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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예측력
․

․

이 정 규* 나 동 진 김 진 철

․

․

성균관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Sternberg(1996)가 제시한 성공지능 및 사고양식이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에 대한 성
공지능 및 사고양식의 연구들은 두 개념이 분리된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학업성취도와 관계가 많은 성공지능에서의 분석지능과 창의지능, 사고
양식에서는 입법, 위계, 내부 사고양식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성공지능 및 사고양식이 복합적으
로 작용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관분석

～

결과 성공지능 중 분석지능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71 .78), 창의지능도 다
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43 .50). 반면, 사고양식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는 입법과 과학

～

～

을 제외하고는(.55) 대체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22 .29). 또한 분석지능, 창의지능과 사고양식간

～

의 상관도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다(.25 .32). 둘째, 중다회귀분석의 결과에서도 성공지능에서의
분석지능 및 창의지능이 사고양식에 비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이 높게 나타나 상
관분석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의 분석적, 창의적 능력과 다양한 차
원과 기능의 사고양식에 적합한 교수-학습법의 적용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켜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분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 학업성취도

* 010-7228-0064, counsel2u@skku.edu

- 81 -

敎育方法硏究 제187권 제1호

Ⅰ. 서 론

인

지능의

개념에서

Sternberg(1996)에

의해

벗어나
제기된

최근에
성공지능

형식적 교육기관에서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successful intelligence)의 개념에 의해 성공지능

결정짓는 변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고

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및 상대적 설명력 및

있으나 아직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예측력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어

있으며,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인지적,

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둘째, 학

정의적 변인 중에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

업성취도는 지능이외에도 다양한 학습 관련 변

는 개인차 변인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인

지능이 어떤 변인들과 어떻게 조합을 이루었을

차 연구에 대하여 지금까지 축적된 전통적인

때 높은 학업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교육심리학적 연구결과들에서는 인지적 특성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학생의 학업성취도

중에는 지능 변인이, 정의적 특성 중에는 학습

에 대한 개인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능 외에

동기가 다른 어떤 변인들보다 학업성취도에 미

동기, 성격특성, 환경 등 다양한 변인이 고려되

치는 설명력 및 영향력, 상대적인 예측력이 높

었다. 본 연구에서는 Sternberg의 사고양식

다는 것이 교육현장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thinking styles)의 변인을 상정하여 학업성취도

검증이 많이 되었다(이정규, 2004). 최근에 김아

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과 조영미(2001)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지능

도에 대한 개인차를 연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과 동기변인들의 상대적 예측력”의 연구에서도

할 수 있다.
먼저, Sternberg(1996)는 성공지능을 분석지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지능과 학습동기의 상관

․

․

과 설명력이 높음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 학

능 창의지능 실제지능의 세 단면(facets)으로

업성취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지

설정하였다. 분석지능은 기존의 IQ 개념과 비

능은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이 .62 .63이었다. 지

슷하지만 학업 적성만을 측정하는 기존의 IQ

능이 학업성취도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는 38

개념과는 다르다(Sternberg, 1996). 창의지능은

～

～

39%이지만 이에 더해서 동기변인들도 지능의

새롭고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능력

효과를 고려한 후에도 41 49%로 유의하게 예

이다. 실제지능은 실제 생활에서 경험으로 습득

언한다고 하였다.

될 수 있는 지식을 인생의 성공을 위하여 활용

～

이렇듯, 학업성취도에 대한 전통적인 지능의

하는 능력을 말한다. 성공지능은 흔히 대립되는

개념이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 및 상대적 예

것으로 인식되었던 여러 이론들을 영역 및 방

측력이 높다고 하지만 지능이 높다고 해서 반

법론적인 측면에서 통합한 지능이론으로 평가

드시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

된다(송선희, 2000).

여기서 전통적인 지능의 개념과 학업성취도에

또한, 학업성취도와 관련하여 성공지능에

대한 연구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새로운 관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수행되었

을 제기 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의 전통적

다. 예컨대, Sternberg와 그의 동료들(Grigore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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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rari,

력변인과 성격변인과의 교량적 역할을 한다는

Clinkenbeard, & Grigorenko, 1996; Sternberg,

관점에서 사고양식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Torff, & Grigorenko, 1998)은 성공지능이 학업

루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ternberg와 그의

성취도에 대한 예언변인이며, 성공지능에 따른

동료들(Grigorenko

교수법이 전통적인 교수법보다 학업성취를 향

Sternberg, 1988, 1994b, 1997b; Zhang, 1999)은

상시켜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도

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사고양식

많은 연구자들(강영심, 송연주, 2002; 김소연,

의 변인(예; 장독립적 대 장의존적)들을 통합하

2000; 나동진, 김진철, 2003, 2004; 문용린, 강민

여

수, 2004)에 의해서 성공지능이 학업성취도와

self-government)에 입각한 사고양식 개념을 창

매우 관계가 깊다는 점이 밝혀졌다. 하지만 성

출하였다. Sternberg에 의하면 인간세상에서 볼

공지능의 세 가지 하위지능 중에서 성공 지능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스타일은 우연히 이루

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 지능을 포함시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인간의 정신

켜 지능의 개념을 확장시켰다는 점, 실제적 지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

&

Sternberg,

1997a;

Sternberg,

정신자치제

&

Sternberg,

이론(theory

of

1995;

mental

능과 성취와의 관계, 지능의 일반요인(“g”)의 중

첫째, 기능에 따라 선호하는 사고양식에 차

요성과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점 등에

이가 있다. 입법적 사고양식은 창의성을 요구하

대해서 현대 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간에

는 일을, 행정적 사고양식은 명확한 지시가 있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하대현, 2004, 2005;

는 업무를, 사법적 사고양식은 타인의 활동에

Brody, 2003; Gottfredson, 2003). 그러나 성공지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능의 하위 3가지 지능 중에서 아직도 많은 논

둘째, 형식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사고양식

란이 되고 있는 실제지능과 달리, 분석지능과

의 차이가 있다. 군주적 사고양식은 한 번에 한

창의지능의 타당성은 지능학자들 간에 논란이

가지 일을 수행하고, 위계적 사고양식은 다양한

적으며, 강영심과 송연주(2004), 나동진과 김진

목표를 갖고 그 목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

철(2005), 문용린과 강민수(2004)의 연구에서도

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대상자와 검사 도구에 따라 학업성취를 설명하

과두적 사고양식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

는 양상이 세 지능 간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

또, 무정부적 사고양식은 형식과 절차를 싫어하

지만 분석지능과 창의지능의 설명력은 통계적

고 규칙 규범 권위에 저항하며 임의적으로

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공지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한다.

․ ․

능과 학업성취도와의 선행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셋째, 수준에 따라 전체적 사고양식은 문제

성공지능의 세 가지 하위 지능 중에서 분석지

에 대한 전체적 윤곽에 관심을 갖고 추상적인

능 및 창의지능으로 제한하여 학업성취도와의

문제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엽적 사고양

관계를 규명하였다.

식은 문제의 특수한 사항에 관심을 갖고 세부

다음으로, 학업성취도에 대한 개인차 연구에
서 최근에 사고양식(thinking style)이 인지적 능

적인 작업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문제를 좋아하
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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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범위에 따라 내부적 사고양식은 독립

위계 진보주의 스타일이 학업성취와 정적 상

적이고 내성적으로, 외부적 사고양식은 다른 사

관이 있고, 행정적 양식은 부적상관을 보였음을

람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일을 해결하는 경향이

밝혔다. Bernardo, Zhang, Callueng(2002)은 필

있다.

리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행정 사법 보

마지막으로, 경향성에 따라 진보적 사고양
식은 신기성과 모호성이 개입된 일을 선호하고,

․ ․ ․

수 위계 군주 내부적 사고양식과 긍정적인
상관을 갖는다고 밝혔다.

보수적 사고양식은 과업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규칙과 절차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 ․

국내에서의 사고양식의 연구는 윤미선(1997)

․ ․ ․ ․

의 연구에서는 사법 전체 지엽 위계 과두

이와 같은 정신자치제의 사고양식은 개인의

적 사고양식이 학업성취도에 대한 설명력이 높

인지적 능력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가

았음을 밝혔다. 김소연(2000)은 Sternberg의 지

지고 있는 정보를 처리하고 인지 능력을 사용

능구인과 함께 회귀분석을 한 결과, 행정적 사

할 때 선호하는 방식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고양식이 성취에 대하여 설명력을 증가시켰으

Sternberg(1997a)는 사고양식의 발달에 영향을

며, 나동진과 김진철(2003, 2004)의 연구에서 고

주는 요인을 문화, 성, 연령, 양육방식, 학교교

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Sternberg의 실제적 지

육 및 직장환경 등을 제시하였고, 사고양식의

능과 함께 경로분석을 한 결과, 행정적 사고양

프로파일에 따라서 지능이 다르게 발현될 수

식은 양의 방향으로 영향을 보인 반면에 과두

있으며, 환경의 적응(adaptation), 선택(selection),

적 사고양식은 음의 방향으로 영향력을 보였다.

조성(shaping) 역시 개인의 사고양식 프로파일

이 밖에도 윤미선(2003, 2004a, 2004b)은 사고양

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

식의 지나친 다면적 접근이 교육현장에서 학생

Sternberg에 의해서 창안된 사고양식이 갖는

의 성취의 개인차 진단에서 실제적 유용성을

특징에 대하여 Zhang(2001)은 사고양식은 단일

제한한다고 보고, 예측변인으로서 사법, 전체,

차원에서 보지 않고 기능, 형식, 수준, 범위, 경

그리고 위계적 사고양식으로 축소하여 사용할

향성이라는 다차원이라는 점, 이분법적 차원이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아니라 연속적인 차원이라는 점, 개인마다 하나

사고양식의 영향력 내에 동기와 교과흥미의 간

의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스타일의 프로파일이

접적인 영향이 내재되어 있음을 밝혔다.

얻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고양식들과는 차
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업성취에 대한 사고양식의 선행연
구들을 살펴볼 때, 사고양식은 다양한 학업성취

사고양식 그 자체가 지적 기능을 발휘하는

의 개인차 변인과 함께 영향력을 갖으며, 연구

것은 아니지만 사고양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효

대상에 따라서 학업성취에 대한 사고양식의 영

과성 및 다양한 선택이 능력과 관련 변인들에

향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

의해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고양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것을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써 개인 간에도 다양한

여러

연구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 ․

Grigorenko와 Sternberg(1997a)는 입법 사법

사고양식이 존재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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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학교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들

(하대현, 2004).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고등학생

의 사고양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수-학습에

의 지능을 통제한 후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살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양식은 과

펴본 나동진, 김진철. 이정규(2005)의 “성공 지

제 및 인지적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시너지

능이론의 관점에서 본 지능과 학업성취의 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입법, 위계,

이에 대하여 Sternberg(1994a)는 기존의 사고

내부적 사고양식으로 국한하여 연구하였다.

양식 연구들이 학생의 학습 스타일이나 교사들

한편, Sternberg(1996)가 제안한 성공지능 및

의 교수 스타일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

사고양식의 이론적 개념이 서로 관련성이 없는

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학생들

별도의 분리된 개념으로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의 사고양식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평가방법을

진행되어 왔었다(강영심, 송연주, 2002; 김소연,

제시하였다. 그는 교사가 학생의 사고양식에 맞

2000; 나동진, 김진철, 2003, 2004; 문용린, 강민

는 교수처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수, 2004; Grigorenko & Sternberg, 1997a;

들어, 속진과정은 행정적 사고양식을 선호하는

Sternberg, Ferrari, Clinkenbeard, & Grigorenko,

학생에게 적절하고, 심화과정은 입법적 사고양

1996; Sternberg, Torff, & Grigorenko, 1998).

식을 선호하는 학생에게 적합할 수 있다. 또한,

그러나 학업성취도와 사고양식과의 관계에 대

선다형 문항은 행정, 사법적 사고양식의 학생에

한 선행연구(김소연, 2000; 나동진, 김진철, 이정

게 적합하고, 포트폴리오와 같은 수행평가는 입

규, 2005; 윤미선, 1997)들은 학업성취에 대하여

법적 사고양식 학생에게 적절할 수 있다는 것

사고양식들은 지능과 어느 정도 연합하고 있음

이다.

을 제시하고 있다. 즉, 같은 인지적 능력 수준

이 밖에도 Sternberg(1994a)는 사고양식과 관

이라도 각기 다른 사고양식을 가질 수 있으며,

계되는 언어형태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행정적

과제를 선택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차이가 지

사고양식은 “누가 했나?”, “무엇을 했나?” 등과

능을 어떻게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성취의 차

같고, 사법적 사고양식은 “너의 판단으로는......”

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등과 같으며, 입법적 사고양식은 ‘어떻게 하면?’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지능에서의 분

등이다. 이런 것들은 학생의 사고양식과 교사의

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에서의 입법, 위계,

사고양식은 매우 다양하며, 교사-학생간의 사고

내부적 사고양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

양식의 일치여부가 학생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적 예측력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이는 학업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하였다.

성취도에 대한 개인차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따라서 교수-학습과정에서 학생의 다양한 사

계기가 될 것이며, 학업 성취도의 향상을 위한

고양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Sternberg가 사고양

교수-학습 환경 조성에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식에 적합한 다양한 교수처치를 제안한 것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성-처치 상호작용(ATI)의 한 예로서 교육적
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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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정을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서 처
리하는 것을 좋아한다(내부)가 있다. 한편, 본

1. 연구대상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Cronbach-α 계수는 .64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및 B시의 일반계 고

(입법), .72(위계), .84(내부)이었다.

등학교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2학
년 학생(남 143명, 여 134명)으로 총 277명이다.

다. 학업성취도

이중 2명의 성적자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를

학업성취도의 준거자료는 2005년 2학기(11월

제외하고 총 275명의 자료가 최종적으로 분석

29일)에 경기도교육청의 주관으로 실시된 전국

되었다.

연합학력평가이다. 이는 문제형태, 문항구성, 과
목 등 모든 부분에서 대학수학능력고사와 동일

2. 측정도구

한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

가. 성공지능검사

점수를 이용하였다.

성공지능을 측정하는

도구는

Sternberg의

Comprehensive Ability Test(CAT)에 근거하여

3. 자료 분석방법

제작된 신종합지능검사(박도순, 하대현, 성태제,

수집한 자료는 SPSS 11.0을 이용하여 분석되

2000)이다. 이 측정도구는 언어 수 도형 등

었다. 먼저, 다변량 자료에 대한 가정의 검토를

12개 하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영역별

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하

Cronbach-α 신뢰도는 .48 .94의 범위(평균 .68)

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이다.

성공지능과 사고양식의 상호작용이 학업성취도

․ ․

～

를 상대적으로 얼마나 설명하고 예언하는지를
나. 사고양식 검사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투입방법에 의한 중다

사고양식의 측정도구로서는 Thinking Style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Questionnaire

Short

Version(Sternberg

&

Ⅲ. 연구결과

Wagner, 1991)을 기초로 하여 구성된 것으로 4
점 평점척도로서, 5개 차원의 13개의 하위검사

～

로 구성되었으며, Cronbach-α 계수는 .51 .90

1. 가정의 검토

(평균 .67)이다.

연구자료에 대한 가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

본 연구에서는 13개의 하위 검사 중에서 연

정규성으로 검토한 왜도는 -.623 .431이고, 첨

구목적에 따라 입법, 위계, 내부적 사고양식을

도는 -.638 .984 범위로 정규성의 문제는 없었

측정하였다. 문항의 예로서, 문제해결에 있어서

다. 학업성취도 총점의 분포의 검증결과, 대체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로 정상분포를 보였고, 산포도 역시 대체로 직

좋다(입법),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일의 우선순

사각형 형태였으며, 변인의 관찰치들이 정규산

위를 분명하게 안다(위계), 나는 일의 모든 과

포도에 대각선을 따르는 직선형태를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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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므로 전반적인 잔차에 대한 가정들을 만족하

의 상관관계(.28 .32)이며, 창의지능과 사고양

고 있다. 잔차의 독립성에 대한 Durbin-Watson

식간의 상관관계는 분석지능보다 약간 낮은 상

통계치는 약 1.7로서, V 지수의 크기가 2에 근

관관계(.25 .26)를 보였다.

～

접하여 잔차간에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학업성취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박광배, 2003). 또한, 다중공선성 검증에서 분

분석지능은 모든 과목과 고르게 높은 상관이

산확대지수 VIF의 값이 모두 1.0에 가까운 값

있었다(.71 .77). 창의지능은 분석지능보다 다

들로서 10보다 현저하게 작으므로 다중공선성

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4

의 문제는 없었다.

7 .50)를 보였다. 입법, 위계, 내부적 사고양식

～

～

～

역시 모든 과목은 다소 낮은 상관 (.22 .29)이

2. 반응 변인 간 상관관계

나타났다(입법 사고양식과 과학과목의 상관(.55)

본 연구에 포함된 반응변인과 학업성취간의

은 제외).

상관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먼저,

각 변인별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 상관을 보

성공지능간의 상관관계 즉, 분석지능과 창의지

였으며,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높은 순으

능과의 상관계수는 .52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로는 분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의 순으로

보였다. 그리고 사고양식간의 상관관계 즉, 입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언어, 수리, 과학과목간

법, 위계, 내부적 사고양식간의 상관계수는 낮

의 상관계수는 .77 .81로 높게 나타났다.

～

〈표 1〉반응변인 간의 상관행렬, 평균, 표준편차
분석
창의
입법
위계
내부
언어
수리
과학
평균
표준편차

분석
1
.52**
.28**
.32**
.30**
.71**
.78**
.77**
118.39
8.37

창의

입법

위계

내부

언어

1
.26**
.25**
.26**
.43**
.48**
.50**
112.32
25.84

1
.21**
.39**
.24**
.21**
.55**
53.41
8.37

1
.24**
.22**
.23**
.27**
54.41
8.93

1
.22**
.22**
.29**
55.90
8.39

1
.77**
.78**
73.85
15.13

～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21 .27). 다음으로, 성공

수리

과학

1
.81**
1
68.57
77.29
24.31
22.0
** p<.01 (2-tailed)

3. 분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이 학업

지능에서의 분석 및 창의지능과 사고양식에서

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의 입법, 위계, 내부적 사고양식과의 상관계수

성공지능(분석 및 창의)과 사고양식(입법, 위

의 분포는 낮은 상관(.29 .32)을 보였다. 이를

계, 내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분석지능과 사고양식간

펴보기 위하여, 성공지능 및 사고양식이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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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한다는 이론적 가설 하에 성공지능과

냈다. 특히, 분석지능이 다른 변인(창의지능, 입

사고양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학업성취도를

법적 사고양식, 위계적 사고양식, 내부적 사고

종속변인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을 단계적 변인

양식)보다 모든 과목에 대해 가장 높은 설명력

투입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및 예측력(β=.62 .72)을 지닌 변인으로 밝혀졌

～

분석결과, 학업성취도를 예언하는 변인으로서

다, 창의 지능도 모든 성취영역에서 미약하나마

는 3개 과목 모두에서 성공지능(분석 및 창의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인으로 기능하였다.

능)이 사고양식(입법, 위계, 내부)보다 유의한

Ⅳ. 논의 및 결론

변인임이 밝혀졌다. 여기서 흥미로운 연구결과
는 3개의 과목마다 각각 다른 사고양식들이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언어에서는 입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전

법적 사고양식이, 수리에서는 위계적 사고양식

통적 지능의 개념이나 사고양식의 개념에서 벗

이, 과학에서는 내부적 사고양식이 유의한 변인

어나, 비교적 최근에 Sternberg(1996)에 의해 제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목의 고유한 인지적 특

시된 성공지능 및 사고양식이 학업성취도에 미

성에 따라 요구되는 사고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치는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의미한다.

지금까지 두 개념은 별도로 분리된 개념으로

3개의 과목에 대하여 성공지능(분석 및 창의

각각 학업성취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지능)이 사고양식(입법, 위계, 내부)의 독립변인

나, 본 연구에서는 성공지능 및 사고양식이 상

의 중다회귀식이 나타내는 설명력을 살펴보면,

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

모든 변인들이 의의가 있는 예측변인이었다.

있다는 이론적 가설 및 선행 연구(김소연, 2000;

즉, 언어과목에 대한 설명력은 53.4%, 수리과목

나동진, 김진철, 이정규, 2005; 윤미선, 1997) 결

은 60.2%, 과학과목은 62.5%의 설명력을 나타

과에 기초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성공지

<표 2> 성공지능과 사고양식 하위 변인들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종속변인
언어

수리

과학

독립변인
분석지능
창의지능
입법 사고양식
분석지능
창의지능
위계 사고양식
분석지능
창의지능
내부 사고양식

B
.56
.21
.19
1.03
.13
.10
.89
.34
.15

S.E
.04
.03
.07
.06
.04
.03
.06
.10
.04

β
.62
.13
.11
.72
.13
.11
.68
.13
.12

2

R

F

능 및 사고양식 중에서도 그동안의
선행연구를 통해 성공지능 중에서는
분석지능과 창의지능, 사고양식 중
에서는 입법, 위계, 내부 사고양식으
로 국한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를

.53 103.45***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규
명하고자 하였다.

.60 205.78***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고 교
육적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63 105.43***

***p<.001
- 88 -

다.
첫째, 성공지능의 분석지능과 창
의지능의 상관관계는 다소 높게 나

분석지능, 창의지능, 사고양식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 예측력

타났고(.52), 사고양식의 입법, 위계, 내부적 사

지능과는 달리 입법, 위계, 내부적 사고양식은

고양식

보였다(.2

학업성취도와 낮은 상관관계(.22 .29)를 보였다.

1 .39). 그리고 성공지능과 사고양식 간에도 약

이는 사고양식 그 자체가 지적 기능을 발휘하

한 상관관계가 있었다(.25 .32). 이는 성공지능

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양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의 하위지능간 상호 관련성에 대하여 같은 검

효과성 및 다양한 선택이 능력과 관련 변인들

사

.56이나

에 의해서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Sternberg 등(1996)의 .47과 비슷한 결과로써, 성

는 것을 여러 연구(김소연, 2000; 나동진, 김진

공지능의 하위 능력들이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철, 2003, 2004; 윤미선, 1997; Bernardo, Zhang,

Sternberg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다.

& Callueng, 2002; Grigorenko & Sternberg,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Sternberg 등(1999)이 주

1997)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

간에는

낮은

상관관계를

～

도구를

사용한

김소연(2000)의

～

장한 것처럼 선다형 측정치 간의 방법 변량

둘째, 성공지능(분석 및 창의) 및 사고양식(입

(method variance)이 주된 원인일 수도 있다. 본

법, 위계, 내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성

연구에서는

위하여

취도에 대한 상대적 예측력을 보다 자세히 살

Sternberg의 Comprehensive Ability Test(CAT)에

펴보기 위하여 단계적 투입방법에 의한 중다회

근거하여 제작된 신종합지능검사(박도순, 하대

귀분석 결과, 모든 과목에서 분석지능이 가장

현, 성태제, 2000)를 사용하였다. Sternberg의 성

강력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지능

공지능의 본질적인 개념(예: 하위 3개 지능의

이 모든 과목의 성취와 가장 높은 관련을 갖고

영역성간의 독립성 등)에 기초한 측정 도구들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분석지능이 학업적성으로

앞으로도 더욱 연구되고 계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창의

하지만, 사고양식 간 상호상관이 없는 결과

지능도 분석지능보다는 미약하지만 학업성취에

를 통해서 사고양식의 각 유형은 비교적 상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학교교육에서 창의성 교

한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성공지능

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성공지능을

측정하기

과 사고양식의 약한 상관관계를 통해서 역시

그리고 사고양식 중의 입법, 위계, 내부 사고

서로 다른 구인으로 기능한다는 Sternberg의 주

양식이 과목의 고유한 인지적 영역에 따라서

장을 지지함과 동시에, 한편으로 학업성취에 대

상대적 영향력이 다르다는 결과(언어는 입법,

하여 사고양식들은 지능과 어느 정도 연합하고

수리는 위계, 과학은 내부적 사고양식)에서 보

있음을 의미한다.

았듯이 과목에 따라서 학생의 사고양식을 고려

또한, 성공지능 중에서도 분석지능이 학업성

한 교수-학습의 환경조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

취도와의 상관관계(.71 .77)가 가장 높게 나타

준다. 한편, 현재 지능을 연구하는 연구자(하대

났고, 창의지능도 분석지능보다 낮으나 다소 높

현, 2004, 2005; Brody, 2003; Gottfredson,

은 상관관계(.47 .50)를 보이고 있어 성공지능

2003)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성공지능이 지

이 기존의 지능개념들과 유사하게 학업성취도

능의 일반요인(“g”)의 중요성과 역할을 지나치

와 상관이 높은 것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성공

게 축소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 성공지능의 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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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및 창의지능이 영역의 고유한 인지적 특성

어져야 할 것이다. 성공지능은 영역-일반성을

과는 무관하게 영역-일반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지지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밝혀진 반면. 사고양

점이 추후에 지능연구를 함에 있어 중요한 의

식은 본 연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로는 영역-일

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성 및 영역-특수성의 어느 한쪽을 지지하기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모든 성취 영역에서

어려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이론

가장 높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보인 분석 지능

적 경험적 연구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이 학업적성과 가장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며,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변인의 점

인간의 성취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수의 속성이 선다형으로 측정된 것이라는 점을

위해서는 창의 지능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밝힌다. 따라서 교과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성취영역에 따라서 사고

위해서 주관식,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사

양식의 예측변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용되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

서, 언어에서는 입법적 사고양식, 수리에서는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성공지

위계적 사고양식, 과학에서는 내부적 사고양식

능을 통제한 후 학업성취에 대한 사고양식의

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순수한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학생들은 다양한 사고

공지능 및 학업성취도가 상호작용한다는 이론

양식을 가질 수 있으며, 성취 영역에 따라서 보

적 가설에 기초하여 학업성취도와의 관계구조

상되는 사고양식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또한,

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을 통해 이론적 모

상관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성공지능의 분

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도 연구의 의의가

석 및 창의지능은 영역-일반성을 지지하고 있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만, 사고양식은 영역-특수성도 지지하는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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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ve potency of analytic intelligence, creative intelligence, and
thinking styles in predicting
academic performance
Lee Jeongkyu (Skyungkyunkwan. Univ.)
Na Dongjin (Chunbuk Univ.)
Kim, Jincheol (Chunbuk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ve potency of successful intelligence, and
thinking styles to influence the academic performance, based on the Sternberg(1996)'s theory. Up
to the present, theses studies have been studied separated concepts. Especially,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as selected analytic and creative intelligence in the successful
intelligence, and legislative, hierarchic, and internal thinking style in the thinking styles. The results

～

showed that, firstly, the analytic intelligence was higher relationship(.71 .78) with academic

～

performance than the other variables. The creative intelligence was relationship(.43 .50) with

～

academic performance. The thinking styles were low relationship(.22 .29) with academic
performance (except with the relationship legislative thinking styles and science .55). The

～

relationship between the successful intelligence and thinking styles was revealed low(.25 .32).
These results was similar to the previous studies. Secondly, the analytic and creative intelligence in
the successful intelligence were found to be higher the influence on the academic performance
than thinking styles b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was
supported by this result.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e educational implication is drawn that to
improve th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in the educational field is needed to support the
students' analytic and creative intelligence in the successful intelligence and various thinking styles.

Key words: analytic intelligence, creative intelligence, thinking styles, academic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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