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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록

창의 인 사람에 한 연구에 따르면 개방성,민감성,모호함에

한 참을성,호기심 등을 창의 인 사람을 설명하는 성격 특징으

로 언 한다(Davis,Rimm,& Siegle,2010).이러한 성격특성은

주로 확산 인 성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수렴 인 성향은

거의 언 되지 않고 있다.특히 인지 종결욕구와 같은 수렴 인

심리경향성은 창의성의 부정 요소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에

해 모호함을 싫어하며 확실한 하나의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욕구

(Kruglanski,1989)인 인지 종결욕구는 창의 인 개인을 개방 이

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는 많은 연구들의

에서 볼 때,창의성을 해하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

다.연구에 따르면 인지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창의성,특히 다

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창의 인 수행에 부정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Chirumboloetal.,2004;Rietzcheletal,

2007).그러나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

구들에서 활용된 검사들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존의 연

구들은 창의성 측정을 해 아이디어 생성,유창성과 같은 확산

인 사고에 비 을 많이 둔 검사를 활용해왔으며 수렴 인 특성보

다는 확산 인 특성을 더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과제의 제한 특

성은 창의 인 개인의 성격에 한 폭넓은 이해를 해하고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해 단편 인 이해에 머무르게

할 가능성이 있다.여러 연구에서 과제는 개인의 창의성 발 에

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 요인으로 많은 연구에서 제시되어왔으며 특

히 창의 문제해결은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를 동시에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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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인지 종결욕구가 수렴 인 특성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창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인지 종

결욕구의 역할이 기존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 시간압박은 인지

종결욕구와 창의 과제수행에 모두 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요인

으로써 시간압박 상황에서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이 차별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 종결욕구와 창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환경요인과 창의 문제해결 과정의 특성에 한 선행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향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구체 으로 환경요인으로 시간압박이 제시되며

과제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체 인 수행 수를 과제수행으로 보았을

때와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로

구분하여 수행을 살펴보았을 때 인지 종결욕구의 향이 차별 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결과 사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은 체 인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창의 문제해결이 체 총 이 더 높았

다. 한 시간압박 여부에 따른 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 총 의 차이는

시간압박이 있을 때가 없을 때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사 인

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이 창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향을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여부의

주효과와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여부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인

지 종결욕구 수 이 낮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 보다 과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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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계없이 더 높은 수행을 보 다.다만 시간압박이 있는 경우,

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에서는 확산 사고 과제보다 수렴

사고의 수행결과가 더 좋게 나타났으며 낮은 집단에서의 반 의 결

과를 보 다.시간압박이 없는 경우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낮은

집단은 수렴 사고 요구과제에서 수행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확인

하 다.마지막으로 시간압박과 인지 종결욕구의 하 요인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본 결과 인지

종결욕구 수 의 4가지 하 요인 폐쇄 사고에서만 시간압박과

창의 문제해결 과제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폐쇄

사고요인에서는 시간압박이 있을 경우보다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 집

단별 수 에 따른 과제수행에 유의한 차이를 보 다.다만 시간 압박이

있는 경우 폐쇄 사고 수 이 낮거나 간 집단에서 확산 사고

과제보다 수렴 사고과제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수행에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인지 종결욕구 수 이 낮을수록 창의 수행에 정 일 수

있으며 이는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해 고

려해야하는 학습자의 개인 특성임을 시사한다.더불어 본 연구는

시간압박여부가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서 창의 수행에 미

치는 향이 차별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 다.이는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라 시간압박이 정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 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성 발 을 이끌기 해 학습

자의 개인 성격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환경요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마지막으로 창의

과제 수행을 단일 과제가 아니라 과제특성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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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역을 조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인지 종결욕구,시간압박,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학 번:2014-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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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목

21세기로 어들면서 창의성은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다.그 에서도 과학 분야에서의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의 발 과 함께 이를 이용하여 산

출물을 얼마나 창의 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의 여부가 고부가가

치산업의 생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 과학기술의 발 과 함께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남에 따라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따라서 자신이 속한 환경과

주어진 정보를 이용하여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한 능력으로써

문제해결력이 강조되고 있으며,특히 새로운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주어진 환경을 새롭게 바꾸어나갈 수 있는 힘인 창의성을 더한 창의

문제해결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미래창

조과학부를 신설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한 창조력,다시 말해 창의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에 맞춰 교육의 패러다임 한 창의 인 인간

을 육성으로 그 방향이 환되고 있고 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성 창의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표 인 근 방법은 크게 4가지 역으로

구분하는데(Kaufman,Cole,& Baer,2009)창의 산출물(creative

product), 창의 과정(creative process), 창의 사람(creative

person),창의 환경(creativepress)이다.이 창의 사람에 한

연구는 창의 인 산출물을 만들어낸 사람이 어떠한 성격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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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지를 통해 창의성을 분석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한 연구로 창의 인 개인에 해 지능과 같은 인지 인 특성

으로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개인의 성격 특성,동기,행동 특

성에 한 연구를 포함한다.창의 인 개인에 한 심은 먼

창의성을 개인 성격 특징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로 이어졌다.여

러 연구에 따르면 창의 인 사람의 성격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이 경험에 한 개방성,상상력,통찰력,탐구심이다(Barron,

1968;Sternberg,1985;Isaksen& Parnes,1985;Davis,Rimm,&

Siegle,2010).이는 창의 인 사람을 주로 발산 인 성향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수렴 인 성격 특성은 창의성을 해하

는 요인으로 간주한다.특히 최근에는 창의성에 부정 인 향을

주는 표 인 심리 경향성으로 인지 종결욕구가 제시되고 있다.

인지 종결욕구는 어떤 문제에 해 모호함을 싫어하며 확실한 하나

의 답을 도출하고자 하는 욕구이다(Kruglanski,1989).창의 인 개인

에 해 정해진 하나의 답을 추구하기보다 개방 이 고 다양한 아

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의 에서

볼 때,인지 종결욕구는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개인의 성격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인지 종결욕구와 창의성은 특정 상황에서 그 계가 더 뚜렷

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비 구조화된 상황이다(Rietzschel,De

Dreu,& Nijstad,2007).인지 종결욕구와 창의성은 모두 비구조

인 상황에서 개인의 수행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다.창의성은

개인이 비구조 인 상황에 해 압박을 받지 않고 아이디어를 생

성해내는 과정에서 정 인 향을 미치는 반면,종결욕구는 비구

조 이고 모호한 상황에 해 스트 스를 받으며 정확한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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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을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이다.따라서 인지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발휘되는 창의성은 그만큼 어들게 된다.학자들은 인지 종결욕

구를 창의성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인지 종결욕구에 한 항성이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다고 주장

한다(Torrence,1985).이와 같은 맥락에서 Torrence(1985)는 창의성

검사인 TTCT의 채 기 으로 성 한 종결욕구에 한 항을 추

가하 다.

그러나 이러한 은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단편 으로 바라보는 문제를 야기한다.기존의 창의성 검사는

창의성을 단하는 기 이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하는

능력에 을 맞추고 있다.따라서 이 검사에서 높은 수행을 보이

는 사람들의 성격 인 특징 한 확산 이며 발산 인 특성을 가지

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와 반 로 수렴 인 성격 특성인 인

지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은 창의 인 성향 한 낮은 것으로

단될 수 있다.이처럼 창의 인 사람을 평가하기 한 검사에서 개

인의 수렴 성격 특성에 한 평가가 상 으로 차지하는 비 이

은 것은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수렴 인 성격 특성을

제한 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Tannenbaum(1983) 한

확산 사고능력 검사의 수가 성인기의 창의 능력 발 정도를

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며 기존의 단일 성격의 창의성 검사의

한계를 지 하고 있다.이와 같이 기존의 창의성 검사들의 제한 인

특성은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해 한정 인

해석만을 가능하게 한다.

창의 인 개인이 창의성을 발 하는데 있어 창의 환경

(creativepress)은 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환경에 따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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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기 해 요구되는 개인의 성격특성은 다를 수 있다.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의 특성은 개인이 그 안에서 응 으로 행동하

기 해 필요한 성격 특성을 형성하는데 향을 주기 때문이다.

개인이 속한 상황에 따라 창의성 발 에 정 인 향을 수 있

는 개인의 특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창의 인 개인의 특성

을 밝힘에 있어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그 다면,수렴 인 성

격특성도 창의성 발 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까?다양한 성격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창의 상황으로는 창의

문제해결을 생각해볼 수 있다.창의 문제 해결력에 한 최근

연구들은 창의 문제해결을 조 더 역동 이고 다면 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김경자,김아 ,조석희,1997;조석희,2013;Isaksen&

Treffinger,1987).창의 문제 해결은 크게 문제발견과 아이디어 생

성단계를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4단계를 거

치게 된다.이들은 창의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확산 사고뿐만

아니라 수렴 사고 한 함께 활용되어야 하며 이들의 역동 인 상

호작용을 통한 창의 인 문제해결을 강조한다.이처럼 창의 문제해

결 상황은 확산 특성과 수렴 특성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며,창의성 발 에 있어 다양한 개인 성격특성,특히 인지

종결욕구의 역할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다.창의 문제해결을 한 문제발견단계와 아이디어 생성단계

에는 확산 인 사고가 주된 역할을 하지만 해결방안 도출과 실행계

획단계에서는 수렴 사고가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이 단계에서

는 여러 해결 방안들 에서 하나의 안을 결정하고 이를 구체

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요하며 이 과정에서 비

․종합 사고와 같은 수렴 사고가 요구된다.이처럼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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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의 단계별로 강조되는 개인의 특성 단일 인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창의성 발 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에 해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창의 문제해결과 같이 종결욕구가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창의성 발휘에

향을 미치는 창의 환경으로는 부모 향,교실 분 기,수업 양

식,교사 행동,과제 유형,시간압박 등이 제시되고 있다(Jonsson&

Carlsson, 2000; Meador, 1992; Paulus,Kohn, & Arditti, 2011;

Fabricatore&Lopez,2013;Agypt,Rubin,&Spivack,2012).이 에서

도 과제 특성은 창의성 발 에 있어 인지 종결욕구의 역할을

결정하는 요한 창의 환경이다. 특히 창의 문제해결 상황

에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특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문

제해결 과제가 확산 혹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면 이를 효과 으로 해결하기 해 필요한 개인의 성격

인 특성도 확산 혹은 수렴 특성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세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인지 종결욕구도 창의성

발 에 정 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그러나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과

제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않고 확산 인 특성 을 두어

창의성을 측정하는 과제들을 주로 제공하 다(Chirumboloetal.,

2004;Rietzcheletal,2007).이러한 제한 인 과제는 인지 종결욕구

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한 폭넓은 이해를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따라서 인지 종결욕구를 단일 에서 바라보

는 것이 아닌 세부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성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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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연구해야 한다.다시 말해 어떤 과제를 개인이 만나느냐

에 따라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치는 양상이

차별 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시간

압박 한 창의 환경에서 요한 요인이다.학교생활 혹은 일상생

활에서 개인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에 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며 창의 문제해결 상황도 외가 아니다.창의 문제해결을

해서는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도 매우 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게 주어진 시간 한 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인지 종결욕구가 시간압박을 제공했을 때 개

인의 인지 종결욕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한 것이 주로 이루

어졌고 시간압박 상황에서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비하 다.그러나 인지 종결욕구가 신속하고 빠

른 인지 정보처리에 강 을 보인다(Crownson,& Debacker,2006)는

을 고려할 때 문제해결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 압박이 주

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결욕구의 수 이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따라

서 시간압박 유무에 따라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

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이를 해 창의성 발 에

향을 수 있는 창의 환경인 과제특성과 시간압박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먼 ,시간압박을 상황 요인으로 제공하고 시

간압박 여부와 종결욕구의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

치는 향을 확인하 다. 한 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이 과제의 특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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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이 때 창의 문제해결을 한

과제는 창의 문제해결(creativeproblem solving)의 단계에 따라

확산 인 사고를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인 사고를 더 요구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제공하 으며 이를 문가 합의기법을 통해 채

하 다.마지막으로 인지 종결욕구이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

치는 향을 네 가지 하 요인(애매모호함에 한 참을성,개방성,

결단성, 측가능성에 한 선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 다.이를

통해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에 정 혹은 부정 으로

향을 미치는 하 요인들을 찾아내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인지 종결욕구가 시간압박과 과제특성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에 정 인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창의성에 한 인지 종결욕구의 역할을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시간압박유무 과제의 특성에 따라

그동안 부정 으로 인식되어온 개인의 성격 특성도 정 인 것

으로 이 환될 수 있으며,창의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주장되

어 온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을 잘 하는 사람의 성격

,심리 특성의 하나로 새롭게 제시될 수 있다.이는 기존의 창

의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을 밝 주는 것임과 동시에 창의성

발 에 도움이 되는 개인의 성격 인 특성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

으로써 교육 장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할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 인 특성이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의 환경을 어

떻게 조성해야 하는가에 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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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 은 과제특성과 시간 압박이라는 환경 인 요인을 고려

했을 때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먼 시간압박과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을 탐색하고자 한다.이와 더불어

시간압박 상황에 인지 종결욕구 수 이 과제특성에 따라 수행이 어떠한

차이가 생기는지를 밝히고자 한다.이때 과제 유형은 창의 문제해결의

단계에 따라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와 수렴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로 구분하여 제공하 다.시간

압박은 제한된 시간 내에 과제를 모두 수행해야하는 상황과 제한된 시간

에 한 안내에 없이 수행을 하도록 하는 상황으로 구분하 다.본 연구에

서 연구문제에 따라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은 시간압박과 인지 종

결욕구 수 으로 집단 내 변인은 (within-subjects)인지 종결욕구 수 의

사 -사후와 과제특성으로 설정되었으며 수행은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이다.구체 으로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시간압박 여부와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시간압박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가 과제 특성과 상호

작용하여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시간압박 여부와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미치는 향이하 요인과과제특성에따라다르게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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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창의성(Creativity)

가.창의성의 개념

사회로 어들면서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에 해 심을 가지

고 연구하기 시작하 고 창의성에 해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Taylor는 창의성을 개념 으로 정의한 것이 100개가 넘는다고 보

고(강충열,1997)하고 있으며 그만큼 매우 다양하고 하나로 정의 내려지

기 힘들다.일반 으로 창의성은 에 보지 못한 새로운 것,그리고 유

용한 것으로 많이 정의되는데 Guilford(1959)는 창의성을 ‘신기하고 새

로운 것을 낳는 힘’이라고 정의(공자 ,2015재인용)하 으며,창의성을

문제 상황에서 새롭고 한 어떤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보

기도 한다(Lubart,1994).Urban(1995)은 창의성을 주어진 문제에 해

새롭고,독창 이고 기발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과정에서 통

찰력 있는 사고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한다.Sternberg과 동료들(2002)은

창의성을 새롭고 높은 수 의 그리고 한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

라는 세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설명하 다(Sternberg,Kaufman,& Pretz,

2002). 한 Rhodes(1961)는 창의성을 창의 인 사람(person),창의 과정

(process),창의 산출물 (product),창의 환경(press)이라는 4P로 구분

하여 체계 으로 근하고자 하 다.이 창의 인 사람에 한 연구는

창의 인 개인과 연 된 행동 인 성격이나 창의 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

는 성격 귀인,다시 말해 창의 성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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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의 인 사람의 특성

창의 인 사람에 한 연구는 높은 수 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

람들의 성격 인 특성과 동기 수 과 같은 창의 인 성향을 밝히기

한 것이 주로 이루어졌다.창의 성향은 창의성에 한 다양한

심,흥미,태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창의 성격특성을 의미하는 것으

로,개인이 창의 인 결과물을 산출해내기 한 과정에서 인지 인 기

능 이외 개인에게 요구되는 정의 특성 혹은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윤명희,2005;신문승,2010;임선하,2000).개인이 인지 능력 혹은

사고기능이 뛰어나 창의성을 발휘하기 한 기반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창의성을 발휘하기 해 필요한 내 인 동기 혹은 심리 인 태도가 뒷받

침 되지 않는다면 창의 인 사람으로서 자신의 창의성을 제 로 발 하

기 힘들다.즉 창의성의 정의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창의 성향은 창의

성의 창의 사고력과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이 창의성을 발 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신문승,2010).따라서 창의 인 사람의 성격 ,심리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창의성에 한 정의 근은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의 성격 특성에 을 맞

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창의 인 사람들의 심리 특성에

해 Isaksen과 Parnes(1985)는 창의 인 사람들의 성향으로 호기심,

개방성, 험을 감수하는 것(risktaking),문제에 한 민감성,모호

함에 한 참을성,자신감 등을 제시하 다. 한 Terman(1954)는

창의 인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자신감,열등감에

한 자유로움,긴장으로부터 자유롭고 사회 응에 한 강한 충

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 다.신문승(2010)은 자신들의 창

의성에 한 인식,독창성,독립성, 험을 감수하는 것,열정,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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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유머감각,상상력,애매모호한 것에 한 흥미로움을 창의 사

람들에게서 보여 지는 성격 특성이라고 주장하 다.Piirto(199)

역시 상상력,통찰,개방성,민감성,끈기,융통성,모험심,자기효능

감,애매모호함에 한 참을성,의지 등을 창의 성향으로 제시하

다.Davis와 Rimm 그리고 Siegle(2010)은 창의 인 사람들을 설

명하는 성격 특징들에 한 연구들(Barron,1969; Costa,2003;

Csikszentmihalyi& Wolfe,2000;MacKinnon,1962;Simonton,1988,

Williams&Sieser,2003;Tardif&Sterberg,1988)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

이 12가지 특성으로 분류하 다.창의 인 사람들의 정 인 성격특

성은 자신의 창의성에 한 인식(awareofcreativeness), 험 감수

(risk-taking),독창성(origniality),동기(motivation),호기심(curiosity),유머

감각(senseofhumor),복잡함에 한 끌림(attractedtocomplexity), 술

성(artistic),개방성(open-mindedness),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함(needs

ofalonetime),직 성(intuition), 민함(intelligent)이다.종합해보면

창의 인 사람들의 정의 특징은 호기심,개방성,독창성과 같은 공통

인 요인들이 포함되어있다.

반면 개인의 창의성과 부정 인 계에 있는 심리 인 특성에

한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는데 표 인 것이 바로 인지 종결욕구

(Kruglanski,1989)이다.앞서 창의 인 사람들의 성격 인 특성으로

개방성,모험심과 같은 발산 인 성향이 많이 언 되고 있고 특히 모

호함에 한 참을성과 같이 종결에 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창

의 성격으로 제시되고 있다.이는 어떠한 해답을 내리고자 하는 욕

구인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창의 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러 연구들에서도 종결욕구가 창의성을 해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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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지 종결욕구

1)인지 종결욕구의 정의 특징

최근 들어 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인지 과정에 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동기 요인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 고 이 과정

에서 Kruglanski(1989)는 인지 종결욕구(need for cognitive

closure)라는 개념을 제안하 다.종결욕구란 어떤 질문 혹은 문제

에 해 모호함을 피하고 어떠한 답이든 확실한 하나의 답을 도출

하고자 하는 욕구이다(Kruglanski,1989).종결욕구와 비슷한 맥락

에서 ‘구조에 한 욕구(needforstructure)’가 있다.구조에 한 욕

구는 문제에 해서 혼란,애매모함 보다는 명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이다(Freund& Kruglanski,1983).이러한 구조

욕구는 종결욕구와 동일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재 까지 연구에서

혼용되고 있다.종결욕구는 안을 찾고,평가하며,가능한 결과를 도

출해야하는 문제 해결 상황과 연 된 인지 과정에 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Kruglanski,1989;Kruglanski& Webster,1996;

Richter& Kruglanski,1998).종결욕구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제공

되었을 때 이에 한 지식을 계속 으로 얻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지

식 획들을 회피하려고 하는지와 같은 행동을 결정한다.종결욕구를

결정하는 다섯 가지 하 차원은 먼 구조에 한 선호(preference

for order)로, 측 선호성(preference for predictability),결단성

(decisiveness),모호함에 한 불편감(discomfortforambiguity),폐쇄

성(closed-mindedness)으로 구분(Kruglanski,& Webster,1996)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결욕구의 수 에 따라 양극을 지닌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Kruglanski,1989).



- 13 -

종결욕구가 낮은 사람,다시 말해 종결에 해 항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한 개인은 모호함에 해 비교 덜 민감하여 새로운 정보

에 해 개방 인 태도를 보인다. 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탐색 가능한 가설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한 상황

이나 문제에 한 정보탐색을 활발하게 하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을

지연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Webster& Kruglanski,1994).이와

반 로 종결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정확한 순서나 구조를 선호하며,

비구조 인 혼돈이나 무질서함을 싫어한다. 한 어떠한 문제에

해 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결단력이 있으며 새로운

정보에 해 폐쇄 인 것이 특징이다(Neuberg,Judice,& West,

1997).따라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처했을 때 일시 결손이라 할지

라도 불확실성을 여 것이라고 기 하면,정보탐색활동을 단

하고 그 것을 답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의 차별 성향을 제

시하는 연구에 따르면 (Kruglanski,1989;Kruglanski&Webster,1996;

Kruglanski,&Richter,1998;Chirumboloetal.,2004),인지 종결욕구

가 높은 사람은 두 가지 특징 인 성향을 보인다.하나는 긴 성향

(urgencytendency)로 어떤 것에 한 종결을 신속하게 붙잡아 ‘포

착’(seize)하려는 경향성으로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구조 혹

은 고정 념에 의해 단하거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음에도 먼

하게 되는 정보에 따라 의사 결정을 빠르게 내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속성향(permanencetendency)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착(freeze)'성향이라고도 표 된다.개인은 다양한 지식

이나 정보를 추구하고자 하는 동시에 기존 지식에 근거하여 인지

종결상태에 머물고 싶어 하는 성향을 보인다. 한 인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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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욕구가 높을수록 안 성과 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선호하

며,변화보다는 상을 유지하는 것에 요하게 생각하고 이를 지

키고자 한다.반면에 인지 종결욕구가 낮을 경우 새로운 경험이

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좋아하며 독립 으로 사고하고 행동

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Calogero,Bardi& Sutton,2009).

개인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 종결욕구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장․ 단 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한 가치 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종결욕구가 높은 경우,사람들이 직 이며 신속

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빨리지는 장 이

있으나 다양한 가능성에 해 심도 있는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므

로 시행착오나 수행에 있어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단 이

있다.인지 종결의 욕구가 낮은 경우에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최

한 많은 자료를 검토하기를 원하며 즉각 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

보다 결정에 있어 정확성과 신 함을 선호한다.그러나 자료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까지는 의사를 결정하여 표 하는

것을 지연하는 경향이 있어 요한 결정시기를 놓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박순진,이지연,이성원,2009). 한 개인이 어떤 상에 한

정보의 모호함이 증가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인지 종결욕구가 높

아지게 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한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 하는 민감성(suceptibility)을 증가시켜 주며(Kardes,Fennis,Hirt,

Tormala,&Bulington2007), 학생들의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문제 상황 인식과 커뮤니 이션 행동 연구(신경아,2014)에서도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을수록 문제인식,정보선별,정보 공유의도가 높

았으며 커뮤니 이션 행동도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종결욕구는 외부 환경 인 요인, 를 들어 시간 압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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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피로도와 같은 상황 인 요소에 의해서 활성화 정도가 결정되

기도 하는데 만성 으로 종결욕구에 개인 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 이다(Neuberg,Judice,&West,1997).

2)인지 종결욕구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가)시간압박

사람들은 상황 요인과 안정 인 성격 특질에 의해 인지 종

결욕구 혹은 종결회피욕구를 가지게 된다. 한 종결욕구는 상황에

따라 강화 혹은 약화될 수 있으며,개인의 기질 차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Kruglanskietal,1993;최지은,이두희,주경

희,2012,재인용).따라서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인지 종결욕구를

유발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상황 요인을 알아내고자 하

다.시간 인 압력이 높은 상황에 개인이 처했을 경우 인지 종료

욕구는 높아지게 된다(Kruglanski,& Freund,1983).종결욕구를 시

간 압박을 제공함으로써 자극시켰을 경우 개인의 인상 형성에 있

어 두 효과(primacyeffect)의 향력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시간

압박에 의해 인지 종결욕구가 증가하며 먼 제공된 정보를 바탕

으로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경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피험자들

한 집단에게 시간압박을 통해 기 종결을 하는 것의 이익을 강

조하여 종결욕구를 강화시키고 다른 피험자 집단에 성 한 종결에

한 비용을 언 하여 정확성을 강조하여 종결욕구를 약화시킨 결

과,시간압박을 통해 종결욕구가 높아진 집단에서 두 효과와 정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확성과는 부 상 을 보 다.

한 높아진 종결욕구는 의사 결정과정에서 기에 평가하고 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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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바 지 않고 그 로 고정되는 ‘정박 효과(anchor)’가 발생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시간압박을 통해 피험자의 종결욕구를 높인

상태에서 출발 을 제공한 후 어떠한 사건에 한 가능성을 평가하

도록 한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단을 제공된 출발 에 근거하여

단하고 최종 단 한 기에 정한 지 (anchor)에 따라 이루어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따라서 시간압박은 종결욕구를 조작하는

요인으로 두효과와 정박 효과가 발생하는데 향을 미친다.외향

성 혹은 내향성 정도에 의한 개인의 인식차이를 알아보기를 한

연구에서도 시간 압박이 개인의 종결욕구를 조작하는 요하는 상

황 조작요인으로 투입되었으며,유의한 차이를 내는데 일조하 음

을 확인하 다(Heaton& Kruglanski,1991).

Kruglanski(1989)는 개인의 인식론 신념을 설명하며,시간 압

력(시간 압박)이 개인이 정보를 처리하고 단하며,의사를 결정하

는 과정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 으며,종결욕구에 향

을 주는 환경 요인을 밝힌 표 인 연구(Kruglanski& Webster,

1991)에 따르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기한이 다가오거나 주변에 소

음이 있는 상황을 피험자에게 제공하 을 때,종결에 한 욕구가

증가되어 의사결정 시 집단 구성원 군가가 의견 일치를 방해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의견 합치를 해 노력하는 구성원에

해 정 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한 연구에서

는 집단 내 커뮤니 이션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향성의

개인 간 차이를 밝히기 해 시간 압박이라는 상황 조작을 통해

개인의 선천 인 종결욕구를 자극시켰으며 유의미한 결과를 보고하

다(DeGrada,Kruglanski,Mannetti,& Pierro,1999). 한 구매

제품을 결정하는 소비상황에서도 시간압박은 종결욕구를 높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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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에 향을 미치는 상황 인 요인이 된다(김 정 2006).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종결욕구가 선천 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기질

이기는 하나 상황 요인에 따라 종결욕구를 조 될 수 있으며 그

에서도 시간압박이 결정 인 상황 요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과제에 한 흥미

과제에 한 흥미는 종결욕구에 향을 주는 상황 요인이다.종

결욕구는 주어진 과제가 개인 내 으로 매력 이지 않거나 재미없는

것처럼 보일 때 강화된다.이때 종결은 즐겁지 않은 활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수단을 제공해 다(Webster,1993).앞서 언 된

바와 같이 종결욕구를 개인이 지각하는 이익 혹은 비용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흥미가 떨어지는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개인 으로

비용이 드는 일이 되며 따라서 이를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종결욕

구가 높아지는 것이다.Webster(1993)는 내 인 과제 흥미는 주

이익으로 해석되어 종결 회피 욕구를 유발하고 과제에 한 걱정을

지연시킨다고 주장한다.실제로 상황 으로 종결욕구가 증가되도록

한 경우에 개인의 기질로써 종결욕구를 측정한 후 보이는 수행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Webster,1993).종결욕구의 조작은 피험자

에게 제공되는 과제 흥미도 다.재미없는 과제, 립과제,재미있는

과제가 집단별로 각각 제공 되었을 때 재미없는 과제에서 종결욕구

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수행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이

는 과제의 흥미라는 상황 인 요소가 동기화 요소와 유기 인 계

에 있으며 종결 욕구에 향을 다는 것을 보여 다.따라서 흥미는

종결욕구의 요한 상황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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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창의 문제해결

를 살아가는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직면한다.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 사회에 응해나

갈 수 있는 창의 인 문제해결력은 창의성과 함께 강조되고 있다.

창의 인 사고과정은 문제해결의 한 형태로 개념화 될 수 있는데

Csikszentmihali와 Getzels(1988)은 문제해결을 미래에 창의성이 평

가될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창의 활동의 생산 인 측면이

라고 주장하 다.다시 말해 창의성이 발 되어 하나의 산출물로 만

들어내는 과정에 있어 문제해결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따

라서 창의 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창의 사람(creativeperson)이

실제 창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 인 차이를 보일 것이

냐에 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창의성과 창의 문제해결

최근의 창의성의 개념이 조 확장되어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창

의성을 활용하는 능력,다시 말해 창의 문제해결에 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창의 문제해결이란 새로우면서 문제 상황

에 합한 해결책을 도출해내는 것이다.‘창의 문제해결 유형

(CPSP:TheCreativeProblem SolvingProfile)'이론에서는 문제해

결을 지식의 습득 활용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역동 인 계 속

에서 작용하는 과정을 창의 문제해결이라 정의하 다(Basduret

al.,1990).여러 연구들에서는 문제해결과 창의성 간에 한 계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창의 과정(creativeprocess)에 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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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을 가지고 있는 표 학자인 Wallas(1926)는 창의 수

행과정을 ’비-부화-조명-검증‘총 4단계로 제시하 다.여기서

단계는 개인이 문제를 창의 으로 풀어가기 해 거치게 되는 일련

의 과정을 의미한다.각각의 단계에서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나가

기 해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창의성과

하게 연결되어있다.특히 ’부화‘단계는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아이디어를 생성 해내는데 가장 결정 단계로써 그 역할을 한

다. 한 Weisberg(1986)은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양상들

이 창의 과정과 유사함을 주장하 다.문제해결을 한 과정에서

창의 인 요소들이 발 되고 있다는 것이다.Sternberg(2000)는 높은

수 의 창의성은 문제를 재 정의하거나,방해물을 극복하는 등의 지

각 인 의사결정(consciousdecisions)으로부터 발 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한 창의 문제해결은 일반 문제해결과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Lubart(1994)는 일반 인 문제해결과 창의 인 문제해결 간의 차이

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 다.첫째,일반 문제해결과 창의

문제해결 간에는 질 인 차이가 존재한다.일반 문제해결과 창의

문제해결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에 이르는 기본 과정 혹은 단계는

같다고 볼 수 있으나 창의 문제해결은 각 단계를 일반 문제해결

보다 더 효율 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둘째,집 력과 활동정도의

차이이다.앞서 언 하 듯이,창의 인 문제해결과 일반 문제해결

은 기본 단계를 공유하고 있다.그러나 각각의 단계를 거치고 그

에 맞는 략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집 력과 활동의 양도에 차이

가 있는 것이다.셋째,문제를 해결하기 한 순차 단계가 있다.넷

째,일반 인 문제해결과 창의 인 문제해결 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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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산 사고가 창의 문제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로서 역할

을 한다는 것이다.

나.창의 문제해결의 구성요소

기존의 정보 는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일반 인 문

제해결과 다르게 창의 문제해결은 새롭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이를 해 창의 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이 필요하

다.창의 문제해결은 창의성이 발 되는 여러 상황 하나이며,

문제해결에서도 창의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형태이다.따라서 창의

문제해결의 구성요소의 부분은 창의성 구성요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

으며 다음 [그림 1]과 같이 표 가능하다(조연순,성진숙,이혜주,2008).

그림에서에서 창의성과 련된 요소를 보면,크게 인지 요소(수렴

사고,확산 사고,지식)와 정의 요소(동기)로 구분할 수 있

으며 창의 문제해결 한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서로 상호작용

하여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창의 문제해결의 요소를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Sternberg와 Lubert(1991)는 창

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 능력,지식,사고유형,성격 동기,환경

요소 총 6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하는 계 속

에서 창의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주장하 다.Torrance(1992)는 인

지 측면에서 유창성,독창성,추상성,정교성,종결에 한 항성

으로 창의성을 설명하며 정의 측면에서 호기심,모험심,사고와

단에서의 독립성, 집 , 직 력 등을 언 하 다. 한

Urban(1995)은 인지 측면과 정의 측면에서 창의성을 설명하기

한 세 가지 주요 요인을 제시하 다.먼 ,인지 측면에서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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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창의성,창의 문제해결,문제해결 간의 계 (조연순 외,2008)

반 지식과 기능,특정 지식과 기능,확산 사고가 창의에 향을

주는 요인이며,집 력 과제 집착력,애매모호함에 한 참을성,내

동기는 정서 측면으로써 창의성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이러한

요인들은 독립 이기 보다 역동 이며 기능 인 체계를 통해 창의성발

에 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 다.김경자 김아 ,조석희 (1997)도

모형을 통해 창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를 크게 5가지 요소로 구분

하여 제시하 다.그들은 창의 문제해결은 일반 역의 지식과 기

능,특정 역의 지식과 기능,확산 사고,논리․비 사고,동기요소

사이의 역동 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창의 문제해결 구성요소에 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인

지 요소(일반 역의 지식과 기능,특정 역의 지식과 기능,확산

사고,수렴 사고)와 정의 요소(내 동기)로 구분하여 논의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일반 역의 지식과 기능기반

일반 지식과 기능기반은 주로 일상 인 일을 수행하거나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 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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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주는 지식과 기능을 의미한다(Woolfolk,1995).일반 역의

지식과 기술은 문제해결과정에 강조되고 있는 기술이다(Urban,

1995;김경자 외,1997).문제와 직 으로 련이 없더라도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일반 지식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유용한 기

능(사고 략,정보처리 략,문제해결 략,메타인지 략,기억

략 등)은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이 된다.

2)특정 역의 지식과 기능기반

특정 역의 지식과 기능기반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를 해결하

는 과정에서 직 으로 련된 역의 지식과 기능을 의미하며,창

의 문제해결의 요한 요소 하나이다(Anderson,1980;Lubart,

1994).Mumford외(1993)는 창의 사고력 신장을 해 체계화된

원리 심의 지식이 창의 사고에 미치는 향에 해 강조하며,지

식 체계의 요성을 주장하 다.특정 역의 지식은 문제가 속한 역

에서 해결에 직 계에 있는 개념,원리,기본 아이디어이며,이들

간의 계를 탐색하는데 활용되는 기능(기억 략,메타인지 략,문

제해결 략 등)을 포함한다.

3)확산 사고 (Divergentthinking)

확산 사고는 Hargreaves(1927)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후에

Guildford(1950)와 Hudson(1968)에 의해 수렴 사고와 구별되었다.확

산 사고는 창의성의 결정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다양한 그

리고 규격화되어있지 않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것에 여하는

사고의 한 종류이다(Antink-Meyer& Lederman,2015).확산 사

고는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가능한 다양한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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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생성해내는 것과 련이 있다.Guilford(1959)와 Torrance(1988)

는 창의성을 확산 사고와 같으며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을

주요 구성 요소로 제시하 다.특히 Guildford(1967)는 확산 사고

능력에 집 하여 창의성을 인지 으로 연구하고자 하 으며,수렴

사고가 하나의 정확한 정답을 도출해내는 것과 조 으로 확산 인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에서는 최 한 한 많은 다양한 정답들을 만

들어내는 것을 강조한다.따라서 확산 사고는 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어진 답을 앞서 언 된 유창성,융통성,독창성,정교성을

기 으로 평가한다.한 로,Christensen과 Guilford(1958)는 하나

의 특정한 자를 포함한 단어를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답해보는 검

사를 통해 언어 유창성을 측정하 고 이것이 창의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았다.확산 사고는 새롭고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이므로 이를 한 특성 략으로 호기

심,다양한 아이디어,갈등,모순,긴장,애매모호함에 한 개방성,

모험,상상,유머,결정 요소 찾지,건설 인 해결책 찾기 등이 필

요(이순복,2010)하며 인스토 ,형태합성법,속성열거법,시네틱

스 등이 확산 사고를 향상시키기 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4)수렴 사고 (Convergentthinking)

Guilford(1959)는 창의 인 사고능력에 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

한 많이 다양하게 창출해낼 수 있는 확산 인 측면을 결정 인

요소로 보았다.그는 수렴 사고를 이미 알려진 것을 유지하고,지

식으로 확정되어진 것을 학습하고,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능검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그

러나 창의 수행(창의 사고활동)에 수렴 사고가 포함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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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입장 한 존재한다.비 사고와 창의 사고는 별개의 것

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Nickerson,1987).창

의성이 비 사고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며,창의 사고

한 비 사고를 통해 더 발 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훌륭한 비 사고 안에는 창의 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창의 사고가 제 로 이루어지기 해서는 창의 수행과

정에서 산출된 결과에 해서 비 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수행

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김 정

(2005)은 비 사고를 고등사고에 속한다고 보고 의에서 보자면

‘비 -창의 사고’와 같다고 주장한다.비 사고를 해서는 타

인의 아이디어나 의견에 해 단지 비 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

에 해 제 로 평가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때때로 상상력을 발휘

하여 다른 안이나 의견,선택들이 나올 가능성에 해 생각해보아

야 한다.따라서 비 사고의 과정은 창의성이 발 되는 것이기도

하다. 한 그는 비 -창의 사고를 다음이 <표1>과 같이 범주화

하 다.표에 따르면,분석 사고,추론 사고,종합 사고, 안

사고는 비 사고와 논리 사고에 속한다.특히 안 사고

의 경우에는 창의 사고인 동시에 넓은 의미에서 수렴 사고에

포함된다. 한 상황을 추리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종합

사고 한 넓은 의미에서 창의 사고에 속한다.따라서 수렴

사고와 창의 사고는 일정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구분

될 수 없다.수렴 사고는 비 사고로 한 과제나 문제 발견

하기,가정과 편견 단하기,정보 이해하고 해석하기,정보해석의

정확성과 련성 단하기,아이디어 비교,연역 추론,결론 평가

와 같은 사고 과정을 포함한다(Fisher,1987).수렴 사고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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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창의 (critico－creative)사고

(느슨한 의미의 비 사고,느슨한 의미의 창의 사고)

←

수리성

방향

비 사고

→

술성

방향

기호

사고

분석

사고

추론

사고

종합

사고

안

사고

발산

사고

상징

사고

개념

분석

텍스트

분석

분석

추론:

연역

종합

추론:

귀납

귀추

논리

퍼즐

의사

결정

상황

추리

민감성

/발

상 환,

안

창안,

시야/시

계확장

시각/지

평 환

재정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논리 사고 창의 사고

의의 논리 사고(수렴 사고) 의의창의 사고

의의 논리 사고 의의 창의 사고

이미 수렴 사고를 활용할 수 있는 략을 습득하는 것이 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실제 문제해결상황에서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창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이를 해 교고 분석법,하이라

이 기법,역 인스토 ,평가행렬법,PMI등이 수렴 사고를

한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표 1>비 -창의 사고의 범주(김 정,2005)

5)동기 요소

창의 문제해결에서 동기 요소는 개인의 성격 는 정의 요

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황지 ,2010).창의 인 동시에 생산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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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특징 하나는 매우 높은 에 지와 동기수 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창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체 으로 열정 이고,

충동 이고,모험심이 있으며,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끈기 있게

고나가는 힘이 있으며 성취에 한 높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Davis,

1999). 한 창의성이 높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 속성으로 여

러 연구에서는 자기 조 요소로 내재 동기화와 자기효능을 제

시하 다(Amabile,1983;Garder,1993;Bandura,1997).개인의 동

기 요소는 창의 문제해결에 요한 역할을 한다.개인이 동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문제 해결을 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반지식과

기능 혹은 특정지식과 기능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떨어지게 되

며 이는 문제해결의 창의성을 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특히 문

제해결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동을 지속시켜나

가는데 동기가 필수 이다.실패에 한 두려움,거부에 한 두려

움은 창의 인 사고를 막는 정서 인 장애물(Davis,1999)로 인식되

고 있다.동기화가 충분히 된 상태에는 이러한 정서 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게 되며,문제해결을 해 노력하게 된

다.따라서 동기 요소는 창의 문제해결의 나머지 구성요소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이 된다(윤원희,2006).

다.창의 문제해결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의 창의성은 외부의 환경 요인과 한 계를 형성한다.

환경은 창의성과 련된 개인의 인지 요인 정의 요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창의성을 발 하는 과정에 물리 ,사회 조건들을 제공함

으로써 창의성 발달에 향을 다(김명숙,2001).연구를 통해 밝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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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인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시간압박

창의성에 향을 주는 환경요인에 한 많은 연구에서는 시간압

박과 창의성의 계에 한 것이다.창의 인 산출의 가능여부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간,즉 시간 압박이다.시간 압박은 다른

말로 시간 제약이라 하기도 하는데 시간 제약은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된 시간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로써 개인이

주 으로 느끼는 심리 구인이다(Likkanenetal.,2009).창의

산출물을 완성해내기 해서는 개인의 능력을 최 화하여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것도 요한 능력이다.특히 번뜩이

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나 감을 받았을 때 이를 반 하여 창의

인 활동으로 즉시 이어지는 것을 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의 시간을 자유롭게 조 하기를 원한다.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어있

는 환경이 조성된다면,창의 인 수행에 있어서 그 능력이 더 극

화 될 것이다 (Harringtonetal.,1999).따라서 창의 인 산출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시간이라는 환경요소는 요한 변인이 될 수

밖에 없으며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Woodman& Sawye,1993).

가)시간압박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시간압박이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두 가지 상반된 주

장들이 개된다.먼 ,시간압박이 창의성을 발 함에 있어서 제한

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다를 경우 수행의 차이가 실제로 나타는지 알아본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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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teretal.,2009)는 짧은 시간을 주어진 경우에 산출한 아이

디어의 양은 많았으나 독창성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mabile(1989)은 시간압박이 창의성에 정 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으나 시간압박을 오히려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정

도로 박하게 제공하거나,오히려 무 충분하게 주어지는 경우에

창의성을 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장하 다(문주

원,2001재인용).시간 압박의 정 효과에 한 연구들도 이루어

지고 있다.Famer,Hunter와 Belyavin(1984)는 연구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걸리는 평소 시간보다 덜 주어진 조건을 제공하면 피험자

의 각성 수 이 변화되어 수행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시간 압박이 수행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각성 수 을 유발한다는 것

을 반증하는 것이다. 한 NASA 과학자들을 상으로 5년동안 시

간 압박과 수행에서의 신,생산성,유용성 사이의 계를 연구한

한 연구(Andrew & Farris,1972)에 따르면 상당한 시간압박이 평균

이상의 수행과 연 된 것이 확인되었다.시간 압박의 정도가 특히

결정 인 역할을 하 는데 높은 실 을 보인 과학자들이 더 많은

시간 제약을 원하기도 하 으나 반 으로 과학자들이 원했던 것

보다 강하거나 낮을 때 보다는 당한 수 이 수행에 도움이 된 것

으로 나타났다.과제 유형에 따라서 시간압박이 미치는 향이 달라

질 수 있는데 Bryan과 Locke(1967)은 연구를 통해 과제에 따라서

시간 압박이 정 인 향을 미침을 주장하 다.그들은 실험에서

단순한 사칙연산 문제를 풀 때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것보다 시간

이 짧았을 때 수행시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하 으며 단순 과제에

해서는 오히려 시간을 여 압박하는 것이 수행을 진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Amabile(1998) 한 시간에 한 압력이 특정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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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진하는 매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

장하 다.이러한 연구들은 각성이론(Activationtheory)에 의해 설

명될 수 있다(Gardner& Cummings,1988;Malmo,1959;Scott,

1966).시간제약의 수 에 따라서 이를 인식한 개인에게 최 의 각

성상태를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한 수 의 시간 제

약을 받은 개인은 최 의 각성상태가 되며 이는 과제에 열정 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하며(Freedman& Edwards,1988),과제 수행과정

에서 아이디어의 탐색이나 에는 쓰이지 않았던 근법을 시도하

는 것과 같은 창의 인 과정을 보이기도 한다(Zhou & Shalley,

2003).그러나 무 충분하거나 혹은 무 은 시간 제공은 오히려

개인으로 하여 과제 참여 동기를 해하며,무력감을 유발하여 창

의성에 부정 인 향을 끼칠 수 있다(Wittetal.,2002).

이와 같이 시간 제약이 창의성을 제약하는 요소라는 입장에

해서는 일 이지 않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며,일부 연구

에서는 시간제약의 수 에 따라서 창의 수행에 정 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특히 한 수 에서 시간 제약을 제공

하는 경우 창의 과제 수행을 극 화 할 수 있다.이처럼 시간제약은

특정상황에서 창의성을 진 혹은 해하는 요인으로 역할을 하며 개인

특성과 한 계를 형성한다.따라서 시간 제약 상황이 창의성에 미

치는 향에 해서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어떠한 계를 형성

하고 있고 이것이 수행에 미치는 향에 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과제특성

창의성의 과제 특성은 창의 능력이 발휘되는 특정 역이 존재하

는지에 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한다.창의성의 역에 한 논의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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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세 가지 으로 나뉜다. 역 일반 인 은 창의성은 인간

이 가지고 있는 지능과 같은 단일한 능력으로 보는 이다.창의

성은 특정 역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역에서 두루

발휘될 수 있는 일반 인 능력으로 보고 있다.이러한 의 학자

들은 창의성의 여러 측면으로 하나로 종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일

반 인 이론이 있다고 믿으며 이것을 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Barron& Harrington,1981;Eisenberger& Cameron,1996;

Baer,1998).그러나 역 일반성에 기 하여 창의성을 바라보는 이

론들이 특정 역에서 실제 창의 수행을 측하는 것에서는 한계

를(Brown,1989)보이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Baer,1991;1994;Conti,

Coon,& Amabile,1995;Han,2000).따라서 창의성을 하나의 단일

인 역,단일 과제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역 특수성은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성은 역마다 다른

양상으로 발 될 수 있다고 보고 창의 수행을 해 필요한,혹은 요구

되는 창의 특성이 역마다 차이가 있다는 이다. 역특수성에

한 주장은 더 나아가 창의성이 한 역에 포함되는 과제들 사이에

서도 일 으로 나타자지 않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보다 좁은 인

과제특수성으로 심화되었다.Baer(1993)는 같은 역이라고 하더라도

과제에 따라서 창의성 간의 상 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연

구를 통해 확인하 다.이에 해 그는 과제를 수행할 때 기본 인 수

을 넘어서 좀 더 창의 수 의 수행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과제에

따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창의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

명한다.이러한 역 특수 인 은 창의성이란 역 일반 인 특

성을 가지고 있기 보다는 역별로 다른 특수한 창의 능력과 특

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역 특수성 더 나아가 과제 특수성이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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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본질이라고 본다(조연순 외,2008재인용).다시 말해,과

제에 따라 필요한 창의 능력 혹은 발 될 수 있는 창의성의 정도

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창의성의 역에 해 이분법 인 을 비 하고 통

합 인 에서 바라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창의성은

일반 역에서 발휘되는 특성뿐만 아니라 특정 역에서 보여 지

는 역 특수 인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창의 이

다’혹은 ‘창의성이 있다’라고 정의되기 해서는 ‘새로움’과 ‘ 성’

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역 일반 인 성격도 있고,

역이나 과제에 따라 이러한 두 요소의 요도에는 상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러한 은 역 특수 ,혹은 과제 특수 인

에 속한다(Lubart& Guignard,2004). 한 Baer와 Kaufman

(2005)은 창의성의 이 인 특성에 해 이야기하 다.창의 수

행을 해서는 거의 모든 역에서 필요한 련 기능과 특성들이

존재한다는 에서 역 일반 이며,이러한 요소들이 문 역

에서는 역 특수 인 성격이 나타나고 특히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서는 과제의 특수성에 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역 특수 이라

할 수 있다.이경화(2002)는 창의 인 결과물을 산출하기 해서 개

인의 창의 능력과 창의 성격이 개인의 환경을 기반으로 상호작

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제의 역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창의

성은 다양하고 주장한다.이는 개인의 창의 성격과 능력을 요구하

는 과제의 다양성을 고려해야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창의성은 하나의 단일 역으로 평가될 수 없는 일반

역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한다.이는 역 특수성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이 창의성을 제 로 발 할 수 있는 역 혹은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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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가 있을 수 있다. 한 통합 에서는 일반 역에서

발휘되는 창의성과 특수한 역에서 보여 지는 창의성이 둘 다 존

재한다고 보고 있다.이러한 두 가지 역에 한 논쟁은 개인에게

제공되는 창의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나타나는 창의성에는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창의성 검사에서 쓰이는 과제 혹은 역를 창

의성에 향을 주는 환경 인 요인으로 고려해야한다.

3.선행연구고찰

가.창의 과제수행과 창의 문제해결

창의성 련 많은 연구에서 창의 수행에 있어 확산 사고가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Guilford,1959;Torrance,

1988).그러나 이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그동안 창의

성 연구에서 창의성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주목받아온 확산 사고가

역 혹은 과제에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해서는 심이 었

다는 비 (Brown,1989)과 더불어 많은 연구들에서도 확산 사고와

창의 성취간의 계에서 낮은 정 상 이 보고되고 있다(Barron

&Harrington,1981;Rossman&Horn,1972;Torrence,1988).

Isaksen과 Treffinger(1985)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하여 창

의 문제해결에 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그들에 따르면 창의

문제해결은 크게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그 문제를 해결하기 한 아이디어를 산출하

는 단계,문제 해결을 한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거치

게 된다.이 과정에서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가 복합 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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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게 되고 창의 /생산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여기서 창의 /

생산 사고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내 동기,메타인지를

바탕으로 하며,창의 사고라 할 수 있는 확산 사고와 비 사

고인 수렴 사고를 도구로 활용하게 된다(Isaksen& Treffinger,

1987). 한 CPS모델을 제시하면서 아이디어를 최 한 많이 만들

어 내기 한 확산 사고 활동과 그것을 분석하고 재정의하고 선

택하는 수렴 사고 활동이 창의 문제해결을 해 필요함을 강조

하 다.한국교육개발원 (2001)은 창의 문제해결을 문제해결과정

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 이며 역동 으로 상호작용하여 문제

해결에 유용하며 독창 인 산출물 는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홍규,2015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뇌 연구에서도 창의성 발 에 있어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

의 통합작용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창의성과 뇌 사이의 계

를 규명하는 연구들은 창의성이 우뇌의 향을 받는다는 입장

(Sperry,1968;Martindaleetal,,1984)이 주된 흐름이었다.연구들

에 따르면,우뇌는 주로 상상력,새로운 것에 한 반응,직 ,시

공간 ,확산 정보처리기능과 련이 있으며 이것이 창의성을 발

하는데 가장 결정 인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Wheately,1977;

Harpaz,1990).뇌 사용 특성과 창의성 발 사이의 계를 밝히고

자 한 연구에서도 우뇌 특성과 창의성 간의 계를 주장하고 있

다(Harpaz,1990).패턴인식능력과 공간지향성은 우뇌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우뇌특성으로 Torrance의 창의성 검사를 실시했을 때,연

성 있게 나탄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해 다른 을 제

시하는 학자들도 있다.Garett(1976)은 우뇌가 창의성을 발 함에 있

어서 주요한 시작 을 제공해주나 창의성이 발 되기 해서는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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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뇌가 균형 으로 통합되어 작용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 창의

산출물을 만들어내기 해서는 한쪽 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좌․ 우뇌의 상호작용을 통한 창의 사고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

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있다(Hellige,1993;Garett,1976).이는

좌우뇌의 통합작용이 창의성 발 에 요하다고 연구들은 창의성에

있어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가 상호 련되어있다는 생각과 맞

닿아있다.Finke와 Ward,Smith(1992)는 창의 사고의 특징을 생성

(generation)과 탐구(exploration)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성-탐구(Geneplore)모형을 제시하 다. 이에 따르면 생성

(generation)은 확산 사고와 련이 있으며 이는 우뇌 성향을 보

여주며,탐구(exploration)은 수렴 사고와 련 있는 동시에 좌뇌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McManus,2002;Springer&

Deutsch,1993). 한 이 (2005)의 연구에서는 확산 사고와 통찰

사고가 모두 창의성에 여하는 것을 확인하 고,특히 확산 사고

는 우뇌특성에 의해 향을 받으며,수렴 사고는 좌뇌 특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확산시키는 과정에서는 우뇌의 역할이,다양한 아이디어나 해결방안

들이 하나로 수렴되는 단계에서는 좌뇌의 역할이 더 요하다는 것이

다.이는 창의성에 있어 우뇌 특성이 모두 다 설명 가능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의성 발 함에 있어 향을 미치는 사고

과정이 확산 사고 혹은 수렴 사고 에 어느 것이 더 비 이 큰지

에 해서는 엄격하게 나 수 없다.오히려 그 두 가지 사고에 해서

통합 인 에서 생각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김경자,김아 ,조석희 (1997)는 여러 가지 연구에서 정의된 창의

문제해결력에 한 정의를 분석하여 창의 문제해결력을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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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창의 문제해결이란 “일반 인 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동기

요인,특정 역의 지식과 기능 기반을 토 로 확산 사고와 비

사고가 역동으로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산출물 혹은 해결책을 만들

어낸 사고 과정”이다.이는 창의 사고를 확산 사고로 창의성

는 창의 문제해결이 일반 인 사고와 상반되는 특징이 아니라 최근

에는 일반 인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한 포함되고 있다는

주장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Sternberg& Lubart,1999).

따라서 확산 인 사고만이 창의성을 개념화하는 요한 요인이 아니라

일반 인 사고과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수렴 사고의 특징 한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문제해결과정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사고가

모두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Isaken과 Parnes(1985)는 창의성에 한 정의를 확장시켜 창의성

은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방법에 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확산

사고뿐만 아니라 논리 이고 합리 인 사고과정을 통해 최선의 해

결책을 도출해낼 수렴 사고가 동시에 향을 미치는 것이라 주장하

다.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창의성과 주의 사이의 련성을 밝힌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단일 인 주의 특성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분산 주의와 집 주의가 동시에 향을 미치는 정신 인

작용이라고 주장한다(Vandervert,Schimpf,& Liu,2007;Vartanian,

2009;Vartanianetal,2007).따라서 창의 사고의 특징에 해 단

일 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DeBono(1967) 한 ‘수

평 사고의 활용’이라는 책에서 창의 문제해결을 해서는 수직

사고와 수평 사고가 동시에 작용해야할 필요성에 해 언 하

다.그동안 강조되어오던 상상 사고(수평 사고)뿐만 아니라

논리 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수직 사고) 한 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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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주장하 다.창의 문제해결력을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해

결하기 해 기존 지식이나 새로운 자료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확산과 수렴,가설 검증 등과 같은 창의

사고과정을 거쳐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일련의 교차원 사

고과정(박상훈,2007재인용)이라 할 수 있다.조연순,성진숙,채제

숙,구성혜 (2000)도 과학과 창의 문제해결력 증진을 한 교육과

정 창의 문제해결력 과제 개발 연구에서 창의 사고기능을

확산 사고뿐만 아니라 비 인 사고 한 함께 작용해야한다고

보고 과학과 교육과정과 문제해결 과제 각각의 단계에 확산 사고

와 비 사고의 요소들이 작용하도록 구성하 으며 실제로 효과

를 검증한 결과 확산 사고와 비 사고를 모두 함양하도록 설

계된 교육과정에서 창의 문제해결에 유의미한 증가를 보 다.

나.개인 특성과 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간의 계

창의 문제해결력에 향을 미치는 개인의 정의 특성에 한

연구에 따르면, 등학교 고학년의 창의 문제해결력에 향을 미

치는 창의 인 성향으로 내재 동기,창의 문제해결력 성향,도

과제 선호 성향이 이것들이 창의 문제해결력에 직 인

향 계에 있음을 주장한다.특히 내재 인 동기가 높고 다른 사람

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창의 문제해결력이 높았다(조석희,한석실,안도희,

2005). 한 고유미,여상인 (2011)에 따르면 재학생의 창의 성

향과 창의 사고력이 일반학생보다 높고 과학탐구능력이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한 창의 성향이 재학생들은 문제발견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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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으로 유의한 상 이 있었으며 일반 학생 한 창의 성향,창

의 사고력이 문제 발견력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 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창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문제 발견력에 정 인 향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창의성에 한 기 연구에서는 일반 인 사고와 구별되는 차이

에 주목하여 넓은 의미로서 창의성을 정의할 때,창의성을 구성하

는 요소로서 확산 사고가 요함을 강조하 다(김 정,2002;

Guilford,1956).창의성을 평가하는 표 인 창의성 측정도구인

TTCT에서도 유창성,독창성,정교성,유용성,유연성 등 이 창의성

을 단하는 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1984년에 평가기 을 개

정하면서 성 한 종결에 한 항(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이 새롭게 추가되었다(Torrence,1984).성 한 종결에 한

항은 독창 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기 한 정신 인 약진이 가

능하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개방 인 태도로 마음을 열고 있으며,

성 하게 반응을 폐쇄하거나 종결시키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능

력을 말한다.창의 성향이 낮은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성 하게 종결시켜 결론을 내려는 경향을

보인다.이처럼 종결욕구는 창의성을 해하는 개인의 성격 ,심리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재들과 일반아동,ADHD아동의 창의성을

비교한 이 주의 연구(2009)에서 일반 아동과 비교되는 재들의 창

의 특성으로 성 한 종결에의 항에서 높은 수를 제시하 다.

이는 인지 종결욕구에 해서 항력이 낮은 것,다시 말해 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경우가 창의성을 방해하는 정의 요인임을 시사한

다. 한,인지 종결욕구와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구조에 한 욕구

(PNS:PersonalNeedforStructure)는 창의 인 수행과 정 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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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McCrae,1987)된 경험에 한 개방성과 부정 인 상 을

보인다(Neuberg& Newsom,1993).종결욕구가 증가하게 되면 개인

은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고자 하는 동기가 강해지게 되고 이는 인지

과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사고의 유연성 혹은 유동성을 확

보하거나,창의성을 발휘함에 있어 부정 인 역할을 한다(Chirumbolo

etal.,2004).특히 집단 내에서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단

의 구성원들의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다양한 의견을 내야하는 인스

토 (brainstorming)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 다 (Chirumbolo,

Mannetti,Pierro,Areni,&Kruglanski,2005).종결욕구가 창의성의

요한 요인인 유창성부분에서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다.

일반 으로 높은 수 의 인지 욕구(ahighneedforconginiton)

을 가진 개인은 사유(thinking)를 즐기는 반면,높은 수 의 인지

종결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즉각 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사유의 종료상태를 더 바라는 것(Vermeir,Vankenhove,Hndrickx,

2002)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인지 종결욕구가 높을수록 더 이

상 생각하려 하지 않고 종료시켜버리는 특성이 단 으로 지 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은 의사 결정을 마쳤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유(thinking)활동은 종결을

진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게 된다.인지 사고를 제한하는 요인

으로 제시되는 인지 종결욕구는 상황에 따라서 그 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특히 인지 종결욕구는 정보처리에서 강 을 나타

낼 수 있다.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습하거나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빠르게 인지 정보처리를

할 수 있다(Crownson,& Debacker,2006).이러한 장 은 창의성

발 에도 정 인 향을 수 있으며 특히 문제를 해결 해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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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주어진 정보를 탐색하고 처리하는 활동을 강조하는 창

의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시

간압박이 주어지고 창의 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정보처리의 신속함이 더욱 요구된다. 한 Cohen(1957)은 높

은 수 의 종결욕구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낮은 수 의 종결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주어진 정보에 해서 조직하고 정교화하

고 평가하는 것을 더 잘 하는 경향성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 다.창

의 문제해결에서 문제해결을 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평가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요한 역할을

한다.

종합하면,그동안 종결욕구가 창의성에 부정 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은 창의성 평가가 확산 사고 심의 인지 사고능력 측정에

을 둔 연구에서 많이 나타났다.그러나 종결욕구가 정보처리 과

정에서는 강 을 보인다는 을 고려할 때,창의 문제해결과정에

서 정 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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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연구 가설

본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과제수행에 미치는 향

이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특성과 시간

압박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측하 다.이와 련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1.시간압박 유무와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고/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시간압박 유무가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은 달라질 것이다.

가설2.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창의 과제수행에 미치는 향

에 시간압박과 과제특성,인지 종결욕구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1.시간압박 유무,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확산 과제와

수렴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3.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하 요인과 과제특성에 따라 시간압박과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

날 것이다.

3-1.결단성,폐쇄 사고는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

정 향을 미칠 것이다.

3-2.모호함에 한 불편함과 측가능 선호성은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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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 방법

1.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 상황에서 학습자의 종결욕구 수 과 과제

특성이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경기도에 소재한 4개 등학교 6학년 학생 9개 학 216명을 상으

로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 참여자로 설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창의성을 창의 문제해결력의 에서 확인하고자 한

다.창의 문제해결을 해서 필요한 창의 사고는 확산 사고뿐

만 아니라 수렴 사고까지 동시 요구하는 능력(Isaksen& Parnes,

1985)이다.따라서 창의 문제해결을 해서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에

한 한 해결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지 은 성숙이 제되어

야 한다.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만11-12세로서 발달단계 에

서 볼 때 구체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해당

한다. 한 유경훈,박춘성 (2013)의 고 학생의 창의성 발달 특성

연구에 따르면 등학교 시기보다 학교시기에 창의 사고능력이

차 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따라서 등학교 시기는 추상 ․ 논리 사고가 동시

에 가능하고 창의 사고력이 감소되지 않는 시기에 해당하며 수렴

사고가 강조되는 등학교 에 비해서 비교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

하므로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 한 쪽에 치우지지 않은 다양한 반응

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되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 42 -

하 차원 정의 측정항목

측가능

성에 한

선호

측

가능성이

높은 것을

선호하는

정도

나는 측할 수 없는 상황을 싫어한다.

나는 기치 않은 해동들을 할 만한 사람

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 친한 친구들의 행동을 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다.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

한 상황에 뛰어드는 것을 즐긴다.

결단성
단이나

단정을 빨

나는 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 고심하는

경향이 있다.(역)

2.연구 도구

가.검사도구

1)인지 종결욕구

인지 종결욕구는 Webster와 Kruglanski(1994)가 개발한 인지 종

결욕구척도(NeedforCognitiveClosureScale:NFCS)를 Houghton

과 Grewal(2000)이 단축한 것을 변지은,이수정,이채호,이훈구(1997)

가 번안한 한국형 척도를 참고하여 사용하고자 한다.NFCS는 ‘그 지

않다(1)’부터 ‘매우 그 다(6)’까지 Likert6척도로 총 2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하 요인은 질서와 구조에 한 선호,모호함에 한

불편함,결단성, 측 가능성,폐쇄 사고의 5개 하 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인지 종결의 욕구가 높은 사람으로 상정된다.

각각의 설문항목과 조작 정의는 다음 <표2>과 같다.

<표 2>인지 종결욕구의 측정항목과 각 하 차원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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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내리는

정도

나는 내 자신을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한다.

(역)

나는 요한 결정을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경향이 있다.(역)

나는 요한 결정을 빠르고 담하게 내

리는 경향이 있다.

모호함에

한

불편감

모호한 것

을 했을

때 불편감

을 느끼는

정도

나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면 불쾌하다.

나는 어떤 사람의 말의 의미나 의도가 불

명확할 때 불편함을 느낀다.

나는 내 인생의 어떠한 사건에 한 이유

에 해 이해할 수 없을 때 불편함을 느

낀다.

나는 요한 일들에 혼란을 느낄 때,매우

짜증이 난다.

폐쇄

사고

어떠한 결

정이나

단, 문제

해결에 사

고가 좁은

정도

나는 어떠한 것에 한 결정을 하고 난 후

에도, 다른 안들에 해 고심한다.

(역)

나는 심각한 갈등 상황에서 보통 양쪽 모

두가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역)

나는 어떠한 문제에 해 생각할 때,최

한 많은 다른 의견들을 고려한다.(역)

나는 항상 내가 직면한 문제들에 해서

가능한 많은 해결책을 떠올린다.(역)

(변지은,이수정,이채호,이훈구,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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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단계 산/ 렴 면

1. 문제 해하

-  하

- 료 탐색하

- 문제 조 하

산 = 렴

2. 아 디어 생 하 - 아 디어 견하 산 > 렴

3. 실행  한 

준비하

- 해결책 개 하

- 안 우
산 < 렴 

4. 접근  계 하
- 과정 고안하

- 과제 평가하  
산 = 렴 

나.창의 문제 해결 과제

본 연구에서는 과제특성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vs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 따라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에 미

치는 향에 해 확인하고자 하 다.이를 해 요구되는 사고(발산

혹은 수렴 )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과제가 필요하다.과제선정을

해 먼 Isaksen과 Treffinger(2000)의 CPSver6.1을 4가지 단계를 기

로 하 다.이들에 따르면 각각의 단계는 문제 이해하기,아이디어 생

성하기,실행을 한 비하기,계획세우기이다.이 모형에 해 서민규

(2012)는 각각의 요소에서 나타나는 사고의 특성을 발산/수렴 국면으

로 다음 <표 3>과 같이 나 고 각각의 비 이 다르게 나타남을 주장

하 다.

<표3>창의 문제해결단계에 따른 발산/수렴 사고국면(서민규,2012)

이에 따르면 창의 문제해결 단계에서 나타나는 발산 사고의

국면과 수렴 사고가 각 단계별로 조 더 강조되는 국면이 존재

한다.문제 이해하기와 근 방법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발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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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수렴 사고가 비등하게 요구되는 활동이나 아이디어 생성

하기 단계에서는 발산 사고의 역할이 수렴 사고의 역할보다

크다.이 단계에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실

행하기 해 비하는 단계에서는 발산 사고보다는 수렴 사고

의 역할이 요할 수 있다.창의 문제해결 단계는 각 단계별로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로 독립 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역동

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다만 단계별로 더 강조되는 사고의 특성

은 다르게 나타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창의 문제해결력

단계별로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특성이 강한 단계에 해당하

는 과제와 수렴 인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단계의 문제를 추출하여

재구성하 다.본 연구에서 재구성한 과제를 확산 사고를 좀 더 요

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로 명명하 으며

세부 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과학과 창의 문제해결과제

조연순(2001)에 의해 개발된 ‘미래의 집 설계하기’는 과학 문제

심학습의 과제이다.이 과제는 개방 이며 비구조 인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 과제를 통해 교과 지식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

결책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한다. 의 과제를 창의 문제해결 모형을

기반으로 박선 (2003)이 재구성한 과제를 사용하고자 한다.문항의

자세한 내용과 평가기 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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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번호 내용

문제 발견 단계

1.지구상에 있는 석탄,석유,천연가스들의 에

지 자원이 모두 없어지면,우리 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아이디어 생성

단계

2.여러분이 1번에 쓴 내용 ,우리 집에 가장 심

각한 향을 미치는 문제 을 한 가지만 쓰세요.

3.여러분이 2번에 쓴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획 수립 단계

4.여러분이 3번에 쓴 여러 가지 방법들 에

서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한 가지만 쓰세요.

5.여러분이 4번에 쓴 로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구체 인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보세요

문항 번호 내용

가설설정
1.두 사람의 자극에 한 반응시간이 다르게 나타나

는 이유들을 다양하게 찾아 가설을 진술하세요.

검증계획단계
2. 의 가설들 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계획해 보세요.

<표4>창의 문제해결 과제 문항내용(박선 ,2003)

이에 더해 조연순 외 (2000)가 등학교 학생을 상으로 개발한 과학

과 창의 문제해결 과제에서 학생들의 수 을 고려하고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 각각의 비 이 높은 과제들을 선정하여 재구성하 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5>창의 문제해결 과제 문항내용 (조연순 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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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창의 문제 해결 과제 평가

1)합의평정기법 (CAT:ConsensualAssessmentTechnique)

본 연구에서 피험자를 상으로 실시한 창의 과제에 한 평가는

Amabile(1982)의 합의평정기법(CAT:ConsensualAssessmentTechnique)

에 의거하여 등학교 교사 2명(담임교사 1명,과학 담교사1명)과 창의

성 이론 기본 수업을 수강한 교육심리 석사 과정생 1명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2회의 채 자 훈련을 거친 후에 본 실험이 채 이 이루어졌다.

채 자간 신뢰도는 .88로 높은 신뢰도를 보 다.

2)평가척도

창의 문제해결과제의 각 단계별 수행을 평가하기 한 척도로

Besemer(1998)의 CPSS(ThecreativeprojectsementicScale)하 요

인 독창성,유용성 논리성,정교성과 Torrance(1974)의 유창성을 설

정하 다.먼 문제발견 단계에서는 확산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유창성이 기 이 된다.아이디어 생

성 단계 한 문제해결 방안을 되도록 많이 도출해낼 수 있는 유창성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독창성,문제해결 방법의 합성을

평가하는 논리성이 채 기 이 된다.수렴 사고를 측정하는 계획 수

립단계에서는 해결방안에 해 논리 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논리

성과 정교성 같은 비 사고의 특성을 으로 평가한다(조연순,

2001).특히 정교성은 련된 다양한 정보로부터 결론을 구체화 시키

고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내는 능력으로 수렴 사고의 특성에 맞닿아

있다.구체 인 평가기 은 <표 6,7>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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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채 기

문제

발견

단계

유

창

성

다양한

문제

제안

문제상황을 보고 다양한 문제를 탐색하여 제시 하 다

(4개 이상)

문제를 탐색하여 제시하 으나 다양하지 못했다(3개)

문제를 탐색하여 제시하 으나 다양하지 못했다(1-2개)

문제 상황을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0개)

한

탐구

문제

선택

제시한 문제 에서 자신의 문제로 명확히 제시하 다

자신의 문제로 한 가지를 제시하 으나 명확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자신의 해결문제로 제시하지 못했다

아이

디어

생성

유

창

성

․

독

창

성

․

논

리

성

해결책

생각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다양하고 독창 이며 논리

인 해결방법을 제시하 다 (5개 이상)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면서 다양하고 독창 인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 (4개)하 으나 논리성이 부족하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 으나 다양(3개)하 으나 독창성

과논리성이떨어진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하 으나 다양하지 못하고 (2

개),독창성이 떨어진다.

문제해결방법을 제시하 으나 유창성이 떨어진다(1개)

문제 해결방법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0개)

계획

수립

단계

논

리

성

․

정

교

성

해결책

선택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선택하 고 이유도 논리 으로

설명하 다

좋은 해결방법을 선택하 으나 이유 설명이 불충분하 다.

좋은해결방법을선택하 으나이유설명이불충분하 다.

좋은해결방법을선택하 으나이유설명이거의없었다.

해결방법을 선택하 으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

실행 논 실험 해결방법에 한 실행계획이 논리 이며 정교하다

<표 6>창의 문제해결과제 채 기 (과제1)



- 49 -

단계

리

성

․

정

교

성

계획

세우기

해결방법에 한 실행계획이 논리 이나 정교성/혹은

정교하나 논리 이지 않음 이 다소 떨어진다.

해결방법에 한 실행계획이 논리성과 정교성이 부족

하다

해결방법에 한 실행계획을 제시하 으나 논리성과

정교성이 매우 부족하다

해결방법에 한 실행계획을 제시하 으나 논리성과

정교성이없다

해결방법을 실행하기 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 다.

　 평가기

1.가설 설정을

제 로 할 수 있다

기

:유창성,독창성

　

　

　

1.과학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 다.

(내용지식)

2.논리 으로 추론하고 추측하 다.

(과정지식)

3.가설설정에 있어 독창 이고 다양함이

(유창성)보 다.

2.실행계획을 제 로

세울수있다.

기

:정교성(논리성),

유용성

　　

　

1.과학 지식을 충분히 고려하 다.

(내용지식)

2.논리 으로 추론하고 추측하 다.

(과정지식)

3.실행계획에 해서 구체 이고 정교하게

이야기하 다.(구체성,정교성,논리성)

<표 7>창의 문제해결과제 채 기 (과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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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차

1) 비 실험 (Pilotstudy)

본 연구 실시 ,인지 종결욕구수 과 시간압박이 창의 문제해

결에 미치는 향에 한 비 실험을 실시하 다. 등학교 6학년 51명

을 상으로 인지 종결욕구 설문과 앞서 선정된 과학과 창의 문제해

결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다.이 때 연구 참여자로 하여 이해하기 힘

든 문장이나 단어에 해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수정하

다.사 실험은 시간압박이 주어진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비 실험

분석결과,시간압박에 한 유의한 효과는 없었으나 이에 한 조군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문가 조언을 토 로 본 실험에서는 조군으로 시

간압박이 없는 조군 집단을 설정하여 본 실험을 진행하 다.

2)본 실험 차

실험은 각 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사 학생 보호자 동의 교

사 동의를 받은 후,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교사가 원하는 시간에 교실에 직

방문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지면을 이용하여 설

문과 과제수행이 모두 이루어졌다.학생들은 본인이 원래 생활하던 공간에

서 실험에 참여하도록 하여 최 한 심리 안정감이 확보된 상태에서 실험

을 실시하 다.실험은 총 40-45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구체 인 실험

차는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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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안내  사전 문 (10 )

↓

1차 과제 행 (15 ) 

↓

2차 과제 행(10 )

↓

사후 문 (5 )

↓

실험 종료 안내 

[그림 2]실험 차

가.실험 안내 사 설문

교사의 안내를 받아 연구 참여자들의 반에 방문하여 연구자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고 앞으로 실시하게 될 연구에 해 간단히 소개하 다.본

실험에 앞서 사 설문은 먼 사후 인지 종결욕구 수 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사 인지 종결욕구 수 을 측정하기 한 문항과 사

과학과 지식수행 정도를 확인하기 한 문제가 제공되었다.사 설문을

모두 마친 학생은 잠시 기하여 다 같이 다음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나.창의 문제해결력 과제 수행

과제 수행에서는 창의 문제해결력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창의 문

제해결 과정에 따라 고안된 창의 문제해결 과제는 1차와 2차과제로 나

어 제공되었다.먼 1차 과제는 확산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문제로

문제에 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것이 주를 이룬다.2차 과제는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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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로서 1차 과제에서 생성해낸 아이디어를 바탕으

로 답을 구해가는 문제이다.본 실험에서 제공된 과제는 확산 사고과

제와 수렴 사고는 문제의 주제는 동일하나 더 강조되어 요구되는 사고

의 유형에서 차이가 있다.

다.사후 설문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이 끝난 후,사후 설문이 이루어졌다.사후

설문은 두 가지 설문이 제공되었다.먼 인지 종결욕구 수 에 한

문항으로 사 인지 수 에 비해 어느 정도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기

해 제공되었으며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참여자가 느낀 과제에

한 흥미를 측정하기 한 문항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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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석방법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압박의 유무에 따라 분류된 2개의 집단 한 집

단에 무선으로 배치되었으며 실험을 통해 이들의 인지 종결욕구 수

과 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이 측정되었다.이때 수행은 확산 사고를

주로 요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제에서 각각 이루어

졌으며 분석 한 독립 으로 수행되었다.

본격 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연구 결과의 해석에 향을 미

칠 수 있는 변인을 고려하여 통제 변인으로 설정하 다.본 실험에서 제공

된 과제는 과학과 창의 문제해결력 과제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의 과학과

사 지식수 과 본 과제에 한 흥미도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 으며 이

들 변인의 집단 간 동질성을 사 에 확인하기 해 일원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인 사 인지 종결욕구 수 과 시간압박

유무에 따른 사 -사후 인지 종결욕구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사

인지 종결욕구 수 과 시간압박여부는 집단 간 변인으로,사 종결욕

구와 사후 종결욕구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반복측정 이원분

산분석(repeatedtwo-wayANOVA)을 실시하 다.연구문제 2의 분석을

해 인지 종결욕구 수 을 요인으로 설정하고,확산 사고를 요구하

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수행 평균의 합을 체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수로 구하여 종속변수로 설정한 후,일변량 분석

(univariateanalysis)을 실시하 다.마지막으로 연구 3에서는 시간 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과제특성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

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 수 은 집단 간 변인으로,확산 사고

과제와 수렴 사고과제를 집단 내 변인으로 설정하여 반복측정 이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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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분석(repeatedtwo-wayANOVA)을 실시하 다.

한 본 연구에서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규성

가정과 동일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격 인 분석을 실시하

기 에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과 Box의 동일성 검정,Mauchly's

test로 구형성 가정을 검정하여 본 연구의 데이터가 정규성과 동일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 다.본 연구의 모든 데이터 분석에는 SPSS

18.0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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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min max

사전지식 준 3.86 1.10 .00 5.00

과제 미 3.53 .82 1.00 5.00

N M SD min max

지적 종결  (사전) 216 2.19 5.31 3.81 .52

지적 종결  (사후) 215 2.08 6.50 3.74 .64

산적 사고과제 216 .00 .70 -2.01 1.42

렴적 사고과제 216 .00 .71 -1.22 2.37

창 적 문제해결 총점 216 .00 .127 -2.83 3.15

Ⅴ.연구결과

1.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 설문의 변인인 사 종결 욕구 수 과 사

과학과 지식수 ,사후 설문의 변인인 사후 인지 종결욕구와 과제흥미에

한 기술 통계치는 <표 8>과 같다.

<표 8>사 지식수 과 과제흥미에 한 기술통계치

기술통계를 확인 결과 사 과학과 지식수 과 과제 흥미 모두 평

균 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M사 지식수 =3.85,M과제

흥미=3.53).

<표 9>인지 종결욕구사 -사후,확산 /수렴 사고과제,총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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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과제
수행

수렴 과제
수행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합

확산 과제
수행 1

수렴 과제
수행 .62** 1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합

.89** .90** 1

한 인지 종결욕구 사 -사후는 평균 2.09-2.19이며,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과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은 수를 표 화하여 산출하 다.따라서 집단 체의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 평균은 0이다.

다음으로 종속 변인간의 상 을 확인해본 결과(<표 10>참고),모든 종

속변인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는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62의 보통

수 이상의 상 을 보 으며 두 과제 모두 체 수행의 합과 .9이상의

높은 상 을 보 다.

<표 10>종속변인들간의 상

**.p<.01

본격 인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료가 반복측정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검증하 다.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기 해서는 정규성,구형성,동일성 가정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를 해 종속변인에 때한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한 결

과,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인지 종결욕구 고집단의 수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러

나 첨도 계수가 7이하이고,왜도 계수의 값이 2를 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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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이 검증되지 않더라도 결과 값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

능성이 다는 연구(West,Finch,& Curran,1995)를 참고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집단 간 분산의 구조가 동일

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해 box의 동일성 검정을 수행하 다.그 결

과,집단 간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 수행의 집단 간 분산구조가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났다[Box'sM=11.009,F(6,319767.804)=1.807,p=0.093].

본 연구의 분석에서 공변인으로 포함되어야 할 개인 특성의 존재여

부를 확인하기 해 사 설문과 사후 설문을 통해 측정된 변인에 하

여 사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세 집단과 시간 압박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사 설문을 통해 측정된 과학과 사

지식수 ,사후 설문을 통해 측정된 과제 흥미에 해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한 결과,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 다(사

지식수 :t=-20.868,p<0.001,과제흥미:t=-21.819,p<0.001).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사 ,사후 설문을 통해 측정된 변인들을 공변인으로 활

용하여 본격 인 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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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압박

인지 종결욕구 수

집단 집단 고집단 합계

M SD M SD M SD M SD

무 3.78 1.16 3.57 1.75 3.29 1.37 3.58 1.51

유 5.62 1.73 4.50 1.86 4.44 2.10 4.75 1.92

합 계 4.68 1.73 4.13 1.86 3.89 1.87 4.23 1.84

2.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 여부가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본 분석에 앞서 집단별로 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의 평균하 다.사 종결욕구 수 은

체의 하 25%를 수 ,상 25%를 고수 ,나머지를 간 수

으로 구분하 다.비교 결과,시간 여부와 상 없이 인지 종결욕구

집단이 고 집단에 비해 창의 문제해결력의 총 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 다 시간압박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인지 종결욕구가 낮

은 집단에서 높은 집단으로 갈수록 평균이 차 감소(M 집단=3.78,M

고집단=3.29)하 으며,시간압박이 주어진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 다

(M 집단=5.62,M고집단=4.44).

<표11>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수 ,창의 문제해결수행의기술통계

다음으로 시간압박여부와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일변량 분석을 실시하

다.분석 결과 시간압박 여부과 인지 종결욕구의 주 효과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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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P Eta2

시간압박여부 76.23 1 76.23 25.52 .00 .11

인지

종결욕구
21.70 2 10.85 3.63 .03 .03

시간압박여부
x

인지
종결욕구

8.03 2 4.01 1.34 .26 .01

오차 627.08 210 2.99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분에타제곱 값은 .108로 시간압박여부가

체 창의 문제해결 수행 총 을 약 11% 설명하고 있으며,인지

종결욕구 수 의 부분 에타 제곱은 .033으로 체 창의 문제해결

수행의 총 을 3.3% 설명하 다.이는 사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력 수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 다.특히

사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낮은 집단인 경우 창의 문제해결력

의 수행(M=4.68,SD=1.73)을 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M=3.89,

SD=1.84)의 수행보다 높았다.그러나 시간압박여부와 인지 종결욕

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2> 시간압박,인지 종결욕구수 에 따른 창의 문제해결

수행 총 의 일변량 분석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총

의 차이에 한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서 이러한 차이(t(97)=2.169,

p<0.05)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 시간 압박여부에 따른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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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과제 수행 총 의 차이는 시간압박이 있을 때가 없을

때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214)=-4.890,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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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과제 수행 수렴 과제 수행

N인지

종결욕구
M SD M SD

시간

압박

무

고(상 25) -.33 .61 -.13 .49 29

-.15 .80 -.27 .59 47

(하 25) -.14 .57 -.33 .51 20

시간

압박

유

고(상 25) .05 .67 .10 .87 28

.09 .67 .09 .72 70

(하 25) .37 .68 .54 .74 22

3.시간압박,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과제 수행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과제,수렴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과제)에 미치는 향

먼 ,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과제특성에 따른 수행의 평균

을 확인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첫째,시간

압박이 없는 경우,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은 집단은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M=-.33,SD=.61)보다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

하는 과제(M=-.13,SD=.49)의 수행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인지 종결

욕구 수 이 낮은 집단의 경우는 확산 사고 과제(M=-.14,SD=.57)를

수렴 사고 과제(M=-.33,SD=.51)보다 더 잘 수행하 다.둘째,시간

압박이 있는 경우,인지 종결욕구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모두 확산

사고과제의 평균이 수렴 사고의 과제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표

13>참고).

<표 13>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과제특성에 따른 수행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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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종결욕구 수 이 시간압박여부와 과제특성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을 실시하 다(<표14>참고).분석 결과,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

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

한 과제에서의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과제 특성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수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을 보여 다.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의 상호작용 효과 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에는 인지

종결욕구 수 과 과제특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으나,시간

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 종결욕구와 과제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었다.과제 특성과 인지 종결욕구의 상호작용,과제특성과

시간압박여부,과제특성과 인지 종결욕구,시간압박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에타 제곱값은 시간압박이 0.107로 피험자

간 과제특성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약 11%정도 설명하며,인지 종

결욕구는 0.047로 약 5%의 설명량을 보 다.인지 종결욕구와 시간

압박의 상호작용 효과는 에타제곱 값이 0.034로 약 3%의 효과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사후 검증을 통해 시간압박 여부와 종결욕구가 과제특성에

따른 수행에 미치는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그 결과

시간압박이 제공되지 않을 때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수행에

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사이에 수행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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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SS df MS F eta2

피험자 간

인지 종결욕구 6.68 2 3.34 5.18** 0.05

시간압박여부 15.42 1 15.41 23.91** 0.10

인지 종결욕구

x시간압박여부
4.74 2 2.37 3.67** 0.03

오차 134.16 208 0.65 　 　

피험자 내

창의 문제 해결 과제 0.84 1 0.84 4.56** 0.02

창의 문제 해결 과제

x인지 종결욕구
0.60 2 0.30 1.63 0.02

창의 문제해결 과제

x시간압박여부
0.27 1 0.27 1.46 0.01

창의 문제해결 과제

x인지 종결욕구

x시간압박여부

0.61 2 0.30 1.64 0.02

오차 38.53 208 0.16 　 　

<표 14>인지 종결욕구,시간압박,과제특성이 창의 문제 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p<0.05

집단별로 살펴보면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 압

박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보다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와 수렴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 모두 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수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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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압

여

과제

특

종결  

저

종결  

고
t

95%신뢰

간

Cohen’s d
M SD M SD min max

산 .47 .47 .067 .75 2.39** .080 .719 .59

렴 .60 .54 .17 .84 2.21** .038 .804 .60

무

산 .05 .57 -.49 .65 3.16* .195 .872 .88

렴 -.16 .49 -.39 .46 1.79 -.03 .487 .048

으며 이러한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의 시간 압박 유무에 따른 인지 종결욕

구의 집단별 수행차이 보다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

시간 압박 유무에 따른 인지 종결욕구 집단별 수행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반면,인지 종결욕구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 압박이 있는

경우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와 수렴 사

고를 좀 더 요구하는 성격이 강한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 으나

시간압박 유무에 따른 수행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표15>참고).

<표 15>시간압박여부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과제별 수행 수 비교

*p<0.05,**p<0.01,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수행이 시간압박 유무와 제공된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해 로 일 도

표를 확인하 다.시간압박이 있는 경우 인지 종결욕구 수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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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없이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 더 높은 수행을 보 다.시간압박이 없는 경우에

는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은 수렴 사고 요구과제에서 수행

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3]참고).

[그림 3]시간압박,인지 종결욕구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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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의 하 요인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차이

창의 문제해결의 과제의 성격에 따른 인지 종결욕구의 차별

인 향을 세부 으로 확인하기 해 인지 종결욕구의 네 가지

하 요인별로 창의 문제해결과제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 다.먼 인지 종결욕구 하 요인별로 수 을 상 33%, ,하

33%로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 다.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한 기술 통계치는 <표 15>와 같다.기술 통계치 분석결과,폐쇄 사고

하 요인에서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에 폐쇄 사고가 낮은 집단일수록 확

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M=.06,SD=.55)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M=.00,SD=.52)가 낮았다.반면 폐쇄 사고가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M=-.64,SD=70)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M=-.46,SD=.50)이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시간압박이 있는 경우,폐쇄 사고가 낮은 집단에서 확산 사고

를 조 더 요구하는 과제(M=.23,SD=.67)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수행(M=.31,SD=.78)에서 수가 더 높았다.그러나 폐쇄 사고가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압박이 주어졌을 경우에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

제(M=.04,SD=.72)보다 수렴 사고의 평균(M=-.05,SD=.74)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하 다.둘째,모호함에 한 불편함 요인에서는 낮은 집단에서

시간압박의 유무와 계없이 확산 사고를 조 더 요구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더 높은 수를 얻은 것을 확인하 다.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압박이 없을 경우 오히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이 낮았으며 시간압박이 있는 경우는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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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과제

수행

수렴 과제

수행
N인지

종결욕구
하 요인

M SD M SD

폐쇄

사고

시간

압박

무

.06 .55 .00 .52 37

-.01 .63 -.31 .51 28

고 -.64 .70 -.46 .50 31

체 -.19 .70 -.24 .54 96

시간

압박

유

.23 .67 .31 .78 50

.15 .65 .27 .75 35

고 .04 .72 -.05 .74 35

체 .15 .68 .19 .77 120

과제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에 있어 수 차이가 없었

다.셋째,결단성에서는 시간압박이 없을 경우 수 에 상 없이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이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시간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결단성 수 과 계

없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모두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

보다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이 더 높았다.마지막으

로 측가능성에 한 선호요인은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수 에 상

없이 모두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

구하는 과제에서 수행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났다.시간압박이 있는 경

우에는 수 이 낮은 집단과 간 집단에서는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

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가 좀 더 높은 반면,

높은 집단에서는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이 확산 사

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평균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표 15>참고).

<표15>시간압박여부,인지 종결욕구하 요인별창의 과제수행의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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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함

에

한

불편감

시간

압박

무

-.24 .72 -.18 .54 45

-.15 .69 -.30 .56 28

고 -.11 .67 -.29 .55 23

체 -.19 .70 -.24 .54 96

시간

압박

유

.12 .73 .20 .69 41

.20 .70 .25 .90 39

고 .13 .62 .13 .73 40

체 .15 .68 .19 .77 120

결단성

시간

압박

무

-.27 .70 -.31 .55 33

-.21 .70 -.32 .49 32

고 -.07 .69 -.09 .58 31

체 -.19 .70 -.24 .54 96

시간

압박

유

.17 .72 .20 .78 48

.13 .67 .05 .69 37

고 .13 .66 .33 .84 35

체 .15 .68 .19 .77 120

측가

능성에

한

선호

시간

압박

무

-.11 .73 -.17 .56 42

-.03 .64 -.13 .51 25

고 -.43 .64 -.44 .52 29

체 -.19 .70 -.24 .54 96

시간

압박

유

.24 .66 .29 .80 31

.07 .68 .16 .81 49

고 .18 .70 .15 .71 40

체 .15 .68 .19 .77 120

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 하 요인별로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하여 과제를 특성에 따라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로 나 어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 다(<표 16>참고).분석결과,폐쇄 사고 요인

에서 시간압박과 창의 문제해결 과제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폐쇄 요인의 에타 제곱값은 0.031로 약 3%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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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SS df MS F eta2

창의 문제해결과제

시간압박

x폐쇄 사고

1.24 2.000 .62 3.36** .031

창의 문제해결과제

x시간압박

x 측가능성 선호

.17 2 .084 .44 .04

창의 문제해결과제

x시간압박

x모호함에 한

불편함

.21 2 .11 .55 .05

창의 문제해결과제

x시간압박

x결단성

.82 4 .17 .88 .01

명량을 보여 효과크기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나머지 세 가지 하 요

인(애매모호함에 한 불편감,결단성, 측가능성에 한 선호)은 시간

압박과 상호작용하여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이 유의

하지 않았다.

<표 16>하 요인과 시간압박이 창의 문제해결과제에 미치는 향

**p<0.05

폐쇄 사고가 낮은 집단은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시간압

박 유무에 따른 수행 차이가 유의하 다(t(85)=-2.24,p<0.05).효과 크기

값(Cohen'sd)은 0.49로 나타났다.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도 시

간압박이 있을 때 수행 수가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t(85)=-2.29,

p<0.05).폐쇄 사고 수 이 높은 집단에서는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시간압박이 있을 경우가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보다 수행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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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쇄

적 

사

고 

과제

특

시간압  

무

시간압  

t

95%신뢰

간

Cohen’s d

M SD M SD min max

저

산 2.05 .62 2.38 .72 -2.24** -.62 -.04 0.49

렴 1.54 .63 1.94 .97 -2.29** -.76 -.03 0.48

고

산 1.40 .75 2.12 .84 -3.64** -1.11 -.32 0.90

렴 1.06 .66 1.41 .89 -1.81 -.74 .04 0.44

의하게 높은(t(64)=-3.65,p<0.05)반면,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

서는 시간압박의 여부에 따른 수행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표 17>참고).시간압박이 있는 경우가 시간압박이 없는 경우에

비해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수가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17> 시간압박과 폐쇄 사고 요인 수 별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 차이에 한 독립표본 t검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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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1.요약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 가설을 검증하기 해 실시되

었다.첫째,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의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효과를 확인해보고자 하

다.둘째,창의 문제해결과를 확산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제

와 수렴 사고를 주로 요구하는 과제로 나 고 시간압박 여부와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이 과제특성과 상호작용했을 때 수행

의 차이가 어떻게 양상을 보이는지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마지막

으로 인지 종결욕구 수 하 요인별로 창의 과제 수행에 미

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하 다.이를 통해 창의 문제해결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가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달

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 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 창의 문제해결

력 과제 수행에 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 수 의 주효과가

확인되었으나 시간압박 여부와 인지 종결욕구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여기서 창의 문제해결력 과제는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를 종합

으로 살펴본 수행결과를 의미한다.특히 인지 종결욕구 집단

이 고 집단에 비해 높은 수행을 보 으며,시간압박이 주어진 경우

의 수행이 시간압박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 보다 수가 높았다.그

러나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이 상호작용하여 창의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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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총 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둘째,인지

종결욕구,시간압박여부가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같이 과제특성별로 세분화하

여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그 결과 인지

종결욕구 수 과 시간압박여부의 주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

인되었고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간압박과 인지 종결욕구,과제특성간의

상호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마지막으로 인지 종결욕구의 네 가지

하 요인별로 시간압박 상황에서 창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향에

해 분석한 결과,네 가지 하 요인 에서 폐쇄 사고 요인에서

시간압박과 창의 문제해결의 과제특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지 종결욕구의 세 가지 하 요인(폐쇄 사

고,모호함에 한 불편감, 측가능성에 한 선호)에서는 수 이

낮은 집단과 간집단은 시간압박이 주어졌을 경우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보다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

제의 수행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으나 높은 집단의 경우에는

과제별 수행의 차이가 같거나 오히려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의 수행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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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논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압박 유무와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확

산 과제와 수렴 과제 수행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과 달리

인지 종결욕구 수 과 시간압박 여부가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은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시간압박과 인지 종

결욕구 수 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시간압박의 제공

여부와 상 없이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창의 문제해결 수

행 총 차이는 비슷한 양상을 보 다.시간압박을 제공한 경우와 제

공하지 않은 경우 모두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

보다 창의 문제해결의 수행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지 종결욕구의 수 이 시간압박의 여부에 따라서 창의 문제

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가설을 기

각하는 결과이며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을수록 창의 과제수행

이 떨어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Thompsonetal.,2001)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적 종결 가 비 적 안정적  개 적 역

(Kruglanski& Webster,1996)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시간압박보다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더 결정 인 요인

으로 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다만 시간압박이 제공되는 경

우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창의 문제해결

과제에서 더 높은 수행을 보 으며 이는 시간압박이 가해지는 상황

에서 인지 종결욕구가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창의성을 제한하는 요인

이 될 수 있다(Diehl& Stroebe,1987;Chirumboloetal.,2005)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다만 시간압박과 인지 종결욕구 수 의 상

호작용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시간압박이 없는 경우 인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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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수 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의 수행 수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나 시간압박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른

수행 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따라서 시간압박이 인지 종결

욕구가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에 결정 인 요인이라 단정 지을

수 없다.

인지 종결욕구의 수 과 과제특성,시간압박에 따른 창의 문

제해결 과제수행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다만 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으며 인지

종결욕구와 시간압박 여부도 주효과가 확인되었다.특히 개인의 인

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과제특성별로 나타나는 수행에는 차별

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시간압박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

지 조건에서는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확산 사

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

모두 수행이 높았다.이는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을수록 다양

한 아이디어를 내는 과제에서 낮은 수행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

결과(Thompsonetal,2001;Rietzsheletal.,2007)와 일치하는 결과

인 동시에 수렴 사고에서도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더 높은

수행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 다. 

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과제별로 모

두 수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각 집단 내에서 과제별로 나타나는 수행의 경향성은 차별 인 특성

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집단의 경우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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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더 높았으며,인지 종결욕구가 낮은 집단의 경우에는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보다

더 잘하는 경향성을 보 다.이는 개인이 발휘하는 창의성이 한

역에 포함되는 과제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이화선,

2005)을 지지하는 결과이다.개인의 성격 특성이 창의성을 발휘하

는 과정에 미치는 향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과제의 특성에 따

라 차별 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다.뿐만 아니라 체 으로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

제의 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이는 연구 참여자인 등학생이

등학교에 비해 수업에서 확산 사고 활동이 비교 더 많이 이

루어지고 수렴 사고를 덜 강조하는 환경의 향을 받았을 가능성

(우경훈,박춘성,2013;이혜원,2012)을 뒷받침한다.

본 연구에는 인지 종결욕구의 하 요인별로 시간압박과 과제

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그 결과 ‘폐쇄

사고’요인에서만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압

폐쇄 사고요인이 높은 집단에서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은 시간압박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제외하고 폐쇄 사고 요인이 낮은 집단에서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폐

쇄 사고 요인이 높은 집단에서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모

두 시간압박이 있는 경우에 더 높은 수행을 보 다.이는 과제에

따라 시간압박이 과제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

구결과(Bryan& Locke,196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인지 종결욕

구의 네 가지 하 요인별로 창의 문제해결 수행의 반 인 경향

성을 살펴보면 하 요인들의 , ,고 수 별로 시간압박여부와



- 76 -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도 차별 인 양상을 보 다.결단성 요인을 제

외한 다른 세 요인에서는 낮은 수 의 집단과 간 수 의 집단에

서 시간압박이 주어졌을 경우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

에서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이 더 높았으며 이

는 시간압박이 없었을 경우의 수행보다 높았다.반면 높은 수 의

집단에서는 시간압박이 주어진 경우에 확산 사고를 좀 더 요구하

는 과제와 수렴 사고를 좀 더 요구하는 과제의 수행의 수는 같

거나 오히려 감소하 다.이는 반 으로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높을수록 시간압박을 느끼는 강도가 비교 덜하게 느껴졌을 가능

성을 시사하며,시간압박을 주어진 시간에 해서 개인이 주 으

로 느끼는 심리 인 구인(Likkanenetal.,2009)으로 설명하는 기존

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다시 말해 인지 종결욕구의 수 에 따라서

시간압박을 해석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창의

문제해결 과제수행에도 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인지 종결욕구의 수 이 낮

을수록 체 인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정 인 것을 확인하

다. 한 시간압박이 인지 종결욕구 수 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향을 미치는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과제특성에 따라서

는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이 차별 으로 나타나는 것을 부분 으로 확인하 으나 과제

특성과 시간압박,인지 종결욕구 수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압박과 과제특성이라는 환경 요인에 따라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이 존재하나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있어 더 결정 인 요인임을 일 으로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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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론 과 실제 에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먼 이론 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첫째,본 연

구는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특히 창의 문제해결에 미치는

향에 해 새로운 을 제시하고자 하 다.그동안의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를 창의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여 창의 인 산

출에 미치는 향에 주목하 다.이러한 제한 인 은 창의 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 개인에 한 폭넓은 이해를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한 인지 종결욕구는 창의 인 문

제해결 수행에 있어 유의미한 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을 설명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그 요성

이 더욱 강조되었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둘째,본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 문제해결 수행에 미치는 향에 있어 과제

특성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인의 에서 바라보았다.인지 종결

욕구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들은 단일 과제,특히 확

산 사고과제 심으로 이루어 졌다(Chirumboletal.,2004).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연구들은 인지 종결욕구가 창의성

에 향에 해서 세부 인 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한다.본 연구는

과제를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로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인지 종결욕구가 차별 으로 미칠

수 있는 향을 탐색하고자 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의 하 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창의 문

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이는 기존의 연구들

이 인지 종결욕구를 세분화하지 않고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밝

히고 있는 것에 비해 인지 종결욕구의 네 가지 하 요인별로 창

의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 으로써 창의성 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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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결정 인 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해보고자 하 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 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제 인

의의를 지닌다.첫째,창의 개인의 성격 인 특성에 한 이해의

폭을 넓 다.흔히 교사들이 학생들을 할 때 확산 인 특성을

가진 학생이 창의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

다.반면 논리 이고 결론을 빨리 내리고자 하는 학생들은 창의성이

낮은 학생이라는 편견을 가지기 쉽다.본 연구는 인지 종결욕구와

같은 수렴 인 성격 인 특성도 창의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생들이

하게 되는 과제에 따라서 수행에 있어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인지 종결욕구의 수 에 따라서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보다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의

수행 수가 더 높았던 본 연구 결과는 교사가 창의 인 수행을 정

의하는 방식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학생의 성격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과 동시에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와 같은 수렴 성격 특성이 학생의 창의성

증진을 해서 정 으로 역할하기 해 어떠한 환경 인 변인을

제공해주어야 하는가에 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에서 의의가 있

다.둘째,확장된 교사의 이해의 폭은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 증진을

해 제공해야 하는 여러 변인들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할

수 있다.특히 개인 인 특성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인 인 특성이

창의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 인 변인에 한 고려로 이

어질 수 있다.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차별 으로 양상이 나타났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과제가 내포하

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개인의 인지 종결욕구 수 이 미치는

향이 다를 수 있다는 을 교사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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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로 하여 학생의 창의성 증진을 해 제공해야 하는 과제의

특성에 해 다시 한 번 재고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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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구 제한 추후 연구 제안

본 연구의 제한 과 추후 연구에 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다양한 개인차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시간압박이 인지 종결욕구에 향을 주는 결정 인 환경 변인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압박의 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본 실험에서 제시되었던 시간압박의 정도가

연구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그 게 높은 강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특히 인지 종결욕구가 높은 고집단의 연구 참

여자들에게는 실험에서 제공된 시간압박을 그 게 큰 압박으로 다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 인지 종결욕구에서 감소되는 경향성이

나타났을 수 있다.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시간 압박의 유무에 따른

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간압박의 강도를 조 더

높이고,시간압박 인식 정도를 같이 측정하여 시간압박의 향에

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 연령에 한 고려도 필요하다. 등

학교 시기 연령 가 등학교 연령 에 비해 확산 인 사고를 하는

경향성이 더 많이 나타나고 ․고등학교시기에는 논리 ,수렴

사고를 더 많이 하는 경향성(하주 ,2000;유경훈,박춘성,2013)을

보인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등학교 시기의 학생들을 상

으로 과제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수행의 차이가 등학교 시기의 연

구 참여자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함으로써 연령별로

인지 종결욕구 수 이 창의 문제해결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마지막으로 성

차를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창의 인 인성이 6학

년 시기에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며,6학년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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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이 정교성이 더 높다는 연구(김혜성,한기순,2014)를 고려하

여 인지 종결욕구 수 이 과제특성에 따라 수행에 미치는 향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가 확산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와 수렴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 특성으로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본 연구에서 선정된 과제는 창의 문제해결 과정

(CPS)의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과제들을 심으로 재구성한

연구이기 때문에 창의 문제해결 과제 모형의 단계에 따라서 확산

사고에서 수렴 사고로 이어지는 큰 틀은 존재하나 각 과제별

로 확산 사고와 수렴 사고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산 사고를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 수렴 사고과제를

완 히 배제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수렴

사고를 더 요구하는 과제에서 확산 사고에 한 완벽한 제한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과제특성이 개인의 종결욕구와 상호작용하는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따라서 추

후 연구에서는 통합 인 창의 문제해결과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고 특성을 좀 더 반 하는 과제들을 추가하여 인지 종결욕구

와 과제특성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해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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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experts on the personality of creative individuals 

have described them as open-mind, curious, patient with 

ambiguity, sensitive etc(Davis,Rimm,& Siegle,2010).These

personalities indicate notconvergent traitbutdivergent one.

Especially,aconvergentpsychologicaltendencysuchasneedfor

cognitiveclosure(NFCC)isconsidered asa negativefactorof

creativity.A high levelofneed forcognitive closure has a

negativeeffectoncreativeperformancesuchasidea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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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ency(Chirumboloetal.,2004;Rietzcheletal,2007).However,itis

importantto takeaccountoffeatureswhich were used in these

researches.Theearlierstudiesmostlyappliedcreativeteststhathave

focusedon divergentthinking andthey involvemoreemphasison

divergentfeatureinitself.Thislimitedtasktraitmaycausetohinder

anextensiveunderstandingofcreativepersons'personality.Taskfeature

ispresentedasoneofthemainenvironmentalfactorstopromote

creativedevelopmentinmanystudies.Furthermore,creativeproblem

solvingcontainsbothconvergentthinkinganddivergentthinkingas

criticalskills.Increativeproblem solvingsituation,theroleofNFCC

maymanifestadiscriminativeaspectcomparingtheexistingperception

ofNFCC.Futhermoretimepressurewhichisalsoimportancefactor

which can affect both need for cognitive closure and creative

performancecanaffecttocreativeperformance.

This study examined thatmain effectofNFCC and time

pressure,andinteractiveeffectofneedforcognitiveclosureand

timepressureonataskperformanceofcreativeproblem solving.

In addition to,task performance was analyzed in two ways;

overallperformance notconsidering task feature and specific

performance such as convergentthinking task,and divergent

thinkingtask.

Theresultshow thattherewasmaineffectoftimepressure

and NFCC.The lowerlevelofgroup ofneed forcognitive

closureperformedbetteronoverallcreativeproblem solvingtask

thanthehighlevelgroupofNFCC.Insettingoftime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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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werlevelofNFCC gothigherscore than in situation

withouttimepressure.TherearealsomaineffectsofNFCCand

timepressureaswellasaninteractiveeffectofNFCCandtime

pressure.However,itdidn'tconfirm an interactive effectof

NFCC andtimepressureandtaskfeature.Thelowerlevelof

NFCCperformedbetterthatthehigherlevelofNFCCregardless

oftasktypes.Undertimepressure,thehigherlevelofNFCC

showed higherperformanceon convergenttask than divergent

one,andviceversa.Especially,withouttimepressure,thelower

levelofNFCC presented adecreased tendency on convergent

taskperformance. Atthelast,thisstudyexaminedtheeffectof

fourfactorsconsistingofNFCC andtimepressureoncreative

problem solving performane.Only onefactorofNFCC named

‘closed-mindedness’ showed an interactive effect with time

pressureandcreativeproblem solving performance.Therewas

significantdifferencebetweenundertimepressureandwithout

timepressureonperformance.Insettingoftimepressure,the

scoreofconvergentthinkingtaskincreasedincomparisonwith

one ofdivergentthinking task.However,this tendency only

revealed only in the lower level and middle level of

closed-mindedness.

This study suggests thatitis importantfor teacher to

considerNFCS asoneofpersonalfactorwhich can affectto

creativeproblem solving.Teachersneedstodesigneducational

setting forcreativedevelopmentconsidering students'level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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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CS.In asimilarvein,theeffectoftimepressurecan be

revealedindifferentwaybythelevelofNFCS.Timepressure

mayhaveapositiveeffectoncreativeperformanceinaccordance

withthelevelofNFCS.Therefore,thisstudyconfirmedthatitis

necessaryforteacherstoconsiderthateducationalfactorscanbe

worked separately in compliance with the levelofNFCS in

educationalfield.Moreover,thisstudy suggeststhatstudents'

creative performance and personality need to be carefully

deliberatedwithdividedfeaturesofeachtaskratherthanjusta

creativetaskperformanceasasinglefactor.

Keywords:need for cognitive closure,time pressure,

creative problem solving performance, convergent

thinkingtask,dievergentthinkingtask.

Studentnumber:2014-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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