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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의 기능분화에 있어서
통합뇌 와 비통 합뇌의 차이 에 관한 연구 1)
朴 淑 姬 (우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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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뇌의 기능분화 특성과 학업성취,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383명을 대상으로 좌·우뇌 성취수준, 뇌기능 특성 집단별, 통합
뇌와 비통합뇌 간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학업성취와 창의성, 모두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아 가설은 부분적
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모두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으며, 다만 좌뇌우세아집단 내에서는 학업
성취에서, 양뇌부진아집단 내에서는 창의성점수가 통합뇌 집단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
성점수가 유의하게 높지 않고, 창의성점수가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이유
는 차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과제이다.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업 성취를 높이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하여야 하
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학습의 결과로 나타나는 학업성취를 높여야 한다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미래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간을 키우는 것
도 중요한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바라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동안 인
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로 지능 검사가 사용 되어왔다.
그러나 Sp erry 의 연구에서 비롯된 인간의 뇌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것을 밝혀 놓았
다. 인간의 인지적 기능에는 개인차가 있으며, 또한 뇌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임상
실험을 통해 증명되었고, 이러한 성과들을 교육에 적용시키는 연구들이 1980년대부터 나오
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거의 비슷한 두 개의 반구

1) 이 논문은 1997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hemisphere)로 나뉘어져 있고, 이는 서로 다른 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뇌의 기
능분화(lateralization )라 한다.
뇌의 기능특성과 학습을 연관지어 연구한 것은 국내에는 그리 많은 편이 되지 못하며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들도 일치하지 못하는 점이 많이 있었다. 즉, 뇌기능 분화에서 좌뇌의 성취
수분은 여자가, 우뇌의 성취수준은 남자가 더 우세하다는 연구도 있었으나(Koh , 1982 ; 강
호감, 1991) 우뇌의 성취수준은 남자가 더 우세했으나 좌뇌의 성취수준에서는 남녀간의 차
이가 없는(고영희, 1989 ; 박숙희, 1994) 연구결과도 있었으며, 학업성취는 좌뇌와 상관관계
가 더 높다는데 일치했으나 창의성은 우뇌와 상관관계가 더 높다는데 일치하지 않았다.
뇌기능 분화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Gordon (1978)이 제작한 CLB (Cognitive Lat erality
Battery )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 결과처리 방법으로 2집단분류, 즉 우뇌 우세아 집단과 좌뇌
우세아 집단으로 나누어 처리했으나 이는 문제점이 있어(박숙희, 1994) 뇌기능 특성집단을 4
집단 즉 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양뇌부진아집단으로 나누어 처리
했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더욱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집단 내에서
도 좌·우뇌가 서로 고르지 못한 수행능력을 갖춘 경우(비통합뇌) 학업성취와 창의성에서
서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Orn st ein & Brandw ein (1977), McCallum & Glynn (1979)은 좌·우뇌의 기능이 합쳐질 때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했고, Levy (1985)는 정상적인 사람은 단지 한쪽뇌 만을 사용하는
마치 반쪽뇌 환자와 같은 기능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T hom as (1983)도 통합적인 정보를 처
리하는데 이어서는 좌·우뇌가 같이 작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호감(1991)은 우리 나라와 같은 다인수학급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어느 한쪽 반구만
의 기능을 활용하는 교수전략은 상대적으로 약한 쪽 반구의 인지과정을 활용할 수 있는 기
회를 잃게되어 이를 더욱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반구의 인지기능을 균등하게 발달
시킬 수 있는 통합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을 때(통합뇌)는 좌·우뇌가 균형 있게 발달되
지 못했을 때(비통합뇌)에 비해 학업성취도, 창의성도 더 높은 수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는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그 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보면, 뇌기능 분화와 학업성취,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있었으나 통합뇌와 비통합뇌의 차이에 관한 연구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뇌기능 분화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과,
좌·우뇌 성취수준의 차이가 적은 통합뇌, 좌·우뇌 성취수준의 차이가 많은 비통합뇌 간에
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뇌기능 분화의 특성(좌·우뇌 성취수준)에 따른 성별, 지역별,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이
는 어떠한가?
2. 뇌기능 특성집단을 4 집단(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양뇌부진아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할 때 집단간에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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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리
(1) 통합뇌
뇌의 기능분화에 있어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서로 균형 있게 발달된 정도를 말한
다. 본 연구에서는 Gordon (1978)이 제작한 CLB를 사용하여 좌뇌의 성취수준과 우뇌의 성취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Z점수로 표준화시킨 후,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차가 0.4보다 작을
때를 통합뇌로 보았다.
또한 좌·우뇌의 성취수준을 0을 중심으로 4 집단(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
세아집단, 양뇌부진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4 집단 내에서도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
으로 분류했다.
(2) 비통합뇌
뇌의 기능분화에 있어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서로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지 못하
는 정도를 말한다. 즉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차이가 0.8보다 큰 경우를 비통합뇌로 보았다.
또한 좌·우뇌의 성취수준을 0을 중심으로 4 집단 분류를 했을 때, 4 집단 내에서도 통합
뇌와 비통합뇌를 분류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뇌기능 분화의 특성
인간의 기억, 사고, 문제해결 등에 있어서 정보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뇌이다.
뇌는 구조적으로 좌·우반구(hemisphere )로 나누어져, 이 양쪽을 연결해 주는 뇌량(corpu s
callosm )이 있다. 이 뇌량을 통해서 좌·우뇌의 정보는 1초에 수만번의 상호교류를 함으로
써 양쪽 뇌가 하나의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T eyler , 1977). 뇌가 좌·우 반구로 나누
어지고 각기 다른 양태로 정보를 처리하고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1950년대 Sperry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후 뇌에 관한 연구는 분할뇌(split - brain ) 환자에 관한 연구, 손상된 뇌의 연구, 이분 청
취검사(dichotic listening t est )연구, 순간 기억력 측정장치에 의한 연구, 뇌전도(EEG) 검사
에 의한 연구, 눈동자의 움직임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이와 같은 신경
과학에 의한 연구방법들은 임상학적인 적용에까지 넓혀나갔고 이는 산업적인, 교육적인 측
면까지도 확대되었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러한 뇌기능 분화에 관한 연구들은 성격, 창의성,
직업선택 측면까지 적용되고 있다(Lavach, 1991). 그 동안 뇌기능 분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 좌·우뇌의 기능에 관한 일반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표 1> 좌·우뇌의 기능특성
좌 뇌
1. 신체의 우측을 통제
2. 언어적이며 수리적
3. 논리적, 수직적
4. 합리적
5. 직선적
6. 수렴적
7. 계열적, 순서적
8. 분석적
9. 행동적인
10. 문자상의, 융통성이 없는
11. 사실적

우 뇌
1. 신체의 좌측을 통제
2. 시각적이며 공간적
3. 지각적, 감각적
4. 직관적
5. 공간적, 무한대
6. 확산적
7. 무의식적, 창의적
8. 형태주의적
9. 감수성이 풍부한
10. 은유적이고 상식적인
11. 환상적

최근의 연구에서는 뇌의 기능특성과 정서적인 반응과의 관계(Olko, 1997 ; Madigan , 1998)
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전자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Heller (1986)는 중립적
이거나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EEG 검사에서 외향적인 사람이 우뇌 우세유형이 된다고 했다.
또한 뇌의 기능특성과 직업선택과의 관련에 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가들은 우뇌의 경향이 많은 데 비해 경리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좌뇌의 경향이 의미 있
게 나타난다고 한 Herrmann (1982)의 연구가 있고, 대학의 전공과 뇌기능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인문학부 학생들은 우뇌형이고 자연과학부나 사회과학부 학생들은 좌뇌형
이나 통합뇌형이었다(Lavach , 1991).
뇌기능 분화 발달은 2세 전후부터 천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고영희, 1989) 5세를 고비
로 전문화가 진행되어 간다고 했다(Blackslee, 1980). Yarkovler & Lecours (1967)은 두뇌반
구를 연결하는 뇌량은 6세경에 거의 발달하고 10세경에는 충분히 발달한다고 했다.
뇌기능 분화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있느냐에 관한 논의는 활발한데 Blackslee (1980)는
뇌반구 각각의 전문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모든 테스트에서 여성의 기능분화는 남성보다 약
한 경향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 이유는 남녀 사이의 생물학적인 차이라고 보고 있다.
수년간 지적능력에 있어서 남녀간 차이가 있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공간
적인 능력(우뇌의 기능)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우세하나 언어적 능력인 좌뇌의 기
능에 있어서는 여자가 더 우세하다는 보고가 있다(Koh, 1982). 이와 관련하여 SOLAT (style
of Learning and T hinking ) 검사에서도 남자의 우뇌점수가 여자의 우뇌점수보다 높다는 결
과가 보고되고 있다(Solim an , 1985).
강호감(1991)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우뇌우세아가 많은 반면 여학생은 좌뇌우세아가 많았
고 이것은 이경준(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고영희(1989)의 연구에서도 우뇌
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좌뇌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혜경(1983)의 연구에서도 남녀간의 차이는 통계적으
로 의미 있는 차이가 아니라고 했고,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도 좌뇌의 성취수준에서는 남
녀간에 차이가 없고 우뇌의 성취수준에서는 남자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뇌의 기능분화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는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인류학자, 뇌연구가, 심리학자들은 뇌반구의 뇌기능 분화가 환경 혹은 문화적인 배경에 따
라 다르다고 보고하였다(Zook & Dwyer , 1976). 환경 혹은 문화적 차이로 다른쪽의 뇌반구

보다는 한쪽의 뇌반구만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뇌의 기능이 다르게 발달한다는 것이다
(Galin $ Qm st ein , 1972).
고영희(1989)의 연구에 따르면 성장지에 따른 뇌분화 발달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대도
시와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사람은 좌뇌가 더 우세하고 농어촌에서 성장한 사람은 우뇌가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는 도시는 농촌보다 좌·우뇌 모두 성취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뇌기능 특성 집단별로 분류해도 양뇌우세아 집단, 좌뇌우세아 집단에는 도시아동이 농
촌아동보다 더 많았다. 이에 대해 도시는 규격화되고 밀집화된 건물들, 즉 좌뇌의 환경적 특
성을 가졌기 때문에 좌뇌가 더 발달되었다는 고영희(1989)의 주장보다는 도시는 농촌에 비
해 부모의 교육수준도 더 높고 경제적, 문화적 여건이 우세하다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도시
는 농촌보다 좌·우뇌 모두 성취수준이 높다고 보았다(박숙희, 1994).

2. 뇌기능 분화와 학업성취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우뇌특성을 무시하고 좌뇌특성인 언어적인 매체를 통해서 학습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우뇌특성이 거의 개발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좌뇌우세
아집단이 우뇌우세아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높았고 우뇌우세아집단의 학생중에서 학습
부진아가 많이 출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이경준, 1983). 그외에도 하종덕(1985), 고영희
(1988)의 연구에서도 좌뇌의 인지기능이 우세한 학생이 학업성취가 더 높았다.
좌뇌가 읽기, 쓰기, 셈하기와 같은 학교 학습에 성취를 위한 기본적인 기술을 조절하는 반
면에 우뇌는 음악, 그리기, 조작과 같은 기술을 조절한다는 내용에 근거하면 학교의 학과성
적에 있어서 좌뇌우세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낼 것이고, 우뇌우세
아는 음악과 미술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한데, 이는 고영희(1982) 연
구에 의해 지지되었다. 즉 중학생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은 좌뇌성취와 높은 상관을 보였
으며, 음악, 미술은 우뇌성취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경
준(1983)의 연구에서는 우뇌우세아는 산수, 체육에서, 좌뇌우세아는 국어, 자연, 음악에서 각
각 우세함을 보이고 도덕, 사회, 미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서혜경(1983)의 연구에서도 국어
성적은 좌뇌 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미술성적도 좌뇌성취와 더 높은 상관을 보였
고,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학업성취는 우뇌보다 좌뇌와 더 높은 정적인 상
관관계를 보였는데 국어, 음악, 미술은 좌뇌의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고 자연은 우뇌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서로 일치하지 못했다.
그러나 뇌기능 특성을 네집단으로(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양뇌
부진아집단) 분류했을 때는 자연을 제외한 8개과목에서 좌뇌우세아집단과 우뇌우세아집단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고 다만 자연에서만 우뇌우세아집단이 좌뇌우세아집단의 성적보다 유
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간의 차이점에 대해 이경준(1983)은 일선학교의 평가가 실기보다는 이론
을 중심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서혜경(1983)은 사용된 평가도구의 타당도가 낮기 때문이
라고 보고있으며,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는 9개 과목의 요인 분석 결과 9개 모두가 1개의
요인으로 묶여서 단일 차원이라는 것이 밝혀져 각 과목들간의 차이를 볼 수가 없었다.
한편 뇌 기능분화와 지능과의 관계를 밝힌 Kohlbrenner (1988)의 연구에서 보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중 IQ가 130이상인 고지능 집단과 IQ가 평균 101.5인 일반지능 집단을 비교
했는데 고 지능 집단과 일반 지능 집단간의 뇌기능 분화의 정도의 차이가 없었다.

3 . 뇌기능 분화와 창의성
앞에서 밝혀진 뇌의 기능특성으로 보아 창의적 사고는 우뇌의 인지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Olsen , 1977 ; Wheatley , 1977 ; McCallun & Glynn, 1979 ; Gow an ,
1979 ; T orrance & Reynolds , 1978).
Harpaz (1990)의 창의성과 뇌기능에 관한 연구를 보면 뇌기능과 창의성 사이에는 높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의 8가지 영역중 좌뇌와는 1가지 영역만 상관이 있었
고, 4가지가 우뇌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었다. 즉, 전반적으로 우뇌가 우수한
아동들이 창의력도 우수했다. 또한 Denny & W olf (1984)의 연구에서는 우뇌기능과 창의성과
는 r =.63으로 매우 높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학업성취는 좌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는 선행연구들이 거의 일치했으나 창
의성은 우뇌의 기능이라고 하는데는 일치하지 않는 연구결과들도 많이 있었다.
김종안(1987)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는 우뇌선호형 집단이 좌뇌선호형 집단보다 차
의성이 높았으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뇌기능 분화 특성에 따라
창의성에 있어서 의의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는 좌·우뇌의 성취수준은 창의성 총점과 좌뇌(r =.377), 우뇌
(r =.379)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좌·우뇌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창의성
의 하위변인 별로 보면, 융통성, 독창성은 우뇌가, 개방성은 좌뇌가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
었으나 유창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아니었다. 또한 뇌기능 특성 집단간에 창의성 총점을
비교해 보면, 양뇌우세아집단이 가장 높았고 양뇌부진아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좌뇌우세아집
단과 우뇌우세아집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한편 Uwmura (1980), Kat z (1983)의 연구에서는 순간주의력 측정장치(tachist oscopic)와 이분
청취검사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검사가 시각적이든 혹은 청각적이거든 간에 언어적인 자
극을 주어서 한 검사에서는 창의성은 좌뇌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Poreh &
W hitm an (1991)의 창의적 인지과정과 뇌기능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보면, 뇌기능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분청취법을

사용했고, 창의적인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T orrance의 창의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언어유형 검사 A , 형태적 유형(비언어적) 검사 B
등 5가지의 검사 도구를 통해 서로의 상관관계를 보았다. 5가지 검사도구들은 요인분석결과
4가지 요인, 즉 언어적 확산 사고 요인, 비언어적 확산 사고 요인, 수렴적 언어 추구 요인,
비언적 복합 요인으로 밝혀졌는데 뇌의 기능분화와 관련된 것은 수렴적 언어 추구 요인만이
좌뇌의 활동과 상관이 있었다(r =0.41, p< 0.01).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확산적 사고요인은
뇌기능 특성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형태적 창의성 검사의 하위영역인 유창
성과 유통성은 좌뇌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만 독창성만이 그 반대로 우뇌와 의
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연구결과에서 보면 창의적 과정에 관한 분석은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과제
수행에 대한 것을 구별해야 하는데 창의성 검사도구가 언어적인 자극을 통해 되어있을 때는
좌뇌와 더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Por도 & Whit em an (1991)의 연구에서는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확산적 사고 요인
과 뇌기능 특성과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도 얻었다.

4 . 통합뇌와 비통합뇌
뇌기능 특성의 연구결과를 교육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것은

이성과 논리는 좌측뇌의 전유물이며, 통찰력과 창의력은 우측뇌의 전유물이다 라고

Levy는 지적하고 있다.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측뇌에 해당하는 기능만 자극하면 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Gow an의 견해에 반대하며, 창의적 사고는 우측뇌 기능만을 집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길러
지는 것이 아니라, 좌·우측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보다 더 잘 길러진다는
것이다(Grady , 1978). Garrett (1976)는 원래 우뇌의 상상력은 좌뇌의 글을 쓰는 능력에 의해
전달되어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생리학적인 조화는 뇌의 힘이 함께 작용하는데서 나타나
전체로서만 달성되어 진다. 라고 하며 좌·우뇌의 통합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Brandw ein
& Onstien (1977), McCallum & Giynn (1979) 등도 좌·우뇌의 기능이 합쳐질 때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고, Black slee (1982)도 좌·우뇌의 협조적인 상승효과야 말로 창의성의
참된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좌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도 실제로는 우뇌능력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 읽고
쓰고 수를 계산하고 하는 것은 두뇌가 조직화되고 잘 통합되어 있는 쉐마(schem a )로부터
고양되어진다고 했다(Giynn & Divesta , 1977 ; Wheatley , Mit chell, Franklin & Kraft ,
1978). 이와 같은 이유에서 뇌기능은 각기 과제수행 보다는 각기 특성의 처리모형
(processing style)이나 전략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Levy , T revarthen
과 Sperry (1972)에 의해 더욱 강조되었다. 과제는 우뇌, 좌뇌 어떤 것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는데, 같은 과제를 양쪽뇌가 서로 다른 특성적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함으로써 다르게 나
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쪽뇌가 모두 창의성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더욱이 각각 뇌의 특성적인 전략
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데에 서로 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건축가는 새로운 외장 디
자인 스타일을 위해 우뇌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스타일의 구체적인 부분, 특
별한 형태, 평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좌뇌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특
히 종합적인 디자인(t ot al design )이란 개념에서 볼 때 구조적인 다양성의 조작은 필요한 것
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활동과정에서는

우뇌,

좌뇌

전략의

상호작용이

강조된다.

P arnes (1977)도 좌뇌와 우뇌의 특별한 능력의 통합이 창의성에서 요구된다고 했다. 그러므
로 창의적인 사고에서 우뇌와 좌뇌의 두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양쪽의
기능을 모두 요구한다(T orrance, et al., 1978). 이와 같이 뇌기능 특성과 창의성은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Bogen & Bogen (1972)은 뇌량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창의적인 사람의 경우에 두뇌의
서로 다른 기능을 협연하거나 서로간의 교환에 따라 창의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들은 우
뇌, 좌뇌의 기능 중 어느 한쪽이 덜 발달되거나 지나치게 발달되었을 때에는 창의성의 기능
에 손상이 온다고 주장했다.
한편 Herrm ann (1972)은 전뇌를 통한 창의성 모형(whole brain creativity model)을 제시하

며 창의적 사고력은 전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Dew ey는 문제해결학습의 절차를 첫째 문제가 무엇인지를 느끼고, 둘째 문제에 대해 정의
를 내리고, 셋째 문제해결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넷째 문제해결과 관련된 가능한 방법들에
대해 분석하고, 다섯째 문제해결 전략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방법을 준비해 해결가능성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보았다. 여기에서 보면 Dew ey의 문제해결의 단계는 비
록 논리적이며 수렴적인 모델이긴 하지만, 첫째 둘째 단계는 좌뇌의 기능을 요구하지만 세
번째 단계의 문제해결의 가설을 세우는 것은 아마도 우뇌에서 더욱 편안하게 이행되러 질
수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Dew ey의 문제해결학습은 정보처리는 좌뇌에서, 문제해결은 우
뇌의 창의적인 차원에서 처리할 때 더욱 의미 있는 학습이 된다(Myer s, 1982).
그러므로 좌뇌 우뇌 중에서 한쪽 뇌가 우수한 것보다는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되어 좌·우
성취수준에서 차이가 없을 때 학업성취에서나 창의성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자료가 거의 없었다.

Ⅲ. 연구가설

1. 뇌기능 분화의 특성(좌·우뇌 성취수준)에 따라 성별, 지역별, 학업성취, 창의성에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1- 1. 좌뇌의 성취수준은 남녀간의 차이가 없고, 우뇌의 성취수준은 남자가 여자 보다 더
높을 것이다.
1- 2. 좌뇌, 우뇌의 성취수준은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을 것이다.
1- 3. 학업성취는 우뇌 보다는 좌뇌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1- 4. 창의성 점수는 좌·우뇌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2. 뇌기능 특성집단을 4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집단간에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1.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높을 것이다.
2- 2.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2- 3. 양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
가 더 높을 것이다.
2- 4. 우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
가 더 높을 것이다.
2- 5. 좌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
가 더 높을 것이다.
2- 6. 양뇌부진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
가 더 높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라북도 내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 417명을 대상으로 1997년 10월부터 12
월에 걸쳐 실시했다. 무성의한 응답이나 부분적으로 누락된 34명을 제외시켜 총 383명이 대
상이 되었다.
Yakovler & Lecours (1967)는 인간의 뇌의 기능분화는 10세경에는 충분히 발달한다고 했고,
고영희(1989)는 구체적 조작 시기인 7～11세 까지는 지가에 의존하는(우뇌) 대신 합리적으
로 생각하는(좌뇌) 능력이 같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시기는 좌·우뇌가 고루 발달할 수 있는 시기라고 판단되어 연구대상
으로 결정했다. 연구대상학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전주시, 익산시에 있는
3개 초등학교와 장수군에 있는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 표 2> 연구대상표
명(%)
지역
남녀별

도

시

농

촌

합

계

남

90(44.1)

75(41.9)

165(43.1)

녀

114(55.9)

104(58.1)

218(56.9)

204(100.0)

179(100.0)

383(100.0)

합

계

2.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뇌기능 분화검사, 창의성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이다.
(1) 뇌기능 분화 검사(Cognitive Lat erality Battery : CLB)
이 검사는 좌·우뇌 기능의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H . W . Gordon (1978)이 제
작한 것을 고영희(1982)가 번역한 것이다. 35mm 슬라이드 53매와 총 80분 분량의 녹음 테
잎을 사용해 반암막된 교실에서 검사가 실시되는데 학생들은 슬라이드를 보고 녹음해설을
들어가면서 답을 쓰게 되어있다.
본 검사는 좌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세 가지 하위검사 즉 연속된 소리 기억하기, 연속된 숫
자 완성하기, 맞닿는 토막 찾기로 구성되어 잇다. 전체점수의 계산방법은 하위검사별 체점
기준에 의해 채점한 후 각각의 원점수를 Z점수로 환산한다. 그리고 좌뇌의 기능 성취수준
(P )은 좌뇌기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들의 Z점수의 평균이고, 우뇌기능 성취수준(A )은 우뇌
기능을 측정하는 하위검사들의 Z점수의 평균이다(Gordon , 1986).
뇌기능 분화검사는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이 극히 적은 검사이며 재검사 신뢰도는
r =.76(고영희, 1982) 이었다.
(2) 창의성 검사
창의성 검사는 코리안 테스팅 센터에서 발행한 초등학교용 표준화 간편 창의성 검사(정원

식, 이영덕, 1970)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4개의 창의성 요인(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지각
적 개방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하위 검사(원형찾기 검사, 그림
완성 검사, 낱말쓰기 검사, 성냥문제 검사, 색채 어휘 검사, 동화 검사)가 사용되었다.
(3) 학업 성취도 검사
학업성취도 검사는 각 학교에서 실시한 1997년도 2학기말 고사의 9개 과목(도덕, 국어, 수
학, 사회,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에서의 성취이다. 각학교의 원점수를 학교별로 Z점수
로 표준화시켜 사용했다.

3. 분석방법
선행연구에서(Knolle & Hoh, 1987 ; 고영희, 1989 ; 이경준, 1983) 뇌기능 분화검사(CLB ;
Cognitiv e Laterality Batt ery )는 각각 좌뇌의 수행수준(P ; Propositional)과 우뇌의 수행수준
(A ; Appositional)을 측정해 뇌의 인지분화계수(Cognitiv e Laterality Quotient ; CLQ)를 산
출했는데 이는 좌·우측의 수행점수의 차(CLQ=A - P ) 이었다. 이때 CLQ> 0 이면 우뇌우세
아, CLQ< 0 이면 좌뇌우세아로 규정했다([그림 1]).
그러나 Harpaz (1990)는 CLQ> =.5 이면 우뇌우세아, CLQ> - .5 이면 좌뇌우세아로 보았고,
하종덕(1985), 강호감(1991)은 CLQ> +.25이면 우뇌우세아가, - .25< CLQ< +.25 이면 좌우뇌 균
형발달아, CLQ> - .25 이면 좌뇌우세아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방법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즉 우뇌의 수행점수(A ) - 좌뇌의 수행점수(P ) =
CLQ, CLQ> 0은 우뇌우세아, CLQ< 0이면 좌뇌우세아라고 분류하는 방법이다. 여기서는 좌·
우뇌의 차이만을 보았는데 그렇다면 양뇌의 수행수준이 아주 우수한 아동과 아주 부진한 아
동들도 A - P만 같으면 똑같은 집단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숙희(1994)는 좌뇌,
우뇌를 2개의 축으로 놓고 평균인 0점을 중심으로 서로 교차되게 나누어 4개의 집단으로 구
분했다([그림 2]).

+우뇌
우뇌우세아집단 양뇌우세아집단
CLQ < 0

CLQ > 0

좌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 좌뇌 양뇌부진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좌뇌
- 우뇌

[그림 1] 2집단 분류법

[그림 2] 4집단 분류법

좌우뇌의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을 양뇌우세아집단, 우뇌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좌뇌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우뇌우세아집단, 좌뇌 점수가 평균보다 높고 우뇌점수가 평균
보다 낮은 집단을 좌뇌우세아 집단, 좌·우뇌 점수가 다 평균보다 낮은 집단을 양뇌부진아

집단으로 네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좌·우뇌의 점수 차이가 0.4 이하인 집단을 통
합뇌 집단 좌·우뇌의 점수차이가 0.8 이상인 집단을 비통합뇌 집단으로 다시 나누었다([그
림 3])
그 결과 < 표 3> 와 같은 8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 표 3> 8집단 분류의 기호표시
뇌기능 특성 4집단 분류
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양뇌부진아집단

통합뇌/ 비통합뇌
통합뇌
비통합뇌
통합뇌
비통합뇌
통합뇌
비통합뇌
통합뇌
비통합뇌

기호표시
A
B
C
D
E
F
G
H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통계기법으로는 t검증, x 2 검증, 상관관계, 상관계수간
의 사후검증, Anov a, Duncan의 다중비교 기법 등을 이용하였다,

Ⅴ. 결과분석

1 . 뇌 기 능 분 화 의 특 성 (좌 · 우 뇌 성 취 수 준 )에 따 른 성 별 , 지 역 별 , 학 업 성 취 , 창 의 상 의 차

(1) 좌·우뇌 성취수준의 성별 차
< 표 4> 남녀별 좌·우뇌 성취수준의 차
점수
남녀별
남
녀
t 검증

< 표 5> 지역별 좌·우뇌 성취수준의 차

좌뇌점수(S . D)

우뇌점수(S . D)

- 3.81(.74)
2.89(.79)
- 0.84(n . s )

0.16(.74)
- 0.12(.69)
3.95* * *

***

n =383

점수
남녀별
남
녀
t 검증

좌뇌점수(S . D)

우뇌점수(S . D)

0.30(.76)
- 0.34(.62)
9.11* * *

3.08(.78)
- 3.53(.67)
0.88(n . s )

p < .001

좌·우뇌 성취수준을 Z점수로 표준화하여 그 차이를 t검증하였다.
< 표 4> 에 의하면 좌뇌의 경우 남자는 - 3.81, 여자는 2.98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우뇌의 경우 남자는 0.16, 여자는 - 0.12로 남자가 더 우
세하고 그 차이는 유의했다(P < .001). 그러므로 < 가설 1- 1. 좌뇌의 성취수준은 남녀간의
차이가 없고, 우뇌의 성취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을 것이다> 는 검증되었다.
이는 좌뇌는 여자가 남자보다 우세하고, 우뇌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세하다는 기존의 연
구들(Levy , 1978 ; 강호감, 1991)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였다. 그러나 박숙희(1994)의 연구에
서 내린 결론 즉, 좌뇌의 성취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고, 우뇌의 성취는 남자가 유의하게 높
다는 것과는 일치했다.
(2) 좌·우뇌 성취수준의 차
< 표 5> 에서 보면 좌뇌의 성취수준은 도시가 0.30, 농촌이 - 0.34로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
았다(P < .001). 그러나 우뇌의 경우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 가
설 1- 2. 좌뇌, 우뇌의 성취수준은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만 검증
되었다, 이는 집단간의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라 뇌기능 분화에 차이가 있다고 했던 주장
(Cohen, 1969 ; Lesser , 1971)이나, 선행연구결과(고영희, 1989 ; 박숙희, 1994)와는 부분적으
로 일치했다.
(3) 좌·우뇌 성취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 표 6> 좌·우뇌 성취수준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
성적
좌·우뇌점수
좌 뇌
우 뇌
t 검증

도 덕

국 어

산 수

사 회

자 연

체 육

음 악

미 술

실 과

평 균

.46
.25
64.39*

.45
.20
76.97*

.45
.29
48.23*

.48
.27
67.40*

.43
.33
31.36

.34
.24
29.81*

.35
.16
53.47*

.37
.23
40.52*

.38
.25
38.55*

.51
.31
66.56*

n = 383

*

p < .05

좌·우뇌 성취수준과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 < 표 6> 9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
와 좌뇌와의 성취수준과의 상관계수는 .51, 우뇌와의 상관계수는 .31로 좌·우뇌 모두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뇌보다는 좌뇌와 상관관계가 더 높았는데, 이들 상관계수간의
차이점 중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 가설 1- 3. 학업성취는 우
뇌 보다는 좌뇌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이다.> 는 검증되었다,

과목별로 보면 9개 모든 과목이 다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는데 자연만 좌·우뇌 상관계
수간의 차이검증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는 좌뇌우세아가 국어, 음악에서 각각 우세함을 보였다는 이경준(1983)의 연구, 국어, 미
술이 우뇌성취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서혜경(!983)의 연구, 산수, 자연은 우뇌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본인 박숙희(1994)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했다.
(4) 좌·우뇌의 성취수준과 창의성과의 관계
< 표 7> 좌·우뇌의 성취수준과 창의성과의 관계
창의성
좌·우뇌 점수
좌뇌
우뇌
t 검증

개방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성 총점

0.22*
0.18*
*
9.22

0.35*
0.28*
*
22.69

0.35*
0.30*
*
14.68

0.25*
0.19*
*
15.79

0.47*
0.39*
*
28.71

n = 383

*

p < .05

< 표 7> 에 의하면, 좌뇌의 성취수준과 창의성 점수와의 상관계수는 .47이었고 우뇌와의 상
관계수는 .39로 좌뇌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했다. 그러므로 < 가설
1- 4. 창의성 점수는 좌·우뇌간의 상관관계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결과였다. W olf (1984), 이철환(1987),
김종안(1987)의 연구 결과에서는 창의성은 우뇌와 더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Ornst ein &
Brabdw ein (1977), McCallum & Glynn (1979), Blackslee (1982)도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합쳐
질

때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해서

좌·우뇌의

동시작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Uemura (1980), Katz (1983)의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자극을 주어 한 검사에서는 창의성은 좌
뇌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결과에 따르면, 검사도구상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2 . 뇌 기 능 특 성집 단 을 4집 단 으 로 분 류 하고 이를 다시 통합 뇌 와 비 통 합 뇌 로 분 류했 을
때 집단간의 학업성취 , 창의성의 차
< 표 8> 통합뇌집단과 비통합뇌집단의 분포
명(%)
분류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
비통합뇌 집단

성별
남
68(53.1)
60(46.9)
128

지역별
녀
76(52.8)
68(47.2)
144

도시
77(53.1)
68(46.9)
145

농촌
67(52.8)
60(47.2)
127

전체
144(52.9)
128(47.1)
272

좌·우뇌간의 성취수준의 차이가 0.4이하인 집단을 통합뇌 집단, 좌·우뇌간의 성취수준의
차이가 0.8이상인 집단을 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했다.
앞의 [그림 3]에 의하면

통합뇌 = A +C+E +G
비통합뇌 = B +D +F +H 이다.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두집단 간의 성별, 지역별 분포를 < 표 8>
에서 보면, 통합뇌는 144명, 비통합뇌는 128명으로 남녀 모두 비통합뇌 보다는 통합뇌가 많
았다. 또한 지역별 차이에 있어서도 도시나 농촌 모두 통합뇌 집단이 더 많았다.
(1)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의 차
< 표 9>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의 차
학업성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
비통합뇌 집단
t

학업성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
비통합뇌 집단
t

도덕
M (SD)
- 2.35(1.09)
- 2.79(0.97)
0.03

국어
M (SD)
- 2.50(1.07)
- 8.78(1.02)
0.49

산수
M (SD)
- 2.23(1.01)
- 8.47(1.03)
0.50

사회
M (SD)
- 1.24(1.14)
- 4.30(0.93)
0.32

자연
M (SD)
- 7.77(1.10)
- 8.17(1.00)
0.01

체육
M (SD)
1.84(1.13)
- 5.28(.80)
0.03

음악
M (SD)
- 7.31(1.14)
- 2.78(1.01)
- 0.34

미술
M (SD)
- 4.04(1.04)
- 0.12(1.04)
0.67

실과
M (SD)
- 5.82(1.11)
- 2.53(1.01)
- 0.25

총점
M (SD)
- .30(8.22)
- .50(7.04)
0.22(n . s .)

< 표 9> 에 의하면,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는 통합뇌 집단의
전체 평균(- .30)이 비통합뇌 집단(- .50)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 가설 2- 1.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가 더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이는 앞의 < 가설 1- 3> 에서 학업성취는 좌뇌의 성취수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
인다는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학업성취는 좌뇌의 성취수준이 통합뇌 보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창의성 차
< 표 10>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창의성 차
창의성
4집단분류
통합뇌 집단
비통합뇌 집단
t

개방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창의성 총점

M (SD)
22.92(6.26)
22.35(6.18)
0.75

M (SD)
53.92(13.39)
51.43(9.22)
2.06*

M (SD)
41.87(6.63)
42.52(6.66)
- .81

M (SD)
20.80(4.42)
19.76(3.73)
2.06*

M (SD)
139.50(17.02)
136.06(17.70)
1.62(n . s .)

*

p< .05

< 표 10> 에 의하면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에서 창의성 총점의 차이는 통합뇌 집단이
(139.50) 비통합뇌 집단(136.06)보다 창의성 총점이 더 높았으나 통계상으로 유의한 것은 아
니었다. 그러므로 < 가설 2- 2.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창의성의 하위 변인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만은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

해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5).
(3) 양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 표 11> 양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A +B)
비통합뇌 집단(C+D)
t

n
66
21
87

학업성취 총점
M (SD)
3.33(5.98)
3.59(3.83)
- .19(n . s.)

창의성 총점
M (SD)
147.16(13.96)
147.66(16.20)
- 0.13(n . s.)

< 표 11> 에 의하면, 양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간에는 학업성취,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 가설 2- 3. 양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는
비통합뇌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4) 우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간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 표 12> 우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간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E )
비통합뇌 집단(F )
t

n
13
52
65

학업성취 총점
M (SD)
0.10(6.01)
- 2.47(7.68)
1.12(n. s .)

창의성 총점
M (SD)
136.30(14.67)
136.76(16.49)
- .09(n . s.)

< 표 12> 에 의하면, 우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 간에는 학업성취,
창의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 가설 2- 4. 우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
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는 기각되었다.
(5) 좌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 표 13> 좌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G)
비통합뇌 집단(H )
t

n
2
29
34

학업성취 총점
M (SD)
4.24(2.00)
1.24(5.63)
2.20*
*

창의성 총점
M (SD)
147.16(13.96)
147.66(16.20)
- .58(n . s.)

p < .05

< 표 13> 에 의하면, 좌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 간의 학업성취의
차이는 통합뇌 집단이(4.27) 비통합뇌 집단(1.24)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나 창의성에
서는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 가설 2- 5. 좌
뇌우세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가 더 높

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
(6) 양뇌부진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 표 14> 양뇌부진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학업성취, 창의성의 차
뇌분화집단
통합뇌 집단(I+J )
비통합뇌 집단(K +L)
t

n
60
26
86

학업성취 총점
M (SD)
- 4.76(8.94)
- 1.85(7.51)
- 1.45(n. s )
***

p

창의성 총점
M (SD)
131.91(17.65)
120.29(11.60)
3.079* * *
< .001

< 표 14> 에 의하면, 양뇌부진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간의 학업성취에
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창의성에 있어서는 통합뇌 집단이(131.91) 비통합뇌 집
단(120.29)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므로 < 가설 2- 6. 양뇌분진아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
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을 것이다.> 는 부분적으로 검증
되었다.
뇌기능 특성 4집단 내에서 각각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분석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림 4]와 같다.

우뇌우세아 집단

양뇌우세아 집단

(통합뇌, 비통합뇌간에 차이 없음)

(통합뇌, 비통합뇌간에 차이 없음)

양뇌부진아 집단

좌뇌우세아 집단

(통합뇌가 비통합뇌에 비해 창의성 점수 높음)

(통합뇌가 비통합뇌에 비해 학업성취 높음)

[그림 4] 뇌기능 특성집단 내에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차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뇌의 기능분화 특성과 학업성취, 창의성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 382명을 대상으로 뇌기능 분화검사, 창의성 검사, 학업성취 검
사를 실시해 서로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들이 일치하지 못해 노
의 기능분화 특성과 성별, 지역별, 학업성취, 창의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뇌기능 특성
집단을 4 집단 분류방식으로 나누었고,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차가 0.4이하인 집단을 통합
뇌 집단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차이가 0.8이상인 집단을 비통합뇌 집단으로 나누어 서로간
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성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좌뇌의 성취수준은 남녀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고, 우뇌의 성취수준은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Levy , 1978 ; 강호감, 1991), 즉 좌뇌는 여자가 우세하고 우뇌는 남자

가 우세하다는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했으나 비교적 많은 대상으로 한 고영희(1989),
박숙희(1994)의 연구와 일치한 결과였다.
둘째, 좌뇌의 성취수준을 지역별로 비교해 볼 때 도시가 농촌보다 더 높다는 것은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했으나 우뇌의 경우는 도시와 농촌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고영희(1989)
의 연구에서처럼 대도시는 좌뇌가 더 우세하고, 농촌은 우뇌가 더 우세하다는 연구결과나
박숙희(1994)의 연구에서처럼 좌·우뇌 모두 도시가 농촌보다 우세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
치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 보면 좌뇌는 도시가 더 높다는 것은 모두 일치했으나 농촌의
경우 일치하지 못하는 것은 농촌의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요
즈음 점점 변해가고 있는 농촌의 현대화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셋째, 좌·우뇌의 성취수준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는 우뇌보다는 좌뇌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했다. 그러나 창의성의 경우는 선행연구들(W olf, 1984 ;
이철환, 1987 ; 김종안, 1987)의 결과나, 이성과 논리는 좌측뇌의 전유물이며, 통찰력과 창
의력은 우측뇌의 전유물이다 라는 기존의 생각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는 창의성도 우뇌(r =.39)보다는 좌뇌(r =.47)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했다.
Orn sitein & Brandw ein (1977), McCallum & Glynn (1979), Blackslee (1982)는 좌뇌와 우뇌
의 기능이 합쳐질 때 창의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해 좌·우뇌의 동시작용을 주장했다. 그들은
좌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도 실제로는 우뇌 능력이 포함되어질 수 있고, 읽고 쓰고 수를
계산하고 하는 것도 두뇌가 잘 조직화되고 잘 통합되어 있는 쉐마로부터 고양되어 진다고
했다(Glynn & Divesta , 1977 ; Wheatley , Mitchell, F ranklin & Kraft , 1978). 이와 같은 이
유에서 뇌기능은 각기 과제수행보다는 각기 특성의 처리모형(processing style)이나 전략에
의존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Levy , T revarthen과 Sperry (1972)에 의해 더욱 강
조되었다. 과제는 우뇌·좌뇌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는데, 같은 과제를 양쪽뇌
가 서로 다른 특성적 전략을 사용하여 수행함으로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Poreh & Whitm an (1991)의 창의적 인지과정과 뇌기능 특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보면,
창의적인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5가지의 검사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검사도구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언어적이든 비언어적이든 확산적 요인은 우뇌 기능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다만 수렴적 언어추구요인 만이 좌뇌의 활동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형태적
창의성 검사(T orrance T est of Creative T hinking ; F iqural From B)의 검사에서도 하위영
역인 유창성과 융통성은 좌뇌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만 독창성만이 그 반대로
우뇌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서 보면 창의성은 다양한 인지
적 구성요소들로 되어있는데 창의적 과정에 대한 분석은 창의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과제수
행에 대한 다양한 요구 사이를 구별해야 한다.
Garrett (1976)는 원래 우뇌의 상상력은 좌뇌의 글을 쓰는 능력에 의해 전달되어 질 수 있
다. 라고 했다. 또한 Uemura (1980), Kat z(1983)의 연구에서도 창의성 검사가 언어적인 도구
로 만들어졌을 때는 좌뇌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해 볼 때 본 연구
에서 사용한 창의성 검사(정원식, 이영덕, 1971)도 창의적인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언어적인
처리모형이 많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차후 여러개의 언어적, 비언어적 창의성 검사도구를 비교 분석해 볼 필
요성을 갖게 된다.
넷째, 뇌기능 특성 집단을 4집단, 즉 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 좌뇌우세아집단, 양

뇌부진아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양뇌우세아집단이 학업성취도 창의성 점수도 가장 높고, 양
뇌부진아집단이 학업성취도도 창의성도 가장 낮았다.
다섯째, 뇌기능 특성 집단을 다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했을 때,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간의 학업성취의 차이는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약간 높
았으나 통계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창의성 점수에 있어서도 통합뇌 집단이 비통
합뇌 집단에 비해 창의성 총점이 더 높았으나 통계상으로 유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창
의성의 하위변인인 유창성과 독창성에서 만은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유의하
게 더 높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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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bdw ein (1977), McCallum & Glynn (1979), Blackslee (1982), Bogen & Bogen (1972)의 주
장과 일치되지 않는 결과였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의 원인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많은 학자들이 통합뇌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들은 없었다. 학업성취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데는
좌·우뇌의 성취수준의 차이보다는 좌·우뇌의 성취수준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검사도구에서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업성취검사나 창의
성검사가 실제의 인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언어적인 검사도구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Uemura (1980), Katz (1983), P or도 & Whitm an (1991)의 연구결과에
서도 나타났다.
여섯째, 뇌기능 특성을 4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통합뇌·비통합뇌 집단으로 분류했
을 때를 보면 양뇌우세아집단, 우뇌우세아집단에서는 통합뇌와 비통합뇌간에 학업성취, 창의
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좌뇌우세아 집단에서는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
에 비해 학업성취가 높았고, 양뇌부진아집단에서는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창
의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로는 좌·우의 성취수준에서 서로 통합되어 있느냐 비통
합되어 있느냐 보다도 좌·우뇌 성취수준 모두 평균보다 높을 때, 즉 양뇌우세아집단인 경
우 학업성취도 창의성도 높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의 출발은 좌·우뇌가 고르게 발달한 통합뇌 집단은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
취도 창의성도 더 높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창의성은 우뇌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Denny & W olf, 1984 ; Harpaz, 1990 ; 이철환, 1987 ; 김종안, 1987)에 대
해 창의성은 우뇌의 기능만이 아니라 좌·우뇌가 통합된 기능을 발휘할 때 더 잘 길러진다
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연구결과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 보다 학업성취나 창의성에 있어서도 통계상
으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합뇌 집단과 비통합뇌 집단의 차이를 검증
하게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도구를 사용해 측정도구간에 어떻게 차이 있게 언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에 보아야 할 과제이다. 만약 추후 연구결과 다른 비언어적인 창의성
검사도구를 사용했을 때 통합뇌 집단이 비통합뇌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창의성에서 더 높
게 나온다면 좌·우뇌가 고루 발달할 수 있는 교수전략들이 교육현장에서 더욱 필요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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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 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bet w een Symm etry and A symm etry of Brain Lateralization
P ark , S o o k H e e
T he purpose of this study is t o identify the differences bet w een symm etry and
a symm etry

of brain lat eralization

of elem ent ary

school children t o investigat e it s

relationship with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 ent .
T he subject s w ere 383 fifth - garde children in Cheunbuk province. T he Cognitive
Lat erality Batt ery (CLB), a creativity t est , and an academic achievement test w ere u sed
a s the m easure of interest .
F or the cla ssification of brain lat eralization , four cat egories w ere used, that is , both
hemisphere

dominance (BHD),

right

hemisphere

dominance (RHD),

left

hemisphere

dominance (LHD ), and both hemisphere non dominance (BHND) group. Moreover tw o
categories, that is , symm etry and asymm etry group w ere u sed in addition .
In the analy sis of the relation ships betw een the CLB score and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 ent ,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for the left hemisphere w ere found with
academic achievem ent , and creativity . T he difference bet w een symm etry and asymm etry
a s the m easure of academic achievem ent and creativity w ere not st atistically significant .
On the other hand, symm etry in LHD group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asymm etry
in the academic achievement . And BHND group symm etry scored significantly higher
than asymm etry in the creativity .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 w e mu st disscu ss about relationship betw een the
symmetry and asymm etry in academic achievement and creativity , correlation bet w een
CLB score and creativ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