 가꾸는 능력 4

전체 74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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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설문지는 과학 상상화 그리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한 인식 설문지(이지영과 강훈식, 2015)와 과학 유
머 만들기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이지윤
과 강훈식, 2018)를 토대로 이 연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즉, 해당 설문지는 새로운 과
학 지식 습득, 과학 지식 이해 및 기억 능력 향상, 
과학적 창의력과 상상력 향상, 논리적 사고 및 분
석적 사고 능력 향상, 정보 수집 능력 향상의 인지
적 영역 5문항,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과학에 대
한 친근감 유발, 과학의 용이성에 대한 인식 제고, 
과학 지식에 대한 호기심 유발, 과학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감 제고, 과
학 유머에 대한 호기심 유발, 유머감각 제고의 정
의적 영역 8문항, 총 13개의 4단계 리커트 척도 문
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는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전체에 대하여 각각
.941, .957, .973이었다.
이렇게 구성한 모든 활동지와 검사 도구는 연구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 연구와 초등 과학영재교육 석사 과정 교사 2
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 및 보완한 후 사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모든 연구자와 초등 과학영재교육 전공 석사 과

정 교사 3인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유머의 요소
가 있어 유머로 분류할 수 있으나 과학 지식이 포
함되지 않는 것을 비과학 유머, 과학 지식은 포함
되어 있으나 유머의 요소가 없는 것을 비유머로 규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만든 모든 과학
유머를 분석하여 비과학 유머와 비유머를 선별하
여 제외시켰다. 
과학 유머의 창의성은 과학 유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용성, 전체 창의성의 5가지 항목으로 세
분하고 수치화하여 평가하였다. 즉 과학 유머 유창
성은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과학 유머를
만들어 내는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만든
과학 유머의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과학 유머 융통성은 얼마나 다양한 사고를 하는

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선행연구(이지윤과 강훈식, 
2018)의 과학 유머 분석 기준 중에서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과학 유머 융통
성은 과학 유머에 담긴 ‘내용’보다는 과학 유머를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외적 ‘형태’에서 더 잘 나타
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분석 기준에서
‘형태’에 따른 분류는 다시 ‘생성 형태’와 ‘기술 형
태’에 따른 분류로 세분되어 있다. 생성 형태에 따
른 분류는 과학 유머를 만들어 내는 방식에 따라
‘철자 조합형’, ‘철자 분리형’, ‘발음 유희형’, ‘묘사
형’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기술 형태에 따른 분류는
과학 유머를 글로 풀어내는 형태에 따라 ‘문답형’
과 ‘서술형’으로 세분되어 있다. 또한 문답형은 다
시 답의 내용에 따라 ‘수수께끼형’, ‘방법 요구형’, 
‘예상 요구형’, ‘이유 요구형’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서술형은 문장의 개수에 따라 ‘단문형’과 ‘복문형’
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하나의 과학 유머를 ‘생성
형태’와 ‘기술 형태’에 따라 중복 분류가 가능하므
로, 융통성은 세부 항목의 수를 고려하여 ‘생성 형
태’에 따른 융통성(4점 만점)과 ‘기술 형태’에 따른
융통성(6점 만점)을 별도로 평가하였다. 즉, 한 학
생이 ‘생성 형태’와 ‘기술형태’ 측면에서 얼마나 다
양한 유형으로 과학 유머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각
유형의 개수로 점수화한 후, 두 점수의 합(10점 만
점)을 과학 유머 융통성 점수로 산출하였다.
과학 유머 독창성은 학생들이 과학 유머를 만들

때 얼마나 참신한 유형의 과학 유머를 만드는 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채성(2014)의 과학 창의성 평가

공식에서 독창성 요소인





 ×을 활

용하여 산출하였다. 여기에서 n은 특정한 아이디어
개수이고 N은 전체 아이디어 개수이므로, 이 연구
에서는 이것을 특정한 유형 및 전체 과학 유머 개
수로 간주하고 분석하였다. 즉, n은 ‘생성 형태’의
특정한 유형의 과학 유머 개수, N은 전체 과학 유
머 개수로 하여 각각의 과학 유머에 대한 ‘생성 형
태’ 독창성 점수를 산출하였고, ‘기술 형태’ 측면에
서도 동일하게 실시하여 ‘기술 형태’ 독창성 점수
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두 독창성 점수의 평균을
과학 유머 독창성 점수(10점 만점)로 산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학생이 만든 과학 유머의
독창성 점수를 모두 구하였으며, 그 독창성 점수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그 학생의 과학 유머 독
창성 점수로 산출하였다.
과학 유머 유용성은 평가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과학 유머 중에
서 가장 유용한 것으로 선정한 1개의 과학 유머에
대하여 자기 자신 및 모든 모둠 구성원이 평가한



초등과학교육 제38권 제2호, pp. 191∼202 (2019)196

유용성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과학 유
머 독창성 점수와 배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그
평균의 2배수를 해당 학생의 과학 유머 유용성 점
수(10점 만점)로 산출하였다.
전체 과학 유머 창의성은 임채성(2014)의 과학

창의성 평가 공식을 활용하여 구하였다. 이 공식
에서는 학생 수준에서 과학적으로 새롭고 유용
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과학적 창의성이라
고 보고 과학적 창의성 점수를 산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식은  





 ××와
같다. 이 공식에서 SC는 과학 창의성이고, 





 ×은 독창성 요소이며, U는 유용

성 요소이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유머 독창성과
유용성 점수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과학 유머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석 기준에 따른 분석 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과
1인의 분석자가 분석 기준을 공유하였다. 그 후, 연
구자 중 1인이 모든 학생의 과학 유머를 엑셀 파일
상에서 일차적으로 분석한 후, 이 분석 결과에 대

하여 다른 1명의 분석자가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여부 및 불일치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었
다. 불일치하는 내용에 한하여 모든 연구자 및 분
석자가 합의할 때까지 논의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초등 과학영재교육 석사 과정 교사도 논의에 참여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분석 예는 Table 3과 같다.
통합 창의성, 과학 유머 창의성, 과학 유머 만들

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전체와 각 하위 요인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초등 과학영
재교육 전문가 2명과 석사 과정 교사 3명의 자문을
받아 수정 및 보완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논의

1. 통합 창의성과 과학 유머 창의성의 관계
통합 창의성과 과학 유머 창의성의 관계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통합 창의성 전체는 과
학 유머 창의성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

Table 3. Examples of analysis for creativity in scientific humor

항목 분석 예시

과학 유머
유창성

∙ 과학 유머를 2개 만든 경우 → 2점
∙ 과학 유머를 4개 만든 경우 → 4점

과학 유머
융통성

 <생성 형태에 따라 ‘철자 조합형’과 ‘철자 분리형’을 만들고, 기술 형태에 따라서는 모두 ‘수수께끼형’으로 만든
경우>
∙ ‘생성 형태’에 따른 융통성 점수 → 2점
∙ ‘기술 형태’에 따른 융통성 점수 → 1점
∙ 과학 유머 융통성 점수 → 2점 + 1점 = 3점

과학 유머
독창성

 <생성 형태에 따라 ‘철자 조합형’과 ‘철자 분리형’을 만들고, 기술 형태에 따라서는 모두 ‘수수께끼형’으로 만든
경우>
∙ ‘생성 형태’에 따른 독창성 점수, N(전체 과학 유머 개수) = 214 

  1) 철자 조합형 독창성 점수(n=43) → 


 

  ×   = 8.03점

  2) 철자 분리형 독창성 점수(n=17) → 


 

  ×   = 9.25점

∙ ‘기술 형태’에 따른 독창성 점수, N(전체 과학 유머 개수) = 214 

  1) 수수께끼형 독창성 점수(n=107) → 


 

  ×   = 5.02점

∙ 첫 번째 과학 유머 독창성 점수 → (8.03점 + 5.02점)/2 = 6.53점
∙ 두 번째 과학 유머 독창성 점수 → (9.25점 + 5.02점)/2 = 7.14점
∙ 특정 학생의 과학 유머 독창성 점수 → 7.14점 (7.14점 > 6.53점)

과학 유머
유용성

 <특정 학생이 선택한 과학 유머의 유용성에 대하여 그 학생은 4점, 다른 3명의 모둠 구성원들은 각각 4점, 5점, 
3점을 준 경우>
∙ 과학 유머 유용성 점수 → [(4점 + 4점 + 5점 + 3점)/4] × 2 = 8점

과학 유머
창의성

 <과학 유머 독창성 점수가 7.14점이고, 과학 유머 유용성 점수가 8점인 경우>
∙ 과학 유머 창의성 점수 → 7.14 × 8 = 57.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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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으나(r=0.254, p<0.05), 과학 유머 유창성, 과
학 유머 융통성, 과학 유머 독창성, 과학 유머 유용
성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상관이없었다(p>0.05).
세부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창의적 동기의 경

우 과학 유머 유용성(r=0.250) 및 과학 유머 창의성
(r=0.28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
었으나(p<0.05), 과학 유머 유창성, 과학 유머 융통
성, 과학 유머 독창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이 없었다(p>0.05). 창의적 동기의 하위 요인 중
에서는 호기심이 과학 유머 독창성(r=0.154, p>0.05)
을 제외한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과학 유머 유창
성 r=0.244, 과학 유머 융통성 r=0.236, 과학 유머
유용성 r=0.278, 과학 유머 창의성 r=0.255)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0.05). 또한, 
유희성이 과학 유머 독창성(r=0.225, p<0.05) 및 과
학유머창의성(r=0.310, p<0.01)과유의미한정적상
관이 있었다.
창의적 능력의 경우에는 과학 유머 유창성(r= 

0.222) 및 과학 유머 창의성(r=0.250)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p<0.05), 과학
유머 융통성, 과학 유머 독창성, 과학 유머 유용성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p>0.05). 
세부 하위 요인별로 보면,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
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창의적 능력 요인은 다소
다른 경향이 있었다. 즉 지식은 과학 유머 융통성
(r=0.224)과, 상상력은 과학 유머 유창성(r=0.270) 
및 과학 유머 창의성(r=0.255)과, 민감성은 과학 유
머유창성(r=0.268), 과학유머유용성(r=0.232), 과학
유머 창의성(r=0.240)과, 융통성은 과학 유머 창의성
(r=0.222)과, 유창성은 과학 유머 유창성(r=0.273)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0.05).
한편, 이외에 다른 창의적 동기 및 능력 요인과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 사이의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또한 창의적 태도와 과
학 유머 창의성의 상관은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
사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 
0.05).
이상의 결과들은 통합적 관점에서의 창의성이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egrative creativity and creativity in scientific humor

변인
과학 유머
유창성

과학 유머
융통성

과학 유머
독창성

과학 유머
유용성

과학 유머
창의성

창의적 동기

유희성 0.127 0.164 0.225* 0.219 0.310**

집요성 0.088 0.107 0.027 0.184 0.195 

호기심 0.244* 0.236* 0.154 0.278* 0.255*

소계 0.166 0.185 0.146 0.250* 0.281*

창의적 태도

개방성 —0.063 —0.005 —0.032 —0.037 —0.092 

독자성 0.026 0.003 0.006 0.025 0.070 

모험심 0.124 0.151 0.118 0.119 0.173 

소계 0.053 0.081 0.053 0.060 0.086 

창의적 능력

지식 0.152 0.224* 0.037 0.133 0.179 

상상력 0.270* 0.099 0.106 0.215 0.255*

독창성 0.193 0.052 0.105 0.201 0.217 

민감성 0.268* 0.168 0.162 0.232* 0.240*

융통성 0.060 0.056 0.134 0.178 0.222*

정교성 0.101 0.057 0.131 0.153 0.186 

유창성 0.273* 0.070 0.043 0.109 0.159 

소계 0.222* 0.121 0.124 0.211 0.250*

통합 창의성 0.197 0.144 0.130 0.215 0.254*

* p<.05,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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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머에 포함된 창의성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과학 유머 만들기 과정이나
산출물에 창의적 능력과 태도, 동기 등이 종합적으
로 작용할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창의적 태도보다 창의적 동기나
창의적 능력, 그 중에서도 호기심, 유희성, 민감성, 
지식,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등이 과학 유머 창의
성에 좀 더 폭넓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별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합 창의성 요소가 다소 다를 가능성을 시사
한다. 

2. 통합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

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
통합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

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
다. 통합 창의성 요인 중에서는 창의적 동기의 호
기심만이 유일하게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
과(인지적 효과 r=0.259, 정의적 효과 r=0.259, 전체

효과 r=0.263)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p<0.05). 즉 미지의 것에 관심
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호기심이 높은 학생일수록
과학 유머 만들기의 다양한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
에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했
음을 알 수 있다.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
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학생일수록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의 효과가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호기심
이 많은 학생일수록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
과가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유머 만들
기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호
기심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반면, 호기심을 제외한 다른 통합 창의성 요인들

은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p>0.05). 이는
87.5%의 학생들이 과학 유머 만들기의 다양한 측면
에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integrative creativity and perception of educational benefits for making scientific humor 

변인 인지적 효과 정의적 효과 전체 효과

창의적 동기

유희성 0.067 0.092 0.084

집요성 0.075 0.081 0.080

호기심 0.259* 0.259* 0.263*

소계 0.144 0.156 0.154

창의적 태도

개방성 —0.033 0.059 0.024

독자성 0.105 0.138 0.127

모험심 —0.047 0.015 —0.009

소계 0.005 0.089 0.057

창의적 능력

지식 0.130 0.153 0.146

상상력 0.100 0.077 0.087

독창성 0.134 0.162 0.153

민감성 0.083 0.089 0.088

융통성 0.091 0.091 0.093

정교성 0.099 0.130 0.120

유창성 —0.033 —0.029 —0.031

소계 0.105 0.116 0.114

통합 창의성 0.107 0.135 0.126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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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심지어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매우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즉 통합 창의성 수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
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과학 유머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
과학 유머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과학 유머 창의성의 전체 및 모든 하위 요
소와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
의 전체 및 모든 하위 요인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과
학 유머에 포함된 창의성 측면이 과학 유머 만들기
의 인지적 및 정의적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한 인식과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합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
과에 대한 인식의 관계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
석할 수 있다. 즉 과학 유머 창의성 수준과 관계없
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 유머 만들기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
식하여 두 변인 간의 상관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
난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통합 창의성, 과학 유
머 창의성,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한 인식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통합 창
의성, 특히 창의적 태도보다 창의적 동기나 창의적
능력, 그 중에서도 호기심, 유희성, 민감성, 지식,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요인이 과학 유머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또한 과학 유머 창의성 요
소별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통합 창의성 요소가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인식의 전체 및 모든 하위 요
인은 호기심을 제외한 통합 창의성 요인 및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없었다. 이런
결과는 초등 과학영재교육에서 과학 유머 만들기
의 유용성 및 효과적인 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이 연구는 창의성과 과학 유머 만들기 산출

물의 관련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창
의적 동기, 태도, 능력 등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 관
점에서의 창의성 중 여러 요인이 학생들이 만든 과
학 유머에 포함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용성
등의 창의성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통합 창의성, 특히 창의적 태도
보다 창의적 동기와 창의적 능력이 높은 학생의 과
학 유머가 더 창의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통합 창의성이 부족하여 창의적인 과학 유머
를 만들지 못했더라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 유
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자들은 영재성의
본질에 창의성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영재교육이
학생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박경빈 등, 2014; 박성익 등, 
2003; 이선영, 2014; 이신동 등, 2009; 최원호 등, 
2009; Davis et al., 2011). 또한 과학과 교육과정(교
육부, 2015) 및 영재교육진흥법(교육부, 2017)에서
도 지속적으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
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일반 및 과학영재 학생들
의 창의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수업 전략으로서 과
학 유머 만들기 활동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증명하
였음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에서 창의성

관련 요인을 고려한 지도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
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 창의성, 
그 중에서도 창의적 태도보다 창의적 동기와 창의

Table 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reativity in scientific humor and perception of educational benefits for making scientific humor

변인 과학 유머 유창성 과학 유머 융통성 과학 유머 독창성 과학 유머 유용성 과학 유머 창의성

인지적 효과 0.166 0.105 0.017 0.174 0.080

정의적 효과 0.150 0.127 0.047 0.143 0.091

전체 효과 0.159 0.120 0.036 0.158 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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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 요인이 과학 유머에 포함된 창의성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
의적인 과학 유머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적 태
도보다 창의적 동기나 능력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과학 유머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창의적 태도보다는 창의적 동기와 창의적 능력 요
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 유머 만들기
수업 과정에서 창의적 동기와 능력을 자극하는 데
적절한 전략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
동기의 호기심과 유희성 요인, 창의적 능력의 민감
성, 지식, 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요인이 과학 유머
창의성 요소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므로, 이
요인과 관련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호기심
의 경우에는 과학 유머 만들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
한 인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호
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최우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창의적
동기를 자극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과학 유머를 동기 유발 소재로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만든 과학 유머를 활용하여 퀴즈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학생
들의 창의적 능력을 자극하기 위하여 다양한 과학
유머 유형별로 독창적이고 정교한 사례 등을 제공
하고, 이를 참고하여 다양한 유형의 과학 유머를
가능한 많이 만들고 분석하도록 지도하는 방법도
유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 유머 창의성 요
인별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합 창의성 요인이 다
소 다른 경향이 있었으므로, 특정한 과학 유머 창
의성 요인의 향상을 위해서는 관련 있는 통합 창의
성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과학 유머 유
창성 요인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호기심, 상상력, 
민감성, 유창성 등의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 유머 융통성 요인은 호기
심과 지식, 과학 유머 독창성은 유희성, 과학 유머
유용성은 호기심과 민감성 요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략들을
모색하여 그 전략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진
행한다면 과학 유머 만들기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과학 유머를 포함한 학생들의 창의

적 산출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효과성 검증 방
법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만든 과학 유머에 포함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유용성, 창의성을 수치화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창의
성 산출물에 주목하여 그 창의성 수준을 판단해 보
려는시도들이지속되고있다(이경학과박종원, 2012; 
이수진, 2015; Amabile, 1982; Besemer, 1998). 그러
나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함에도 불구
하고, 아직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
정이다(이수진, 2015). 또한 학생의 행동이나 산출
물에서 창의성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경우에도 창
의성의 일부 요인만 측정하는 것과 같이 한계가 있
었다(한기순, 2000). 이러한 실정에서, 창의적 산출
물인 과학 유머에 포함된 과학 창의성 요인을 다양
하게 수치화한 이 연구는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즉 이런 수치화 방법은 과학적 산출물에 포함
된 창의성 요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므로, 과학 창의성 평가 및 판별 방법을 모
색하는 데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
서 제시한 분석 기준과 수치화 방법은 유사 연구에
서 과학 창의성 분석 기준 설정 시 참고자료로 활
용할 수 있으며, 분석 기준을 발전시켜 다양한 형
태의 창의적 산출물의 정량적 평가 시 활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이 연구는 특정한 연구 대상과 과학 유머

산출물 및 리커트 설문 분석에 한정되어 진행되었
으므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
었다. 따라서 창의성과 과학 유머 산출물의 관련성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원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설문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의 창의성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 특히 일반 창의성뿐만
아니라, 과학 창의성 검사 도구를 활용한 반복 연
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과학 유
머 독창성을 산출할 때 융통성 측면을 고려하였는
데, 이와는 달리 소재의 독창성 등을 고려하는 것
과 같이 과학 유머 독창성 산출 방법을 달리하여
반복 연구를 진행할 필요도 있다. 다양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체계적인 과학 유머 만들
기 수업 전략의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학생의
과학 유머에 포함된 오개념 유형 및 원인 분석 연
구, 과학 유머 창의성 점수 분포에 따른 과학 유머
의 특징 분석 연구, 비슷한 과학 유머 창의성 점수
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 비교 연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학 유머 만들기 활동과 창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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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에 대하여 보다 풍부하고 타당한 설명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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