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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창의성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의사결정이므로 객관적이거나 일관되

기 어렵다. 오히려 다양한 상황적 변인과 평가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라는 맥락에서는 교사가 곧 평

가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는 무엇이 있을지 다방면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평가는 상황에 따라 유연해질 것을 기대한

다는 점에서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를테면 현실적이지 못하더라도 다양

한 생각의 가치를 높이 사고 격려해야 할 상황이 있는 반면, 발명 대회

출품을 앞둔 상황과 같이 비판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도 있다. 따라서

교육 상황의 요구에 맞게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

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적 변인으로

해석 수준에 주목하였다.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상위 수준으로 해석

할 경우 대상의 궁극적 상태나 이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현 방법이

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고, 하위 해

석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지엽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판단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산출물에 대해서도 해석 수준에 따라

창의성 평가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실험적 조작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산출물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구분하여 측정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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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는데, 독창성과 유용성을 구분함으로써 해석 수준의 영향을 받는 변인

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독창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의

배경지식을 참조하여 이루어지지만, 유용성에 대한 판단은 평가자의 배

경지식을 뛰어넘는 과업이므로 분명한 평가 기준이 부재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해석 수준에 따라 더 영향을 받는 구인은 독창성보다 유용성

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평가자의 성격 특성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해석 수준이 창

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지 탐색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은 창의적인 인물의 성격 특성 중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꼽힌다. 창의

적인 성취를 이룬 인물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성이기도

하며, 개방성이 높을 경우 창의적 사고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평가자의 개방성에 따라 창의성 평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추측하건대 개방성이 높을 경우 외부의

영향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즐겨하므로, 해석 수준과 같은 상황적

변인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작을수록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전, 충남,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사 135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최종 분석에는 126명

의 데이터를 반복측정 분산분석 하였다. 해석 수준에 따른 창의성 평가

결과를 살펴본 결과,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 보다

독창성과 유용성 모두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해석 수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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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된 경우 학생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낯선(즉, 창의적인) 아

이디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반

면, 독창성과 유용성에서 해석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독창성에 대한 평가든 유용성에 대한 평가든 해석 수준의 효과는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독창성과 유용성 평

가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조절효과도 보이지 못했다.

이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따라 창의성 평가가 거의 달라지지 않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창의적 산출물을 평가할 때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독창성

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 해석 수준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을 논의하

였다.

주요어 : 창의성 평가, 해석 수준 이론,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학 번 : 2015-2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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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창의성을 평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사결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가

결과가 항상 객관적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창의성 평가란

매우 주관적인 의사결정으로서 사회 의존적이며(이선영, 2014; Amabile,

1996; Csikszentmihalyi, 1996), 상황적 변인은 물론 개인적 특성의 영향

을 받는다. 따라서 창의성 평가에 앞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사람이 평가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학교라는 맥락에서 교사는 학생의 창의적 산출물을 평가하는 수문장 역

할을 한다. 수문장이란 해당 영역의 전문가 집단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

나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채택 또는 거절하는 등 창의성 실현 과정에

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Csikszentmihalyi, 1996). 교사의 평가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전될 기회를 얻거나 사장된다는 점에서

학생의 창의성 발현 여부는 교사의 평가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Kim & VanTassel-Baska, 2010). 그러므로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무엇이 있을지 다방면으로 탐색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성 평가란 상황에 따라 유연해질 것을

기대한다는 점에서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와는 구별되는 독특함이 있

다. 기업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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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배제하는 과정이겠지만, 학교 맥

락에서의 평가란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의 발현을 목표로 하는 교육 활동

이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일률적인 평가 기준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선택

하거나 배제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는 유연한 교수 활동이 기대되는 것

이다(이인호, 한기순, 2009). 이를 테면, 같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더

라도 발산적 사고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상황과 발명 대회 출품

작을 지도하는 상황은 교사에게 서로 다른 평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더라도 학생의 의도나 목적을 중심으

로 다양한 생각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훌륭한 교육적 처치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라면 발명품의 제작 의도 만큼이나 그 발명품의

실현 가능성이나 경제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교육 상황의 요구에 맞게 교사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안을 탐색

하는 것은 효과적인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창의성 평가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변인과 개인적 변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해석 수준 이

론에 근거하여 상황적 변인으로서 교사의 해석 수준을 조작하는 것이 동

일한 산출물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고자 한

다. 또한 이때 교사의 성격 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 해석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란 사건이나 대상에 대

한 해석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이나 행동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

명하는 이론이다(Trope & Liberman, 2003).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정신

적 표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상위 해석 수준으로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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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본질적 속성을 중심으로 대상을 표상하는 것을 뜻하며, 다른 하나

는 하위 해석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피상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표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해석 수준 이론에 주목하는 까닭은 상황에 따라 특정한 해

석 수준을 유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다양한 생

각을 긍정적으로 수용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상위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해

석하는 것이 적합하다(Trope & Liberman, 2003). 상위 수준으로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해석할 경우 대상의 궁극적 상태나 이유에 초점을 두며

실현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

다(Trope & Liberman, 2010). 때문에 낯선 아이디어(혹은 창의적인 아이

디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되며, 학생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이유나 목적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그것

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Mueller,

Wakslak, & Krishnan, 2014). 반면, 새로운 아이디어의 허점을 찾고 보

완할 내용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하위 수준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것

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하위 해석 수준에서는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나 지

엽적인 속성 등 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Trope & Liberman, 2010). 따라서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낯선 아이디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크게 지각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학교 맥락에서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해

석 수준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해석 수준의 가변성 때문이다. 해석

수준이란 정신적 표상의 한 측면에 불과하므로 필요에 따라 쉽게 조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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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Wakslak & Trope, 2009). 이를 테면, 동일한 대

상이나 사건에 대해 ‘이유’를 묻거나 ‘방법’을 묻는 것만으로도 해석 수준

을 성공적으로 조작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풍부하다(Trope &

Liberman, 2003). 따라서 교육 상황의 요구에 따라 해석 수준을 조작하

는 것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평가가 달라진다면 손쉽게

각 상황에 맞는 유연한 교육적 처치를 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ueller 등(2014)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

상으로 한 집단에게는 상위 수준의 해석을 조작하기 위해 어떤 행동의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하고, 다른 한 집단에게는 하위 수준의 해석을

조작하기 위해 ‘방법’에 대해 고민하도록 실험적 처치를 가하였다. 이후

동일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집단 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골자이다.

창의성 평가 시 연구 참여자에게는 산출물의 독창성과 유용성을 구분하

여 측정하게 하였다. 독창성과 유용성을 구분함으로써 해석 수준의 영향

을 받는 변인을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업으로 알려져 있는데(Christiaans, 2002;

Silvia, 2008), 그 까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낯선 것이어서

이것이 성공할지(혹은 유용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mabile, 1996; Mueller, Melwani, & Goncalo, 2012). 부연하자면 독창

성에 대한 판단은 과거 경험에 비추어 익숙한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비교적 분명한 판단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낯선(즉, 창의적인) 생각에 대해 유용성을 판단하는 것은

선행 지식에 근거해 판단하기 어렵다(Amabile, 1996; Christiaans,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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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석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결과는 독창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유용성에 대한 평가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

반적으로 의사결정 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황적 변인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은 물론(Elsbach &

Kramer, 2003), 해석 수준의 조작에 따라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 중 하나

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이기 때문이다(Eyal, Sagristano,

Trope, Liberman, & Chaiken, 2009; Trope & Liberman, 2010).

추가로 해석 수준에 의한 효과는 개인의 성격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

과가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 연구에

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성격 특성임에도(George & Zhou, 2001; Feist,

1998),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은 부족한 것

으로 보인다(Shalley, Zhou, & Oldham, 2004).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

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는 있겠으나(George &

Zhou, 2001), 이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마저도 긍정적으로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적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높은 개인이 창의적 수행력이 높거나 창의적 성취를 이루기 유리하다

는 연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예: 성은현, 2003; King, Walker, &

Broyles, 1996), 이들이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서 알려진 바는 적다.

게다가 해석 수준 이론에 기반한 연구에서도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간

의 상호 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은 하고 있으나(Liberman, Trope,

McCrea, & Sherman, 2007), 성격 특성에 의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탐색

한 사례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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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 평정 결과에 대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갖는 조절효

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독자적인 판단

을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cCrae & Costa, 1997),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고된 바 있다(Silvia,

2008).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크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해석 수준과 같은 상황적 변인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작을 때 조절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가정한다.

끝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 변인으로 창의

적 정체감(윤초희, 유영희. 2015),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Tierney &

Farmer, 2002), 과제에 대한 흥미(Förster, Friedman, & Liberman,

2004), 현재 정서(Förster, et al., 2004) 등 4가지를 설정하였다. 가외 변

인을 통제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기제에 의한 효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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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이 분명한 기준에 의한 기계적인

결정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 의사 결

정이라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황적 변인(해석 수준)

과 개인적 특성(경험에 대한 개방성) 등 다양한 변인의 상호작용이 나타

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각각의 효과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 이론을 바탕으로 교사의 창의적인 산출

물에 대한 평가가 해석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전반적 창의성이 아니라 독창성과 유용성을 독립적으로 평가하게 하여

해석 수준에 따른 창의성 평정 결과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탐색할 것

이다. 따라서 해석 수준 유형은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으로, 창

의성 평가 내용(독창성과 유용성)은 집단 내 변인(within-subject)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 사이

에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위계적 회귀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해석 수준에 따라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

성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연구 문제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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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평가

평가는 창의성 발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Amabile, 1996;

Csikszentmihalyi, 1996). 개인 내부의 아이디어 생성 단계는 물론 최종

적인 산출물에 대한 평가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창의성이 발현되기 어

렵기 때문에 창의성 실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Simonton, 1998). 때문에 일찍부터 창의성 연구자들은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산출물을 바르게 측정

하고 평가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창

의성 평가의 대상은 인물, 과정, 산출물, 환경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지만

(Rhodes, 1961; Richards, 1999), 본 연구에서는 최종 결과물로서 산출물

에 대한 평가에 한정하도록 한다.

특히, Besemer와 O’Quin(1987)은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 대한 연구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창의성 발휘 과정을 이해하

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무엇이 창의적인 결과물인지 정의할 필요가 있

으며,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도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근본적으로 창의성의

개념 자체가 최종적인 결과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

에 따라서 창의성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이선영,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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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 대해 개관하며 학교라는 특

수한 맥락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평가의 특징을 정리하겠다.

가.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

학교 맥락에서 창의적 산출물이란 창의성 학습이 일어난 결과물을 뜻한

다. Renzulli(2000)의 경우 창의적 산출물에 대해 학생이 학습한 결과로

나타난 결과물로서 알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

며, 구체적인 산출물(그림, 글쓰기, 실험 등)은 물론 추상적인 산출물(연

구방법의 획득, 문제 해결력, 인지구조 등)도 산출물의 범주에 포함시키

기도 하였다. 유사하게 Amabile(1996)는 창의성과 관련된 개인 특성과

환경이 상호작용하여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을 창의적 산출물이라고 규정

하였으며, 영역 관련 기능, 창의성 관련 기능, 과제 동기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창의적 산출물이란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무엇이며, 창작자를 넘어

사회에 공유 가능한 형태를 뜻한다. 학교에서는 학습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며, 학생의 창의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학생의 창의적 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Besemer & Treffinger, 1981;

Amabile, 1983, 1996). MacKinnon(1987)에 따르면 창의적 산출물에는 창

작자에 대한 정보, 산출까지의 과정이나 환경 등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성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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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으로서 창의적 산출물을 분석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양의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개인의 창의적 수

준을 평가한다고 할 때, 발산적 사고력과 같은 창의적 잠재력을 측정하

거나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등 인지적 또는 정

의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Besemer & Treffinger, 1981; Hennessey & Amabile, 1999). 국내에서

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는데, 한기순과 권은영(2010)에 의하면 학생의

산출물에 근거해 창의적 수준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없고, 발산적 사고

력과 같은 인지적 능력을 측정한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동향에 대해 몇몇 연구자들은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예로,

Amabile(1996)는 기존의 창의성 검사들이 창의적 수행을 예측하는 변인

들은 측정하지만 정작 창의적 수준을 직접 평가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 Baer(2011) 역시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와

같은 발산적 사고력 검사들이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을 측정할 수는 있을

지는 몰라도 학생의 창의적 수준 그 자체를 직접 측정하지는 못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창의적인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창의성 향

상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산출물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

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반면, 일각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된 결과인 산출물에 집중하고 이를 측

정하거나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고 있다. 산출물이 창의적

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은 창의적이다 라는 명료한 논리가 강점인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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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재까지 전문가 합의 평정기법(Amabile, 1996), 창의적 산출물 분

석 행렬(Besemer & Treffinger, 1981), 학생 산출물 평가 양식(Reis &

Renzulli, 1991) 등 다양한 측정 도구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보급되었다.

1) 평가의 사회 의존성

창의성이란 사회적 현상이므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 역시 사회

의존적이다(Amabile, 1996). 대표적으로 Amabile(1996)는 창의성이란 사

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창의성이란 ‘반드시

사회적으로 구속된 개념으로서 특정한 영역이나 사회에서 유용하면서도

독창적이라고 합의된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Csikszentmihalyi(1996)

역시 비슷한 관점을 공유하는데, 그는 체계 이론을 통해 창의성을 영역,

분야, 개인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창의성이

진공 상태나 개인의 머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 개인의 생각과

사회․문화적 상황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분야의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분야란

특정 영역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집단

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작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수

문장 역할을 한다. 어떤 개인이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그 산

출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집단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산출물은 그

영역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장될 것이다(이선영, 2014). 때

문에 산출물의 창의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수문장들의 합의에 의존하게

된다.

이 같은 창의성의 사회 의존적 성질은 학교 맥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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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교육 상황에서 교사는 수문장 역할을 하게 되므로 교사의 창의성

에 대한 인식이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신념은 학생의 창의성 발현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신종호, 조은별, 이유경, 2012).

그러므로 교사는 어떤 산출물을 창의적이라고 판단하는지, 또는 교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나. 창의적 산출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의 의사결정에 의존하므로 평가자

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중요한

과업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창의성 평가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기 어

렵고(Silvia, 2008), 주관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 된다(Amabile, 1996).

Christiaans(2002)의 설명에 따르면 창의성이 갖고 있는 독창성이나 예상

치 못한 놀라움과 같은 성질은 발생적 특성으로서 새로운 산출물이 나타

날 때마다 갱신된다는 특징이 있다. 새로움이 나타난 순간 더 이상 그것

은 새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평가

는 일정한 절차나 프로그램에 의한 판단이 불가하며 개별 평가자의 주관

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중론이다(Hennessey &

Amabile, 1999).

요컨대, 창의성 평가란 주관적인 의사결정이므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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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대해 정리하도록 한다.

1) 전문성과 배경지식

전통적으로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히는 것

은 평가자의 전문성이다.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라면 아이디어

나 산출물의 창의적 수준을 평가할 때 합의를 이룰 것으로 간주하는 경

향이 있다. 대표적으로 Amabile(1982, 1996)는 전문가 합의 평정 기법을

창의적인 산출물을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녀는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합의는 믿을만한 지표가 될 수 있

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

들은 비 전문가보다 더 쉽게 합의를 이룬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예:

Kaufman, Baer, & Cole, 2009; Kaufman, Gentile, & Baer, 2005).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가 조차 평가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오류를 범한다고 경고하고 있다(Licuanan, Dailey, &

Mumford, 2007). 이를 테면, Getzels와 Csikszentmihalyi(1976)는 예술

작품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전문성이 높은 평가자일수록 평가 과정을 더

어렵게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준전문가보다 전문가가 간의 평가자간 신

뢰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ristiaans(2002)의

연구에서도 제품 디자인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서 평가자의 전문성에 관

계 없이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을 가르

치는 고 경력 교사, 디자인 전공 학부생, 타전공 학부생 모두 평가자 간

신뢰도가 높지 않았다. 더욱이, CPSS(Creative Product Semantic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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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평정 기준이 제공된 경우에도 평가자간 신뢰도는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Christiaans, 2002). Runco, McCarthy와 Svenson(1994) 역

시 전문 예술가의 평가가 타전공 학부생 집단의 평가에 비해 더 높은 합

의 수준을 보이지 않는 등 전문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평가자의 성격 특성

평가자의 성격 특성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일찍부터 창

의적인 인물의 성격 특성에 대한 탐색은 창의성 연구에서 핵심적인 주제

중 하나였다(Barron & Harrington, 1981; Feist, 1998, 1999). 그 결과 창

의적인 인물의 성격 특성을 나열하기도 하고, 성격 특성과 창의적 수행

력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적인 인물의 성격 특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osta & McCrae, 1992; Feist, 1998),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이 유의하게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산한다는 연구 결과를 풍부하게

찾아 볼 수 있다(예: Silvia, Nusbaum, Berg, Martin, & O’Connor,

2009).

하지만 평가자들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경우 평가 결과가 어떠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 결과는 찾기 어렵다. 다만, Silvia(2008)

에 따르면 개방성이 높을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선별하였는데,

그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사고를 즐겨하는 까닭에 나름의 판

단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창

의성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뒷 절 ‘4.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서 자



- 15 -

세히 다루도록 한다.

3) 상황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배경지식을 넘어 아이디어의 창의적 수준을 평가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실험적으로 조작하고 그 효과를 탐

색하는 등 창의성 평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Mueller 등(2012)은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기피

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여기서 불확실성이란 어떤 아

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Diehl & Stroebe,

1987), 아이디어가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심(Elsbach & Kramer, 2003)

등을 포함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피하고 혐오하는 대상이다

(Furnham & Marks, 2013). 한편, 창의적인 아이디어란 성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것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불확실성을 상기시킨다

(Merrotsy, 2013). 이에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전에

실험적으로 불확실성을 점화시킬 경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더 부

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더 낮은 점수로 평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불확실성이 점화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덜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였고, 이 과

정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개 효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

에 대해 연구자들은 개인이나 집단이 창의성을 열망하면서도 정작 창의

적인 변화를 거부하는 까닭 중 하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에

앞서 평가자에게 어떠한 생각이 점화되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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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유사하게 Mueller 등(2014)는 배경지식 수준이 유사한 평가자라도 해석

수준에 따라 상이한 평가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해석 수

준은 대상에 대한 인식 수준을 뜻하는 것으로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주

목할 경우 상위 해석 수준으로, 주변적 속성에 주목할 경우 하위 해석

수준으로 칭한다(Trope & Liberman, 2003, 2010). 곧, 상위 해석 수준은

대상이나 행위의 근원적 목적인 이유에 주목하는 것이며, 하위 해석 수

준은 구체적인 방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Zacks & Tversky, 2001). 따

라서,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행동의 이유

를 묻는 것이고, 하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방법은 행동의 구체적인 방

법을 묻는 것이다(Liberman, et al., 2007;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해석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해석

수준이 달라지면 상이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03; Wakslak, Liberman, & Trope, 2007). 연구자들은 해석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창의적 산출물

을 평가하기에 앞서 해석 수준을 조작하고 해석 수준에 따른 창의적 수

준 평가 결과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해석 수준과 산출물의 창의적 수준 평가 간의 관계는 학교 맥

락에서 더욱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

가란 목적이나 상황에 따라 유연해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의 잠재력과 현재 수행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여야 한다는 독특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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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받는다(이인호, 한기순, 2009).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잠재력

을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재 수준을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등 서로 다른 수준의 해석을 요구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

석 수준에 따른 교사의 인식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탐색이 요구된다.

해석 수준과 산출물 평가 간의 관계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이므로

뒷 절 ‘2. 해석 수준 이론’에서 해석 수준에 대해 개관하고, ‘3. 해석 수준

과 창의성 간의 관계’에서 관련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4) 요약

요약하건대, 전통적으로 창의성 평가 시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

가들은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달리, 배경지식 외에도 창

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때 해석 수준이나 성격 특성과 같이 평가자가 명시적으로 의식

하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서도 평가 결과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중

심으로 창의성 평가와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다음 절 부터 차례로

해석 수준 또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에 대해 개

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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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수준 이론

가. 해석 수준

동일한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수준의 식별이 가능하

다. 예로, '빨래하기'라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세탁기

에 옷을 넣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옷을 깨끗이 하

기'라고 생각하는 등 다른 수준에서 인식할 수 있다. 전자는 구체적인

행위나 표면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후자는 추상적인 의

미나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대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 처럼 식별

수준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해석 수준 이론가들은 이 상

이한 식별 수준을 해석 수준(construal level)으로 명명하고 있다(Trope

& Liberman 2003).

해석 수준은 크게 두 가지, 상위 해석 수준(high-level construal)과 하

위 해석 수준(low-level construal)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상의 추상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할 경우 상위수준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행위를 중

심으로 해석하는 경우 하위 수준에 해당한다. 상위 해석 수준과 하위 해

석 수준의 차이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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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해석 수준

(high-level construal)

하위 해석 수준

(low-level construal)

추상적인(abstract) 구체적인(concrete)

단순한(simple) 복잡한(complex)

구조화된, 일관된(structured,

coherent)

비구조화된, 비일관된(unstructured,

incoherent)

탈맥락화된(decontextualized) 맥락화된(contexualized)

일차적인, 핵심적인(primary, core)
이차적인, 부차적인(secondary,

surface)

상위의(superodrdinate) 하위의(subordinate)

목적관련(goal relevant) 목적과 관련없는(goal irrelevant)

<표 1> 상위 해석 수준과 하위 해석 수준의 비교(Trope & Liberman, 2003)

앞서 예시로 삼은 ‘빨래하기’의 경우에도 ‘옷을 깨끗이 하는 것’은 빨래

하기의 목적이며, ‘세탁기에 옷을 넣기’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상위 수준의 해석은 행위의 최종 상태인 목적과 행위의

이유를 중심으로 표상하고, 하위 수준의 해석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

체적인 방법과 관련된 표상에 비중을 두는 특징이 있다(Zacks &

Tversky, 2001).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표상과 속성을 중심

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수준 이론가들은 해석 수준에 따른 의

사결정이 차이를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상위 수준의 해석과 하위 수준의 해석을 구별하는 판단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중심성(centrality)과 종속성(subordination)이 그것이

다(Trope & Liberman, 2010). 중심성이란 어떠한 사건이나 대상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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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속성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상위수

준의 해석일수록 중심성을 근거로 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예로, 수강 신

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강의가 다루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때는 강의 주제가 중심을 이루며, 그 외 강의실의 위치나 강의 시간 등

은 부차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상위수준으로 해석할 경우 강의 주

제를 중심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종속성은 하위수준의 특성을 뜻한다. 이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특성은 보다 중요한 특성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데(Eyal, et al., 2009),

덜 중요한 특성이 판단의 기준이 될 만큼 부각되기 위해서는 보다 중요

한 특성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의실 위치가 변경되

는 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려면 이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강의의 질

이 동일할 것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강의 장소는 강

의의 질이라는 특성에 종속되며 하위수준의 해석일 때에만 중요한 변수

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나. 해석 수준과 심리적 거리감

해석 수준 이론은 다양한 차원의 심리적인 거리감에 따라 해석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이다. 이때, 심리적 거리감이란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까움

혹은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한다(Trope & Liberman, 2010). 초기 해석

수준 이론은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또는 시간 할인(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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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ounting)과 같이 시간에 따른 선호도의 변화 연구에서 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다(Malhotra, Loewenstein, & O’Donoghue, 2002). 즉 시간

적 거리감에 의해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차례로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때문에

초기에는 시간 해석 이론(temporal construal theory)라고 불리기도 하였

다. 현재는 시간적 거리를 포함해, 공간적 거리, 발생확률적 거리, 사회적

거리에 대한 연구까지 확대되었다.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 간의 관

계를 이해하지 않고는 해석 수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시간적 거리감을 중심으로 심리적 거

리감과 해석 수준의 관계를 탐색하며, 해석 수준의 속성에 대해 정리하

도록 한다.

1)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해석 수준

시간적 거리감이란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해 표상하는 주관적 거리감을 뜻한다(Trope & Liberman, 2010). 앞서

정리 하였듯이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상위 수준의 해석은 대상을 추

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하위 수준의 해석은 구체적인 속성을 중심으

로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시간적 거리감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 수준이 달라지며, 이것이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Trope & Liberman, 2010).

구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멀게 지각할수록 추상적으로 표상하며(상위 수

준으로 해석하며), 가까운 거리일수록 구체적으로 표상한다(하위 수준으

로 해석한다). 일례로, 1년 후에 있을 학회에 대해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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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주제가 무엇인가?’ 또는 ‘나와 관련이 있는 주제인가?“ 같이 본

질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에 초점을 두지만, 내일 참석해야 할 학회에 대

해 고민한다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학회장에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인가?’ 등 구체적이고 종속적인 목표에 초점을 두게 된다(Förster,

Friedman, & Liberman, 2004).

이 같은 시간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과의 관계는 Liberman과

Trope(1998), Liberman, Sagristano와 Trope(2002) 등을 통해 잘 확인

된다. Liberman과 Trope(1998)의 경우 시간적 거리감인 높아지면 해석

수준이 높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

한 뒤 행동 인식 수준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행동 인식 수준은 대표적인

해석 수준 측정 방법 중 하나인데(Vallacher & Wegner, 1989), 예로 ‘독

서하기’에 대해서 ‘지식얻기’로 인식하는 경우 상위 해석 수준에 해당하

고, ‘글자를 읽기’로 인식하는 경우 하위 해석 수준에 해당한다. 연구자들

은 참여자에게 다양한 행동 목록을 제공하고 조건에 따라 이 행동들이

먼 미래에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게 하고 인식 수

준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시간적 거리감이 클 때 행동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었다.

나아가 Liberman, Sagristano와 Trope(2002)는 4종의 실험을 통해 시간

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 간의 관계를 탐색하기도 하였다. 연구자들은

Liberman과 Trope(1998)와 마찬가지로 행동 인식으로 해석 수준을 측정

하는 것을 포함해 분류 과제를 이용해 해석 수준을 측정하기도 하였다.

분류 과제는 범주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식의 추상적 수준을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 예로, ‘음식’은 ‘간식’보다 더 포괄적이고 상위인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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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때문에 더 적은 범주로 대상을 나눌수록 추상적으로 인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참여자에게 다양한 물품의 목록을 제시하고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하였는데, 참여자들은 시간적 거리감이 멀수록 더

적은 범주를 사용해 물건을 분류하였다. 즉, 시간적 거리감이 클 때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되었다.

2) 공간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발생확률적 거리감

공간적 거리감이란 대상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떨어져있는지에 대한 인

식을 뜻한다(Fujita, Henderson, Eng, Trope, & Liberman, 2006). 멀리

있는 공간일수록 상위 해석 수준을 적용하며, 가까운 공간일수록 하위

수준 해석을 적용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즉, 멀리 떨어져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일관된 평가를 하는 반면,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주변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일관되지 못한 평가

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ujita 등(2006)은 공간적 거리에 따라 변하는 해석 수준을 확인하였다.

첫 번 째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Liberman과 Trope(1998)의 연구와 동일

하게 Vallacher와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 개념화 척도를 사용한

실험을 통해 공간적 거리감에 따른 해석 수준의 조작이 유효하다고 보고

하였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행동 목록을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이 같은

지역의 대학에서 발생하거나 해외의 대학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방법으로 공간적 거리감을 조작하였다. 연구 결과 공간적으로 먼 경우에

상위 해석 수준에 해당하는 진술을 선택하는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공간적 거리감이 멀 때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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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감이란 사회적 친밀감 즉, 대인간 유사성에 의한 거리감을

뜻한다(Liviatan, Trope, & Liberman, 2008). Liviatan 등(2008)은 사회적

거리감이 증가할수록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누군가

가 자신과 덜 가까울수록 구체적인 맥락이나 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

보를 알지 못하므로 전형적인 속성에 의존해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상

위 수준의 해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감이 심

리적 거리감의 한 차원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시간적 거리감이나 공

간적 거리감에 대한 연구가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일례로

Liviatan 등(2008)은 앞서 정리한 시간적 거리감 혹은 공간적 거리감에서

사용한 방법을 차용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심리적 거리감의 또 다른 차원

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자신과

유사한 집단 혹은 유사하지 않은 집단이 있다고 가정하게 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조작한 뒤 행동 인식 척도(Vallacher & Wegner, 1989)를 사용

하여 각 집단의 행동을 기술하는 서로 다른 수준의 해석 중 하나를 고르

도록 하였다. 예상할 수 있는 대로, 유사한 집단에 대해서는 하위 해석

수준을 적용하고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상위 해석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발생확률적 거리감은 Wakslak, Trope, Liberman과 Alony(2006)에 의해

서 도입되었다. 개인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사회

적 거리감은 가까운 미래보다는 먼 미래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곳 보다

먼 곳이, 나 보다는 타인일 때 심리적 거리감이 멀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같은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과 별개로 어떤 사건이 충분히 있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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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즉, 사건 발생의 확실성에 의한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이를 발생확률적 거리감이라고 명

명하였다(Wakslak, et al., 2006). 불확실한 사건은 확실한 사건보다 더

멀게 느껴지므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수록 심리적 거리감이 크

다. Wakslak 등(2006)은 이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시

나리오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된 사건이 발생 확률이 높은 조건과 낮은

조건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발생확률에 따른 거리감을 조작하였다. 이

후 범주화 과제를 통해 해석 수준이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

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조건일 때 더 적고

넓은 범주를 형성하였다. 즉, 발생확률이 낮을 때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

되었다.

3) 심리적 거리감의 주관적 속성

한편,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를 조

작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Trope &

Liberman, 2010). 이를 테면, 시간적 거리를 조작하기 위해 가까운 미래

는 내일로, 먼 미래는 6개월 후로 조작하는 형태이다(Eyal, Liberman, &

Trope, 2008). 유사하게 공간적 거리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피험자가 살

고 있는 지명을 제시하고, 먼 거리는 낯선 해외를 제시하는 것이다

(Fujita, et al., 2006).

이때 주의할 점 중 하나는 심리적 거리감이란 자기중심적 해석에 근거

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개인의 해석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동일한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 개개인이 다르게 해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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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6개월이라는 시간적 거리에 대해 누군가

는 가깝게 지각하고 다른 누군가는 멀게 지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심

리적 거리감이 멀다고 해야 할지 가깝다고 해야 할지 분명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내에서 김경욱(2010)은 모든 피험자에게 6개월

후라는 동일한 조건을 제시하고 주관적으로 지각한 거리감에 의한 효과

가 기존의 해석 수준 이론에서 보고한 결과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6개월이라는 동일한 기준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거리감이 크다고 보고한 집단과 작다고 보고한 집단은 실험 결과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그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해

석 수준 이론에 의하면 객관적인 거리보다 이것을 개인이 어떻게 해석하

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 해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

해석 수준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표상하게 한다. Liberman, Sagristano와 Trope(2002)에 의하면, 구체적인

대상은 다양한 추상적 표상을 낳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로 ‘손 흔들

기’라는 중립적인 행위가 추상적으로 표상될 때 ‘위협하기’ 또는 ‘친밀감

을 나타내기’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Vallacher & Wegner,

1987). 따라서 구체적인 표상에서 추상적인 표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

나의 추상적 표상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덜 중요한

정보는 버려지고 중요하거나 중심적인 정보만 남게 된다. 예로 ‘손 흔들

기’가 ‘친밀감을 나타내기’로 추상화 되면서 ‘손’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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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 손을 흔드는 속도나 그 손의 크기 등 ‘친밀감

을 나타내기’와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다.

유사하게 관련이 없는 정보나 본인이 선택한 추상적 표상과 관련이 없는

정보 역시 무관심하게 된다. 즉, 추상적 표상은 복수의 대안 중에서 하나

의 의미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정보는 제거되며 결과적

으로 추상적인 표상은 더 단순하고 덜 모호하며, 더 전형적인 특성을 갖

는다(Liberman, et al., 2002).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더 추상적으로 해석하므로, 먼 미래에 대한 해석일수록 더 구

조적인 특징을 갖는다. 종합하건대, 추상적인 정신적 모델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정보를 제거하므로,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일관된 형태를 갖는

다(Trope & Liberman, 2010).

물론, 이 같은 추상화에는 다양한 수준이 있을 수 있다(Liberman, et

al., 2002). 일례로 대상을 분류할 때 더 포괄적이거나 덜 포괄적인 범주

를 사용할 수 있다(예로, 푸들, 개, 또는 포유류). 포괄적인 범주일수록

더 적은 속성을 요구하며, 더 단순한 특징이 있다(Rosch & Lloyd,

1978). 구체적인 물건 뿐 아니라 행동 또한 추상적 수준에서 위계를 가

질 수 있는데, 추상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적

다(Trope & Liberman, 2003). 예를 들면, ‘적선하기’, ‘선행하기’, ‘착한 사

람 되기’의 순으로 추상적 수준은 높아지는데, ‘착한 사람 되기’와 같은

상위의 표상일 경우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무

관심하게 된다. 단지 어떠한 행위를 통해 ‘착한 사람 되기’라는 목적을

실천할 뿐이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위의 추상적

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 행동의 이유에 주목하는 것이며, 하위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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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속성에 주목하는 것은 그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주목하는 것이

된다.

1) 해석 수준에 따른 ‘바람직성’과 ‘실천의 용이함’에 대한 판단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면 대상의 ‘바람직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하

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경우 대상의 ‘실천의 용이함’을 중심으로 판단하

는 경향이 커진다(Fujita, Eyal, Chaiken, Trope, & Liberman, 2008). 이

때 바람직성이란 최종적 상태나 가치를 뜻하며, 실천의 용이함은 실천하

는 수단 혹은 방법이 얼마나 쉬운가를 뜻한다. Liberman과 Trope(1998)

은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에게 과제 제출 기한을 가까운 미래(일주일 뒤)

또는 먼 미래(9주 뒤)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시간적 거리감에 따른 과제

선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때 참가자들에게 쉬운 과제와 어려운 과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재미있는 주제의 과제와 재미없는 주제의 과

제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여기서 과제 난이도는 실천의 용이함을

뜻하며, 과제의 주제는 바람직성을 뜻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먼 미래

조건일 때 과제 난이도의 영향을 덜 받고 재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택

하는 경향이 컸고, 가까운 미래 조건일 때는 재미는 떨어지지만 난이도

가 쉬운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컸다. 즉 마감 기한이 짧을 때는 쉬운

과제를 선택하고, 마감 기한이 길 때는 재미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먼 미래라고 지

각할 수록 상위 수준으로 해석하므로 어떤 행위의 ‘바람직성’으로 판단하

며. 가까운 미래라고 지각한 경우 하위 수준으로 해석하여 ‘실천의 용이

함’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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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수준에 따른 ‘본질적 속성’과 ‘부수적 속성’에 대한 판단

Trope와 Liberman(2000)에 따르면 동일한 정보가 주어져도 먼 미래에

대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하고,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부수

적 속성에 대해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한 연구에서 라

디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하였다. 참여자들은 음질이 좋지만 시

계 디자인이 좋지 않은 라디오(상위 수준 속성은 긍정적이지만 하위 수

준 속성은 부정적)와 음질이 떨어지지만 시계 디자인이 좋은 라디오(상

위 수준 속성은 부정적이지만 하위 수준 속성은 긍정적) 중 하나를 선택

하여야 했다.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제공 받았지만 시간적 거리

감에 따라 서로 다른 선택을 하였다. 즉, 먼 미래 조건에서는 전자를, 가

까운 미래 조건에서는 후자를 선택하였다.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속성(상위 해석 수준)에 초점을 맞추지만, 가까운 미래의 사건

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속성(하위 해석 수준)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3) 해석 수준 차이의 발생 이유

그렇다면 어떤 기제로 심리적 거리감이 증가될수록 더 상위의, 추상적

인, 단순한, 일관된 표상이 형성 되는가? 이에 대해서 Trope와

Liberman(2010)은 심리적 거리감과 미래에 대한 지식의 연합이 반복된

결과 형성된 휴리스틱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지

금 이 자리에서 발생한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접하고 있

으므로 그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사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먼 미래에 발생하거나 낯선 곳에서 발생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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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적어 보다 추상적이고 핵심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표상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Trope와 Liberman(2010)은 이것

이 시각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물을 볼 때 사물의 전체적인 형상을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상세한 부분은 잘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비유

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사물이 가까이 있다면 전체적인 형상을 보기보다

는 부분적인 모습에 집중하기 쉬울 것이다.

또한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변경할 여유가 많

다. 때문에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정보를 무시하거나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 그러므로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것을 왜 하는가?’ 라는 판단만으로도 충분

하다. 반대로, 그 사건이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때는 눈앞에 닥친 사건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이 같은 연합이 의도적이든 의도적

이지 않든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상위 해석 수

준이, 가까운 미래 사건에 대해서는 하위 해석 수준이 활성화 된다는 것

이 연구자들의 설명이다.

4) 해석 수준과 심리적 거리감 간의 연합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과의 연합은 상당히 강력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먼 미래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므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실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모든 조건의 피험자에게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여도

피험자가 지각한 심리적 거리에 의해 피험자의 의사 결정과 행동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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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Eyal, et al., 2008; Liberman & Trope,

1998). 일례로, 앞서 기술한 Liberman과 Trope(1998)의 연구에서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행동의 바람직성과 실천의 용이함에 대한 정보를 동일

하게 제공하였는데도 참여자들은 먼 미래에 대해서는 바람직성을 중심으

로,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는 용이함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Trope

와 Liberman(2000)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본질적 속성과 부수적 속

성에 대한 정보를 모든 집단에 동일하게 제공하여도 시간적 거리감이 먼

집단이 본질적 속성을 중심으로, 가까운 집단은 부수적 속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강한 연합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는 양방향적(bi-directional)이

다(Trope, et al., 2007). 즉, 조작의 방향을 거꾸로 하여 해석 수준을 조

작하면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iberman

등(2007)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면 심리적 거리

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행동의 이유

또는 방법을 묻는 방식으로 해석 수준을 조작하고, 각 조건의 집단에게

그 행동이 실제로 일어나기 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추측하게끔

하였다. 이를 테면 연구자들은 한 실험에서 대학생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의 행동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그 행동을 ‘왜 하는

지’ 또는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였다. 이후 실제 그 행동이 일어

나기 까지 얼마나 걸리지 시간을 예상하여 적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Ron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자 고민 중이다’ 등 6개의 진술문을 제공하

고, ‘Ron이 이 행동을 왜 하는지(또는 어떻게 할지) 적어 보시오’ 등의

형태로 이유 또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하였다. 그 후 ‘Ron이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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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행동을 하기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의 형태로 예상되는 시간을

물었다. 참여자들은 내일, 며칠 이내, 2주 뒤 등 다양한 응답을 하였고,

각각의 응답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코딩되었다. 집단 간 예상 시

간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이유를 고민한 집단이 방법을 고민한 집단보

다 더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응답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즉, 해석 수준 조작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졌다.

또한 Bar-Anan, Liberman와 Trope (2006)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

가 확인 되는데, 이들은 암묵적 연합검사(IAT; Implicit Association

Test; Greenwald, McGhee, & Schwartz, 1998)을 활용해 해석 수준과

관련된 어휘와 심리적 거리감과 관련된 어휘 간에 분명한 관련성이 나타

난다고 보고하였다. 예로, ‘추상적인’, ‘일반적인’ 과 같이 상위 해석 수준

과 관련된 어휘는 ‘순간’, ‘가까운’ 등 심리적 거리감이 낮은 어휘보다는

‘연(year)’, ‘영원’과 같이 심리적 거리감이 큰 어휘와 더 강한 연합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건대, 해석 수준과 심리

적 거리감이 양방향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심리적 거리감을 조작하

면 해석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 뿐 아니라, 해석 수준을 조작할 경우에도

심리적 거리감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앞서 정리한 바를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는

각 차원의 심리적 거리감에 의한 효과는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예

를 들면, 내일/일년 후, 여기/저기, 우리/타인, 확실한/아마도 와 같은 단

어 쌍은 표면적으로는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할 때 이 단어들은 심리적 거리감이라는 기준으로 구분이 가

능하다(Bar-Anan, et al., 2007). 각 단어들의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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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적 거리감을 갖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의미를 공유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둘째로, 심리적 거리감의 발생이 의도적이라기보다는 자동적으

로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한

상당수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채로 참여하

는 경우가 많으며,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도 처치가

유효했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는 심리적 거리감을 활성화하는

정보나 조건이 미미하여도 그 조작이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

의 연구에서 단순히 내일 혹은 1년 후를 몇 분 간 상상하라는 지시만으

로도 그 처치가 유효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라. 상황에 따른 해석 수준의 적합성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해석은 과일반화된(overgeneralized) 휴리스틱으

로 보이며, 이 연합은 강력하여 때때로 적합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도 발생할 수 있다. 종종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에 파묻혀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지 못한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반대로 먼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세부적

인 내용에 무관심하게 결정하여 훗날 가까운 미래로 다가올 때 과거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한다. 이 모두는 해석 수준의 효과가 부적응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Trope & Liberman, 2010).

이처럼 해석 수준의 부적응적인 효과는 일상에서도 쉽게 경험이 가능하

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Trope, et al., 2007). 이를테면, 소방 훈련이나 지진 대피 훈련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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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일에 대해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마치 현재의

일인 것처럼 가정하고 훈련이나 연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 느껴지는 사건에 대해 의도적으로

가깝게 느껴지도록 만들어 세부적인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다.

해석 수준의 부적응적 효과는 교육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Alter, Oppenheimer와 Zemla(2010)은 해석 수준에 따른 ‘설명 깊이의 착

각(illusion of explanatory depth; IOED)’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자들

은 구체적 속성에 무관심한 상위 해석 수준의 특성 때문에 하위 해석 수

준일 때보다 더 큰 설명 깊이의 착각을 경험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설명 깊이의 착각이란 본인 스스로는 사물의 작동 방식이나 현상의 원리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에서 나타난 지식의 편차를 뜻한다(Rozenblit & Keil, 2002). 예로, 지진

의 원리를 설명하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층 간의 충돌에 의해

지진이 일어난다고 막연하게는 설명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제로 지층이 충돌하고 지진파가 생성되는지 설명하는 것은 어려워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종 지진의 원리를 충분히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일종의 편향을 갖고 있는데, 이때 설명 깊이의 착각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Alter, et al., 2010).

일반적으로 설명 깊이의 착각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착

각하게 하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

설명 깊이의 착각은 감소시켜야 할 대상인데, 연구자들에 의하면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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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것이 상위 해석 수준 보다 설명 깊이의 착각을 줄

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대상을 하위 수준에서 해석 하는 것

이 구체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볼펜의 작동 원리를 예로 들자면, 상위 해석 수준에서 볼펜이란 종이에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도구이다. 이 같은 해석은 볼펜의 기능과 목

적을 충분히 설명하므로 설득력 있게 느껴질 수 있다. 때문에 볼펜의 일

반적이고 추상적인 속성에 대해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볼펜의 원리를 충

분히 이해했다고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하위 수준에서 볼펜을 이해

할 때는 볼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품(잉크 통, 구슬, 스프링 등)에 초점

을 두게 되고, 여러 부품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된다. 따

라서 볼펜의 작동원리를 학습하는 상황에서 설명 깊이의 착각을 줄이는

데에는 볼펜을 하위 수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연구자들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해석 수준과 설명 깊이의 착각 간의 관

계를 탐색하였는데, 일관되게 하위 해석 수준일 때 설명 깊이의 착각이

작게 나타났다. 일례로, 한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해석 수준 성향을

Vallacher와 Wegner(1989)가 개발한 행동 개념화 척도를 이용해 측정한

뒤 여러 가지 물건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석 수준과

설명 깊이의 착각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실험 결과, 상위 해석 수준으

로 대상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설명 깊이의 착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 실험에서도 상위 해석 수준일 때보다 하위 해석 수준이

유발 될 때 더 참여자들은 더 작은 설명 깊이의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

였다.

종합하건대, 해석 수준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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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되고 있다. 해석 수준 이론은 주로 소비, 광고 등의 분야에서 주로 적

용되어 왔으나 근래에는 자기통제와 도덕적 판단 등에 대한 연구로도 확

장되고 있고, 창의성 연구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개념이다. 일례로

Förster 등(2004)의 연구에 따르면 발산적 사고력이나 통찰 능력과 같이

창의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창

의성 평가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Mueller, et al., 2013). 이에 다음 장에서는 해석 수준 이론과 창의성과

의 관련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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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수준과 창의성 간의 관계

창의성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 간 상이할 수 있겠으나 기존의 정보를 바

탕으로 독창적이며 유용한 무엇을 산출해 내는 능력이라는 점에서는 대

체로 합의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Kaufman & Sternberg, 2006). 초기

창의성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개인적 성향(성격 특성)으로 간주하여 창의

적인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간의 차이 혹은 특징을 밝히는데 주력하였

다(Rhodes, 1961; Zhou & Oldham, 2001). 그러나 최근에는 창의성을 안

정적인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상황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

하고,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다방면으로 탐색하고 있다

(Zhou & Shalley, 2003). 동일한 인물이라도 상황에 따라 창의적 수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언제 창의성이 극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결과는 정서, 동기, 보상의 유무, 평가에

의한 차이 등이다(Amabile, 1996; Shalley, Zhou, & Oldham, 2004). 예

로, 부정 정서나 중립 정서보다는 긍정 정서일 때 창의적 수행력이 높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sen, Daubman, & Nowicki, 1987). 유사하게

다양한 상황적 변인에 따른 창의적 수행의 차이가 실험실 연구를 비롯해

현장 연구까지 폭넓게 이루어진 바 있다(Zhou & Shalley, 2003).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 수준 이론가들은 비교적 낯선 개념이지만 해

석 수준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기도 하였다(예: Förster, et al., 2004). 또

한 창의적 산출물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평가자에게도 해석 수준은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장에서는 해석 수준과 창의성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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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정리하겠다.

가. 해석 수준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해석 수준 이론은 심리적 거리감이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심리적 표상

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의 행동 혹은 반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안한다(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해석 수

준 이론가들은 이 같은 심리적 거리감에 따른 해석 수준의 차이가 일반

화된 휴리스틱이라고 제안하고 있다(Trope & Liberman, 2003). 일상적

으로 미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주변적인 정보는 실제 그 사건이 가

까워져야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엽

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때문에 미래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는 핵심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사건이 가까운 미래로 다

가올 때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정보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

구자들은 이 같은 연합이 과일반화되면서 심리적 거리감과 해석 수준 간

의 연합이 발생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같은 연합은 거의 자동적이어

서 먼 미래에 대한 정보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정보가 동일한 상황에서

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창의성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능력 또는 과정이라

는 점에서 개인의 인지적 능력이나 정보의 처리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여기서 창의성과 해석 수준과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위 해석 수준에서는 추상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확산적으로 사고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창의적 사고력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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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örster, et al., 2004). 또한 상위 해석 수준으로 대상을 인식할 때 넓은

시야에서 하나의 범주에 더 많은 대상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

시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Nussbaum, et al.,

2003). 때문에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면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통찰력

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일찍이 다양한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력은 대상을 추상적으로 인식할 때

향상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Finke, 1996; Ward, 1995). 실제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과제들은 과제에 포함된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처리할

때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다(Förster, et al., 2004). 예로, Friedman와

Förster(2002)의 연구에서 대안적 용도를 묻는 창의성 과제에서 대상을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 더 높은 수행력을 보였다. ‘인사하기’를 추상적으

로 해석한다면 ‘사회생활의 한 방법’,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 등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손 흔들기’ 또는 ‘안녕이

라고 말하기’ 등이 해당한다. 이때 추상적으로 해석한 집단이 더 독창적

이고 다양한 답변을 산출하였다. 즉, 전자(추상적)가 실제 대상으로부터

더 원거리이며, 다양한 해결책을 떠올리게 하지만, 후자(구체적)는 평범

하고, 새롭지 않은 답안을 떠올리게 하였다. 이와 같은 논리를 확장하면

창의성 과제 속에 포함된 요소들을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창의적 과

제 해결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통찰 문제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다. 예로,

Maier(1931)의 고전적인 문제에서 해결책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

는 기능적 고착에 빠지기 때문이다(Birch & Rabinowitz, 1951). 이 경우

도 문제의 구성요소에 대해 보다 추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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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도움이 된다. 일례로 망치의 구체적인 속성인 ‘두드리는 물건’에

주목하기보다 ‘매달 수 있는 물건’ 등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 해결책을 떠

올리기 쉽다. 이는 Förster 등(2004)의 주장대로 상위의 속성을 중심으로

파악할 때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산출하기 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이 논리는 전통적인 창의성 과제인 RAT(remote association test;

Mednick, 1962)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RAT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3

개의 힌트 단어를 제시하고 피험자에게 연상되는 단어를 적도록 하는 방

식으로 진행된다. 힌트 단어들과 목표 단어(즉, 정답)와의 관계는 원격적

으로 연상이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거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피험자는

힌트 단어들을 보고 처음에 떠오르는 정보들을 조합하여 잠재적인 목표

단어와의 관련성을 생각해보고, 그것이 실패하면 정보를 재결합하거나

먼 거리에 있는 연상까지 나아감으로써 목표 단어를 맞추는 과정을 거치

게 된다(한윤영, 송인섭, 2012). 이때도 힌트 단어의 구체적인 속성에 주

목할 경우 교착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데, 보다 추상적인 관점에서 힌트

를 해석할 때 답을 얻어낼 가능성이 크다. 예로 ‘남녀, 궁전, 이름’이 제

시될 때 ‘성’이 답이 될 수 있는데, 각각의 힌트 단어를 더 넓은 범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 단어를 연상하기에 유리하다.

창의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대해 추상적으로 표상하는 것이 창의

적 수행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위 수준의 해석을 유발해 추상

적 사고를 활성화하면 통찰력과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Förster 등(2004)은 피험자에게 시간적 거리감을

멀게 하는 방식으로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면 창의성 과제 또는 통찰



- 41 -

력 과제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 효과가 유의하다고 검증

한 바 있다.

1) 상위 해석 수준이 창의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

Förster 등(2004)은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하여 해석 수준을 조절하고,

이에 따른 창의적 수행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감을 멀게 조작하면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 되고, 창의적 사고와 통

찰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6개의 일련의 연구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심리적 거리감을 조작하는 방법 또는 과제의 유형을 달리

하여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 1, 2,

3을 통하여 시간적 거리감이 통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4, 5를 통

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 6을 통해 분석적 문

제 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하기 위해 실험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참여자로 하여금 미래의 삶에 대해 5분간 상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시간적 거리감이 작은 집단에는 ‘내일’에 대해 상상하게 하였고, 큰 집단

에는 ‘1년 후’에 대해 상상하게 하였다.

실험 1, 2, 3에서는 통찰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사용하였

다. 실험 1에서는 전통적인 통찰 문제(Metcalfe & Wiebe, 1987;

Schooler, Ohlsson, & Brooks, 1993)를, 실험 2에서는 Snowy Picture

Task(Ekstrom, French, Harman, & Dermen, 1976)라는 일종의 시각적

통찰 문제를 사용하였다. 실험 3에서는 또 다른 시각적 통찰 과제인

Gestalt Completion Test를 사용하였다(Ekstrom 외, 1976; Fried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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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örster, 2000). 실험 1을 예로 들자면, 참여자로 하여금 ‘상상과 지적 수

행’이라는 연구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안내한 뒤 5분간 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였다. 이때, 집단에 따라 1년 후 또는 내일

해결하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요구하였다. 처치 후 전통적인 통찰력 과제

를 3가지를 각각 2분씩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실험 결과, 정서, 수행력

에 대한 기대, 과제에 대한 선호 등 통제 변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지만 통찰문제의 수행력은 심리적 거리감이 먼 집단이 가까운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2, 3 역시 비슷한 결

과가 산출되어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때 통찰 문제 해결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1, 2, 3에서 통찰력에 대한 해석 수준의 영향을 검증하였다면, 실

험 4, 5는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능력에 대한 검증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모든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과제가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로, 인사를 하는 방법을 생성하는 것은 인사를 하

는 이유를 생성하는 것 보다 덜 추상적인 사고를 유발한다. 따라서 과제

의 추상적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해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다르

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제라

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 상위 해석 수준에 따

른 추상적 표상에 의한 창의적 사고의 이득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기 때

문이다.

실제로 실험 4에서는 절반의 참여자에게는 인사를 하는 방법을 묻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사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각각의 집단 중 다시 절

반에게는 1년 후 혹은 내일 행동을 실천다고 상상하도록 요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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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혹은 내일)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할 것이다(혹은 어떠한 이유로 인

사를 할 것이다).’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산출한 응답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적을 모르는 외부 전문가들이 창의적

수준을 평정하였다. 실험 결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만(즉,

이유를 묻는 과제에서만) 시간적 거리감이 먼 집단이 유의하게 높은 점

수를 받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실험 5에서도 반복되었다. 즉, 상위 해석

수준일 때 창의적 과제 해결력이 높아지는데, 그 효과는 과제 자체가 추

상적인 사고를 유발할 때에만 나타났다.

앞서 5개의 실험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이 클 때 통찰력과 창의적 수행

력을 높인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해볼 것은 시간적

거리감이 과제에 대한 흥미나, 동기 또는 집중력을 높이는 등 예상치 못

한 기제로 과제 수행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실험 6을 통해

시간적 거리감이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분석적 사고 능력에도 차이를

가져오는지 확인하였다. 만약 창의성을 요구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과제

에서도 해석 수준에 의한 효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면, 이는 해석 수준

에 의한 효과라기보다는 다른 기제에 의한 효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

다. 이에 연구자들은 참여자의 시간적 거리감을 조작한 뒤, GRE 중 분

석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 일부를 해결하도록 요구하였다. 해당 과제는

분석적 알고리즘을 요구하는 과제로 추상적 휴리스틱을 요구하는 창의성

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Amabile, 1996). 실험 결과, 시간적

거리감이 큰 집단이 작은 집단 보다 분석적 과제 해결력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분석적 추론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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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고 하위 수준의 정보처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반대인 추상적

인 표상을 하는 경우 분석적 사고 능력이 손상된다고 해석하여, Alter

등(2010)의 설명 깊이의 착각(IOED)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종합하건대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면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며, 이는

추상적 표상을 유발하므로 창의적 수행 혹은 통찰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처럼 해석 수준이 창의적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은 Jia, Hirt와

Karpen(2009)의 연구에서도 반복된다. 이들은 Förster 등(2004)의 연구를

바탕으로 시간적 거리감이 아닌, 공간적 거리감을 조작하여 해석 수준을

유발하여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실험 1에

서 발산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동일한 과제에 대해 한 집단에게는 국내의

대학에서 개발되었다고 안내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해외의 대학에서 개발

되었다고 안내하였다. 연구 결과, 원거리 집단에서 더 유창하고 유연한

응답이 산출되었다. 실험 2에서는 동일한 조작을 한 뒤 창의적 통찰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제공하였는데, 이 역시 원거리 집단에서 더 높은 문제

해결력을 보였다. 즉, 시간적 거리감 뿐 아니라 공간적 거리감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해석 수준에 따른 창의적 수행의 차이

앞선 연구들을 종합하건대 심리적 거리감이 커지면 통찰력과 창의적 수

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Förster 등(2004)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상위 해석 수준이 곧 대상을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기 때

문이라고 해석하였다. 추상적 사고는 창의적 인식을 유발하는 중요한 선



- 45 -

행 요건이라는 것이 일찍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는데

(Finke, 1995; Ward, 1995),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질수록 추상적 사고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창의적 수행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구자들은 심리적 거리감을 조절하는 것이 창의적 과제를 해결하

는데 까지 연결되는 기제에 대해서 Schooler(2002)의 처리 전이

(processing shift)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처리 전이란 앞선 과

제를 수행하면서 활성화된 인지적 절차가 이후 과제를 수행하는 데에도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을 설명하는 현상으로, 전이된 결과 후속 과제를 수

행하는데 도움이 될 경우 적합 전이(transfer-appropriate), 도움이 되기

보다 방해가 될 경우 부적합 전이(transfer-inappropriate)이라고 한다

(Schooler, 2002). Förster 등(2014)와 Jia 등(2009)의 연구의 경우 심리적

거리감을 멀게 조작할 때 창의적 과제를 더 잘 수행하였으므로 이때는

적합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거리감이 멀 경우 분석적 과제를 해결

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었으므로 이는 부적합 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

서 언급한 IOED 역시 부적합 전이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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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해석 수준이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유사한 기제로 창의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평가란 일종의

의사결정임을 고려할 때 해석 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

할 수 있다.

실제로 Mueller 등(2014)은 해석 수준이 상황적 변인으로써 창의성 평

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자들은 상위 해석 수준을 유

발하면 하위 해석 수준일 때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선호를 높

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위 해석 수준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들이기 편안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연하자면, 어떤 아이디어가 ‘창의적

이다’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시에 적절하여야만 하는데, 창

의적인 아이디어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낯선 아이디어

가 유용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Amabile, 1996; Elsbach & Kramer, 2003). 이때 상위 해석 수준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면 그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므로 심리적 거부감을 적게 느낀다는 것이다. 앞서 정리하였듯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경우 대상의 궁극적 상태를 강조하며, 구체적

인 실현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ujita, et al., 2008; Liberman & Trope, 1998). 따라서 창

의적인 아이디어가 유발하는 불확실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되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 후한 평가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Muell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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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위 해석 수준은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사고를 유발하므로 낯선

아이디어에 대해 분석적으로 평가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Förster 등

(2004)의 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분석적 사고나 익숙한 대상에 대

한 노출은 창의적 사고와는 거리가 멀다. 즉, 구체적 사고는 낯선 아이디

어보다는 익숙한 아이디어와 잘 어울리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낯

설고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하위 수준으로 대상

을 해석할 경우 대상의 실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므로(Fujita, et al.,

2008), 낯선 아이디어가 성공할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더 강하

게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Mueller, et al., 2012). 이 같은 부적합은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유용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

Mueller 등(2014)의 연구에서 주목할 것 중 하나는 연구 참여자들이 창

의적 수준을 평가한 방법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3문항으로 측정한 것을 단순 합산하였다. 즉, 얼마나 창의적인가

(creative), 얼마나 독특한가(unique), 얼마나 새롭고 유용한가(novel and

useful)라는 3 문항에 대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요컨대

전반적 창의적 수준을 하나의 구인으로 설정한 것이다.

기존의 창의성 평가 연구를 종합하건대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는 이처럼

전반적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있지만(예: Amabile, 1996), 하위 요인

을 나누어 측정하는 방법(예: Besemer & O’Quin, 1987) 등 다양한 기법

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중 어느 것이 더 우수하다고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간의 관계를 살펴 본다면, 독

창성과 유용성을 나누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해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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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유용성에 대한 판단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Fujita, et al., 2008). 독창성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선행 지식에 비추

어 얼마나 낯선지를 평가하므로 비교적 분명한 평가 기준이 있는 판단이

므로 해석 수준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그러나 유용성

을 평가하는 것은 낯선 생각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업인데, 상대

적으로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므로 해석 수준과 같은 미묘한 상황적 변

인에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Mueller, et al., 2012). 곧, 창

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독창성이라기보다 유

용성에 대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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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험에 대한 개방성

전통적으로 창의적인 인물의 성격 특성으로 호기심, 상상력, 경험에 대

한 개방성 등이 꼽힌다. 이 중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Costa와

McCrae(1985)에 의해 제안된 성격 5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연구를 통해

창의성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예: Feist, 1998; King,

Walker, & Broyles, 1996).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상력, 호기심, 낯선

대상에 대한 개방적 태도 및 수용적인 태도, 관습에 동조하지 않는 독자

적 판단의 정도를 나타내는 개인의 성격 특성을 뜻한다(Costa &

McCrae, 1992; McCrae & Costa, 1997).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경

우 진보적이며, 개혁을 선호하고, 다양한 관점에 포용적이고, 새로운 것

에 호의적이고, 지적으로 민감한 특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선행 연구를 통

해 개방성과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해석 수준과 개방성 간

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폭넓은 분야

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해당 연구들은 일관되게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

하고 있다. 일례로 창의적 성취를 이룬 과학자 또는 예술가들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ysenck, 1995; Feist, 1998). 뿐만



- 50 -

아니라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발산적 사고력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

를 보였고(King, Walker, & Broyles, 1996), 창의적 수행력을 유의하게

예측하기도 하였다(Silvia, Nusbaum, Berg, Martin, & O’Connor, 2009).

이는 국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성은현(2003)도 창의적 사고력과 개

방성 간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창의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로

는 다음의 것들을 고려할 수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다양한 생각, 관점, 감정 등을 받아들이는데 능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McCrae & Costa, 1997). 또한,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모순되는 관점을 동시에 수용하는데 거부감을 적게 보이고

모호한 상황에서 높은 인내력을 보인다(McCrae, 1987). 따라서 낯선 아

이디어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지으려 하기 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새롭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데 유리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 주의하여야 할 것은 경험에 대한 개방성

이 창의적 수행 혹은 성취와 갖는 관계가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동

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새로움에 대한 선

호, 다양한 관점의 수용 등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을 경우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창의적인 산출물의 가치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단

순한 선호와는 또 다른 과업이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호하는 사람이

라고 해서 낯선 아이디어의 가치를 항상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장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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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렵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다고 해서 낯선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가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으면 해석 수준을 포함한 외적

변인에 영향을 적게 받을 가능성이 크다. 개념적으로도 개방성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에 대해 수용적이라는 것이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McCrae & Costa, 1997). 즉,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판단을 즐겨하는 사람이다

(George, & Zhou, 2001).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 경우 자기

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보다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으

로 가정할 수 있다. 또한 Silvia(2008)에 의하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별하는 능력 또한 뛰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연구자는 2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아이디어 중 가장 창

의적인 아이디어로 지목될 것 같은 아이디어를 구별하게 하였는데, 경험

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참여자들이 더 잘 구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창의적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안목 또

한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요컨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판단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것으

로 보이며, 창의성 평가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을 더 적게 받을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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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 수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간의 관계

해석 수준 이론 연구자들은 해석 수준에 따른 인식과 행동의 차이를 광

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Trope & Liberman, 2010). 연구자들은 심리적

거리감이나 해석 수준에 의한 효과를 일반적인 심리적 기제로서 접근하

고 있으며, 그 연구 소비, 광고, 교육, 행복 또는 공익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인간의 행동과 반응을 설명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폭넓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해석 수준에서 개인차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행동은 복합적이므로 해석 수

준에 의한 영향에서도 개인차가 나타날 수 있다. 일례로, 해석 수준과 지

연 행동(procrastination)과의 관계를 탐색한 Liberman 등(2007)은 해석

수준에 따라 지연 행동에서 차이를 보이긴 했지만 지연 행동은 개인의

성격 특성이 개입하므로 보다 폭넓은 탐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

다. 이처럼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본 연구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석 수준과 성격 특

성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없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인다.

해석 수준과 창의성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에서 성격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

다. 먼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연구자들은 인지적 특성과 성격 특성의 상

호작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이 확인되고 있다(Chamorro-Premuzic &

Furnham, 2006). 일례로 Batey, Chamorro-Premuzic과 Furnham(2009)은

발산적 사고력 검사에 대한 지능의 영향과 성격의 영향을 각각 탐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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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는 부족함을 강조하고 인지 능력과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을 고

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해석 수준 또한 대상에 대한 인지 양식 중

하나이므로 성격 특성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다(Liberman, et al.,

2007). 둘째로 해석 수준 이론에서는 이미 매칭 효과(matching effect)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매칭 효과란 여러 요

소가 매치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 즉 구성 요소들을 선택하고 결합 하

고 조절함으로써 발생되는 효과를 뜻한다(Trope & Liberman, 2010). 좁

은 의미에서는 공간적 거리감, 시간적 거리감 등 여러 차원의 심리적 거

리감이 일치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을 뜻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동기, 정서 등 다른 심리적 요인과의 적합성을 뜻하기도 한다. 예로,

Hong과 Lee(2010)에 의하면 하위 해석 수준 조건의 참여자가 상위 해석

수준 조건보다 복잡한 정서를 일으키는 메시지에 대해 덜 설득적으로 인

지하였으며, Eyal 등(2004)에 의하면 상위 해석 수준의 참여자가 긍정적

인 주장에 관심을 갖는 반면, 하위 해석 수준의 참여자는 부정적인 주장

에 더 관심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해석 수준의 매칭 효과는 심

리적 거리감 간의 일치 뿐 아니라 정서, 동기, 성격 등 다양한 요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도 있다. 종합하건대 심리적 거리감이나

해석 수준에 따른 행동이나 인식의 변화에 성격 특성이 개입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해석 수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간의 관련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위 해석 수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사이에는 추상적 사고

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앞서 논의하였듯 하위 해석 수준과 비교해 상위

해석 수준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하나는 추상적 사고의 활성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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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Trope & Liberman, 2010). Förster 등(2004)도 심리적 거리감이

클 때 창의적 사고력이 높아진 것은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어 추상적

사고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유사하게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인물은 추상적 사고를 즐기고, 지

적 사유를 즐긴다는 특징이 있다(McCrae & Costa, 1997). 이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유태용, 이기범과

Ashton(2004)이 타당화한 측정도구에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

울 때가 많다.’, ‘추상적 관념에는 별 관심이 없다.’, ‘깊은 생각에 잠길 때

가 많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강한 사람에

게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것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사람에

게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가져오는 등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간 매칭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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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교사가 상위 해석 수준이 유

발된 경우 하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경우보다 산출물에 대해 창의적 수

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때 전반적 창의성이 아닌

독창성과 유용성을 나누어 평가하게 하여 해석 수준이 미치는 영향력이

독창성과 유용성 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끝으로 교사의 경

험에 대한 개방성이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 사이에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확인하고자 한다.

가설 1. 창의적인 산출물을 평가할 때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보다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할 것이

다. 이때, 집단 간 차이는 독창성보다 유용성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을 조절할 것이다. 곧,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 때 해석 수준

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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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대전, 충남,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초등

학교 교사 135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실험 중간에 중단되거나

검사 도구를 완료하지 못한 9명의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

으로 126명의 참여자가 산출한 결과만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가상의 초등학생이 산출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경력 교사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경력 1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는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

다. 교직 경력은 평균 10.32년(SD=8.72)이며, 최소 1년에서 최대 37년이

다. 여자는 99명, 남자는 27명으로 성비가 편향되어 있으나 이는 초등교

사의 성비가 반영된 것이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직 초등교사 8명과

교육심리 전문가 3인의 검토를 받았다. 이후 2017년 4월 10일 서울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자료 수집은 2017년 4월 초

부터 10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본 실험 이전에 2017년 4월과 5월에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검사도구의

타당성과 실험 절차를 점검하였다. 예비 조사에는 본 실험에 참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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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초등 교사 및 대학원생 32명이 참여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실험에 사용된 창의적 산출물이 충분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확

인하고, 연구자의 의도와 다르게 이해되는 절차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실험은 2017년 5월부터 10월 까지 진행되었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자가 직접 참관하고 실시한 연구 결과만을 사용하였다. 우

편으로 실험 도구를 전달하는 등 연구자가 참관하지 못한 실험 결과는

참여자의 성실성과 실험의 실시 절차 준수 여부를 신뢰할 수 없어 분석

에서 제외시켰다.

가. 실험 절차

대부분의 실험은 연구 참여자들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 부터 퇴근 전 까지의 시간을 이용해 연구자가 방문하여 진행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때때로 집합 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부탁하고 동의를 받아 연수 종료 후 실험을 실시하기도 하

였다. 연구자가 참관한 가운데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3명까지 소그룹

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에는 30~40분이 소요되었으며, 간단한 음료

나 간식 외에 별도의 보상이 지급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앞서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소개한 뒤 동의서에 서

명을 받았다. 인적 사항으로는 성별과 교직 경력만을 요구하였다.

독립 변인 조작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인들은 조작 전에 측정

하였다. 조절 변인인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통제변인 중 2가지인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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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이 해석 수준 조작 전에 측정되었다.

해석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글쓰기 활동을 요구하였다.

Wakslak과 Trope(2009)가 사용한 도구를 교실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

완하였으며, 상위 해석 수준 집단에는 행동의 이유에 대해 쓰도록 요구

하였고 하위 해석 수준 집단에는 행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쓰도록

요구하였다. 참여자들은 두 집단 중 하나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해석

수준 조작이 성공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Vallacher와 Wegner(1989)가

제작하고, 김경욱(2010)이 번안한 행동개념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곧 이어 종속 변인인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총 8종의 아이디어에 대해 독창성과 유용성 수준을 평가하였

다.

끝으로 창의성 평가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제에 대한 흥미와 현

재 정서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 각 도구의 기능을 설명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대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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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사전 안내,

동의서 작성, 인적 사항 기입

↓
조절변인 측정

(경험에 대한 개방성 측정)

↓
통제변인 측정1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
독립변인 조작

(해석 수준 조작)

↓
조작 점검

↓
종속변인 측정 :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

↓
통제변인 측정2

(과제에 대한 흥미, 현재 정서)

↓
사후 설명

<표 2> 실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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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가. 해석 수준 조작

해석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Wakslak과 Trope(2009)가 사용한 방법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Wakslak과 Trope(2009)는 일상

적으로 겪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이유를 적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적게

하는 방법으로 상위 해석 수준과 하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였다. 이유 또

는 방법을 묻는 것은 해석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

는 방법이다(Trope & Liberman, 2010).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실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들이 실제로 경험할 법한 3가지 상황을

제시하고, 조건에 따라 이유를 쓰거나 구체적인 방법을 쓰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자면 아래와 같은 지문을 동일하게 제공하고,

우리 반 민재와 준혁은 단짝으로 사이가 아주 좋았다. 두 명은 쉬는

시간에 놀 때는 물론 청소를 할 때도 항상 붙어있고, 학교 밖에서도 잘

어울려 다닌다. 그런데 지난 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더니 기어이

어제는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

상위해석 수준 집단에게는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이 상황에서 담임 교사인 당신이 민재와 준혁을 중재하고 화해시켜

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여 적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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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위해석 수준 집단에게는 아래와 같은 지시문을 제공하였다.

*이 상황에서 담임 교사인 당신이 민재와 준혁을 중재하고 화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 주십시오.

나. 독립변인 조작 점검

해석 수준이 성공적으로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Vallacher와

Wegner(1989)가 제작하고, 김경욱(2010)이 번안한 행동개념화 척도(the

Behavior Identification Form: BIF)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해석 수준

연구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로서(Wakslak &

Trope, 2009),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지만(예:

Alter, Oppenheimer, & Zemla, 2010), 일반적으로 심리적 거리감이나 해

석 수준 조작과 같이 실험적 처치를 가한 후 인식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

해 사용된다(Trope & Liberman, 2010). 연구 참여자에게 ‘목록 만들기’,

‘독서’ 등 중립적인 행동을 25가지 제시하고 각각의 행동에 대해 상위 수

준 혹은 하위 수준의 인식을 강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를테면, ‘목록 만들기’에 대해 ‘조직화하기’를 선택하면 상위해석 수준이

며, ‘할 일들을 적기’를 선택하면 하위해석 수준인 것으로 간주한다. 상위

해석 수준의 인식을 선택할 때 1점을 부여하므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5

점까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점수가 높을 수록 상위 수준의 해석을 하

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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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 수준 평가 과제

참여자가 평가할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기 위해 Mueller 등(2014)에서

사용된 도구를 중심으로 총 8개의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하였다. 8개 중

4개는 Mueller 등(2014)와 이영수(2016)에서 발췌하여 변형한 것으로 사

진 없이 글로만 제시되었다. 나머지 4개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주관하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 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작

품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고 발명품 사진과 더불어 글로 된 설명이 제공되

었다.

발췌한 창의적 산출물이 충분히 창의적인 산출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예

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참여하지 않은 32명이 참여하였고, 대

전 또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초등교사 26명과 서울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

생 6명으로 구성되었다. 예비 조사 참여자들은 산출물이 평균 이상으로

독창적이고(M=5.66, SD=.84), 유용하다고 응답하여(M=6.22, SD=1.02),

창의적인 산출물 평가 과제로 선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예비조사 및 본 실험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8개 산출물의 창의적 수준을

평가할 때 독창성과 유용성을 각각 평정하도록 하였다. 독창성은 ‘독특하

다’, ‘기발하다’, ‘획기적이다’ 등 3가지 기준에 대해 9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것을 평균하였고, 유용성은 ‘실용적이다’, ‘실현 가능하다’, ‘가치있

다’ 등 3가지 기준으로 측정한 것을 평균하였다. 각각의 단어들은 김영록

과 이순묵(2004)이 개발한 한국판 창의적 산물 평가도구를 참조하여 선

정하였다.

이후 전반적 창의적 수준을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앞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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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응답을 평균하거나 합산하는 등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많아 최종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태용 등(2004)이 타당화한 한국

어판 IPIP(International Personality Item Pool)을 사용하였다. IPIP는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격 5요인인 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신경증, 개방성에 대해 각 10문항씩,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성 문항 10개를 발췌하여 이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상식이나 어

휘를 많이 아는 편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훌륭한 아이디어를 낼 때

가 많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0으

로 나타났다.

마. 통제변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창의성을 평가하는 과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가외 변수로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과제에 대한

흥미 그리고 현재 정서까지 4가지를 설정하였다. 창의적 정체감과 창의

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은 독립 변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

로 사전에 측정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흥미와 현재 정서는 종속 변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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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에 측정하였다.

1) 창의적 정체감

창의적 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초희와 유영희(2015)가 사용한 ‘창

의적 정체감(creative personal identity)’을 사용하였다. 총 4개 문항이며,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내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의적

이고자 하는 성향과 태도는 내 삶의 방식이다”, “내가 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와 창의성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역채점 문항) 등이다. 7점 리

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구성되

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3으로 나타났다.

2)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Tierney와 Farmer(2002)

가 사용한 문항을 연구 목적에 맞게 번안하였다. 본래는 개인의 창의적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는 교사로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대한 효능감을 측정하는 상

황에 맞게 수정하였다. 총 2문항으로 “나는 평소에 우리 반 학생의 창의

성을 평가하는데 자신이 있다.”, “나는 내가 평가한 창의성 점수에 대해

확신하는 편이다.”이며,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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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에 대한 흥미

과제에 대한 흥미를 측정하기 위해 Förster 등(2004), Jia 등(2009)이 사

용한 과제에 대한 흥미 문항을 변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평가

과제에 대한 참여자의 흥미를 묻기 위해 2가지 문항을 7점 척도로 구성

하였다. 문항은 “마지막 활동(즉, 여러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 활동)

은 흥미로웠다.”, “마지막 활동을 하는 동안 집중이 잘 되었다.” 이며,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4) 현재 정서

현재 정서에 따라 과제 수행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Förster 등

(2004), Mueller 등(2014), Jia 등(2009)이 사용한 도구를 변형하여 사용하

였다. “현재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라는 1개 문항에 대해 부정적일

수록 1점에 가깝게, 긍정적일 수록 7점에 가깝게 응답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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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방법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하였고, 본 분석에 앞서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그 후 해석 수준 집단에 따라 통제 변인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기 위해 2가지 사전 통제 변인과 2개의 사후 통제 변인을 대상으로 각각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독립 변인 조작이 유효한지 확인하

기 위해 행동개념화 척도를 대상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독창성과 유용성 점수로 8종의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점수를 각각 평균하여 사용하였고 둘 사이에는 높은 상관이 나타

났다. 따라서 독창성 점수와 유용성 점수 간의 상관을 고려하면서 해석

수준 집단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이때 해석 수준(상위 해석 수준, 하위

해석 수준)은 집단 내 변인으로, 창의성 평가 내용(독창성, 유용성)은 집

단 간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해석 수준에 따라 독창성과 유용

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는지, 독창성과 유용성 점수 간에는 어떠한 차이

가 있는지, 그리고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 사이에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끝으로 해석 수준이 독창성과 유용성 각각에 미치는 영향에 경험에 대

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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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 결과

1. 사전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두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

에 대한 효능감, 과제에 대한 흥미 그리고 현재 정서를 측정하여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창의적 정체

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과제에 대한 흥미, 현재 정서 모두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124)=-.38, p=.70, t(124)=1.71, p=.09,

t(124)=.43, p=.66, t(124)=.85, p=.40. 이에 두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가

정하고 이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실험 조작 확인

해석 수준 조작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Vallacher와

Wegner(1989)가 제작하고, 김경욱(2009)가 번안 및 수정한 행동개념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5개 문항에 대하여 상위 해석 수준을 선택하면

1점, 하위 해석 수준을 선택하면 0점으로 코딩한 뒤 총합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 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t(124)=-4.09, p<.001, 조작에는 문제가 없다

고 판단하였다.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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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상위 해석 수준 65 17.06 3.95
-4.09 <.001

하위 해석 수준 61 13.63 5.33

<표 3> 해석 수준 조작 점검

3. 주요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수별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이때

독창성 점수는 8종의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

고, 유용성 점수는 8개의 유용성 점수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참여자들

은 독창성과 유용성 모두에 대해 5점 이상으로 응답하여, 참여자들은 연

구 도구로 제시된 산출물에 대해 창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가 산출한 독창성 점수의 전체 평균은 5.73 으로 유용성 점수의

전체 평균 6.18 보다 더 높아 연구 참여자들은 유용성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창성 점수의 표준편차는 0.94 로 유용성 점수의

표준편차 1.12 보다 더 크게 나타나 참여자들은 독창성보다 유용성에 평

가에서 더 적은 합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해석 수준 조작과 독창성, 유용성은 상관계

수가 각각 .30(p<.001), .39(p<.001)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상위 해

석 수준 조작이 1로 코딩되었으므로 상위해석 수준일 때 독창성과 유용

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해석 수준 조작과 그 외 변인 간에

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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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창성과 유용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60, p<.001. 독

창성과 유용성 모두 과제에 대한 흥미와, 현재 정서사이에서 상관계수가

.26～.34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독창성과 경력 간에는 부적 상관 관계

가 나타났고, r=-.29, p=.001, 유용성과 경력 간에도 부적인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 r=-.32, p<.001. 경력이 높아질수록 대체로 낮은 점수를 준 것

으로 나타났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독창성, 유용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1, p=.20, r=.03, p=.74. 개방성이 높다고 해서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

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방성과 창의적

정체감의 상관계수는 .57(p<.001), 개방성과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의 상관계수는 .28(p=.002)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후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측정치들

이 반복측정 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먼저 정규

성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분석하였다. 각 측정 변

인의 왜도는 -.67에서 1.28이며, 첨도는 –2.03에서 .88사이였다. West,

Finch와 Curran(1995)가 제안한 왜도 |2|, 첨도 |7|을 초과하지 않았으므

로 이후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였다. 동분산성 가정의

경우 표본 수가 30을 초과하고 집단 간 표본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

는다면 분산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주장(McCall & Appelbaum,

1973)에 근거하여 동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간주하였다. 구형성 검

증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집단 내 변인이 1개 2수준이므로 검증이 불필

요하여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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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2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성별 -　 　 　 　 　 　 　 　 　 　

2. 교직경력 .30** -　 　 　 　 　 　 　 　 　

3. 해석수준(0=하위, 1=상위) .00 -.17 -　 　 　 　 　 　 　 　

4. 독창성 .05 -.29** .30** -　 　 　 　 　 　 　

5. 유용성 .05 -.32** .39** .60** 　- 　 　 　 　 　

6. 경험에 대한 개방성 -.14 -.05 .14 .11 .03 -　 　 　 　 　

7. 창의적 정체감 -.07 .00 .03 .10 -.09 .57** -　 　 　 　

8.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04 -.07 -.15 -.03 -.01 .28** .41** -　 　 　

9. 과제에 대한 흥미 .13 -.08 -.04 .34** .32** .11 .08 .27** -　 　

10. 현재 정서 .05 -.06 -.08 .32** .26** .08 .05 .13 .71** -　

평균 1.79 10.32 0.52 5.73 6.18 34.28 18.71 8.52 10.54 5.31

표준편차 .41 8.72 .50 .94 1.12 5.35 4.21 2.26 2.48 1.29

주. **p<.01

<표 4> 주요변인의 평균 및 상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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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수준에 따른 독창성과 유용성 평가 결과

해석 수준에 따른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과 유용성 평가의 차이

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집단 간 효과인 해석 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하위 해석 수준

집단과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평가한 결과는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F(1,124)=21.83, p<.001, ηp2=.15. 집단 내 효과인 독창성과 유용

성 간의 차이 역시 유의하게 나타나 참여자들은 독창성과 유용성 평가를

다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24)=29.91, p<.001, ηp2=.19. 구체적으로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의 독창성 평균은 6.00(SD=.89)이며, 유용성 평균은

6.59(SD=.83)이었고, 하위 해석 수준 집단의 독창성 평균은

5.44(SD=.92), 유용성 평균은 5.73(SD=1.22)으로 나타났다(<표 6>과 <그

림 1>을 참조). 결과적으로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

보다 독창성과 유용성 모두에 유의하게 높은 점수로 평가하였으며, 집단

에 관계 없이 독창성보다 유용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반면,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 내용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

았다, F(1, 124)=3.26, p=.07. 이는 해석 수준이 독창성 평가와 유용성 평

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뜻한다. 가정한

바와 다르게 해석 수준이 독창성과 유용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달라지지

않았다.

요컨대,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에 비해 독창성과

유용성 모두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독창성을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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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유용성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해석 수준에 따른 독창성과 유용성 평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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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 자승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부분

에타제곱

집단 간

해석 수준 31.82 1 31.82 21.83* .15

오차 180.79 124 1.46

집단 내

창의성 평가 내용 12.52 1 12.52 29.01* .19

창의성 평가 내용

× 해석 수준
1.41 1 1.41 .07 .03

오차 53.51 123 .43

*p<.001

<표 5> 해석 수준에 따른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의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상위 해석 수준

(n=65)

하위 해석 수준

(n=61)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창성 6.00 .89 5.44 .92

유용성 6.59 .83 5.73 1.22

<표 6> 해석 수준 집단에 따른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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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 수준이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

향에 있어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조절효과 검정

해석 수준이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경험에 대한 개방

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탐색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함께 추가로 투입되는 조

절 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고려하여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평균

중심화 하여 분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독창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1단계 분석에서 독립 변인인 해석 수준을 투

입하였다. 해석 수준의 설명력만을 살펴본 것으로 약 9%의 설명력을 보

였다, R2=.09, F(1,124)=12.17, p=.001. 2단계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ΔR2=.01. 3단
계에서는 해석 수준과 평균 중심화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상호작용항

을 추가 투입하였으나 역시 설명력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Δ
R2=.01. 유용성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도 같은 절차로 변

수를 투입하였다.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 해석 수준의 설명력만 유의하였

고 약 15%의 설명력을 보였다, R2=.15, F(1,124)=21.70, p<.001. 2단계 및

3단계 분석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상호작용항 모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각각 ΔR2=.00, ΔR2=.00.
즉,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해 독창성을 평가하든

유용성을 평가하든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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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절효과를 보

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126)

변인

독창성 유용성

ΔR2 단계별β 최종β ΔR2 단계별β 최종β

1단계: 해석 수준(R2) .09** .15**

해석 수준

(하위=0, 상위=1)
.30** .29** .39** .39**

2단계: 주효과(ΔR2) .01 .00

경험에 대한 개방성 .07 .16 -.03 -.09

3단계: 조절효과(ΔR2) .01 .00

해석 수준

×경험에 대한 개방성
-.12 .09

**p<.01

<표 7> 해석 수준이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험에 대

한 개방성의 조절효과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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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논의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산출물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해석 수준을 설정하고 해석 수준 조작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해석 수준이 독창성 및 유용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지

탐색하였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외 변인으로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과제에 대한 흥미, 현재 정서 등을 설정하고

통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석 수준에 따라 창의적인 산출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 집단이 하위 해석 수준

집단보다 산출물에 대해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는 Mueller 등

(2014)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경우 동일

한 창의적 산출물이라도 더 창의적이라고 인식함을 뜻한다.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되면 대상의 본질적 속성, 의도와 목적 등을 중심으로 판단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Trope & Liberman, 2010). 때문에 성공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창의적인 산출물이라도 보다 허용적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하위 해석 수준일 경우 구체적인 실시 방법

이나 지엽적인 속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므로(Trope & Liberm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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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만든 창의적 산출물이 조악하다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창의성 평가 관련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던 몇 가

지 중요한 가정에 대해 반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Amabile(1996)는 일

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자라면 일관된 평가를 내리며, 합의

를 이루기 쉬울 것으로 가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상황적

변인에 의해 평가자의 인식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일정 수

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도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는 일관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기에 앞서 어떤 맥락에서 산출

물이 제시되는지,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 상황적 변인을 충분히 통

제하여야만 타당한 평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가자의 기본

요건으로 배경지식이나 전문성을 삼아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

이나, 때로는 전문가 조차도 해석 수준과 같은 상황적 변인에 의해 일관

되지 못하게 평가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교사의 해석 수준을 조작하는 것으로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교사

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결과는 창의성 교육 상황에서 해석 수준

을 조작하는 것이 일종의 처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창의

성 교육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평가는 수업 목표와 같은 맥락의

요구에 따라 유연해질 필요가 있음을 상기하건데(이인호, 한기순, 2009),

교사는 때로는 허용적으로, 또 어떤 때는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평가하여야 한다. 특히 반창의적 편

향이나(한기순, 유경훈, 2013),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암묵적인 부정

적 태도(Mueller, et al., 2012), 창의적인 아동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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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Westby & Dawson, 1995), 창의적인 인물과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

동과 연결짓는 인식(Lim & Plucker, 2001) 등이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상위 해석 수준을 유발하는 것으로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

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발명 대회에 출품을 앞둔 학생을 지

도하는 상황이라면 발명품의 허점을 찾는 등 비판적 검토가 필요할 것인

데, 이때는 하위 해석 수준에서 검토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

(Alter, et al., 2010). 요컨대, 이 같은 연구 결과는 평가자의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의 정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으

며, 때로는 상황에 맞는 합당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처치가 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더불어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해석 수준을 조작하는 데에는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 정도 밖에 소요되

지 않으므로(Trope & Liberman, 2003), 간편하게 평가자의 인식을 조작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만으로는 상위 해석 수준일 때 창의적 수준을 과대 평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위 해석 수준일 때 평가 절하하는 것인지는 확인

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석 수

준이 조작되지 않았을 때 보다 특정한 해석 수준을 조작할 경우 창의적

수준을 과대 평가하는지 혹은 과소 평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해석 수준의 기본 값이 무엇인지 정립되

지 않았고(Förster, 2009), 이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에서 대조군을 설정

하지 않고 상위 또는 하위 두 집단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ujita, et al., 2006). 후속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탐색이 가능

한 분야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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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창의성 평가 내용과 해석 수준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해석 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독창성과 유용성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

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독창성과 유용성을 나누어 평가하게 하였는데,

가정한 바와 달리 독창성과 유용성에서 해석 수준의 영향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해석 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은 실천의 용이함에 대한

판단이므로 유용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으나

(Trope & Liberman, 2010), ‘대상이 얼마나 새로운가?’에 대한 인식마저

도 달라졌다는 데에서 해석 수준에 따른 인식의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창의성 평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석 수준과 창의성 평가 간에 조절효과를 보이

지도 못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는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데, 기존에

창의성을 평가하는 인물의 성격 특성에 따라 창의성 평가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더욱 주의를 요한

다. 어쩌면 창의적인 것을 선호하는 성격과 실제 산출물에 대해 호의적

으로 평가하는 것은 별개의 일일 수도 있으며, 창의적인 안목으로 말미

암아 더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 댈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실

험 설계를 고려하건대 해석 수준을 조작하거나 창의성을 평가하는 활동

이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 특성이 반영되기에는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거의 무효한 영향을 끼쳤을 수 있

다. 또한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에서 성격 특성과 해석 수준 간의 연결 가능성을 시사하



- 80 -

고는 있으나(예: Liberman, et al., 2007), 실제로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삼은 사례를 관찰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드문 예로 김경욱(2009)

이 기질적 불안 수준에 따라 심리적 거리감과 선호도 간의 관계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을 뿐이다. 요컨대 창의성

평가자의 성격 특성과 평가 결과 사이의 관련성,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탐색이 가능한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로 가외 변인으로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한 효능감, 과제

에 대한 흥미, 현재 정서 등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어느 것도 집단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 결과가 적어도 4가지 변인에 의한 효과는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실제 학생 발명대회에 출품된 작품을 기초로 실험 도

구가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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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본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창의성 전문가의 반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

평가 관련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평가 간

의 차이를 탐색하는 것이다.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교사 집단과 비교해

발명대회 심사자 등 전문가 집단은 해석 수준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

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면 마땅히 일관된 평가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는데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춘 교사조차 일관되지 못

한 평가를 내린다면 다른 전문가 역시 상황적 변인에 의해 일관되지 못

한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연구만으로는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때 창의적 수준을 과

대 평가하는 것인지, 하위 해석 수준이 유발될 때 평가 절하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두 집단 간 비교 뿐 아니라 통제 집

단을 설정해 비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해

석 수준의 기본 값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못하며, 대부분의 연

구에서 상위 또는 하위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예: Fujita, et al., 2006; Ledgerwood & Callahan, 2012). 또

한 해석 수준을 조작하지 않는 통제 집단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낯선 자

극(즉, 창의적인 산출물)에 노출될 경우 상위 해석 수준이 유발된다는 연

구 결과를 살펴 보건데(Förster, 2009), 통제 집단이 뜻하지 않게 또 다

른 상위 해석 수준 집단이 될 수 있어 보인다.

셋째로 해석 수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는 ‘이유’와 ‘방법’에 대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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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도 심리적 거리감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다(Liberman, et al., 2007).

이를 테면 ‘이 창의적인 산출물은 외국의 학생이(또는 우리 반 학생이)

제작한 것이다’와 같이 공간적 거리감을 조작하는 것이다. 때때로 나와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창의성 평가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가

정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실험 절차 상의 문제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 문항이

이 창의성 평가 이전에 제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준을 평가

하는 과제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순서

를 지금과 같이 설정하였다. 그러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 문항이 상위 해

석 수준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 해석 수준 조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조작 점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이 같은 비판을 피할 수 있으나, 후속 연구에

서는 성격 특성을 묻는 문항을 측정하는 것과 창의성 평정 간에 시간적

간격을 멀리 두는 것으로 이 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창의성 평가를 거의 설명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효과를 보이지도 못했으나, 성격 특성

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선행 연구를 종합

하건대 여러 연구자들은 해석 수준과 성격 특성 간의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그 관계를 직접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창의성 평가에 있어서도 아무리 경

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하더라도 개인의 성격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

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평가자의 성격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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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가 결과의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외 변인으로 창의적 정체감, 창의성 평가에 대

한 효능감, 과제에 대한 흥미, 현재 정서 등 4가지를 설정하였는데, 또

다른 변인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해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설정한 것이지만, 현재로서

는 창의성 평가에 대한 연구 자체가 부족하여 가외 변인을 설정하고 통

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짐작하건대 평가자의 창의성 연수 경험, 창의성

평가 경력 등에 따라 반응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건데,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변인과 개인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수준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그 외 다양한 변인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보다 폭넓은 연구

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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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onstrual level on the

evaluation of creative products and examine whether the evaluator's

openness to experience moderates this relationship. Because evaluation of

creative products depends on subjective decision of the evaluator, it is

difficult to be consistent in all situations. Rather, it would be affected by

the contextual variables and individual variables.

In this study, contrual level was set as a contextual variable and

openness to experience was set as a personal trait. The evaluation of

creative products was separately measured by originality and usefulness. A

total of 136 elementary school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the

data from 126 people were used(27 males, 99 females) for final analysis.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high level construal group or low

level construal group, and evaluated the originality and usefulness of 8

creative products.

As a result of the repeated measures ANOVA, participants in th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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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construal group rated the originality and usefulness of the creative

products higher than those in the low level construal group. This result

indicated that participants in the high level construal group seem to have

positively assessed creative products while focusing on students' creative

intention, on the other hand, participants in the low level construal group

seem to have critically evaluated the feasibility of creative products.

Additionally,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construal level had a similar

effect on the evaluation of originality and usefulness, unlike the assumption

that the construal level had a greater influence on the usefulness evaluation

than the evaluation on originality. Also, openness to experience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both the evaluations of originality and usefulness of

creative products, nor did i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rual

level and creativity eval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meaningful in that it empirically verified

the teacher's construal level as a situational variable influenced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creative products. The construal level of each of

the evaluators should be controlled equally in a situation that requires a fair

evaluation among several evaluators. Meanwhile, construal levels can be

used as a kind of intervention. For example, when anti-creativity bias is

rampant, it may be effective to trigger a high level construal. Or in

situations where critical review is required, it may be effective to induce

low level construal. Finall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to see how

individual characteristics affect creativity evaluation, though openness to

experience had little influence on creativity evaluation in this study.

keywords : evaluation of creativity, construal level theory,

openness to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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