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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활발히 제안되고 있는 뇌기반 교육 방법들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문헌고찰을 통하여 현재 제안되고 있는 뇌기반 교육원리와 방법들을 정
리하였으며, 신경과학적 근거 여부, 기존 교육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연구결과들과의 일치성 여부, 과도한 일반
화의 오류 여부를 주요 준거로 삼아서 뇌기반 교육원리와 방법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뇌기반 교육에 
관한 제안들은 크게 사고력 계발과 학습의 두 영역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제안들이 신경과학 연
구결과에 근거를 두지 않거나 기존의 교육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신경과
학 연구의 부분적인 결과들을 과도하게 추론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신경과학이 교육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앞으로는 신경과학 연구들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기존 교육학 
분야의 연구결과들과의 일치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뇌기반 교육방법들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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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 신 연구 사업단』 참여교수임.

 ** University of Missouri 박사과정  

*** 서울  교육학과, 『2단계 BK21 역량기반 교육 신 연구 사업단』 참여 학원생임.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Asian Journal of Education

2006, Vol. 7, No. 4, pp. 87-109.



88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Ⅰ. 서론

최근 인간의 학습을 생리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 한 연

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세기 후반의 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은 PET, fMRI 등

과 같은 방법을 통해 인간의 두뇌 활동 찰을 가능하게 하 으며, 이를 기반으로 인간의 

사고와 정서에 한 신경과학(cognitive neuroscience)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신경과

학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사고능력발달, 사고과정, 사고와 정서의 상호작용 등에 한 사실

들이 밝 지면서, 이들 연구결과들을 교육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에 한 논의가 한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련해서 최근에 신경과학 연구에 기반하여 교육 상을 보다 과

학 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낙 인 기 가 형성되고 있으며, 통 인 학교, 교실, 

교사, 교육과정, 지능과 같은 개념들을 신경과학의 연구결과들에 비추어서 재평가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OECD, 2002). 

1990년  후반부터 미국에서는 두뇌 연구결과에 기반해서 학습 상을 설명하려는 학습과

학(science of learning)과 그 결과를 구체 으로 응용하려는 노력들이 극 으로 추진되고 

있다(이정모, 2003). 이러한 신경과학 연구결과를 교육에 목시키려는 구체 인 노력들은 뇌

기반 교육 는 학습(Brain-based education or learning)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미

국에서는 Caine과 Caine(1991), Jensen(1996; 1998) 등의 학자들이 심이 되어 두뇌기반 학

습 원리와 이를 실제 교육장면에 용한 정 인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김유미, 2002). 국

내에서도 두뇌의 학습기제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다양한 뇌기반 

교육 원리들이 제안되고 있다. 를 들면, 김유미(2002)는 기존의 신경과학 연구들을 종합하

여 7개의 뇌기반 교육 원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조주연(1994; 1996; 1998; 2001a; 2001b)은 주

의집 , 학습과 기억, 감성, 창의성 계발을 해 신경과학 연구결과들을 교수-학습활동에 

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 같은 학술  근과는 달리 상업 인 측면에서 뇌호흡 

로그램이 국 으로 확산되고, 우뇌 학습법과 같은 두뇌 계발 방법에 한 다양한 서 들

이 출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뇌기반 교육에 한 높은 심과는 별도로, 뇌기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제안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들에 하여 신경과학, 교육심리학, 그리고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에 기 한 이론  타당성과 교육 장에 용 가능성에 한 건 한 평가가 필요하다. 

Byrnes(2001)는 새로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신경과학  연구방법들이 발달하고는 있으나, 뇌 

장애 연구, 동물 연구, 뇌 상 연구 등이 나름 로의 제한 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의 연구방법에서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교수-학습활동에 그 로 이를 용해서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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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한다. 그리고 신경과학에 한 그 동안의 많은 연구들이 뇌 상과 인간의 사고, 정서 

간의 상호 련성을 주로 보여주었지, 정확한 응 계나 인과 계에 해서는 아직도 분명

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는 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도경수, 박창호, 김성일, 

2002). 컨 , 복잡한 계산 활동  두엽 부 가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두엽을 개발시키

기 해서 복잡한 계산을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복잡한 계산을 할 때 두엽 

부 가 활성화되는 메카니즘을 과학 으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뇌가 활성화된다는 

것의 의미에 한 공통된 해석이 없는 상황에서 뇌의 특정 부 의 발달을 해 어떤 인지활

동을 연습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뇌기반 

교육의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하고, 교육 장에 이를 실제 타당하게 용할 수 있는 지를 

단하기 한 문가들의 비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활발히 제안되고 있는 뇌기반 교육 방법들의 타당성을 신경과학, 교

육심리학, 인지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사고와 학습에 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비

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해 일부 학술지나 상업 인 목 의 서 들에서 주장하

고 있는 뇌기반 교육 원리와 방법들을 살펴보고, 이들 뇌기반 교육원리와 방법들에 하여 

비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비  평가를 해 본 논문에서는 뇌기반 교육원리와 방법들의 실제 신경과학  근거 여

부, 기존 교육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서의 연구결과들과의 일치성 여부, 그리고 뇌기반 교육

원리와 방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지를 평가의 주요 

거로 활용하 다. 본 논문에서 이들 뇌기반 교육원리와 방법에 한 검토와 비  평가

는 크게 사고력 계발과 학습의 두 역으로 나 어 이루어졌다.

Ⅱ. 뇌기반 교육 방법에 대한 분석적 고찰

두뇌의 구조와 기능에 한 신경과학 연구와 함께 이들 연구결과를 응용한 뇌기반 교육방

법에 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두뇌에 한 연구결과를 교육이나 일상생활에 

용하려는 제안들이 최근 학술지 형식부터 상업 인 목 을 가진 서 의 형식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출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학술지뿐만 아니라 상업 으로 출 된 서 들이 제

안하고 있는 뇌기반 교육 방법을 사고력 계발과 학습활동의 두 역으로 나 어 분석 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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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력 계발과 관련된 뇌기반 교육 방법들 
사고력 계발과 련된 뇌기반 교육의 제안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1)뇌

도 많이 활용할수록 단련된다는 '뇌단련' 제안, (2)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이 뇌 발달의 매우 

요한 요소라는 ‘풍요로운 환경제공’ 제안, 마지막으로 (3)좌반구 심의 학습을 벗어나 우

반구 심 학습을 강조하는 ‘우뇌 계발 학습법’ 제안이 그것이다. 이들 제안 방법 각각을 구

체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뇌단련 

뇌단련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발달하듯이 뇌도 많이 활용할수록 단련된다는 가정

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뇌단련 제안들은 단순 계산문제의 연습을 통한 두연합령 단련 

방법, 좌뇌, 우뇌, 간뇌를 총칭하는 뇌(全腦)) 계발 방법, 오감연마를 통한 뇌단련 방법, 움

직임을 통한 뇌단련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단순한 계산문제를 꾸 히 풀면 뇌의 두연합령이 단련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다(이규원 역, 2001). 두연합령은 두엽의 단부에 치하며 사고(思 ), 창조(創造), 의도

(意圖), 정조(情操) 등의 고차 인 사고기능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두연합령 단련 제안들은 

단순한 계산을 통해 두연합령을 단련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궁극 으로 고차 인 정신기

능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컴퓨터 게임보다 간단한 계산을 할 

때 좌우 양쪽 뇌에서 두연합령과 그 련 부분이 보다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기 에 간단한 계산을 1, 2분 동안 먼  하면 두연

합령과 뇌의 다양한 부분이 활발하게 움직이므로 공부가 조  쉬워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둘째, 뇌(全腦)는 좌뇌, 우뇌, 간뇌를 지칭하는 것으로, 뇌 계발을 통해 뇌가 단련되고, 

이를 통해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다는 제안이 있다(김용진, 1999). 뇌 계발을 통해 뇌내 호

르몬의 유기 인 생성으로 신진 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며, 심신의 안정상태인 알  상태

가 되어 베타 엔돌핀이 다량 생성된다고 본다. 뇌  좌뇌는 수학력, 언어표 력, 논리력, 

분석력, 비 력과 연 이 있고, 우뇌는 공간지각력, 직 력, 상력과 계가 있으며, 간뇌는 

감각능력(extra sensory perception, 이하 ESP), 지력,  능력과 련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간뇌 계발을 통한 고속 정독, 순간기억, 뇌 체를 이용한 고속 뇌학습

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셋째, 오감연마를 통해 뇌가 단련된다는 제안이 있다. 미국에서 행해진 한 실험에 의하면 

실험 참여자를 약간 어두운 방안에서 청각  시각의 자극과 몸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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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태에서 3일간 지내게 했다고 한다. 그 결과 뇌는 휴면 상태가 되어 이후 제시된 과제 

활동을 제 로 수행하지 못했고, 단력의 한 하로 '3+5'와 같은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없었으며, 옳은 반응에 하여서도 부정 인 피드백을 주면 곧 답을 바꾸는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었다고 한다(황정희 역, 1992). 이처럼 오감이 제 로 작용하지 못하면 뇌 활동

이 하된다고 보며, 이를 근거로 오감연마를 통한 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두뇌 계발을 한 신체 움직임의 역할에 한 제안은 움직임이 정기 을 

자극하여 주의집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과 움직임이 신경세포망 생성을 도와 인지기

능의 발달을 가져온다는 주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움직임이 정기 을 자극하여 주

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 의하면, 정기 은 소뇌의 통제를 받으며 망상활성화 

체계를 활성화시키는데, 망상활성화체계는 주의집 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악된다(Hannaford, 1995). 이러한 련성을 바탕으로 그네타기, 구르기, 뛰기와 같은 움직임

들이 정기 을 자극하여 주의집   이완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Clarke, 1980). 

한 움직임이 신경세포망을 생성하고, 신경세포망이 증가할수록 두뇌에서 이루어지는 지

 사고과정은 더욱 고도화된다는 견해가 있다(Hannaford, 1995; Pollatscheck & Hagen, 

1996). 움직임은 기 핵, 소뇌, 뇌량 등 두뇌의 모든 주요 부 를 강하게 하고 뉴런의 성장과 

뉴런과 시냅스의 형성을 진하는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를 분비한다고 

제안된다(Kinoshita, 1977). 이 게 분비되는 물질은 뉴런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서 인지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생각이다. 

이와 련 Pollatscheck와 Hagen(1996)은 매일 체육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그 지 않은 아

동들보다 동작, 학업수행, 학교에 한 태도 수가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Hannaford(1995)는 50 와 60  성인들이 4개월간의 규칙 이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결과, 지능검사 수가 10% 정도 증가했다고 보고하 다. 한, Eric(1994)도 운동과 지능의 

련성을 연구한 13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움직임이 두뇌의 성장을 진시킬 뿐 아니라 

퇴화를 방해 다고 주장하 다. 

한 무용에서의 스텝, 공 던지기 등과 같이 계열 으로 이루어지는 동작은 기 핵이나 

소뇌 같은 피질 아래 부분에 의해 향을 받지만, 새로운 동작을 할 때는 두피질과 

두엽의 뒤쪽 2/3, 특히 후측 두엽이 여하게 된다고 한다. 이 부 는 문제해결이나 계획

을 할 때,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행하기 해 계열화할 때 이용되는 부 이기도 하다

(Calvin, 1996).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동작을 통해 문제해결과 같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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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요로운 환경제공 

두뇌가 경험에 따라 물리 으로 발달하고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고해지면서 풍요로

운 환경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신경과학자들은 주의집  처리와 련된 뇌부 가 풍

요로운 환경에서 5-6% 더 성장함을 발견하 고(Fuchs, Montemayor, & Greenough, 1990), 

Diamond와 Hopson(1988)은 두뇌의 놀라운 가소성을 지 하며, "환경을 풍요롭게 할 때, 두

뇌는 더 두툼한 피질, 더 많은 수상돌기 가지, 더 많은 축색돌기 종말과 더 큰 세포체를 갖

게 된다."고 제안하 다. 풍요로운 환경제공과 련된 구체  제안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새

로운 경험의 제공과 음악을 통한 두뇌계발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시냅스 연결망을 증가시켜 두뇌 계발을 진할 수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다(Scheibel, 1994).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통해 새로운 자극과 

새로운 사람을 경험하는 것이 뇌의 기억력을 높여주며, 제한된 문화에서의 한정된 경험으로 

인해 잃어버릴 수 있는 시냅스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김 식, 2003). 즉, 

새로운 경험을 통해 사용하지 않았던 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두뇌 계발을 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두뇌 계발을 한 환경  요소로서 음악의 역할에 한 제안이 제기되고 있다. 음악

은 크게 각성조 , 정보 달, 두뇌자극의 기폭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된다(Jensen, 

1998). 우선, 음악이 각성을 조 하는 도구로서 주의를 유도하는 신경 달물질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한 지지자들은 음악이 정보를 장기기억

에 가장 효율 으로 장할 수 있는 이완된 주의상태인 알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결국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Rose & Nicholl, 1997). 구체 으로, 바로크음악

(Lozanov, 1978) 는 바로크 음악과 뉴에이지 음악 모두가 알  상태를 유도해 내고, 이

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King, 1991). 이처럼 음악을 각성조

의 환경  요소로 보는 입장에서는 음악을 활용하여 심리  이완상태를 유도함으로써 학

습효과를 최 화할 수 있다고 말한다(Lozanov, 1978). 

한편, 음악이 효과 인 정보 달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Webb & Webb, 1990). 

정보가 음악과 연계되어 제공될 경우( 를 들어, ‘독도는 우리땅’과 같이 독도에 한 역사  

사실을 노래로 만들어 달하는 것), 음악이 학생들의 정서와 동기를 정 으로 유발할 뿐

만 아니라 정보에 한 장기기억이 보다 효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음악을 통해 정보가 달되는 경우 음악이 뇌 변연계를 자극함으로써 

음악에 포함된 정보가 장기기억에 보다 공고하게 장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제안한다

(Jense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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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음악이 두뇌를 자극하는 기폭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두뇌 계발에 효과

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음악을 듣고 있는 경우 개인의 두뇌에서는 청각 , 시각 , 인지

, 정의  동작체계가 모두 활성화되며, 음악 처리 시에는 좌반구와 우반구가 모두 여하

므로 음악경험은 두뇌 체에 걸쳐 시냅스의 형성과 수 의 성장을 자극해 두뇌 계발을 돕

는다고 본다(Black, 1997). 

이에 한 근거로 Ohlhaver(1998)는 음악과 학업증진의 계, 학습환경 선호도, 외국어 학

습을 한 음악 활용, 음악이 신경망에 미치는 향과 같은 연구들을 검토한 후 교수-학습 

활동에 음악을 통합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한 Weinberger(1998)는 등학교 1학년에게 7개

월 동안 매일 40분씩 민속 음악을 감상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음악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음

악 감상 수업 후의 읽기이해 검사에서 음악 훈련을 받은 집단의 독해 수가 통제집단의 

수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학에서 이루어진 유명한 모차르트 효

과연구에서 Rauscher 등(1993)은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d 장조'를 약 10분간 들려  집단

에서 일시 으로 시공간  추리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발견하 다고 한다. 

다. 우뇌 계발 학습법

최근 좌뇌의 기능을 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교육에 한 비 과 함께 우뇌에 기반한 교

육의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뇌는 시각 , 비언어 , 창의 인 기능을 담

당하며, 특히 우뇌의 시각  기억은 ‘마음의 그림’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기억용량이 매우 

크고 순서나 규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우뇌의 무한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우뇌 계발 교육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크게 시각  사고, 연상  언어, 

유추  사고, 공간  인식, 쓰지 않는 손의 사용을 심으로 우뇌 계발법을 분석 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은 많은 생각들이 단어나 문장보다 그림, 지도, 다이어

그램, 차트, 마인드맵 등을 통해서 훨씬 더 잘 표 되고 이해될 수 있다고 한다(Williams, 

1986). 를 들어, 이해가 어려운 삼투압에 한 학습에서 학생들 자신이 막(membrane)이나 

막을 통과하는 분자(molecule)라는 상상을 통해 삼투압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시각  사고를 많이 유도함으로써 우뇌  사고를 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뇌를 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연상  언어를 강조하는 입장은 언어를 통한 연상  경험이 강한 내  경험을 이끌

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Gordon & Pose, 1980). 언어에는 객  언어와 연상  언어가 있

으며, 객 인 언어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연상  언어는 모호한 특징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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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를 들어, 시인이 "나의 사랑은 붉은 장미와 같다"라고 말했을 때 그의 의도는 장

미의 정확한 색깔 표 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어떤 이미지를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연상  언어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며, 이것이 우뇌 계발과 련이 있다

고 설명된다. 

셋째, 유추  사고가 우뇌 계발에 많은 도움을 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Williams, 1986). 

유추  사고는 두 가지 무 한 사물간의 사이를 인지하는 과정으로, 이것은 직선  응

계가 아니라 범주  련성 악을 통해 이루어진다. 를 들어, 차의 엔진과 인간의 몸은 

상이하나 어떤 면에서는 차의 엔진과 인간의 심장은 유사 이 있다. 이러한 엔진과 심장 사

이의 유사 과 차이 을 이해하는 유추  사고 활동은 우뇌 계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제

안되고 있다. 

넷째, 공간  인식력을 강조하는 입장은 공간  인식력이 시각  능력과 연결되어 있어 

입체  발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우뇌의 기능을 계발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공간  

인식력이란 삼차원의 입체  공간을 인식하는 능력으로, 넓게는 도시 체의 입체 인 지도

를, 좁게는 물체나 입체를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황정희 역, 1992). 를 들어, 건축가가 되었

다는 상상을 통해 건물 체의 모습, 계단, 복도, 각 방 등을 이미지로 만들거나, 여행과 같

이 새로운 공간을 탐색하는 것 등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아 우뇌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양손의 사용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를 통해 평소 발달되지 않은 뇌를 계발시

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식, 2003; 김용진, 1999; 이규원 역, 2001). 즉, 오른손 사용자는 왼

쪽 뇌만 발달하고, 왼손 사용자는 오른쪽 뇌만 발달하기 때문에, 양쪽 뇌를 골고루 발달시키기 

해서는 양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손을 사용하는 습 을 들이는 것을 통해 

좌뇌 뿐만 아니라 우뇌에 있는 수많은 시냅스 연결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한다.

2. 학습활동과 관련된 뇌기반 교육 방법들
학습활동과 련된 뇌기반 교육 방법의 제안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 어 볼 수 있다. 학

습자의 내  요인 조 을 통해 주의력을 높이고자 하는 '주의 진 략'과 기억력을 높이기 

한 '기억 공고화 략'이 바로 그것이다. 

먼 , 학습 활동에 있어 기본 인 인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활동을 진하는 뇌기

반 교육 방법에 해 살펴보자. 학생들의 주의력은 두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주의 사이클  뇌 의 고-  상태에 따라 집 력이 달라져 학습이 능률 일수도 혹은 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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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일 수도 있다. 따라서 주의 사이클  뇌 와 같이 주의활동에 향을 미치는 내  요

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  두뇌에는 고-  주의 사이클이 있으며, 그것은 90-110분 간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집 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주의 사이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는  주의 사이클은 두뇌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므로 약간의 휴식이 학습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Rossi & Nimmons, 1991). 따라서 휴식 시간에 자습을 하거나 

린 과제를 하는 것은 주의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비능률 인 학습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Jensen, 1998).

주의력과 련해 고려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바로 알 (α) 다. 인간의 뇌 는 활동상

태에 따라 델타(δ) , 세타(θ) , 알 (α) , 베타(β) , 감마(γ) 의 다섯 가지로 나 어지는

데, 수면상태일 때는 델타 , 반수면 상태일 때는 세타 가 나오며, 감마 는 스트 스를 받

을 때 나타난다. 베타 는 사람이 긴장했을 때 나온다. 알 는 마음이 평온해져서 깊은 사

색에 빠질 때 나오며, 이 때 집 력, 창조력, 기억력 등이 좋아진다고 한다(서유헌, 1994). 이

를 바탕으로 알 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명상이나 선, 음악을 통하여, 는 알 와 같

은 주 수의 류가 흐르는 코일을 머리에 쓰도록 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알  심리상태

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알 코일연구회, 1990). 

둘째, 기억을 공고화하기 한 뇌기반 교수-학습 략으로 많이 언 되는 것이 ‘처리시간 

갖기’와 ‘잠자기  공부하기’ 방법이 있다. 먼 , 학습 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한 시간

을 가짐으로써 새로 형성된 시냅스가 강화된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복잡한 내용일수록 처리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을 학습한 후에 학습내용을 공고화할 수 있도

록 개인 인 처리시간을 가져야한다고 제안한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되고, 두뇌가 학습한 내

용을 기존 지식과 연합시킬 수 있을 때 학습은 더 효과 일 수 있고, 따라서 이런 연합과 

공고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해 한 휴식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Jensen, 1998; 

Hobson, 1994). 이와 련하여 새로운 학습 후 이에 한 작문, 소집단 토의,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 등이 학습내용과 련된 시냅스를 공고화하는 구체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다.

한편, 기억의 공고화를 해 잠자기  학습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잠들기  15분 동안 

반복된 언어정보는 의식의 제어 없이 자동 으로 장된다고 주장한다(이 재 역, 1991). 사

람의 뇌는 REM(rapid eye movement) 수면시간에는 활동 인 반면, non-REM 수면 시간에

는 활동이 둔화되는데 이러한 수면시간은 하룻밤에 4-5회 반복해서 나타난다. 잠자기  학

습의 효과성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REM 수면시간 동안 낮에 있었던 일들이 뇌 속에서 빠

르게 반복되므로 잠자기 에 학습한 내용이 REM 시간 동안 해마에서 반복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 식, 2003; 신미숙 역,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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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뇌기반 교육 방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사고력 계발과 학습활동과 련하여 지 까지 제안되어온 뇌기반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들을 분석 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제안들이 모두 실제 신경과학 연구에 기반한 것은 아니

므로 이를 비 으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한 신경과학에 근거를 둔 제안도 극히 

제한 인 실험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연구나 동물 상 연구, 뇌손상을 입은 사람들을 상

으로 한 연구에 기반한 경우도 있어, 이 연구들을 교육원리나 방법에 용할 때 과도한 추

론과 일반화가 있었는지에 하여 비 으로 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뇌기반 교육에서 제안되는 교수-학습방법들이 실제 신경과학 연구결과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구결과의 지나친 일반화 가능성에 하여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 연구결과를 

심으로 비 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한다.

1. 사고력 계발 방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가. 뇌단련을 통한 사고력 계발

먼  뇌단련과 련된 세 가지 뇌기반 교육방법의 타당성에 해 논하고자 한다. 먼 , 계

산을 통한 두연합령 활성화가 고차  사고능력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신경

과학  근거가 부족하다. 즉, 두연합령 에서 계산 시의 활성화 부 와 고차  사고 시의 

활성화 부 가 일치하는 정도에 한 구체  근거가 부족하다. 한 고차  사고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때 뇌의 한 부 만 활성화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 가 네트

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활성화 된다는(Kosslyn & Anderson, 1992) 을 고려하면, 뇌의 특정 

부 를 단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두연합령의 단련이 모든 역에 용되는 일반 인 인지기능의 발달을 가져온다

는 주장은 기존의 교육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들과도 불일치한다. 최근 인지심리학 연

구에 따르면, 비록 문제해결 방식은 동일하더라도 문제의 구체 인 맥락이 변화하면 문제해

결이 어려워지며(Bassok, 2003), 문가의 빠르고 효과 인 문제 해결력은 일반 인 발견법

(heuristic)의 사용에서가 아니라 특정 문제와 련된 잘 구조화된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것

에서 비롯된다(Best, 1999). 한 사 지식이 문제해결과 학습에 요한 향을 미친다는 

을 고려할 때(Recht & Leslie, 1988), 계산을 많이 하면 계산능력은 향상될 수 있으나 계산과 

무 한 역에서 문제해결력 향상을 기 하는 것은 어렵다고 단된다. 

둘째, 뇌(全惱) 계발을 통해 뛰어난 학습  기억능력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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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  근거가 부족하다. 뇌 계발에서 시하는 간뇌는 뇌와 소뇌 사이에서 각성

(arousal)을 조 하는데, 간뇌가 감각 능력이나  능력과 련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신경과학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교육심리학  인지심리학의 연구들은 정보처

리의 깊이와 정교화 정도에 따라 기억 정도가 결정되며(Anderson, 2000), 문성은 해당 분

야에서의 계속 인 경험과 반성, 그리고 실천  연습을 통해 계발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Ericsson et al., 1993).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뛰어난 기억이나 학습능력이 지속 인 유의미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이지, 쓰지 않는 뇌 부분을 사용함으로써 단기간에 계

발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모든 감각기 을 통한 학습활동이 효과 이라는 오감연마를 통한 사고력 계발 제안

은 직  신경과학 연구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 제안들은 자극이 결핍된 환경

에 노출됨으로써 사고력이 하되었다는 실험 결과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고력 발달에 필요

한 최소한의 자극과 환경경험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많은 양의 자극과 환경경험이 주어지

면 사고력 발달이 진된다는 것은 서로 별개의 내용이다(Byrnes, 2001). 따라서 오감을 단련

시키기 해서 많은 자극이 주어 학습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더욱이 작업기억 능력에 한 연구에 따르면, 작업기억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과제

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Baddeley, 1998; Sweller, 1999) 때문에, 오감을 통해 여러 자극을 동

시에 제시할 경우 인지  과부하(cognitive load)가 유발될 수 있다. Mayer(2001)의 연구에 

따르면, 멀티미디어를 이용하여 번개의 형성과정을 그림과 소리만으로 제시한 경우가 이 외

에 추가 으로 설명 을 제시한 경우보다 정 인 학습 결과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학습자

의 작업기억 능력을 과하는 과도한 시각 자료가 제공될 경우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한 

정신 인 표상을 구성하는 데 인지  과부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감각기

을 활용하더라도 학습자가 처리 가능한 한계 내에서 체계 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며, 반드시 다양한 감각기 을 통해 학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움직임이 정기 과 망상활성화 체계를 자극하고 신경세포망을 발달시킴으로써 주

의력  사고력 발달을 도울 수 있다는 제안이 있다. 그러나 망상활성화 체계는 주로 각성

이나 수면주기와 련이 있으므로(Stirling, 2002) 학습을 해 주의를 집 하는 데 망상활성

화 체계가 미치는 향은 크지 않다. 한 망상활성화 체계가 움직임과 련이 있다고 해서 

수학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도 망상활성화 체계가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다. 

그리고 체육활동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향상되고(Pollatscheck & Hagen, 1996), 유산

소 운동만으로 노인들의 지능이 높아졌다는 연구(Hannaford, 1995)들은 요한 매개변인을 

간과하고 있다. 움직임을 통해 시냅스 형성을 진하는 물질이 분비된다고 하더라도 학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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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해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유의미한 학습을 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고 학습활동을 지루해하거나 주의를 집 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학업성취에 미치

는 향은 거의 없거나 부정 일 것이다. 한 기존의 지능 연구들 에서 50-60  노인들의 

지능이 4개월 만에 10%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련 연구를 찾아보

기 힘들다. 따라서 운동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요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운동이 직

으로 학업성취나 지능에 향을 미친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동작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신경과학  근

거가 부족하다. 새로운 동작을 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 와 문제를 해결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 가 일치하는지에 한 경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한 새로운 동작을 할 때 

두피질과 후측 두엽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이들 부 가 발달할수록 문제해

결을 잘한다는 인과  추론을 하는 것은 한 논리 으로 타당하지 않다. 

나. 풍요로운 환경제공을 통한 사고력 계발

풍요로운 환경요소와 련하여 새로운 경험과 음악의 제공이 사고력 계발에 정  향

을 미친다는 제안에 하여 비 으로 분석,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 , 새로운 경험이 두뇌계발을 돕는다는 주장은 새로운 경험이 시냅스를 증가시키고 이

것이 다시 사고능력 향상과 련된다는 것으로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은 기존

의 지식체계를 더 풍요롭게 하고, 지식들 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거나 공고화 할 수 있

다는 에서 두뇌계발에 정 일 수 있다. 성인이 되어도 두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새로운 경험이 시냅스의 증가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반성  경험이 동반되지 

않는 경험은 학습으로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Jarvis, 1987)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따르는 반성  사고가 더 요하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음악이 각성을 조 하고, 정보를 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으며, 두뇌를 자극한

다는 주장들을 비 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바로크 음악을 듣는 것이 알  상태를 

유도함으로써 학습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기 해서는 외부 자극에 의해 

유도된 알  상태가 학습에 미치는 향이 먼  규명되어야 한다. 컨 , 알 는 주로 

사색을 하거나 주의를 집 할 때 나타나는 뇌 로, 바로크 음악에 의해 유도된 알  상태

와 주의를 집 할 때 나타나는 알  상태가 질 으로 동일한지, 특정 학습과제를 수행하

는 동안 알  상태가 지속되는 정도, 학습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했

을 때 알  상태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음악이 정보 달 도구로 활용될 경우 정서와 련된 뇌 변연계를 자극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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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으나, 구체 인 음악의 속성에 따라 유발되는 정서와 학습의 련성에 한 신경과학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음악의 리듬과 결합하여 학습내용을 암기하는 방법은 

교육 장에서 자주 용되는 기억술로, 많은 교사들이 그 효과에 동의한다. 그러나 음악을 

이용한 기억술은 학습 내용이 알 벳, 인물, 연 기 등의 단순한 사실 정보에 제한된다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한 음악 감상 후에 독해력이나 시공간 추리력이 향상되었다는 실험(Weinberger, 1998b; 

Rauscher, 1993)에 해서는 안  설명이 가능하다.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는 피험자

들이 실험 처치와 무 하게 그들이 실험 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연

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기 해 노력하는 상이다. 련 연구에서 음악을 감상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이후 특별한 학습활동이 있을 것을 상하거나 특별한 처치를 받고 있

다고 인식함으로써 더 높은 학업성취를 보 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음악 감상이 구체 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학습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구체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음악 

감상만으로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 우뇌 계발 학습법

우반구의 속성과 련된 과제들을 많이 수행함으로써 우뇌를 계발할 수 있다는 제안들에 

한 비  검토는 다음과 같다. 좌뇌와 우뇌는 조화롭게 사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

에 좌뇌는 논리 이고 언어 인 과제를 수행하고 우뇌는 창의 이고 비언어 인 과제를 수

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컨 , 언어 기능은 주로 좌반구에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정이 실린 말을 하거나 들을 때는 우반구도 활성화 된다(Wallesch et al., 1985; 

Lechevalier et al., 1989). 한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좌뇌와 우뇌의 기능  차이

는 처리하는 과제의 차이가 아니라 정보처리방식이나 반응하는 주 수의 패턴에 따른 차이

이다(Sergent, 1982; Kitterle et al., 1990). 따라서 좌뇌와 우뇌를 수행하는 과제의 특성에 따

라서 기능을 구분하고 우뇌를 계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경과학  근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왼손을 사용함으로써 우뇌를 계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경과학  근거가 부족한 주

장으로, 왼손 사용 시에 우뇌가 활성화되는 상 계가 있다고 해서 왼손 사용이 우뇌 발달

을 가져온다는 인과  추론은 하기 어렵다. 한 왼손 사용이 운동과 무 한 사고능력을 향

상시킨다는 생각은 신경과학  근거가 없는 과도한 추론이다. 따라서 왼손 사용으로 우뇌가 

발달하고 우뇌가 발달함으로써 우뇌가 담당하는 시공간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추론은 타

당하지 않다. 



100  아시아교육연구 7권 4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반면, 우뇌 계발을 주장하지 않는 범  내에서 시각  사고, 연상  언어, 유추  사고 방

법들을 교육활동에 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교육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학습결과를 높이기 해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작업기억 

이론이나 이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시각-그림(visual-pictorial) 자료와 청각-언어

(auditory-verbal) 자료에 한 정보처리 채 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Baddeley, 1998; 

Paivio, 1986), 두 종류의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여도 인지  과부하를 유발하지 않고 효과

으로 이들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의 상당 부분이 언어  자료들과 교사

의 설명에 편 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수업에서 시각  자료 혹은 시각  정보처리를 

유도하는 연상  언어나 메타포를 히 사용하는 것은 학습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

다. 특히, 학습자들이 동일한 자료에 해서 시각  표상과 언어  표상 간에 연합을 형성하

도록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Paivio, 1986). 

2. 학습력 계발 방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가. 주의 진 략

먼  학습활동과 련하여 학습자의 주의를 강화시키는 데 용될 수 있는 주의 사이클을 

고려한 학습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자의 주의 사이클을 고려한 학습방법은 뇌가 

집 할 수 있을 때 공부하고, 피곤해 지면 쉬는 것이 효과 이라는 제안으로 신경과학  근

거로서 Klein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먼 , Klein 등(1986)은 두뇌의 고-  사

이클에 따라 사고  학습 능력의 변화를 확인하 으며, 두뇌에서의 액의 흐름과 호흡의 

변화가 학습과 련이 있다고 제안하 다. 한 Klein과 Armitage(1979)는 피험자에게 언어 

 시공간 과제에 해 8시간동안 매 15분마다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 과제와 시공간 과

제 수가 90-100분 주기로 변동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기존 교육심리연구에서도 학습자의 주의 사이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학습 상황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세 아동은 5-6분, 5세 아동은 30분 

정도로 주의 집 력이 유지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시간은 길어진다(Gary & Foltz, 

1991). 이와 같이 학습자의 제한된 주의지속 시간 때문에 주의 사이클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의 진 략으로 알 를 인 으로 유도하여 학습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주장

이 있다. 를 들면, 알 와 같은 류가 흐르는 코일을 머리에 쓰도록 함으로써 알 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알 가 유도되었다는 신경과학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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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지 않았으며, 만들어진 알 가 주의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결과도 

없다. 따라서 인 으로 알 를 유도하여 집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연구들에 의하면 주의 진은 뇌 와 상 없이 다양한 략들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먼 , 주의환기 략은 새롭고 신기한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시청각 자료, 일상 이지 않은 내용의 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그

리고 탐구  주의환기 략으로 학습자 스스로 문제나 질문 등을 만들게 함으로써 능동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양성의 략을 통해 수업 개를 변화시키고, 정보 제

시방식을 변형시킴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지시킬 수 있다(Keller & Suzuki, 1988; Small, 

2000; Rheinberg, Vollmeyer, & Rollet, 2000). 오히려 이와 같은 주의 진 략들이 알

를 유도하는 방법보다 주의 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 기억의 공고화 략 

먼 , 단 내용 학습 후 한 처리시간을 통해 새로 형성된 시냅스가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장의 제안자들은 신경과학  근거로 장기상승작

용(long-term potentiation)을 들고 있다. 장기상승작용은 해마와 피질 역에서 신경 회로가 

고빈도의 극으로 자극되면, 그 회로를 따라 그 이상의 자극에 한 세포들의 민감성이 증

가하는 것을 말한다(Barnes, 1979). 장기상승작용은 새로 형성된 시냅스를 강화하기 해서 

단 내용 학습 후 한 처리시간(반복  경험활동 포함)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학

습을 한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근거로는 치 않다. 

제안자들의 주장같이 시냅스 공고화를 해 휴식을 취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학습과 련

된 반성  사고를 하거나 의미를 악하기 해 노력하는 것이 시냅스 공고화에 더 효과

일 수 있다. 이와 련하여 Mezirow(1990)는 경험 자체보다 요한 것은 경험에 한 반성

을 통한 지 인 성장이라고 지 한다. 한 Jarvis(1987)는 반성  경험이 동반될 때 구체  

경험이 보다 효과 으로 학습으로 연결되기 쉽다고 제안한다. 

한편, 잠자기  공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REM 수면 기간 동안 낮에 있었던 일들이 의식

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잠자기  15분간의 공부가 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근 

Siegel(2001)의 연구에 의하면, 몇 개월 는 몇 년 동안 REM 수면을 취할 수 없게 하는 약을 

복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기억에 부정 인 향이 없었으며, 오히려 기억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잠자기  공부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효과 인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인지심리연구에서 볼 때  제안은 기억의 역행간섭과 련된 것으로, 낮에 학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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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보다는 잠자기  학습한 내용이 역행간섭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더 기억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Del Rey, Liu, & Simpson, 1994; McGoech et al., 1993). 하지만 기억의 간섭

상에는 역행간섭뿐만 아니라 순행간섭도 존재하며, 순행간섭이 있는 경우 잠자기  공부

의 효과는 확신할 수 없는 것으로 잠자기  공부가 기억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과도한 일반

화라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신경과학 연구결과와 뇌기반 교육에 한 제안들은 학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더 빠르

고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 신경과학 연구들 에서도 특히 교육과 련된 연구들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으며, 뇌기반 교육과 련된 상업  고와 도서들도 많

이 보 되고 있다. 컨 , 2004년 재 뇌와 련된 출  도서가 300여권이고, ‘뇌호흡’이나 

‘뇌단련’을 주창하는 학원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뇌와 련된 교육  제안들에 한 일반인들의 심이  더 높아져 가고 있는

데 반해서 교육과 련된 신경과학 연구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지의 역으로 남아있

기 때문에 뇌기반 교육의 제안들을 무비 으로 수용할 경우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논문은 재까지의 신경과학 연구들과 표 인 뇌기반 교육의 제안들

을 정리하고, 비 인 입장에서 뇌기반 교육들을 검토하 다. 

Byrnes와 Fox(1998)에 따르면, 신경과학 연구에 한 학자들의 태도는 다음의 네 가지 유

형들 에 하나에 속한다고 한다. 첫째,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쉽게 받아들인다. 둘째, 신

경과학  근을 완 히 거부하고 신경과학  연구 결과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 셋

째, 신경과학 연구에 무 심하고 잘 알지 못한다. 넷째, 인지과학의 다양한 연구방법들에 의

해서 발견된 내용들 의 일부분으로 신경과학 연구들을 조심스럽게 수용한다. 이 네 가지 

유형 에서 본 논문은 네 번째 입장을 택하고 있으며, 뇌기반 교육의 제안들을 비 으로 

검토하기 해서 크게 신경과학  근거와 기존 교육심리와 인지심리 연구들과의 일치성이라

는 두 가지 기 을 설정하여 용하 다. 

이들 기 을 심으로 뇌기반 교육에 해서 비 으로 검토한 결과 뇌기반 교육이라고 

불리는 상당수의 제안들이 신경과학 연구결과들을 무비 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신경과

학  연구 결과에 근거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뇌기반 교육

의 제안들 에는 기존의 교육심리학이나 인지심리학 연구결과들과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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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학 연구의 부분 인 결과만을 가지고 과도한 추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경과학 연구는 첨단 장비들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고과정과 정서 상태를 직 으로 

찰할 수 있다는 에서 앞으로 인지과학 연구와 교육방법 개발에 획기 인 발 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신경과학의 무한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극복해야 할 과

제들이 많기 때문에 신경과학 연구결과들을 교육 장에 용하는 데 있어서 신 해야 한다. 

컨 , 인간의 정보처리가 반드시 뇌의 각 부분들과 직 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Raynor & Pollatsek, 1989), 연구방법에 따라서 PET를 사용하여 발견한 뇌의 부 와 fMRI

를 사용하여 발견한 뇌의 부 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Byrnes & Fox, 1998). 한 교육은 부

분 인 인지기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신경과학 연구결과만을 이용하여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신경과학 연구들이 가지고 있는 제한 들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뇌기반 교육에 

한 제안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신경과학 연구들에 기반해서 교육  제안을 할 때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먼 , 심 있는 역의 신경과학 연구들을 총체 으로 살

펴 으로써 연구방법에 따라서, 혹은 학자에 따라서 상충되는 결과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여

야 한다. 한 신경과학 연구가 단순히 인지  활동과 뇌의 활성화 부 를 연결시키는 상

계 연구일 경우에는 무리하게 인과  추론을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컨 , 계산할 때 

두연합령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두연합령이 발달한 사람은 계산을 잘 한다거나 계산을 

많이 하면 두연합령이 발달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과도한 추론이다. 특히 이러한 잘못된 

추론에 기반해서 학생들에게 고등사고능력을 발달시키기 해서 단순한 계산을 많이 시켰음

에도 문제해결력이나 비  사고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면, 경험과학으로서 교육 연구에 

한 심각한 불신을 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신경과학 연구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했다면, 신경과학에 기반한 교육  제안들이 

기존의 교육심리학과 인지심리학의 연구결과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뇌기반 교육이 통  교육방법과 다른 획기 인 제안을 할 수도 있으나 그러

한 제안들도 기존의 인지심리학이나 교육심리학 연구들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기존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 교육  제안들은 그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

러므로 앞으로 신경과학 연구들을 교육에 용하고자 할 때는 련된 신경과학  근거와 기

존 교육심리  인지심리 연구들을 종합 으로 검토하는 신 한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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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validity of Brain-based Learning 

evaluated through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gnitive neur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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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intended to critically evaluate the validity of Brain-Based Learning which 

has been nowadays actively suggested.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Brain-Based Learning 

were collected through document review, and they were evaluated by three prime criteria. 

The criteria were ① a cognitive neuroscience basis, ② consistency with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gnitive psychology research results, ③ hasty generalization fallacy. As a 

result, the suggestions about Brain-Based Learning are consisted of two areas: development 

of cognitive ability and learning ability. However, there are many suggestions which do not 

have a cognitive neuroscience basis, consistency with existing educational psychology and 

cognitive psychology, or sound reasoning. Although cognitive neuroscience has great potential 

to improve educational methods, Brain-Based Learning should be carefully suggested based 

on precise understanding of cognitive neuroscience and reflection on the consistency with 

other educational research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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