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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 281명을 대상으로 정신자치제 이론에 근거한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사고양식은 최근에 Sternberg와 Wagner(1991)가 기능, 형
태, 수준, 영역, 성향의 5개 범주에서 13개 요소로 분류한 TSI를 윤미선(199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다
섯 가지 성격특성은 노동부(2000)의 표준화된 한국판 성격검사가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 사고양식이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외향성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가장 큰 변인은 외부 
지향적, 자유주의, 계급제 사고양식으로 나타났다. 호감성을 예언하는 변인은 과두제 사고양식으로 나타났으
며, 성실성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큰 변인은 계급제, 행정적, 자유주의, 내부지향, 과두제 사고양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불안정성을 예언하는 영향력이 큰 변인은 보수주의, 계급제 사고양식이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설명하는 상대적 기여도가 높은 변인은 자유주의, 사법적, 계급제 사고양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
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 정신자치제 이론에 근거한 사고양식은 3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양식(style)과 성격특성 간에 연계점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들의 개인차 
변인을 밝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 주요어 : 사고양식,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 정신자치제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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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인차 연구는 교육심리학 분야의 주요한 심사이다.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계획

은 교육계의 반 인 흐름이며 ‘학습자 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형태가 이를 반 한다. 학습

자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교육을 하기 해서는 ‘개인차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개인차 연구는 개인의 능력이나 결과 심의 개인차보다는 과정 심의 개인차가 활성

화될 필요가 있다(이화진, 1999, p.46). 최근에 학습양식, 인지양식과 같은 스타일(style)에 한 

연구가 증가하는 것도 모두 과정 심의 개인차에 한 심을 반 한다

개인차를 밝히려는 연구는 크게 인지 인 측면과 성격 측면에서 다루어져왔다. 인지심리학

자들은 동일한 사물과 사건에 해 개인의 지각과 해석과 사고가 다르다고 보고있고, 성격심

리학자들은 성격이란 고유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특징 인 행동패턴으로 규정하 다. 그러나 

개인이 인지  는 성격 측면에서 다르다는 것은 악되었지만, 구체 으로 ‘어떻게’ 다른지

에 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를 들어 개인차의 근원이 개인이 사물을 달리 지각한다는 것인

지,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인지, 행동을 달리 한다는 것인지, 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지에 한 의문은 여 히 남아있다(Brunas-Wagstaff, 1998; 정명숙, 2002, p. 9). 

가장 이상 인 수업은 개별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을 악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개별화된 수

업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Jonassen & Grabowski, 1993, 이화진, 1999, 재인용). 그러나 다

인수 학 에서 모든 학습자들에게 개별화된 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이에 한 

안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을 심으로 소집단 학습을 하거나,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습자 자신의 특성과 요구에 맞도록 선택하게 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해서는 무

엇보다도 개인차 변인이 고려되어야 한다(이화진, 1999). 

개인차 변인 에서 학습과 수업에 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지양식은 오랫동안 교육심리분

야에서 심 있게 다루어져왔다. 인지양식은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첫번째, 

Witkin(1964)는 인간의 인지양식을 장독립성과 장의존성으로 구분하 다. 장독립성은 어떤 사

물을 지각할 때, 그 사물의 배경이 되는 주변 장의 향을 받지 않거나 게 받는 사람, 즉 심

리  분화가 잘 된 사람이다. 이러한 반면에 장의존성은 사물을 지각함에 있어서 그 사물의 배

경, 즉 주변의 장에 향을 많이 받는 사람으로 직 으로 자극을 지각하고 비분석 이다. 이

러한 인지양식의 차이는 사회  계에서도 나타나 장독립성은 개인주의 인 경향이 많아 타

인에게 무 심한 반면에, 장의존성은 사회 지향 이어서 타인의 감정이나 사고에 민감한 경향

이 있다. 두번째, Kagan(1976)은 인지양식을 반성  인지양식  충동  인지양식으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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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성 인 학생은 까다로운 문제를 할 경우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무 오랫동안 생각

하다가 남은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충동 인 학생은 질문에 해 깊이 생각을 하지 

많기 때문에 실수를 하기가 쉽다(여 응, 조인수, 문태형, 2001). 세번째로 Sternberg(1988, 

1997)의 사고양식이다. 사고양식이란 개인이 학습하고자 하는 자료에 해 생각하는 선호양식

을 의미한다. 즉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학습하고, 결정을 내리는 개인  선호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하에서 개인이 자신의 인지  능력을 사용하는 정형화된 방법을 나타낸다

(Grigorenko & Sternberg, 1997; 문태형, 2002). 사고양식은 5가지 범주의 총 13가지로써 입법

, 사법 , 행정 , 군주제, 계 제, 과두제, 무정부제, 체  지엽 , 외부지향, 내부지향 ,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고양식을 말한다. 

그동안 인지양식을 연구해 온 연구자들의 주된 문제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했

을 때 사용하는 많은 략을 기술하 지만, 사람들이 왜 서로 다른 략을 사용하는지, 그러한 

략이 어디에서 유래하 는지를 알지 못하 다. Kagan(1965)는 인지양식을 검증하기 해 친

숙한 그림 짝짓기 검사(Matching Familiar Figure Test, MFFT)를 하 다. 그 결과 아이들은 빠

르고 정확하거나, 빠르고 부정확하거나, 느리고 정확하거나, 는 느리고 부정확한 것으로 분

류되었다. Kagan에 의하면, 빠르고 부정확한 아이들은 충동  인지양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

해, 느리고 정확한 아이들은 반성  인지양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그런데 빠르고 

정확한 아이들과 느리고 정확한 아이들의 인지양식은 과연 어떻게 분류해야 하는지를 밝히지 

못하 다. 불행히도 지 까지의 연구에서도 두 집단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인지양식 는 략

의 차이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어떤 비 가들은 빠르고 정확한 아이들과 느리고 정확한 아

이들의 인지양식은 성격특질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Brunas-Wagstaff, 1998; 정명숙, 2002, pp. 124-125). 그 다면, 단순히 정보를 지각하고 처리하

는 인지  략만으로는 인지양식이나 사고양식의 특징을 설명할 수가 없다. 즉 개인의 인지

양식 는 사고양식과 성격간의 계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개인의 스타일과 성격의 구조는 독립 이므로 분리해서 측정해야 한다는 학자(Busato et al., 

1999)와 스타일과 성격을 분리해서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Jackson & 

Lawty-Jones, 1996). 인지양식과 성격은 개념 으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어떤 인지양식들은 성

격특질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를 들면 개인이 특정한 인지양식을 일

되게 고수한다면 그 자체가 개인의 성격특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Brunas-Wagstaff, 1998). 

그러나 인지양식은 원하는 결과에 의해 정의될 수 있는 략인 반면에, 성격은 결과에 의해 정

의되지 않는다. 한 인지양식은 일 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성격은 여러 상

황에 걸쳐 일 이라는 차이 이 있다(Brunas-Wagstaff, 1998; 정명숙, 2002, pp. 120-121). 이

러한 성격과 인지간의 구조  차이 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별짓기보다는 성격에 바탕을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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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을 제안하고 있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Hash, 1998; Messick, 1996; Sternberg & 

Grigorenko, 1997).   

요약컨 , 각기 다른 사고양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합한 교수방법을 제시하기 해서 

사고양식과 성격의 련성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교육 장에서 개인의 사고양식에 

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행정  사고양식과 계 제 사고양식은 강의식 교수방법이 합하

며, 사법 , 입법  사고양식은 사고에 근거한 질문식 수업이 효과 이기 때문이다(Sternberg, 

1994; 윤미선, 1997, p.24). 이와 같이 개인의 사고양식에 따라 교수방법이 다르게 계획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개인차 변인간의 계가 좀 더 명확히 규명된다면, 학습자 심의 교육 로그램

을 개발하거나 개인차에 합한 교육을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인차 변인으로서의 사고양식

인지양식의 모형 에서 1980년 에 두된 Sternberg의 사고양식은 Wintkin(1964)이 제안

한 장독립   장의존  인지양식과 Kagan(1976)이 주장한 충동성  반성  인지양식보다 

훨씬 세부 이며 다양한 개인차를 밝히는 안 인 모형으로 인식되고 있다(Zhang, 2000a). 사

고양식은 Wintkin과 Kagon이 개인의 인지양식을 양극단 으로 설명하고 있는 단 을 보완해

주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Zhang(1999, 2000a, 2000b, 2001)에 의해 홍콩의 학생과 고등학생들을 

상으로 사고양식에 한 문화 인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고등학생, 학생  성

인을 상으로 사고양식에 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김소연, 2000; 나동진, 김진철, 

2003; 문태형, 2002; 서미옥, 2003; 윤미선, 1997, 2003; 최지혜, 2003).

Sternberg(1988, 1997)의 사고양식은 정부가 사회를 리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리하고 경 하는 데에도 특정한 방식이 있다고 보며, 정신자치제 모형으

로 설명되고 있다. 정신자치제 이론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기능, 형태, 수 , 역, 성향의 5

가지 범주와 이들 범주 아래에 총 13개의 하  양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기능 면에는 3가지가 

있는데, 입법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짜여진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창

조․창안․계획하는 것을 좋아한다. 행정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짜여진 구조나 지침에 따

라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법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 사물에 해 단하거나 평

가하는 경향성이 있다. 형식면에는 4가지가 있는데, 군주제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한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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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일에만 을 맞춰 과제를 수행하기를 좋아하며, 계 제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일의 

우선순 와 요성을 설정하여 그들의 심을 분배하여 일을 처리한다. 과두제 사고양식은 

같이 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고, 무정

부제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어디에서․언제․어떻게 업무를 해야 한다’와  체제․

지침․구속을 싫어하고 문제를 직면하는 로 근한다. 수  면은 2가지가 있는데, 체 인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체 ․일반  ․추상 인 것을 선호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반면

에 지엽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심이 되는 부분에 련된 과제에 심을 갖는다. 그래서 

세부 ․특정 ․구체 인 것을 선호한다. 범  면에는 2가지가 있는데 내부지향 인 사람은 

혼자 일하고 내부에 을 맞추는 자기-충족  경향성을 나타낸다. 반면에 외부 지향 인 사

람은 함께 일하고, 외부 지향 이며, 상호 의존 인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을 요하는 일을 

선호한다. 경향 면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자유주의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통에 도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며, 변화를 추구한다. 보수주의  사고양식을 가진 사람은 통 인 방법

으로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며, 과업 수행에 있어서 기존의 규칙과 차를 고수하려는 경향

이 있다(나동진, 김진철, 2003; 윤미선, 1997, 재인용; Sternberg, 1997). 

2. 사고양식과 성격

인지와 성격은 각 분야에서 첨 하게 다른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Cattell이

나 Eysenck와 같은 이론가들은 양 분야에 걸쳐 독립 인 연구를 실시하면서, 나아가 2가지 구

인간의 연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하 다(윤미선, 1997, 재인용). Cattell(1943)은 16PF(16 

Personality Factor Questionnaire)를 성격특성으로 분류하 는데, 그  B요인에는 지능과 같

은 인지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견해를 나타낸다. 최근에 Moutati, Furnham과 

Crump(2003)는 지능과 MBTI 성격 유형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간의 계를 검증하

는데, 지능은 MBTI 성격유형보다는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 더 유의한 계가 있었

다. 다섯 가지(Big Five) 성격 에서 경험에 한 높은 개방성과 지능과 상 이 있었고, 낮은 

정서  불안정성도 지능과 계가 있었다. 

개인의 양식과 성격간에 연계 을 찾으려는 연구는 Grigorenko와 Sternberg(1995)에 의해 체

계화되었다. 그들은 사고양식과 성격의 계를 밝히기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를 보고하

다. 첫 번째 연구는 사고양식과 MBTI 성격유형의 계를 검증한 것이다.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Jung의 심리유형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유형을 16가지로 구분한 것이다. 

즉 외향-내향, 감각-직 , 사고-감정, 단-인식 등의 4가지 선호경향성을 조합하여 얻어지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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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Grigorenko와 Sternberg는 사고양식과 MBTI 성격유형 간에 128개 에서 30개 문항이 통

계 으로 유의한 상 이 있었다. 두 번째 연구는 사고양식과 Gregorc(1985)의 4가지 성격스타일

과의 계를 검증한 것이다. Gregorc는 구체성  추상성 스타일과 연속성  임의성 스타일을 

2차원 으로 조합하여 4가지 주요한 스타일을 제안하 다. Grigorenko와 Sternberg(1995)는 사고

양식과 Gregorc의 성격스타일 간에 52개 에 22개가 유의한 상 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연에 의해 기 될 수 있는 수  이상이며, 각각의 방식이 다를지라도 다양한 유형이 

사고양식과 성격간에 유사한 구인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윤미선, 1997, 재인용).   

Zhang(2000b)은 홍콩의 학생을 상으로 사고양식과 Holland의 성격유형과의 계를 검

증하 다. Holland의 이론은 직업 련 성격과 흥미를 장형(R), 탐구형(I), 술형(A), 사회형

(S), 진취형(E), 사무형(C)과 같은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김정택 외, 2000).  앞 자를 

따서 RIASEC 이라고 한다. Zhang의 연구결과, 사고양식과 RIASEC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첫 번째 요인으로 다른 사람들과 력하여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회형(S)과 자

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해 여러 사람들의 일을 조정하는데 능숙한 진취형(E)이 사법 , 외부 

지향  사고양식과 정 인 계가 있는 반면에 내부지향  사고양식과는 부 인 계가 있었

다.  두 번째 요인으로 창의성을 지향하며, 아이디어와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을 새로운 방식

으로 표 하는 술형(A)은 행정 , 지엽 , 보수주의 사고양식과 부 인 계가 있는 요인으

로 분석되었다. 

Zhang(2002), Zhang과 Huang(2001)은 학생을 상으로 사고양식과 다섯가지(Big Five) 성

격특성간의 계를 검증하 다.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은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제안된 개념으로 개인간의 성격특성을 가장 잘 기술해주며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McCrae & Costa, 1987). Big Five란 외향성(E), 호감성(A), 성실성(C), 정서  불안정성(N), 

경험에 한 개방성(O)을 나타낸다. 외향성(E)은 사교 이고, 활동 지향 인 정도를 나타낸다. 

호감성(A)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성실성(C)은 사회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목표 심 인 행동을 묘사한다. 

정서  불안정성(N)은 정서 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자신이 세상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

으며, 세상을 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경험에 한 개방성(O)은 개인의 

생활경험의 정도를 묘사하는 것으로 호기심이 많고, 폭넓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상상력, 창

의성을 포함하는 역이다(노동부, 2000; Pervin & John, 1997, p.259). Zhang(2002)은 입법  

사고양식은 정서  불안정성(N)과 음의 상 이 있었고, 개방성(O), 호감성(A), 성실성(C)과 정

인 상 이 있었다. 행정  사고양식은 정서  불안정성(N)과 성실성(C)과 정 인 상 이 나

타났다. 사법  사고양식은 외향성(E), 개방성(O), 성실성(C)과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났다. 

체  사고양식은 외향성(E)과 정 인 상 이 나타난 반면에 호감성과는 음의 상 이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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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엽  사고양식은 성실성(C)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자유주의 사고양식은 정서  불안

정성(N)과 음의 상 이 나타난 반면에 개방성(O)과 성실성(C)과 정  상 이 있었다. 보수주의 

사고양식은 개방성(O)과 호감성(A)과 음의 상 이 있는 반면에 정서  불안정성(N)과 정  상

이 있었다. 내부지향 사고양식은 개방성(O), 성실성(C)과 정  상 이 나타났으며 호감성(A)

과는 음의 상 이 있었다. 외부지향 사고양식은 정서  불안정성(N)과 음의 상 이 있었고, 외

향성(E), 개방성(O), 호감성(A), 성실성(C)과 정 인 상 이 있었다. 계 제 사고양식은 정서  

불안정성(N)과 음의 상 이 있었고 외향성(E), 성실성(C)과 정 인 상 이 나타났다. 군주제 

사고양식은 성실성(C)과 정 상 이 있었다. 그러나 과두제 사고양식과 무정부제 사고양식은 

다섯 가지(Big Five) 사고양식간에 유의한 상 이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하 다. Zhang과 

Huang(2001)은 Zhang(2002)의 결과와 몇 개의 변인들 간에는 차이가 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이것은 홍콩의 학생들만을 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학생을 상으로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Big 

Five)간의 계를 재검증하여 Zhang(2002), Zhang과 Huang(2001)의 연구와 비교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구들(Zhang, 2000b; Zhang, 2002; Zhang & Huang, 2002)을 종합하면, 정신자치제 

이론에 근거한 사고양식이 개인의 선호하는 스타일이라는 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

도 비교  안정 인 개인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에서 두 변인간의 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 된다.  스타일이 성격의 한 일면(facet)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구인인지를 고려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국내에는 사고양식에 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

으나, 성격간의 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개인차 변인을 밝히

는 기  자료와 인지양식과 성격간의 연계 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학습자 개인에 

합한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목 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 다.

연구문제 1) 사고양식은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 상 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사고양식의 향력은 어떠한가를 알

아본다.  

연구문제 3) 13가지 사고양식 범주와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간에 어떤 공통요인이 있

는가를 알아본다. 

Ⅲ.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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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대상자

구에 소재한 K 학교 '교육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학생 300명이 연구 상자로 선정되었

다. 검사응답은 담당 교수의 조 하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고, 검사실시시간은 약 

45분이 소요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281명이 최종 분석 상자이다.

연구 상자의 특성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남자 98명(34.9%), 여자 183명(65.1%)이고, 인문

계열 57명(20.3%), 사회계열 69명(24.6%), 자연계열 68명(24.2%), 공학계열 63명(22.4%), 체능 

계열 24명(8.5%)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7명(6.0%), 2학년이 119명(42.3%), 3학년이 84명

(29.9%), 4학년이 61명(21.7%)이다. 

2. 연구척도 

1) 사고양식 검사 

Sternberg와 Wagner(1992)의 사고양식 질문지(TSI, Thinking Styles Inventory)를 윤미선

(1997)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5개(기능, 형식, 수 , 범 , 경향)의 

하 척도별로 총 13가지(입법 , 행정 , 사법 , 체 , 지역 , 자유주의 , 보수주의 , 군

주제, 계 제, 과두제, 무정부제, 내부지향 , 외부지향 )의 사고양식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피험자가 제시된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해 자신의 평소 성향을 반응하는 자기보

고식 검사지이다. 문항은 총 65개로  아니다(1 )에서 매우 그 다(7 )로 이루어진 7  척

도이다.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Cronbach‘s α 계수는 .82 이다.

2)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 검사

다섯 가지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노동부 앙고용정보 리소(2001)에서 제작된 직업

선호도 검사(L형)를 실시하 다. 이 검사는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정서  불안정성, 외

향성, 경험에 한 개방성의 3요인에 을 두어  NEO 성격검사로 만들어 졌으나, 다시 수정

되어 성실성과 호감성이 추가된 5가지 요인으로 된 NEO-PI-R(NEO-Personality Inventory 

Revised)검사를 한국 으로 표 화된 것이다. 

노동부의 성격검사 척도는 5개의 성격특성과 28개의 하 척도를 포함하여 총 188개의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13개 문항은 사회  바람직성을 측정하는 것이고, 4개의 문항은 부

주의성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  바람직성과 부주의성 척도 문항을 제외한 163문항을 

사용하 다. 각 문항은 매우 그 지 않다(1 )에서 매우 그 다(5 )로 이루어진 5  척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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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략 30분 내외이다. Cronbach's α 계수는 .86이다. 

3. 자료처리와 분석

본 연구 상자들의 기술  통계량을 분석하기 해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 이원변

량분석(two-way ANOVA) 결과, 성별과 공계열에 따라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Five) 성격

특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 05). 따라서 연구 상자들의 공과 성별이 사

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에 미치는 향은 통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

의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 성격특성 간의 계를 규명하기 하여 Pearson의 률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연구문제 2의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에 한 사고양식 유형의 설명력을 알

아보기 해서 외향성(E), 성실성(C), 호감성(A), 정서  불안정성(N), 경험에 한 개방성(O)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13가지 사고양식 범주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회귀분석을 산출하

다. 이 때 개별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탐색 으로 검증하고 새로운 독립변인의 추가효과를 

확인하기 해 단계  방법(stepwise)을 용하 다. 즉, 체 설명량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

는 변인은 회귀방정식에서 제외되므로 각 변인이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기여도를 확인하기 

해서이다. 연구문제 3의 13가지 사고양식 범주와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 변인간에 어떤 

공통요인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해 요인분석을 하 다. 이것은 사고양식과 같은 스타일이 성

격의 한 일면(facet)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구인인지를 검토해보기 해서이다. 회 방식은 직

각회  방식(Varimax rotation)을 사용하 다. 그 이유는 Zhang(2002), 이학식과 김 (2002, 

p.301)1)에 의해, 직각회 이 가장 용이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자료 분석을 해 

본 연구는 Windows용 SPSS/PC+ 10.0 로그램을 이용하 다. 

1) 요인회  방법은 직각요인회 과 사각요인회 이 있다. 이론 으로는 사각회 이 우수한 면이 있으나 사각

회  수행 차가 그다지 잘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한 논쟁의 소지가 있어 직각회 방식이 보다 자주 사용

된다(이학식, 김 , 2002. p.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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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입법 사법 행정 전체 지엽 자유 보수 계급 군주 과두 무정부 내부 외부
외향성
(E) .16** .25** -.02** .17** -.00** .25** -.14** .19** -.01** .03** .15** -.11** .36**

호감성
(A) .03** -.04** .01** -.04** .02** .10** .02** -.05** .01** .24** .11** -.06** .12**

성실성
(C) .34** .32** .35** .08** .23** .23** .01** .45** .25** -.11** .13** .31** .02**

불안정성
(N) -.17** -.02** .15** -.04** .07** -.21** .31** -.12** .13** .15** .03** -.11** .00**

개방성
(O) .33** .39** .02** .21** .09** .44** -.20** .23** .05** -.09** .19** .19** .21**

** p< .01,     * p< .05, 

<표 1>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의 상                  (n=281)

Ⅳ. 결과 및 해석

1.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Five) 성격특성간에 어떤 계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Pearson

의 률 상 계수를 산출하 다.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향성(E)은 입법 (r=.16, p<.01), 사법 (r=.25, p<.01), 체

(r=.17, p<.01), 자유주의(r=.25, p<.01), 계 제(r=.19, p<.01), 무정부제(r=.15, p<.01), 외부지향

(r=.36, p<.01)과 유의한 정 인 상 이 있었고, 보수주의 사고양식(r=-.14, p<.05)과는 부 인 상

이 있었다. 

호감성(A)은 과두제(r=.56, p<.01), 무정부제(r=.11, p<.05), 외부지향 사고양식(r=.12, p<.05)과 

유의한 정 인 상 이 나타났다. 

성실성(C)은 입법 (r=.34, p<.01), 사법 (r=.32, p<.01), 행정 (r=.35, p<.01), 지엽 (r=.23, 

p<.01), 자유주의(r=.23, p<.01), 계 제(r=.45, p<.01), 군주제(r=.25, p<.01), 무정부제(r=.13, 

p<.05), 내부지향(r=.31, p<.01), 외부지향 사고양식(r=.26, p< .01)과 정 인 상 이 있었다.

정서  불안정성(N)은 입법 (r=-.17, p<.01), 자유주의(r=-.21, p<.01), 계 제(r=-12, p<.05)와 

부 인 상 이 있었다. 반면에 정서  불안정성(N)은 행정 (r=.15, p<.05), 보수주의(r=.31, 

p<.01), 군주제(r=.13, p>.05), 과두제 사고양식(r=.15, p<.01)과는 정 인 상 이 있었다. 

경험에 한 개방성(O)은 입법 (r=.33, p<.01), 사법 (r=.39, p<.01), 체 (r=.21, p<.01), 자

유주의(r=.44, p<.01), 계 제(r=.23, p<.01), 무정부제(r=.19, p<.01), 내부지향(r=.19, p<.01), 외부

지향(r=.216, p<.01)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었고, 보수주의 사고양식(r=-.20, p<.05)과는 부 인 

상 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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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t값 R2 change

외향성
외부지향 .996 .317 5.695*** .133
자유주의 .473 .164 2.936*** .031
계급제 .357 .151 2.762*** .022

                 Adjusted  R2= .178 R2=.186
*** p< .001,  ** p< .01,   

<표 2> 사고양식 범주의 외향성(E)에 한 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β t값 R2 change
호감성 과두제 .792 .249 4.292*** .062

                 Adjusted  R2= .059 R2=.062
*** p< .001,  

<표 3> 사고양식 범주의 호감성(A)에 한 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β t값 R2 change

성실성

계급제 .952 .317 6.266*** .202
행정적 1.289 .329 6.282*** .068
자유주의 .752 .204 3.941*** .056
내부지향 .535 .143 2.707*** .027
과두제 -.601 -.125 -2.453*** .014

                      Adjusted  R2= .356    . R2=.367
*** p< .001,  ** p< .01,  

<표 4> 사고양식 범주의 성실성(C)에 한 다회귀분석

2. 사고양식 유형의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에 대한 영향력

다섯 가지 성격특성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사고양식의 기능(입법 , 사법 , 행정 ), 

형태(군주제, 계 제, 과두제, 무정부제), 수 ( 체 , 지엽 ), 역(내부지향, 외부지향), 성향

(자유주의, 보수주의) 범주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들 간에 단계  분석방법을 통한 회귀분석

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향성(E)을 언하는 향력이 있는 변인은 외부지향(β=.317)

이고, 그 다음은 자유주의(β=.164), 계 제(β=.151) 사고양식의 순서로 의미가 있는 계를 나

타내었다. 각 독립변인 수 이 외향성(E)을 설명하는 정도는 17.8%로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호감성(A)을 언하는 향력이 있는 변인은 과두제 사고양식

(β=.249)으로 나타났다. 과두제가 호감성(A)을 설명하는 정도는  5.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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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변인 B β t값 R2 change
정서적

불안정성
보수주의 1.042 .309 5.473*** .094
계급제 -.367 -.133 -2.353*** .018
                  Adjusted  R2= .106  R2= .112

*** p< .001,  ** p< .01,  

〈표 5〉 사고양식 범주의 정서  불안정성(N)에 한 다회귀분석

예언변인 B β t값 R2 change
경험에 대한

개방성
자유주의 .785 .336  5.873*** .201
사법적 .638 .222  3.729*** .055
계급제 .229 .120 2.210*** .013

                  Adjusted R2= .261   R2=.268
*** p< .001,  ** p< .01,   * p< .05

<표 6> 사고양식 범주의 경험에 한 개방성(O)에 한 다회귀분석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실성(C)을 언하는 향력이 있는 변인은 계 제(β=.317)이

고, 그 다음은 행정 (β=.329), 자유주의(β=.204), 내부지향(β=.143)사고양식의 순서로 높은 

측력을 보 다. 그러나 과두제(β=-.125)는 성실성(C)에 역방향으로 기여하 다. 각 독립변인 수

이 성실성(C)을 설명하는 정도는 35.6%로 나타났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서  불안정성(N)을 언하는 향력이 있는 변인은 보수주

의(β=.309)이고, 정 인 방향으로 유의한 측력을 보 다. 그러나 계 제 사고양식(β=-.133)은 

역방향으로 정서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인 수 이 정서  불안정

성(N)을 설명하는 정도는 10.6%로 나타났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방성(O)을 언하는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유주의(β=.336)

이고, 그 다음은 사법 (β=.222), 계 제(β=.120)의 순서로 의미가 있는 계를 나타내었다. 각 

독립변인 수 이 개방성(O)을 설명하는 정도는  26.1%로 나타났다. 

3. 사고양식 범주와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요인분석  

13가지 사고양식 범주(입법 , 사법 , 행정 , 체 , 지엽 , 자유주의, 보수주의, 내부지

향, 외부지향, 과두제, 계 제, 군주제, 무정부제)와 5가지 성격특성(외향성, 성실성, 호감성, 정

신  불안정성, 경험에 한 개방성)간에 어떤 공통 요인이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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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사고양식
입법적 .690
사법적 .563
행정적 .788   
전체적   .799
지엽적   -.834

자유주의 .743
보수주의 .834
내부지향   -.690  
외부지향   .836
과두제 .456  .426  
군주제  .564
계급제  .669

무정부제 .639  
성격특성
외향성(E)  .463 .512
성실성(C)  .799     
호감성(A)     .819

불안정성(N)  -.568    -.525
개방성(O) .512

고유치 3.700 2.420 1.970 1.440 1.370 1.230
설명변량 20.560 13.430 10.970  7.990  7.630 6.830
누적변량 20.560 33.990 44.950 52.950 60.580 67.410

〈표 7〉사고양식과 5가지 성격특성 변인의 요인분석

을 하 다. 이러한 방법은 Zhang(2002)을 참고한 것이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해 스크리 

검사(Scree plot)를 이용하여 고유치가 1.0 이상을 기 으로 요인 6개가 결정되었다. 요인 부하

량(factor loading)이 ｜.40｜이상인 범주만이 선택되었고, ｜.40｜이하는 제외되었다. 구체 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고양식 범주와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은 모두 6가지 요

인으로 축소화되었다. 요인 1은 경험에 한 개방성(O)이 입법 , 사법 , 무정부제, 자유주의 

사고양식과 정 인 계가 있었다. 요인 1은 체 변량의 20.56%를 설명하 다. 요인 1은 공통

으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개방 으로 표 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요인 2는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five) 성격특성 간에 공통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행정 , 군주제, 보수주의, 과두제 사고양식간에는 정 인 계가 있었다.

요인 3은 성실성(C)과 외향성(E)은 계 제 사고양식과 정 인 계이고, 정서  불안정성(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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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계 제 사고양식과 부 인 계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체 변량의 10.97%를 설명하 다. 

요인 3은 공통 으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체계 으로 이행하며 성취의지를 높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요인 4는 외향성(E)이 외부지향, 과두제 사고양식과 정 인 계가 있는 반면에 내부지향 사

고양식과는 부 인 계가 있었다. 요인 4는 체변량의 7.99%를 설명하 다. 요인4는 공통

으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여 극 으로 표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요인5는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 간에 공통 요인이 추출되지 않았다. 사고 

양식 범주 에 수 에 해당되는 체 과 지엽  사고양식만이 같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6도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간에 공통요인이 추출되지 않았다. 단지 

호감성(A)이 정서  불안정성(N)과 부 인 계를 나타내었다. 종합하면, 다섯 가지 (Big Five)

성격특성과 13가지 범주의 사고양식은 3가지 요인으로 축소화되었다.

Ⅴ. 논의 및 결론

사고양식에 한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격간의 계를 검증하는 연구

는 아직 미흡하다. 본 연구는 앞으로 개인차 변인을 밝히는 기  자료와 인지양식과 성격간의 

연계 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학습자 개인에 합한 교수학습방법을 계획하는데도 기여하기 

해 Sternberg의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간에 어떤 계가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하 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향성(E)은 입법 , 사법 , 체 , 자유주의, 계 제, 무정부제, 외부지향 사고양식

과 유의한 정  상 이 있었고, 보수주의 사고양식과는 부 인 상 이 있었다. 외향성(E)은 사

교 이고, 주장 , 활동 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도 이고 험을 감수하려는 입법 , 사법

, 체 , 자유주의 사고양식과는 정 인 계가 있으나, 통에 따라 옳은 방법을 시도하려

는 보수주의  사고 양식과는 부 인 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향성(E)과 외부지향 사

고양식이 다른 변인들 보다 높은 .36의 상 을 나타났다. Zhang과 Huang(2001)은 외향성(E)이 

사법 , 체 , 외부지향 , 계 제 사고양식과 유의한 정 상 이 나타난다고 밝혔고, 

Zhang(2002)은 외향성(E)은 입법 , 사법 , 자유주의, 성실성, 외부지향, 계 , 군주제 사고

양식과 정 상 이 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선행연구와 본 결과를 

종합하면, 외향성(E)과 가장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은 외부지향  사고양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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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성(A)은 과두제, 무정부제, 외부지향 사고양식과 유의한 상 이 있었다. 신뢰가 높고, 솔

직하고, 낙 이고 애타주의 특성이 있는 호감성(A)은 같이 요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

하는 과두제 사고양식과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56의 상 을 보 다. Zhang과 Huang(2001)은 

호감성(A)이 입법 , 외부지향  사고양식과 정  상 이 있는 반면에 체 , 성실성, 내부지

향 사고양식과는 음의 상 이 있다고 보고하 고, Zhang(2002)은 호감성(A)이 외부지향과 정

인 상 이 있으나 체  사고양식과 음의 상 이 있었다. 선행연구와 본 결과를 종합하면, 

호감성(A)이 외부지향  사고양식과 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두제가 호

감성(A)과 유의한 상 이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에 한 후속연구가 요

구된다.

성실성(C)은 입법 , 사법 , 행정 , 지엽 , 자유주의, 계 제, 군주제, 무정부제, 내부지향, 

외부지향 사고양식과 상 이 있었다. 책임감이 있고 성취를 추구하는 특성이 있는 성실성(C)

은 일이 우선순 와 요성을 설정하여 그들의 심을 분배하여 처리하는 계 제와 다른 변인

들보다 높은 .45의 상 을 보여 이 변인들 간에 계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Zhang(2002)은 

성실성(C)이 입법 , 행정 , 지엽 , 자유주의, 내부지향, 외부지향, 계 제, 군주제 사고양식

과 정 이 상 이 있으며, 사법  사고양식과는 음의 상 이 나타났다. 사법  사고양식을 제

외한 나머지 역과의 상 이 본 결과와 일치한다. 한 Zhang과 Huang(2001)도 본 결과와 

일치한다. 정서  불안정성(N)은 입법, 자유주의, 계 제 사고양식과 부 인 상 이 있었다. 

한 행정 , 보수주의, 군주제, 과두제와는 정 인 상 이 있었다. 불안, 분노, 우울, 충동성인 

특성을 나타내는 정서  불안정성(N)은 통에 도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자유주의 

사고양식과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 .21의 상 을 보 고, 통에 따라 옳은 방법을 시도하려

는 보수주의  사고양식과는 다른 변인들보다 높은 .31의 상 을 보 다. Zhang(2002)은 정서

 불안정성(N)이 입법 , 행정 , 보수주의 사고양식과 정 인 상 이 있는 반면에 자유주의, 

내부지향, 계 제와 음의 상 이 나타났다. Zhang과 Huang(2001)도 본 결과와 일치한다. 종합

하면, 정서  불안정성은 보수주의, 행정  사고양식과는 정 인 상 이 있으나 자유주의 사고

양식과는 음의 상 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경험에 한 개방성(O)은 입법 , 사법 , 체 , 자유주의, 계 제, 무정부제, 내부지향, 외

부지향과 정 인 상 이 있고, 보수주의와는 부 인 상 이 있었다. 활동 이고, 호기심과 아

이디어가 높은 개방성(O)은 통에 도 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려는 자유주의 사고양식과 

다른 변인들보owj다 높은 .44의 상 을 보 고, 통에 따라 옳은 방법을 시도하려는 보수주의 

사고양식과는 -.20의 상 을 보 다. Zhang(2002)은 개방성(O)이 입법 , 사법 , 자유주의, 내

부지향과 정 이 상 이 있고 행정 , 체 , 지엽 , 보수주의, 외부지향 사고양식과 음의 상

이 나타났다. Zhang과 Huang(2001)도 본 결과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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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에 미치는 사고양식의 상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외

향성(E)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큰 변인은 외부지향, 자유주의, 계 제 사고양식의 순으로 나타

났다. Zhang과 Huang(2001)도 외향성(E)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가장 큰 변인은 외부지향, 체

 사고양식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호감성(A)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큰 

변인은 과두제 사고양식으로 나타났다. Zhang과 Huang(2001)은 호감성(A)을 설명하는 기여도

가 큰 변인은 내부지향, 사법제, 계 제 사고양식인데 음의 방향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는다. 성실성(C)을 설명하는 가장 기여도가 큰 변인은 계 제 사고양식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행정 , 자유주의, 내부지향, 과두제 사고양식의 순으로 의미 있는 계를 나타내었다. 

Zhang과 Huang(2001)도 계 제, 행정 , 외부지향, 내부지향, 사법  사고양식이 성실성(C)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한다.  정서  불안정성(N)

을 언하는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보수주의, 계 제 사고양식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

나 계 제는 정서  불안정성을 언하는 데 역방향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Zhang과 

Huang(2001)도 정서  불안정성(N)은 보수주의, 행정 , 지엽  사고양식의 순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한다. 경험에 한 개방성(O)을 언하는 가장 향력이 있는 변인은 자유주의, 사

법 , 계 제의 순서로 의미가 있는 계를 나타났다. 한 Zhang과 Huang(2001)도 개방성(O)

을 설명하는 향력 있는 변인으로 사법 , 입법 , 자유주의 사고양식의 순으로 나타나 본 결

과와 일치한다. 본 결과에서 특이한 은 일의 우선순 와 요성을 설정하여 그들의 심을 

분배하여 일을 처리하는 계 제 사고양식이 호감성(A)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성격특성을 설

명하는 기여도가 모두 높았다는 것이다.

Sternberg(1997)는 특정 스타일이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본 결과를 

통해 계 제 사고양식이 정 인 측면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Zhang(2002), Zhang과 

Huang(2001)는 무정부제와 과두제 사고양식이 다섯 가지(Big Five) 성격특성과 계가 없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과두제가 호감성(A)을 설명하는 향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 결과가 일

치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부분에 한 후속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셋째, 13가지 사고양식 범주(입법 , 사법 , 행정 , 체 , 지엽 , 자유주의, 보수주의, 내

부지향, 외부지향, 과두제, 계 제, 군주제, 무정부제와 5가지 성격특성(외향성, 성실성, 호감성, 

정서  불안정성, 경험에 한 개방성)간에 몇 개의 공통요인으로 있는가를 검증하기 해 직

교회 방식의 요인분석이 시행되었다. 그 결과로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경험에 

한 개방성(O)이 입법 , 사법 , 무정부제, 자유주의 사고양식과 공통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즉 요인 1의 공통 특징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개방 으로 표 하는 성향을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Zhang(2002)의 연구에서는 개방성(O)이 입법 , 사법 , 자유주의, 내부

지향과 공통요인으로 추출되어 본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Zhang의 연구에서 내부지향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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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O)과 공통요인으로 추출된 것에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본 결과처럼 문제

를 직면하는 로 근하며 체제, 지침 구속을 싫어하는 무정부제가 개방성(O)과 더 련이 높

은 것 같다. 요인 3은 성실성(C)과 외향성(E)은 계 제 사고양식과 정 인 계이고, 정서  불

안정성(N)은 계 제 사고양식과 부 인 계로 나타나, 이들 변인이 모두 공통요인으로 추출

되었다. 즉, 요인 3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체계 으로 이행하며 성취의지를 높게 나타내는 

특징을 나타낸다. Zhang(2002)은 성실성(C)과 외향성(E), 호감성(A)은 계 제 사고양식과 정

인 계이고, 정서  불안정성(N)이 계 제 사고양식과 부 인 계로 공통요인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일치한다. 요인 4는 외향성(E)이 외부지향, 과두제 사고양식과 정 인 계가 있는 

반면에  내부지향 사고양식과는 부 인 계가 있는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4는 자신의 생

각과 경험을 외부 으로 표출하는 성향을 나타낸다. Zhang(2002)은 외향성(E)은 외부지향과 정

인 계가 있는 반면에 입법 , 내부지향과 부 인 계가 있는 요인으로 추출되어 본 연구

와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모두 3가지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Zhang(2002)은 5가지 요인이 

분류된 에 차이가 있다. Zhang은 정서  불안정(N)이 행정 , 지엽 , 보수주의 사고양식과 

공통요인으로 추출되었고, 호감성(A)이 체 , 군주제 사고양식과 부 인 계가 있는 요인으

로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Zhang(2002)의 연구 상자는 홍콩의 학생이고, 본 

연구 상자는 한국의 학생이므로 문화  차이가 다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는 성격이 인지의 차이에서 래할 수 있다는 Brunas-Wagstaff(1998)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다. 성격의 어떤 측면들은 기질의 차이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다른 측면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설정하고 추구하는 목표에 바탕을 둔 인지에 기 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를 뒷받침할 있는 연구는 많이 미흡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고양식과 다섯 가지

(Big Five) 성격특성이 복되는 측면이 많으며, 유의한 상 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Zhang(2002)은 사고양식과 성격특성간에 구조 으로 복되는 측면이 있지만, 아직은 사고양

식을 성격특성과 분리하여 독립 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자의 견해

는 다르다. 인지양식과 같은 개인의 스타일을 측정하는 검사와 성격검사가 개별 으로 분리된 

이 아니라 통합 인 모델로 근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사고나 

성격은 분리되어 발달한다기보다는 서로 복합 으로 작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학습자의 잠재력이 어떻게 최 로 신장, 개발될 수 있는가는 그 개인에게 가장 합한 방법, 

조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해 교육과정의 다양화, 개별화, 교육방법의 개별화, 융

통성 있는 학교계획(무학년제, 학 내 집단구성, 개별지도교육, 완 학습, 개별 처방식 수업, 

로그램 학습, CAI 등)을 개인차에 맞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배연일, 1998). 앞으로 효율 인 교

육계획을 해서 개인차 변인이 지속 으로 밝 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는 1개 학의 학생을 표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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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 이 뒤따른다. 다양한 연령층과 더 많은 인

원을 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학습자들의 사고양식에 합한 교수방법을 개선

하고 평가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Zhang(2002)은 학생을 

상으로 사고양식과 성격특성의 계를 검증하 으므로, ․고등학생을 상으로 본 연구결과

가 재검토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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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Thinking 

Styles

and Big Five Personality for Undergraduates

Suh, Mee-Ock*1)

The relationships of thinking styles and Big Five personality traits were investigated 

within the contexts of Sternberg(1997)'s theory of mental self-government and Costa & 

MaCare(1985)'s Big-Five personality traits. A total 281 university students responded to the 

Thinking Styles Inventory(TSI) and NEO-PI-R that standardized Korean version. 

Data were proces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And factor analysis of Varimax was performed with 11 thinking styles scales and the five 

personality scale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inking style and Big-Five personality trait. 

2. The External style, Liberal style and Hierarchic and were significant contributor to 

predict extraversion(E). The Oligarchic style was significant contributor to predict 

agreeableness(A). The Hierarchic, Executive, Liberal, Internal style, Oligarchic style were 

significant contributor to predict conscientiousness(C) personality. The Conservation style 

and Hierarchic style and were significant contributor to predict neuroticism(N). The Liberal, 

Judical and Hierarchic style were significant contributor to predict openness to 

experience(O). 

3. Thinking styles and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verlap to a degree that three factor. 

However, this overlap is limited. and some of findings was not agree on Zhang(2002)'s study.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nstructor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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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thinking styles and personality traits make contribution to the 

understanding of human individual differences, two constructs overlap, that were supported  

by Brunas-Wagstaff(1998)'s.    

Key words: thinking styles, Big-Five, mental self-government, Ster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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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사고양식의 계열별, 성별 평균과 표 편차 

변인 계열별 성별
계열 Mean(SD) 계열 Mean(SD) 계열 Mean(SD) 성별 Mean(SD)

기능

입법적 인문 25.21(3.69) 자연 25.51(3.48) 예술 26.29(3.78) 남 25.80(3.97)
사회 25.49(3.76) 공학 25.44(4.41) 전체 25.41(3.81) 여 25.20(3.72)

사법적 인문 23.52(4.01) 자연 22.38(3.57) 예술 23.62(3.71) 남 22.90(3.74)
사회 23.30(4.04) 공학 23.38(3.84) 전체 23.11(3.85) 여 23.22(3.91)

행정적 인문 23.82(3.86) 자연 24.05(4.85) 예술 22.08(4.83) 남 23.90(3.93)
사회 24.50(4.31) 공학 23.92(3.42) 전체 23.92(4.24) 여 23.92(4.24)

계급제 인문 27.24(9.45) 자연 25.14(4.07) 예술 25.79(3.70) 남 25.07(3.68)
사회 24.91(4.14) 공학 25.30(3.54) 전체 25.60(5.53) 여 25.89(6.30)

형식

군주제 인문 21.52(3.96) 자연 21.47(3.69) 예술 21.58(4.68) 남 21.89(4.44)
사회 21.23(5.15) 공학 22.11(4.32) 전체 21.57(4.35) 여 21.40(4.30)

과두제 인문 20.85(3.39) 자연 21.04(3.34) 예술 20.95(3.60) 남 22.01(3.24)
사회 20.66(3.58) 공학 22.61(3.22) 전체 21.25(3.46) 여 20.85(3.52)

무정부제 인문 21.10(3.23) 자연 21.92(3.18) 예술 21.87(2.95) 남 21.80(3.15)
사회 21.44(3.06) 공학 21.90(3.15) 전체 21.63(3.13) 여 21.54(3.12)

수준
전체적 인문 21.50(3.12) 자연 21.10(3.19) 예술 21.58(2.78) 남 21.65(3.31)

사회 22.08(3.55) 공학 21.68(3.02) 전체 21.59(3.19) 여 21.56(3.14)
지엽적 인문 20.75(4.07) 자연 20.60(3.43) 예술 20.55(3.95) 남 20.55(3.95)

사회 20.30(4.34) 공학 20.73(3.63) 전체 20.57(3.79) 여 20.59(3.72)

범위
내부지향 인문 22.54(4.42) 자연 21.54(4.11) 예술 21.66(4.28) 남 22.46(4.53)

사회 21.59(4.44) 공학 21.88(4.88) 전체 21.84(4.43) 여 21.51(4.35)
외부지향 인문 22.71(3.75) 자연 23.10(4.27) 예술 22.12(3.44) 남 23.55(4.11)

사회 23.85(4.70) 공학 24.11(3.87) 전체 23.35(4.15) 여 23.24(4.18)

경향
자유주의 인문 22.00(4.88) 자연 22.88(4.66) 예술 23.50(4.18) 남 23.90(4.38)

사회 23.26(4.59) 공학 23.71(4.03) 전체 23.03(4.52) 여 22.56(4.55)
보수주의 인문 21.17(4.37) 자연 20.70(4.13) 예술 20.04(4.05) 남 20.52(4.67)

사회 21.73(5.03) 공학 20.22(4.67) 전체 20.88(4.54) 여 21.08(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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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다섯 가지(Big-Five) 성격특성의 계열별, 성별 평균과 표 편차 

변인 계열별 성별
계열 Mean(SD) 계열 Mean(SD) 계열 Mean(SD) 성별 Mean(SD)

외향성 인문 99.19(14.50) 자연 99.91(12.39) 예술 101.50(9.23) 남 99.68(12.72)
사회 99.31(13.30) 공학 100.42(13.72) 전체 99.87(13.07) 여 99.97(13.29)

호감성 인문 105.89(11.43) 자연 109.10(10.88) 예술 104.33(8.75) 남 106.89(11.30)
사회 106.71(11.48) 공학 106.19(10.92) 전체 106.53(11.03) 여 106.34(10.92)

성실성 인문 134.71(19.26) 자연 133.10(16.26) 예술 135.00(12.53) 남 132.71(16.12)
사회 131.20(18.25) 공학 134.20(14.11) 전체 133.37(16.65) 여 133.72(16.96)

불안정성 인문 104.00(16.00) 자연 102.63(14.83) 예술 101.45(16.53) 남 100.54(14.60)
사회 106.60(15.73) 공학 103.34(14.20) 전체 103.94(15.29) 여 105.77(15.38)

개방성 인문 93.89(10.48) 자연 92.35(10.38) 예술 95.61(10.13) 남 92.61(10.13)
사회 94.30(11.40) 공학 93.66(10.36) 전체 93.74(10.59) 여 94.34(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