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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시간제약(timepressure)은 과제 수행을 해 제공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정도로써 제한 시간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필연 으로 유발되는 심리 구인이다.창의성 교육에서는 시간제약으로

인한 심리 압박감이 습 행동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창의 환

경 구성을 하여 제외시켜야 할 구인으로 간주하고 있다.그러나 일상생

활 속에는 시간제약을 느끼는 순간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가령 경쟁

우 를 차지하기 해 앞다퉈가며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산업 장은 가

장 표 인 사례이며 이외에도 정해진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에서 사람들의 창의 수행은 시간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따라

서 창의성 교육방법의 장성을 높이기 해서는 시간 제약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황 변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양

상에 해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 상

황에서 창의성과 련된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이 창의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이를 하여 첫째,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 패턴을 살펴보았고,둘째,시간제약 수 에 따라 경험

에 한 개방성과 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를 확인하 다.

연구결과,시간제약 수 에 따라 창의 수행은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았다.즉,시간제약을 높거나 낮게 인식하는 정도는 창의 과제

수행에 차별 인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시간제약,

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조

건별로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구체 으로,개방성이 높은 집

단에서는 시간제약이 한 수 으로 인식될 때 창의 과제 결과의 질이

가장 높았던 반면,개방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 에서도

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라 시간제약 수 에 따른 과제 수행에 다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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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나타내었다.즉,개방성이 높은 집단 에서 과제선택권을 제공받은

집단은 시간제약 수 에 따라 수행 수 에 차이를 보인 반면,개방성이 높

을지라도 과제선택권을 제공받지 못한 집단에서는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수행 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의 상호작용에 따라 시간제

약 상황에서의 창의 수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특히 경

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이 과제선택권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창의

수행을 하는 경우 한 수 의 시간 제약은 오히려 창의 수행을 진

시키는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학 에서는 창

의 과제를 실시할 경우 학생들에게 한 수 의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

음을 인식시키고 과제와 련한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생각을 교환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함으로써

개방 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장해야 하며 창의 성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기부터 이를 한 체계 인 노력을 투입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시간 제약,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창의성

학 번 :2010-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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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 목

사람들은 종종 제한 시간 안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

인다.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느끼는 할당 시간의 부족한 정도를 시간 제

약(timepressure)이라고 한다.조직 산업 장에서는 개인이 과업을 성

취하는데 있어 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에 하여 “시간

기근”(timefamine)이라는 용어로써 설명한다(Perlow,1999).마치 ‘붉은 여

왕 효과’(RedQueenEffect)1)처럼 개인은 아무리 당면한 과제를 신속하게

해결할지라도 경쟁우 를 차지하고자 하는 기업은 그에 비례하여 후속 업

무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개인은 결국 언제나 시간 기근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기업 상황에서 시간은 경제 가치를 지니며 동일하게 제한

된 시간 내에 더욱 높은 성취를 이루는 것은 요한 경쟁 략이 된다.따

라서 오늘날 산업 장에서는 창의 성취를 높이기 한 조직 문화를 구

축하는데 있어 시간제약이라는 심리 구인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학교 교육에서 실시되고 있는 창의성 교육은 시 요구에 부응

한 결과로써 창의 인재 육성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창의 학 문

화에 한 연구들은 체로 평가 지,획일화에 한 압력 억압 배제,

무조건 수용과 같은 학생의 심리 안 (psychologicalsafety)을 보장하

기 한 노력을 강조한다.그러나 실제로 창의 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1)본 용어는 루이스 캐럴(LewisCarroll)이 1871년에 출간한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유래하 다.소설 속에서 붉은 여왕이 앨리스에게 “제자리를 유지하기 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한다.”고 말한 것을 생물학자 리 밴 베일른(LeighVanValen)이 1973년에

종들 간의 진화 경쟁을 설명하기 해 비유한데서 이 용어가 시작되었다.오늘날에는 기

업 간의 경쟁 상황을 묘사하기 해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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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들은 시간제한이라는 제약 을 필연 으로 동반한다.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산업 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의 순간에

도 동일하게 용된다.따라서 창의성 교육방법의 실제 효과를 높이기

해서는 시간 제약을 제거해야 할 구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상

황 변인으로서 받아들이고 그것이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양상에 해 이

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창의성 연구에서는 통 으로 마감시간(deadline) 제한 시간에 한

압력을 과제에 한 내 동기를 감소시키고 창의성을 해시키는 환경 요

인으로 분류하 다(Amabile,1996).이는 개인이 지각한 시간제약이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에 한 탐색 사고를 방해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안 한 방

식에 의존하게 만든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Kelly& McGrath,1985).그러

나 NASA의 과학자들을 상으로 실시한 지각된 시간제약과 창의 성취

의 계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시간제약을 인식한 과학자들의 창의 성취

가 더욱 높거나,높은 성취를 보인 과학자들의 경우 오히려 좀 더 많은 시

간 제약을 원하는 상이 발견되어 시간 제약의 새로운 효과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Andrews& Farris,1972).

시간제약이 창의성에 미치는 정 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각성이

론(ArousalTheory)에 근거하여, 한 시간제약이 창의성 발 을 한

최 의 각성상태를 유도하고 몰입을 높이며 과제에 한 동기를 고취시킨

다고 말한다(Gardner& Cummings,1988).Baer와 Oldham(2006)은 여기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시간제약이 최 의 각성상태를 유발하기 해서는 개

인 변인과 환경 변인의 상호작용을 보다 통합 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

을 제안하 다.구체 으로,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직원들이 창의성

에 한 지지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성이 역U자

계를 형성함으로써 시간제약이 특정 상황에서는 한 자극으로 기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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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밝혔다.

요약하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본 으로 창의성을 요구하는 작업이

라고 가정했을 때,인간은 언제나 시간제약의 굴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우선 으로 시간제약 상황에서 창의 수행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

타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그리고 창의 수행을 요구하는 상황

에서 ‘어떻게’하면 개인이 느끼는 시간제약에 한 압박감이 어들고 창

의 성취가 높아질 수 있는지에 한 보다 구체 인 탐색이 이 져야 한

다.창의성에 한 통합 은 창의 산출물이 보다 새롭고 독창 으

로 생각하는 능력과 성격 ․동기 특성,그리고 그러한 태도를 지지하고

진시키는 환경 특성이 복합 으로 작용한 결과물로 가정하고 단일한

측면에서 그 생성 원인을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따라서 시간제약을

인식하는 동안에도 창의 인 성취가 유발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은 보다 복

합 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첫째,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수행 수

의 패턴을 확인하고 둘째,시간제약 수 에 따라 창의성과 련된 개인 특

성(경험에 한 개방성)과 환경 특성(과제선택권 유/무)이 창의 수행(창

의 인 아이디어 산출)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 다.지 까지 시간제약을 주요 변인으로 고려했던 연구들이 체로 일

반 산업 장을 연구 상으로 한 것에 반해,본 연구는 연구 상을 학교

장으로 삼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장

에서 창의성 교육방법을 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제약과 개인 환경 변인

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에 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을 것이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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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 은 시간제약 상황에서 과제선택권과 경험에 한 개방성

이 창의 과제 수행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하는 것

이다.구체 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 패턴은 어떠한가?

연구 문제 2.시간제약 수 에 따라 경험에 한 개방성과 과제선택권은

창의 과제 수행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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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요 변인의 설정 정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 상황에서 경험에 한 개방성과 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향을 미치는 양상을 살펴보기 하여 시간제약,경험

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창의 과제 수를 연구의 주요 변인으로 설정

하 다.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주요 변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시간제약

시간제약(timepressure)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어진 시간이 불충

분하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한다(Likkanenetal.,2009).본 연구의 상

황 변인인 시간제약은 , ,고 세 수 으로 설정되었으며 과제에 투입하

는 시간 차이에 의한 수행 수 을 통제하기 하여 물리 인 시간은 동일

하게 유지하되 첫째,할당 시간에 한 인식,둘째,시간 변화에 한 노출

을 다르게 조작해 구분하 다.

나.경험에 한 개방성

경험에 한 개방성(opennesstoexperience)은 기존의 사고틀에 얽매이

지 않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열린 마음으로서 5요인 모델

(Costa& McCrae,1992)에서 상정한 ‘개방성’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본

연구에서는 Lee와 Ashton(2004)이 만든 HEXACO성격검사(HEXACO-PI)

를 번안한 한국 HEXACO(Lee& Ashton,2009)에서 ‘경험에 한 개방

성’부분을 일부 추출하여 등학생 수 에 맞게 수정한 문항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 개방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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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제선택권

과제선택권은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흥미나 욕구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본 실험

에서 참여자에게 제공된 선택권은 A,B유형 2가지로써 참여자들은 2개 유

형의 창의 과제에 한 짧은 안내 을 모두 읽은 뒤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단,창의 과제 2개 유형은 내용상의 차이가 없었

다.모든 참여자는 차례 로 제비뽑기를 실시하 고 동그라미를 뽑은 참여

자는 과제선택권 소유,알 벳 A를 뽑은 학생은 A유형에 지정,알 벳 B

를 뽑은 학생은 B유형에 지정되었다.

라.창의 과제 수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확산 사고와 동일시하는 의의 개념에서 벗

어나 독창 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문제해결력으로 가정하 다.

이에 따라 등학생의 창의 인 문제해결력 측정을 목 으로 하는「 등학

교 발명 재 교육 상자 선발을 한 창의성 검사 도구」(지 아 & 문성

환,2009)에서 2개 문항을 추출한 뒤 수정해 사용하 다.2개 문항은 각각

‘투명하게 만들기’와 ‘더하기,빼기’라는 명칭의 발상 환 기법을 이용해 새

로운 사물을 고안해 내는 과제 으며 창의 과제에 한 평가는

Amabile(1982)의 합의평정기법(CAT:ConsensualAssessmentTechnique)

에 의거하여 등학교 교사 3명에 의해 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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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 배경

1.창의성(Creativity)의 개념

창의성(Creativity)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조 씩 다르지만 단일 요소가

아닌 여러 능력 경향의 복합체로써(Morgan,1953;Rhodes,1961),집단

의 발 에 정 으로 향을 미치는 새로운 산물,과정,생각 등이라는 사

실에 의견이 일치한다(Amabile,1996).창의성을 정의하는 구체 인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으며 크게 개별 요소에 주목했던 통

과 이들 간의 유기 계에 주목하고 있는 통합 에서 살펴보도

록 한다.

(1)창의성에 한 통

기의 창의성 연구는 Guilford(1950)의 정의에 따라 창의성을 확산 사

고라고 가정한 뒤 문제에 한 민감성,사고의 융통성,유창성,독창성,정

교성 등을 측정 개발하는데 을 두었다.이후 Torrance(1962)는 사

고력뿐만 아니라 성격 특성(개방성,낙 태도,과제에 한 집착,모

호함에 한 인내,호기심,모험심, 단의 독자성,높은 성취 의욕,자신감,

비동조성, 용성 등)도 창의성에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고 이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었다(Gelade,2002;Barron & Harrington,1981;

Torrance,1962). 한 Isaksen와 Parnes(1985)는 창의성에는 여러 가지 가

능한 방안을 다양하게 탐색하는 확산 사고뿐만 아니라 논 에 맞는 최선

의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는 수렴 사고가 동시에 향을 미친다고 밝

창의성의 정의를 확장시켰다.

Rhodes(1961)는 64개의 창의성 정의를 분석하여 4P즉,산물(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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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Process),사람(Person),환경(Place,Press)의 네 기 을 심으로 보

다 체계 으로 분류하 다.창의 산물에 기 을 두는 입장에서는 창의성

을 독창 (original)이면서도 문제해결에 합한(appropriate)산출물을 생성

해내는 능력이라 정의하고(deBono,1986;Guilford,1967;Perkins,1985;

Stein,1975),창의성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은 창의 인 문

제해결 과정(Problem solving process) 혹은 사고 패턴에 주목한다

(Koestler,1964;Ghiselin,1952).한편 창의 인 사람에 보다 을 둔 입

장에서는 창의 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 인 성격 ,동기 측면이

창의성의 기 를 이룬다고 보며(Barron& Harrington,1981),마지막으로

창의 환경에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창의 성취에 향을 미치는 환경요

인을 규명하기 해 노력한다(Ellison,James,Carron,1970).최근 일부 연

구자들은 설득 혹은 평가과정(Persuasion)도 창의성의 한 측면으로 인식해

야 한다고 말한다.이와 같은 입장은 창의성을 한 사회 맥락 아래에

서만 나타나는 사회 상임을 강조하고,창의성은 다른 사람에게 향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고 가정한다(Simonton,1984,1988).

Isaksen과 그의 동료들(1993)은 이후 4P요소가 서로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창의성이 발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안하며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에도 주

목하 다.

(2)창의성에 한 통합

최근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창의성이 여러 차원의 복합 인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산출물이라는 입장에 보다 비 을 두기 시작했다(Sternber

& Lubart,1991;Csikszentmihalyi,1999).창의성의 통합 인 을 체계

화한 이론들은 다음과 같다.

Sternberg와 Lubart(1991)는 투자이론(InvestmentTheory)에서 창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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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잠재력은 높으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찾아 새롭고 가치 있

는 아이디어로 발 시키는 투자 능력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 다

(Sternberg,2004).그리고 이러한 투자 과정은 지 능력,지식,인지양식,

성격,동기,환경이라는 여섯 가지의 자원에 의해 가능한데 사람들은 이 여

섯 가지 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각 자원의 수 과 그것을 사용하는 정

도에 따라 창의성에 개인차가 발생한다고 하 다(Sternberg,2003).

Csikszentmihalyi(1999)는 체제모형(System model)에서 창의성을 개인

(person)과 분야(field), 역(domain)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구조화하 다.즉,‘개인’은 ‘역’으로부터 지식을 수받아 새로운 산물을

창출하되 ‘분야’의 구성원으로부터 그것이 창의 이라고 인정받을 때 비로

소 ‘역’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조연순 외,2008).

Urban(1995)은 창의성 요소 모형(Creativitycomponentsmodel)에서 창

의성이란 산출물(product),그것을 산출하는 과정(process),창의 인 사람

의 성격(personality),창의성을 진시키는 환경(environment),해결 과제

(problem)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으로써 요소들 간의 역

동성은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 다(조연순 외,

2008).

마지막으로 Amabile(1983)는 요소모델(Componentialmodel)을 통해 개

인이 창의 성취를 얻기 해서는 과제에 한 지식(domain-relevant

skills) 내 동기(intrinsicmotivation)가 필요하며 이 때 창의 인 사고

력 성격(creativity-relevantskills)이 창의성 발 을 진시킨다고 하

다. 한 창의 환경(creativeenvironment)은 창의성 련 기술 내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한 요인임을 강조하며 개인의 창의 역량에 미치

는 사회․환경 요인을 강조 다.

이와 같은 창의성 이론들은 비록 창의 과정에 여하는 구체 인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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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해서는 조 씩 차이를 보일지라도 그들 간의 한 계에 해서

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유경훈(2010)은 창의 인지 정의

요인은 창의 산출물에 직 인 향을 미치며,환경 변인은 인지․

정의 변인을 통한 간 효과와 직 효과를 동시에 나타낸다고 보고

하여 이러한 흐름을 지지하 다.

요약하면,창의성은 개인이 선천 으로 타고난 사고력 성격보다는 어

떠한 환경에 처해있는지에 의해 더욱 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환경

변인은 타인의 인정,평가,보상,피드백 유형 등의 측면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구체 인 변인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가령 창

의성을 해시킨다고 여겨져 왔던 외 보상이 수행에 한 ‘정보 ’측면을

내포할 경우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그

이다(Eisenberger& Cameron,1998).따라서 우리는 특정 변인들의 계

인 측면에 더욱 주목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변인들 간의 정 인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2.창의성과 시간제약에 한 연구

시간제약은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어진 시간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지

는 정도로써 주 인 심리 구인에 해당한다(Likkanenetal.,2009).창

의성 연구에서는 일반 으로 긴장이나 심리 부담감이 을수록 수행 과

정 산출물에 있어 역기능 인 측면이 덜 나타난다고 여겨져 왔다

(Motowidlo,Packard,& Manning,1986).시간제약이 창의성에 미치는 부

정 향은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스트 스를 받은 개인은

부화기(incubation)를 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고의 폭이 좁아진

다.따라서 요한 정보를 간과하기 쉽고(Callaway & Dembo,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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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away& Thopmson,1953),새로운 정보를 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

며(Kruglanski& Webster,1996). 험을 감수하지 않고 익숙한 문제해결

방식을 좇는다(BenZur& Breznitz,1981;Andrew & Smith,1996;Zakay,

1993; Amabile et al., 2002). 공포-경직 이론(Threat-Rigidity

Theory)(Staw,Sadelands,& Dutton,1981)은 시간 제약으로 인해 공포심

이 유발된 개인은 두려움에 사로잡 사고가 경직되고 실수가 증가한다고

말한다(Zakay,1993).

그러나 NASA의 과학자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그들의 신 업무

수행과 인식된 시간제약 정도 사이에서 정 인 계가 나타나면서 시간

제약의 정 효과는 주목받기 시작하 다(Andrews& Farris,1972).

정량의 시간제약을 받았다고 인식한 과학자들은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이 증

가하 고,업무에 한 동기가 진되었다.게다가 높은 수 의 성취를 보

인 과학자들은 조 더 많은 시간 제약을 원하기도 하 다.(Andrews&

Farris,1972).업무 할당 시간과 수행 수 을 비교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

사한 결과가 나타났다.하루 9시간이나 10시간을 일하는 과학자들은 하루

8시간이나 11시간을 일하는 과학자들보다 보다 나은 과학 성취를 보 다

(Pelz& Andrew,1966).

이와 같은 사실은 정 수 의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큰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각성이론(Activationtheory/Arousaltheory)에 의해서 지지된

다(Gardner& Cummings,1988,Malmo,1959;Scott,1966).즉, 한 시

간제약을 받은 개인은 최 의 각성 상태가 되어 과제에 충분히 몰입할 수

있으며(Freedman& Edwards,1988),아이디어 탐색 새로운 근법 시

도와 같은 창의 과정을 보인다(Zhou& Shalley,2003).반면 무 많거

나 혹은 무 은 시간제약은 과제 참여를 하시키고 무력감을 느끼게

해 창의성을 하시킬 수 있다(Witt et al., 2002). 주의집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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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alfocusmodel)에서도 시간제약 상황에 놓인 개인은 과업을 달

성하기 해 노력을 최 한 투입하고 과제유 행동을 보다 많이 하지만

시간이 충분할 경우에는 과제무 행동이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한 시

간제약의 정 효과를 지지하 다(Karau& Kelly,1992).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시간 제약이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이 제

한 이라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 다(Bechtoldtetal.,2009;Kelly &

Karau,1992;1993).Bechtoldt와 동료들은 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시간이 다

른 두 조건(5분,15분) 에서 5분 동안 과제를 한 집단이 아이디어의 양은

많을지라도 독창성은 낮았다고 밝혔다(Bechtoldtetal.,2009).Kelly와

Karau도 실험연구를 통해 이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 다.과제 해결에

한 시간보다 더 은 시간을 할당받은 집단이 충분하거나 더 많은 시간

을 할당받은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했지만 평

균 인 창의성 수 은 세 집단 에서 가장 낮았다(Karau& Kelly,1992;

Kelly& Karau,1993).

이러한 시간제약의 제한 효과는 과제를 수행하는 개인의 특성과 수행

환경 차원에서 다양하게 논의되었다.Meglino(1977)는 과제 특성을 시간제

약의 효과에 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인으로 제안하 다.그는 긴장과 수

행 간에 나타나는 정 상 계는 단순한 과제에 한하며 새로운 반응

문제 해결 략을 요구하거나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복잡한 과제를 수

행할 경우에는 긴장과 수행 수 이 역U자 계를 형성한다고 보고했다.

Baer와 Oldham(2006)은 환경 변인과 개인 변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간제

약과 창의 수행 사이에 역U자 계가 나타난다고 밝혔다.즉 직원들은

그들의 창의 수행에 한 사회 지지를 제공받을 경우 한 시간제약

하에서 가장 높은 수 의 창의 성과를 보 으며,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직원들에게서 이러한 상은 더욱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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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으로 시간제약이 창의성을 해하는 요소라는 견해에는 비일

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일부 학자들은 오히려 정 수 의 시

간제약은 창의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한 시간제약

상황에서 창의 수행이 진되는 것은 특정 상황에 국한되는 것으로 이에

해서는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이 다양하게 고려되었다.이와 같은 사실

은 창의성에 한 통합 과도 동일한 맥을 흐르며 시간제약 상황이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해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의 계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개인

환경 변인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

가.경험에 한 개방성(OpennesstoExperience)

1)경험에 한 개방성의 개념

경험에 한 개방성은 상상력,호기심,새로운 생각에 한 개방 태도

수용성, 통에 순응하지 않는 독자 단의 정도를 의미하는 개인 성

격 특성이다(Costa& McCrae,1992;McCrae& Costa,1997).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진보와 개 을 선호하고 다양한 의 차이

를 인정하며 새로운 것에 호의 이고 지 으로 민감한 특성을 지닌다.

경험에 한 개방성은 인간의 성격을 구성하는 보편 인 5개 요인(성실

성,외향성,경험에 한 개방성,신경증,친화성)을 구조화한 성격 5요인

(Five-Factortraits) 하나에 해당한다(McCrae& Costa,1989).성격 5

요인은 많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모든 인간에게 공통 으로 존재하

는 성격특성의 구성 요인에 해 탐색한 끝에 개념화된 것으로써 상․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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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 인 구조로 이루어져있다(Goldberg,1990;McCrae & Costa,

1989).이 경험에 한 개방성은 4개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창의성(Creativity),정서성(Emotionality),사려성(Consideration),진취성

(Progressiveness)이 이에 해당한다.각 하 요인의 구체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McCrae& Costa,1989).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공상과 상상을 잘 하며 독특하고 기발한 아이디어

를 잘 떠올린다.때때로 이것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자신의 상상 속에 빠

져 실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정서성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고 기쁨과 슬픔 등의 정서를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정서성이 높은 경우 자연이나 술 작품의 아름다

움에 깊은 감동을 느끼기 쉽다.사려성은 지 호기심이 강하고 신 하고

심도 있게 사고하는 정도를 말한다.사려성이 높은 사람은 철학 논의와

같은 추상 인 사고에 강하고 생각하는 일을 좋아한다.마지막으로 진취성

은 새롭고 낯선 경험에 극 으로 도 하는 정도를 의미하며,진취성이

높을수록 정해진 일보다는 새로움과 변화를 추구하고 그에 잘 응한다.

이와 같은 구인으로 이루어진 경험에 한 개방성은 많은 선행 연구들로부

터 창의성과 높은 상 계를 맺는다고 지지되고 있다(Sternberg &

Lubart,1991;Urban,1995;Russ,1993;Costa& McCrae,1992;Feist,

1998).

2)경험에 한 개방성과 창의성의 계

경험에 한 개방성과 창의성 간의 계를 다룬 장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김유미(2008)가 재학생들의 성격특성을 분석한 결과,경험에

한 개방성의 하 요인 창의성,사려성,진취성에서 일반학생들에 비

해 유의미하게 높은 차이를 발견하 다.Feist(1998)역시 과학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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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의 창의성에 있어서 경험에 한 개방성은 련이 높은 요인이라고 말

하 다.경험에 한 개방 태도가 창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이유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

은 다양한 감정,생각, ,사고 등에 그 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개방

이며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극 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방안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McCrae& Costa,1997).뿐만 아니라,개방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서로 다른 을 받아들이는데 허용 이고 애매모호함에

한 참을성이 높다.따라서 이러한 개방 인 태도는 문제 상황에 한 해

결책을 모색할 때,문제를 속단하거나 해결 방법을 조 하게 결정하기 보

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융통성 있게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하여

보다 새롭고 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한다(Barron,1969;Simonton,

1984).

그러나 경험에 한 개방성은 비록 창의성과 정 인 계에 놓여있음

에도 불구하고 환경 인 조건에 따라 그 향이 달라질 수 있다(Andrew

& Smith,1996;Burke& Witt,2002).즉,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사

람이 창의 인 행동을 보이기 해서는 그러한 성격 특성이 발 될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George& Zhou,2001).George와

Zhou(2001)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이 부정 인 피드백보다는

정 인 피드백을 받을 때 더욱 창의 으로 행동하며,이는 목표와 수단

이 다소 불분명한 발견 (heuristic)과제를 수행할 때 나타난다고 밝 창

의성 발 에 있어 과제 특성의 향에 해 언 하 다.국내에서는 김경

은(2011)이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정 인 정서와 높은 수 의 경험에

한 개방성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창의 수행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즉,자기효능감은 창의 성격의 발 에 있어 요한 매개 향

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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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개인에게 내재한 경험에 한 개방 태도는 그 특성들에 근

거하여 창의 행동과 높은 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개인이

어떠한 환경 아래에서 창의 행동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경험에 한 개방

성이 창의 수행에 향을 미칠 수 있는지,혹은 외 으로 잘 발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향을 받는다.따라서 개인의 창의 잠재력이 외 으로

구 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 요인을 규명하기 한 추가 인 연구가 필

요하다.

나.과제선택권(TaskChoice)

1)과제선택권의 개념

과제선택권은 일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흥미나 욕구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많은 동

기 연구자들은 과제 수행 시 한 범 의 선택권을 제공할 때 개인의 자

율성이 높아지고(Grolnicketal.,1997;Ryan,Sheldon,Kasser,& Deci,

1996),자기 조 정도가 향상되며(Kamii,1991;Randi& Corno,2000),높

은 자기 결정성을 느껴 더욱 내 으로 동기화 된다고 말한다(Deci&

Ryan,1987;Stipek,1988).이 때,과제선택권은 학업상황에서 개인에게 선

택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상황에 한 통제력 자율성을 부여하는 실제

인 방법이 된다.

과제선택권에 의한 내 동기의 향상은 1985년에 Deci와 Ryan이 제안한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Theory)에 의해 지지된다.자기결정

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행 에 해 얼마나 통제 조 할 수 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즉,개인이 얼마나 높은 수 의 자기결정성을 보장받았다

고 지각하느냐에 따라 내 동기의 정도가 결정된다고 본다(Deci& R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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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Ryan& Deci,2000).자기결정성과 련된 연구들은 학습상황이 자

율 이냐 통제 이냐에 따라서 학습자의 성취동기 과제 흥미,학습에

한 선호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말한다(Midgley,Feldlaufer,& Eccles,

1989). 한,높은 수 의 내 동기는 복잡한 과제 수행에서도 도 감을 가

지고 한정된 시간 안에 보다 높은 수 의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Morgan,1984;Stipek,1988;Langer,1989).따라서 자기결

정 태도가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내 동기가 향상되어 학업 성취

에 향을 미칠 것이라 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제선택권의 효과는 다음의 실험 연구들을 통해 지지된다.

Zuckerman과 그의 동료들(1978)의 연구는 선택권의 정 효과에 한

고 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학생을 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퍼즐

의 종류와 과제 시간에 해 선택할 수 있었던 집단이 그러한 선택권을 부

여받지 못한 집단에 비해 보다 높은 내 동기를 보 다.Lewin,Lippitt과

White(1939)는 10세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 어 자율성의 정도를 다르게

부과한 뒤 수행 수 을 찰하 다.교사에 의해 으로 활동이 정해진

집단, 반은 학생에 의해,나머지 반은 교사에 의해 활동이 정해진 집

단,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이 교사와 상의하여 활동을 선택한 집단의 수행

을 비교한 결과,마지막 집단이 앞의 두 집단에 비해 과제 참여율과 과제

지속성에 있어 높은 수 을 보여주었다.Cordova와 Lepper(1996)는 등학

생들을 상으로 선택 여부,맥락화 정도,자기 련성의 정도에 따른 수학

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실험 결과,맥락 이고 자기 련성이 높으

며 선택권이 제공된 집단에서 가장 높은 내 동기,과제 참여,학업 성취,

과제에 한 정 태도가 발견되었다. Flowerday, Schraw와

Stevens(2004)는 학생을 상으로 흥미에 따라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에세이 과제를 제시했고 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집단은 그 지 않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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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다 높은 수 의 동기와 에세이 결과를 보 다.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개인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내 동기 수 이 보다 높

아지고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결과를 일 되게 보고하고 있다(Zuckerman,

Porac,Lathin,Smith,& Deci,1978;Parker& Lepper,1992;Reynolds&

Symons,2001).

2)과제선택권과 창의성의 계

창의성 교육 연구들에서는 공통 으로 자율성(autonomy)을 요한 환경

요인으로 꼽는다(Amabile& Gryskiewicz,1987;Smeltz& Cross,1984;

Amabile& Gitomer,1984;Zhou,1998).이는 학습자가 선택 단 과정

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경우에 과제에 한 내 동기가 향상되어 보다 창

의 인 행동 결과가 유발되기 때문이다.Amabile(1979,1983)는 창의성

에 향을 미치는 내 동기의 정 효과를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했으며

많은 학자들은 이에 동의하고 있다(Amabile,1979;1983,Lepper,Greene,

& Nisbett,1973;Deci,1971;Crutchfield,1962;MacKinnon,1975).

이 에서 Amabile와 Gitomer(1984)가 유아들을 상으로 실시한 콜라

주 만들기는 개인의 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내 동기 창의성 수 의

차이를 보여주는 표 인 실험연구이다.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콜라주 만

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선택할 수 있는 집단과 지정받은 두 집단으로 나뉘

었고,재료를 선택할 수 있었던 유아들이 보다 높은 창의 산출물을 생산

했다.이 뿐만 아니라 재료 선택권을 가진 조건이 과제 수행 이후에 주어

진 자유 시간에도 더 오래 콜라주를 가지고 놀았다는 을 통해 내 동기

가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Shalley(1991)는 개인이 문제해결과정에서

인식하는 자율성의 정도와 창의성 목표의 유무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한

결과,자율성이 낮고 창의성 목표가 부재한 경우에 가장 낮은 수 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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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 행동할 경우,개인은 자신의 행동 선

택의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여 과제에 더욱 깊이 몰입하고 창의 인 사고를

하게 된다(Shalley,1991).반면,자기결정성을 보장하지 않는 환경에서는

내 동기가 낮아져 창의성까지도 해될 수 있다.따라서 학생들에게 과제

와 련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창의 인 성취를 보다 높

이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창의 성격을 발 시키는 진제

가 될 것으로 상된다.



-20-

Ⅲ.연구가설

이론 배경을 통해 경험에 한 개방성과 과제선택권은 창의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시간제약 역시 특정 조

건 하에서는 한 각성수 을 유발해 창의 성취에 정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첫째,개인은 한 시간제약 상황에서 창의

수행을 하는 경우 가장 높은 수 의 창의성을 보일 것이며,둘째,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이 한 시간제약 상황에서 창의 수행을 할

경우 자기 결정 환경은 더욱 높은 창의 결과를 유도할 것으로 상되

었다.이에 따라 본 연구문제와 련하여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시간제약 수 에 따라 창의 과제 수행은 곡선형 패턴을 나타낼 것이다.

1-1.시간제약을 하게 인식하는 경우,창의 과제 수가 가장 높

을 것이다.

1-2.시간제약을 무 높거나 낮게 인식하는 경우,집단 간 창의 과제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가설 2.시간제약 상황,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

에 미치는 향에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을 것이다.

2-1.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2-2.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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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방법

1.연구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 상황에서 경험에 한 개방성과 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서울시에 소재한 1개

등학교 6학년 6개 학 총 157명 학생들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하 으며 남

자는 82명(약 52%),여자는 75명(약 48%)이었다.이 에서 분석 상으로

합하지 않다고 단되는 8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 고,2)최종 분석

상자는 남자 77명(약 52%),여자 72명(48%)총 149명으로 집계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제약 수 ,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을 집단 간

변인(between-subjects)으로 설계한 실험에 무선 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설정한 것은 창의성을

확산 사고만으로 가정하는 의의 개념에서 벗어나 수렴 사고까지 동

시에 요구하는 문제해결능력으로 정의한 확장된 개념(Isaksen& Parnes,

1985)을 수용하 기 때문이다.폭넓은 사고 스펙트럼에 근거한 창의 문

제해결력을 측정하기 해서는 과제 이해 한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인지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만 11~12

세에 해당하며 구체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있어

추상 ․논리 사고가 동시에 가능하다. 한 이들은 등 학교 에 비해

비교 수렴 사고를 덜 강조하는 환경에서 학습하므로 다양한 반응을 유

도하기에 할 것으로 단되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2)분석 상자는 다음의 기 에 의해 선별되었다.첫째,동일한 학 에서 과제에 사용된 단

어,아이디어 내용 순서가 동일한 경우(2명),둘째,경험에 한 개방성 척도에 불성

실하게 응답한 경우(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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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도구

가.창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독창 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문제해

결력으로 가정하 기 때문에 창의 과제는 특정 문제 상황을 제시한 뒤 창

의 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 다.문제는 총

2개가 제시되었으며 모두 일상생활을 배경으로 하여 자기 련성

(self-relevence)을 높임으로써 과제 흥미를 부여하고 아이디어의 실재성

유용성을 확보하고자 하 다.2개 문제는 모두 「 등학교 발명 재 교

육 상자 선발을 한 창의성 검사 도구」(지 아 & 문성환,2009)에서

추출한 뒤 수정해 사용하 다.발명 재는 문제해결과 련된 창의성이 뛰

어난 사람을 말하며(서혜애,2006), 재 등학교 장에서는 창의성 교육

의 일환으로 발명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지 아와 문성환(2009)이 개발

한 검사 도구는 등학교 5,6학년을 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

고 기존의 창의성 검사도구인 GIFT(Rimm & Davis,1976)와 .486으로

비교 간 수 의 상 계를 맺고 있다. 한 선발 도구의 특성상 일반

학생들의 창의성 측정에 문항 개발의 근본 목 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학 지식의 향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

서 연구자는 총 10개 문제 에서 연구목 과 특성에 부합하는 2개 문제를

추출하 다3).

2개 문제는 각각 ‘투명하게 만들기’와 ‘더하기,빼기’라는 명칭의 창의

3) 창의 과제에 사용된 문제는 다음의 기 에 의해 선별되었다.첫째,과학에 한 문

인 지식이 없어도 6학년 수 에서 충분히 사고할 수 있는 문제,둘째,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셋째,Cangelosi(1990)난이도 분석 결과에서 난이도가 높지 않은

문제이다.



-23-

사고 기법을 이용해 새로운 사물을 고안해 내는 과제이다.문제에 한 흥

미를 유발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하여 문제가 포함하는 창의 사고 기법

의 용 사례를 6컷 만화를 통해 제시하 다.참여자는 3~4 의 짧은

로 된 문제를 읽고 6컷 만화를 통해 문제해결 방식에 해 이해할 수 있

다.제한 시간 안에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간제약 상황을 보다

효과 으로 조작하기 하여 정해진 개수의 답안은 반드시 완성하도록 안

내했다.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소 충분했던 학생에

해서는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을 수 있도록 허용하 으나,시간이 부족하

다고 정해진 개수의 답안 보다 게 작성하는 것에 해서는 불허하 다.

2개 문제의 난이도가 달랐기 때문에 문제마다 정해진 답안의 개수를 다르

게 설정하 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는 3개,난이도가 다소 높은 문제는 1개

의 아이디어를 도록 안내하 다. 한 검사시간을 확인하기 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기 에 등학교 6학년 학생 6명에게 최종 으로 완성된 창

의 과제를 제시한 뒤 원하는 시간만큼 사용해 과제를 해결하도록 지시하

다. 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된 조건을 만족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10

분~15분 정도가 소요되었고,시간제약 상황을 하여 다소 짧은 시간에 속

하는 10분을 최종 검사시간으로 결정하 다.

문제의 구체 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 번째 문제는 ‘투명하

게 하기’라는 제목으로,일상생활 용품 에서 불투명한 물건 세 가지를 선

택하여 투명한 물건으로 만들어 보고 그 게 했을 때의 좋은 을 설명하

는 과제이다.기존에 없던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의 편리함을 이해한다면 비교 손쉽게 해결할 수 있어 과제난

이도는 낮은 편에 속한다.두 번째 문제는 ‘더하기,빼기’라는 제목으로,생

활 주변의 많은 물건 두 가지 물건의 기능을 합치거나 빼서 새로운 물

건을 만든 뒤 그 기능을 설명하는 과제이다([그림1],[그림2]참고).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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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는 동일한 내용의 검사지에 ‘유형’항목을 삽입해 서로 다른 과제인 것

처럼 구분함으로써 검사 내용은 통제한 채 선택권만을 제공하도록 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용품이 투명해지면 어떻게 될까요?우리 주변에서

일상 으로 사용하는 물건 에서 세 가지를 골라 속이 보이도록 투명하

게 만들어 시다.그리고 투명하게 만들었을 때의 좋은 도 써보세요.

[그림 1] ‘투명하게 만들기’ 문제의 예시

우리 생활 주변에는 두 가지의 물건을 합치거나 빼서 만든 발명품이 많

이 있습니다. 를 들어 운동화와 바퀴를 합쳐 만든 인라인스 이트,과

일 주스에서 설탕을 빼서 만든 무가당 주스 등이 있는데요.이처럼 서로

다른 두 물건을 합치거나 빼서 만들어진 발명품을 1가지 만들고 그 장

을 설명해보세요.

[그림 2] ‘더하기, 빼기’ 문제의 예시

나.검사도구

1)경험에 한 개방성

본 연구에서는 경험에 한 개방성을 측정하기 하여 Lee와

Ashton(2004)이 만든 HEXACO 성격검사(HEXACO-PI)를 번안한 한국

HEXACO(Lee& Ashton,2009)에서 ‘경험에 한 개방성’부분을 일부 추

출하여 등학생 수 에 맞게 수정한 뒤 사용하 다.HEXACO 성격검사

는 여러 나라의 언어에 포함된 성격어휘를 분석하여 발견한 성격의 6요인

모델에 기 한 것으로 외향성,성실성,개방성,원만성,정서성의 6개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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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유태용,이기범,Ashton,2004).본 성격검사에서 상정

한 ‘개방성’은 상상성, 창의성의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Costa와

McCrae(1992)가 5요인 모델(BigFiveModel)에서 개념화한 ‘경험에 한

개방성’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다.이와 같은 사실은 NEO-PI-R이나

NEO-FFI(Lee,Ashton,& De Vries,in press),IPIP(Lee & Ashton,

2004),BigFiveInventory(Lee,Ashton,& DeVries,inpress)로 측정한

동일 요인과 높은 수렴타당도를 보인 것으로 입증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이를 번안한 한국 HEXACO-60에서 개방성에 해당하는 총 10개의 문항

등학생의 수 에 합한 8개의 문항을 선별해 사용하 다.

경험에 한 개방성 문항은 5 척도(1 : 그 지 않다,5 :매

우 그 다)로 구성되었으며,본 연구에서 사용한 8개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α=.69로 나타났다.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고 낮음은 분석

상자 149명의 앙값 28 을 기 으로 구분하 다.총 40 만 에서

28 이상을 획득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에는 78명,28 미만

을 획득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집단에는 71명이 포함되었다.

<표 1> 경험에 대한 개방성 측정문항

1.나는 미술 에 가는 것을 지루하게 느낀다.(R)

2.나는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것에 심이 많다.

3.나는 소설,음악,그림 등과 같이 새롭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다.

4.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곤 한다.

5.나는 옛 것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4)

6.나는 술 는 창의 타입과는 거리가 멀다.(R)

7.나는 백과사 을 훑어보면서 시간을 보낸 이 거의 없다.(R)

8.변화를 추구하는 생각에 심을 갖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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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제약에 한 인식

실험조건별로 시간제약 수 에 한 조작이 제 로 작용했는지에 확인

(manipulationcheck)하기 하여 과제가 종료된 뒤에는 다음의 문항에 응

답하도록 하 다.문항은 시간제약 조건별로 1개씩 제시하 고 총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이는 시간제약이 3개 수 으로 조작된 상황 특수성

에 기인한 것으로,2지 선다형 질문으로 구성된 1개 문장으로는 3개 수

에 한 조작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실험 종료 후,시

간제약 수 에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시간이 매우 충분

하 다.’,시간제약 수 에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데 시간

이 하 다.’,시간제약 고 수 에는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 시간이 매우 부족하 다.’에 응답하도록 하 다.

다.창의 과제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창의 과제에 한 평가는 Amabile(1982)의 합의평정

기법(CAT:ConsensualAssessmentTechnique)에 의거하여 등학교 교

사 3명에 의해 이 졌다.채 을 하기 에 연구자와 평가자는 각 문제의

배 기 에 해 논의하 고 1번 문제는 하 3문항별 각 3 씩 9 만

,2번 문제는 1개 문항의 7 만 으로 확정하 다.1번 문제는 다시 하

문항의 수를 창의성 수 에 따라 0 부터 3 까지,2번 문제는 0부터

7 까지 1 단 로 세분화하여 참여자 간의 변별력을 높이고자 하 다.

채 자 간 신뢰도를 확보하기 하여 채 자들에게는 연구참여자들이 속

4) 실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자가 해당 문항의 의미를 연구자의 의도와 다소 불

일치하게 이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따라서 5번 문항의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그 의미를 추가 으로 설명한 뒤 이해여부를 구두로 확인하 다.검

사 신뢰도에서 5번 항목 제외 시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았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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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 조건에 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1차 채 은 각자 따로 실시해

채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에 향을 받지 않도록 하 다.1차 채 후 채

자 간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Cronbach’sα=.73을 기록하 다.신뢰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각자의 채 기 에 하여 의견을 조율한 뒤,개별

으로 2차 채 을 재실시하 다.채 결과 신뢰도는 Cronbach’sα=.81을

나타냈고 해당 결과를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

3.연구 차

실험은 등학교 각 교실에서 2주에 걸쳐 진행되었고,연구자 1인이 실

험을 주도하 으며 각 반 담임교사가 진행을 보조하 다.6학년 6개 학

은 실험 조건에 따라 학 단 로 무선배치 되었다.학생들은 시험을 보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책상 사이에 간격을 두었고 체 4 로 배치된 뒤,가

림 을 세워 사람의 답안지를 볼 수 없도록 하 다. 체 인 과제 소

개 단계별 안내는 워포인트로 제시되었으며 참여자의 이해도에 따라

연구자가 구두설명을 추가하 다.창의 과제는 지면으로 실시되었고 매번

모든 참여자가 동시에 시작 종료하 다.모든 실험 차를 완수하는데

약 40분가량 소요되었으며 구체 인 실험 차는 다음과 같다.



-28-

[그림 3] 실험 절차

가.창의 과제 소개 경험에 한 개방성 측정

본 과제는 참여자에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 하는 ‘등학교 5․6학년

용 창의성 검사’로 안내되었다.이는 참여자의 과제가치를 높이고 상을

등학교 5․6학년으로 한정지음으로써 한 과제시간의 기 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함이었다.Amabile와 동료들(2002)은 시간제약

이 창의 인 인지 과정에 미치는 부정 향에 해 지지하던 기존의 입

장에서 나아가 개인이 해당 과제를 “ 요한 임무(mission)”로 인식하는 경

우에 한하여 시간제약의 정 효과를 기 할 수 있다고 말하 다.따라

서 참여자의 과제가치(taskvalue)를 높이는 것은 본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한 요한 사 작업이 된다.본 실험에서는 과제가치를 높이기 해 참

여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안내하 다.첫째,본 검사를 통해 개인의 창의성

수 을 확인할 수 있다.둘째, ,고등학교 배치에 참고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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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학교생활기록부에 등학교 시기의 창의성 수로 기재된다. 의 사

항을 숙지시키기 하여 화면에 워포인트로 제시한 뒤,한 문항씩 그 의

미를 자세히 설명하 다.5) 한 2주 뒤에 검사 결과지가 개별 제공된다고

안내하여 시간 인 성(temporaladjacency)을 높이는 것도 과제가치를

높이는 하나의 조작으로 사용하 다([그림 4]참고).

과제에 한 반 인 소개가 끝난 뒤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

개방성을 측정하기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참여자에게는 본 설문

지는 창의성 검사의 수와 무 한 것으로 자신이 해당하는 정도를 솔직하

게 표시하는 것이 요하다고 안내하 다.설문조사를 실시하던 5번 문

항에 한 참여자의 이해도가 다소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 다.6)이는 추가

설명을 통해 보완하 고,참여자의 이해도 여부를 구두로 재확인하 다.일

성 있는 조작을 해 이후 실험에서도 동일한 문항을 계속 사용하 고

동일한 구두설명으로 참여자의 이해를 보완하 다.본 문항은 신뢰도 분석

에서 제외 시 신뢰도가 더욱 높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5)창의 과제 소개에서 과제가치를 충분히 높게 조작하 다는 가정 하에 별도로 조작확인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설계가 가져오는 한계 은 연구의 제한 에서 다루

도록 한다.

6)앞 의 연구도구 ‘경험에 한 개방성’부분 참고(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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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본 창의성 검사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 하는 등학

교 5,6학년용 창의성 검사입니다.본 검사는 서울시에 재학 인 등

학생의 창의 수 을 확인하기 한 것으로 2주 뒤,검사 결과가 개별

통보됩니다.

한 검사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그 용도는 아래와 같습

니다.

첫째,검사 결과는 개인의 창의성 수 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둘째,검사 결과는 ,고등학교 배치에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셋째,검사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그림 4] 창의 과제 소개 일부

나.시간제약 설정

본 연구의 상황 변인인 시간제약은 세 수 으로 설정되었으며 물리 인

시간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첫째,할당 시간에 한 인식,둘째,시간 변화

에 한 노출을 다르게 조작해 구분하 다.이는 과제에 투입한 실제 시간

의 차이로 인해 과제 수행 수 이 달라지는 것을 통제하고 제한 시간에

한 인식 차이에 따른 수행을 확인하기 함이다.시간제약은 과제 부담감

과 련을 맺으며 이는 제한 시간 안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인

식이 형성될 때 가능하다(Likkanenetal.,2009).이에 따라 시간제약

수 조건에는 제한 시간에 한 인식 형성을 방지하기 하여 종료시간

안내를 제외한 시간에 한 언 은 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

다.반면 시간제약 수 고 수 조건에는 ‘제한 시간 내에 모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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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 채 이 불가능하여 최하 수를 받게 된다.’는 제

약 을 제시하 다([그림 5]참고).이는 시간 내에 모든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자신의 투입노력과 무 하게 최하 수를 받게 된다는 제약 을 부

과해 제한 시간 내에 정해진 모든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감을 높이기

함이었다.이와 같은 안내는 ‘창의성 검사 시 주의 사항’이라는 항목으로

제시되었고,시간제약 수 에는 1회,고 수 에서는 3회7)제시함으로써

제한된 시간을 상기시키는 정도를 다르게 설정하 다.

본 검사는 제한 시간 내에 답안을 완성해야 채 이 가능하며 시간 내

완성하지 못할 경우 채 이 불가능 하여 최하 을 받게 됩니다.제한 시

간 내에 보다 다양하고 창의 인 아이디어를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5] 시간제약 조작을 위한 안내 일부

한,과제 시간은 ‘일반 인 등학교 5,6학년 학생’이라는 거집단의

수행 시간을 기 으로 조건별로 다르게 제시되었다.즉,물리 으로 동일한

과제 시간을 시간제약 고 수 의 학생들에게는 거집단의 수행 시간에 비

해 히 짧은 시간으로,시간제약 수 의 학생들에게는 동일한 시간

으로,시간제약 수 의 아이들에게는 더욱 긴 시간으로 안내해 시간에

한 인식의 차이를 유도하 다([그림 6].[그림 7],[그림 8]참고).

7)3회는 시간 제약에 한 안내 ,과제 수행 직 ,과제 수행 각 1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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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창의성 검사는 일반 인 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경우,검사를 끝마

치는데 15분가량 소요됩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검사의 변별력을 높이기

해 검사 시간을 10분으로 단축하 습니다.

[그림 6] 과제 시간 안내 (시간제약 고 수준)

본 창의성 검사는 일반 인 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경우,검사를 끝마

치는데 10분가량 소요됩니다.검사는 10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그림 7] 과제 시간 안내 (시간제약 중 수준)

본 창의성 검사는 일반 인 등학교 5,6학년 학생의 경우,검사를 끝마

치는데 6~7분가량 소요됩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시간을 보다 충분하게 제

공하기 해 검사 시간이 10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림 8] 과제 시간 안내 (시간제약 저 수준)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조건별로 시간 변화에 다르게 노출되었다.시간

제약 고 수 의 경우,타이머 로그램을 교실 앞 화면에 크게 띄워놓아

참여자들이 10분을 시작으로 남은 시간이 단 로 어드는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 감독 은 10분 동안 1분 간격으로 남은 시간을 고지하

다.시간제약 수 의 경우,일반 시계를 교실 앞에 배치해 참여자들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하 고 감독 은 과제 종료 5분 과 1분 에만

남은 시간을 고지하 다.시간제약 수 의 경우,교실 앞에 시계를 배치

하지 않은 채 진행하 으며 감독 은 과제 종료 1분 에만 남은 시간을

고지하 다.단,시간을 물어보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으로 남은 시간을 알

려주되 시간은 충분하다고 덧붙 다.기존에 학 내 설치되어 있던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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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부러 제거하지는 않았으며,이는 학생들이 시계가 없어졌다는 사실에

서 오히려 역으로 제한 시간을 염두에 둘 것이라 단되었기 때문이다.

다.과제선택권 조작

본 실험에서 참여자에게 제공된 선택권은 A,B유형 2가지로써 참여자들

은 2유형의 창의 과제에 한 짧은 안내 을 모두 읽은 뒤 자신의 흥미에

따라 과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창의 과제는 2개 유형 모두 동일한 내용이

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과제를 직 보는 것은 제한되었고 공간 으로 서

로 분리된 뒤에 과제 확인이 가능하 다.과제선택권은 한 회기 실험에 참

여한 집단(학 )내에서 제공과 비 제공 조건을 동시에 조작하 다.실험조

건을 학 내에서 나 이유는 본 실험에 앞서 6명의 학생을 상으로 사

실험을 한 결과,학생 체가 과제선택권을 제공받았을 때,자신의 과제

선택권 소유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 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일

부 학생들은 안내 을 읽고 신 하게 과제를 고르는 신 지우개를 굴리는

등 운에 맡기거나 부주의하게 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 에 성 하

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 다.본 연구에서 선택권은 개인이 상황 과제에

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시키는 것을 가정하 다.그러나 체

학생을 상으로 일 으로 부여되는 선택권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이 다

소 약하게 충족되는 제한 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학생에게만 선택권을 부

여하여 보다 매력 인 조건으로 인식할 수 있게 조작하 다.

최종 으로,한 학 내 참여자 반은 특정 과제 유형으로 지정하

고 나머지 반은 과제선택권을 갖게 함으로써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선택

권 소유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 다.이를 해 모든 참여자는

차례 로 제비뽑기를 실시하 고 동그라미를 뽑은 참여자는 과제선택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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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알 벳 A를 뽑은 학생은 A유형에 지정,알 벳 B를 뽑은 학생은 B유

형에 지정되도록 하 다.제비뽑기가 끝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과제선택

권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워포인트를 통해 각 유형의 과제에 한 짧은

안내 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과제선택권을 소유한 학생들은 안내

을 읽은 뒤 선택을 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 다.선택 시간이 종료된 뒤

선택,지정 여부에 상 없이 A유형에 해당하는 집단과 B유형에 해당하는

집단을 분류하 고 이 한 집단을 분리된 다른 공간으로 재배치하 다.

두 집단으로 나눠진 뒤에는 각각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과제 수행 단계를

진행하 다.

A유형

간단한 과학 원리를 이용해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발명품 만들기

[그림 9] A유형 창의 과제 안내글

B유형

간단한 사고 환 기법을 이용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을 새롭게 바꾸기

[그림 10] B유형 창의 과제 안내글

라.실험조작 확인 실험목 보고

과제 수행을 모두 종료한 뒤에는 조건별 실험조작이 제 로 작용했는지 확

인하기 하여 시간제약에 한 인식 조작확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 다.그

리고 총 2주 동안 실시된 모든 실험이 끝난 뒤에는 참여자들에게 본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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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각 조작의 기능을 안내하 다.특히,과제 수행 시 설명하 던 창의

성 검사의 주최자 용도에 해서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하 다.

4.분석 방법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시간제약(고, , ),경험에 한 개방성(고, ),

과제선택권(유,무),종속변인은 창의 과제 수이다.연구문제 1은 개인이

인식하는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며,이를 해 일원 분산분석(one-wayANOVA)를 실시하 다.연구문제

2는 시간제약 상황에서 개인 변인(경험에 한 개방성)과 환경 변인(과제

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이

를 해 시간제약,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은 모두 집단 간 변인으

로 설정되었고 집단 간 차이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하여 삼원 분산분석

(three-wayANOVA)을 실시하 다.본 연구에서는 2개 독립변인(경험에

한 개방성,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를 모두 확인하 으며,단순주효과 분석(simplemaineffectanalysis)

을 통해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단순주효과 분석은 한 변인의 한 수 에서 다른 변인의 효과를 보기

한 분석 방법으로(이종성 외,2010)분산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요하게 사용된다.단순주효과 분석을 통해

사후검정 하는 경우 여러 번의 짝비교(pair-wisecomparison)에 의해 증가

되는 일종오류의 확률(experiment-wiseα)을 통제할 수 있으며(정미미,엄

한주,2011)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의

미를 보다 명확히 해석하는데 도움이 된다(이종성 외,2010).

모든 분석은 SPSSforwindow version18.0통계 로그램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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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연구결과

우선,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작이 유의하게 작용하 는지를 확인하기

해 조작확인 문항을 분석하 다.시간제약 수 에 한 조작확인 문장은

체 연구참여자를 상으로 실시하 고 고, , 3수 에 따라 서로 다

른 3문장(조건별 1문장)을 사용하 다.분석 결과,각 실험조작과 일치하

는 반응을 보인 응답의 비율은 시간제약 고, , 순으로 81%,92%,

98%를 나타냈다.

해당 변인의 고수 에서의 조작 성공률이 높지 않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시간제약 고수 에 속한 학생들 일부는 과제를 조기

에 종료한 뒤,과제와 무 한 행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시간제약

을 게 느 다고 응답했을 수 있다.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 참여자들은

부분 주어진 문제를 주의 깊게 읽거나 신 하게 고민하지 않고 성 하게

답안을 어냈다.이에 해서는 첫째,과제에 한 흥미가 낮거나,둘째,

과제 가치를 낮게 지각했거나,셋째,제한시간 내에 모든 과제를 완수해내

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낮은 수 의 수행을 보 을 가능성이 있다.앞

의 세 가지 가정 ,창의 과제 수행 안내했던 주의사항(창의 과제 결

과가 참여자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모든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최하 을 받게 된다는 )에 근거하여 마지막에 제안된 이유가

수행에 가장 큰 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었다.이와 같은 행동을 보여

참여자들은 공통 으로 창의 과제에서 낮은 수를 받았고 비록 조작과 일

치하는 응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제약의 효과가 작용하 다고 단하여

분석 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37-

1.(연구문제 1)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

패턴

연구 1의 창의 과제 수에 한 조건별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시간제약 수준별 창의 과제 수행에 대한 기술통계치(연구 1)

평균 표 편차 n

시간제약 6.38 2.16 49

7.28 2.64 48

고 6.55 2.38 52

체 6.73 2.41 149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수행을 비교하기 하여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분석에 앞서 조건별로 Levene’s등분산성 가정을

만족하는지 확인한 결과,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은 등분산

성 가정을 충족시켰다(F(2,146)=1.151,p>.05).

<표 3> 시간제약 수준별 창의 과제 수행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연구 1)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집단-간 22.07 2 11.03 1.910

집단-내 843.72 146 5.77

합계 865.80 148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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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분석 결과는 <표 3>과 같으며,시간제약 3개 수 에 따른 창의 과

제 수의 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F(2,148)=

1.910,p> .05).구체 으로,시간제약 혹은 고 수 ,즉 시간제약을

무 낮거나 높게 인식한 집단은 창의 과제 수 평균이 거의 동일한 반면,

시간제약 수 ,즉 시간제약을 하게 인식한 집단은 과제 수 평균

이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 다.그러나 이와 같은 평균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따라서 ‘가설 1-1.시간제약을 하

게 인식하는 경우,창의 과제 수가 가장 높을 것이다.’는 기각되었지만

‘가설 1-2.시간제약을 무 높거나 낮게 인식하는 경우,집단 간 창의 과

제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2.(연구문제 2)시간제약 수 에 따라 경험에 한 개방

성과 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가.기술통계

연구 2의 창의 과제 수에 한 조건별 기술통계치는 <표 4>와 같다.

세 변인이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의 체 인 양상을 확인하기 하여

삼원 분산분석(three-wayANOVA)을 실시하 다.분산분석에 앞서 본 연

구 자료가 기본가정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기 해 Levene’s등분산성

검정을 실시한 결과,조건별 창의 과제 수는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켰

다(F(11,137)=.422,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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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선택권 유 과제선택권 무 체

개

방

성

시간

제약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평균

표

편차
n

고

6.92 1.77 17 6.48 2.18 13 6.73 1.93 30

9.46 2.52 15 6.93 2.07 11 8.39 2.63 26

고 6.60 2.36 11 6.57 2.78 11 6.59 2.51 22

체 7.72 2.51 43 6.65 2.30 35 7.24 2.46 78

7.23 1.90 7 5.02 2.41 12 5.84 2.44 19

5.93 1.84 10 6.00 2.21 12 5.97 2.01 22

고 7.31 2.47 15 5.75 1.93 15 6.53 2.31 30

체 6.86 2.20 32 5.60 2.15 39 6.17 2.25 71

시간제약 7.01 1.77 24 5.78 2.37 25 6.38 2.16 49

8.05 2.84 25 6.44 2.15 23 7.28 2.64 48

고 7.01 2.40 26 6.10 2.31 26 6.55 2.38 52

체 7.35 2.41 75 6.10 2.27 74 6.73 2.41 149

<표 4> 시간제약, 개방성, 과제선택권 조건별 수행에 대한 기술통계치(연구 2)

나.시간제약,과제선택권,경험에 한 개방성이 창의 과제 수행

에 미치는 향

시간제약,과제선택권,경험에 한 개방성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삼원 분산분석(three-wayANOVA)를 실시한 결

과는 <표 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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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간제약, 개방성, 과제선택권 조건별 삼원 분산분석 결과(연구 2)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과제선택권 43.96 1 43.96 8.82*

개방성 32.24 1 32.24 6.47*

시간제약 11.42 2 5.71 1.14

과제선택권*개방성 .49 1 .49 .09

과제선택권*시간제약 1.94 2 .97 .19

개방성*시간제약 31.09 2 15.54 3.12*

과제선택권*개방성*시간제약 35.36 2 17.68 3.54*

오차 682.50 137 4.98

합계 7626.56 149

a.R제곱=.212(수정된R제곱=.148)

*P<.05

과제선택권을 가진 집단(M =7.35)은 그 지 못한 집단(M =6.10)에 비

해 창의 과제 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1,137)=8.82,p<.05).

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M =7.24)은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집단(M =6.17)에 비해 창의 과제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F(1,

137)=6.47,p<.05).따라서 과제선택권과 경험에 한 개방성은 선행연구

와 동일하게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경험에 한 개방성과 시간제약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F(2,137)=3.12,p<.05).이를 사후검정하기 해 단순주효과 분석

(simplemaineffectanalysis)을 실시하 고 결과는 <표 6>,<표 7>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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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개방성 수준별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검정(연구 2)

개방성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낮음 비 6.87 2 3.43 .64

오차 764.23 143 5.34

높음 비 51.82 2 25.91 4.84*

오차 764.23 143 5.34

*P<.05

분석 결과,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시간제약 수 에 따

라 창의 과제 수행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2,143)=4.84,p<.05).

반면,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집단은 시간제약 수 에 따라 창의 과제

수행이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았다(F(2,143)=.64,p>.05).

<표 7> 시간제약별 개방성 수준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검정(연구 2)

시간제약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비 9.24 1 9.24 1.73

오차 764.23 143 5.34

비 70.20 1 70.20 13.13*

오차 764.23 143 5.34

고 비 .04 1 .04 .008

오차 764.23 143 5.34

*P<.05

한,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M시간제약 =8.39)과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집단(M시간제약 =5.97)은 시간제약이 수 일 때 유

의미한 수행 차이를 보 다(F(1,143)=13.13,p<.05).마지막으로 세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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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2,137)=3.54,p<.05).경험에 한 개방성에 따른 시간제약 조건별 창

의 과제 수를 종합 으로 제시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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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경험에 대한 개방성 및 시간제약 수준별 창의 과제 

점수 

다.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

른 집단 간에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각 조건별 창의 과제 수는 Levene’s

등분산성 검정을 충족시켰다(F(5,72)=.334,p>.05).과제선택권과 시간제

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단순주효과 분석한 결과는

<표 8>,<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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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라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검정(연구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

과제선택권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무 비 1.31 2 .65 .12

오차 373.63 72 5.18

유 비 70.32 2 35.16 6.77*

오차 373.63 72 5.18

*P<.05

분석 결과,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과제선택권을 소유한 집단

은 시간제약 수 이 창의 과제 수행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F(2,72)=

6.77,p< .05).반면,과제선택권을 소유하지 못한 집단은 시간제약 수 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이 유의미하지 않았다(F(2,72)= .12,p>

.05).

이와 같은 결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동일하게

높을지라도 과제선택권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과제를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

라 시간제약이 창의 수행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 으로,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 차이는 시간제

약 수 (M과제선택권 유 =9.46,M과제선택권 무 =6.93,<표 4>참고)에서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F(1,72)=7.81,p<.05,<표 9>참고).그러나 시간제약

,고 수 에서의 창의 과제 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F시간제약 (1,

72)=.26,p>.05,F시간제약 고 (1,72)=.001,p>.05,<표 9>참고).

다시 말해,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과제선택권을 소유한 집단

은 과제선택권을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시간제약 수 에서 유의미

하게 높은 수를 획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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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간제약별 과제선택권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과 검정(연구 2 경

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

시간제약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비 1.37 1 1.37 .26

오차 373.63 72 5.18

비 40.56 1 40.56 7.81*

오차 373.63 72 5.18

고 비 .005 1 .005 .001

오차 373.63 72 5.18

*P<.05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

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 자신이 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집단은

시간제약을 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수 의 창의 과제 수

(M시간제약 =9.46)를 받았고 그 외에는 창의 과제 수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M시간제약 =6.92,M시간제약 고 =6.60,<표 4>참고).

반면,동일하게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을지라도 자신이 과제를 선택할

수 없었던 집단은 시간제약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창의 과제 수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시간제약 =6.48,M시간제약 =6.93,M시간제

약 고 =6.57,<표 4>참고).이에 따라 ‘가설 2-1.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는 지지되었다.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 나타난 과제선택권 시간제약 조건별 창의 과제 수는 [그

림 12]에 종합 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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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과제선택권 및 시간제약 조건별 창의 과제 점수

(연구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

라.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

른 집단 간에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과제선택권 시간제약 조건별 창의

과제 수는 Levene’s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켰다(F(5,65)= .631,p>

.05).과제선택권과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단순주효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분석 결과,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과제선택권을 소유한 집단

과 소유하지 않은 집단 모두에서 시간제약 수 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

는 향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과제선택권 유(2,65)=1.328,p>

.05,F과제선택권 무(2,65)=.655,p>.05,<표 1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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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라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효

과 검정(연구 2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

과제선택권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무 비 6.22 2 3.11 .655

오차 308.86 65 4.75

유 비 12.62 2 6.31 1.328

오차 308.86 65 4.75

*P<.05

종합하면,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에는 자

신이 과제를 선택하지 못한 집단뿐만 아니라 자신이 과제를 선택한 집단에

서도 시간제약을 높거나 낮게 혹은 하게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창의

과제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가설 2-2.경험

에 한 개방성이 낮은 경우,과제선택권 소유 여부에 따른 집단 간에 시

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에 차이가 없을 것이다.’는 지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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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논의

1.연구 주요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행의 패턴(연구 1)과

시간제약 수 에 따라 경험에 한 개방성(개인 변인)과 과제선택권(환경

변인)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연구 2)을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

았다.본 연구에서의 시간제약은 할당 시간에 한 인식 시간 변화에

한 노출을 통해 , ,고 세 수 으로 설정되었으며,과제선택권은 제

공 여부에 따라 두 조건으로 조작되었다.마지막으로 경험에 한 개방성

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측정한 뒤 앙값을 기 으로 고, 두 수

으로 구분되었다.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문제 별로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연구 1)시간제약 수 별 창의 과제 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다시 말해,시간제약을 높거나 낮게,혹은 하게 인식하는 정도

는 학생들이 새롭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과정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 2)첫째,경험에 한 개방성은 시간제약 수 별 창의 과제 수에

유의미한 향을 미쳤다.구체 으로,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이

시간제약을 한 수 으로 인식한 경우에 그 지 않은 조건에 비해 창의

과제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둘째,시간제약 수 에 따라 과제선택권 경험에 한 개방성이 창의

과제 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 다.즉,경험에 한 개방성

이 높은 학생들은 과제선택권을 제공하는 환경에서 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 시간제약에 한 인식에 따라 과제 수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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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체 으로,시간제약을 한 수 으로 인식한 학생들은 시간제약을

무 높거나 낮게 인식한 학생들에 비해 창의 과제 수가 유의미하게 높

았다.그러나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 과제선택권을 제공하

지 않는 환경에서 창의 과제를 수행한 경우에는 시간제약에 한 인식에

따른 과제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결과 논의

연구 1과 연구 2의 주요 결과가 가지는 시사 을 종합 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수행 수 의 패턴(연구 1)에 있어

무 높거나 낮은 시간제약 상황 간에 창의 과제 수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는 시간제약의 부정 향은 상황에 따라 비일 일 수 있다는

을 시사한다.본 연구에서는 비록 개인이 시간제약을 한 수 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창의 수행이 유의미하게 높을 것이라는 가설(가설 1-1)

은 기각되었지만,시간제약을 높거나 낮게 인식하는 집단 간 창의 수행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가설 1-2)이 지지됨으로

시간제약을 게 느끼는 상황이 창의 수행에 으로 정 이지 않을

수 있다는 을 보여주었다. 의 결과는 다시 말해,개인이 새롭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간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 간에 산출된 아이디어의 질

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은 과제 시간이 충분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오히려 과제와

무 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과제에 투입하는 노력의 질을 하시키며 한편,

과제 시간이 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부담감으로 창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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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억압되고 동기 수 이 낮아져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Singh,1998;

Zivnuskaetal.,2002;Karau& Kelly,1992)두 조건에서 도출된 아이디

어의 창의 수 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본 연구(연

구 1)의 결과는 그 동안 창의성 교육에서 강조해 왔던 학습자가 느끼는 압

박감이 낮은 허용 이고 개방 인 환경 구축에 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

가 필요함을 제안하 다.즉,시간제약과 련된 압박감이 ‘다’는 인식은

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학습자에게 언제나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그러한 향이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한 상황에 한 추가 인 탐색

이 필요하다.

둘째,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에 한하여 시간제약 수 에 따른

창의 과제 수가 달라졌다는 연구 결과(연구 2)는 해당 변인이 시간제약

이 창의 과제 수행에 미치는 향을 재하는데 여함을 보여 다.경험

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은 그 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창의 과제 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특히,시간제약을 한 수 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수를 획득하 다.경험에 한 개방성은 새로운 자극에 한

개방 인 태도,높은 호기심․상상력․독창성 등과 정 인 상 계를 맺

는다. 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을수록 통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를

추구하고(McCrae,1987),새롭고 다양한 해결책을 탐색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McCrae& Costa,1997),비연 요소 낯선 상황에 한 두려

움이 낮은 양상을 보인다(Mednick,1962).이와 같은 이유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은 도 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다 다양하게 도

출해 냈을 뿐만 아니라 실험 상황 익숙하지 않은 창의 과제에 해 개

방성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보다 빨리 응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 수 의 시간제약은 정보처리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의사결

정이 보다 효율 으로 이 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 져 있다(BenZ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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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znitz,1984).따라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이 시간제약을

하게 인식한 경우에는 새롭고 독창 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확산시키

는 가운데 제한 시간 내에 결과물을 완성시키기 하여 시에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정 인 긴장감이 유발 을 가능성이 있다.반면,시간제약 수

이 높은 경우 즉,과제에 할당된 시간이 무 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시

간 내에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심리 압박감이 높아져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보다는 창의 과제 내에 주어진 참고용 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답안을 작성해 낮은 수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이는 과제에 할당

된 시간이 짧을수록 무의식 으로 동료의 과제를 표 (unconscious

plagiarism)하는 정도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된다(Marsh

etal.,1997).반 로 시간제약 수 이 낮은 경우 즉,과제에 할당된 시간이

매우 충분하다고 인식한 학생들은 제한 시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다양

한 가능성을 탐색하느라 시간 내에 구체 인 형태의 아이디어로 수렴하는

데 실패했을 가능성을 제안할 수 있다.

셋째,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 에서도 과제선택권을 소유한

경우에만 시간제약에 따른 수행 차이가 나타난 결과(연구 2)는 창의 수

행에 있어 개인 환경 변인이 종합 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다

시 말해,개인 내 인 특성에 해당하는 경험에 한 개방성만을 고려했을

때는 해당 요소가 높은 수 일 때 한 시간제약 상황에서 더욱 창의

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낸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러나 환경 변인에 해당

하는 과제선택권 소유 여부를 추가 으로 고려한 결과에서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 에서도 과제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경우에서 한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창의성 학자들은 ‘선택’이 환경에 한 통제감과 과제에 한 내

동기를 향상시켜 창의 수행을 진시키기 때문에 창의성과 련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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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인이라고 말한다(Amabile & Gitomer,1984).학습동기 연구자

deCharms(1968)은 인간은 구나 자신이 스스로 결정(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선택에 의해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과 결

과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강조하 다.본 연구에서는 특히,학생들이 서로

의 선택권 소유 여부를 직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호 비교를 통해

선택권 유무의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선택권을 가진 집

단은 자신의 흥미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높은 수를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함으로써 환경에 한 통제감을 느끼고 동기 수 이

향상되었을 것이다.따라서 이들은 동일한 내용의 창의 과제 을지라도 과

제 유형을 지정받은 집단에 비해 과제를 보다 의미 있게 여기고 책임감 있

게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구체 으로 이들은 보다 극 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했을 것이며 특히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은 그들

의 잠재 성향이 더욱 진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상된다. 한

한 시간제약은 과제에 몰입할 수 있는 긴장감을 유발하고 의사결정 과정

을 진시켜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의 창의 과정이 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 인 향을 미쳤을 것이라 상할 수 있다.

그러나 경험에 한 개방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설령 과제선택권을 소유

했을 지라도 한 시간제약이 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 정 인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 2).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

는 환경이 과제에 한 내 동기를 향상시킬지라도 개인의 높은 수 의

창의 성향이 제되어 있지 않다면 창의 성취를 유발하지는 못하는 것

으로 상된다. 한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 시간제약에 의해 정 인

각성상태가 유도된다 할지라도 개인이 창의 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상의 한계 을 극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지 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집단의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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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정에서 과제선택권의 소유가 시간제약의 향을 재한다는 결

과는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과 환경 변인의 복합 인 상호작용

을 보다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다시 말해,창의 인 아이디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경우에 그 지 않은 조건

에 비해 더욱 잘 산출되지만 창의 과제와 련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 여부에 따라 한 시간제약이 정 인 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가 달라진다.만약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은 학생들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면 그들은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상

없이 비슷한 수 의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것이다.그러나 만약 그

들이 과제의 종류를 선택해 수행한다면 정해진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에 따라 더욱 창의 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수 의 창의 성향이 그것을 진시키는 환경에 처

해있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제약의 난 을 극복하고 창의 성취를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교육 시사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교육 시사 을 도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한 시간제약이 가지는 정 효과는 창의 수행을 하는데

있어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하거나 단시간 내에 해내기를 강조하기보다

는 학생들의 수 에 한 과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 임을 말

한다. 한 시간제약은 개인의 주 인식에 따른 심리 구인으로써 제

한된 시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따라서 교사는

창의 과제를 부여할 때 그것을 수행하는데 한 시간을 제공함을 설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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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창의 과제의 가치를 높게 지각했

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교사는 학생들에게 창의 과제가 지니는 가치에 해

설명해 학생들이 그것을 시간 내에 잘 완수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과제로 인

식할 수 있게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더불어 학생들이 제한 시간에 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한 도 감이 유발될 수 있도록 구나 시간 내

에 과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노력하길 바란다는 격려를 달해야 할 것이

다.

둘째, 한 시간제약의 정 효과는 경험에 한 개방성이 높고 과

제선택권이 제공되는 환경 하에 가능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개

방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제공하는 학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학령기 이후로 학생들의 창의 성격이 선형 인 형태로 속히

감퇴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김 채,2001;이신동,2005;하주 ,2001).이

에 해 성취 압력을 부여 하는 우리나라의 입시 주 교육환경은 표

인 해 요인으로 지목된다.이러한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경험에 한 개

방성을 증진시키기 해서는 학생의 경험을 확장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물리 환경 구성을 제안할 수 있다.교내에 도서실,강당,컴퓨터실,

음악실,미술실,실습실 등 다양한 특별실을 특색 있게 구성하여 체험을 확

장시키고 학생들의 창의 결과물이 공유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마련한

다. 한,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즉각 인 단을

지양함으로써 다양한 가능성에 해 탐색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심리 환경

도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1세경의 어린이가 인습,규범, 래 문화에의 동조를 겪으

며 창의성이 감소하는 상을 말하는 ‘4학년 슬럼 ’(Torrance,1963)는 창

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있어 시기의 요성을 강조한다.deBono(1973)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형성하는 5-10세 무렵이 창의 성격을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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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시기라고 말한다.11세 이후로는 모방과 수용이 보다 강조되는 문화

에 노출되기 때문에 창의 성격을 형성하기에는 조 늦은 감이 있다.따

라서 연령 증가에 따라 기존 문화에 익숙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경험에

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기 해서는 어린 시 부터 체계 인 교육을 통해

창의 성향이 체득되어야 한다.

한편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는 창의 과제 수행과

련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있다.그러나 이처럼 높은 수 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미술 과목에서는

재료의 종류,국어 과목에서는 주제의 선택과 같은 비교 낮은 수 선택

권 부여도 정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상된다.그러나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제공되는 선택권의 객 인 양보다는 학생들이 이것을 주

으로 얼마나 ‘의미 있게’인식하는 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사실이다.지

나치게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임한다면 학생들은 이를 통

제권의 소유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으며 한편으

로는 방임으로 흐를 수도 있다.선택의 패러독스(TheParadoxofChoice)

는 무 많은 선택권은 잘못된 선택에 한 후회를 높여 만족감을 하시

키며(BarrySchwartz,2004),선택에 한 부담감으로 무기력감을 유발시

킬 수 있다고 말한다(Grolnicketal.,1997).따라서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선택 행 가 앞으로의 과제 수행 그 성취와 직결된다는 통제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정량의 선택권을 부여할 것은 제안한다.

4.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 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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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본 연구에서 사용한 창의 과제는 창의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한 것으로 이는 술 창의성과는 다른 역 특수성을 지닌다.본 창의

과제는 사 과학지식의 향력을 가 통제하려고 하 으나 문제의 성

격상 과학 역에 포함된다.과학 역 창의성은 체로 제한시간이 창의

수행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는데 반해,

술 역의 창의성에 한 연구에서는 성공 이며 독창 인 술가들이

자신들의 술을 구성하는 데에 체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밝 지고 있

다(Getzels& Csikszentmihalyi,1976).따라서 두 역 간에는 시간제약

상황이 창의성에 서로 다른 양상으로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역 특수 측면을 고려한 시간제약의 효과를 살펴

보아 보다 폭 넓은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둘째,시간제약은 할당 시간 개인 능력과 련한 주 인식에 해당

하므로 조작과 일치하는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이에 한 보

완 으로 조작이 아닌 환경에 한 개인의 주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실제로 일반 기업을 상으로 창의 환경을 연구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환경을 분석한다.그러나 일반 등

학교 학생은 창의 수행보다는 학업 련 수행에 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으

므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반과제에 한 시간제약 인식과 오염될 가

능성이 있었다.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창의 과제를 으로 시행하는

학 을 상으로 설문을 통해 시간제약에 한 인식을 확인하거나,조작을

할 경우에는 본 실험 에 연습문제를 통해 참여자의 과제 효능감을 평균

수 이상으로 확보해 동기를 높이는 등 시간 제약의 정도가 수행에 향

을 미치는데 련하는 변인을 보다 면 히 통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본 연구에서는 사 과학지식 과제 가치,과제 효능감에 한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 한 의미에서 독립 변인이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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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통제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이는 창의 과제를 구성하는 단계에서

사 과학지식의 향을 통제하 고,본 실험 단계에서 조작을 통해 참여

자의 과제 가치를 충분히 높 다는 가정 하에 실험을 실시하 기 때문이

다.따라서 만약 사건 검사를 통해 참여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성들을

통제한다면 시간제약과 창의 과제 간에 고려되었던 독립 변인들의 계에

해 보다 명확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진시키는 다른 주요 환경 변

인인 사회 지지가 갖는 시간제약에 한 재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사회 지지는 개인의 창의 과정 산출에 한

인정.칭찬 그에 한 기 를 포함한다(Madjar,Oldham,& Pratt,2002;

Tierney& Farmer,2004).사회 지지는 도구 측면에 있어 학습자가 모

호한 문제 상황에 해 이해하고(Kurfiss,1988),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

도록 돕는(Dillon,1982)한편,정서 측면에서 칭찬이나 인정을 통해 학습

자의 내 동기를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Amabile,1996;Cameron&

Pierce,1994).따라서 사회 지지는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는 창의

과정을 진시키는 요한 환경 요소로 여겨지고 있다(조연순 외,2011).

그러나 사회 지지는 개인이 그것을 수동 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에서 극 인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요구하는 선택권 제공 환경과 차이

을 가진다.사회 지지와 선택권 제공 모두 내 동기를 향상시키는 창의

환경 구성 요인에 해당한다.하지만 사회 지지는 타인에 의해 제공된

피드백의 유형 그것이 해석되는 개인차에 따라 효과가 비일 일 수

있으며 개인의 자율 인 태도를 보장하는 측면이 약하다.따라서 사회

지지와 선택권 제공 조건을 비교함으로써 자기결정 태도가 가지는 시간

제약의 부정 향에 한 재 효과에 해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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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험에 한 개방  척도

개 향  문지

 (                       ) 등학   (   ) 학  (   ) 반 ( 남, 여 )

름 : (                       )

다  여러  향  묻는 문지 니다. 본 문지에는 정답  없  여러

에게 해당하거나 평 에 느끼  감정  솔직하게 시하  니다. 나에게 ‘매

우 그 다’라고 생각  ⑤에, ‘전  그 지 않다’고 생각  ①에 시해 주시

 바랍니다.

순 문항
전혀 

그 지 

않다

그 지 

않  

편 다

보통

다

그런 

편 다

매우 

그 다

1
나는 미술 에 가는 것  지루하게 느낀

다.
1 2 3 4 5

2
나는 다  나라  역사  문화  우는 

것에 심  많다.
1 2 3 4 5

3
나는 , 악, 그림 등과 같  새 게 

만드는 것  좋아하는 편 다.
1 2 3 4 5

4
나는 한 상상  가지고 다는 말  

듣곤 한다.
1 2 3 4 5

5
나는  것에 얽매 지 않는 생각  가진 

사람  좋아한다.
1 2 3 4 5

6
나는 술적 또는 창 적 타 과는 거리가 

다.
1 2 3 4 5

7
나는 과사전  훑어보  시간  보낸 

적  거  없다. 
1 2 3 4 5

8
변화  추 하는 생각에 심  갖는 것  

시간 낭비  뿐 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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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  과제

2012학년도

 창의성 검사 (초등학  5,6학년용)

 (            ) 초등학  (   )학년 (   )반 성별 남, 여 이름

1. 투명하게 만들기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용품이 투명해 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  사용하

는 물건 에서 3 가 를 골라 속이 보이도  투명하게 만들 봅시다. 리고 투명하게 만들

었을 때의 좋은 점도 써보세요. 아래의 만화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 입니다.

선택한 물건의 이름 좋은점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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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하거나 빼기 

우리 생활 주변에는 두 가 의 물건을 합치거나 빼서 새 게 만든 물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와 바퀴를 합쳐 만든 인라인 스케이트, 과일 주스에서 설탕을 빼서 만든 

무가당 주스 등이 있는데요. 이처럼 서  다른 두 물건을 합치거나 빼서 만들어  물건을 

1가  만들고  장점을 설명해보세요. 아래의 만화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자

입니다. 

더하거나 빼서 

만든 물건
좋은 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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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험 안내 ( 시)

1. 검사 안내

2. 과제 가치(task value)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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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부담감 부여

4. 경험에 대한 개방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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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간제약 조작

     가. 시간제약 고 수준

     나. 시간제약 중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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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간제약 저 수준

6. 과제선택권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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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 유형 안내

8. 실험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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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OpennesstoExperience

andTaskChoiceonCreative

PerformanceunderTimePressure.

Hye-WonLee

Departmentof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imepressureisapsychologicalconstructthatpeoplecommonlyperceive

when they have too little time fortheirtasks.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thattimepressuredecreasesthequalityofindividualcreative

performances because time pressure causes people to rely on familiar

strategiesinordertomeetthedeadline.Therefore,timepressurehasbeen

consideredasaconstraintfactorwith regardtoorganizing thecreative

environment.Intheworkplace,peopleinevitablyfeelthattherearenot

enoughhourstodotheirjobs.Forexample,itwouldbearepresentative

casewherecompaniestrytodevelopnew technologiesinaveryshorttime

tobemorecompetitive.Timepressureexistsnotonlyinindustrialsettings,

butindailyproblem solvingsituations.Therefore,thereisanecessityto

explore the relation between students’creative performance and time

pressure,embracingitasanaturalsituationalfactor.



-78-

Somepriorresearchontimepressurehasfoundthattherelationoftime

tocreativityfollowsaninvertedU-shape.Thismeansthatproperamount

oftimewouldinducegreatercreativitybycomparisonwithbothtoolittle

andtoomuchtimerestrictingcreativeperformance.Theresearchfinding

from BaerandOldham’s(2006)study showedhow personality andsocial

environmentintermediatethenegativeeffectoftimepressureandenhance

creativity.Accordingtothisresult,peoplewhohadhighalevelofopenness

toexperience(Costa& McCrae,1992)exhibitedrelativelyhighcreativity

when they experienced a properamountoftimepressureand received

considerable amount of support for creativity from supervisors and

coworkers. Regarding to this situation, Activation theory(Gardner &

Cummings,1988)saysthatwhentimepressureareatintermediatelevels,

individualsareassumedtobe“optimallystimulated”.Therefore,individuals

aremoremotivatedtoengageinactivitiesandbemorefocusedonthem.

Inthisperspective,theaimsofthestudyweretoilluminatetheeffectof

personality and socialenvironmentfactors on personalcreativity under

conditionsoftimepressure.Forthisreason,firstly,theemergingpatterns

wereexamined between creativeperformanceand theleveloftime

pressureandsecondly,interaction effectwasexplored how opennessto

experience and task choice affectthe quality ofcreative performance

followingtheleveloftimepressure.

Afterreviewingthepresentresearch,theresultsrevealed thatthe

quality of creative performance is not significantly distinguished in

accordancewiththeleveloftimepressure.Thatis,whetherindividuals

perceived much or less time pressure did not affect their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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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Thisresultisnotconsistentwiththeconventionalperception

thattimepressureisdetrimentaltocreativityandsuggeststhatadditional

researchabouttherelationisnecessary.Basedonthesecondinvestigation,

itturnedoutthatpersonalityandenvironmentfactorsmediatetheeffectof

timepressureon creativeperformance.Specifically,thegroupwith high

levelofopenness to experience produced more statistically significant

creative outcomes when they were given a choice and perceived the

intermediate level of time pressure compared with other conditions.

Contrastingly.whenthegroupwithhighlevelofopennesstoexperience

wasexcludedachoice,theycouldnotproducemorecreativeoutcomeseven

thoughtheyperceivedtheintermediateleveloftimepressure.

Thesefindingsindicatethattimepressureisnotalwaysdetrimental

tocreativity,rather,optimaltimepressurecanleadtomorecreative

performancewhenanindividual’spersonalityinteractswiththecreative

environment.Especially,theevidencethatthegroupwithhighlevelof

opennesstoexperiencecouldnotgeneratemorecreativeoutcomesin

thecondition ofno choiceemphasizeshow importantthe role of

creative environment is.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time pressure,openness to experience should be

encouraged from early childhood and studentsshould beallowed to

havechoiceontheirtasks’relevantissues.Finally,creativeperformance

needstobeconductedunderthepropertypeoftimepressure.

Keywords:timepressure,opennesstoexperience,taskchoice,creativity

StudentNumber:2010-2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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