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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적 사고 능력과 심상적 사고 횟수 및
창의성간의 관계
- 심상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成 垠 鉉 (호서대학교)

<< 요 약 >>
본 연구는 심상적 사고 훈련을 적용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이론적 근거를 마
련하기 위한 탐색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심상적 사고 능력이 우수한 사람 또는 심
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창의성을 갖는지에 대해 알
아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30대 피험자 240명을 대상으로 두 가지 실험을 하였다. 실
험 1에서는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수한 심상적 사고 능력을 갖는지 알아보
기 위해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심상사용횟수·심상적 사고의 장점을 알아보기
위한 면접도 실시하였다. 실험 2에서는 피험자의 심상사용횟수와 관련된 주관적 보고의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피험자 중 85명을 무선 추출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심상 능력 검
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상적
사고가 갖는 신속하고 유연하고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정보 처리 특성 때문에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 평균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둘째,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
람들이 심상적 사고 능력에서 우수하였다. 셋째,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간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

I.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은 순종적이고 정형화된 인간상에 가치
를 두고 있으며, 특히 일제 이후 주입식 교육 제도는 창의적인 인간으로의 성장을 저해하
여 왔다. 그러나 아이디어를 이용한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개인의 자질은 창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이 학습과 훈련에 의해 개발될 수 있다는 생각은 Guilford(1967)의 연구 이후 보편
화되었으며, 이제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잠재해 있고, 환경에 의해 개발될 수 있는 능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박숙희(1999)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이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은 집단이나 창의성과 관련되지 않은
전래동화를 들은 집단보다 유의미한 증진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이인순(1987)도 이와 유사
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를 발표했다. 이러한 창의성 교육의 효과를 인식한 듯 현
재 시중에는 창의성 개발에 관한 책자가 꽤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한 책자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Guilford(1967)의 연구이래 많이 알려진 확산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지필식
또는 놀이나 게임 형식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의 매체가 발달된 새
천년에는 창의성 개발을 위해 매스미디어의 매체를 활용한 참신하고 과학적인 새로운 시도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컴퓨터 출현 이후의 현대 매스미디어는 가상 공간을 통한 다양하고 무수한 형상화된 정
보를 사용하여 인간을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신선한 이미지의 자극은 다른 자극과는 달리
사람의 흥미를 끌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그것에 몰입하게 되는 flow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현대 문화의 조류와 병행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적인 방법으로 창의성을 증진시
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이는 이전의 지필식 창의성 개발 프로그램들보다 한
층 더 집중과 흥미를 끄는 차별화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창의성 프로그램의 내용면에
서도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1 ) 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현대 창의성 연구의
흐름인 다차원적인 방식(Sternberg & Lubart , 1999; Urban , 1995)으로 창의성 증진을 위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성은현(1995)의 연구에서 Torrance의 창의성 검사와 Poltrock과 Brown (1984), Kosslyn 등
(1985a)의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사용하여 창의성과 심상적 사고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준으로 하는 심상적 사고 능력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으
로 측정한 도형적·언어적 창의성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상
적 사고 능력(효율성과 정확성)이 우수하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으로 측정한 도형적·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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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창의성도 우수했다고 한다. 이 결과로부터 한 단계 비약하여 유추해 볼 때 심상적 사
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 있는 전략인 심상적 사고를 많이 사
용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므로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에서

도 우수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심상적 사고를 자극함으로써 창의성
을 개발하자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면 과연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높은 창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가? 창의적인 업적을 남긴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자서전에서 자신을
시각적 사고가라 지칭하고 있고 창의성에 심상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도 있지만2 )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높은 창의성을 갖는다는 명쾌한 실
험적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
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창의성에서 우수하다는 가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
적인 방법으로 검증해 봄으로써 심상적 사고 훈련을 적용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연구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우수한 창의성을 갖
는가?
둘째,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심상적 사고가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
셋째, 심상적 사고 능력이 심상적 사고 횟수를 설명할 수 있는가?
넷째,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간에 관련성이 있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심상의 구조와 측정
Kosslyn (1980)은 심상적 사고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정들(processes)과 다시 각 과정을 구
성하는 요소들(modules)을 연구하였다. 그에 따르면 각 과정들은 제각기 고유한 기능을 가
지면서 다른 과정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역동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개
입하게 된다3 ) . Kosslyn은 대표적인 심상적 사고 과정으로 심상 생성과정, 심상 검색과정과
심상 변형과정을 제안하였다. 심상 생성(generation of imag ery ) 과정은 자동차나 집 등을
상상할 때처럼 장기 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물체의 시각상을 만드는 데 관여한

다. 심상 검색(in spection of im agery )과정은 형성된 심상에 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심
상을 관찰할 때 개입한다. 예를 들어 돼지와 염소 중 어느 것이 더 큰가? 라는 질문을 받
으면 돼지를 상상하고 염소를 상상해서 그 크기를 비교한다. 이때 크기를 판단하려면 각각
의 심상을 낱낱이 탐색해야 하는데 이 탐색 과정에 심상 검색 과정이 개입된다. 심상 변형
(tran sformation of im agery )과정은 심상의 색, 모양, 위치 등을 바꿀 때 일어난다. 예를 들

어 빨간 차를 상상하게 하고 다음에 노란 차를 상상하도록 할 때, 또는 여자의 얼굴을 상
상하였다가 남자의 얼굴을 상상할 때 심상 변형 과정이 개입된다.
Kosslyn (1980)은 이러한 각 과정이 다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들
(m odules)을 갖는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심상 생성 과정에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어떤 물체에 대한 상(예: 자동차)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물체의 세부 부분(예: 차폭등, 바퀴,
핸들 등)에 대한 상(im age)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기능을 그림(picture)요소가 담당한다. 그

리고 그림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세부 부분의 상을 전체적으로 적당한 자리에 정확하게 위
치시키기 위해서 그 위치시킬 장소를 찾아야 하는데 이 기능은 찾기(find) 요소가 담당한
다. 그리고 찾기 요소가 적당한 장소를 찾으면 그림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상을 그 장소
에 위치시켜야 하는데 이 기능은 집어넣기(put ) 요소가 담당한다. 그러므로 심상 생성 과
정은 그림 요소, 찾기 요소, 집어넣기 요소가 상호 작용하여 각 부분의 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결국 전체적인 물체의 상을 만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심상 생성 과정 외에 다
른 과정들(변형 과정과 탐색과정 등)도 각각 이와 비슷한 하위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심상 과정(im agery preces s)이 있다는 Kosslyn과 그의 동료들의 생각은, 80년대 후
반부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각 심상 과정의 기능과 관련된 뇌의 부위가 있음을 밝히는
생리학적 접근의 연구들(Kosslyn et al., 1985b ; Kosslyn et al., 1990; Kosslyn et al., 1991;
F arah , 1985)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이렇게 심상적 사고의 실체와 기능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후 심상의 각 과정에 대한 개
인차를 측정하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도가 나타났다. Poltrok과 Brown (1984)은 심상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심상을 이용한 더하기, 빼기 그리고 심상 통합 검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Kosslyn 등(1985a)은 심상 탐색(inspection) 과정과 심상 생
성과정에 대한 검사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검사 각각의 측정
기준은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을 준거로 한 심상적 사고 능력의 효율성(efficacy )과 피험자의
정답 수를 준거로 한 심상적 사고 능력의 정확성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중 Kosslyn 등
(1985a)이 제작한 심상 탐색 검사를 사용하여 피험자의 심상적 사고 능력을 측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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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의 요인과 측정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상황에 적절한 독창적이고 새로운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이라고 정
의한다. 최근에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Sternberg (1988)와 Sternberg & Lubart (1995, 1999)는 내적 동기, 문제와 관련된 지식과 능력,
그리고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 등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점에서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
다. Amabile(1983)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복잡함에 직면하고 자신의 기존 사고 방
식을 깨뜨릴 수 있는 인지 스타일,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식, 정열적인 노력
을 기울여 일하는 스타일 등의 복합적인 산물로 창의성을 기술하고 있다. Csikszentmihalyi
(1988)은 창의성에 관한 체계(sy stem ) 관점에서 창의성을 사회, 문화, 개인이라는 세 체계간

의 역동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창의성을 연구하기 위해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기본적으
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의 핵심 요인이라고 널리 알려진 유창성, 융통성, 독
창성 요인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Urban (1995, 박숙희, 1999에서 재인용)은 다차원적 요소들의
상호작용 모델에서 창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요인으로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정교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박숙희(1999)는 다차원적인 창의성 개념 모형을 제
시하고 그 모형 내부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과 상상력을 변인으로 하는 창의
성 측정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 요인에 대한 연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은
Guilford(1967)이다. 그는 지능의 구조에서 확산적 사고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 요인들
을 제시하였다. 그 후 Torrance는 Guilford의 이론을 계승·발전시켜 표준화된 창의성 검사
를 개발하였다.
Torrance 검사는 언어와 도형 검사로 나뉘어지며, 각 검사에서 측정하는 요인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개방성 요인 등이다. 이 검사는 현재 표준화된 창
의성 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Torrance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검사의 예언타당도
도 입증되었다. 예언타당도를 입증한 한 종단적 연구(T orrance, 1988)를 소개하면, Torrance
는 1958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Torrance의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후 5년 동안 계
속 재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시작한지 22년 뒤인 1980년에 이들을 대상으로
이전에 Torrance 창의성 검사에서 우수한 점수를 보인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수한 창
의성을 보이는지 알아보는 추후 연구를 시행했다. 이 연구에서 그는 고등학교 재학 시기,
고등학교 졸업 후 그리고, 실생활에서 나타난 창의적 성취도 및 장래 직업관 등을 알아보
는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얻은 피험자의 창의성 성취 수준은
그가 초등학교때 얻은 창의성 점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p=.001) . 이외에도

Torrance(1988)는 Torrance 창의성 검사의 타당성을 장·단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한
다른 학자들의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국판 Torrance 창의성 검사가 그
동안 개발되지 않았다가 김영채(1999)에 의해 최근에 개발되었다.

3.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가 창의성에 유용하다는 선행 연구들
1)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와 창의성을 주제로 한 초기 연구들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 그들의 사고 과정에 심상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Ghiselin , 1952 ; Shepard, 1978 ; Miller , 1984 ;
Denis, 1989 ; 최승국, 1996). 시인인 Colerige는 쿠브라 칸 을 쓸 때 images들이 그의 눈앞

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였고 그가 한 일이란 단지 그것을 써 내려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상
대성 이론을 발견한 물리학자 Einstein은 자신을 시각적 사고가로 자칭하며 심상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는 문제해결의 가능성, 결과, 영향 등을 심상을 통해
시각화해보는 습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심상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 창의
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작곡가 Mozart, 수학자Hadamard, 물리학자 Maxwell과 Tesla, 생
물학자 Watson, 화가 피카소 등 대단히 많이 있다.
이러한 자전적 보고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20C 초기부터 일부 심
리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Bartlett (1927, 성은현 1995에서 재인용)은 발명적 성향이 있는 사
람들이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Roe(1951, 성은현 1995에서 재인용)는 질문
지 조사를 통해 생물학자, 물리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등 모두 61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사고를 하는 방법을 물었다. 이 결과 대부분의 생물학자, 물리학자들은 심상적 방법을 사용
하는 반면, 심리학자나 인류학자는 언어적 방법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Schmeidler (1965)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과 심상적 사고능력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 심상적 사고능력과 창의성간의 상관 관계가 남자는 +.21(P=.01), 여자는 +.17(P=.06)이었
다. 이렇듯 초기 심리학자들 중에서는 심상적 사고와 창의성간의 관계를 밝히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의 연구 방법은 피험자들의 주관적 보고만을 참고로 했거나,
문항 수가 너무 적거나, 떠오른 이미지의 생생함을 피험자 스스로 판단하여 기록하는 수동
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의 심상적 사고 능력만을 측정하였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1970년
대 중반 이후부터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쳐 심상적 사고의 구조와 특성 그리고 창의적
사고 과정에 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창의적 사고에서 심상적 사고가 유용할 수 있는 이유
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이 점은 다음에서 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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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심상적 사고의 특성과 창의적 사고과정에 관한 연구
(1) 심상적 사고의 특성을 중심으로
Denis (1989), Lautrey (1987), Cooper 와 Shepard(1982), Paivio(1971) 그리고 Kaufmann (1979)에
따르면 심상적 사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들을 쉽고 빠르고 융통성 있게 조작할
수 있다. 둘째, 정보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다. 셋째,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다룰 수 있다. 넷째,
심상적 사고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실제로 자료를 처리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심상적 사고의 특성은 창의성의 각 요인들과 연관성을 갖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심상적 사고의 신속성을 창의성의 독창성과 유창성 요인에 연관시켜 보자.
Sternberg (1988)는 독창성을 훌륭한 은유를 발견하는 능력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독창
적인 사고란 거리가 먼 대상들을 서로 연결시킬 때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중에 사자다라는 것이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는 자동차 중
에 왕이고 사자는 동물 중에 왕인데 두 가지 주부가 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롤스로이스
는 자동차이고 사자는 동물이며 자동차와 동물은 우리의 기억 체계 속에서 서로 근접하지
않은 먼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자료를 연결시켜 독창적인 생
각을 하려면 신속한 정보처리 방법이 필요하므로 심상적 사고가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가능한 많은 생각을 만들어 내는 유창성도 신속한 정보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신
속성이 특징인 심상적 사고가 유용한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Kaufmann (1974)의
연구 결과는 유창성이 시각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위의 생각을 지지해 준다. 그는 시각적
방해 자극 조건과 청각적 방해 자극 조건에서 유창성을 측정하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 방해 자극 조건에서 유창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창
성이 시각적 사고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심상적 사고의 동시성과 전체성이라는 특성도 창의적 사고와 많은 관련이 있다.
Wertheimer (1959)는 창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생산적 사고(productiv e thinking )를 설명하면
서 생산적 사고는 문제상황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조사하는 과정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Bruner (1960)는 분석적 사고와 직관적 사고를 구분하면서 직관적 사고를 잘 계획되지 않고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암시적인 지각에 기초한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Poincaré
같은 유명한 수학자도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창의적 사고에 중요하다고 했다
(Miller , 1984, p.262) .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창의적이 되려면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고

동시에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정보들을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루는 특
성을 갖는(Paivio, 1971, p.38; Kaufmann , 1980, p.125) 심상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에 유용

하리라고 생각한다.
Antonietti(1991)는 위에서 언급한 심상적 사고의 특성을 인정하면서 심상적 사고는 문제
해결시 알고리즘의 기계적인 사용을 피하게 해준다는 특성을 덧붙였다. 그는 실험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검증했다. 실험 중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는다: <배에 사다리가
하나 걸려있다. 그 사다리는 바다 위에 6개의 계단이 올라와 있다. 계단 사이의 거리는
30Cm 이다. 만조가 되면 물 수위가 70Cm 올라간다. 만조에 바다 위에는 몇 개의 계단이
올라와 있겠는가?> 피험자들은 질문을 제시받는 형태에 따라서 세 그룹(언어 집단, 그림집단
, 심상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언어 집단은 질문을 언어로, 그림 집단은 그림으로, 심상 집

단은 눈을 감고 심상을 떠올리며 문제를 제시받게 된다. 5분 뒤에 답을 말하라고 하였더니
정답은 6개인데 많은 피험자들이 [{6(계단)

30(Cm)

70(Cm)}

30(Cm) = 3.7 계단]이

라는 오답을 했다. 피험자들은 대부분 자동적으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오답을 하게 된 것
이다. 각 피험자 집단 가운데 심상 집단에서 정답을 말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이 결과는
심상적 사고가 알고리즘의 기계적 사용을 피하게 해준다는 Antonietti(1991)의 생각을 지지
해 준다. 이렇게 알고리즘의 기계적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심상적 사고의 특성은 독창적이
고 새로운 생각을 산출하는 능력인 창의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2)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Weisberg 등(1973)과 Weisberg (1988)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시하고 피험자들에게 창의
적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일어난 사고 과정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문제는 피험자에게 양초와, 성냥 한 갑, 압핀 한 통을 주고 양초를 벽
에 걸어놓고 불을 켤 방법을 생각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피험자들이 답을 찾았다는 신호
를 보내면 실험자는 각 피험자에게 문제해결 과정 동안 생각했던 모든 것을 말해 보도록
했다. 피험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초 밑을 녹이거나 압핀을 사용하
여 초를 벽에 붙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몇몇 피험자들은 이 방법이 문제를 해
결하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상을 이용한
정신적인 탐구를 하였다. 즉 주어진 물체의 외관을 분석해 보고 유용한 자료는 기억 속에
저장해 놓고, 어떤 해결책을 상상하고 평가하기 위해 그 자료들을 조합하고 탐색했다. 마침
내 피험자들은 압핀 통을 촛대로 응용하여 압핀 통의 가운데에 구멍을 내어 초를 끼운 뒤,
초가 끼워진 압핀 통을 압핀을 사용하여 벽에 붙이는 해결책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Weisberg는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 처리 과정 모델을 만들
었다. Weisberg의 창의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처리 모형은 문제(problem ) → 필요
(need) → 찾기(find one) → 사용(u se) → 수정(modify ) → 만들기(m ake one)단계로 구

성된다.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된 중요한 결과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피험자들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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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사고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험자들은 주어진 물체들을 동시에 분석하고, 해결
책을 이런 저런 방식으로 상상해 보며 평가하는 정신적인 탐구를 했다고 보고했다.
Ohlsson (1984a, b )은 Gëstalt이론에서 나온 재구성이란 개념이 창의적 사고에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했다. Ohlsson의 생각에 따르면 재구성이란 피험자가 문제에 대해 갖고 있는
표상(representation )을 바꾸는 과정이다. Ohlsson은 재구성의 메카니즘을 다시 찾는
(recuperation )과정과 전파, 확산(propagation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다시 찾는

과정이란 기억 속에서 현 상황의 어떤 부분을 재해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실험자는 천장에서부터 늘어뜨려진 두 개의 줄과 함께, 바닥에 놓여진 망치를
피험자에게 보여준다. 두 줄의 간격은 사람이 양팔을 벌린 간격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
서 어떤 한 지점에 서 있으면 동시에 두 개의 줄을 잡을 수 없다. 이 상황에서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늘어뜨려진 한 줄을 피험자의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한 손으로 다른 줄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다. 이때 답을 찾게되는 결정
적인 단서는 바닥에 놓여진 망치를 기억 속의 추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추
의 개념을 찾아내는 과정이 다시 찾는 과정이다.
다시 찾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의 핵심은 망치를 추에 연결시키는 은유(metaphor )를 생각
해 내는 것이다. 좋은 은유란 개념상 먼 거리에 있는 두 대상이 갖고 있는 유사성을 파악
하여 대상을 연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은유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 정보들을 신속하
게 비교하고 조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보를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처리해 주는 심상적 사고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가정은
Ohlsson의 생각과 기본적으로 합치하는데 Ohlsson 역시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력을 창
의적 사고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Sternberg (1988)는 창의성을 지적 측면, 인지 형태적 측면, 인성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는
데 이 중 지적 측면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지적 측
면을 설명하면서 선택적 약호화(selectiv e encoding ) , 선택적 조합(selective combination ) , 선
택적 비교(selectiv e comparison )라는 구성요소가 창의적 사고에 중요하다고 했다.
선택적 약호화란 다양한 많은 정보들로부터 적절한 정보를 골라내는 것으로 Sternberg (1988)
는 Fleming을 선택적 약호화를 사용하여 창의적 업적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았다.
왜냐하면 Fleming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그가 배양하려 했던 박테리아가 곰팡이에 의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박테리아를 죽이는 푸른곰팡이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약호화해 놓았
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택적 조합이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정보들을 일관된 형태로 통합하는 것으로
Sternberg (1988)는 Darwin이 진화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Darwin이 진화설을 만드는데 필요한 이론적 자료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으로 Darwin이 한 일은 이 자료들을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
운 이론으로 재구성한 것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택적 비교란 최근에 얻어진 정보들을 과거에 얻은 정보와 연관시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Kekulé는 어느날 우연히 꿈속에서 꼬리를 물고 있던 뱀의 형상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꿈속의 모습을 지금까지 축적해 온 벤젠의 분자구조에 관한 자료들과 연관시켜 비교함
으로써 벤젠의 분자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Kekulé의 발견 과정은 선택적 비교를
통해 창의적 업적을 남긴 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듯이 Sternberg는 유용한 정보를 선택하여 부호화하고 지식들을 새로운 방식으
로 조합해 보고 동시에 비교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동시성, 유연성과 신속성이 특징인 심상적 사고가 창의적 사고에 유용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Sternberg 자신도 은유적으로 상상하는 능력과 내적 시각화 능력이 창의
적인 사람의 인지 스타일(cognitiv e style)이라고 생각하였다.
Finke(1990)는 원, 정사각형, 삼각형, 직사각형, 수직선, 수평선, D, L, T, C, J, X, V, P, 8
자와 같은 시공간적 자료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발견하는데 심상적 사고가
유용한지 연구하였다. 그가 행한 일련의 실험 중 대학원생 39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는 심상적 사고를 함으로써 분리된 부분들을 통합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합된 모양이 실
제 세계의 어떤 사물과 일치하는지 검증할 수 있으며, 분리된 부분들의 창의적 조합을 만
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검증하였다.
이상에서 소개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서 심상적 사고가 유
용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의 설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실험을 계획하였다. 첫 번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이
Torrance 창의성 검사를 하는 도중 심상적 사고를 했는지 판별하기 위해 피험자에게 창의
성 문제 하나를 마칠 때마다 그 문제를 푸는 동안 심상적 사고를 했는지 기록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검사지를 회수할 때 다시 한 번 심상적 사고의 사용 여부를 조사원이 질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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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또한 한 번이라도 심상적 사고를 했다고 말한 피험자에게는 심상적 사고가 어
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물어 보고 심상적 사고의 특성을 한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렇게 피험자의 주관적 보고만을 기준으로 심상적 사고 횟수를 알아보는 것은 신
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여 Kosslyn의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실시하는 두번째
실험을 진행했다.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심상적 사고능력이 뛰어난 사람
이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실험에서 피험
자의 심상적 사고 능력과 심상적 사고 횟수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한다면 첫 번째 실험
에서 수집한 피험자의 주관적 보고에 객관적인 신뢰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검사 절차
1) 실험 1.
(1) 피험자
충남에 거주하는 20대와 30대 남녀 240명을 대상으로 두 명 이상의 조사원들이 피험자의
학교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 10～15명의 그룹을 단위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험자
의 학력은 고졸이상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6세였다. 피험자들의 직업은 학생, 회사원, 교사,
자영업자들이었다.
(2) 측정도구
① 창의성 측정 도구
창의성에 대한 개인차를 측정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된 Torrance(1974)의
창의성 검사 중 언어 검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어 검사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 피험자가 언어 검사와 도형 검사를 모두하고, 자기 진술을 위한 면담을 하고, 심
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창의성 언어 검사를 위해 약 60분, 창의성 도형 검
사를 위해 약 40분, 면담을 위해 약 5분 내지 10분,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위해 약 30분
정도로 모두 140분 정도를 할애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하는데 피험자들이 지겨워하여 성
의 없는 대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되도록 문항 수를 줄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창의성 검
사의 두 가지 하위 검사중 언어 검사만을 선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도형 검사는 도형을
재료로 한 검사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동기억 내에서 심상적 사고가 직접적으로 역할
을 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검증하는 연구들도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
이다(Baddley , 1986; Finke, 1990; 성은현, 1995) . 이에 비해 언어 검사는 도형을 직접적인 재
료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심상적 사고가 유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

를 해 볼 가치 있는 주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문항 수에서도 언어 검사의 문항 수가 도
형 검사의 문항 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각 문항을 해결하는데 심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언어 검사는 모두 일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을 해결하는데는 문항에 따라 각
각 5분 또는 10분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므로 창의성 검사 일곱 문항을 해결하는데는 45분
의 시간이 걸렸으며 여기에 지시를 주는 시간을 합하면 약 6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각 요인별 점수중 유창성 점수는 피험자의 반복되지 않은 적절한 반응 수에 의해 계산되
었고, 융통성 점수는 다양한 범주에 답한 범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독창성 점수는
각 문항에서 전체 피험자의 반응 중 5% 미만으로 나타난 반응에만 점수를 주었다. 창의성
총 평균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요인 각각의 표준점수 합의 평균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각 요인의 표준 점수의 평균은 100이고 표준편차는 20이었다. 검사를 채점하는 과정에서
(특히 융통성 요인에서 피험자의 응답을 범주별로 구분할 때)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채점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채점자간 신뢰도
를 구하였다. 그 결과 유창성은 .99(p<.001), 독창성은 .99(p<.001), 융통성은 .97(p<.001)로 매
우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② 피험자의 자기 진술을 참고로 심상적 사고의 사용 여부와 특성 조사
피험자들에게 창의성 검사 일곱 문항에 대해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심상적 사고를 사용
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각 문항 위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실험이 끝나고
난 후 조사원들이 검사지를 회수하면서 다시 한번 창의성 검사를 받는 동안 심상적 사고를
했는지 여부를 문항별로 확인했다. 그리고 심상적 사고를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고 답한 피
험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심상적 사고가 진행되었는지 또 심상적 사고 방법의 특성은 무엇
인지 물어보고 그 답변들을 각 피험자의 개인 카드에 기록했다. 조사원은 또한 미리 준비
한 심상적 사고 진행 기준표와 심상적 사고 특성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금 기록한 피험
자의 응답과 가장 근접한 번호를 골라 피험자에게 같은 의미인지 확인한 후 그 번호를 기
록하였다.
2) 실험 2.
(1) 피험자
실험 2는 심상적 사고 능력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해야하므로 실험 1의 피
험자 중에서 컴퓨터 사용이 가능한 피험자 85명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실험 1의 피험자를
전부 대상으로 하지 않고 85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연구 방법 전문가의 자문을 얻은 결
과 실험 1의 피험자를 무작위 추출할 경우 심상적 사고 능력과 횟수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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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하여 실행하였다. 그런데 85명 중 4명의 파일이 손상되어 81명의
자료만을 최종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①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심상적 사고 능력검사는 숨은 그림 찾기 검사(embeded figure test )
와 유사한 심상을 통한 도형 탐색 검사이다. 이 검사는 Kosslyn (1985a)의 검사를 토대로 컴
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시하였다. 검사는 모두 22개의 문제로 되어 있으며 그 중 처음
두 문제는 연습용이다. 실험자는 피험자가 컴퓨터의 화면을 통해 [그림 1]과 같은 도형을
볼 것이라고 하고 화면의 도형을 머리 속에 완전히 기억했다고 생각되면 Enter 를 누르게
했다.

그림을 머리 속에 완전히 기억했다고 생각되면 Enter"를 누르시오.
[그림 1]
그러면 [그림 2]와 같은 두 번째 화면이 뜨게 된다. 두 번째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은 첫
번째 화면에서 본 도형에 대한 질문이며 피험자가 답을 할 때 주의할 점은 화면의 도형 내
부에 나타난 선은 통합할 수 있으나 모양과 크기는 먼저 화면의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문제 1) 이전 화면에서 삼각형을 보았습니까? 보았으면 자판기의 L
을, 보지 않았으면 자판기의 R을 누르시오.
[그림 2]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Enter"를 누르면 다시 [그림 3]과 같은 세 번째 화면이 뜨게 된
다. 세 번째 화면에 나타나는 질문 역시 첫 번째 화면의 도형에 대한 질문으로 [그림 2]의
질문과 유사하다.
문제 2) 첫 번째 화면에서 사각형을 보았습니까? 보았으면 자판 기
의 L을, 보지 않았으면 자판기의 R을 누르시오.
[그림 3]

질문에 대답을 하고 Enter"를 누르면 새로운 도형을 나타내는 [그림 4]와 같은 네 번째
화면이 뜬다.
그림을 머리 속에 완전히 기억했다고 생각되면

Enter"를 누르시오.

[그림 4]
이런 방식으로 검사는 계속 진행되고, 컴퓨터는 자동적으로 각 화면에 대한 피험자의 반
응 시간과 정답, 오답을 측정한다. 반응 시간은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 정답을 말한 개수는 심상적 사고의 정확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3. 실험 1과 실험 2의 자료 처리
SPSS PC/Win 7.5 versio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
였다. 먼저 실험 1에서 창의성 검사를 하는 동안 피험자들이 기록한 심상적 사고의 사용
여부에 대한 자료와 검사 후 면담 중에 이루어진 자기 진술을 근거로 피험자들의 심상적
사고 횟수를 빈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5회 이상 심상적 사고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 집
단(심상적 사고 집단), 3, 4회 심상적 사고를 사용한 집단(중간 집단) 그리고 2회 이하로 심상
적 사고를 사용한 집단(비심상적 사고 집단)을 구분하여 세 집단간의 창의성 점수와 요인별
점수를 ANOVA를 통해 비교하였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진술한 심상적 사고가 진행되는 모
습과 심상적 사고의 장점을 조사원이 준비한 기준표를 참고로 빈도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
으로 심상적 사고 능력이 심상적 사고 횟수를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심상적 사고 횟
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효율성과 정확성을 독립변인으로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그리고 일
원배치 분산분석과 Duncan 사후 분석을 통해 심상집단, 중간집단, 비심상집단이 심상적 사
고 능력(효율성과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해
창의성의 각 요인과 창의성 평균이 심상적 사고 능력(효율성, 정확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알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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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결 과

1. 실험 1의 결과
<표 1>은 창의성 검사 일곱 문제를 푸는 동안 어떤 문제에서도 심상적 사고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험자의 빈도수부터 일곱 문제 모두를 심상적 사고를 사용하여 해결했다고 하는
피험자의 빈도 수를 보여준다.
<표 1> 창의성 검사에서 심상적 사고 횟수에 따르는 피험자의 빈도수 (%)
사고횟수

0번

빈도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합계

7번

34

18

23

27

35

24

39

40

(14.2)

(7.5)

(9.6)

(11.30)

(14.60)

(10.00)

(16.30)

(16.70)

240(명)

심상적 사고를 0, 1, 2회 했다고 답한 사람들(75명)을 비심상적 사고 집단으로, 3, 4회
했다고 답한 사람들(62명)을 중간 집단으로 그리고 5, 6, 7회에 답한 사람들(103명)을 심상
적 사고집단으로 나누어 집단간 창의성 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를 비교하였더니 <표 2>
와 같았다.
<표 2> 심상적 사고 횟수에 따른 집단간 창의성 점수와 하위 요인별 점수 비교
창의성 요인

비심상적 사고 집단
/ 심상적 사고 집단

평균

표준편차

F

p

유창성

비심상적 사고 집단
중간 집단
심상적 사고 집단

95.08
99.85
104.74

16.04
19.63
22.06

5.24

.006

비심상적 사고 집단
중간집단
심상적 사고 집단

96.36
100.18
103.76

16.98
19.98
21.18

3.10

.047

비심상적 사고 집단
중간집단
심상적 사고 집단

94.89
99.00
105.25

16.37
19.24
21.82

6.28

.002

비심상적 사고 집단
중간집단
심상적 사고 집단

95.44
99.47
104.59

15.92
19.07
20.98

5.11

.007

융통성

독창성

평균

<표 2>를 통해 창의성의 하위 요인과 창의성 점수에서 심상적 사고를 한 집단, 중간집
단, 비심상적 사고집단 사이에 의의 있는 평균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심상적 사
고를 한 집단이 중간 집단이나 비심상적 사고 집단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창
의성 평균 점수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지를 회수하면서 수집한 심상적 사고의 진행 과정과 심상적 사고의 장점에 대한 자
료는 심상적 사고를 전혀 하지 않은 피험자 34명을 제외한 206명분이었다. 심상적 사고의
진행과정에 관한 피험자의 응답은 <표 3>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표 3> 심상적 사고 과정에 대한 피험자들의 진술

1. 머리 속으로 문제 상황 또는 문제에서
제시하는 물체의 상(image)을 떠올려보고,
이리 저리 조작해보고, 변형시켜보았다
2. 자신이 머리 속으로 물건을 조작했다기
보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머리 속에 나
타난 물체의 상이 저절로 다른 모습으로 변
하여 나타났다

빈도(명)

백분율(%)

192

93

14

7

비고

특히 빈 상자를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건 문제와 장난감 코끼리
의 변형 문제에서 이런 느낌이 들
었다고 했다.

<표 3>에서 보듯이 응답자들은 대부분(93%) 머리 속으로 문제 상황 또는 문제에서 제
시하는 물체의 상(im age)을 떠올려보고 이리 저리 조작해보고 변형시켜보았다고 답했다.
그리고 그들 중 아주 소수의 응답자들은(7%, 특히 빈 상자를 활용하여 만들 수 있는 물건 문제
와 장난감 코끼리의 변형 문제에서) 자신이 머리 속으로 물건을 조작했다기 보다 의식하지 못

하는 순간에 머리 속에 나타난 물체의 상이 저절로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나타났다고 했
다. 또한 심상적 사고의 장점을 한 가지만 답하라고 했을 때 응답자의 진술은 <표 4>와
같았다.
<표 4> 심상적 사고의 장점에 관한 응답자의 진술
빈도(명)

백분율(%)

1. 빠르고 쉽게 물체를 조작해 볼 수 있었다

95

46

2.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림으로써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

45

22

3. 문제 상황 또는 문제에서 제시한 사물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었다

41

20

4. 잘 모르겠다

25

12

<표 4>에서 보면 응답자중 46%가 빠르고 쉽게 물체를 조작해 볼 수 있었다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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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는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떠올림으로써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20%
는 문제 상황 또는 문제에서 제시한 사물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 좋았다고 응답
했다. 그리고 12%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2. 실험 2의 결과
심상적 사고 능력(효율성, 정확성)이 심상 사용 횟수의 변화량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회귀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심상적 사고 횟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회귀 분석 결과
R2

B

β

t

p

효율성

.317

- .221

- .529

- 5.857

.000

정확성

.099

.407

.249

2.759

.007

F=27.814, p=.000, R2 =.416

<표 5>를 통해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심상적 사고 횟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식이 유의미하다(F=27.814, p=.000)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험자의 반응
시간인 효율성의 β값은 - .529, 피험자의 정답수인 정확성의 β값은 +.249인데 이는 종
속 변수인 심상적 사고횟수가 많을수록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심상 능력 검사를 수행한다
는 것을 말해 준다. 또한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심상적 사고 횟수 총 변량의
약 41.6%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31.7%4 )는 효율성이 그리고 9.9%는 정확성이
심상적 사고 횟수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실험 1에서 구분한 기준에 따라 비심상적 사고 집단, 중간 집단 그리고, 심
상적 사고 집단간에 나타나는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에서의 평균 차이를 보여준다.

<표 6> 심상적 사고횟수에 따른 심상적 사고의 효율성과 정확성의 평균비교
사용회수
효율성(초)

비심상적 집단

중간집단

심상적 집단

F

p

14.51

8.73

4.17

22.85

.000

8.36

.001

평균

-----------------------------정확성(개)

평균

17.24

17.49

----------

-----------

18.85

----------(- - - 사후분석, p=.05)

세 집단 사이에 나타나는 심상적 사고능력(효율성, 정확성)의 차이는 매우 의의 있는 차이
였다(p=.000, p=.001). Duncan 사후분석 결과 심상적 사고능력 중 효율성 요인에서는 세 집
단이 서로간에 의의 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정확성 요인은 비심상적 집단과 중간집단
간에는 의의 있는 차이가 없었고, 이들 집단과 심상적 집단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간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
과는 <표 7>과 같았다.
<표 7>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과의 상관계수
심상적사고능력

창의성

효율성(시간)

정확성(정답)

유

창

- .280*

.206

융

통

**

- .382

.251*

독

창

- .341* *

.226*

평

균

**

.237*

- .348

*

p≤.05,

**

p≤.01

<표 7>은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간에 의의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심상 능력의 효율성과 관련된 창의성 요인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계수들은 심상 능력 검사
를 더 빨리 수행하는 것이 창의성의 모든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과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심상 능력의 정확성과 관련된 유창성을 제외한 창의성 요
인 점수와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계수들은 심상 능력의 정확성이 융통성과 독창성 그리고

심상적 사고 능력과 심상적 사고 횟수 및 창의성간의 관계

창의성 평균과 정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V. 논 의

1. 결과에 관한 논의
본 연구로부터 얻은 몇 가지 결과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첫째는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
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욱 창의적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심상적 사
고 집단이 중간 집단이나 비심상적 사고 집단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
평균 점수에서 의의 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
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심상적 사고를 많이 사용했다고 한 자전적 보고(Ghiselin , 1952 ;
Shepard, 1978 ; Miller , 1984 ; Denis, 1989)와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앞서 선행 연구5 )에서 고찰했던 것처럼 심상적 사고가 신속한 정보 처리를 하기 때
문에 심상적 사고 집단이 비심상적 사고 집단보다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
고 그 때문에 창의성 평균에서도 높게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본 연구를 통해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심상적 사고의 장점을 알 수 있었다.
피험자들이 응답한 창의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심상적 사고의 장점 중 가장 많은 피
험자들이 대답한 것은 빠르고 쉬운 조작 (신속성과 유연성)이었다. 그 다음으로 문제 상황을
구체화시킴으로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 좋다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정보 처리)는 대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 이
러한 피험자들의 보고는 선행 연구(Denis,1989; Lautrey ,1987; Cooper & Shepard,1982;
Paivio,1971; Kaufm ann ,1979)에서 제시한 심상적 사고의 특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험자의 진술은 위대한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자전적 보고와도
일치한다. 창의적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심상적 사고의 장점을 언급하면서 복잡한 문제를
구체화시킬 수 있고(예: 수학자, Hadam ard) ,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고(예: 수학자,
Poincaré) , 문제를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다(예: 생물학자, W at son )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이

러한 특성이 피험자들의 응답에서 모두 언급되었다.
세 번째, 미미하지만 심상의 자율적인 기능을 암시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피험자의
자기 진술에서 대부분의 피험자들은 피험자가 의식적으로 심상적 사고를 통해 물체를 조작
했다고 하였으나 아주 극소수의 피험자들(7%)은 심상적 사고를 할 때 물체들 자체가 자율

적으로 변해갔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빈 상자의 용도를 생각할 때 머리 속에서 상자가 휴
지통으로, 휴지통이 우산꽂이로, 우산꽂이가 화병으로 저절로 변화되었다고 진술했다. 이것
은 Colerige가 쿠부라 칸을 쓸 때 자율적인 심상적 사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다고 한
진술과 같다. 이렇게 심상적 사고 자체가 역동적이고 자율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자전적
보고는 Cooper와 Shepard(1982)의 연구를 통해서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바 있다. 본 연구
에서 수적으로는 매우 적지만 심상의 자율적인 기능을 언급한 피험자가 있었다는 사실은,
미약하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리라 생각한다.
네 번째,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한 사람들이 심상적 사고 능력에서 뛰어났다는 결과를 얻
을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심상적 사고 집단이 중간 집단이나 비심상적 사
고 집단보다 심상적 사고능력의 효율성과 정확성에서 우수하였다. 이는 문제 제기 및 연
구 목적 부분에서 가정했던 것처럼 심상적 사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 있는 전략인 심상적 사고를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지해 준다.
다섯 번 째, 심상적 사고 횟수에 미치는 심상적 사고 능력(효율성과 정확성)의 영향을 알
아보았다. 그 결과 심상적 사고 능력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심상적 사고 횟수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이 드러났다. 이는 심상적 사고능력이 심상적 사고 횟수를 예측할 수 있
음을 말해 준다.
여섯 번째,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의 상관 관계를 비교해 본 결과 효율성은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요인 그리고 창의성 평균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고, 정확성은 유창성을
제외한 융통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 평균과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유창성 요인이 심상적 사고 능력의 효율성과는 관련이 있지만 정확성과는 관련이 없다
고 나온 결과는 유창성의 채점 기준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간다. 왜냐하면 유창성이란 정
답과 오답 없이 제한된 시간 안에 반복되지 않은 많은 답을 산출하는 능력을 말하므로, 심
상적 사고 능력중 속도를 말해주는 효율성이 유창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정답을
말하는 능력인 정확성은 의미 없는 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상적 사고가 갖는
신속하고 유연하고 전체적이고 동시적인 정보 처리 특성 때문에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창의성 평균에서 더욱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심상적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심상적 사고능력에서 우수하며, 심상적 사고 능력과 창의성은 서로간에 의의 있
는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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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연구자가 느낀 연구 방법상의 아쉬운 점을 몇 가지 제시한다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실험 2의 피험자의 선정과 관련된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실험 1의 피험자
들 중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실험 2를 계획할
때 실험 1의 피험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였다면 좀더 정확하게 심상적 사고의 사용 횟수와
심상적 사고 능력 및 창의성과의 관계를 밝힐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컴퓨터를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어서 연구 방법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81명의 피험자만을 무선적으로 추출하여 실험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에서는 심상적 사고 횟수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고, 심상적 사고의 진행 과정과 장점을 조사하였으며, 심상적 사고 능력 검사를 실시하여
심상적 사고 횟수에 따르는 시각적 사고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쉬
운 점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심상적 사고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러
한 과정이 각각 창의성의 각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유추를 할 수 있었는데
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심상적 사고의 각 과정과 창의성 요인들의 관련성에
관해 연구하지 못한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측정하는 세부 요인인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등과 심상적 사고를 구성하는 세부 과정인 심상 생성과정, 심상 변환과정, 심상
탐색과정의 관련성에 대해서 연구한다면 창의성과 심상적 사고와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적
으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2·30대 피험자를 대상으로한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집
단에게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지만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계속하여 연구 방법과 결과를 보완시킨다면 이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창의성과
심상적 사고 능력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이
러한 결과들은 이미지화 된 자극을 사용하여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를 촉진시킴으로써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생각(심상적 사고 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생각)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제에 관심을

갖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미주1)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으로 문제와 관련된 이
미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조작하고 변형하여 해결책을 발
견하게 되는 사고 방법을 말한다. 이하 본문에서는 심상적 사고 라 한다.
2)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는 II- 3. 심상을 통한 시각적 사고가 창의성에 유용하다고 생
각하게 된 근거가 된 선행 연구들 에서 고찰할 것이다.
3) 이러한 생각은 3차원적 모형과 알파벳 문자의 회전 각도에 따른 반응시간을 통해 심
상의 자율성을 입증하려는 Cooper와 Shepard(1982)의 연구를 통해서도 지지 받는 생
각이다.
4) β1* rfe=- .599*- .529=.317,

β2* rfc=..399*.249=.099

5) II- 3- 2) 심상적 사고의 특성과 창의적 사고과정에 관한 연구 중 (1) 심상적 사고의
특성을 중심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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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 among the capacity of mental imagery,
the frequency of mental imagery and creativity
- A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mprovement program applying
a visual thinking training program -

Sung Eun- Hyun
This study proposes a theoretical base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improvement
program applying a visual thinking training program. A very creative man often
considers himself a visual thinker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ental imagery for
his creative achievement. But there is hardly any convincing scientific evidence which
shows that a visual thinker possesses a higher creative capacity than oth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r the relationship among the capacity of mental imagery,
the frequency of mental imagery and creativity. 240 adults with average age of 26
participated as subjects.
Our results are as follows :
Those using mental imagery frequently to solve

problems has a higher creative

capacity. Those who have higher capacity of mental imagery use mental imagery
frequently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There exists an important relation between
the capacity of mental imagery and the crea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