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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화 효과(incubation effect)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해결책

을 찾지 못하다가 잠시 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후 수행이 좋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데 있어 

부화 단계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화의 효과와 중요성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어떻게 부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창의적 수

행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부화가 갖는 중요성과 그 효과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

야 부화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개의 

실험 연구를 설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부화 활동과 정서 상태에 따라 창의적 수행이 달라지는지

를 확인하였다. 

연구 1에서는 부화 과정에서 제시받은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부화 효

과가 달라지는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생 179명이 연

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4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화 활동의 

특성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인지 부화 조건, 휴식 부화 조건, 정서 부화 

조건 그리고 부화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휴식 

부화 조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해결의 어

려움을 잊고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인지 

부화 조건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보다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추

가로 제공해주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 부화 조건은 즐거움과 같은 

정적 정서가 유발된 조건이다. 연구참여자는 4개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실

험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과제(“각자 분야 선정 후, 새

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제시하기”)를 실험 과제로 선정하였

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Amabile(1982)의 합의평정기법

(CAT)을 활용하여 3명의 전문가가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였다. 이때 평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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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 전반적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이며, 이때 유창성은 아

이디어의 개수로 전문가가 평가하는 항목에서 제외하였다. 

연구결과, 부화 활동을 제시받은 집단이 아무런 활동도 제시받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창의적 수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또한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부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났는데, 유창성 측면에서는 인지 부화 활동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나 독창성, 정교성 측면에서는 휴식 부화 조건이 가장 높

은 수행을 보였다.

창의적 수행은 다양한 기질적 또는 상황에 따른 기분 상태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Bass, De Dreu, & Nijstad, 2008). 이에 연구 2에서는 개인의 기분 

상태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부화 활동과 정

서 상태 간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부화 활동을 제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설정한 인지 부화 활동을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고인지 부화 

활동과 저인지 부화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정서는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그

리고 중립 정서로 나누어 사진 자극을 활용하여 특정 정서를 유발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생 231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 중 197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부화 활동의 특성(고인지, 저인지)과 정서 상태

(정적, 부적, 중립)에 따라 연구참여자를 6개 집단에 무선 할당하여 실험 연

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과 비슷하게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과제(“일상생활

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 개발하기”)를 실험 과제로 선정

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평가 또한 연구 1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였다. 정서 상태는 Lan, Bradley와 Cuthbert(2005)가 개

발한 국제표준정서체계(IAPS)의 사진 자극을 활용하여 조작하였다. 연구 결

과, 정서 상태에 따라 효과적인 부화 활동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유창성

의 경우, 부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저인지 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창의

적 수행에 도움이 되나, 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고인지 부화 활동이 더 

도움이 되었다. 유용성의 경우, 부적 정서를 가진 사람이 중립 정서를 가진 

사람에 비해 고인지 부화 활동을 제공받을 때 더 수행이 높았다. 마지막으

로 정교성의 경우, 유창성과는 반대로, 부적 정서를 가진 사람은 고인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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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동이 정적 또는 중립 정서를 가진 사람은 저인지 부화 활동이 수행에 

더 도움이 되었다. 

이는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부화 효과를 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정서 상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창의성의 하위 요소별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주어진 과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예

를 들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지 또는 많은 아이디어보

다는 독창적이고 질 높은 아이디어가 중요한지 아니면 이미 제안된 아이디

어들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 적합한 부화 활동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고인지 부화 활

동에 참여하고 정적 정서를 갖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반면, 아이디어의 완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인지 부화 활동과 부적 정서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확산된 주의를 제한하여 더 적절하고 효과적인 단서에 접근하도록 돕는 것

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고 과정에서 부화 효과가 부화 과정 동

안 참여하게 되는 활동의 특성과 개인의 정서 상태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

화 효과를 올바르게 가져오기 위해서는 부화 활동의 특성과 개인의 정서 상

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부화 효과, 부화 활동 특성, 정서 상태,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학  번 : 2008-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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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힘인 창의성은 이미 삶의 한 부분이며 현대 사회

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주제이다. 이전에는 사회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뛰어

난 성취를 보인 위대한 사람들이 어떠한 창의적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관심

을 두고 연구들이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교육적 관점에서 개인이 일상

생활에서 발휘하는 개인적 창의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길러야 

하는 능력이라고 여겨지고 있다(Kaufman, Lee, Baer, & Lee, 2007). 일상생

활에서 문제를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가며 유용하고 적절한 산출물

을 내는 사고와 활동을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이라고 한다(정은

이, 2002). 이와 유사하게 다양한 맥락 안에서 더 넓은 범위의 학생들의 창

의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창의성으로 little-c라는 개념을 제안한 Kaufman

과 Beghetto(2009) 또한 모든 개인이 어느 정도 창의적 잠재성을 갖고 있으

며 이는 교육을 통해 충분히 함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계

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창의인성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이미 

가진 창의적 잠재능력을 도출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는 이는 별로 없다. 

창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특성(예; 호기심, 통찰력 등)

이나 환경 특성(예: 창의성을 지지 또는 저해하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중

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Smith, Ward, & Finke, 1995). 창의

적 사고 과정은 Guilford, Sternberg, Mednick, Gardner, Ward 등과 같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왔다. Guilford(1950)는 사고 유형으로 확산

적 사고(divergent thinking)와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을 제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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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능구조모형(Structure of Intellect Theory: SOI, 1967)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창의적 능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였다. Torrance(1974) 또한 창의성

을 확산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확산적 사고와 관련된 하위요

소로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제시한 바 있다. 확산적 사고 과제에

서의 수행을 개인의 창의적 잠재성을 신뢰롭게 예측하며(Runco & Acar, 

2012),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

고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잠시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부

화 과정을 갖는 방법이 그중 하나다. 

Wallas(1926)는 문제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준비 단계를 거쳐 무의식적으

로 문제를 생각하는 부화 단계, 아이디어들을 조명하고, 이를 적용해보는 검

증 단계를 거쳐 창의적 사고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특히 부화 단계는 상

당히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Glover, Ronning & Reynolds, 1989).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해

결책을 찾지 못하다가,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일종의 통찰을 경험하게 된다. 

이를 부화 효과(incubation effect)라고 부른다(Sio & Ormerod, 2015).

부화를 위한 ‘과제에서 벗어나기(time away)’의 효과는 다음과 같은 측면

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Ritter & Dijksterhuis, 2014). 첫째, 시간 효과이다. 

과제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 동안 과제에 대해 생각을 할 시간을 추가로 확

보했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둘째, 잘못된 단서나 잘못된 정보의 망

각 효과이다(Kohn & Smith, 2009; Penaloza & Calvillo, 2012; Smith & 

Blankenship, 1989, 1991). 셋째, 반응 갖춤새(고착) 전환 효과이다(Segal, 

2004). 이는 부화 단계를 갖는다는 것은 관련 없는 정보가 사라질 때까지의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고착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와 문제해결을 도우며, 

적절하지 않은 정보나 개념에 대한 연결망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여 결국 

적절하지 않은 정보나 개념에 덜 민감해져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관련된 정보에의 접근은 확산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전까지의 입장은 부화 효과는 고착

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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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안 무의식적 과정에서 단순 고착의 망각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부화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한 입장도 있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 

이처럼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부화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살펴보고 창

의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부화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적 시도는 꾸준

히 이루어졌지만, 아직 일관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지 못하고 있다(Browne 

& Cruse, 1988; Dodds, Ward, & Smith, 2004; Gilhholy et al, 2012; Kohn 

& Smith, 2009; Olton & Johnson, 1976; Segal, 2004; 박희경 외, 2001; 이정

은, 2013). 부화 효과에 대한 일관되지 못한 결과에 대해 일견의 학자들은 

부화 과정을 갖는 것만이 아닌 다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Sio & Ormerod, 2009). 예를 들어, 부화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는 활동의 인

지적 요구 수준(Sio & Ormerod, 2009), 본 과제와 부화 활동 간의 유사성

(Ellwood et al., 2009; Gilhooly et al., 2013), 부화 과정의 시간과 제시 방법

(Goldman, Wolters, & Winograd, 1992; Penney, Godsell, Scott, & Balsom, 

2004; Segal, 2004), 부화 단계에서의 지시문(Gallate, Wong, Ellwood, 

Roring, & Snyder, 2012) 등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단순히 과제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떠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부화 단계에서의 

정서 상태(emotional state)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서와 창의성은 밀

접한 관련이 있는데, 정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조절 

기능과 피드백 기능 및 메타 인지 기능을 담당한다(Eysenck & Keane, 

2005). 비록 정적 정서 또는 부적 정서 중 어떠한 정서 상태가 창의성에 긍

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하에 있지만, 창의적 사고 과정은 정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Fredrickson(1998; 2001)은 정

적 정서가 확산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Baas, De Dreu

와 Nijstad(2008)은 창의성의 이중경로모형을 통해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가 

어떻게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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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부화 단계에서의 정서 상태가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한 연구는 부족하지만,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을 바탕으로, 이 

둘 간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망각-고착 가설(Kohn & Smith, 2009; 

Penaloza & Calvillo, 2012; Smith & Blankenship, 1989, 1991)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부화 단계를 통해 원래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 간의 연합이 약해

짐으로써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슬픔이나 우울

과 같은 부적 정서는 정보를 회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처

리이론에 따르면 작업기억의 용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중립 또는 정적 정서

에 비해 부적 정서는 상대적으로 주의용량을 더 많이 사용함으로써 정보를 

회상하는데 필요한 주의력을 저하시킨다(Ellis & Ashbrook, 1988; Hertel & 

Rude, 1991). 따라서 부적 정서 상태는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와 확산적 사고 과제에서 아이디어를 더 정교화하고 완

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무의식적 작업 가설을 지

지하는 Dijksterhuis와 Meurs(2006), Gilhooly와 동료들(2012,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부화 단계에서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을 통해 기존 지식 간의 연결

구조가 확산한다. 그러나 개인의 감정이 정보로써 활용되어 정서와 관련된 

기억이나 아이디어들의 인출과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아이디어 간의 연합을 

유발한다는 Schwarz(1990, 2002)의 정보적 정서이론(Feelings as Information 

Theory)이나 확산적 사고에 필요한 주의를 보다 확장시키고 이것이 서로 다

른 아이디어 간의 연합을 촉진한다는 Fredrickson(1998; 2001)의 긍정적 정

서의 확장-수립 가설(Broaden and Build Theory)을 통해 개인의 정서 상태가 

확산적 사고 과제에서 나타나는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화 단계에 초점을 맞

추어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 상태가 창

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문헌분석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해 잠시 수행하던 과

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부화(incubation)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 선행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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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검증된 부화 효과를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 생성 과제를 활용하여 다시금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수

렴적 사고만을 측정하는 과제를 활용한 연구결과들에서는 일관된 부화 효과

를 보고하지만, 확산적 사고 과제를 활용한 연구들에서는 일관된 부화 효과

를 보고하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부화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는 활동의 특성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

해 다양하게 구분하였다. 선행 연구들에서 활용한 부화 활동의 특성을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부화 활동을 특성을 인지 부화 조건, 휴

식 부화 조건, 정서 부화 조건으로 구분하였고, 연구 2에서는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부화 활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

해 다양한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른 차별적인 부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서 상태에 따라 동일한 부화 활동이라도 서로 다른 부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정서 상태를 조작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하

였다. 다양한 자원에 접근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연합해야 하는 창의적 아이

디어 생성 과정에 정서가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부화 과정을 제공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는 활동의 특

성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지는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부화 과정 동안 

어떠한 정신 작용을 통해 창의적 수행이 향상되는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보기 위해 부화 조건을 세분화하였다. 연구 1에서는 부화 과정 동안 주의전

환을 시키기 위해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지 부화 조건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 부화 조건, 그리고 긍정 정서의 확장-수립 가설을 기반으로 정서 

부화 조건,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부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는 無부화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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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2에서는 망각-고착 가설과 대비되는 최근 입장인 무

의식 작업 가설을 반영하여 인지 부화 조건을 인지적 노력이 상당히 요구되

는 고인지 부화 조건과 저인지 부화 조건으로 구분하였고,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별로 정서의 유형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창의성의 이중경로모

형을 기반으로 정서의 유형을 긍정, 부정,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중립 정서 

조건으로 세분화하였다.

연구 1. 부화 활동의 특성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1.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이 달라지는가?

1-1.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1-2.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2.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가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부화 활동의 특

성과 정서 상태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은 달라지는가? 

2.1.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라 전반적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2.2.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유창성, 독

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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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용어정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인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부화 효과

부화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잠시 문제에서 벗어나 의식적 사고

가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를 말한다(Gilhooly, Georgiou, & Devery, 2013; 

Smith & Dodds, 1999; Wallas, 1926). 부화 효과(incubation effect)는 의식적

으로 하던 생각이 무의식 상태에서 재조합되어 갑자기 해결책을 발견하거나 

여러 번 시도 후에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들을 일정 시간 제쳐

두었다가 다시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책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부화 과

정을 가짐으로써 수행이 향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부화 연구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법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는 부화 과정을 갖는 경우와 부화 과정 없이 문제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하는 것이다. 문제를 푸는 총 소요시간은 조건별

로 동일하며 부화 과정에는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의식적 작업(생각)을 방

지하기 위해 관련 없는 활동이 제시된다. 계속 문제를 푸는 문제풀이 조건

(無부화 조건)과 과제 수행 도중 잠시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부화 조건으로 

구분하였을 때 부화 조건이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보이는 것을 부화 효과의 

증거로 간주하였고, 이때 문제해결 과정에서 잠시 문제풀이를 중단하고 다

른 활동을 하는 것을 부화 활동이라고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나. 부화 활동 특성

부화 효과를 높이는 데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부화 단계에서 어떠한 활

동에 참여하게 되는가이다. 부화 단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지만, 부화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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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의를 분산시키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부화 단계에서 휴식을 취하

는 조건(휴식 부화 활동),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인

지 부화 활동), 마지막으로 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조건(정서 부화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또 하나 고려해봐야 할 것이 부화 단계에서 참여하게 되는 활동의 요구

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이다. 낮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의 참여는 

넓은 주의 초점을 가져온다는 입장과 이와 반대로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

하는 과제에의 참여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

이 있다. 연구 1에서의 인지 부화 활동으로 제시된 과제를 낮은 인지적 노

력을 요구하는 과제와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로 세분화하여 연

구 2에서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 정서 상태

정서는 비교적 짧고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의해 유발된 감정(emotion)으

로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정서(affect)나 기분(mood)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유발된 기분을 의미한다. 정서의 쾌

와 불쾌라는 정서가(valence)의 기준으로 정적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된

다. 연구 1에서는 부화 단계에서 정적 정서만을 유발하였다면, 연구 2에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차별적 효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

다. 정적 정서에는 즐거움이나 흥미, 쾌활함과 같은 기분이 포함되었고, 부

적 정서에는 분노, 불쾌, 짜증과 같은 기분이 포함되었다.

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Guilford, 1950),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는 창의적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이다(Kaufman, 

Plucker, & Baer, 2008). 확산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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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을 할 수 있는 사고로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는 사고인 수렴적 사고

(convergent Thinking)와 대조를 이룬다. 창의성을 측정하는 검사에서 매우 

독창적인 답을 하는 사람들은 확산적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에서는 실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하는 방안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아이디어 생성 과제에서의 수행을 창의적 

수행으로 정의하였다. 이때 주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아이디어 생성 과

제를 형식을 활용하였지만, 연구 참여자들에게 단순히 아이디어를 많이 제

시하는 것 외에도 아이디어의 질적인 측면인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과 같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행을 

전반적 창의성 수준과 함께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

용성, 정교성으로 구분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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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창의성

가. 창의성에 대한 다양한 정의

창의성이란  제시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새롭고(novel, original) 유용한

(appropriate, feasible, potentially useful)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으로

(Amabile, 1983; Amabile et al., 1996), 주어진 문제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

준의 독창적이며 완성도 높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Mumford, 

Hester & Robledo, 2012). Sternberg와 Lubart(1999)도 창의성을 새롭고(예: 

독창적이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동시에 적절한(예: 유용하거나 적응적인) 것

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에 대한 정

의는 매우 다양하며 아직 합의된 개념은 도출되지 않았지만, 여러 학자들이 

내린 정의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은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Hennessey & Amabile, 1988). 

창의성을 바라보는 전통적 입장은 창의성을 개인의 타고난 특질이나 고

유한 능력이라고 여기고 창의적 사고나 성격 특성을 측정하고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Guilford, 1950; Torrance, 1962). 점차 창의성에 관한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창의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창의적 개인, 창의적 과정, 

창의적 산물과 창의적 환경이라는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Rhodes, 1961). 첫째, 개인(person)에 더 초점을 둔 학자들은 창의적인 사람

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격 및 동기 특성이 창의성의 기저를 이룬다고 

보았다(Barron & Harrington, 1981; Simonton, 1984). 둘째, 과정(process)은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가는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창의적인 문제해결 과정(creative 

problem solving process)에 주목한다(Ghiselin, 1952; Koestler,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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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Rhodes(1961)의 4P(process, product, person, press) 모형

Torrance, 1988; Wallas, 1926). 셋째, 산물(product)이란 특정 분야의 이론에

서부터 예술품이나 발명품과 같은 유형의 것에서부터 창의성을 발휘하도록 

지지해주는 분위기나 리더십 등과 같은 무형의 것까지 모두 포함된다. 즉, 

창의적 산물이란 창의적 과정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Taylor, 1988). 

이를 지지하는 학자들은 창의성을 독창적이면서도 문제해결에 적합한 산물

을 생성해내는 능력이라 정의하고 있다(de Bono, 1986; Guilford, 1967; 

Perkins, 1985; Stein, 1975). 마지막으로 환경(press)에 관심을 두고 있는 학

자들은 창의적 산출물이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맥락 요소들

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한다(Ellison, James, & Carron, 1970). 이러한 환경에

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최종 결과

물로 완성하기까지 지속해서 줄 수 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환경 

또한 포함한다.

최근에는 개인과 환경, 문화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현된다는 

통합적 관점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창의성을 다면적 특성을 가진 복합적 요

소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여러 환경 요인들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비로소 발현된다고 주장한다(Amabile, 1983; 

Csikszentmihalyi, 1988, 1999; Isaksen et al., 1993; Sternberg & Lubart, 

1991; Plucker & Beghetto, 2004; Urban, 1995). 이러한 관점을 체계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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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mabile(1983, 1996)는 창의성에 대한 개인적 특성과 창의적 과정을 모두 

체계적으로 통합시킨 구성요소모형(Componential model)을 통해 영역관련

기술(지식, 기술, 특별한 능력), 과제동기(과제 몰입, 과제에 대한 태도, 내‧외
적 동기)가 필요하며, 창의성과 관련된 정보처리(고정관념을 깨고 복잡성을 

다루는 사고방식)에 의해 창의성 발현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특히 창의성 관

련 기술이나 동기 부여에 환경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강조하면서 

사회‧환경적 요인을 강조하였다. Csikszentmihalyi(1988, 1999)는 체계모형

(System model)을 통해 창의성은 개인(individual)과 분야(field), 영역

(domain)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된다고 보았다. 창의성 발현은 창의적

인 아이디어 발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역,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개인, 그리고 개인이 만들어낸 산

출물이 창의적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분야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용해야만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창의성이란 개인 혼

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분야와 환경요소들의 결합 속에서 나타

나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Plucker와 Beghetto(2004) 또한 창

의성을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새롭고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개인

이나 집단의 능력, 과정,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Sternberg와 

Lubart(1991, 1993)는 투자이론(investment theory)을 통해 창의성이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찾아 새롭고 가치 있는 아

이디어로 발전시키는 투자 능력과 같은 것이며, 이러한 창의적 사고와 행동

은 지적(인지)능력, 지식, 사고 유형, 성격 특성, 동기, 환경과 같은 여섯 가

지의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발된다고 보았다. 특히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자극이 환경으로부터 제공될 수 

있으며, 창의성의 질을 평가하는 사회적 판단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측면에

서 환경요소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Urban(1995) 또한 창의성 요소 모형

(creativity components model)을 제안하면서 창의성이란 산물, 그것을 산출

하는 과정, 창의적인 사람의 성격, 창의성을 촉진하는 환경, 해결 과제가 서

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가운데 나타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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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의성은 매우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이 있어서 창의성에 대

한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며, 그만큼 창의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도 다양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창

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그 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얼마나 창의적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매우 다르며, 어

떠한 환경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전자를 특성 관련 변인(trait-based 

variation)이라면 후자는 상태 관련 변인(state-based vari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 상태(mood state; Bass, De Dreu & Nijstad, 2008), 외부 평가

(external evaluation)나 보상(reward)(Amabile, 1979; Eisenberger & 

Rhoades, 2001), 상황에서 유발된 접근 또는 회피 동기(Friedman & Forster, 

2000) 등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관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

구는 창의성과 관련된 상태 관련 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서 요

인을 고려하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과제(예: 브레인스토밍 과제, 확산

적 사고 과제 등)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변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개인의 아이디어나 산물은 새로움과 함께 유용성과 적절성도 

갖추어야만 창의적 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Newell, Shaw, & Simon, 

1979), 새롭고 유용하면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도록 이끌어가는 과정

이 바로 창의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Amabile, 1983; MacKinnon, 1978; 

Stein, 1974; Sternberg & Lubart, 1995; Weisberg, 1988). 이러한 창의적 과

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맥락 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개

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 변인들의 관계적인 측면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어

떤 상황에서 변인 간의 긍정적인 상승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의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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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성의 인지적 접근

최근 많은 학자가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능력

(Cropley, 1999) 또는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로부터 통찰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독창적이며 유용한 산출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Urban, 1995)

으로 창의성을 정의하는 등 문제해결의 측면에서 창의성을 제시하고 있는

데,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면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많

이 생성해낼 수 있는 인지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변인에 관심을 두

고 이러한 변인들이 언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이란 문제해결을 위한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의 산출, 계

획 및 실행의 3단계를 거치면서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가 작용하여 창

의적인 사고가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의 내릴 수 있으며,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사고의 불연속성(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지식, 규칙 또는 고정관념을 적용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

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창의적 문

제해결 단계는 크게 관심영역 발견(Mess-Finding), 자료 발견(Data-Finding), 

문제 발견(Problem-Finding), 아이디어 발견(Idea-Finding), 해결책 발견

(Solution-Finding), 수용책 발견(Acceptance-Finding) 등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Isaksen, Donval, & Treffinger, 1985). Wallas(1926)는 창의적 과정을 준

비, 부화, 조명, 검증이라는 4단계의 창의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표 Ⅱ

-1> 참고). 

Hadamard(1954)는 Wallas의 이론을 적용하여 창의성을 설명하는데, 창

의적 과정은 문제해결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적 과정은 준비-부화-조명-검증의 단계로 진행되며, 이중 창의성이 

생성되는 중요한 단계가 부화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부화 단계는 의식 하에

서 일어나는 무의식 과정이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Hadamard

는 무의식에서 의식으로의 조명 단계에서 구체적 표상의 역할이 중요하며, 

심상(mental image)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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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설명

준비
(incorporation) 문제의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부화
(incubation) 무의식적 정신 활동을 통해 문제를 내면화하는 단계

조명
(illumination)

하나 이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단계로
이때 통찰이 이루어짐

검증
(verification) 해결방안이 타당하고 적용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단계

<표 Ⅱ-1> Wallas(1926)의 창의적 과정 단계

부화는 한 시점에서 의식적인 작업을 통해 자극을 받아 추후 새로운 아

이디어를 도출해내는 생각 요소의 무의식적인 재결합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Rachel & Zoltan, 2003). 부화는 사고 과정의 무의식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직관과 통찰력과 관련이 있다.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은 주어진 문제

를 해결할 확률을 상당히 높여주며, 인지적 노력 수준이 낮고 긴 부화 과정

으로 이득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Sio & Ormerod, 2009).

다.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

Guilford(1950)는 창의성을 상상하면서 자유롭고 다양하게 많은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능력인 확산적 사고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확산적 사고는 창

의적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Kaufman, Plucker, & Baer, 

2008; Runco, 1986; Vincent, Decker & Mumford, 2002). 확산적 사고는 하

나의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해답을 할 수 있는 사고로 하나의 정답을 

유도하는 사고인 수렴적 사고와 대조를 이룬다. 물론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

의 전부는 아니지만, 창의적 성취를 위한 핵심 요인임은 분명하며 확산적 

사고 과제에서의 수행은 개인의 창의적 잠재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으

로 알려져 있다(Runco & Acar,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로 바라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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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적 사고를 어떻게 측정하는 가와 관련된 주요 이슈 중 하나가 평가 

준거 즉 확산적 사고의 하위 요소일 것이다. 확산적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볼 

때 제일 우선시 되는 기준은 바로 유창성, 즉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

해낼 수 있느냐이다. 이에 창의성 연구에서 유창성만을 측정하는 연구자도 

있다(예, Martinsen, 2011). 그러나 아이디어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유창성이 

창의성의 모든 요인을 대신할 수는 없다. 때로는 아이디어의 양이 많을 뿐,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봐

야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독창성)이다. 다른 사람들 또는 기존의 아이디어와 

다르게 얼마나 새롭고 독창적이냐가 바로 그것이다. 유창성이 높다고 해서 

곧 창의적인 것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창의성의 정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독창적인 사고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창성

과 독창성은 창의성의 핵심요인으로 반드시 함께 측정해야 한다(Runco & 

Jaeger, 2012; Yoruk & Runco, 2014). 게다가 Dixon(1979)은 유창성과 독창

성은 높은 상관을 갖고 있으며 이 둘은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이처럼 확산적 사고로서 창의성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

분된다. 유창성은 얼마나 많은 양을 제시할 수 있느냐와 같은 생산적 측면

을 의미한다면, 얼마나 새로운가는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창의성의 질적 측면으로 Besemer와 O’Quin(1999), 

Christiaans(2002)등이 제안한 유용성이나 심미성도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창의적 산물을 평정하는 준거로 독창성(novel, originality, surprising), 유용

성(complete, coherent, useful), 심미성(refined)과 같은 세 가지 차원을 제안

하였다.

새로움 또는 독창성은 창의성의 핵심으로 독창적이지 않으면 창의적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독창적이나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나 산물은 허무

맹랑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독창적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때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맥락에 놓여 오히려 매우 

창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피

카소나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가 실존하던 시대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

고 사후에 그 가치가 인정받은 예술가로 뽑힌다. 따라서 창의적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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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될 수 없으며, Amabile (1982)나 

Csikszentmihalyi(1999)와 같은 창의성 연구자들은 관련된 전문가들이 창의

적이라고 합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산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Silvia 등(2008) 또한 주관적인(질적)평가 방법이 독창성 채점 방법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의 창의적 수행 수준을 전문가 평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부화 효과

부화 효과(incubation effect)는 잠시 다른 과제나 활동으로 일시적으로 

주의를 전환시킨 후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를 때 발생

한다(Sio & Ormerod, 2015).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인 

천재들이나 비범한 사람들의 지적 발견 과정에 대한 일화 보고서에 잘 기록

되어 있다(예, Ghiselin, 1985; Wallas, 1926). 부화 효과에 관한 메타연구를 

수행한 Sio와 Ormerod(2009)의 연구에서는 부화 과정 동안 인지적 노력을 

덜 요구하는 쉬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무의식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위한 최적의 주의 상태를 제공하여 문제해결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

고 있다. 그러나 Segal(2004) 연구에서는 이와 반대로 부화 과정 동안 수행

해야 하는 활동이 상당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제일 경우에 창의적 수행

에 더 긍정적이었다.

여전히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부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며, 언제 어

떠한 조건이 제공될 때 부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

(Sio & Ormerod, 2015).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화 과정을 갖

는 것이 단순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야 부화 효과를 최고

로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가.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부화의 역할 

마음에는 이러한 긴장 상태(stress)와 이완 상태(relaxation)가 있다. 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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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들로 낙천적 태도, 긍정적 신념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이완 상태는 왕성한 활동성, 더욱 향상된 창의성, 작업 생산성의 증대 

등과 관련이 있다. 불안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서적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인 사고 패턴을 이완 상태의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사고패턴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Kounios과 Beeman(2009)의 연구에서 따르면, 짧고 유머러스한 비

디오를 보여준 경우,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퍼즐 문제를 아무것도 보지 않

은 비교집단에 비해 20% 정도 더 잘 풀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완 상태

가 창의적 수행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아

르키메데스와 목욕탕 이야기나 3M의 포스트잇 발명 사례가 바로 이에 해당

한다.

대표적인 이완 활동으로 잠을 자는 것과 휴식을 취하는 것을 들 수 있

다. 잠을 자는 것은 생산적인 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져 왔지만, 최

근 들어 잠을 자는 것이 성과, 기억력, 창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잠을 자는 행위가 여러 아이디어와 기억들을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발명가인 일라이어스 하우(Elias Howe)는 꿈

속에 등장한 괴물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봉틀을 발명했다고 한다. 

이에 직원들이 잠잘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구글, 시

스코, P&G 등과 같은 대기업들이 사내에 숙면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10~15

분간의 눈을 감고 쉬는 활동이 산책이나 커피 마시기보다 문제해결책을 찾

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Wallas(1926)는 준비(preparation), 부화(incubation), 조명(illumination), 

검증(verification)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가설

을 정립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통찰, 유추, 추론 등과 같은 창의적

인 사고 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Christensen, 2005; 

Seabrook & Dienes, 2003). 부화란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잠시 문제

에서 벗어나 의식적(consciously)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Gilhooly, 

Georgiou, & Devery, 2013; Smith & Dodds, 1999; Wallas, 1926)로, 부화 과

정 동안 무의식적인 정신 활동을 통해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생성을 위

해 필수적인 직관(intuition)이나 통찰(insight)이 나타나기 때문에 창의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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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에 있어 부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eabrook & Dienes, 2003). 

Dodds, Ward와 Smith (2004) 또한 부화가 단순히 문제의 해결책에 접근하

는 기간이 아니라 창의적 수행 자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문제의 해결책 도

달을 가능하게 하는 기간이라고 설명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잠시 문제나 과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며, Smith와 동료들(Smith & Blankenship, 1989, 1991; Smith, Ward, & 

Finke, 1995)은 부화를 위해 잠시 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더 좋은 수행을 가

져오는 현상을 부화 효과(incubation effect)라고 명명하였다.

Wallas(1926) 이후 많은 실험 연구들에서 동일한 과제 수행 시간 동안 부

화 과정이 주어졌을 때 수행이 향상됨을 보고하고 있다(Gilhholy et al, 

2012; 박희경 외, 2001; 이정은, 2013; Dijksterhuis & Meurs, 2006; Gilhholy, 

Georgiou, & Devery, 2013; Sio & Ormerod, 2009; Kaplan & Davidson, 

1989). Gilhholy et al (2012) 연구에서는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를 이용하여 

부화 효과를 검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박희경 등(2001)은 통찰 과제에 있

어 부화 과정 제시가 통찰 과제나 TTCT와 같은 창의성 과제 수행을 향상시

킴을 보고하였고, 이정은(2013)은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대안적 용도 과제

와 수렴적 사고를 측정하는 원거리 연합 과제 모두에서 부화 효과가 나타남

을 보고하였다. 

Chiang와 Chen (2017)의 연구에서도 확산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에서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고착 

단서의 강도(strength of fixation cue)가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

펴본 연구 1과 부화 과정을 즉시 주는 조건과 지연한 후 주는 조건으로 구

분하여 살펴본 연구 2로 구분된다. 연구 1에 따르면, 강한 고착 단서보다는 

약한 고착 단서를 주었을 때 부화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구 2

에서는 고착 단서를 제공한 후 바로 부화 과정을 주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이 지난 후 부화 과정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창의성을 단지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는가인 유창성 측면

으로만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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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

다음으로 부화 효과의 메커니즘에 관한 주요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화 단계가 문제해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

명된다. 하나는 의식적 과정(conscious process)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식적 

과정(unconscious process)이다. 의식적 과정이란 부화 단계에서 의식적으로 

통제된 문제해결 활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반면(Browne & Cruse, 1988; 

Posner, 1973), 무의식적 과정은 부화 단계에서 점진적으로 무의식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의식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다(Bowers, Regehr, Balthazard, & Parker, 1990; Seifert, Meyer, Davidson, 

Patalano, & Yaniv, 1995; Simon, 1966; Smith, 1995; Smith & Blankenship, 

1991; Yaniv & Meyer, 1987).

1) 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부화를 바라보는 입장

의식적 사고 과정 입장에 따르면, 부화 효과는 정신 피로의 감소

(reduction of mental fatigue) (Posner, 1973)에 의해 발생한다. Helmholtz는 

부화 단계는 단지 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보았다(Woodworth, 1938 

참고). 이를 피로회복 가설(fatigue-dissipation hypothesis) (Seifert et al., 

1995)이라고 한다. 부화 과정은 관련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으로 단지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휴식을 통해 피로가 사라지고 문제를 푸는 필요한 새로

운 에너지를 얻고 잘못된 해결책을 잊어버리는 등의 수동적(passive) 과정에 

불과할 뿐 여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의식적인 정신 활동

의 부족으로 부화 과정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2) 무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부화를 바라보는 입장

부화 효과를 무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설명하는 입장은 다시 망각-고착 

가설, 선택적 망각 가설, 확산된 활성화 가설, 기회주의적 동화 가설, 분산된 



- 21 -

주의 가설, 그리고 무의식적 작업 가설로 구분된다. 이를 각각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망각-고착 가설 (forgetting fixation theory) 또는 선택적 망각 가설(selective 

forgetting hypothesis)

연합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된 망각-고착 가설은 부화 과정 동안 ‘정신적 

집합(mental sets)’이 약해진다고 가정한다. 이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있어 

준비 단계에서 잘못된 추정으로 가능한 해결책의 도달이 제한되는 경우, 부

화 과정을 통해 준비 단계에서의 잘못된 추정을 망각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Kohn & Smith, 2009; 

Penaloza & Calvillo, 2012; Smith & Blankenship, 1989, 1991). 이들은 원거

리 연합 과제를 사용하여 망각-고착 가설을 증명하였는데, 우선 실험참가자

들에게 원거리 연합 과제를 제시하기 전에 과제의 정답과 의미상 관련이 깊

은 내용을 삽입한 다른 과제(Two words test)를 수행하도록 하여 원거리 연

합 과제의 정답을 도출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도록 하였다(고착 과정). 이

후 부화 단계를 제공함으로써 부화 과정을 거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수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택적 망각 가설로

도 설명이 된다.

Woodworth(1938)는 쉬는 동안 적절한 해결방안을 탐색하는데 잘못된 추

정이 사라지고 새로운 관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Woodworth의 

견해를 발전시킨 것이 선택적 망각 가설(selective forgetting hypothesis)이

다. 이에 따르면 문제로부터 멀리 떨어진 주의 전환 과정에서 작업 기억에

서 관련되지 않은 정보의 망각이 이루어지며, 장기 기억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축적한다(Simon, 1966, 1978). 또한 선택적 망각 가설은 부화 단계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잊어버리는 시간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다. 문제해결과 관련 없는 정보에 고착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

움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Gupta, Jang, Mednick, & Huber, 2012; 

Kershaw & Ohlsson, 2004; Ohlsson, 2011; Storm, Angello, & Bjork, 2011). 

부화 단계는 관련 없는 정보가 비활성화되는(deactivated) 시간을 제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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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도록 도와준다는 것이다(Koppel & 

Storm, 2014).  

확산된 활성화 가설(spreading activation hypothesis)과 기회주의적 동화 가

설(opportunistic assimilation hypothesis)

문제해결은 문제 공간(problem space)에 대한 탐색 과정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Newell & Simon, 1972).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련된 정

보를 찾아 문제 공간에 포함시키고, 정답을 찾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억제하고, 동시에 올바른 방향으로 문제 공간을 탐색해야 한다

(Knoblich, Ohlsson, Haider, & Rhenius, 1999; MacGregor, Ormerod, & 

Chronicle, 2001; Ohlsson, 1992). 부화 과정 동안 적절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촉진되고 문제 공간의 구조가 강화된다. 이러한 접근에서 제안된 이

론들은 선택적 망각 가설, 확산된 활성화 가설(Smith, 1995; Yaniv & 

Meyer, 1987; Dodds, Smith & Ward, 2002) 그리고 기회주의적 동화 가설

(Seifert et al., 1995; Yaniv & Meyer, 1987)이다. 

언어 통찰 과제를 이용한 연구들은 잘못된 정보에 고착되었을 때 부화 

단계를 갖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Smith & Blankenship, 1989; Vul & 

Pashler, 2007).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잊는 것과 동시에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유용하면서 관련 있는 정보를 찾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입장이 바로 확산된 활성화 가설(spreading activation hypothesis)

과 기회주의적 동화 가설(opportunistic assimilation hypothesis)이다. 확산된 

활성화 가설은 부화 단계에서 의미 있는 네트워크 간의 활성화가 확산되어 

이전에는 무시되었지만 관련 있는 연합을 활성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문제

에 대한 공간이 확장된다고 보고, 부분적으로 활성화된 항목들은 서로 결합

하거나 외부 단서와 상호작용하여 통찰력 있는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확산된 활성화 가설은 원거리 연합 과제와 같은 멀리 떨어진 것

들의 연합을 찾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화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를 밝히는 데 주로 활용되고 있다(Ellwood, Pallier, Snyder, & Gal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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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Gilhooly, Georgiou, & Devery, 2013; Gilhooly, Georgiou, Garrison, 

Reston, & Sirota, 2012; Patrick, 1986; Smith & Blankenship, 1989). 반면 기

회주의적 동화 가설은 문제 제시와 과제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초기 접근 방식에서 마주친 교착 상태(impasse)는 더 나은 형태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우연히 마주친 단서들을 동화시킬 가능성을 높

인다고 보았다(Seifert et al., 1995). Patalano와 Seifert(1994), Seifert 외(1995), 

Shah와 Kruglanski (2002) 등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효과를 반복적으로 보고

하는데, 개인이 즉시 해결된 것보다는 고착이 된 문제들을 더 잘 기억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높은 활성화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교착 상태에 도달해야 하며, 이는 우연히 마주친 외부 단서

들의 동화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Moss, Kotovsky와 Cagan(2007, 

2011)은 힌트를 제시하는 것은 처음 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때 더 효과적이며, 개인이 이전 시도로 교

착 상태에 빠졌을 때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의 분산(attention withdrawal) 관점

많은 기억 연구들에서도 부화의 효과가 검증되었는데(Kemps, 2001; 

Smith & Vela, 1991; Smith & Tindell, 1997), 지연 부화 조건에서 즉시 부

화 조건에서보다 더 높은 기억 회상이 나타났다. 이를 위해 Segal(2004)은 

단순히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만 해도 문제해결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주의 분산 관점을 제시하였다. 주의 분산 관점은 휴식이 문제해결을 위한 

잘못된 가설로부터 주의를 벗어나게 해줌으로써 다시 과제로 주의를 돌리

고, ‘set shift’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좀 더 다양하고 유용한 가설에 접

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즉시 부화의 효과는 예측

하지 못하는데, 과제의 지시문을 받은 후 바로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은 충분

히 잘못된 정신적 집합이 형성되거나 잊어버릴 필요가 있는 고착 상태에 직

면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많은 이론들이 제안되었고, 부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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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실험 연구들이 수행되었지만, 아직까지 일관된 부

화 효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Olton, 1979; Olton & Johnson, 1976). Kohn

과 Smith(2009)는 부화 효과에 관한 혼재된 연구결과들은 실험 과정에서 고

착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부화가 일어나기 위

한 필요조건이 바로 고착이며, 고착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 고착의 망각을 

위해 필요한 부화 과정 자체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망각-고착 가설

에 따르면, 창의성 발현에 있어 고착을 해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

야 하며 부화는 고착의 망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Smith & 

Blankenship, 1989). 

무의식적 작업 가설(unconscious working hypothesis)

무의식적 작업(unconscious work)이라는 용어는 Poincaré(1910)의 논문에

서 처음 언급되었다(p. 328). 이와 관련되어 ‘비의식적 아이디어 생성

(non-conscious idea generation)’ (Snyder et al., 2004)와 ‘무의식적 사고

(unconscious thought)’ (Dijksterhuis & Nordgren, 2006; Ritter & 

Dijksterhuis, 2014)라는 용어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

의식 작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쓰고자 한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잠시 과제에 대한 생각을 벗어

날 수 있는 부화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Smith & 

Dodds, 1999). 또한 Elsbach와 Hargadon(2006)은 상당한 주의력을 요구하고 

도전적인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단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은 잠시 

그 과제에 대해 생각을 접지만 계속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하도록 하므로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부화 활동이 재미있지만 

분명하고 단순하여 문제 풀이에 오랜 시간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경

우, 복잡한 문제해결 수행으로부터의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

어나 있게 해주고,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부화 단계를 활성화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는 무의식적 작업 가설에 의해 설명 가능하다.

무의식적 작업 가설은 Dijksterhuis와 Meurs (2006)에 의해 최초로 주장

되었으며, 최근에 망각-고찰 가설에 대응하는 부화 가설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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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hooly et al., 2012). 이 가설에 따르면, 부화 과정 동안 무의식적 과정에

서 단순 고착의 망각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일어난다. 실험 연

구는 고착이 발생하도록 한 지연 부화 조건과 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즉시 부화 조건을 비교하여 무의식의 활동이 단순히 고착을 망각하는 것에

만 국한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원거리 연합 과제를 통해 시행된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과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여 고착을 발생시킨 후 부화를 준 집

단(지연 부화 집단)와 과제를 보기만 하고 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후 

바로 부화를 주고 그 다음에 과제를 풀어보도록 한 집단(즉시 부화 집단)의 

수행을 비교하였다. 각 집단에서 앞서 푼 RAT 과제의 정답이 포함된 어휘 

판단 과제(LDT; Lexical Decision Task)를 수행시킨 결과, 단어 판단 과제에

서 원거리 연합 과제의 정답이 제시된 경우 즉시 부화 집단이 더 빠른 반응 

속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부화 시간 동안 고착의 망각만

이 나타난 것이 아닌 보다 능동적인 무의식적 작업이 나타남을 증명하였다. 

Gilhooly 외(2012) 연구에서도 원거리 연합 과제뿐 아니라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AUT)를 사용하여 지연 부화 집단과 즉시 부화 집단을 비교하는 실험

을 통해 무의식 작업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Gilhooly와 동료들의 연구들은 

부화 과정 동안 무의식 과정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도

움이 된다는 무의식 작업 가설을 지지하지만, 선택적 망각이나 주의 전환을 

통해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망각-고착 가설은 지지하지는 않는다(Gilhooly, 

Georgiou, Garrison, Reston, & Sirota, 2012; Gilhooly, Georgiou & Devery, 

2013).

종합해보면, 부화 단계를 의식적 및 무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바라보는 

견해는 부화 단계에서의 활동이 문제해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다

르게 설명하고 있다. 의식적인 사고 과정 입장에서는 부화 단계에서 아무 

것도 하는 것이 긴장과 피로를 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

으로 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반면, 무의식적 사고 과정 입장

은 주어진 문제에서 다른 정신적 활동으로 주의가 전환될 때 무의식적인 문 

해결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화 단계에서 다른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

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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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효과를 보고하는 많은 실험 연구들은 부화 단계를 제공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문제해결 수행을 비교하여 부화가 효과가 있음을 보

고하고 있지만, 이는 의식적인 사고 과정과 무의식적 사고 과정 중 어느 하

나를 온전히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Patrick(1986)의 연구에서는 부

화 단계에서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다른 

활동을 하는 집단이 더 수행이 높았지만, 다른 연구(Browne & Cruse, 1988)

에서는 반대의 패턴 즉, 부화 단계에서 휴식을 취한 집단이 다른 활동에 참

여한 집단보다 더 우수한 수행을 보였다. 반면 이 둘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 연구도 있다(Olton & Johnson, 1976; Smith & Blankenship, 1989). 

따라서 본 연구는 부화 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기 위해 부화 단계

를 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입장과 무의식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입장을 

반영하여, 연구 1에서는 주의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으로 휴식을 취하는 조

건과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분하고자 하였

다. 연구 2에서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인지적 노력의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고인지 과제와 저인지 과제로 제공하여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

고자 하였다.

다.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부화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못

하고 있다(예, Olton & Johnson, 1976; Browne & Cruse, 1988; Kohn & 

Smith, 2009; Segal, 2004). 어떠한 연구에서는 부화 효과가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부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수행에 부정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Olton과 Johnson(1976)의 연구에서는 부화를 위

해 추가 활동을 한 집단과 추가 활동 없이 계속 과제를 수행한 집단 간의 

창의적 수행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부화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활동이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어떤 연구는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이 휴식이나 쉬운 과제와 같이 인

지적 노력을 덜 요구하는 활동일 경우에 창의성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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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Sio & Ormerod, 2009; Baird et al., 2012), 또 다른 연구에서는 상당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고인지 활동일 경우에만 효과를 보였다(Segal, 2004).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 부화 효과는 문제해결이 필요한 과제

의 특성, 부화 단계에서 제시된 활동의 특성,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의 

동기나 정서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1) 과제 특성

부화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은 원거리 연합 과제나 통찰 과제를 주로 

사용하였다(Dodds et al., 2004). 원거리 연합 과제나 통찰 과제의 경우 창의

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새로운 요소 간의 연합을 요구하나 하나의 해답을 도

출해야 한다는 특성으로 창의성의 수렴적 사고를 측정하기에는 용이하나 확

산적 사고를 측정하지는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Chermahini, 

Hickendorff, & Hommel, 2012). 특히 원거리 연합 과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과제로 창의성을 온전히 측정하는 검사로 부적절하다. 즉 원거리 연합 

과제를 활용한 선행연구들에서 부화 효과가 일관적으로 보고되고 있기는 하

나, 창의성의 수렴적 사고에의 효과만을 확인해준다는 한계가 있다. 확산적 

사고에의 부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선행연구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은 수렴적 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아직 연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Gilhooly와 동료들(2012)은 수렴적 사고를 

측정하는 원거리 연합 과제에만 치우쳐져 연구가 진행되어온 점을 지적하고 

대안적 용도 찾기와 같은 확산적 사고 과제를 통해 Dijksterhuis과 Meurs 

(2006)가 주장한 무의식 작업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대안적 

용도 과제는 1960년에 Guilford에 의해 개발된 이후 확산적 사고 측정에 널

리 사용되는 도구이다. 

과제들 간의 유사성 또한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작문 과제

를 활용한 Medd와 Hourtz(2002), Smith와 Blankenship(1989) 연구에서도 일

관되지 않은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Medd와 Hourtz의 연구에서는 부화 과정

에 제시된 과제가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유사할 경우에만 부화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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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지만, Smith와 Blankenship의 연구에서는 원래 수행해야 하는 과제와 

관련성이 없는 활동이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어도 부화 효과가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2) 부화 활동의 특성

부화 과정 동안 참여하는 활동의 특성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식적 

사고 과정 입장에 따르면, 부화 단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반면 무의식적 

사고 과정 입장에서는 부화 단계에서 낮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의 참여는 약간의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시키는 넓은 주의 초

점 효과가 있지만,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온전히 주의를 기

울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 분산 효과보다는 상당히 좁은 주의 초점을 가져온

다고 본다(Sio & Ormerod, 2009). Gilhooly, Georgiou와 Devery(2013)은 부

화를 위해 제시되는 자극은 본 과제와의 유사성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진

다고 보았다. 이들의 연구에서 따르면, 본 과제와 유사하지 않은 활동을 한 

집단(예: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와 같은 언어 과제를 푸는데 그림 활동을 하

는 집단)이 유사한 활동을 한 집단(예: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와 같은 언어 

과제를 푸는데 단어 활동을 하는 집단)보다 더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화 단계의 시간과 제시 방법에 따라서도 부화 효과가 영

향을 받을 수 있다. 수학 퍼즐 문제를 활용한 Segal(2004) 연구에서는 부화

를 위한 시간의 길이는 부화 효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지만, 

Goldman, Wolters와 Winograd(1992)는 부화 기간을 충분히 길게 주어야만 

부화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부화를 위한 추가 활동을 제시할 때 

분명한 과제 지시문을 제시하는 것 또한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llate와 동료들(2012)은 무의식적 정신 활동을 위해 단순히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과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인지시

켜주는 것이 부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실험에 따르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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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과제로 돌아옴을 알려준 집단이 이를 안내 받지 못한 집단보다 더 많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화 효과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즉 단순히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보다는 다시 

과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동기를 더 많이 부여하며 

부화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Gallate, Wong, 

Ellwood, Roring, & Snyder, 2012). 

따라서 부화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확산적 사고를 요

구하면서 좀 더 실생활과 밀접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를 이용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렴적 사고 과제에서 주로 확인된 부화 효

과를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실생활에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생

성 과제를 활용하여 확산적 사고에서의 부화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3) 지연 부화와 즉시 부화

부화 과정을 언제 갖느냐에 따라 즉시 부화와 지연 부화로 구분할 수 있

다.즉시 부화는 문제가 주어진 후 바로 부화 과정을 가진 후에 과제를 수행

하는 것이라면, 지연 부화는 문제가 주어진 후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가 잠

시 과제에서 벗어나는 활동을 한 후 다시 과제로 돌아와 수행을 마무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연 부화(delayed incubation)의 효과는 여러 실험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Dodds et al., 2002 참조). 부화 효과에 관한 117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

하여 지연 부화의 긍정적 효과를 보고한 Sio와 Ormerod(2009) 연구에 의하

면, 통찰 과제와 확산적 사고 과제의 전체 평균 효과 크기는 약간 낮은 효

과 크기(mean d = 0.29)를 보이고 있다. Sio와 Ormerod는 부화 과정을 갖

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 또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는 부화 과정에 어렵지 않은 과제를 수행할 때 부화 효과가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지연 부화의 효과는 확산적 사고가 요구하는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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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특히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Chiang와 Chen(2017)의 연구에서는 바로 

부화 과정을 주는 즉시 부화보다는 과제 수행을 어느 정도 한 후에 부화 과

정을 주는 지연 부화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Nordgren와 동료들(2011) 또한 지연 부화가 즉시 부화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고, 지연 부화와 즉시 부화 모두 부화 과정을 갖지 않

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Gilhooly와 동료들(2012)은 지연 부화보다는 즉시 부화가 더 효과적

이고, 지연 부화와 즉시 부화 모두 부화 과정을 갖지 않은 통제 조건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더 독특한 반응을 보임을 보여주었다.  

Dijksterhuis와 Nordgren(2006) 또한 의사결정 또는 확산적 사고 과제에서 

문제가 주어진 후 바로 부화 과정을 갖는 즉시 부화가 더 도움이 된다고 보

고하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된 92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Strick과 동료

들(2011)도 유의한 즉시 부화의 효과 크기를 보고한 바 있다(g = 0.224). 즉

시 부화의 효과는 독창성(Gilhooly et al., 2012) 뿐 아니라 유창성

(Dijksterhuis and Meurs, 2006)에서도 확인된다. Zhong과 동료들(2008)은 

원거리 연합 과제(Remote Associates Task; RAT) 과제를 활용하여 즉시 부

화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종합해보건대, 지연 부화뿐 아니라 즉시 부화 모두 창의적 수행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즉시 부화를 지지하는 

Dijksterhuis와 동료들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연 부화를 지지하는 연구 결

과들도 함께 보고되고 있는데, 확산적 사고 과제(예; 벽돌의 대안적 용도 생

각해내기)를 활용한 Dijksterhuis와 Meurs(2006)는 벽돌의 용도를 생각해내

기 전에 즉시 다른 과제 지시를 따른 즉시 부화 집단이 부화 과정을 갖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더 창의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연 부화 

집단 또한 통제 집단보다 창의적 수행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뒤에서 언급

되는 부화 효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입장 중 하나인 무의식 작업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에서는 부화 과정 동안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이 단순히 망

각의 효과뿐 아니라 보다 능동적인 사고 과정이 있을 수 있음 보여주고자 

고착이 이루어지기 전에 부화 과정을 주는 즉시 부화 조건을 주로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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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고착의 유무를 위한 구분일 뿐 지연 부화보다는 즉시 부화가 더 

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지연 부화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착 

상태에 직면하여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어려울 때 부화 과

정을 주는 것으로 연구를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화 과정을 주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창의성과 정서

창의성에 대한 관점과 접근 방법 및 연구동향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

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개인의 사고능력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던 연구를 넘어

서서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는 개인이 갖고 있는 정서 상태도 큰 영향을 미

치고 있다는 관점이 대두됨에 따라 창의적인 사고 과정에서 정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Baas, De Dreu, & Nijstad, 

2008).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정서를 긍

정 정서와 부정 정서로 구분하여 정서의 유형에 따라 창의적 수행이 달라지

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1). 많은 연구들에서 흥미나 즐거움과 같은 정서가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Fredrickson(1998, 2001)은 이를 긍정 정서의 확장-수립 가설로 설명하고 있

다. Fredrickson은 긍정 정서는 주의를 전환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긍정

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최

근 들어, 긍정 정서 뿐 아니라 부정 정서 또한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

는 입장이 대두되었다. De Dreu와 동료들(2008)은 정서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침을 주장한 창의성의 이중경로모형을 제안하

고 있다. 창의적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선행연구들에서 positive affect는 긍정 또는 정적 정서로, negative affect
는 부정 또는 부적 정서로 번역해서 사용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 부적 
정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이론적 배경 부분에서 긍정 또는 정적, 부정 
또는 부적 이라는 용어가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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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 

창의적 사고와 정서 간의 관계를 살펴본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 정서가 

문제해결과 유연한 사고를 촉진하는 반면 부정 정서는 낮은 창의성과 좁은 

인지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g. Isen & Reeve, 2005; Baas, 

De Dreu & Nijstad, 2008; De Dreu & Nijstad; Ashby, Isen & Turken, 

1999; Fredrickson, 2001; Finucane, 2011). 최근 들어 일부 연구에서 부정 정

서가 오히려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되고 있으나(e.g., Carlsson, 

Wendt & Risberg, 2000; Clapham, 2001),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연구들이 긍

정 정서가 창의성에 더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반면 정서의 특성이 인지 과

정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Harmon-Jones, Gable과 

Price(2013)는 인지 과정을 넓히거나 좁히는 데에는 자극으로부터 가까이 또

는 멀리 이동하려는 충동으로 묘사되는 동기 부여 강도가 중요하며, 낮은 

동기 부여 강도가 인지 과정을 넓히고 높은 동기 부여 강도가 인지 과정을 

좁힌다고 보았다. 이처럼 정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1) 긍정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와 주의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긍정 정서(예: 주관적 

안녕감, 낙관주의 등)는 넓은 주의 초점과 관련이 있고, 부정 정서(예: 불안, 

우울 등)는 좁은 주의 초점과 관련이 있다(Basso, Schefft, Ris, & Dember, 

1996). 전체-부분 시각 처리 과제(global-local visual processing task) 수행에

서 긍정 정서가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Fredrickson과 Branigan(2005)의 연구

에 따르면, 긍정 정서는 주의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연구인 

Baumann과 Kuhl(2005)의 연구에서는 긍정 단어를 점화했을 때 전체적인 시

각 처리와 부분적 시각 처리 간의 전환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

인하였다. 긍정 정서가 주의를 확장하고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망

각-고착 가설에서 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고착에 직면했을 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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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전환할 수 있는 활동이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긍정 정서의 이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긍정적 정서는 

기분이 즐거운 상태(feeing)나 무드(mood)를 말하는데(Estrada, Isen, & 

Young, 1994; Nummenmaa & Niemi, 2004), 긍정 정서는 기억, 주의, 의사

결정, 문제해결 등과 같은 사고 과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Baumann & Kuhl, 2005; Isen, Daubman, & Nowicki, 1987; Estrada, Isen, 

& Young, 1994, 1997; Fredrickson, 1998, 2001; Fredrickson & Branigan, 

2005; Kashdan, Rose, & Fincham, 2004; Kahn & Isen, 1993). 

주의나 기억(memory) 과제뿐만 아니라 긍정 정서는 사람들이 새롭고 독

창적인 생각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Isen, Daubman, & Nowicki, 1987; 

Murray, Hirt, Sujan, & Sujan, 1990; Clore, Schwarz, & Conway, 1994; 

Hirt, McDonald, & Melton, 1997; Wyer, Clore, & Isbell, 1999; Isen, 2000). 

긍정 정서가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는 대학생부터 조직 상황(Amabile 

et al., 2005), 아동 및 청소년(Aspinwall & Taylor, 1997; Carnevale & Isen, 

1986; Estrada, Isen, & Young, 1997) 등과 같이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방식을 찾고자 

하는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는 사람들이 정상적이나 좋은 기분

(elevated mood)일 때 발생하는 것이지, 우울한 기분일 때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Richards, 1994). 특히 높은 호기심이나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의지는 긍정 정서 중에서도 흥미(excitement)나 즐거움(joy)과 같은 정서 상

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ashdan, Rose, & Fincham, 2004).

긍정적 기분은 통찰 문제(Isen, Daubman, & Nowicki, 1987; Greene & 

Noice, 1988)나 원거리 연합 과제 (RAT) (Isen, Daubman, & Nowicki, 1987; 

cf. Estrada, Isen, & Young, 1994)와 같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과제 

수행을 촉진하며, 단어연합과제(Greene & Noice, 1988; Isen & Daubman, 

1984; 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에서도 독창적인 반응을 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Penaloza & Calvill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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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즐거움과 같은 긍정 정서는 주의를 전환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

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Fredrickson, 1998, 2001). Fredrickson은 긍정적인 기

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함과 안전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다양

한 방식으로 생각하게 유도한다고 보고, 이를 긍정 정서의 확장-수립 가설

(Broaden and Build Theory)이라고 명명하였다. 이처럼 사고의 고착은 단순

히 부화 과정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창의성의 대표적인 하위 요소로 언급하는 독창성이나 유창성과 같은 특

성은 긍정 정서 상태일 때 창의적 사고가 잘 이루어짐이 많은 연구들에서 

확인된 바 있다(Estrada, Isen, & Young, 1994; Hirt et al., 1997; Isen, 

Daubman, & Nowicki, 1987; Isen, Johnson, Mertz, & Robinson, 1985; 

Sinclair & Mark, 1995). 예를 들어 코미디 영화를 보게 하거나 작은 선물

(예: 사탕)을 주어 긍정 정서를 유발시킨 집단이 부정 정서를 유발시킨 집단

이나 통제 집단에 비해 낱말 연상 퍼즐과 같은 창의적 과제 수행에서 더 높

은 점수를 보였다(Isen, Daubman, & Nowicki, 1987). 7개 기업에서 근무하

는 2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mabile 등의 종단 연구(2005)에서도 

업무 중 긍정 정서 발생은 조직원들의 창의적 행동과 관련이 높았고, 다시 

이러한 창의적 행동은 이들의 긍정 정서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밝혔다. 반

면 부정 정서는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긍정 정서는 인지적 융통성(cognitive flexibility)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 연구에서 긍정 정서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식을 재구

성하여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Spiro & Jehng, 1990)인 인지적 융통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Estrada, Isen과 Young(1994)의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가 유발된 내과 의사들이 그렇지 않은 의사들보다 제시된 정보들

을 통합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Kahn과 

Isen(1993)의 연구에서는 긍정 정서 상태에서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

아짐을 보고하였다. 

비교적 짧고 특정 사건이나 행동에 의해 유발된 감정(emotion)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기질적인 정서(affect)나 기분(mood) 또한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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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n 정서 조작 집단 비교 종속변인
효과
크기
(r)

Adams & 
Blaney, 1995 71 음악

슬픔 vs. 
중립

독창성 -.31

Erez & Isen, 
2002 (Study 1) 97 사탕

긍정 vs. 
중립

과제 수행 .21

Erez & Isen, 
2002 (Study 1) 97 사탕

긍정 vs. 
중립

소요시간 .33

Estrada et al., 
1994 44 사탕

긍정 vs. 
통재

창의성 .33

Isen et al., 1985 
(Study 1) 29 정서가가 

포함된 단어
긍정 vs. 
중립

단어 연합 
개수

.48

Isen & Means, 
1983 22 실패피드백

긍정 vs. 
통재

과제 완료 
시간

-.43

Kavanagh, 1987 85 경험 회상
긍정 vs. 
부정

과제 수행 .32

Kavanagh, 1987 85 경험 회상
긍정 vs. 
부정

소요시간 .34

출처: Lyubomirsky, King & Diener (2005)

<표 Ⅱ-2> 긍정 정서와 창의성, 문제해결 간의 관계

이 있다(Isen & Baron, 1991; Mumford, 2003). 반복된 실패상황과 같은 부

정적 정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

은 사람들에 비교해 창의성이 높았다. 실패에 따른 부정 정서 형성이 높은 

안녕감에 의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목표 유지에 있어서도 긍정적 정서는 

중요하다. 긍정 정서가 부정 정서보다 목표 유지를 위한 동기 수준을 더 높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첫

째는 창의성을 독창성 또는 유창성과 같은 단일한 차원으로만 측정하고 있

다는 점이다. 창의성은 이외에도 유용성이나 정교성과 같은 다면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둘째는 슬픔이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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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 불안과 같은 부정 정서 상태는 긍정 정서와는 다른 관련을 보이는데, 

슬픔과 같은 정서 상태는 창의성과 관련이 없으나 불안과 같은 정서 상태는 

창의성과 일부 관련이 있다. 

앞서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가설 외에 부화 과정 동안 정서적 측

면에서 사고의 고착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상쇄시켜 준다면 부화 효

과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즐거움이라는 긍정 정서를 부

화 과정 동안 유발한 조건을 추가하여 부화 효과를 함께 비교하고자 하였다.

2) 부정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To, Fisher, Ashkanasy와 Rowe(2012)는 중립 정서에 비해 긍정 정서는 

창의적 수행을 촉진하지만, 중립 정서와 비교해봤을 때 부정 정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거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George와 Zhou(2002)는 

창의적 디자인 및 제조 기술 개발 담당 직원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정 정

서가 창의적 수행과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부정 정서는 개인으로 하여

금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을 유발하고 이는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높은 부정 정서 상태에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부정 정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정서를 유인가(valence)로만 구분하

고 있어 정서 활성화(mood activation)의 영향이 혼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De Dreu, Baas와 Nijstad(2008)는 창의성의 이중경로모형(Dual Pathway to 

Creativity Model)을 통해 정서를 유인가와 활성화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

분하고 각각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를 제안하였다. 즉 새

로우면서 적절한 아이디어라는 측면의 창의성은 인지적 융통성(cognitive 

flexibility)과 인지적 지속성(cognitive persistence)라는 두 가지 기능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기질적 또는 상황적 요인이 이 둘에 미치는 효과에 따라 창

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융통성(flexibility)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의 범주를 의미한다면, 지속성(persistence)은 하나의 범주 내의 아

이디어 개수를 의미한다. De Dreu 외(2008)의 창의성의 이중경로모형은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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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과제를 활용한 많은 연구에서 검증되었다. 

Nijstad 등 (2010)의 연구는 긍정 정서를 활성화하는 것은 융통성을 자극하

기 때문에 창의성을 촉진하는 반면, 부정 정서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속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촉진하는 것임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종합해보면, 긍정 정서는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기 때문에(Fredrickson, 

1998, 2001) 아이디어의 수(유창성, 융통성)와 아이디어의 독창성 측면 모두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부정 정서는 수렴적 사고를 촉진하기 때문에

(Baas & De Drue, 2011) 아이디어를 보다 적절한 방향으로 보완, 수정할 수 

있는 아이디어의 유용성이나 정교성 측면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나. 부화 과정에서 정서의 역할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어떤 날의 창의성은 전날의 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창의적 과정의 일부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온 부화에 관한 선행 연

구들은 이러한 cross-day effect를 제안한다. 즉 어떤 날의 정적 기분은 밤새 

가능한 생각의 수와 범위를 증가시켜 다음 날 창의적인 생각의 가능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Dodds, Ward, & Smith, 2004). 최근 들어 신경과

학의 연구는 수면 중에 발생하는 부화 효과의 메커니즘에 관한 흥미로운 결

과를 제공하고 있다(Ackermann et al., 2014; Brodt, Pöhlchen, Täumer, 

Gais, Schönauer, 2018; Sio et al., 2013). 이들 연구들은 깨어 있는 동안의 

경험은 잠을 자는 동한 기억 요소의 변형과 재구조화를 통해 기억으로 통합

될 수 있으며, 여러 학습 사례에 대한 지식을 일반화하는 도움이 되어 추가

적인 연습이나 참여 없이 다음 날 더 향상된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수면이 연합기억(associative memory)와 같은 기억의 유

형과 학습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몇몇 학자

들은 창의적 문제해결에서도 잠을 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Wagner et al., 2004; Beijamini et al., 2014; Sio et al., 2013). Täumer 등

의 연구(2018)에서는 문제를 풀다가 잠시 잠을 자는 것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통찰이 향상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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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처럼 정서는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서

적 경험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에서 정서가 인지적 유

연성을 높이고(Ashby, Isen, & Turken, 1999) 넓은 정보 처리를 용이(De 

Dreu, Baas, & Nijstad, 2008)하게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것을 확인

한 바 있다. 의사결정에서도 정서의 중요성은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이루어

진 결정이 실제 정서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Damasio, 1994).  

Danek와 Wiley(2016)는 특정 기분 상태는 문제해결 초기 단계에서부터 뇌 

상태가 달라지며, 즐거움과 같은 기분은 창의적 문제해결에 최적의 두뇌 상

태도 만들어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화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 상태(emotional state)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창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Sas와 Zhang(2010)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주장하면서, 9명의 전문 디자이

너들을 인터뷰하여 창의적 디자인 과정에서 정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자인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정서를 확인하고 

Wallas의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별로 정서의 역할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인

터뷰에서 전문 디자이너들은 부화 과정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정서 상태

(calm and relaxed emotional states)로부터 큰 혜택을 보았다고 회상하였다. 

디자이너들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주의 폭이 

넓어지지만, 목표를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주의 폭이 감

소하여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즉 조용한 

정서 상태는 넓은 관심사를 탐색하도록 하고 이를 차례로 아이디어 생성을 

촉진하였다.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정서와 창의성 간의 관계를 유

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망각-고착 가설(Kohn & Smith, 2009; Penaloza & 

Calvillo, 2012; Smith & Blankenship, 1989, 1991)에서는 잠시 과제를 떨어

져 있는 동안 잘못된 해결책으로의 접근을 잊어버리고 기존의 아이디어 간

의 연합이 약해짐으로써 고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때 슬픔

이나 우울과 같은 부적 정서는 다양한 생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

지 않으나 반면 아이디어를 정교화하기 위한 수렴적 사고에는 도움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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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 무의식적 작업 가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 2013)에서는 무의식적 사고 과정인 부화 과정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 

간의 의미 있는 연결구조가 더 잘 확인된다고 본다. 앞서 말했듯 특정 기분 

상태는 문제해결 초기 단계에서부터 뇌 상태를 변화 시킨다(Danek & 

Wiley, 2016). 이때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적 정서 상태

는 단순히 부화 단계에서 쉬는 것을 넘어서서 보다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연구결과들에 근거하면 창의적 사고 과정은 동떨어진 

아이디어들이 연합하여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아는 것의 구조를 바

탕으로 잠재적으로 관련된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서가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중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정서와 창의적 사고 과정

을 함께 연결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정적 정서의 효과는 상당수 연구에

게 반복하여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부적 정서의 효과는 아직까지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이미 효과가 확인된 정적 정서를 

부화 단계에서 유발하여 정서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구 2에서는 

부적 정서를 함께 고려하여 정서의 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 과정에 다른 

효과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40 -

III. 연구 1: 부화 활동의 특성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 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과 개인의 정서 상태가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을 크게 인지, 휴

식, 정서 조건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수행에 차

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과 정서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실험을 설계하였다. 연구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 1에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 중에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효과가 있

는지,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

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 과정, 특히 확산적 사고에의 부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선행연구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은 수렴적 사고에 대한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일관된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부화가 일어나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고착이며

(Kohn & Smith, 2009), 부화 과정을 통해 고착 즉, 잘못된 문제해결에의 접

근을 망각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Smith & Blankenship, 

1989), 선행연구들의 실험 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고착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혼재된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 과제를 어느 정도 수행하다가 고착이 왔을 시점에 다다랐을 때 

부화 과정을 주는 지연 부화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

한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먼저 부화 

과정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잘못된 접근으로부터 주의를 벗어나고 이를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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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게 하고 관점을 전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확인된 인지 부화 조건

과 휴식 부화 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긍정 정서의 확장-수

립 가설을 기반으로 사고의 고착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긍정 

정서를 유발하는 조건인 정서 부화 조건을 구성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서 인지 과제(낱말 퍼즐, 정신적 조작 과제, 작문 과제, 단어 암기 등)를 수

행하게 하였으나 Kounios과 Beeman(2009)의 연구에서처럼 부화 과정 동안 

재미있는 비디오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 이를 함께 포함하고자 하였다. 마

지막으로 통제 집단으로 부화 과정을 제시하지 않는 無부화 집단도 함께 비

교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들은 다양한 기준에 의해 평

가될 수 있다(Amabile, 1996).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행을 창의적 아이디

어 생성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각 아이디어의 전반적 창의성 수준과 함께 

확산적 사고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을 함께 살펴보

았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와 유사하게 창의적 수행으로 아이디어의 양적

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Bechtoldt et al., 2010; Gancalo 

& Staw, 2006; Paulus & Yang, 2000; Rietzschel et al., 2007). 이때의 양적

인 측면은 유창성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는가와 같으며,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제시한 아이디어의 전체 

개수로 측정하였다. 제시된 아이디어의 질적인 측면은 Amabile(1982)가 개

발한 합의평정기법(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CAT)에 의거하여 3

인의 평정자들이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창의성 수준은 전

반적 창의성과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으로 세분화하였다. 이는 Besemer와 

O’Quin(1999), Christiaans (2002)이 제안한 CPSS(Creative Product Semantic 

Scale)의 독창성(original), 정교성(quality), 심미성 (elegant)의 세 가지 준거

에서 인용하였다. 이는 Redmond, Mumford와 Teach (1993), Hester, 

Robledo, Barrett, Peterson, Hougen, Day와 Mumford (2012) 등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Hester et al., 2012), 각 하위 요소는 매우 그렇다 

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설명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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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창의성은 하위요소별로 구분하여 생각하지 않고 매우 직관적으로 

‘아이디어가 얼마나 창의적인가?’로 정의하였다. 독창성은 ‘얼마나 새롭고 독

특하며, 예상하지 못한 아이디어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응답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예상하지 못했는가?’를 말한다. 유용성은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유용한 아이디어인가?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하고, 실제 사용하면 

정말 좋을까?’이다. 그러나 만들어질 가능성(실현가능성)이 낮으면, 유용성은 

낮게 평가하도록 하였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은 

‘얼마나 신경 써서 정교하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아이디어인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1의 연구문제별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부화 활동의 특성(휴

식, 인지, 정서)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이 달라지는가?

1-1.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1-2.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첫째,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전반적 창의성에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서 부화 조건이 인지 부화 조건이나 휴식 부

화 조건에 비해 전반적 창의성 점수가 높을 것이다. 단순히 주의 전환을 통

한 고착의 망각과 관점 전환보다는 확산적 사고에 매우 긍정적(Fredrickson, 

1998, 2001)이라고 알려진 긍정 정서가 유발된 정서 부화 조건이 더 긍정적

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둘째,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창성의 경우에는 주의전환을 

위한 인지과제를 수행하는 인지 부화 조건이 다른 부화 조건 및 無부화 조

건보다 더 높은 수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생산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여 빠른 정보처리와 의사 결정의 행동 특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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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으로써 생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각성이론(activation 

theory/arousal theory)과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는 과제가 상당히 주의집중

을 요구할 경우 창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이라는 Segal(2004)의 주의 분산 관

점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수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가에만 초점을 맞춘 창의

성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인지 부화 조건이 가장 창의적 수행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독창성의 경우에도 정서 부화 조건의 수행이 가장 높을 것이고, 

좁은 주의 초점은 문제의 제한된 중요 특성에 주의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함으로써 수행이 증가한다는 관점(George & Zhou, 2002)에 근거

하여 유용성, 정교성은 인지 부화 조건에서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2. 연구방법

가. 연구 참여자

연구 1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수업 중 홍보를 통해 모집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은 총 179명이었으며, 이 중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실험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한 5명과 이전에 창의성 검사에 참여한 적이 있

거나 실험 도중 중도 포기한 12명, 부화 활동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22명을 제외하고 총 140명(남 40.0%, 여 60.0%)의 자료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여기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은 사전설문, 과제, 사후설문까

지 하나의 선택지로만 응답했거나 중도에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참여를 한 

학생을 의미한다. 실험 진행 중에 발생한 오류는 인터넷 장애로 화면이 중

간에 멈춘 경우, 실수로 화면 창을 닫은 경우,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재부팅

된 경우 등을 말한다. 분석에 포함된 최종 실험참여자는 1학년에서 4학년까

지 모두 포함되었으며,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정보는 <표 

Ⅲ-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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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여 전체

부화 조건 n % n % n %

인지 부화 8 26.7 22 73.3 30 21.4

휴식 부화 13 41.9 18 58.1 31 22.1

정서 부화 12 27.3 32 72.7 44 31.4

無부화 23 65.7 12 34.3 35 25.0

전체 56 40.0 84 60.0 140 100.0

<표 Ⅲ-1> 연구 1의 집단별 연구 참여자 정보

나. 연구 설계

연구 1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부화 효과를 검증하고, 이때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

라 부화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실험 조

건은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인지 부화 조건, 휴식 부화 조건, 정서 부화 

조건 그리고 통제 집단으로 부화 활동을 제공하지 않는 無부화 조건으로 구

분하였다. 휴식 부화 조건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

하게 된 해결의 어려움을 잊고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인지 부화 조건은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보다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을 추가로 제공해주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정서 부화 조

건은 즐거움과 같은 정적 정서가 유발된 조건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 

부화, 휴식 부화, 정서 부화 그리고 無부화 조건 중 하나에 무선할당

(random assignment) 되었다. 

실험 집단(인지, 휴식, 정서 부화 활동)에 배정된 경우, 1) 실험 안내 및 

사전 설문(5분), 2) 창의성 과제 수행(10분), 3) 부화 활동 제공(인지, 휴식, 

정서 중 하나), 4) 다시 창의성 과제 수행(5분), 5) 사후 설문 및 디브리핑(5

분) 순서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통제 집단에 배정된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절차이나 부화 활동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창의성 과제를 15분 동안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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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수행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실험 조건

연구자가 실험을 설계할 때 고려한 부화 활동의 특성, 부화 활동의 제시 

시점, 그리고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에 대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부화 활동

기존의 부화 연구에서 부화 단계에 사용되는 과제는 다양하였다. 최근 

부화가 무의식적 작용이라는 주장이 주를 이루면서(Gilhooly et al., 2012), 

부화 단계의 과제로 창의적 문제해결의 의식적 수행을 막을 수 있는 작업기

억 과제가 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심적 회전 과제(mental rotation 

task), 애나그램(anagram), 숫자 모니터링(digit monitoring task), N-back 과

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 

Kohn & Smith, 200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부화 단계

에서 제공 받는 부화 활동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로, 창의성 과제에 대한 의식적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낱말 퍼즐

과 같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부화 활동으로 제시하였다. 낱말 

퍼즐은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당히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Perkins, 2000). 이를 인지 부화 조건이라고 

명명하였다. 두 번째로, 창의성 과제에 대한 의식적 수행도 가능하도록 창의

성 과제를 잠시 내려두고 조용히 눈을 감고 앉아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를 휴식 부화 조건이라고 명명하였다. 세 번째로, 긍정적 정

서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영화나 영상을 보는 것과 같은 활동을 통해 

유발될 수 있다(Nummenmaa & Niemi, 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

여자가 창의적 과제 수행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재미있는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였다. 

동영상의 내용은 TV 프로그램인 ‘동물농장’에 나온 아기 곰에 대한 방영분

을 5분짜리 동영상으로 편집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정서 부화 조건이라고 



- 46 -

명명하였다.

이러한 부화 활동들은 모두 문제해결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고착 상태를 

벗어날 수 있도록 사고의 이완을 가져올 수 있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부화 효과란 닫혀 있는 사고를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가질 때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이다. 

[그림 Ⅲ-1] 실험 1의 부화 활동 제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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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화 활동의 제시 시점

문제해결 과정에서 부화 효과가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착에 직면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창의성 과제를 활용한 사

전 조사(pilot test)를 통해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어려운 

시점 즉, 고착 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총 6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

간제한 없이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생각에 어려움이 느껴진다고 생각되는 시점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들이 보고한 시점은 평균 9.85분으로 나타났다. 즉 10분 정도

가 지나면 더 이상 새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화 활동을 제공하는 시점을 창의적 과제를 

수행한 후 10분이 지났을 때로 설정하였다. 

[그림 Ⅲ-2] 사전 조사 예시 화면

3)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

부화 단계의 간격에 따라 기억 회상 과제 수행 결과를 비교한 Hélie & 

Sun (2010) 연구에서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을 1분, 3분, 5분, 10분으로 구분

하여 제시한 결과,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이 길수록 과제 수행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분과 10분의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의 차이는 미비하

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화 활동의 참여 시간을 5분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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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절차

전체 실험은 7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30분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표 Ⅲ-2>와 같으며, 모든 연구 절차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진

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인사말과 함께 연구 진행에 대한 

안내문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롭게 실험 참

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개요 및 방법 등을 숙지한 후, 최종

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및 개인ID를 입력하는 것

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았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

다. 사전 설문에는 개인의 창의적 수행에서의 개인차를 통제하기 위해 경험

에 대한 개방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

는 본 연구의 주요 과제들을 수행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들은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복잡하고 새롭고 잘 정의되지 않

은 아이디어 생성 과제를 제시 받았다(Scott, Lonergan, & Mumford, 2005). 

실험 집단의 경우, 창의성 과제를 10분 동안 풀다가 강제로 세 개의 부화 

조건 중 하나로 전환되어 5분 동안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는 활동을 한 후, 

5분이 지나면 다시 창의성 과제 화면으로 전환되어 5분 동안 다시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과제 수행이 끝나면, 실험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 창의성 검사 경험 여부(‘과거에 창의성 검사(TTCT 등)를 실시해본 적

이 있는가?’)와 과제 참여 정도(‘얼마나 과제에 참여했는가?’)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연구 참여자는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실험

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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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통제집단
(부화 無)

실험집단
(인지, 정서, 휴식)

소요
시간

[1단계]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

연구개요 안내
창의성 과제 안내
연구참여동의서 
서명(온라인)

동일 3분

[2단계]
사전 설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동일 2분

[3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1
아이디어 작성 동일 10분

[4단계]
부화 활동 제시

-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5단계로 

넘어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무선 배정

- 휴식 부화
- 인지 부화
- 정서 부화

5분

[5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2
창의적 아이디어 작성 동일 5분

[6단계]
사후 설문

창의성 관련 경험
부화 과정 도움 정도

동일 2분

[7단계]
디프리핑

연구 목적 및 연구 
결과 안내

동일 3분

<표 Ⅲ-2> 연구 1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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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도구

1) 창의적 수행 과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독창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확산적 

사고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이에 창의적 수행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아이디

어 생성 과제를 사용하였다. 아이디어 생성 과제는 창의성을 연구하는 주요 

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과제로(Gilhooly et al., 2012; Runco, 1993),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능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다양한 전공의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전공에 따른 사전 지식의 차이를 배제하기 위하

여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를 사용하고자 하였다. Hong과 Milgram(1991), Okuda, Runco와 

Berger(1991)는 확산적 사고 검사가 학교나 가정 같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

릴 수 있는 문제들을 포함한다면 실제 생활에서의 수행 능력을 좀 더 잘 예

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실제로 실생활에서 발견된 문제

에 관련된 답변이 실제생활에서의 창의적 성취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먼저 문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지시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혁

신적 아이디어 사례에 관한 4분짜리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후에, ‘동영상

의 사례들처럼 획기적인 사고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생각해

보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많이 제시하십시오.’라고 지시문

을 제시하였다. 이때 어떠한 점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혁신적이라고 생각

하는 지 그 이유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천 가능한 방법이어야 하

며 그 외에도 가치, 공익성, 경제성(비용과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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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 연구 1의 흥미 유발을 위한 예시 화면

Chand와 Runco(1993)는 명시적 지시어가 다양한 검사들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명시적 지시어는 종종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

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며, 또한 모든 검사자가 주어진 과제에 대해 똑같이 

지각하게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명시적 지시어는 어떻게 하면 검사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매우 특별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혁신적 아이디어로 인정받기 위한 여러 전제 조건들을 명시

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

(creative self-efficacy)을 측정하였다. 평소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

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Beghetto, Kaufman과 Baxter(2011)가 사용한 창의

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

와 같이 총 세 문항이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의 신뢰도는  = .89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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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연구 1의 실험 과제의 예시 화면

 

3) 경험에 대한 개방성

확산적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개인의 특성 중 하나로 경

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Abbott(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에

는 ‘나는 상상력이 활발하다’, ‘나는 추상적인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는 추상적인 생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는 상상력이 부족하다’와 

같은 다섯 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척도의 신뢰도는  = 

.80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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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창의성 검사 경험 여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의성

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나는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창의성 검사(TTCT 등)를 해본 적

이 있다..’라는 문항 제시하였고, 예/아니오로 측정하였다. 이전에 창의성 검

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1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부화 활동에 대한 인식

창의성 과제 수행 도중에 잠시 다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화 효과가 

진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생각하다가 

중간에 활동이 전환되는 것은 과제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문항

을 제시하고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

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부화 활동 이후 창의적 아이디

어를 더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점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총 22명이었으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화 활동이 얼마나 인지적 노력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halley

와 Oldham(1997), Madjar와 Shalley(2008)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 몰입(focus 

of attention)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나는 이 과제를 쉽게 할 수 있었

다.’, ‘나는 문제를 푸는데 몰두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

다.’, ‘나는 문제를 푸는데 주의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와 같이 총 

다섯 문항이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과제 몰입 척도의 신뢰도는  = .825로 나타났다. 인지 부화 활동, 

휴식 부화 활동, 정서 부화 활동 간의 과제 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는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 136) = 2.069 p = .107). 이는 세 개의 부화 활동

이 비슷한 수준의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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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창의성 평가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Amabile(1982)의 합의평정기법(CAT)

을 활용하여 평정하였다. CAT는 창의성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평정 기법으로 각기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연구자에게 어

떠한 훈련이나 설명을 듣지 않아야 하고, 서로 다른 평정자들과 의견을 나

누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최근 연구들에서 평정자의 조

건에 대해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 

의한 또래 평가(peer-evaluation)나 해당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성인도 창의

적 산출물에 대한 CAT 평가를 실시하는데 적합함이 검증된 바 있다

(Kaufman, Russel, & Plucker, 2013; Kaufman, Baer, Cole, & Sexton,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전문가들

로 구성하고자 창의성 전공 박사학위자 1인, 교육심리전공 박사학위자 1인, 

교육심리전공의 박사수료생 1인을 평정자로 선정하였다. 유창성은 아이디어

의 수를 단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지표로 활용되고, 전반적 창의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은 전혀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그렇다(5점)의 5점 

척도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때 전체 실험참여자들의 아이디어의 수준과 비

교하여, 가능한 1점에서 5점까지 고르게 점수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채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정자간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Ritter et 

al., 2012). CAT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산출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대한 

평정자간의 동의 수준(degree of agreement)을 의미하며, CAT 평정자간 신

뢰도가 .70 정도의 신뢰도는 수용 가능하다(Hennesey, Amabile, & Mueller, 

2011). 이러한 CAT의 평정자간 신뢰도는 Amabile(1996)의 연구 뿐 아니라, 

CAT 기법을 활용한 여러 연구들에서 .7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

다(Baer, 1993, 1997, 1998; Baer, Kaufman, & Gentile, 2004; Conti, Coon, & 

Amabile, 1996; Hennessey, 1994; Kaufman et al., 2008; Runco, 1989). 본 

연구에서는 유목내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활용하여 평

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표 Ⅲ-3>과 같으며, 3인의 평정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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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ICC

전반적 창의성 .661

독창성 .654

유용성 .571

정교성 .898

<표 Ⅲ-3> 연구 1의 평정자간 신뢰도

신뢰도는 유용성의 경우에는 낮은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

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개수인 유창성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응답한 아이디어 중 전반적 창의성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은 2개의 아이디어의 점수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질을 전문가들에 의한 Top 2 점수로 사용하고, 창의적 아이디어의 양을 유

창성 점수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이디어 유창성과 창의적 질을 구분할 수 있

기 때문에 심리측정적인 창의성 연구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권유선, 

하대현, 2015; Benedek et al., 2012).

사. 분석방법

부화 조건에 따른 아이디어 개수(유창성)와 전반적 창의성에서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사용하였고, 창의성 하위 

요소인 독창성, 논리성, 유용성, 정교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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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 1에서는 부화 활동을 인지 부화 활동, 휴식 부화 활동, 그리고 정서 부

화 활동으로 구분하여 세 개의 실험 집단을 비교하였다. 또한, 통제 집단으

로 부화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조건을 추가하여 이들 간의 창의적 과제에서

의 수행 점수를 비교하였다.

분석에 앞서 세 개의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

해,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는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일원분산분석(ANOVA)을 통해 집단 간 

점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일원분산분석 결과, 두 개의 종속변인 모두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경험에 대한 개방성(F(3, 

136) = .065, p = .979), 창의적 자기효능감(F(3, 136) = 1.201, p = .312)]. 

연구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t = .635, p = .527)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tt = 2.124, p = .527)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집단구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인지 30 3.44  .69 30 3.06  .80

휴식 31 3.52 1.01 31 3.23 1.07

정서 44 3.45  .68 44 3.05  .65
통제 35 3.45  .61 35 3.35  .70
합계 140 3.46  .75 140 3.16  .81

<표 Ⅲ-4> 집단별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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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남 56 3.51 .79 56 3.34 .82

여 84 3.43 .72 84 3.05 .78

합계 140 3.46 .75 140 3.16 .81

<표 Ⅲ-5> 성별에 따른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가. 부화 활동의 특성이 전반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부화 활동을 제시한 세 개의 집단과 부화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통제 집

단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전반적 
창의성

인지 30 3.23 .58 2.21 2.51

휴식 31 3.24 .61 2.46 2.79

정서 44 3.19 .55 2.33 2.64

통제 35 3.11 .66 2.51 2.80

합계 140 3.19 .59 2.46 2.61

<표 Ⅲ-6> 집단 별 전반적 창의성 점수의 기술통계

부화 활동을 제시한 세 개의 부화 조건과 부화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無
부화 조건을 독립변인으로, 전반적 창의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

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

증을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다(F(3, 136) = 1.079, 

p = .363). 일원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 136) = .318, p =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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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전반적 
창의성

집단 간 .342 3 .114 .318 .813 .007

집단 내 48.794 136 .359 　 　 　

합계 1473.506 140 　 　 　 　

<표 Ⅲ-7> 집단별 전반적 창의성 점수의 차이 검정 결과

나. 부화 활동의 특성이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

부화 활동을 제시한 집단(인지, 휴식, 정서)과 부화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통제 집단에 따른 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

음과 같다.

부화
조건

n
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인지 30 8.83 3.04 3.19 .47 3.12 .50 2.85 .88

휴식 31 7.00 2.94 3.49 .51 3.08 .65 3.49 .99

정서 44 7.30 3.86 3.48 .52 3.15 .61 3.22 .87
통제 35 6.11 2.83 3.23 .69 3.01 .55 2.96 .96
합계 140 7.26 3.35 3.36 .56 3.09 .58 3.14 .94

<표 Ⅲ-8> 집단별 창의적 하위 요소 점수의 기술통계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

용성, 정교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

(M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에 앞서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분산행렬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Box’s M = 30.730, F(30, 43809.060) = .968, p = .515). 또한 개별 종속변인의 오

차분산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위해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종속변인의 오차분산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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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성(F(3, 136) = 1.315, p = .272), 독창성(F(3, 136) = 1.917, p = .130), 유용성

(F(3, 136) = .494, p = .687), 정교성(F(3, 136) = .438, p = .726)].

분석 결과, 집단 간 종속변인의 점수 차이를 나타내는 Wilks's Lambda 

값은 .819 이고 그에 대한 F = 2.300, p = .008로 부화 활동 특성의 주효과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단변량 분석 결과, 집단 간 점수 차이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에서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독립변인 종속변인
Wilks's 
Lambda 단변량 F df p

partial  


관측
검정력

부화
활동
특성

유창성

.819

3.855 3 .011 .078 .813

독창성 2.863 3 .039 .059 .675

유용성 .385 3 .764 .008 .125

정교성 3.079 3 .030 .064 .710

<표 Ⅲ-9> 집단별 창의적 하위 요소 점수의 차이 검정 결과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urkey

의 다중비교법(tukey post hoc test)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유창성 점수는 

인지 부화 조건이 無부화 조건보다 높았다. 반면 정교성 점수는 인지 부화 

조건이 휴식 부화 조건보다 낮게 나타났다. 독창성 점수는 유의한 점수 차

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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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유창성

인지-통제 2.72 .81 .00 1.12 4.32

정서-통제 1.18 .74 .11 -.28 2.64

휴식-통제 .89 .80 .27 -.70 2.47

인지-정서 1.53 .77 .048 .01 3.06

인지-휴식 1.83 .83 .03 .19 3.48

정서-휴식 .30 .76 .70 -1.21 1.80

독창성

인지-통제 -.04 .14 .79 -.31 .24

정서-통제 .25 .13 .04 .01 .50

휴식-통제 .26 .14 .057 -.01 .53

인지-정서 -.29 .13 .03 -.55 -.03

인지-휴식 -.30 .14 .04 -.58 -.02

정서-휴식 -.01 .13 .96 -.26 .25

유용성

인지-통제 .11 .14 .46 -.18 .39

정서-통제 .14 .13 .30 -.12 .40

휴식-통제 .07 .14 .64 -.22 .35

인지-정서 -.03 .14 .84 -.30 .24

인지-휴식 .04 .15 .78 -.25 .34

정서-휴식 .07 .14 .61 -.20 .34

정교성

인지-통제 -.11 .23 .62 -.57 .34

정서-통제 .26 .21 .21 -.15 .68

휴식-통제 .53 .23 .02 .08 .98

인지-정서 -.38 .22 .09 -.81 .05

인지-휴식 -.65 .24 .01 -1.11 -.18

정서-휴식 -.27 .22 .22 -.70 .16

<표 Ⅲ-10> 집단별 창의성 하위 요소 점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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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논의

연구 1에서는 부화 활동을 휴식, 인지, 정서 조건이라는 세 개의 활동 특

성으로 구분하고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지는 지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할 때 부화를 

갖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부화를 갖는 것의 

효과는 어떠한 조건이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첫째, 전반적 창의성 점수에서는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

다. 또한, 부화 활동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차이

가 없었다. 즉 전반적 창의성은 부화 활동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지지 않

음을 의미한다.

둘째,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별로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부화 효과

는 다르게 나타났다. 유창성에서는 인지 부화 활동을 제시받은 집단이 부화 

활동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이는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해야 할 때는 부

화 과정을 갖지 않는 것보다는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부화 

과정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즐거운 기분이 유발되는 것보다는 인지적 노력

을 요구하는 인지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결과는 상당한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과제일 경우에 창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이라는 Segal(2004)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화 과정 동안 상

당히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임했을 때,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주

의를 억제하여 빠른 정보처리와 의사 결정의 행동 특성을 보여 문제해결의 

생산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각성 이론과 휴식을 취하는 것보

다 낮은 수준이라도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푸는 것이 더 큰 부화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Sio와 Ormerod(2009)의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

다.

반면 정교성에서는 휴식 부화 활동을 제시받은 집단이 인지 부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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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받은 집단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한 통계적으로 검증력은 다소 약하지

만, 부화 활동을 제시받지 않은 통제 집단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정교성 점

수가 높았다. 그러나 독창성과 유용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못했

다. 이는 부화 과정 동안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휴

식 또는 아예 쉬지 않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Baird 등(2012)과 Sio와 

Ormerod(2009)의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때 휴식 부화 조건이 실험 

과정에서 완전히 쉬지 못하고 의식적으로 창의성 과제에 대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휴식보다는 인지적 노력을 덜 요구하는 저인지 부화 조

건일 가능성이 있다. Baird 등(2012)과 Sio와 Ormerod(2009) 모두 인지적 노

력을 덜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인지적 노력을 많이 요구하는 인지 

과제를 부화 과정에 수행하는 것보다 더 큰 부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별로 효과적인 부화 활동은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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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가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연구 1에서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되며, 부화 과

정 동안 제시된 활동에 따라 창의적 수행에 차별적인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

였다. 망각-고착 이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높은 인지 수

준의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Segal, 2004). 잘못된 문제해결책으로

의 접근을 망각하기 위해서는 원래 과제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야 하고, 이때 간섭 효과가 발생하여 망각이 촉진되기 때문이라

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두되는 부화 효과와 관련된 이론 중 무의식 

작업 이론 입장에서는 주의집중을 덜 필요로 하는 낮은 인지 수준의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Elsbach & Hargadon, 2006). 상당한 주의력을 요구

하고 도전적인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단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은 

잠시 그 과제에 대해 생각을 접지만 계속 의식적인 인지과정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 1에서 인지 부화 

조건을 주의집중을 상당히 요구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연구 2에서는 

이를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고/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주의와 문제해결

과 관련된 선행연구(Elsbach & Hargadon, 2006; Ward, Finke, & Smith, 

1995)에서도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이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활동 또는 

주의집중을 덜 요구하는 활동인지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분산된 주의 이론에서도 확산적 사고는 분산된 주의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Kasof, 1997)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

라 다양한 자극을 활성화시켜 다양한 형태의 답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므로 

너무 주의집중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인지 과제는 오히려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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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정서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또한 더욱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촉진 혹은 억제하는 조절 기능과 피드백 

기능 및 메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Eysenck & Keane, 

2005). Fredrickson(1998; 2001)은 즐거움이나 행복, 유머와 같은 정서는 확산

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De Dreu, Baas와 Nijstad(2008)는 정

적 정서뿐 아니라 부적 정서 또한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으며 부적 정

서의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여 빠른 정보처리와 

의사결정의 행동 특성을 가져옴으로써 아이디어의 생성의 생산적인 측면에

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특정 정서 상태

에서 어떠한 부화 조건이 창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

구 참여자의 정서(정적, 부적, 중립)를 사진 자극을 활용하여 창의적 아이디

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유발하였다.

이처럼 연구 2에서는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른 부

화 활동의 특성과 유발된 정서 상태가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

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연구 2의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문제 2.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할 때, 부화 활동의 특

성(고인지, 저인지)과 정서(정적, 부적, 중립)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은 

달라지는가? 

2.1.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라 전반적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2.2.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라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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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가. 연구 참여자

연구 2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교 학부생 231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검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실험 진행 중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 총 197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여기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학생은 

사전설문, 과제, 사후설문까지 하나의 선택지로만 응답했거나 과제를 수행하

는데 있어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학생을 의미한다. 실험 진행 중에 발생한 

오류는 컴퓨터 화면이 멈춘 경우, 정서 자극 제시 시간이 통제되지 못한 경

우 등을 말한다. 정서 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와 정서 조작 중

에 불쾌한 사진 자극을 보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연구 참여자들 또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부화 활동 저인지 고인지
전체

남 여 남 여

정서 조건 n % n % n % n % n %

정적 15 37.5 25 62.5 15 37.5 25 62.5 80 35.1

부적 15 39.5 23 60.5 15 41.7 21 58.3 74 32.5

중립 14 37.8 23 62.2 15 40.5 22 59.5 74 32.5

전체 44 38.3 71 61.7 45 39.8 79 60.2 228 100.0

<표 Ⅳ-11> 연구 2의 집단별 연구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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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 설계

연구 2에서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

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부화 효과가 어떠한 부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때 

정서 상태에 따라 이러한 부화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에 부화 활동을 요구되는 인지적 노력 수준(주의집중 수준)에 따라 고인지 

부화 활동과 저인지 부화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정서는 정적 정서, 부적 정

서, 그리고 중립 정서로 구분하였다. 실험 조건은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

지적 노력 수준(고인지 부화 활동 vs. 저인지 부화 활동)과 유발된 정서(정

적 vs. 부적 vs. 중립)의 2×3 집단 간 설계(between subjects design)로 6개

의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6개의 실험 조건 중 하나

에 무선 할당(random assignment)되었다.

부화 활동은 상당한 주의집중이 요구되는 낱말 퍼즐 문제와 주의집중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단순 연산문제로 구분하였다. 고인지 부화 활동으

로 제시된 낱말 퍼즐 문제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정답을 맞혀야 하기 때

문에 상당히 주의집중이 요구된다. 반면 저인지 부화 활동으로 제시된 연산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교육과정의 학습 목표 중 하나인 숫자 

10 만들기로 상당히 쉽고 대학생이라면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고 단순 반

복하여 자동적으로 풀 수 있는 활동이다. 

정서 상태를 조작하기 위해 특정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보여주었다. 이때 사용한 사진 자극은 Lang, Bradley

와 Cuthbert(2005)가 개발한 국제표준정서체계(International Affective 

Picture System, IAPS) 중에서 박태진과 박선희(2009)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얻은 정서가와 활성화를 기준으로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그리고 중립 정서

를 유발하는 사진 자극을 선정하였다. 각 집단별로 총 24장의 사진이 제시

되며, 사진 한 장에 대해 4초씩 제시되었다. 정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을 보기 전과 본 후에, 현재 기분 상태와 현재 가

장 가까운 감정(정적, 부적)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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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절차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다. 창의성 과제와 

설문에 대한 응답은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지시에 따라 별도로 제시된 설문

지에 작성하도록 안내하였다.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연구자가 학교에 방문하여 수업 시간 전 또는 교내 게시판을 이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개별적으로 실험 참여 시간을 잡은 후, 해당 학교의 

컴퓨터실 또는 컴퓨터가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약 35분에 걸쳐 실험을 진

행하였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표 Ⅳ-2>와 같다. 

절차 
소요시
간

[1단계]
실험 안내

연구개요 안내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확인

3분

[2단계]
사전 설문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2분

[3단계]
정서 조작

2분

[4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1
창의적 아이디어 작성 10분

[5단계]
부화 활동 제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무선 배정
- 인지(낱말퍼즐)

- 정서(동영상 시청)
5분

[6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2
창의적 아이디어 작성 5분

[7단계]
사후 설문

창의성 관련 경험
부화 과정 도움 정도

2분

[8단계]
마무리

연구 목적 및 연구 결과 안내 3분

<표 Ⅳ-12> 연구 2의 실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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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시작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전체적인 실험 

절차에 대해 안내하였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

한 실험 도중 제시되는 사진 자극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언제든 실

험을 중단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게 하였다.

실험 절차에 대한 안내가 진행된 후, 사전 설문을 통해 과제 수행 결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 참여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 그리고 현재 기분 및 감정 상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사전 

설문 단계에서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된 변인들은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그림 Ⅳ-1] 연구 2의 실험 소개 화면

정서 조작 단계에서는 조건별로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그리고 중립 정서

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들을 각각 보여주었다. 사진은 각 조건별로 24

장씩 제시되며 각 사진에 대하여 4초씩 제시하였다. 사진을 보여준 뒤, 정서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앞서 응답했던 현재 기분 및 

감정 상태에 대한 항목들에 다시 응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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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연구 2의 부화 활동 참여 안내 화면 (고인지, 저인지)

창의성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혁신적 아이디어 사례에 관한 사진과 설명

을 듣고 난 후, ‘이처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나 가구, 인

테리어 등에 대한 혁신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보라’

는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이때 제한 시간은 15분이라고 안내하였다. 창의성 

과제를 수행한 지 10분이 지났을 때, 강제적으로 잠시 과제를 멈추고 5분 

동안 다른 활동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5분이 지난 후, 다시 원래 하던 창의

성 과제로 돌아와 남은 시간 동안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이때 연구 참여자

들은 부화 활동 조건에 따라 고인지 부화 활동으로 낱말 퍼즐 문제를, 저인

지 부화 활동으로 단순 연산 문제를 제시받았다.

사후 설문 단계에서는 기존 창의성 검사 경험 여부, 과제 몰입, 인지 부

하 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모든 응답을 마친 후, 연구의 목적

을 재설명하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안정적 정서 유지를 위해 정적 정서를 유발한다고 알

려진 사탕과 과자를 제공하여 특히 부적 정서에서 벗어난 후 실험을 종료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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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 도구

1) 창의적 수행 과제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활용한 아이디어 생성과제를 일부 수정하여 좀 

더 구체적인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혁신적 아

이디어 사례를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2) 창의적 자기효능감

연구 1과 동일하게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연구 2에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는  = .865이었다.

3) 경험에 대한 개방성

연구 1과 동일하게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을 측정하였다. 연구 2에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척도의 

신뢰도는  = .888이었다.

4) 기존 창의성 검사 경험 여부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의성

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

다. 이에 ‘나는 본 실험에 참여하기 전에 창의성 검사(TTCT 등)를 해본 적

이 있다.’라는 문항 제시하였고,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전

에 창의성 검사를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

구 2에서는 6명이 이전에 창의성 검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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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화 활동에 대한 인식

창의성 과제 수행 도중에 잠시 다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화 효과가 

진짜 나타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간에 제시받은 활동(낱말 퍼즐 또는 연

산 문제)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

는 문항을 제시하고 5점 척도(1=전혀그렇지않다, 5=매우그렇다)로 응답하도

록 하였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부화 활동 이후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점에 응답한 연구 참여자는 총 23명이었다.

부화 활동이 얼마나 인지적 노력을 요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Shalley

와 Oldham(1997), Madjar와 Shalley(2008)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 몰입(focus 

of attention)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제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들이었다.’, ‘나는 이 과제를 쉽게 할 수 있었

다.’, ‘나는 문제를 푸는데 몰두하였다.’, ‘나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웠

다.’, ‘나는 문제를 푸는데 주의 집중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와 같이 총 

다섯 문항이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과제 몰입 척도의 신뢰도는  = .773였다. 고인지 부화 활동 조건과 

저인지 부화 활동 조건 간의 과제 몰입 수준의 평균 차이는 유의하였다(t = 

-12.04, p < .000). 이는 고인지 부화 활동으로 제시된 낱말 퍼즐 문제가 저

인지 부화 활동으로 제시된 단순 연산 문제보다 주의집중 더 많이 요구하는 

활동임을 의미한다.

부화조건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p

과제몰입
저인지 98 2.60 .70

-1.06 -12.04 .000
고인지 99 3.66 .53

<표 Ⅳ-13>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른 과제 몰입 및 인지 부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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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창의성 평가

연구 2에서도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의적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

시하였다. 평정자로는 창의성을 주제로 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 교육심

리 전공 박사학위자 3인을 섭외하였다. 연구 2에서 평정자간 신뢰도는 <표 

Ⅳ-4>와 같다. 유용성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 요소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

한 수준에서 일치하였다. 유용성의 경우 평정자 간에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을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구분 ICC

전반적 창의성 .756

독창성 .777

유용성 .597

정교성 .812

<표 Ⅳ-14> 연구 2의 평정자간 신뢰도

연구 1과 마찬가지로, Top 2 방식을 활용하여 전반적 창의성 점수가 높

은 아이디어를 2개만 선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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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연구 2의 창의적 수행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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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서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정서 상태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 현재 

기분 상태로 정서를 측정하지 않고, 실험 상황에서 특정 정서를 강제로 유

발하였다. 정서가 잘 유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서 유발 전과 정서 

유발 후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다차원적 기분척도(Multidimensional 

Mood Questionnaire: MDMQ)(Steyer, Schwenkmezger, Notz & Eid, 1994)

의 30개 문항 중에서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와 관련된 다섯 문항을 선정한 

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5점 척도로 보고하도록 하였

고 다섯 문항의 평균값으로 비교하였다. 정서가가 높을수록 정적 정서에 가

깝고, 정서가가 낮을수록 부적 정서에 가깝다. 

정서 유발 전에는 세 조건의 정서 상태에 차이가 없었으나(F(2,194) = .367, 

p = .693), 정서유발 후에는 유발된 정서 조건 간에 차이가 유의하였다

(F(2,194) = 79.483, p < .000).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분석(tukey post hoc test)을 실시한 결과, 정적 정서 

조건에서 중립 정서 조건이나 부적 정서 조건보다 정적 정서가 더 높았고

(ps<.05), 부적 정서 조건에서는 중립 정서 조건보다 정적 정서가 더 낮았다

(ps<.01). 

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정서 유발 

전

집단 간 .880 5 .440 .367 .693 .004

집단 내 232.565 194 1.199

합계 233.445 196

정서 유발 

후

집단 간 162.640 5 81.320 79.483 .000 .450

집단 내 198.484 194 1.023

합계 361.123 196

<표 Ⅳ-15> 정서 유발 전과 후의 정서가 차이 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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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조건별로 정서 유발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정적 정서를 유발한 

집단의 경우에는 정서 유발 전보다 정서 유발 후에 정서가가 유의하게 높아

졌고(t = 2.49, p = 0.015), 부적 정서를 유발한 집단의 경우에는 정서 유발 

전보다 정서 유발 후에 정서가가 유의하게 낮아졌다(t = -11.56, p < .000).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단의 경우, 정서가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정서 유발 

후의 평균 점수가 4.95점으로 여전히 중립 정서에 해당하는 정서가를 나타

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각 조건에서 정서가 잘 유발되었

음을 시사한다.

정서조건 측정시기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차이 t p

정적
사전 72 4.80 1.15

.26 2.49 .015
사후 72 5.06 1.13

부적
사전 63 4.81 1.05

-1.88 -11.56 .000
사후 63 2.93  .97

중립
사전 62 4.95 1.07

-.38 -3.20 .002
사후 62 4.57  .90 

<표 Ⅳ-16> 정서 조건별 정서 유발 전과 후의 정서가 차이 검정 결과

사. 분석방법

부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제시된 부화 활동을 다시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고인지 부화 활동과 저인지 부화 활동으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부화 활동의 참여가 특정 정서 상태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전반적 

창의성 점수에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

을 사용하였고, 창의적 사고의 하위 요소인 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MANOVA)를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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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분석에 앞서 처치집단의 사전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험에 대한 개방

성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고,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집단 간 차이

를 검증하였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개

의 종속변인 모두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경험에 대한 개방성(F(5, 191) 

= 1.814, p = .11), 창의적 자기효능감(F(5, 191) = .540, p = .75)].

집단구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정적-저인지 36 3.28 .82 36 3.40 .86

정적-고인지 36 3.25 .83 36 3.32 .80

부적-저인지 35 3.10 .99 35 3.10 .90

부적-고인지 28 3.13 .62 28 3.15 .69

중립-저인지 27 3.19 .82 27 3.25 .74

중립-고인지 35 3.17 .95 35 3.24 .87

합계 197 3.19 .85 197 3.25 .82

<표 Ⅳ-17> 집단별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일원분산분석 결과, 두 개의 종속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경험에 대한 개방성(F(5, 191) = .226, p = .95), 창

의적 자기효능감(F(5, 191) = .588, p = .71)].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개의 종속변

인 모두 Levene의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경험에 대한 개방성(F(5, 191) 

= 1.046,  p = .31), 창의적 자기효능감(F(5, 191) = 1.043, p = .31)]. 분석 결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t = .303, p = .77)과 창의적 자기효능감(t = -.181, p = 

86) 모두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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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구분
경험에 대한 개방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남 75 3.16 .92 75 3.26 .87

여 122 3.20 .80 122 3.24 .78

합계 197 3.19 .85 197 3.25 .82

<표 Ⅳ-18> 성별에 따른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한 변인의 기술통계

가.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가 전반적 창의성에 미

치는 영향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과 유발된 정서 상태에 따라 전

반적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하

였다.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상태를 고려한 여섯 집단의 전

반적 창의성에 대한 기술통계는 <표 Ⅳ-9>와 같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 창의성의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되었

다[전반적 창의성(F(5, 191) = .807, p = .546)].

부화 활동 정서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전반적 
창의성

저인지 정적 36 3.11 .63

부적 35 2.85 .56

중립 27 2.83 .66

고인지 정적 36 2.94 .66

부적 28 3.01 .73

중립 35 2.82 .62

<표 Ⅳ-19>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 점수의 기술통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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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을 살펴보면,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상태 간

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5, 222) = 2.897, p = 

.057)].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부화조건(F(5, 222) = .003, p = .954), 정서조건(F(5, 222) = 1.756, 

p = .175)]. 

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전반적 
창의성

부화활동(a) .003 1 .003 .008 .930 .000

정서조건(b) 1.280 2 .640 1.558 .213 .016

a×b .901 2 .451 1.097 .336 .011

오차 78.457 191 .411 　 　 　

합계 1769.364 197 　 　 　 　

<표 Ⅳ-20>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 점수의 이원분

산분석 결과

[그림 Ⅳ-4]를 살펴보면, 정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은 고인지 부화 활동보

다는 저인지 부화 활동을 제시받았을 때 전반적 창의성 점수가 높고, 부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은 이와 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

단에게는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부화 과정 동안 인지적 노력이 많이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부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부

화 과정 동안 인지적 노력을 덜 요구하는 활동을 할 때에는 부적 정서보다

는 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엄격

한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 대략적인 차원에서 위와 같은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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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 점수 비교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는 활동의 개별 수준에서 정서 조건에 따른 전반

적 창의성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하였다. <표 

Ⅳ-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별로 정서에 

따른 부화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전반적 
창의성

정서조건 
at 저인지

대비 1.648 2 .824 2.005 .137 .021

오차 78.457 191 .411 　 　 　

정서조건 
at 고인지

대비 .537 2 .269 .654 .521 .007

오차 78.457 191 .411 　 　 　

<표 Ⅳ-21>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 점수의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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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화
활동

(I)
정서
조건

(J)
정서
조건

평균차
(I-J) 표준오차 유의확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저인지 정적 부적 .26 .15 .093 -.04 .56

정적 중립 .28 .16 .085 -.04 .60

부적 중립 .03 .16 .878 -.230 .35

고인지 정적 부적 -.07 .16 .662 -.39 .25

정적 중립 .11 .15 .465 -.19 .41

부적 중립 .18 .16 .264 -.14 .50

<표 Ⅳ-22>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전반적 창의성 점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나.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가 창의성 하위요소에 

미치는 영향

부화 활동의 인저적 노력 수준과 유발된 정서 상태에 따라 창의성 하위

요소(유창성,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고인지, 저인지) × 정서 조건(정적, 부적, 

중립)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조건을 고려한 여섯 집단의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에 대

한 기술통계는 <표 Ⅳ-28>과 같다. 분석에 앞서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네 개의 종속변인에 대한 등분산성 가정은 충족되었다[유창성

(F(5, 191) = .440, p = .424), 독창성(F(5, 191) = 1.146, p = .337), 유용성(F(5, 191) 

= .293, p = .916), 정교성(F(5, 191) = 1.487, p = .196)]. 

<표 Ⅳ-16>을 살펴보면,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간의 상

호작용 효과는 독창성을 제외한 유창성, 유용성과 정교성에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유창성(F(5, 191) = .3.163, p = .045), 유용성(F(5, 191) = 3.598, p = 

.029), 정교성(F(5, 191) = 3.433, p = .034)].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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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의 주효과는 네 개의 종속변인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화 활동 정서 조건 n 평균 표준편차

유창성

저인지 정적 36 4.28 2.19

부적 35 4.89 2.18

중립 27 3.96 2.08

고인지 정적 36 4.64 2.31

부적 28 3.46 1.55

중립 35 3.86 2.09

독창성

저인지 정적 36 2.98 .69

부적 35 2.95 .62

중립 27 2.91 .50

고인지 정적 36 2.99 .75

부적 28 2.98 .72

중립 35 2.81 .72

유용성

저인지 정적 36 3.38 .49

부적 35 3.18 .61

중립 27 3.37 .55

고인지 정적 36 3.38 .47

부적 28 3.57 .58

중립 35 3.27 .54

정교성

저인지 정적 36 3.24 .69

부적 35 2.67 .70

중립 27 3.08 .66

고인지 정적 36 2.96 .89

부적 28 2.99 .90

중립 35 2.76 .72

<표 Ⅳ-23>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창의적 하위요소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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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유창성

부화활동(a) 7.333 1 7.33 1.665 .199 .009

정서조건(b) 9.967 2 4.98 1.131 .325 .012

a×b 27.868 2 13.93 3.163 .045 .032

오차 841.284 191 4.40

합계 4391.000 197 　

독창성

부화활동(a) .020 1 .02 .043 .836 .000

정서조건(b) .580 2 .29 .635 .531 .007

a×b .145 2 .07 .158 .854 .002

오차 87.223 191 .46

합계 1786.170 197 　

유용성

부화활동(a) .454 1 .45 1.559 .213 .008

정서조건(b) .146 2 .07 .252 .778 .003

a×b 2.096 2 1.05 3.598 .029 .036

오차 55.625 191 .29

합계 2268.361 197 　

정교성

부화활동(a) .431 1 .43 .736 .392 .004

정서조건(b) 2.591 2 1.30 2.214 .112 .023

a×b 4.018 2 2.01 3.433 .034 .035

오차 111.771 191 .59

합계 1827.568 197

<표 Ⅳ-24>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창의적 하위 요소 점수의 이원

분산분석 결과

[그림 Ⅳ-9]를 살펴보면, 유창성의 경우 저인지 부화 조건에서는 부적 정

서가 효과적이었지만, 고인지 부화 조건에서는 정적 정서가 효과적인 것으

로 보여진다. 반면 유용성이나 정교성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저인지 부화 

조건에서는 정적 정서가 효과적이었지만, 고인지 부화 조건에서는 부적 정

서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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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창의적 하위 요소별 점수 비교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된 유창성, 유용성과 정교성 점수를 부화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의 개별 수준에서 정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 단순 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Ⅳ-30> 참고). 유창성의 경우 

고인지 부화 조건에서 정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부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

보다 수행이 높았다. 반면 유용성의 경우 고인지 부화 조건에서 부적 정서

가 유발된 집단이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단보다 더 수행이 높았다. 정교성

은 저인지 부화 조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정적 정서와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부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보다 수행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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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유창성

정서조건 
at 저인지

대비 13.945 2 6.973 1.583 .208 .016

오차 841.284 191 4.405 　 　 　

정서조건 
at 고인지

대비 23.354 2 11.677 2.651 .073 .027

오차 841.284 191 4.405 　 　 　

독창성

정서조건 
at 저인지

대비 .078 2 .039 .086 .918 .001

오차 87.223 191 .457 　 　 　

정서조건 
at 고인지

대비 .692 2 .346 .758 .470 .008

오차 87.223 191 .457 　 　 　

유용성

정서조건 
at 저인지

대비 .897 2 .448 1.539 .217 .016

오차 55.625 191 .291 　 　 　

정서조건 
at 고인지

대비 1.394 2 .697 2.394 .094 .024

오차 55.625 191 .291 　 　 　

정교성

정서조건 
at 저인지

대비 6.007 2 3.003 5.132 .007 .051

오차 111.771 191 .585 　 　 　

정서조건 
at 고인지

대비 1.074 2 .537 .917 .401 .010

오차 111.771 191 .585 　 　 　

<표 Ⅳ-25>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창의적 하위 요소 점수의 단순 

주효과 분석

종합해보면, 고인지 부화 활동이 정적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 유창성 측

면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유용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적 정서를 가진 사

람에게 더 도움이 되었다. 반면 저인지 부화 활동은 긍정 정서를 가진 사람

에게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창성의 경우에는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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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부화
활동

(I)
정서
조건

(J)
정서
조건

평균차
(I-J)

표준
오차

유의
확률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유창성

저인지

정적 부적 -.61 .50 .224 -1.59 .37

정적 중립 .31 .53 .556 -.74 1.37

부적 중립 .92 .54 .088 -.14 1.98

고인지

정적 부적 1.18 .53 .028 .13 2.22

정적 중립 .78 .50 .118 -.20 1.76

부적 중립 -.39 .53 .461 -1.44 .66

독창성

저인지

정적 부적 .03 .16 .871 -.29 .34

정적 중립 .07 .17 .680 -.27 .41

부적 중립 .04 .17 .795 -.30 .39

고인지

정적 부적 .00 .17 .981 -.33 .34

정적 중립 .18 .16 .272 -.14 .49

부적 중립 .17 .17 .315 -.17 .51

유용성

저인지

정적 부적 .20 .13 .114 -.05 .46

정적 중립 .01 .14 .946 -.26 .28

부적 중립 -.19 .14 .162 -.47 .08

고인지

정적 부적 -.18 .14 .184 -.45 .09

정적 중립 .12 .13 .360 -.14 .37

부적 중립 .30 .14 .030 .03 .57

정교성

저인지

정적 부적 .57 .18 .002 .21 .93

정적 중립 .16 .19 .415 -.23 .54

부적 중립 -.41 .20 .038 -.80 -.02

고인지

정적 부적 -.03 .19 .896 -.41 .36

정적 중립 .21 .18 .258 -.15 .56

부적 중립 .23 .19 .235 -.15 .61

<표 Ⅳ-26> 부화 활동의 특성과 정서에 따른 창의적 하위 요소 점수 차이에 

대한 사후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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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논의

연구 1에서는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해내는 능력인 유창성 측면에서는 부

화 과정 동안 주의전환을 위해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지 부화 조건이 

부화 과정을 갖지 않거나 부화 과정 동안 즐거운 기분을 느끼거나 휴식을 

취하는 정서 부화 조건과 휴식 부화 조건보다 더 긍정적이지만, 아이디어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교성 측면에서는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인지 부

화 조건보다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쉬는 휴식 조건이 더 도움이 되었

다. 그러나 부화 과정 동안 즐거운 기분을 유발하는 활동은 유창성 측면뿐 

아니라 독창성 측면에서도 부화 과정을 갖지 않거나 다른 부화 조건보다 창

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다만 정교성 측면에서는 인

지 부화 조건에 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느

끼는 정서가 창의적 수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문제해결에서 특

히 부화 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 정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부화 활동이 요구하는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고인지와 저인지 집단으로 구분하고, 정서의 경우에는 정적 정서만 확인한 

연구 1을 확장하여 정적 정서, 부적 정서 그리고 비교 집단으로 중립 정서 

집단으로 세분화하였다. 분석 결과,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른 집단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고, 유발된 정서의 유형에 따

른 집단 차이는 창의성의 하위 차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간의 상호작용 또한 창의성의 하위 

차원별로 차이가 있었다.

첫 번째로, 전반적 창의성은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유형의 주효과,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별로 상이한 부화 효과가 확인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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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모든 하위 요소에서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과 

정서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창성, 유

용성, 정교성에서 유의하였다. 즉 문제해결 과정에서 인지 부화 조건을 가질 

때,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된 활동의 인지적 노력 수준에 따라 창의성에 미치

는 부화 효과에는 차이가 없으며, 이때 유발된 정서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

이는 없었다. 연구 1의 결과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어떠한 기분 상태여도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잠시 다른 활동에 주의를 전환하는 것이 유창

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유발된 정서 상태에 따

라 부화 활동의 효과는 달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창성의 경우에는 정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부

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보다 고인지 부화 활동을 제시받았을 때 더 많은 아

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반면 유용성의 경우 부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단보다 고인지 부화 활동을 제시받았을 때 더 우수한 아이

디어를 제시하였다. 이는 아이디어의 개수라는 유창성은 아이디어의 생산성 

측면을 의미한다면, 유용성은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부화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정교성의 경우에는 저인지 부화 조건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

었는데, 정적 정서와 중립 정서가 유발된 집단이 부적 정서가 유발된 집단

보다 수행이 높았다. 

종합하면,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기분 상태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어

떠한 측면이 요구되느냐에 따라 부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화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하는 게 중

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아이디어의 질을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지를 

고려하고, 이때 기분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부화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아

이디어를 더 많이 생성하고자 할 때는 고인지 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기분 상태가 우울하다면 정적 정서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반대로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높이고 싶을 때 현재 기분이 

우울하다면 고인지 부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인지 

부화 조건에서 정적 정서가 창의적 수행을 더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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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나 복잡한 정보에 대한 지각은 보다 많은 의식적 처리를 요구하게 되며

(Eysenck & Keane, 2005),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온전히 주

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주의 분산 효과를 성공적으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상당히 좁은 주의 초점을 가져온다고 본 Sio와 Ormerod(2009)의 입

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부화 과정에서 상당히 높은 주의집중은 오히려 

좁은 주의 초점으로 인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넓은 주의 초점과 관련이 있고 주의를 확장하는 데 도

움이 된다고 알려진 정적 정서가 유발된 것은 창의적 수행을 높이는데 긍정

적이었을 것이다.

인지 부화 활동이 정교성에 미치는 효과는 정적 정서 상태일 때에는 고인

지 부화 조건보다는 저인지 부화 조건이 더 긍정적이며, 부적 정서 상태일 

때에는 덜 도움이 되었다. 저인지 부화 조건에서 정적 정서가 유발될 때 창

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된 이러한 결과는 문제 난이도, 집중된 

주의로부터 혜택 받는 쉬운 문제와 확산된 주의로부터 이익을 얻는 어려운 

문제에 따라 주의 할당에 대한 다른 역할을 제안한 Sio와 Ormerod(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낮은 인지 요구 

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는 

Silveira(1971), Smith와 Blankenship(1989) 등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 낮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에 참

여하는 부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

용된 창의성 과제는 상당한 주의력을 요구하고 도전적이며 많은 제약이 존재

하여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낮은 인지 부하 과제를 푸는 것이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창의성의 이중 경로 모형(Nijstad, De Dreu, Rietzschel, & Baas, 

2010)은 특정한, 적은 수의 관점에 집중하여 심층적인 탐색을 하는 지속성 

경로(persistence pathway)를 활용하는 것이 습관적인 사고나 특정한 전략에

서 벗어나도록 하므로 보다 창의적인 산출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

장한다. 특히 이러한 동일 범주 내 유연성을 촉진하는 것은 정교성이나 유

용성, 논리성과 같은 창의적의 질적 측면을 더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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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논의

창의적 과정에서 부화의 효과와 중요성은 특히 확산적 사고를 활용한 선

행연구들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아직 어떠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Gilhooly, Georgiou & Devery, 2013). 본 연구에서

는 창의적 과정에서 부화가 갖는 중요성과 그 효과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

이 있었다. 그 결과, 부화는 창의성에서도 확산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며 어떠한 조건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

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창의적 과정에서 부화 과정의 중요성은 알지만, 부화 과정이 어떠한 메

커니즘으로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못했

다는 사실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 출발하였다. 창의적 문제해결 단계에

서 부화단계를 거쳐야 조망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때 부화 과정을 갖

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연구마다 다르다. 

이에 두 개의 실험 연구를 설계하여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제를 수

행하는 동안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부화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

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부화 조건들이 창의적 사

고를 촉진하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부화 조건은 1) 인지 부화 조건, 

2) 휴식 부화 조건, 3) 정서 부화 조건으로 구분하였으며,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통제 집단으로서 4) 부화 과정을 주지 않은 無
부화 조건을 설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부화 과정 동안 제시되는 활동과 유발된 정서 간의 상호작

용을 확인하여, 특정 조건에서 어떠한 부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인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설정한 인지 부화 조건을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 고인지 부화 조건과 저인지 부화 조건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정서를 정적 정서, 부적 정서, 중립 정서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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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첫째, 부화 활동을 제시받은 부화 집단이 부화 활동을 제시받지 못한 통

제 집단보다 창의적 수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밝히

고 있는 확산적 사고에서의 부화 효과를 본 연구를 통해 반복 검증한 결과

이다(Smith & Blankenship, 1991). 부화 효과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고착된 사고를 이완시켜주는 것을 말한

다. 본 연구는 부화를 위한 추가 활동 제시가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임을 확

인해주었다. 이는 확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를 위해 잠시 과제에서 벗어나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기간을 갖는 것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부화 단계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화를 위한 추가 활동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느냐가 부화 효과의 차별적

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가정하고,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

(Yaniv & Meyer, 1987; Smith & Blankenship, 1989, 1991; Seifert et al., 

1995; Segal, 2004; Dijksterhuis & Meurs, 2006; Vul & Pashler, 2007; Kohn 

& Smith, 2009)과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정서 이론들

(Fredrickson, 1998, 2001; De Dreu et al., 2008)을 근거하여 부화 효과를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리 나

타났으며, 전반적 창의성과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소별로 상이한 부화 효과

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의성의 양적인 측면으로 아이디어 개수인 유창성 점수를 살펴보

면,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부화 과정은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이었다. 그리

고 인지적 노력의 수준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며, 창의적 과정에서의 정서 

상태 또한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이는 복잡한 인지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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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구하는 창의적 과제와 함께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를 요구

하는 활동을 부화 단계에서 참여하게 될 때, 이는 망각-고착 가설에서 주장

한 바와 같이, 잠시 다른 과제로 주의를 돌렸을 때 잘못된 단서에의 접근을 

망각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그

러나 추가적인 활동 제시로 주의가 분산되어 문제 공간을 더 넓게 확보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된다는 확산된 활성화 가설(Smith, 1995; Yaniv & 

Meyer, 1987; Dodds, Smith & Ward, 2002)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높은 인지적 노력을 요구하는 활동은 온전히 주의

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좁은 주의 초점을 가져와 주의를 

분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Sio & Ormerod, 

2009). 또한 잠시 과제에 대한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부화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때 재미있지만 분명하고 단순하여 문제 풀이에 

오랜 시간의 노력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경우에 더 효과적이라는 무의식적 작

업 가설(Dijksterhuis & Meurs, 2006; Gilhooly et al., 2012)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이다. 만일 무의식적 작업 가설을 지지한다면, 인지적 노력의 수준에 따

라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확인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디어의 전반적 창의성이나 독창성, 정교성과 같은 질적인 측

면에서의 창의적 수행은 인지 부화 조건보다는 휴식 부화 조건이 더 높은 

수행 수준을 보였다. 개인은 제약 조건에서 과제와 가장 관련 있는 정보에

만 주의를 두고(Edland & Svenson, 1993), 더욱 단순한 반응 양식으로 되돌

아가고(Holsti, 1971), 정보처리속도가 증가하는(Edland & Svenson, 1993) 등

의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새로운 아이

디어를 산출해내야 하는 제약 조건에서 개인은 정해진 답을 도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극에 대한 주의를 억제하여 빠른 정보처리와 의사 결정의 행동 

특성을 보임으로써 생산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이나, 확산적 주의

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아이디어를 살펴봐야 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인지 부화 조건

이 정서나 휴식 부화 조건에 비해 창의적 수행이 높지 않았던 건 부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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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시된 낱말 퍼즐이 본 과제였던 혁신적 아이디어 생성 과제와 유사한 

언어 과제였던 것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본 

과제와 부화 활동 간의 유사성을 반영하여 부화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구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 1에서는 부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부화 과정은 인지

적 작업이 아닌 무의식적 작업이며, 이에 아무것도 안하는 휴식보다는 가벼

운 활동(예; 음악 듣기)이나 다른 인지 과제(예;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Gilhooly 등(2012)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휴식 부화 조건이 아이디어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효과가 가장 높았다. 

한 가지 고려해야 봐야 할 것이, 연구 1에서 과제를 모두 수행한 후 느끼는 

인지 부하 정도와 정서 수준을 살펴본 결과 휴식 부화 조건이나 정서 부화 

조건 모두 연구 참여자들이 유사한 인지 부하와 편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는 의식적 작업을 지지하는 선행연구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휴식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한다고 본 것과 

본 연구에서 휴식 부화 조건 동안 과제에 대해 생각은 하지 말고 조용히 명

상하도록 지시한 것이 다른 처치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명상

(mindfulness)은 현재 나 자신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식하

는 과정이다. Brown와 Ryan(2003)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명상을 

하면 자율성 욕구가 만족되기 때문에 정적 정서를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주

장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휴식 부화 조건은 정적 정서를 유발한 

부화 조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셋째,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여러 종류의 답을 제시해야 하는 창의

적 과제 수행에서는 사고의 제약을 가져오는 상황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해결 단계에서도 부화 효과는 차별적일 수 있다.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는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통합하는 아이디어 분석 단계에서는 독창성이나 정교

성과 같은 질적 수준이 높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적절한 부화의 특성을 다르며, 그 효과 또한 차별적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수행의 양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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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맥락 특성이 다름을 확인해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는 서로 다른 인

지적 처리과정을 가진다(Sternberg, 1999). 본 연구에서 독창성과 정교성에서 

부화 효과가 확인된 것은 둘 다 창의성이라는 하나의 정신 작용을 위해 공

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수행은 다양한 기질적 또는 상황에 따른 기분이나 정

서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Baas, De Dreu, & Nijstad, 2008). 이때 기분

이나 정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아주 짧은 시간에만 유발되는 정서 또한 

의미있는 연결망 확산에 도움이 된다(Topolinski & Deutsch, 2012). 본 연구

에서도 정서 상태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인 기분이나 정서 상태에서는 새로운 문제해결의 대안

들을 작업기억에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으며(Fiedler, 1988), 주의전환이 보다 

자유스러우며(Fiedler & Fladung, 1986), 보다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문제해

결을 잘하도록 만드는 효과(Isen et al., 1982; Isen & Nowicki, 1981)가 있다

는 선행연구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연구 1과 2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화 과정 동안 정적 정서가 유발하는 

것보다는 부화 과정 이전에 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 창의적 수행을 높이

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화 단계에

서 정적 정서가 유발되는 것이 창의적 수행에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한 Hao 

외(2015)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정서의 유발 방식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차이로 볼 수 있다. Hao 외(2015) 연구에서는 정서를 유발하기 위해 

짧은 비디오 영상(코메디, 비극, 교육용 영화)을 시청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때 유발되는 정서는 즐거움과 재미, 슬픔과 같은 정서이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정서를 유인가(valence)와 활성화(activation)라는 두 가지 차원에 따

라 둘 모두 높은 정서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이때 유발되는 정적 정서는 유

쾌함과 흥분 등이고 부적 정서는 분노, 불쾌 등이다. De Dreu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슬픔이나 행복, 따뜻함과 같은 정서는 활성화가 낮아 창의적 

수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서의 차이

가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의 창의성 수준에 다른 효과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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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또한 De Dreu 등(2008)은 창의성의 이중경로모형을 통해 정적 정

서와 부적 정서가 다른 경로를 통해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

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 중 어느 것이 더 창의적 수행

에 도움이 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

립 정서보다 정적 정서가 창의적 수행에 더 긍정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나, 부정 정서의 효과는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다. De Dreu 등(2008)이 

제안한 것처럼 창의적 수행에 부정 정서가 미치는 매커니즘은 명확히 밝힐

수는 없었지만, 중립 정서와 비교해서 부적 정서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거

나 차이가 없다는 To와 동료들(2012)의 입장은 일부 지지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창의성을 일상적 창의성(everyday creativity) 또는 little-c 수

준의 창의성에 국한하여 살펴보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일상에

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데 있어 일상적 창의성 또는 little-c 수준의 창의성은 매우 중

요하다(Runco, 2004). 또한 little-c 수준의 창의적 사고 과정과 Big-C 수준의 

창의적 사고 과정을 사실 동일하다(Ward et al., 1999). 따라서 일상적 창의

성 또는 little-c 수준의 창의성을 연구하는 것은 곧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

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나 학교 조직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학교나 교실은 창의

성을 촉진하는 장소로서 여겨지지 않고 있다(Furman, 1998). 그러나 창의성

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학습자 개인의 창의성을 위한 지

식과 기능, 인지적 능력, 정의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의 하나인 창의성을 높여

주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이 빈

번하게 경험하는 환경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봤을 때, 본 연구는 창의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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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차별적인 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맥락 특성으로 부화 단계에서의 활동 특성과 정서 

상태를 함께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고 있다. 

첫째, 학교 장면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과제를 활용하여 이들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창의적 

문제해결에는 아이디어 생성에 필요한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확보되어야 한

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생각해볼 때, 이들에게는 주어진 과제를 창

의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시간 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덜 효과적이나 단순한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들 가능성

이 높다. 또한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압박은 창의적 사고에 필요한 자원에 투

자하기 보다는 시간을 관리하는데 인지적 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만든

다. 따라서 더 나은 결과물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과제

를 끝내기 위한 전략에만 치우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양

한 상황에서의 부화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는 교수자가 학생들의 닫힌 사고 

즉, 고착된 사고를 이완시켜주기 위한 교수방법으로써 학생들이 수행해야 

할 복수의 과제들을 활용하여 이를 부화 과정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즉 학생들이 하나의 과제를 수행할 때, 이후에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동시에 제공하여 이들 과제 간의 활동을 교차로 제공한다면 일종의 부화 효

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경쟁과 압박이 심한 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닫힌 사고

에서 벗어나게 해주느냐에 대한 고민은 일차적으로 학업적 산출물을 더 많

이 생성할 수 있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차적으로 학생들에게 정서 및 행동 조절에 긍정적

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상당히 제한된 시간 내에 무조건 

과제를 끝마치도록 요구하고 남과 다른 생각을 지지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지 않고 정답만을 요구하는 지식 암기 위주의 학습 분위기로 인

해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정

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이 부화 효과를 높여 창의적 수행에 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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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임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교사의 유머나 재미있고 단순한 추가 과제의 

제공 등을 통해 아이들의 수행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셋째, 창의적인 산출물만을 강조하는 실제 학급 장면의 한계점을 벗어나 

창의성이 발현되는 사고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Wallas(1926)는 창조적 사고란 지식을 습득하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며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의식적인 준비단계로부터 시작하여 무의식적인 부

화단계를 거쳐 다시 의식적인 조명과 검증단계로 마무리된다고 인지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과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네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

다. 의식수준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Hadamard(1954)와 Martindale(2007)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의적인 사고 과정

에는 의식이나 무의식 중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부화 과정

을 지나고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에서 반복적인 문제해

결과 지속적인 연습 그리고 다양한 지식 습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창의적 성취를 위해서는 우선 상당한 시간의 교육과정에서 이들이 질적으로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할 수 있다. 

넷째,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통찰 문제를 활용하여 부화 효과를 확인하

였다. 그러나 통찰 문제는 정답이 하나인 문제로 창의성의 수렴적 사고만을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산적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우면

서 적절하고 유용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과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부화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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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이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

된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 시간이나 부화 단계의 시간 길이를 고려

하지 못했다. 비록 선행연구들에서 제안한 부화 효과의 최대 시간과 예비 

조사를 통해 대학생들의 사고의 고착화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을 확인하여 

본 실험설계에 반영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행 시간들이 적절했는

지에 대한 검증이 추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과제 수행 시간을 5분, 10

분, 15분처럼 다양하게 제시해보고, 부화 시간 또한 1분, 3분, 5분과 같은 형

식을 제시해볼 수 있다. 시간의 길이에 따른 부화 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실

험 연구가 후속 연구에서 보다 많이 수행되어 보다 명확한 창의적 과정의 

메커니즘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과제의 특성을 다양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선

행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RAT나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와의 비교를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제의 난이도 또한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

가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과제 난이도에 따라 부화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

주었다. 창의적 과정에서 부화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과제에서 동일한 효과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제 특성을 고려한 실험을 설계하여 부화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화를 위해 제시한 활동의 결과가 주의분산 효과

이냐, 부화 효과이냐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공하지 못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화 효과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망각-고착 가설이나 

선택적 망각 가설, 분산된 주의 가설, 그리고 무의식적 작업 가설 등을 어느 

정도 검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무의식적 처리가 부화 과정 

동안 일어나고 있음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은 듯하다. 실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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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휴식을 주거나 좀 더 쉬운 문제 등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문제에 대

한 생각을 접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여 과제수행력을 높이는 결과를 보여 

이를 부화 효과의 증거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이것이 무의식적 처리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본 연구가 부화 효과를 설명하는 메커니즘을 명확

하게 설명하고자 시작되었으나, 여전히 실험상의 제약으로 많은 부분을 설

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욱 정밀한 실험설계를 통해 주의분

산효과와의 차별화된 부화 효과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히 과제를 전환한다고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고착이 발생하는 시점이 개인마다 다르므로 부화 효과가 더

욱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해진 시간에 

과제를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에게 과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과

제 전환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Madjar & Shalley, 

2008). 이는 과제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지각하는 것으로 동기 이론에서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과 맞닿아 있다. 자기결정tjd이란 

스스로 어떤 현상을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이며, 자신과 주변 환경을 통제하

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외부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더 선호하고,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의해 통제 받는다고 느

낄 때 행복하지 못하다. Deci 등(Deci, 1996; Deci & Ryan, 2006)의 자기결

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유능감을 느끼고, 자율적이며, 타인과 친밀한 관

계를 맺고 싶어 한다. 또한 내적 동기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은 유능감과 자

율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만, 외적 동기에 의해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원인이 외부에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느낄 수 없다. Amabile와 

Gitomer(1984)도 ‘선택’이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과제에 대한 내적 동기를 

높여 창의적 수행을 촉진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체 활동을 하는 시점이나 활동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

록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높은 자율성을 느끼게 되고 과제에 대한 참여도 

및 몰입도가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다섯째, 창의성은 그 특성상 내재동기가 충만하고 내재동기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잘 잘 발현될 수 있다. 후속으로 내재동기를 높여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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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맥락 특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 특성으

로 목표 부여를 들 수 있다. 목표란 과제 수행의 동기를 결정짓는 즉각적이

고 직접적인 결정요인인 개인의 목표 또는 의도이다(Locke & Latham, 

1990). 인간은 설정된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목

표는 인간의 행동을 직접 조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단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는 인간의 행동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때 목표설정은 환경 

또는 맥락적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 부여의 긍정적 효과는 다

음과 같다. 목표는 과제에 대한 노력 및 지속성뿐 아니라 과제에 대해 주의 

집중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Locke & Latham, 1990). 이때 목표는 개인에게 있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유의미한 것이며,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표는 과제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과제 수행에 필

요한 정보 획득 행동을 촉진하며, 획득한 정보가 유용한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목표를 부여받으면 과제에 대

한 높은 주의집중과 노력을 기대할 수 있는데(Reeve, 2008; Shalley, 1991, 

1995), 창의적 과제에서의 목표 부여 또한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목표를 부여해주어야 할까? 해석 수준 이론에 따르면 

해결하려는 문제 상황과 맥락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좀 더 창의적인 해결책

을 생각해낼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문제가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나

타났다고 생각하거나, 우리와는 많이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 문제를 보거

나, 현재가 아닌 미래나 과거 시점에서 문제를 보면 더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 문제에서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질수록 문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더욱 단순하게 볼 수 있으며, 문제를 단순하게 볼수록 별로 관계가 없

는 개념들과 연결시켜 생각하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문제를 가급적 멀리 떨

어져서 바라볼 수 있도록 목표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과제 특성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목표의 복잡성(goal 

complexity)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Mone와 Shalley(1995)은 단순한 과제일 

경우에는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가 더 효과적이지만, 창의성처럼 복잡한 과

제일 경우에는 단순하고 덜 구체적인 목표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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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에서는 높은 수준의 추상적 사고가 분석

적 사고보다 요구되며, 좀 더 멀리 그리고 넓게 바라볼 수 있는 abstract 

thinking이 필요한데,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는 과제의 달성가능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의 생성보다는 실현 가능한 몇

몇 해결책에만 관심을 갖고 이를 정교화하려고 노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즉 모든 과제 수행에 있어 어렵고 구체적인 목표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과제의 특성에 따라 목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Amabile와 

Gryskiewicz(1987)는 개인이 목표를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자율성을 가지면

서 동시에 분명한 목표가 주어졌을 때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기대할 수 있

지만, 목표가 없거나 불분명한 목표가 제시되었을 때는 낮은 수준의 창의성

만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과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사물을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전혀 다른 요소들 간

의 연합을 시도해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부여하

는 것은 개인의 창의성을 자극하고 과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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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창의적 하위요소별 상관 (연구 1)

유창성
전반적 

창의성
독창성 논리성 유용성 정교성

유창성 -.191 ** -.170 * -.313 ** -.229** -.332 **

전반적 
창의성

1 .874 ** .772 ** .662** .650 **

독창성 1 .759 ** .591** .655 **

논리성 1 .730** .871 **

유용성 1 .589 **

M 7.33 2.53 2.81 2.91 2.81 2.96

SD 3.43 .54 .53 .67 .49 .85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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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Ⅱ. 창의적 하위요소별 상관 (연구 2)

유창성
전반적 

창의성
독창성 논리성 유용성 정교성

유창성 1 -.135 * -.045 -.225 ** -.114 -.301 **

전반적 
창의성

1 .859 ** .754 ** .662** .742 **

독창성 1 .620 ** .543** .612 **

논리성 1 .585** .836 **

유용성 1 .489 **

M 4.29 2.78 2.79 2.83 3.26 2.79

SD 2.13 .57 .58 .58 .49 .70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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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 실험 화면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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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Ⅳ. 부화 활동 (연구 2)

저인지 부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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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지 부화 과제 (연구 1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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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

열 쇠

1. 세 줄로 이루어진 시

2. 파밀리아 성당을 건축한 스페인의 천재 건축가

4. 같이 사업을 함 또는 그 사업

5.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또는 그 환경

7. 계급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 예의나 규율을 무시하고 윗사람을 꺾고

오름

8.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10. 맡아 관리하는 바 또는 그 범위

11. 짧은 원통형의 서양 타악기

12. 남자 쪽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위인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13. 추위나 공포감을 느낄 때 살갗에 돋아나는 좁쌀 같은 것

14.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름

16.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17. 손을 대어 거두지 않고 내버려 두어 거친 땅

19.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함

21. 미국 항공 우주국

22. 천체나 기상의 상태, 추이, 변화 따위를 관찰하여 측정하는 일

24. 물체가 실제의 위치가 아닌 위치에서 보이는 현상

25. 조선 중기의 건물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거주하던 곳

세 로

열 쇠

1. 강, 호수의 하구에 형성되는 퇴적물의 집합체

2. 대대로 물려받는 집안의 생업

3.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드문드문 놓은 평평한 돌

4. 구리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만든 기념물

6. 위험한 고비나 시기

9.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

10. 바로크 초기 이후에 발달한 기악을 위한 독주곡 또는 실내악

13. 아주 짠 음식을 가리키는 경상도 말

15.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16. 비 오는 날 진땅에서 신기 위해 목재로 깎아 만든 신

17. 몽골 지방의 황토가 바람에 날려 온 하늘에 누렇게 끼는 현상

18.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20. 봉건 사회에서 가족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21. 강이나 내, 또는 좁은 바닷목에서 배가 건너다니는 일정한 곳

23. 자세히 듣기 위해 귀를 기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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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Ⅴ. 정서 조작 확인 (연구 2)

v 다음 문항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

니다. 정답이 있거나 좋고 나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자신의 느낌

이나 감정에 가까운 곳에 솔직하게 표시해주십시오.

1-1. 지금 기분상태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나는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이다

2-1. 현재 감정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체크해주십시오.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쁘다

기분이 나빠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기분이 좋아진다

짜증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즐겁다

우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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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Incubation Task and 

Affect on Creative Idea Generation

Jiyeon Min

Educational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When struggling to solve a problem, it may pay off to leave it take 

away for a while before attempting to discover a solution. Many  

previous studies in problem soving shoewed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cubation period on later creative performance (e.g., generating highly 

original answers). In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initial period of 

unsuccessful effort is referred as a preparation period and the 

interpolated break period the incubation period (Wallas, 1926). And the 

positive effect of the incubation period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incubation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the 

incubation period in creative process and its effect. However, the effect 

and significance of incubation in the creative process has been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using convergent thinking, but it has not been clear 

yet usinf divergent thinking(DT). Therefore DT task was used i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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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creative idea 

generation was differed according to the interpolated tasks during the 

incubation period(is called incubation activities in this study) and mood 

states. 

A total of 179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1, and 

140 student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incubation activities 

(i.e., cognitive incubation group, rest incubation group, affective 

incubation group, and non-incuvation group). The results revealed that 

when incubation activities opportunities were provided, creative 

performances (i. e., fluency, originality, and elaboration) were more high 

than incubation activities  was not present. And the incubation effe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incubation activity. cognitive incubation was 

most effective in  fluency, but rest incubation was the highest in 

originality and elaboration.

Creativity is influenced by mood states aroused by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Bass, De Dreu, & Nijstad, 2008). In study 2, the effects of 

incubation activities and individual's mood states on creative idea 

generation was investigated. A total of 231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ted, and 197 student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High- 

and low- cognitive demand incubation activity were used in study 2, and 

individual's mood state (positive, negative, and neutral) was manipulated. 

Results showed that depending on mood states, effective incubation 

activities were different. In fluency, it was helpful for those with negative 

mood to be provided with the low cognitive demand incubation activity, 

whereas the high cognitive demand incubation activity were more helpful 

for those with positive mood. In usefulness, the high cognitive demand 

incubation activity was helpful for those with negative mood than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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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d. Finally, in elaboration, contrary to fluency, the high cognitive 

demand incubation activity was more helpful for those with negative 

mood than positive or neutral mood.

Overall, the findings indicate that incubation activities and individual's 

mood states should be considered when understanding the incubation 

effect. 

keywords : creativity, incubation effect, incubation task, affect, creative 

idea generation

Student Number : 2008-3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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