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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판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은 교육학을 포함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특히 복잡한 문제 해결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모바일 

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협력적 학습이 문제해결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형성에 미치는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피험자를 두개 그룹 (혼자 학습하는 그룹과 두명이 함께 학습하는 

그룹)으로 나누고, 기업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상황에 대하여 기능성 

모바일게임을 통해 학습하게 하였다. 문제해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과정을 

구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통하여, 동일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두명이 함께 학습하는 그룹이 

혼자 학습하는 그룹보다 사실 (fact)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보다 구조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다.  

	  

 

Abstract An importance of critical thinking has been emphasized in various 

academic areas, in particular, complex problem-solving situations. To identify the 

effects of collaborative learning,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learning 

alone and learning with a partner) and learned about a specific corporate situation by 

using serious mobile game. After playing game, the participants made a presentation 

file to account for their problem solving approaches and it was measured against the 

level of critical thinking. The results indicate that learning with a partner makes the 

participants more critically thinking the problem situations rather than the learning 

alone group, and we suggest that the way how they are externalizing their knowledge 

is a key to critical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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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순히 정보화시대가 아닌 디지털 정보화시대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정보량의 증가와 변화가 끊임없이 가속화되고 

있고, 실제상황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습득보다 문제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판단력 등 고차원의 인지적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보다는 둘 이상의 사람이 상호 지식 공유가 

이루어졌을때 비판적 사고, 지식과 의미의 공동창출, 

변형적 학습이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1-2] 이러한 

이유에서 협력학습이 비판적 사고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에 기반한 기존 연구는 주로 

그룹 활동 전후의 비판적 사고력 테스트를 진행하여 

비교분석하는 형태로 두명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그들이 정보를 받아들일때 인지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추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협력학습이 비판적 

사고형성에 미치는 기존의 추상적인 긍정적인 효과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기존연구	 
	 비판적 사고란 자신의 감정,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 증거들로 어떠한 대상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구성하는 

핵심요인으로 해석(interpretation), 분석(analysis), 

평가(evaluation), 추론(inference), 설명(explanation), 

자기조절(self-regulation) 등이 있다 [3].   

 Daniel K ahneman에 의하면 인간의 사고과정은 크게 

직관적으로 작용하는 System 1과 사색적으로 작용하는 

System 2로 이루어져있으며,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할 때 System 2가 작동한다. 비판적 

사고력은 System 2가 작동할때 이용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3-4]. 본 논문에서는 협력학습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System 2에 작용할 수 있는 인지적 편향을 

저해시키고 보다 비판적 사고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됨을 

보일 것이다. 

그림	 1.	 IDEAS(A	 5-Step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process) 

 그림 1은 Facione과  Gittens이 제안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행해지는 5단계의 비판적 사고과정이다. 

1단계에서 문제를 정의한 후 2단계에서 문제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며 이해를 심화시킨다. 3단계에서는 

문제해결책을 열거하며 예상되는 결과를 생각해본 후 

4단계에서 문제상황에 대한 평가 및 예비해결책을 

생각해낸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생각해본후 스스로 점검을 통해서 문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마무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동일한 문제상황에 

대하여 단일학습이 협력학습보다 단순한 사고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험설계시 

사용되었다. 

 

3.	 실험설계	 
 비판적 사고력은 기술과 능력, 그리고 성향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의 

기본적인 비판적 사고성향의 영향을 배제하고,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협력학습이 비판적 사고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3.1	 피실험자	 

 총 1 5명의 22-26세 남성 대학생으로 구성되었으며, 

혼자서 학습하는 그룹과 두명이 함께 학습하는 각각 5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3.2	 실험기구	 

	 피실험자들은 자체개발된 증강현실 기반의 기능성 모바일 

게임 [그림 2]을 통해 ‘키위모바일’이라는 가상회사가 처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하는 

컨텐츠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피험자들은 총 5개의 부서를 

게임 설계시 설정해 놓은 위치에 따라 직접 찾아가 

정보(interview 동영상, questions, artifacts)를 얻어야 

했다.	 

	 

  

 

 

 

그림	 2.	 증강현실	 기반	 기능성	 모바일	 게임 

 게임은 협력학습과 단일학습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두가지 모드(single playing mode와 pair playing mode)로 

설계하였다. Single playing mode에서는 혼자서 5개의 모든 

부서에 대한 상황 및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pair-playing 

mode에서는 팀원 당 4개의 부서에 대한 정보만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러한 게임 상황설계는 추후에 

팀원간의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하여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었으며, 협력학습이 단일학습보다 

우월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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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DEAS를	 바탕으로	 구성한	 프레젠테이션	 아웃라인	 

 피험자들의 학습에 대한 비판적 사고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림 3]과 같이 IDEAS를 바탕으로 구성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결과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3.2	 실험절차	 

 피실험자들은 실험 참가 동의서 작성 및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후 준비된 모바일폰으로 게임을 실행시켜 

학습을 하였다. 피험자들의 게임 컨텐츠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지 않기위하여 실험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되도록의 

개입은 하지 않았으며, 두명이서 함께 학습하는 경우에도 

학습이 이뤄지는 동안 두사람 간의 의사소통은 허용되지 

않았다. 게임컨텐츠에 대한 학습을 모두 마친 후에는 

30분간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하였고, 혼자 학습한 

그룹의 경우 혼자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으며,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의 경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4.	 실험결과	 
클래스	 카테고리	 혼자	 	 

학습한	 그룹	 

(팀)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	 

(팀)	 

단일적	 구조	 3	 0	 

복합적	 구조	 2	 5	 

문제	 
구조화	 

합계	 5	 5	 

사실	 기반의	 	 
사고	 과정	 

3	 1	 

추론	 기반의	 
사고	 과정	 

2	 4	 

비판적	 	 

사고	 과정	 

합계	 5	 5	 

표	 1.	 혼자	 학습한	 그룹과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의	 비판적	 사고과정	 차이	 

 실험결과 혼자 학습한 그룹과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 

모두 주요한 문제점을 찾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한 

학습이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두명이 함께 학습한 

5팀 모두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반면 

혼자 학습한 5팀 중 3팀이 단일적으로 문제를 구조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회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할 때 

혼자 학습한 5팀 중 3팀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한 

사실기반의 사고를 하는 반면, 두명이 함께 학습한 5팀 중 

4팀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적인 사고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두명이 함께 문제점을 규명할시 동일한 

문제에 대한 다른 해석을 공유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 

비판적 사고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특히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의 경우, 피실험자는 한개 

부서의 문제점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않은 파트너에게 자신이 이해하는 

문제를 외현화(externalizing)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해결의 단초들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5.	 결론	 및	 추후과제	 
 본 실험에서는 기능성게임을 통해 익숙치 않은 상황에 

대하여 학습을 진행한후 30분간의 협력학습이 단일학습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는지 살펴보았다. 

피험자들이 작성한 비판적 사고과정으로 구성한 

프레젠젠테이션 파일 분석 결과,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이 혼자 학습한 그룹보다 유기적이고 비판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혼자서 학습한 그룹내에도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보다 

더 높은 비판적 사고를 한 그룹이 존재하였고 두명이 함께 

학습한 그룹 내에도 추론적 사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그룹도 존재하였다. 이는 실험 설계시 피실험자들의 비판적 

사고 성향의 영향을 배제한 결과로 추후 과제에서는 

피실험자들의 기본적성향 또한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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