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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한국어 원격연상단어검사(RAT) 의 

동형검사 신뢰도와 지시효과

신진향

심리학과 인지심리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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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nick 과 Mednick(1967)에 의해 개발된 원격 연상단어 검사는

(Remote Associates Test),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세 단어를 단서로

사용하여, 이들을 수렴시키는 목표 단어를 찾아내는 능력을 측정한

다. 이 검사는 통찰 문제 해결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광범

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Medinick이 만든 목록은 최근 Bowden 과

Beeman(2003)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언어

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성에 맞는 원격

연상 검사 문항으로 만들어 두 개의 유형이 다른 검사를 각각 사용

하여, 동형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어떤 원격

연상단어 검사 문항은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항도

있다는 지시가 과제 수행에 어떤 차이를 주는 지를 탐구하였다.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 실험 참여자들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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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문항을 풀려고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항으

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수행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지고, 실험 참여자간의 능력 차이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의미어(예, 비행기, 다이빙, 구름 = 하늘)나

합성어(예, 곰, 사람, 목각 = 인형)로 이루어진 92개의 문항이 개발되

었다. 이들은 난이도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도록 각 46문항씩 두 개

의 동형 검사를 만들었다. 총 162명의 실험 참여자를 무선적으로 두

집단으로 분배하였다. 먼저 통제 집단은 최선을 다해 풀라는 지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게는 풀 수 없는 문항이 포

함되어졌다는 지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의 점수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서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따라서 두 유형의 검사는 동일한 형태의 검사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사전 지시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점수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두 검사지 모두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시를 받은 실험 집단이 지시를 받지 않

은 통제 집단 보다 낮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주요어: Remote Associates Test, 원격 연상 단어검사, 문제

해결, 지시효과, 창의성

학 번:2012-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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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업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 장면에서 창의성이 화두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

니다. 2013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0대 기업 인재상의 많은 키워드 중 하나가 창의성

(Unconventionality)이며, 현 정부의 교육부 비전 또한 행복 교육 및

미래 지향적 창의인재 육성이다. 하지만 이처럼 교육적,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창의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측정되고 또 향상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미흡하여 알려진 것이 많지 않

다. 또한 창의성이 개인의 수준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단체의 수준

에서 나타나는지, 선천적인 능력에서 나타나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능력에서 나타나는지 명확하지 못하다. 더 나아가 이를 창의적인 과

정으로 보아야할지 창의적 과정에 따른 산출물로 보아야 할지 역시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창

의성과 인접한 관련 개념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의

성을 포함하여 문제해결력, 사고력, 추리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도

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성 각각의 개

념을 명료히 하고 이들 간의 관련성을 밝혀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전자에서의 연구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창의적인 능력

을 검사하는 도구들은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는지, 개발될 수 있다

면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와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할 때

중요한 근거로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접근을 취하

는데, 구체적으로 Mednick 과 Mednick(1967)에 의해 개발된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한국어와 한국의 문화에 맞게 새로 개발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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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46문항으로 된 두 개의

동형 검사를 만들어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나누었다. 그리고 두 개의

검사지를 이용하여 동형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

께 안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졌을 때와 지시가 주어

지지 않았을 때의 수행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

중의 하나로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Mednick 과

Mednick(1967)의 원격 연상단어 검사(Remote Associates Test)를

한국어로 새롭게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이 검사는, 관

련성을 찾기 어려운 3개의 단어가 단서로 제시되었을 때, 이들을 수

렴시키는 목표 단어를 찾아내도록 한다. 이 검사는 통찰 문제 해결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Mednick

이 만든 목록은 최근 Bowden 과 Beeman(2003)에 의해 수정 보완되

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어와 일본어, 히브리어 등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검사를 한국어로 번역 혹은 번

안하여 사용하는 것은 언어와 문화의 특성에 관련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새롭게 만들고자 하였다. 원격 연상

단어 검사 문항 개발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까

지는 독일어, 일본어, 히브리어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더한 자메이카

언어로 검사지가 개발되었다(Hamilton, 1982; Nevo & Levin, 1978;

Baba, 1982). 대부분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선행 연구에서는

Mednick 과 Mednick(1967)이 만든 문항을 언어만 바꾸어 사용 하였

다. 하지만 독일어로 번안되어 통찰 문제해결의 연구에서 쓰인 원격

연상단어 문항은 그들의 언어와 문화의 특성에 맞게 번역한 사례가

있었다(Bolte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선행 연구에서처럼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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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문항을 만들어 두 개의 동형 검사를 만들어 실험하였다.

이렇게 함은 이 검사의 실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두 개의

동형 검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창의력을 높이는

새로운 교수법이나 훈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같은 능력을 재는

다른 검사 도구로 확인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험 참여자

간의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오늘날의 창의 융합 교육은

확실한 정답이 있는 문제 해결능력 뿐만 아니라 창의적 사고를 통한

문제해결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측정도구로

개발된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사용하여 오늘날의 사회에서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발하려 하였다.

원격 연상단어 검사는 창의성 연구뿐만 아니라 통찰 문제 해

결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이 검사가 실험 연

구에 있어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유는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확

인 할 수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가 갖는 특징 때

문이다. 많은 요소들 가운데 확산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 해결을 하

는데 결과적으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수렴되는 답 하나를 찾

아야한다. 또한 이것은 세 개의 각기 다른 단서 단어가 공유하고 있

는 의미를 찾아내야하는 점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의미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라 칭하였다. Bowers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0)에서 확인된 바로는 우리의 기억 장치에서 단서

단어를 보게 되면 그 즉시 활성화가 일어나 자동적으로 답을 생각하

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이는 의미적인 일관성을 통하여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답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는 이야기 이다.

비록 즉각적으로 답을 생각해내진 못하더라도 단서 단어들 사이에

공유되어지는 연관성을 찾아낼 것이라는 주장이다(Bowen &

Beeman, 1998; Mednick, 1962; Metcalfe & Wiebe, 1987, Yani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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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yer, 1987). 이렇게 원격 연상단어 검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의 특

성은 비단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만이 아

니다. 이 검사는 통찰 또는 의사결정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유

용하게 쓰일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안하여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한국어로 된 원격 연상

단어 검사를 실시할 때, “지시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원격 연상

단어검사 과제의 특성으로 문항 중 일부 문항은 정답을 맞히기 상당

히 어렵다. 실제로 세 개의 단서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앞선 선행

연구들의 주장에서 보았듯이, 서로 공유되는 연관성이 존재하지만

답을 생각해거나 연관되어져 있다는 자체를 곧 바로 인지하기는 쉽

지 않다. 예를 들어, 2초의 시간도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직관적으로

답이 떠오르는 문항도 있는 반면에 30초의 시간을 넘어서도 풀지 못

하는 문항도 존재한다(Bowden & Beeman, 2003). 그렇다면 문항의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의 문제 해결에 대한 수

행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이에 답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가 갖

고 있는 특성에 착안하여, 실험 집단의 참여자에게는 안 풀리는 문

항이 포함되어졌다는 사전 지시를 주고, 통제 집단의 참여자에게는

아무런 사전 지시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사전 지시로 인한 원격 연

상단어 검사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일반

적으로 안풀리는 문항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을

때 보다 어려운 문항을 끝까지 풀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러므로 이런 지시가 주어진 조건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의 수행은

전반적으로 낮아진다(Rehder, 1999). 이러한 사전 지시가 주어지면

실험 참여자들은 어려운 문항을 풀기위해 애쓰기 보다는 안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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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간주하고 풀려는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된다. 이에 따라 수행

이 낮아지고, 검사 시간도 짧아지게 된다. 즉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주어졌을 때 수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날

지에 대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지시의 유무 조건에 따른 집단의 창의적 문제풀이 수행

차이를 이용하여 두 개의 검사지의 동형검사 신뢰도를 확인해 보려

하였다. 동형검사 신뢰도란, 한 개의 심리 검사가 측정하려는 구인을

얼마만큼 일관적으로 측정하는 지를 알아보아야 할 때 가장 많이 쓰

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하여 한 개의 심리 검사와 비슷한 또

다른 하나의 심리 검사를 만들어 이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아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지 확인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형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개발하고 이를 한국의 언어와 문화의 특성

에 맞게 새롭게 구안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

검사를 이용하여 “지시 효과”가 문제풀이에 주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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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창의성의 개념

본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창의성은

문명의 발전에서 큰 기여를 해왔고, 강조되어 왔다. 현재에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부터 그를 통한 실현까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창의성은 창의적인 생각과 발상

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은 현

상 유지와 창의성은 양립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생각에서 역시 모

든 것에 가치를 부여하여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인간이 발전하려면 그것은 어떤 형식이든 규칙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1)

또한, 오늘날의 혁신가 스티브 잡스(Steve Jobs)도, 캘리그래피 수업

을 듣고, 인도의 아슈람을 방문하고, 전화기를 컴퓨터 모델로 삼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과 공동 작업을 하였다. 그는 창의성이란 생각

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곧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1) John Maxwell (2003) Thinking for a Change: Center Street; 1 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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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꿀 새로운 무언가를 창조하는 유일한 길은 상식적인 사고의 틀

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장벽을 뛰

어넘어야 한다.”2)

따라서 창의적인 사고 과정은, 엘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처럼, “상

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어 사물을 둘러보면서 연관 짓거나 연상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그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창의성의 개념은 확산적 사고를 통한 다양한 모든 것의 조

합을 이룬 산출물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앞

서 언급한 찰스 케터링(Charles Kettering)과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말과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설명하기 쉽지 않고,

번뜩이는 아이디어 또는 현존하는 것이 아닌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내제된 창의성에 대한 우리

의 생각은 우리가 창의성에 대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3).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적이라 생각하는 것들은 이미 암묵적으

로 형성된 창의성에 대한 개념에 의하여 판단되고 곧 그것이 창의적

이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암묵적

2) Steve Wozniak with Gina smith, iwoz; New York: W.W. Norton & 
Company, 2006. p.290

3) David Burkus (2013) The Myths of Creativity: The Truth About How 

Innovative Companies and People Generate Great Ideas: Jossy-Bass, A 

Wiley Brand,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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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의해서 이며 창의성의 정의가 일반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창의성 개념과 일치할 경우에 일어난다.

따라서 사람들은 창의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더라도

암묵적 지식을 통한 창의적 행동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다(Runco,

1999). 이런 입장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들의 창의성을

알아본 연구도 있다(Lim & Plucker, 2001).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

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은 기질(characteristic)의 부분

집합에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의 성격이나 동기적인 것 보다

인지적 기질에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암묵적 정의에서 나타난

창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은 비단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

는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무관심하고 고집불통이며 작업 그룹에 충돌을 만들거

나, 무례하거나, 또는 비정상이라는 결과가 있었다. 또한 Lim 과

Plucker는 한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실제로 창의적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때 합의는 각 문화마다 각각의 특성을 반영

하고 있으며 때로는 문화의 차이에 따라 한 나라의 창의성의 개념과

다른 문화권 나라들의 창의성의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였다

(Lim & Plucker, 2001). 이처럼 창의성에 대한 일반적 정의는 긍정

적이던 부정적이던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 문화 안에

서 암묵적으로 통용되어야 한다. 이는 창의성을 산출물로만 평가하

는 것 보다 창의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일치 역시 포함해야 한다

는 것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개념 외에도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와 개념을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역사적으로 창의성에 대한 과학적 정의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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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형(system model) 이론가, 그리고 심리 측정 분야에서의 견해들

을 살펴볼 수 있겠다.

먼저 Mayer(1999)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새로 우면서도 특정

한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새로

운 것은 높은 질과 그에 과제에 유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과제에

일치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Sternberg,

Grigorenko, & Singer, 2004). 한편 Sternberg(1985)는 인지적 특성

(non-entrenchment intellectuality), 예술적 특성(aesthetic taste and

imagination), 통찰력(perspicacity) 그리고 직관력(intuition

inquisitiveness)으로 나누어 설명하여 창의적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Sternberg(1985)

의 창의성에 대한 네 가지 특성들은 개개인의 성격적 측면이고 그에

대한 설명은 결과물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사람이 가지

고 있는 특성 그대로를 창의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

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대로를 창의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중에 창의적인 산출물 대신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밑거름이 된다. 인

지적 특성, 예술적 특성, 통찰력과 직관력은 사람의 성격적 측면으로

도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자체를 가지고

창의성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도 일치한다(Saunders, Wickes & Ward,

2006).

더불어 최근 Abuhamdeh 와 Csikszentmihalyi (2004)는 창의

성의 ‘체계 모형(system model)’ 을 제안한다. 체계 모형의 구성요소

에는 세 가지가 있으며 영역(domain), 분야(field) 그리고 개인

(individu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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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은 개인이 영역의 지식을 바탕으로 산출한 산물이 그 분야에서

평가와 인정을 통해 영역 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재

구성하여 다시 새로운 산출물을 위한 기반이 되는 순환적 과정을 일

컫는다. 따라서 체계 모형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 영역과

분야 그리고 개인에 의해 새로운 산출물이 나타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6;2003). 그러나 Csikszentmihalyi의 체

계 모형에서 창의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 몇 가지를 간과하였는

데 그에 대하여 Sternberg와 동료들(2004)은 Csikszentmihalyi와 그

의 동료들의 체계 모형 (system model) 과 함께 중요시 되어야하는

몇 가지 다른 요소들을 제안한다. Sternberg와 그의 동료들(2004)은

인지적 요소(cognitive), 동기적 요소(conative) 그리고 환경적 요소

(environmental)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작용하는 것을 창의적인 사고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이처

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정의된 창의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

이 설명될 수 있다. 창의성이란, 생각의 한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

니라 생각 또는 아이디어 출현에서 출발하여 평가, 창의적 산출물

제작, 그리고 산출물에 대한 사회에서의 인정 등이 포괄되는 장기적

인 능력을 두루 포함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 환경 요소의 다양한

작용과 역동이 개입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6; Sternberg, 2003;2004). 이처럼 Csikszentmihalyi의 체계 모형은

창의성의 다양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물의 완성으

로 개인의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Sawyer, 2006) 이것이 곧 영역, 분

야 그리고 개인의 체계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0년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APA) 연차

총회에서 APA 신임 회장 길포드(J. P. Guilford)가 ‘창의성’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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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것이다(Amabile & Pillemer, 2012; Kaufman,

2009; Sawyer, 2006). Guilford(1950)는 심리학의 주제로 자리 잡지

못했던 창의성을 미래 심리학이 다뤄야 할 중요 연구 영역으로 소개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며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발표 하였다. 그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 정의

부터 그에 따른 평가 도구 까지 하여금 그의 일생을 창의성 연구에

기여하였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 초기부터 개념을 다양한 관

점에서 정의하려 하였다. 그 이후에는,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향후

연구에 대한 구체적 방향이 나뉘었다. 이에 관련하여 Guilford(1950)

는 창의성 측정도구 개발에 있어 심리측정학적 접근, 요인분석의 방

법을 통해 창의적 능력을 측정하고 그 요인구조를 파악할 것을 제안

하였다. 더불어 창의성의 개념과 함께 가장 각광 받던 연구 분야를

소개하였다. 초기의 창의성 연구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개념은 창

의적 문제 해결인,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에 대한 정의와

사고 과정의 측정이었다(Kaufman, Plucker, & Baer, 2008).

Guilford(1956)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창의성이 발현

되는 사고 과정(process)을 이해하기위하여 힘써왔다. 그 중 확산적

사고란 새롭고 질 높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지적 능

력을 뜻하며 ‘유창성’(fluency), ‘유연성’(flexibility), ‘독창

성’(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on)의 네 가지 요인으로 같은 방법

을 사용하여 어떤 자극에 대해 특이하거나 새로운 반응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특징지어진다. Guilford(1967)는 확산적 사고 능력을 측정

하기 위하여 '지능 구조 모형 확산적 산출 검사'(Structure of

Intelligence divergent production test: SOI)를 제작하였다. 그 뒤로

는 Torrance(1974)에 의해 개발된 '창의적 사고력 검사'(Torrance

Tests for Creative Thinking: TTCT) 가 만들어졌다. TTCT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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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검사들에 비해 학생들의 확산적 사고를 검사하는데 주로 사용

되는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영재 판별에 있어 TTCT검사가 주로

사용된다. 이 같은 표준화 검사와 교사 평정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

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은 다른

검사들에 비해 신뢰도와 내적 타당도 측면에서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있다.

Guilford(1967)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인류의 문제해결

능력 평균을 아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전체의 합은 셀 수 없

을 만큼 클 것이라 하였다(Runco, 2010).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유전형(genotype)으로 보던, 표현형 (phenotype)으로 보던

잠재력의 범위를 넓혀서 범위에 대한 반응(range of reaction)을 가

지게 되면, 창의성은 인류 문명을 계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갈 수 있

을 것이다(Runco, 2010). 따라서 이는 창의적 결과물에 대한 평가와

사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면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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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특성을 반영한 측정도구 몇

가지와 평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Piirto(1999)에 의하면,

창의성의 평가는 투사적 평가, 성격 특성 평가, 발산적 산출물 평가,

행동 체크리스트, 전문가 평가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Piirto(1999)는 이들 평가 방식 모두가 창의성이라는 심리 특성을 측

정하는데 있어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에 다양한 방법을 함께 사용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창의성은 영역의 일반성, 영역의 특수성

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생각하면, 일반적 특성을 재

는데 적합한 체크 리스트법과 특수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한 전

문가 평가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역의

일반성과 영역의 특수성이 중요하지만 창의성 평가에 대한 함의(含

意)를 찾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고 과정(process)에 대한

논의와 그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사고의 조합을 통한 산출물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언급

된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관련 개념들인 문제 해결력, 사

고력, 추리력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앞서 설명한 창의성에

대한 몇 몇 개념들을 살펴보면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

야 할 요소는, 영역(domain), 분야(field) 그리고 개인(individual)으로

구분되는 Abuhamdeh 와 Csikszentmihalyi (2004)의 창의성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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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system model)’ 과 Simonton(2003)의 개인(person), 과정

(process), 결과물(product)이 있었다. Sternberg(2004)는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작용하는 것을 창의성의 과정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 같은 개념들 확립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능

력 평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Piirto et al., 1999). Piirto와 그 동

료들은(1999) 창의성은 평가부터가 논란의 여지가 많다 하였다. 예를

들어 영역에 대한 문지기(gatekeepers)의 역할을 하는 전문가들이 결

국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개인이 영역 내에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를 사회적으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Treffinger(1986)는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측정 평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Wakefield(1991)는 창의성에 대한 평가는 연구를 위해서만 시행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동시에 다양한 방법의 평가 방법을 활용해서 평

가를 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창의적인 능력을

평가 할 때에는 논란의 여지와 유의할 점이 많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창의적인 능력 측정 도구와 관련된 연구

로는 Guilford(1965)로부터의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중심의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 창의성 분야 연구자들에 따르면

비단 확산적 사고만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설명하는 핵심은 아니

며 이에 대한 연구로 확산적 사고의 측정에 대한 여러 방법론적 비

판이 있었다.4) 이들의 주장은 확산적 사고와 창의성을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로 확산적

4) Sawyer(2006), Kaufman(2009), Plucker & Makel(2010) 등은 많은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여러 비판을 한 대표적인

연구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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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검사는 확산적 사고와 창조적 수행 또는 성취 간의 관계를 밝

혀내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따라 Sawyer의 연구에서는, 창의

적인 사람을 더 빨리 발견하여 교육을 통하여 더 발전시키려 했던

목표에서도 좋은 효과를 가져다주지 못하였다(Sawyer, 2006). 또한

Runco(1993)는 확산적 사고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는 오로지 창의

적인 개인의 특성 중 하나인 유창성(fluency)만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확산적 사고 검사를 측정 도구로

활용했던 많은 연구들에서도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의 비

판이 두드러지게 보고되었다(Wallach & Kogan, 1965;

Harrington(1975); Katz and Poag(1979).

마지막으로 확산적 사고를 통한 결과물의 출현이 중요하나

이렇게 결과를 중심으로 창의성을 정의 하는 것은 창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국한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확산적 사고를 이용한 창

의성 검사는 발전의 여지가 분명하며 무궁한 확장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확산적 사고만을 창의성의 본질이라고 강조

하는 것과 확산적 사고 중심으로 창의성이 연구되는 것은 다른 많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만

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비판한 또 다른 연구들이 존재한다. 왜

냐하면 창의성은 확산적인 사고는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고를 반영하여 하나의 답으로 수렴할 줄 아는 능력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로는,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 측정 방식을 비판하며,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서의 창의적 수행과 낮은 상관을 보이거나 혹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Baer, 1993; Barron & Harrington,

1981)고 설명 하였다. Sternberg(1985)는 아예 확산적 사고 검사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가 가졌던 확산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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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대한 인상은 다음과 같다.

“확산적 사고 검사는 기껏해야 창의성의 평가에서 고려되어야 할 많은 부

분을 간과한 채 가장 사소한 부분만을 담아낸다(Sternberg, 1985, p.618).”

또한 단어 유창성(Word Fluency)과 같은 검사가 확실히 창의성의

조치로 타당성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창의적인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능력은 경험적인 문제이고, 실제로 그들의 합리적 성공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비판 속에서 Barron

과 Harrington (1981)은 확산적 사고 검사에 대한 결론을 조심스럽

게 내린다.

“ 확산적 사고 검사는 일부 영역, 어떤 조건에서의 기준 등에서 득점을 하

여 개인의 창의적 성취와 행동에 관련된 능력을 측정 할 수 있다(Barron

& Harrington, 1981, p.618)."

Guilford(1950)가 제언하고 많은 연구자들이 수용했던 창의성에 대

한 개념인 “기본적인 능력” 과 그들이 기본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주

장한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 는 이 후 창의성을 연구하

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과 논란을 배제할 수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길포드(J. Guilford)는 지적 요인을 크게 기억력

과 사고력으로 분류하고, 사고력을 다시 인지적 능력, 생산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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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적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그 가운데 생산적 능력을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와 동시에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를

분류하였다. 확산적 사고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대안을 창

출해 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라면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주어진 정

보를 통하여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안을 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많은 문제 해결 능력은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 과정이

함께 일어난다. 다시 말해 다양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

내고, 이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조합하는 것 이다. 따라서 확산적인 사고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개인의 생각에 의한 답을 하나로 수렴시키는 창의성 검사 한 가지를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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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 검사의 대안:

원격 연상 단어 검사 (RAT)

통상적으로 창의성을 측정하는 평가 도구로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Guilford의 Alternative Uses Test(1967)이며, 그 다음

으로는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Mednick 과 Mednick 의

Remote Associate Test(1967)이다. 이들 두 가지 검사는 현재까지도

창의성의 영역 일반성과 영역 특수성의 측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연구에서 또한 사용되고 있다(Baird et al., 2012). 특히,

본 연구에서 는 Mednick 과 Mednick (1967)의 원격 연상 단어 검사

는 문제 해결에 있어 확산적인 사고를 통하여 하나의 수렴적인 답을

찾아내는 형식의 검사이다. 이 검사는 이미 창의적 능력 측정도구

뿐만 아니라 직관 및 통찰 등의 인지 심리학 연구들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Mednick 과 Mednick (1967)의 원격 연상단어 검사는 문제

해결에 있어 확산적인 사고를 통하여 하나의 수렴적인 답을 찾아내

기 때문에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결합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원격 연상 단어검사는 비단 창의성 측정

도구로써 뿐만 아니라 현재도 많은 연구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Baird,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역시 이 검사의 유용성을 확장시

키는데 노력하였다. 이 장에서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의 바탕이 되는

배경과 한계점 등을 알아보아야 하며, 이 검사를 사용한 다른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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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원격 연상 단어검사(Remote Associates Test)는 연구자

Sarnoff A. Mednick(1962)의 연상(association)개념 확립에서부터 출

발한다. 그는 초기의 창의성 개념을 자신의 아이디어인 위계적 구조

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개념으로 하여금 개인의 창의적 사고과정 능

력 차이를 위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연상 바탕의 창의적인 사고

과정5)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Mednick, 1962). 그는

“창의적인 사고과정은 연상되는 것들을 특별한 조건에 부합하거나 유용

한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것”(Mednick, 1962, p.221)

이란, 주장을 바탕으로 그의 생각을 반영하여 그 과정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인 원격 연상단어 검사(Remote Associates Test; RAT)를

개발하였다. Mednick은 애당초 창의적인 사람은 새로운 생각 및

아이디어를 제시 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부터 검사를 개발하였다. 원

격 연상단어 검사란, 언뜻 보기에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3개의 단서

를 이용하여 이들과 공통된 하나의 표적 단어를 찾아내는 검사이다.

이는 3개의 단서 단어를 이용하여 표적 단어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실험 참여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잴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하였다.

초기 Mednick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자. Cottage(작은집), Swiss(스

위스), Cake(케잌)과 같이 3개의 단서 단어를 이용하여 표적 단어인

Cheese(치즈)를 떠오르게 하는 검사이다.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수

행하기 위해선 창의적인 사고가 요구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5)Mednick, S. A. (1962). The associative basis of the creative process. 

Psychological Review, 69, 2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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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단어들과 표적 단어와의 관계는 적절한 수준의 원격적으로 연

상이 가능한 거리를 갖고 있지만 매번 수행 때마다 즉각적으로 답이

떠오르게끔 구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단서 단어들을

보고 처음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표적 단어와의 관

련성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은 재결합(recombination)하여 표적 단어를

맞추는 생산적인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측정하게끔

개발되었다. Mednick(1962)은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물건이나 상

황을 하나의 자극으로 칭하고 그 자극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응을 하게 하는데, 이는 그 사람이 가진 고유의 연상 스키마

(schema)에 따라 생산성에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Weisberg,

2006). 이와 같은 형식의 문항들은 약 30개에서 40개로 구성되어 난

이도가 비슷한 성인 대상으로 두 개의 다른 검사지로 제작되어 미국

에서 1967년 출간되었다(Mednick & Mednick, 1967). 이후 많은 학

내·외에서 활용되어왔으며 이 검사를 자극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분

야에서 현재까지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원격 연상단어검사

를 사용한 후속연구에는 창의적 문제 해결, 직관, 의사결정 및 판단

그리고 선택의 일관성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자극으로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검사의 장점으로는, 첫째로, salt(소금), deep(깊다), foam

(거품)과 같이 멀지만 의미를 원격적으로 공유하는 세 개의 단서 단

어들을 보고 sea(바다)라는 하나의 정답을 산출해 내게 함으로써 창

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세 개의 단서 단어들은

언뜻 보기에는 연관성도 없어 보이고, 표면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원격 연상단어 검사의 중요한 특징이다. 정답과

단서 단어들 사이는 항상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

추(analogy)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답을 생각 해내야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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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참여자가 처음 가장 관련이 높다고 판단한 정보는 표적 단

어에서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짧

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으며 하나의 표적 단어를 찾아내야

하므로 분명한 정답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

를 접하는 실험 참여자에게도 역시 문장이나 글이 아닌 단어를 주어

줌으로써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줄여준다. 따라서 실험

참여자가 접하는 문항이 쉽다고 느낄 수 있으면서 동시에 흥미를 준

다. 즉 쉽고, 재미있고, 빠른 시간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측

정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 부합하여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이용한 연구

분야중 하나인 Bowden 과 Beeman(2003)의 통찰 연구에서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보완하여 합성어 연상단어 검사(compound

associate test)를 제작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는 세 개의 단서

단어들이 표적 단어의 관계가 합성어 형식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산

출해 낼 수 있는 문항이다. 예를 들어, force(힘), line(선), mail(편지)

과 같은 의미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는 세 개의 단서 단어들

을 이용하여 합성어로는 의미가 생성되는 정답인 air(공기)이다. 이

처럼 이들의 연구에서는 초기의 Mednick(1967)의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영어의 특성인 합성어(compound)를 고안하여 새로운 규범

적인 데이터를 이용한 이와 비슷한 맥락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의 문항에 보다 나은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연

구 결과물 이었으며 창의성 평가도구 개발에 중심이 되었다.

하지만 원격 연상단어 검사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 역시 살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Mednick (1962)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고

는 연상(Association)에 기반을 둔 생각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는

창의적인 사고는 어떤 물건이나 상황에 따라 독창적이고 새로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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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물을 생산해 낸다고 하며 이 때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능력에

대한 개인차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었다. 그는 창의적인 사람은

대게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무언가에서(새로운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연상을 바탕으로 산출물을 생산해 낼 가

능성이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였다.

Mednick(1962)의 연상적 위계(association hierarchy)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창의성 측정 검사라는 목적 하에 상당한 인기몰이

를 하였으나,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로, 이 검사는 반복 검

증이 어려웠으며 창의적인 사고 과정과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고 밝힌 연구들이 있었다(Andrews, 1965; Gallup, 1963; Maltzman

& Gallup, 1964; Karlins, 1967). 둘째로 검사가 가지는 한계로는, 전

문가의 영역별로 수행 수준이 다르다는 점과 문항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이 있었다(Datta, 1964, Hood & Ginsburg, 1969). 하지

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Oschse 와 Van (1990)은 비판적 검

토를 통하여 원격 연상단어 검사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창의적인 사

고 과정을 측정하는 여러 검사들 중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말

하였다. 이와 더불어 또 많은 연구들에 의하여 현재 원격 연상 단어

검사는 검사 도구로써의 자리매김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역시 많은 연구자들이 창의성에 대한 개념 이해

와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 이유는 창의성을 어떻게 개

발하느냐에 따라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고 나아가 행복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2012년도에 Mednick(1962)의 개념을 받

아드려 Mednick 과 Mednick (1967)의 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한국어

로 비슷하게 제작하려는 노력이 있었다(한윤영, 2012).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

다. 첫째로, Mednick(1962)의 연상적 위계(associative hierarch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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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 개인의 사고를 통한 연상 반응 체제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의

구성 체계를 재-구조화(restructuring) 방식의 접근을 근거로 하였다

는 것이다. 그는 통찰 및 재-구조화가 문제발견 측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의 ‘암묵적 제약으로 적용된 우세한 초기

표상의 의미를 버리고 존재하는 또 다른 표상의 의미로 변환하는 능

력’ 이고 재-구조화는 초기 표상을 버리고 또 다른 표상의 개념적

변환을 구체화하는 방법이라 설명 하였다(Gick & Lockhart, 1995).

둘째로, 문항 구성요소가 동음이의어와 관련된 자극 단어들로 구성

된 점이다. 동음이의어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 즉, 두 개

이상의 낱말이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서는 Mednick 과 Mednick

(1967)의 문항 형식을 따르지만, 동음이의어가 가지는 다른 의미의

표상을 해석하여 목표 단어를 찾게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초기의 연

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한윤영, 2012). 따라서 그의 연구에서

는 Mednick 과 Mednick(1967)의 (Remote Associates Test 이하

RAT) 원격 연상단어 검사라는 이름을 유지하지 않고, 한국판-재구

조화 연합 검사(Korean-Restructuring Association Test 이하

K-RAT)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윤영(2012)의 연구와는 다르게 초기의

Mednick 과 Mednick(1967)의 원격 연상단어 검사(Remote

Associates Test)와 이들의 연구를 보완하여 새롭게 만든 Bowden

과 Beeman(2003)이 개발한 합성어 연상 단어검사(Compound

Remote Associates Test)를 참고하였다. 또한 한국어와 문화에 맞게

번역하고 이를 적용한 실험을 제안하여 보다 나은 창의성에 대한 개

념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의 Mednick(1962)의 연상적 위계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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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히 반영하였으며 Bowden 과 Beeman(2003)이 제시한 합성어 문

항도 참고하여 검사지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어 고유

의 언어 및 특성을 살린 검사 개발을 위하여 두 가지 자료집을 활용

하였다. 하나는, 박태진(2004)의 한국어 단어의 연상 빈도 및 심상가

조사표와 다른 하나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자료인 현

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결과적으로 92개의 문

항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2개의 다른 검사지로 나뉘었다. 또한 이

들은 동형검사 신뢰도를 통하여 심리측정학적인 면에서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검사 자료인 한국형 원격 연상단어검사6)로 개발되었다. 이

러한 노력으로 개발된 검사지는 총 두 개이며,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에 맞게 개발되었다. 이전 원격 연상 단어검사가 갖고 있었던 번역

의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확산적 사고 중심의 창의성 측정

도구의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개발

된 검사지는 오늘날의 기업에서도 교육 현장에서도 요구하는 창의성

에 대한 평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가 창의성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야기 되어져왔다. 이러

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여, 원격 연상단어 검사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과정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연구

자극으로써의 중요성이 확립되었다. 그렇다면 이 검사를 이용한 다

른 선행 연구들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정신 병리학, 정서와 행동, 판단 및 의사결정과 같은 연구 분야

에서도 원격 연상단어검사와 비슷한 검사들을 만들어 연구에 사용하

는 사례가 즐비하다(Fordor, 1999; Mikulincer & Sheffi, 2000; Vohs

& Heatherton, 2001; McFarlin & Blascovich, 1984). 더불어 원격 연

6) 본 연구에 사용한 ‘한국형 원격연상단어검사’ 문항은 부록에 수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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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어검사는 통찰 및 직관의 일관성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자극으로

써 빈번하게 사용되어져왔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여 번안된 원격 연상 단어검사가 이미 존재하며 많은 연구에

자극으로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독일어로 번안된

원격 연상 단어검사를 사용하여 단어의 의미적 일관성에 따른 통찰

및 직관 연구를 다수 진행하기도 하였다(Bolte & Goschke, 2005;

Chermahini et al, 2012). 이와 더불어 Topolinski(2009)의 연구에서

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 문항을 사용하여 사고자가 직관적으로 일관

성이 있는 무언가나 상황에 직면할 때 일관성이 없는 것들에 비해

더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때의 자신감은

언뜻 보기에는 유용한 것 같지만 자신감 하나만으로 판단까지 이르

는 실질적인 실행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하였다

(Topolinski, 2008). 이후로도 Topolinski와 그의 동료들은 원격 연

상단어검사 자극을 사용하여 숨겨진 의미의 일관성을 찾아내는 과정

을 직관, 얼굴의 표정, 학습 패러다임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하여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Topolinski et al., 2009; Topolinski & Strack,

2009; Topolinski & Deutsch 2012/2012). 다음으로, 이들의 연구에서

다뤄지고 동시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중요한 요소인 의미·일관적

판단(semantic coherence judgment)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흔히 우리 생활에서 직면하는 상황으로, “심증은 있는데 물증

은 없다”처럼, 직관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려는

노력으로 원격 연상단어 검사의 자극은 이미 직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판단을 어느 정도 활성화 시켜준다고 대체로 논의되어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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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이용하여 독일의 Topolinski et al.(2008) 와 그의 동료들의 연

구에서는 원격 연상 단어 검사의 자극을 사용하여 단어들의 일관성

을 이용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들은 사고자가 직관적으로 단어들

사이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결정에 자신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일관적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더 믿는 경향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의미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이란 개념을 설명하면서 원격 연상단어

검사에 출제된 단어들 사이 공통된 의미에서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

으면,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단어들보다 외우기가 쉽다 하였다. 또

한, 답을 작성할 때도 직관적으로 떠오른 것이 아닌 머릿속에서 자

동으로 의미·일관적 판단이(semantic coherence judgments)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였다. 또, 이러한 의미·일관적 판단은 마음을 먹고 찾

으려 할 때보다 오히려 그냥 단어를 읽으면서 볼 때 더 잘 일어난다

고 말하였다(Topolinski & Strack, 2009).

최근 Topolinski 와 Strack(2012)는 선행 연구 결과인 일관성

이 있는 문항과 없는 문항은 의미·일관적 판단으로 일어난다는 주장

을 받아드려, 이러한 판단은 문제 해결에서 창의성 요소 중 한 부분

인 유창성(fluency)과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밝

혔다. 이처럼 원격 연상단어 검사 문항은 단서 단어의 조합과 그들

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연관성을 찾으면서 문제 해결의 일관성을

잘 설명해준다.

더 나아가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놀랍게도 3개의 단서 단어

를 사용하여 의미·일관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

(Bowers et al., 1990). 예를 들어 “playing(놀이), credit(신용),

report(성적/보고서)”7)라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3개의 단어들과 연관

7) Bowers et al. (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예로써, 3개의 단서단어 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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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card(카드)”를 곧바로 생각해 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이

공유하는 의미(semantic coherence)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

을 말한다. Bowers와 그의 동료들은, 흔히 사고자가 불확실한 상황

에서 직관을 야기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하나는, 사고자들은 문제에 대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가 대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사고자들은 보통 맥락에서의 발견

(context of discovery)이 맥락에서의 타당성(context of justification)

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문제 해결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많이 가진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직관은 사고자가 판단을 내리는

과정 그 자체보다 맥락이 주는 의미와 그에 대한 일관성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원격 연상 단어검사와 그 검사가 갖고 있는 의미·일

관적 판단 요소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 핵심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왔다. 초기 연구자 Mednick(1962)과 더불어 합성어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을 개발한 Bowden 과 Beeman(2005)은 더

나아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보이는 통찰을 기능기공명영상(fMRI)기

법을 통하여 연구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통찰은 곧,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신경과 인지적인 면에서 처음에 사고자가 생각하였던 것이 머

릿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갔다가 다시 머릿속으로 돌아오는 것(아이

디어)이라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고전적인 통찰 문제나 통찰 문제

가 아닌 자극을 써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른 말로 초기에

(놀이), credit(신용), report(성적/보고서) 들이 공통으로 갖는 표적 단어의 

의미는 card(카드)이다. playing card(카드놀이), credit card(신용카드), 

report card(성적표)처럼 card(카드)로써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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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nick 과 Mednick (1967)의 원격 연상단어검사와 그 들이 보완한

합성어 연상단어검사(Bowden & Beeman, 2003)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볼 수 있는 유용한 자극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은 “A priori” 즉, 연역적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며, 그 상황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미 사고자가 의미·일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답이 있

다고 알아챘기 때문이라 설명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선 순수한 의미어나 합성어로

이루어진 원격 연상단어 검사 문항들이 제시되었고 이들의 일관성을

탐구하는 연구였다.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일관성에 대한 판단을 내

리는지에 대하여 탐색하였다. 이미 Bolte 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

(2003)에서 밝혀졌듯이, 일부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은 풀기가 쉽지

않고 단어들 간에 비교적 낮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과제

수행에 있어 연관성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고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

줄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고안하여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한다.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주어준 후에 수행의 차이를 보는 것이다. 실제로 단서 단어

사이에 공통된 일관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다른 지시가 주어졌을

때, 문제 해결에 대한 수행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다음으로, “지시

효과”가 문제 해결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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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시효과” 관련 연구 개관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는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더 나아가 이것이 성공을 결정짓는 능

력 중의 하나로도 볼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놓인 상황에서 그 맥락

에 따라 포기를 할지 아니면 계속 나아갈 건지를 선택하는 것은 시

간과 자금과 같은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풀 수 없는 문제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매달리기 보다는 이 문제

가 풀리는 문제인지 안풀리는 문제인지의 판단하여 구별해내는 능력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개인에게서 발견하고 이

후에 어떻게 개발해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지 또한 중요한 연

구 과제 이다.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지시가 주어진 다면, 동형

검사로 개발된 검사지로 사전-사후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사전 지

시가 주어지면 검사 목적에 따라 개인차를 알아내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문제 해결 가능성

에 대한 사전 지시를 주어 그 효과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지시 효과”가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여 볼 필요가 있다.

먼저 Rehder(1999)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여부를 감지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실제 상황에

서 정답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Rehder는 대수적 구조 문제(algebra word problem)를

통하여 익숙한 이야기 또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에 대한 정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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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어 정보가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였다. 두 집단으로 나뉜 실험 참여자들은 한 집단에서는 익숙한

이야기와 안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가 주어졌으

며, 또 다른 집단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와 문제 해결 가능성

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 Rehder는 안 풀리는 문제를 감지

하는 것은 문제 풀이자의 의식적인 노력과 태도가 요구되는데, 힌트

(hint)가 주어지면 문제 풀이자 에게 ‘이 문제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

을 거야’라며 빠진 무언가를 감지하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 예상하였

다. 연구 결과, 힌트가 주어졌을 경우 문제 풀이자 가 더 많이 문제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 여부를 감지하였으며 이는 익숙하지 않은 이

야기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문제 풀이자 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

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풀리는 문항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 그렇지 않을 때보다 어려운 문항을 끝까지 풀려고 시

도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즉 안풀리는 문항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실험 참여자 집단은 문제를 포기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안

풀리는 문항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전반적인 수행이 낮아진다고 말하였다(Rehder, 1999).

한층 더 나아가 박수진(2014)는 Rehder(1999)의 연구의 후속

연구로 안 풀리는 아나그램(anagram)문제와 어려운 아나그램

(anagram)문제를 사용하여 풀릴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정보가 문제

해결 수행과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

구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를 받지 않은 실험 참여자 집단이 정보를

받았던 집단보다 문제 해결 수행이 높았고, 문제를 푸는데 할애한

시간이 길었다 말하였다. 하지만 어렵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제외

되었을 때에는 정보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간의 수행과 시

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문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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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 대한 정보는 오직 어렵거나 정답이 없는 문제가 존재할 때 나

타나며 수행과 시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독일에서 직관을 보다 분석력 있는 추론의 한

과정으로 설명한 선행연구가 있었다. 원격 연상단어 검사의 자극을

독일어로 번안하여 사고자의 일관적인 판단을 반응 속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Bolte et al., 2003). 그들의 연구에서 사용된 자극은 총

24개로, 일관성을 보이는 즉, 풀 수 있는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 12

개와 풀 수 있지만 일관성이 비교적 낮은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

12개로 나누었다8). 연구 결과 실험 참여자들이 일관성을 보이는 문

항에 더 빠른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각각의 문항에 대한 답이 곧

바로 떠오르지 않더라도, 2초 이내에 문제 해결 가능성을 구분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풀 수 있는 문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의미·일관적 판단으로 인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주장

하였다.

앞선 연구와 같은 결과는 원격 연상단어 검사 자극의 특성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단서 단어들의 조합을 보면서 사

고자의 생각을 부분적으로 활성화 시키고 그들의 공통된 연관성을

찾으면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처럼 일관성

이 비교적 낮은 문항들은 즉각적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즉, 일

8) Bolte et al. (2003). 의 연구에서 쓰인 원격 연상단어검사의 문항은, 초기의 

Mednick & Mednick(1967)과 Bowers(1990) 의 연구 등에서 개발된 원격 

연상단어검사의 문항을 독일어의 특성에 맞게 번안하였다. 총 개발된 문항의 

수는 72개였다. 하지만 연구 직접적으로 사용된 문항의 수는 24개이다. 이들은 

예비 실험을 통하여 24명의 피험자로 하여금 각 문항들의 일관성 정도를 측정

하였다. 그 후에, 2 명의 평가자를 통하여 피험자들이 문항들을 보고 일관성이 

얼마만큼 있어 보이는지에 대한 설문지를 평가하게 하여 일관성이 있는 문항과 

낮은 일관성을 보이는 문항으로 구분하여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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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은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있어 연관성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답이 있고,

단서 단어 사이에 공통된 일관성이 존재하지만, 풀 수 없는 문항도

있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때 수행은 어

떻게 달라질까?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

을 고려할 때 만약에 지시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다면, 사람들의 문

제 해결 능력 차이를 더 잘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검사 문항이 동

일한 문항이라 할지라도, 정답이 없다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 정답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졌을 때 보다 문제를 더 빨리 포기하기 때문이다

(Rheder, 1999).

지금껏 “지시 효과”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이와 같은 자극을

사용한 연구는 확인 된 바가 없다. 더불어, 독일의 연구자들

(Topolinski, et al, 2008)의 많은 연구 중에서도, 원격 연상단어검사

문항에 따른 의미·일관적 판단이 “지시 효과”를 주었을 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에 대한 연구 역시 확인된 바 없다. 그러므로 개발된

한국형 원격 연상검사 도구가 지시효과와 함께 가질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쉽고, 빠르게 검사를 수행 할 수 있다. 두 번째

로 사전 지시에 따른 개인의 능력 차이를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검사 시간은 줄이고 동시에 개인차를 더 잘 들어낼 가능

성이 높다. 이 같은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일관적 판단” 과“지시 효과”에 관한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 연상 단어검사에서 풀 수 없는 문항도 있

다는 지시가 과제 수행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를 탐구하였다.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는 지시가 주어질 경우, 실험 참여자들은 어려운

문항을 풀려고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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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만일 사전 지시가 없으면 실험 참여자는

무조건 문제를 다 풀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비할 것이다. 따라서 문

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지시가 주어진다면, 문제 풀이의 시간

을 줄이는 동시에, 검사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갖는 목적

과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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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과 구성

우리는 매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을 결정한다.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까 부터 일생의 커리어를 선택하는 일까지 다양한 결정을

내리지만 정작 그것들이 자신의 의미·일관적 판단에서부터 일어났다

는 가능성은 간과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내리

는 결정이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 지시가 그의 결정을 촉진해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 연상단어 검사(Remote Associate

Test, Mednick & Mednick, 1967) 를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특성에

맞게 번안 및 개발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진 92개의 문항을 무선적

으로 난이도가 비슷한 두 개의 검사로 나누어 연구에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동형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어떤 원

격 연상 검사 문항은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풀 수 없는 문항도

있다는 사전 지시가 과제 수행에 어떤 차이를 주는 지를 탐구하였

다. 풀 수 없는 문항이 있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질 경우, 실험 참여

자들은 어려운 문항을 풀려고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항으로 간주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부분으로 연구를 구성하였다. 먼저, 예비

연구에서는 본 실험에 앞서 문항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으며 이를 3

차례에 걸쳐 문항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문항은 두 개의 난이도가

비슷한 검사지로 나누었다. 이어 본 실험에서는 그의 상관을 분석하

였고, 동형 검사 신뢰도를 통하여 동질성 검사를 하였다. 지시효과를

통해 검사 효율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전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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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적인 집단의 수행에 어떤 차이가 있

는지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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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 연 구

본 실험에 앞서 문항 개발을 위한 예비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초기자료 수집은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하여 K1 대학교(111명)에서 1

차 문항 선별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음으로 K2 대학교(26명), J 대학

교(19명), S 대학교(42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2차 문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1차 문항 선별 작업에서는 총 240문항을 각 120문

항인 두 개의 시험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의

정답을 산출 하였을 경우는 1, 오답을 산출 하였을 경우는 0으로 코

딩하였으며, 산출 빈도를 백분율로 계산하여 평균을 내었다. 그 다음

으로는, 각 문항에 평균 점수에 +/- 2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점

수를 받은 문항과 그 이하의 점수를 받은 문항은 탈락되었다. 다음

으로, 2차 문항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문항 선별 작업에서 산

출된 문항의 개수는 총 136문항 이었으며, 이 들은 각 68문항인 두

개의 시험지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마찬가지로 1차 문항 선

별 작업과 같은 통계 기법으로 문항이 선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를 위하여 선별된 문항의 개수는 총 92문항이며 각 46문항인 난이

도가 비슷한 두 개의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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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먼저 문항 개발을 위해 사용했던 방법이다. 원격 연상단어검

사의 시초인 Mednick 과 Mednick(1967)의 문항들을 단순히 번역하

여 만드는 과정에는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바른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 검사 개발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어 단어의 연상 빈도 및 심상가 조사”

(박태진, 2004)를 참고하여 단어들을 발췌하였고, 연세대학교 언어정

보개발연구원의 자료인 현대 한국어의 어휘 빈도 자료집을 참고하

여, 연상빈도순에 따라 문항을 제작하였다. 이 같은 방법은 1차와 2

차 예비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참여자 : 올바른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 검사 문항 개발을 위해서

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비 실험

은 1차와 2차에 걸쳐 실행되었는데 이 때 참여한 총 실험 참여자 수

는 198명이다. 먼저 비공식적으로 참여한 K1 대학교 111의 학부생은

인지 심리학(27명), 생물 심리학(26) 그리고 창의성과 심리학(58명)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들이었으며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께 양

해를 구하여 자율적으로 실험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을 선별한 뒤 실

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2차 예비실험에서는 K2 대학교, J 대학교 마지막으

로 S 대학교 학부생이 참가하였다. 이 때 참여한 총 실험 참여자 수



- 38 -

는 87명이다.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하

여 K2 대학교에서는 경제학과 학부생 26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J

대학교에서는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학부생 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S 대학교에서는 실험 심리학을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

부생 4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 조건 및 절차: 1차 예비 연구의 실험 조건은 초기 개발된 총

240문항의 개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240개의 문항은 각 120개의

문항 수를 가지고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두 개의 다른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로 나누었다. 또한 선행 연구인 Mednick 과

Mednick(1967)에서도 각 30개의 문항 수를 가지고 난이도가 비슷한

두 개의 동형 검사가 있었다. 시간은 문항의 수를 고려하여 45분에

서 한 시간으로 제한하였으며, 실험 참여자들의 정답 산출 빈도를 0

과 1로 코딩하여 난이도와 문항의 수를 조절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136개의 문항은 각 68문항을 가진 두 개의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

로 나누어 2차 예비 연구에 사용되었다.

2차 예비 연구의 실험 조건은 선별된 1개의 문항을 30분에서

45분을 제한하여 풀게 끔 하였고 각 68개의 문항 수를 가지며 난이

도가 비슷하도록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로 나누었다. 상기에 언급

한 것과 같이 실험 참여자들의 정답 산출 빈도를 0과 1로 코딩하였

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될 문항을 조절하였다. 마찬가

지로 이렇게 선별된 총 92개의 문항은 각 46개의 문항인 난이도가

비슷하도록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로 나누어 본 실험에 사용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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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예비 연구 결과 총 92개의 문항이 선

별되었다. 이들은 무선적으로 난이도가 비슷하게 두 개의 다른 검사

지로 나누어 제작되었다. 1차 검사지에서는 의미어로 된 문제가 31

문항, 합성어로 된 문제가 15문항이고, 2차 검사지에서는 의미어로

된 문제가 34문항, 합성어로 된 문제가 12문항이다. 따라서 이들은

각 46개의 문항 수로 난이도가 비슷한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로

나뉘어 원격 연상 단어검사를 사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사전 지시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수행을 탐구하였다.

즉 지시문이 창의적 문제 풀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 풀

릴 가능성에 대한 지시와 가능성에 대한 지시가 없을 때의 창의적

문제 해결 수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는 본 연구에 사용되

었다.

더불어 두 개의 검사지를 1차와 2차로 나눈 이후에 동형검사

신뢰도를 통하여 심리측정학적인 속성에 따라 같은 것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써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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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 구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정답이 존재한다.

또한 정답에는 여러 가지가 정보가 포함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지시

효과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특별히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을 살펴보면, 정보의 무게를

떠나서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강하다(Girgus et al., 1997; Yin,

1969; Valentin, 1988; Rhodes et al., 1993; Farah et al., 1998)는 연

구 결과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실험을 통하여 개발

된 두 개의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 검사를 활용하여 창의적 문제풀

이 연구 수행에 있어 지시효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문제를 풀기 전에 실험 참여자에게 문제 해결 가능에 대

한 사전 지시를 주어주었다. 이렇게 함은 사전 지시를 주어줌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능력 차이를 더 잘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다. Rehder(1999)는 문제와 정답 사이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서는 힌트를 주어 안풀리는 문제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에는 개인이 어떻게 문제 자체를 바라보는지, 문제에 만약 부족한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와 같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정답을

찾은 사람과 문제를 포기한 사람의 능력 차이를 더 쉽고, 빠르게 구

분해 낼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시에 따른

창의적 문제풀이 연구 수행을 지시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으로 나

누어 비교하였다. 더불어 다른 지시가 갖는 의미 확인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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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연상단어 검사를 두 개의 다른 검사지로 나누어 동형검사 신

뢰도를 알아보았다. 따라서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검사를 이용하여

안 풀린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을 때, 조건 별 다른 지시가 검사 수

행 일관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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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

참여자 : 본 연구의 참가자로는 S 대학교 학부생 중, 심리학개론 또

는 인간의 이해를 수강하는 학부생이 실험 참여자로 산출 되었으며,

162명이 본 연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일반

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85명(52%), 여자가 77명

(47.5%) 조사되었다.

실험 설계 : 본 연구에는 단일 요인 설계를 따랐으며 조건이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이들을 반복 측정하였다.

첫 번째 조건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사전에 지시하고 또

다른 조건에서는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한 지시가 없이 최선을 다 하

라 하였다. 이 때 두 조건에 사용된 문항은 동일하며, 1차 검사지 와

2차 검사지로 나누었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

지의 문항은 부록에 참조되어있다.

실험 절차　: 먼저 사전 지시가 있는 실험 조건에서는 실험 참가자

들에게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사전 지시를 구두로 설명하고 동시

에 설문지에 표기해두었다. 이 후 절차는 25분간 46문항인 1차 검사

지를 풀게 하였다. 그 뒤로 5분 동안의 짧은 휴식을 가진 뒤, 다시



- 43 -

한 번 25분 동안 2차 검사지를 풀 도록 하였다. 반면에 사전 지시가

없는 실험 조건에서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한 지

시를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라 하였다. 이 후 절차는 사전 지시가

있는 실험 조건과 동일하다. 두 실험 조건에서 사용한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의 문항은 동일하며 규칙적으로 두 검사지의 순서를 바꾸

어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수행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었다.

실험 결과

2.1 검사 항목의 일관성 검증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항목들 간에 일관성이 있

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 타당도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신뢰도란 어떤 지표를 구성하는 문항들 간에 일관성이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Alpha 계수가 0.6 이상이면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엄격하게는 0.7을 기준으

로 보기도 한다.

크론바하 알파 계수 산출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1차

검사지의 문항과 2차 검사지의 문항 모두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판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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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내적 타당도 분석

변수 크론바하 알파 문항 수

실험 집단

1차 검사지 .905 46

2차 검사지 .911 46

통제 집단

1차 검사지 .890 46

2차 검사지 .795 46

2.2 집단에 따른 차이 검증

창의적 문제 풀이 연구인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검사 수행과

두 가지의 다른 지시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전 지시 조건에

따른 실험 참여자의 수행 점수를 비교하였다. 이 때 주어진 사전 지

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건에서의 사전 지시는 안 풀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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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문제 풀이 전에 구두로 설명하였으며 동시에 문항에 또한

표기하였다. 또 다른 조건에서는 첫 번째 조건과는 다르게 안 풀리

는 문제에 대한 지시가 없이 최선을 다 하라 하였다. 이 때 두 조건

에 사용된 1차 검사지 와 2차 검사지의 문항은 동일하였다. 이러한

조작에 의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원격 연상단어 검사 수행에

대한 총점 평균 비교는 [ 그림 1 ] 과 [ 그림 2 ]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그림 1 ] 에서는 집단별 1차 검사지의 총점을 볼 수 있고,

[ 그림 2 ]에서는 집단별 2차 검사지의 총점을 확인 할 수 있겠다.

[ 그림 1 ] 1차 검사지 총점 평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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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2차 검사지 총점 평균 비교

이어서 사전 지시가 다른 두 집단에 따른 차이는 전체 총점

에 대한 평균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안 풀리는 문제가 있

을 수 있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진 집단의 총점 평균이 통제 집단인

사전 지시가 주어지지 않은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다 (실험 집

단: M= 58.76, SD= 17.17; 통제 집단: M= 70.01, SD= 11.73). 전체

총점에 대한 분석 결과는 [ 그림 3 ] 에 나타나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해결 가능성에서 안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시를 받은

집단의 수행이 그렇지 않은 집단 보다 어렵거나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포기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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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전체 총점 평균 비교

또한,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의 전체 총점을 이용하여 평균을 비

교하였을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t=4.846, p<.001) 따라서 실험 집단보다 통제 집단의 수행이 더 높

다고 말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풀 수 없는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정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를 더욱 상세히 논의해보자. 먼저, 안 풀

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전 지시를 받은 실험 참여자 집단과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실험 참여자 집단 모두 원격 연상 단어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를 수행하였다. 이 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문제 풀이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지 검증하였다. 실험 집단은 사전

지시 조건에 따라 풀 수 없는 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정보를 알고 있

는 집단이며, 통제 집단은 아무런 정보를 받지 않았으며 풀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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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이 포함되었다는 정보를 모르고 있는 집단이다.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의 점수 차이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 표 2 ]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표 2 ] 집단에 따른 점수 차이

항목 집단 N M SD t p

1차

검사지

총점

실험집단 79 28.04 9.36
4.855*** .000

통제집단 83 34.58 7.66

2차

검사지

총점

실험집단 79 30.72 9.28
3.861*** .000

통제집단 83 35.43 5.76

*** p<.001

이들의 분석 결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전 지

시를 받은 실험 참여자 집단이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실험 참여자

집단과의 두 조건 간 수행의 평균 점수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t=4.846, p<.001). 즉, 실험 집단인 사전 지시를 받은 집단이 유의미

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1차 검사지=28.04, 2차 검사지=30.72). 따라

서 1차 검사지의 총점은 실험 집단보다 통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4.855, p<.001), 마찬가지로 2차 검사지의 총점도 실험

집단보다 통제 집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3.861, p<.001).

결론적으로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에서 풀 수 없는 문항이 포함

되었다는 정보가 없는 경우 정답률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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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형 검사 신뢰도 비교

본 연구에서는 반복해서 두 가지 유형의 검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동형검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형검사 신뢰도란, 동

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로부터 나온 점수들 간의 상관관

계를 구하여 두 검사가 동일한지 추정하는 신뢰도이다. 이들은 표면

적인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두 개의 검사가 이론상 동질적이며 동일

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검사라 말 할 수 있다. 또

한 문항의 난이도 및 변별도가 같거나 비슷하고, 문항 내용도 같은

것으로 구성된다. 동형검사 신뢰도가 높으면 두 개의 독립적인 표집

이 동일한 것을 측정하고 있다는 뜻이 되며, 반대로 동형검사 신뢰

도가 낮으면 두 개의 동형검사는 실제로 서로 다른 행동을 재고 있

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형검사 신뢰도는 검사-재검사 신뢰도의 연습

효과 및 시험 간격 설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만, 검사 도구를

두 번 제작하고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동형검사 제작이 쉽

지 않다는 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동형검사 신뢰도 검증

을 실시하는 것과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의 전체 평균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았다. 먼저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실험 집단인 문제

풀이 전에 사전 지시를 받은 집단의 1차 검사지와 2차 검사지의 평

균이 조금 더 높았다 (1차 검사지: M= 31.39, SD= 9.11, 2차 검사지:

M= 33.14, SD= 8.01). 다음으로, 두 검사 간의 차이 확인을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검사지 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M= 1.75, SD= 7.05) 이었으며, 두 검사지 간의 평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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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유의미 하였다(t=3.155, p<.05). 비록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이상적인 점수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결과는 뒷받침할 수 있

는 근거가 충분하다. 통상적으로 동형검사 신뢰도는 검사 문항이 측

정하려는 구인이 같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동질성 검증인 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동형 검사 신뢰도에서 두

검사의 평균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로, 응답자의 속성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문

항에 대하여 성실한 응답을 하였는지 불성실한 응답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둘째로, 문항 속성 또는 유형에서의 차이가 있다. 셋째

로, 실험 시행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항의

난이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두 검사지 간의 난이도 조정을 할

때에 참여자가 느끼는 어려운 문항이 한 검사지에 더 많이 분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형검사 신뢰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 원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지만 난이도 조절로 인하여 평균

과 표준 편차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래 동형검사 신뢰도란 사전 검사지와 사후 검사

지의 문항 간에 상관계수로 신뢰도를 파악하며, 상관관계가 높다면

신뢰도가 높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두 검사의 점수 간에 관

련성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는 두 변수간의 선형적 강도

를 의미하며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진다. 상관계수가 양수이면 정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음수이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

미한다. 절대값이 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강함을 의미하며, 0에

가까우면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약하거나 상관이 없는 독립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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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상관계수는 상관계수의 절대값의 크기에 따라 강한 상관인지

약한 상관인지 구분한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수는 Pearson의 상관계

수를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선형적 강도를 구분한다. 상관계수

가 |r|≤0.2 일 경우는 상관관계가 없음, 0.2<|r|≤0.4 일 경우는 약간

상관관계가 있음, 0.4<|r|≤0.7 일 경우는 약간 높은 상관관계, 0.7<|r|

≤0.9 일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0.9<|r| 일 경우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 말할 수 있겠다.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실험

집단의 경우는 1차 검사지의 총점과 2차 검사지의 총점 간에 약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699, p<.001). 통제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차 검사지의 총점과 검사지 2차 검사지의 총점 간에 약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19, p<.001).

1차 검사지의 점수와 2차 검사지의 점수가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두 유형의 검사

는 동일한 형태의 검사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관관계 차이 검증을

위해, 상관계수를 Fisher의 z 값을 구하는 식을 토대로 변환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의 Fisher의 z 값은 .865, 통제 집단의

Fisher의 z 값은 .575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상관관계의 차이를 구

하였으며 그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z=1.813,

p>.05). 다시 말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에 상관없이 두 유형의 검사는 심

리측정학적인 속성에 기반을 두어 동일한 형태의 검사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 52 -

논 의

본 연구는 통찰 문제 해결, 창의적 사고 등을 연구할 때 널리

쓰이는 검사인 원격연상 검사를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개발하

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Mednick 과 Mednick(1967)에

의해 개발된 원격 연상 단어검사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세 단어

를 단서로 사용하여, 이들을 수렴시키는 목표 단어를 찾아내도록 하

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Mednick이 만든 문항들은 최근 Bowden 과

Beeman(2003)에 의해 수정 보완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 수정된 문항

들은,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독

일어와 히브리어로 번역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문항

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영어

의 Blood, Music, Cheese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혈액, 음악,

치즈가 되는데 목표 단어인 Blue(파랑색)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

능하다. 왜냐하면 세 단서 단어들과 목표 단어 사이에는 일관된 의

미를 생각해야하기 때문이다. “Blue blood”는 “귀족 혈통”이라는 의

미를 갖고, “Blue music”은 “우울한 음악”이란 의미를 갖는다. 마지

막으로 “Blue Cheese”는 영미권 문화에서 즐겨먹는 치즈의 한 종류

이다. 이처럼 초기 개발된 문항을 단순히 번역하는 것은 올바른 한

국형 원격 연상단어검사 제작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피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언어와 문화에 맞게 개발하였고 구

체적으로 박태진의 연구에서 얻어진 한국어 연상 빈도 조사표를 이

용하여 연상 빈도가 40회 이하인 자극을 선정한 다음, 사전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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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연구를 통해 92개의 문항을 만들었다.

이 문항은 정답률을 고려하여 2개의 동형 검사로 분리하였다.

이렇게 함은 두 검사지 간의 동형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였

다. 한 개의 심리 검사가 측정하려는 구인을 얼마만큼 일관적으로

측정하는 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

문이다. 특히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동일한 실험참여자가 같은

검사를 두 번 보고 이 점수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검사-재검사 신뢰

도이다. 간편하기는 하지만 이 방법은 첫 번째 시험으로 부터의 훈

련 효과가 두 번째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동일한 구인을 측정할 수 있는 두 개의 검사를 만들고 이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형 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또 다른 변인은 지시효과였다. 교육 장면

에서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정답이 있다. 하지

만 실제 장면에서의 문제들 가운데에는 풀 수 있는 문제와 풀 수 없

는 문제가 뒤섞여 있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어떤 문제를 왜

풀 수 없는 지를 구별해 내는 능력은 정형화된 문제를 푸는 능력 못

지 않게 중요한 능력이다. 그렇지만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와 풀 수 있는 문제

를 섞어서 제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수행 패턴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사전 지시가 수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을 위해 의미어(예, 비행기, 다이빙, 구름 =

하늘)나 합성어(예, 곰, 사람, 목각 = 인형)로 이루어진 92개의 문항

이 개발되었다. 이들은 정답율이 비슷하게 각 46문항씩 두 개의 동

형 검사로 나뉘었다. 총 162명의 실험 참여자를 무선적으로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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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배하였다. 먼저 통제 집단은 최선을 다해 풀라는 지시가 주

어진 상태에서 실시하고, 실험 집단에게는 풀 수 없는 문항이 포함

되어졌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진 상태에서, 각각 두 개의 동형 검사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통하여 사전 지시의 유무 조건에 따른

집단의 창의적 문제풀이 수행 차이와 검사 문항의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한 동형검사 신뢰도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

국형 원격 연상단어검사 수행과 두 가지의 다른 지시의 상관을 알아

보기 위하여 지시 조건에 따른 실험 참여자의 수행 점수를 비교하였

다.

첫 번째로 사전 지시의 유무 조건에 따라 나누어진 두 집단

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가 갖고 있는 가설에 따라 안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전 지시를 받은 실험 참여자 집단이 사전

지시를 받지 않은 실험 참여자 집단인 두 조건 간의 수행의 평균 점

수의 차이는 유의미 하였다. 즉, 사전 지시 있는 집단의 수행이 더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음으로 실험 참여자의 한국형 원격 연상 단어검사 수행을

통하여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조사에 응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문

항 간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신뢰도 검사인 크론바하 알파 계수 산

출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1차 검사지의 문항과 2차 검사지

의 문항 모두 .7 이상의 검사 신뢰도를 보여, 문항간의 일관성이 높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반복해서 두 가지 유형의 검사를 진행

하였기 때문에, 동형검사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동형검사 신뢰

도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는 두 개의 검사로부터 나온 점수들 간

의 상관관계를 구하여 두 검사가 동일한지 추정하는 신뢰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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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1차 검사지의 상관관계 점수와 2차 검사지의 상관관계 점수

가 산출되었다. 이들을 상관계수를 Fisher의 z 값으로 변환하여 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현대 사회에서 교육적, 사회적으

로 주목 받고 있는 창의성이란 주제를 갖고, 사전 지시가 창의적 문

제 풀이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해보자.

본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크론바하 알파로 측정했을 때, 두 집단 모두에서 검사지의 유형에

상관없이 .98이상이 얻어져 검사의 내적 타당도가 높음을 확인하였

다. 둘째로, 첫 번째 검사와 두 번째 검사의 점수가 실험 집단과 통

제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두 유형의 검사

가 동일한 구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선행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시 효과로 인해 수행이 유의미한 차이를 얻었다. 즉

안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시를 받은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점

수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안풀리는 문제가 있다는 지시를 받은 집단의 실험 참여자들

은 조금 어려운 문항을 풀 때, 끝까지 시도하는 대신, 어느 정도 시

도를 하다가 안 풀리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전 지시가 주어졌

을 때와 주어지지 않았을 때의 동형 검사 신뢰도는 1차 검사지와 2

차 검사지 모두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전 지시가 주어

지지 않은 조건에서 두 동형 검사간의 상관은 .58 이었으며 지시가

주어졌을 때의 상관은 .87로 높아졌다. 이들의 차이를 구한 값은 z =

1.813 이었고 따라서, 이들은 집단과는 상관없이 동형 검사라 결론

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두 검사지간의 전체 총점을 비교하였을 때

평균 차이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더 많은 실험 참여자

를 대상으로 하고, 검사지 간의 난이도 조정이 충분히 고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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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원격 연상 단어 검사지를 개발할 수 있겠다. 이는 문항을

바꾸어보아 동형 검사 신뢰도를 비교해보았을 때, .7 이상이 나오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더 원격 연상단어 검사 문항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역시 모두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 예비 연구를

통하여 난이도를 고려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풀리지 않는 문항이

있다는 사전 지시가 주어졌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실제로 풀리지

않는 문항을 한, 두 개 추가한 검사지를 사용할 경우 원격 연상 검

사 문항을 푸는 능력에서의 개인차를 더 쉽게 드러낼 가능성이 높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논문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실용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후속 연구를 통해 더 좋은 문항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한국어의 특성과 한국 문화에 맞게 개발된

“한국형 원격연상단어 검사”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또한 한 개의 검

사가 아니라 두 개의 검사를 개발하여 그 사용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풀리지 않는 문항이 존재한다는 지시를 다른 검

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

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시가 주어지면, 그렇지 않

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검사 시간이 줄어든다. 게다가 본 연구에서처

럼 동형검사 신뢰도도 높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비록 성격 검사 문항

에는 적용 가능성이 없겠지만, 능력을 재는 검사에서는 이런 지시와

함께 이 지시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검사를 개발할 필요

가 있다.

이런 실용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발견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통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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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의 동형검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을 찾아낼 필요가 있

다. 통상적인 동형 검사 신뢰도의 상관 정도는 .7이상으로 볼 수 있

으며(Field, 2007) 동형 검사 신뢰도 특성상 두 검사 결과가 서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실험

참여자의 속성 변화에 따른 차이, 검사 시행 사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건의 영향에 따른 차이, 검사 환경 변화에 따른 차이 등이 있다.

검사 난이도, 문항의 반응 수 그리고 검사 시행 절차상의 차이 역시

동형 검사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차이는 통제되었다. 둘째로, 본 연구에

서는 지필식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검사와 문항에 소요

되는 시간을 비교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문제가 풀릴 수 있을 가능

성이 보이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Payne & Duggan, 2011). 따라서 지시

효과가 풀이 시간에 주는 영향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후속 연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풀이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사

전 지시로 인한 시간 사용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보완

작업을 통해, 한국어 원격 연상검사가 통찰과 문제해결, 그리고 창의

성 연구자들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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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1 ]

원격 연상 단어 문항 답

집/ 종이/ 젓가락 나무

예보/ 그림/ 장 일기

된장/ 잠자리/ 초록 고추

묵/ 루틴/ 이효석 메밀

미국/ 작업/ 스키니 청바지

가을/ 나무/ 놀이 단풍

자전거/ 남산/ 서랍 자물쇠

유령/ 시드니/ 무대 오페라

머리/ 포장/ 신발 끈

맥주/ 다람쥐/ 버터 땅콩

보리/ 낚시/ 슈베르트 숭어

대청/ 바람/ 낮잠 마루

스크루지/ 혹수리/ 돋보기 영감

세월/ 숫자/ 탁상 달력

잠/ 표상/ 해석 꿈

맥주/ 고개/ 차 보리

전깃줄/ 방앗간/ 구이 참새

여우/ 쓸개/ 꿀 곰

물/ 엉덩이/ 미운 오리

휴식/ 커피/ 동전 자판기

토마토/ 소리/ 물 방울

가죽/ 이빨/ 늪 악어

인형/ 부럼/ 휴게소 호두

풀/ 뱀/ 사나이 피리

버섯/ 얼음/ 민속놀이 팽이

꾸러기/ 감/ 불 장난



- 69 -

거품/ 깊다/ 소금 바다

술/ 열매/ 사군자 매화

가시/ 송이/ 햇 밤

효과/ 넥타이/ 천사 나비

여우/ 송이/ 황산화 포도

흑/ 조개/ 소녀 진주

지금/ 이동/ 포착 순간

하늘/ 비/ 프리즘 무지개

서방/ 뿌리/ 대들보 기둥

나리/ 망초/ 살구 개

손님/ 길조/ 흥부 놀부 제비

장군/ 녹색/ 콩 녹두

뿔/ 꽃/ 선녀와 나무꾼 사슴

밥/ 가마/ 뚜껑 솥

보아뱀/ 야구/ 털 모자

밤/ 사오정/ 여름 나방

겨울/ 고무/ 벙어리 장갑

실/ 낙타/ 선단공포증 바늘

가루/ 콩/ 곰팡이 메주

마차/ 주황색/ 가을 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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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원격 연상 단어 문항 답

택배/ 주사위/ 수납 상자

도끼/ 연못/ 수염 산신령

사탕/ 망원경/ 소원 별

수레/ 곡괭이/ 다이너마이트 탄광

저 체중/ 칼슘/ 고추장 멸치

염색/ 끈/ 결 머리카락

독/ 냄새/ 가을 은행

스머프/ 우산/ 포자 버섯

빛/ 음영/ 자취 그림자

아프리카/ 목/ 키다리 기린

바다/ 자유/ 배낭 여행

바퀴/ 벨/ E.T. 자전거

비둘기/ 망토/ 속임수 마술

가시/ 어린왕자/ 프로포즈 장미

집/ 점액/ 프랑스 달팽이

매실/ 개/ 빛 살구

콩/ 케이크/ 이디오피아 커피

구독/ 노숙자/ 소식 신문

깍지/ 완두/ 나물 콩

도둑/ 수염/ 참치 고양이

흔들/ 안마/ 왕 의자

날개/ 링/ 큐피드 천사

구멍/ 옷/ 장식 단추

뿔/ 코/ 서커스 코끼리

올리브/ 시금치/ 별 뽀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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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삼손/ 흔들 바위

캥거루/ 복/ 바지 주머니

피라미드/ 180/ 산 삼각형

씨/ 고프/ 일편단심 해바라기

가격/ 방울/ 맥주 거품

보물지도/ 도둑/ 나침반 해적

공/ 미국/ 바구니 농구

밭/ 깡/ 옥 수수

연기/ 구멍/ 크리스마스 굴뚝

잠/ 호주/ 유칼립투스 코알라

타이어/ 줄/ 장갑 고무

장사/ 소/ 명절 씨름

새벽/ 물방울/ 죽음 이슬

홍당/ 말랭이/ 다리 무

푸른/ 무좀/ 누룩 곰팡이

방망이/ 혹/ 감투 도깨비

주스/ 방울/ 축제 토마토

수집/ 저금통/ 소원 동전

본/ 촌/ 온난화 지구

방아/ 토끼/ 나무 절구

독/ 얼굴/ 스티브잡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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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lternate test reliability of

Korean Remote Associates Test

when given different

instructions”

Jin Hyang Shi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we confronted with many problems in our lives,

creative problem solving skill is necessary. The present study

focused on the instruction effect when creative problem solving

task is given. The Remote Associate Test(RAT) to be specific.

We designed the Korean version of RAT which consist

two different perspectives of previous RAT problems from other

countries. Not only semantic problems but also comp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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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re considered in the Korean version of RAT. In this

pre-experiment, there were 2 repeated experiments using 4

different groups of participants. The repeated pre-experiments

required to discriminate quality and difficulty of RAT problems.

Therefore, total of 92 RAT problems are developed and divided

into two different types of test.

In present study, we manipulate two conditions with

different groups. The first group received an information about

there could be an unsolvable problem in the test. Again the other

group did not received any information on solvability of RAT

problems.

Our result showed that an informed group showed

generally high performance in RAT compared to uninformed

group.

Discussion touches the implications for the designed

Korean version of RAT, further research which includes the

potentiality of the more participants with the better problems, and

the limitation of the present study.

Key Words: Remote Associate Test(RAT), Problem

Solving, Instruction effect, Creativity

SID: 2012-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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