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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경험인 시각적 심상은 현

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더욱이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이해하

는 것은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도인 동시에, 창

의적 수행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를 가

진다. 그러나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을 이끌어내는 전략이라는 기대로

오랫동안 연구가 이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들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2개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전 연구와의 차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간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추상성을 기준

으로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정의하였다. 둘째,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독

창성, 유용성, 정교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

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하고 시

각적 심상의 추상성과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과정 중심의 접근을 시도하였

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개인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

식, 대상심상 양식)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이에 연구 1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1)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집단, 2)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집단, 3)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억제한 집단(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확장하여 창의적 수행의 과정

과 인지양식의 영향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4개의 실험 집단을 1) 생성 과정

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 2)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단, 3)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집

단, 4)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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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와 시사점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창의적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속성

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시각적 심상 연구가 지각적 속성에 집중하여 창의

성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사실은 시각적 심상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기

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높은 경우

유용성과 정교성이 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상성이 시각적 심상

의 의미 있는 속성인 동시에,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차원별

로 차별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보다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나, 유용성과 정교

성과의 관계만이 유의했다. 독창성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용성 차

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의 사고를 자극하였다. 그 결

과 보다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유용성 수준을 보다 향

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교성 차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작

업기억에서 처리해야 할 시각적 정보가 적은 조건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인

지적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아이디어의 가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정보를 조작하는 작업에 효율성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비

교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독창성을 유발하는 인지적 기제에는 직접

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에 따라 살펴보면,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

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 정교성이 가장 우수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창의적 수행의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효과를 가진 것이

다.

넷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유용성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

다. 먼저,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보다 향상시켰다. 그러나 공간심상 양식이

약한 경우에는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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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에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유형에서

수행이 보다 우수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

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 추상성이 높은 시

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공간

심상 양식이 매우 강하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

우에 한정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유

용성에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된 이후, 전략의 보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유용성과 정

교성 차원에서 창의적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창의적 수행의 과정, 개

인의 인지양식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연구 결과는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각적 심상의 속성으로

서 추상성을 확인하고,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교육심리 영역에서 창의성 교

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연구의 의의와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창의적 수행, 창의적

수행 과정, 인지양식

학 번 : 2011-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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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실재하지 않은 대상을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조작하는 능력을 가졌

으며, 이러한 고유한 능력이 인류의 발전을 이끈 원동력이 되었다. 심상

(imagery)이라고 명명된 이러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인간 사고의 본질을 밝

히기 위해서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주목받아 왔다(Kosslyn, 1995). 심상의

실체는 인간 사고의 기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단서가 되며, 특히 현실의 한

계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발현하는 원천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에 직접적인

근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심상의 실체를 이해하려는 연구는 오랜 전통을 가진다. 초기의 철학적 접

근에서 시작된 논의는 최근에는 주로 심리학적 접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Libby & Eibach, 2013). 예를 들어, 상상력을 열정이나 감정과 관련된 심리

적 특성으로 바라본 플라톤 전통, 상상력이 감각과 지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정의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 창조 활동에서 영감을 부여하는 상상력

의 기능에 주목한 낭만주의 전통 등은 심상을 상상력과 동일시하며 속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후의 연구는 심리학을 중심으로 인지주의 관점에서 어떻

게 심상을 구성하는 정보가 생성, 활용되는지, 시지각 정보와의 동형이질적

(isomorphic)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혹은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온

내성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연구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등을 주요 쟁

점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심상의 처리 과정을 이해하려는 심상 생

성 접근(imagery generation approach)으로 심상의 본질과 기제를 보다 심층

적으로 이해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Finke, 1990; Finke & Slayton, 1988;

Finke, Ward, & Smith, 1992; Riquelme, 2002; Verstijnen et al., 1998).

특히 심상 연구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과 역할에 주목한다. 시각적 심상이

란, 외부의 시각 자극이 부재한 상태에서 마음의 눈으로 보는(seeing in the

mind’s eye) 경험이다(Spiller, Jonas, Simner, & Jansari, 2015). 시각적 심상

이 심상 연구를 주도한 배경에는 인간 사고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다음의 측면에서 뚜렷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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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각적 심상은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라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

어 왔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즉시 기억으로부터 심상을 떠

올리는데, 정보의 유형에 따라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미각적, 심동적, 시각

적 심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시각적 심상은 전체 심상의 활용에서 단연 높

은 빈도를 차지한다(Kosslyn, Seger, Pani, & Hillger, 1990). 또한 시각적 심

상은 수시로 일상적인 문제해결에 기여한다. 가구 배치를 위해 머릿속으로

가구들을 옮겨보는 것,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

등은 모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다. 또는 ‘철수는 영철보다 똑똑하고,

준호는 영철보다 멍청하다. 철수는 민준보다 똑똑하지 않다면, 누가 가장 똑

똑한가?’와 같은 추론 문제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하나의 선을 머릿속에 떠

올리고 보다 똑똑한 사람을 좀 더 오른쪽으로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낸다.

이와 함께, 시각적 심상은 인지적 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영역의 과제

수행에 이점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심상만 떠올리면서

작업한 집단과 스케치를 하면서 작업한 집단 간의 창의적 산출물에 질적 차

이가 없었다(Anderson & Helstrup, 1993; Finke & Slayonm, 1988). 오히려

과제에 따라서 시각적 심상만을 활용하는 것이 실제 수행보다 속도가 빠르

고,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한 움직임까지 상상하도록 하여 수행을 증진시켰다

(Jeannerod, 1995). 이와 같이 시각적 심상은 물리적인 조작 없이 유사한 수

준의 산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수행 전략으로 활용 가치를

가진다.

더욱이 교육학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능력은 연습을 통해 향

상되므로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연습을 통해 향상된 시각적 심상의 활용 능

력으로 탐색 활동이나 정보 처리의 수준이 향상되므로, 학습 및 수행을 촉진

할 수 있다(권명화 외, 2009; 이기화, 김덕경, 2004; Bichsel &

Roskos-Ewoldsen, 1997; Callow & Waters, 2005; Smith & Holmes, 2004).

시각적 심상은 태도, 정서와 같은 정의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

(Cumming & Ste-Marie, 2001). 따라서 교육심리 영역에서 시각적 심상의

특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것은 다양한 맥락에 적용되는 교수학습 전략의 계

발로 확장될 수 있다.

시각적 심상의 가치가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되는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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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일 것이다. 시

각적 심상을 활용활 때 정보를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물리적 제한에

서 벗어나 유추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을 이끄는 중

요한 요인이라는 기대를 강화하였다(Kosslyn, 1980). 이전 연구의 다양한 정

의를 종합하여 창의성을 정의한 Plucker, Beghetto와 Dow(2004, p. 90)는 창

의성을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하는 새롭고 유용한, 그리고

지각할 수 있는 산출물을 생산하는 적성, 과정 및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창의성은 완전한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개

인이 가진 기존의 지식들을 새롭게 조합하고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발현

되며, 사회적 맥락에서 공유되는 지식과 비교하면서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

다. 따라서 기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심적 범주를 창조하거나 문제를 심

적으로 조작하는 능력은 창의성의 발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된다

(Mumford et al., 1997; Ward, Smith, & Finke, 1999).

이에 창의성 발현에 시각적 심상을 활용했다는 인물들의 사례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접근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사례연구는 대부

분 자기보고식 일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많은 과학자나 예술

가들은 창의적인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시각적 심상을 사용했다고 보고하

였다(Ghiselin, 1952; Shepard, 1978). 또한 창의적인 인물들의 인지적 특성을

도출한 Tardif와 Sternberg의 연구(1988)에 따르면, 이들의 인지적 특성 20

가지 중 양호한 상상력, 은유적 사고, 폭넓은 범주와 심상의 활용,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선호, 내적 시각화라는 5가지 특성이 시각적 심상과 직간접적으

로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창의성 발현에 유용하며

고유한 역할을 하는 전략으로 여겨졌다.

이후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 점수의 상관을 확인하여 경험적으로

관련성을 탐색하였다. 주로 얼마나 시각적 심상을 선명하게 떠올리는지, 혹

은 시각적 심상을 쉽게 떠올리고 이동, 회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보고식

점수와 창의성 과제 점수간의 상관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연구 결과들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창의성 과제 점수가 정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

다(Forisha, 1978, 1983; González, Campos, & Perez, 1997; Khatena, 1975,

1978; Parrot & Strongman, 1985; Rhodes, 1981; Shaw & DeMers, 198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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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에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

다. 사례연구 결과의 대부분은 개인이 탁월한 성취를 이룬 이후의 회상에 의

존하였고, 두 변인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그야말로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과제 점수의 상관을 확인

한 연구들은 실제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용된 시각적 심상이 무엇

이며,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 또한, 최근 심리학, 경

영학,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분야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심상을 상상이라

고 명명하면서 창의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두 요인이 모두 종

속변인으로 다루어졌다(Forgeard & Kaufman, 2015).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직접적으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가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

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점수들과 창의성 과제 점수는 대체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긴 하였으

나, 약한 수준의 유의성을 가졌을 뿐이었다(Campos & González, 1994). 메

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

이 3%로 낮은 수준이었다(LeBoutillier & Marks, 2003). 이러한 결과들은 시

각적 심상의 활용이 창의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전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명료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고려하면, 시각적 심상이 실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인지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의한 연구가 필요

하다. 시각적 심상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Jankowska & Karwowski, 2015), 이제까지 시각적 심상 연구의 관심은 지

각적 속성에 집중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시각적 심상을 얼마나 선명하

고 생생하게 떠올리는지, 심상의 표면적 속성(각도, 크기 등의 변형)을 얼마

나 쉽게 변형하는지에 대한 자기보고식 점수가 주로 연구에 활용되었다

(Dziedziewicz & Karwowski, 2015; Kosslyn, Ball, & Reiser, 1978; Libby

& Eibach, 2013; Swann & Miller, 1982). 그러나 시각적 심상은 특정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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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상징을 창조하는 활동이므로,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전제되어

야 한다. 시각적 심상은 원래 의도한 대상과 지각적 속성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동일할 필요도 없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머릿속에 떠올려 생성한

시각적 심상이 실제 호랑이의 모습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호랑이라고 이해한다. 사람들은 심상을 재해석하며, 심상이 생성되었

을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Slee, 1980). 실제로 시각적 심상

과 실제 시각 정보는 뉴런 기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Farah, Hammond, Levine, & Calvanio, 1988), 작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

으므로(Amedi, Malach & Pascual-Leone, 2005) 지각적 속성과 차별화된 접

근이 필요하다. 이에 심상 연구는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상향식, 하향식으로 구분하고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시작하

였다(Chambers & Reisberg, 1985; Reisberg & Chambers, 1991; Reisberg,

Smith, Baxter, & Sonenshine, 1989). 같은 맥락에서 ‘심상의 지식-가중치

모형’(knowledge-weighted model of imagery)(Intons-Peterson &

Roskos-Ewoldsen, 1989)은 시각적 심상을 구성하는 재료에 어떤 수준의 의

미가 부여되는가에 따라 시각적 정보의 활용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이 담고 있는 정보, 그리고 그 처리

방식에 집중하는 인지적 접근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 간의 모호한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의성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및 창의성의 속성을 고려하여 관계

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은 개인, 과정, 산출물, 환경의 관점에서 접근

하며(Cropley, 2000), 창의성의 속성도 여러 차원으로 접근하여 수준을 평가

한다. 창의성을 사고 과정으로 이해하며 확산적 사고로 바라보는 흐름에서는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유창성, 융통성 등의 차원으로 창의성을 설명하고

평가한다(Torrance, 1974; Wallach & Kogan, 1965). 창의성을 과정과 산출

물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는 연구들은 독창성, 유용성

(혹은 적절성), 정교성(혹은 질, 완성도, 논리성, 대중성 등) 등을 창의성을

평가하는 차원으로 활용한다(An, Song, & Carr, 2016; Medeiros, Partlow,

& Mumford, 2014; Mumford et al., 1997). 따라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미미하거나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원인으로 창의

성의 속성을 드러내는 다양한 차원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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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어 왔다.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을 어떤 차원에서 접근하는

가에 따라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는 다른 양상을 가졌다. 예를 들어, 시각적

심상 능력(visual imaging ability)은 전체 창의성 점수와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에서 부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정교성 점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다(Rhodes, 1981). 심상 선명도와 도형 창의성의 정교성 점수는 정적 상

관이 있었으나, 유창성 점수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나기도 하였다(Parrot &

Strongman, 1985).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는 기하학 도형들을 창의적으로 조

합하는 과제에서 적절성 점수와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독창성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도 있다(Palmiero, Cardi, & Belardinelli,

2011).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창의성의 어떤 차원에 집중하여 그 수

준을 인식할 것인가에 따라서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는 유의하거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과정을 중심으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접근할 필요가 있

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은 모두 과정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시각적 심상은 생성하고 변형하는 인지적 노력의 변화가 수반되므로 과정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표적인 심상 연구자인

Kosslyn이 제시한 ‘심상 이론’(mental imagery theory)은 심상의 변형과 조작

을 고려하여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심상의 과정은 첫째,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 버퍼(visual buffer)에 심상을 형성하는 ‘심상 생

성’(imagery generation), 둘째, 생성된 심상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심상

점검’(image inspect), 셋째, 심상의 내용을 바꾸거나 특정한 부분을 조작하

는 ‘심상 변형’(image transformatio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과정에 개인

차가 있다고 보았다(Kosslyn et al, 1990). 이와 함께, 창의성 연구에서도 과

정 중심의 접근은 어떻게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다(Feldhusen & Goh, 1995;

Lubart, 2001; Mumford et al., 1997). 창의적 과정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설명하는 접근(Guilford, 1950), 아이디어의 생성 과정과 평가 과정으

로 정리한 접근(Campbell, 1960), 문제 인식, 준비, 반응 생성, 타당화와 소통

이라는 4 단계의 과정으로 제안한 접근(Amabile, 1996), 확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를 중심으로 적합한 단계와 도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과정을 정리

한 접근(Treffinger, Isaksen, & Dorval, 2000) 등이 과정 중심의 연구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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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다.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창의적 과정 중,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어떻게 선택하고 활용, 조작하느냐가 창의성을 예측한다고 가정한다. 라서

과정을 중심으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도는 이전 연

구에서 간과한 두 변인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밝혀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

다.

넷째,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확인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서 개인 특성은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다. 보다 선명한 심상을 형성하는 개인은 기억력이 우

수하며(Swann & Miller, 1982), 자신만의 심상을 생성하여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Spark, Spark & Gray, 1995). 또는 개인의 태도,

선호, 습관적 전략인 인지양식도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개인 특성으로 고려

된다. 언어정보의 처리보다 시각적 자극의 처리를 선호하는 학습자 유형을

밝힌 연구나(Riding & Cheema, 1991),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다시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으로 구분한 연구들은(Blazhenkova & Kozenvnikov,

2009, 2010; Blazhenkova, Kozhevnikov, & Motes, 2006; Sheldon, Amaral,

& Levine, 2017)은 공통적으로 시각적 심상의 처리를 선호하는 인지양식을

가진 경우,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과제 수행이 보다 향상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창의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

과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접근의 방향들을 반영하고 교육심리 분야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수립

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이전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추상성을 기준으로 정의하

는 것이다. 이제까지 다수의 시각적 심상 연구가 심상의 선명도나 통제성과

같이 지각적 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

만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데에는 제약이 되었다. 추상성은 인간

이 지식을 어떻게 저장, 재생, 통합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지식의

특성이다(Rosch, Mervis, Gray, Johnson, & Boyes-Braem, 1976). 추상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불변하는 핵심 속성에 집중하는 것, 보

다 정보를 간명화하는 것, 보다 상위 범주에 속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추

상적이라고 정의된다(Burgoon, Henderson, & Markman, 2013). 추상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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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으로 구분하여 수준을 결정하고, 추상성이

낮은 경우를 구체성이 높다고 정의한다(Kousta, Vigliocco, Vinson,

Andrews, & Del Campo, 2011). 추상성은 시각적 심상의 표상 특성을 정의

하는 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연구들이 제안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추

상성이 높은 심상은 핵심 속성에 집중하고 도식처럼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추상성이 낮은 심상은 구체적인 맥락 정보를 반영하고 그림처

럼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Förster, Friedman, & Liberman, 2004;

Reed, 2016; Trope & Liberman, 2003).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유형

의 과제 수행에서 추상성이 높은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이라는

입장과(Abu-Obeid, 1998; Chrysikou & Weisberg, 2005; Vandervert,

Schimpf, & Liu, 2007), 추상성이 낮은(구체성이 높은) 심상이 긍정적 효과

를 가진다는 입장이 공존한다(Barsalou & Wiemer-Hastings 2005; Sagiv,

Arieli, Goldenberg, & Goldschmidt, 2010). 그렇다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이 높거나 낮은 것은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제 수행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면서,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차원

에서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등 어떤 차원에서 창의성의 속성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시각적 심상

과의 관계가 달랐던 연구들을 고려하면, 시각적 심상과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가진 차원이 존재하거나 각각의 차원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 심상과 관

련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적 수

행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활동 및 성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는데(Torrance, 1974; Vincent,

Decker, & Mumford, 2002; Hocevar, 1980), 이 중 창의적 수행으로 창의성

을 바라보는 접근은 개인과 환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드러난

결과에 주목하여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Feldhusen & Goh, 1995;

Oldham & Cummings, 1996; Woodman et al., 1993). 창의적 수행은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은 산출물을 근거로 창의성의 수준을 확인하고, 수행의 차

이를 만드는 창의적 과정을 밝히는 데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창의적 산출물

의 평가 기준은 창의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틀이며, 곧 창의성 자체로 여겨지

기도 한다(Hocevar & Bachelor, 1989). 이에 다양한 차원에서 창의적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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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가 기준이 제안되어 왔다. 우선 독창성과 유용성은 창의성의 대표적인

속성이자, 산출물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제안되는 기준이다. 이외에도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는 정교성과 통합(혹은 정교성)(김영록, 김순묵, 2004;

Besemer & O'Quin, 1999; O'Quin & Besemer, 1989; Isaksen, Dorval, &

Treffinger, 2000), 질(An et al, 2016; Mumford et al., 1997), 대중성

(Lovelace, 1986), 전달과 표현(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정, 2014)과 같은

기준이 함께 활용된다. 독창성이나 유용성과는 구별되는 이들 기준은 산출물

의 가치를 질적으로 정제한 수준에 관심을 두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산출

물의 가치를 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특성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Runco와 Jaeger(2012)는 많은 연구들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창의성을 설명하

는 대표적인 속성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탐

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창의적 수행의 관점에서 정리하

면, 독창성, 유용성과 함께 새로운 차원에서 창의적 산출물의 특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기준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산출물의 가치가 얼마나 효과

적으로 전달되는가를 정교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으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의 차원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창의적 수행의 수준을 보다 세

부적으로 분석하도록 함으로써 이전 연구들의 모호한 인과관계를 새로운 방

식으로 설명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하고,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창의적 과정 모형들은 여러

하위 과정을 제안해 왔다(Guilford, 1950; Treffinger et al., 2000; Wallas,

1926). 이 중, 창의적 과정의 핵심을 아이디어의 생성과 평가라고 간주하며

2단계로 정리한 모형들은 보다 간명하게 창의적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창의적 수행의 증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도록 이끈다(Basadur, 1995;

Campbell, 1960; Runco & Chand, 1995). 창의적 사고를 2단계로 정의한 연

구들은 많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전제로 창의적 사

고 과정을 2단계로 정리한 제네플로어 모형(geneplore model)(Finke et al.,

1990)을 선택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의 첫 번째 단계인 생

성 과정에는 이전 정보들을 회상하고 연합, 통합, 변형하여 발명 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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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inventive structures)가 형성된다. 이후 탐색 과정에서는 발명 전 구조를

해석하고 검증하며 아이디어를 완성한다. 이 두 과정에서 시각적 심상은 발

명 전 구조가 최종 산출물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다. 제네플로어 모형은 시각

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특성을 동시에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의 틀을 제

공할 것이다. 따라서 두 변인의 관계를 보다 풍성하게 분석하는 기회를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개인 특성으로서 인지양식에 주목하며,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이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본 연구는 추상성을 기준

으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정의할 것이고, 인지적 과정에 따라 시각적 심상

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탐색할 것이라는 방향성을 밝혔다. 즉, 인지적 관

점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 접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측

면에서 인지양식은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는 개인 특성이다. 인지양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선호를 의미하며,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개인 특성이다(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Kirby, 1993). 특히

최근에는 시각적 심상의 생성과 활용에 집중하여 인지양식을 두 가지로 세

분화하고 있다. 기능과 뉴런 수준에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특성은

단일 구인이 아니라 적어도 두 가지의 하위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을

활용하는 선호도, 태도, 전략 등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Farah et

al,, 1988; Kosslyn, 1995). 첫 번째 인지양식인 공간심상 양식(spatial

imagery style)은 위치, 배열 등을 기준으로 심상을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과학자, 공학자, 건축가 등에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나머지 하나는

대상심상 양식(object imagery style)이며 높은 해상도로 색상과 모양 등을

심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 대상심상 양식은 주로 예술가에게 강하게

나타난다. 이 두 가지의 인지양식은 언어를 활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는 언어 양식(verbal style)과 구분된다. 공간심상-대상심상 인지양식

은 기억 과제, 문제해결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친다(Haque & Conway, 2001;

Vannucci, Pelagatti, Chiorri, & Mazzoni, 2016). 특히, 두 인지양식은 창의적

수행의 특성을 예측한다(Blazhenkova, 2016; Blazhenkova & Kozehvnilov,

2016). 예를 들어, 공간심상 양식은 도형 창의성 과제 점수나 과학, 공학 분

야의 창의적 수행과 관련이 있고, 대상심상 양식은 예술 분야의 창의적 수행

과 관련이 있다. 공간심상-대상심상 인지양식이나 추상성을 다룬 이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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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과제 수행의 특성을 가정할 수 있다(Blajenkova et

al., 2006; Kozhevnikov, Kosslyn, & Shephard, 2005; Reed, 2016). 공간심상

양식은 대상들의 관계나 위치를 도식적으로 표상하여 공간상에서의 변형을

수행하기 위해 시각적 심상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교하여, 대상심상 양식

은 모양, 재질, 색상 등을 사진을 찍거나 회화를 보는 것과 같이 떠올리는

것을 선호하므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이 인지양식이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

다면, 이러한 인지양식의 영향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 전략을 제안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시한 연구의 방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

구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였다. 실제로 창의적 수행 과정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처치하여 수행 수준의 차이를 분

석하는 것이다. 실험연구는 이전의 사례연구나 상관연구가 시각적 심상을 직

접 활용한 창의적 수행 장면을 포착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실질적으로 보

완할 수 있다.

둘째, 연구의 문제의식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2개의 연구를 순차

적으로 수행하였다. 우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직

접적으로 확인한 이전 연구의 부재로,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실험연

구를 먼저 실시하였다. 이후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여 창의적 수행의 과정,

인지양식의 영향을 함께 고려한 실험연구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인간의 독특한 인지적 특성으로서 시각적

심상을 이해하고,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것이다. 창의적 수행

에 직접 기여하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규명한다면, 이를 근거로 창의적 수

행의 전략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심리 영역에서 창의성 교육의 방안을 보

다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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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새로운 관점으

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선택하고 추상성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

과 창의적 수행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를 바탕으로 창의적 수행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 방

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창의성 교육의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 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1-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1-1-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 차이가 있는가?

1-1-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1-1-3.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2. 과정과 인지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2-1. 창의적 수행의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1-1.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 차이가 있는가?

2-1-2.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2-1-3.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2-2. 개인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1.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2.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유용성의 관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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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3.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정교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3. 주요 용어 정의

가. 시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이란, 실제 시각적 자극은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대상을 보는

지각과 유사한 경험이다(Kosslyn, 1994). 심상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

각 등 지각 양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으로 가장

활용 빈도가 높고 창의적 수행에 효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진 시각적 심

상만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추상성은 구체성과 대비되는 상대적 개념이다(Kousta et al., 2011). 추상

성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고, 추상성의 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Burgoon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사

고의 추상성이나 시각적 자극의 추상성을 정의한 선행연구들의 기준들을 검

토하여(Förster et al., 2004; Reed, 2016; Trope & Liberman, 2003), 정보 처

리 방법과 표상 양식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1)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아이디어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고, 간단한 도

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시각적 정보를 심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2)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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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시각적 정보를 심적으로 표상하는

것이다.

다.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 창의적 문제해결, 창의적 활동 및 성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

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수행은 개인과 환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드러난 결과를 의미한다(Feldhusen & Goh, 1995; Oldham &

Cummings, 1996; Woodman et al., 1993). 창의적 수행으로 창의성을 바라보

는 경우, 생산되는 산출물로 창의성의 정도를 명료하게 확인할 수 있고 창의

적 수행의 과정에 어떤 기제가 작동하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성 연구에서의 의미를 가진다(김영록, 김순묵, 2004; Hocevar &

Bachelor, 1989; Mumford et al., 1997; Plucker et al., 2004).

동시에 창의성은 다양한 차원의 속성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어, 확산적 사

고로 창의성을 바라보는 연구 흐름에서는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유통성,

유창성 등으로 창의성을 설명한다. 반면, 창의적 산출물을 기준으로 창의성

에 접근하는 연구들은 주로 어떠한 차원을 평가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창의

성의 속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창의적 산출물 평가 기준

을 도출한 이전 연구들을 검토하여, 대표적인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을 독

창성, 유용성, 정교성으로 가정하였다(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정, 2014;

An et al, 2016; Besemer & O'Quin, 1999; O'Quin & Besemer, 1989;

Isaksen et al., 2000; Mumford et al., 1997). 각 평가 차원은 다음과 같이 정

의하였다.

1) 독창성

독창성(originality)은 창의성의 실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며, 주로

평범하지 않은(unusual), 새로운(novel), 독특한(unique) 것을 의미한다

(Runco & Jaeger, 2012). 본 연구에서는 독창성을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

된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정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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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용성

유용성(usefulness)은 사회적 가치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효과

성(effectiveness), 적절성(appropriateness), 적합(fit), 실용성(utility), 관련성

(relevant) 등으로 표현된다(Runco & Jaeger, 2012).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을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가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3) 정교성

창의적 산출물의 기준으로서 정교성(elaboration)은 독창성과 유용성 이외에

추가되는 평가 차원이다. 독창성, 유용성 이외의 평가 차원은 연구에 따라 정

교성과 통합, 질, 전달과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김영록, 김순묵,

2004; 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정, 2014; An et al, 2016; Besemer &

O'Quin, 1999; Isaksen et al., 2000; Lovelace, 1986; O'Quin & Besemer,

1989). 이들 차원의 표현과 세부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산출물의

가치를 질적으로 정제한 정도에 주목하고,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산출물의 가

치를 보다 높게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차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교

성을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라. 인지양식

인지양식은 정보의 수집, 처리, 조직하는 방식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개인차로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Riding & Cheem, 1991).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인지양식을 공간심

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으로 구분한 연구를 기반으로, 두 가지 인지양식을

연구에 포함하였다(Kozevnikov, Kosslyn, & Shephard, 2005; Blazhenkova

et al., 2006).

1) 공간심상 양식

공간심상 양식(spatial imagery style)은 대상들의 관계나 위치를 도식적

으로 표상하여 공간상에서의 변형을 수행하기 위해 심상을 사용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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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하는 인지양식이다.

2) 대상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object imagery style)은 모양, 재질, 색상 등을 회화를 보

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심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인지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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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인지양식의 영향을 함께 고

려하여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에 주요 관심 주제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창의적 수행,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는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였다.

우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심리학 연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철학적 정의와 심상

의 역할보다는 인지적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한 시각적 심상 연구의 논

의에 집중하였다. 시각적 심상의 속성과 시각적 심상의 기제를 설명하는 주

요 이론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심리 관점에서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함이다.

한편, 본 연구는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창

의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창의적 수행의 관점에 집중하여 개관하였다. 창

의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차원들은 창의적 산출물의 경우 평가 기준으로 확

인된다. 따라서 창의적 산출물의 평가의 기준을 다룬 연구들을 중심으로 평

가 차원의 의미와 역할을 정리하였다. 또한 창의적 수행에 있어서 과정은 최

종 산출물의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므로, 대표적인 창의적 과정 모형의 구조

와 특성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틀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사고

의 추상성, 혹은 시각 자료의 추상성 수준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추상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선행 연

구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인지양식에 대한 최근의 연구

흐름과 인지양식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개관하였다. 특히 시각적 심

상 및 추상성과 관련성이 높은 공간심상-대상심상 양식을 중심으로 최근 연

구의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풍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개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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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적 심상

가. 시각적 심상 연구의 동향

시각적 심상에 대한 이해에 앞서, 심상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

상은 실제 감각 자극 없이, 기억과 경험을 통합하여 심적 구조를 새롭게 형

성하는 것인데(Kosslyn, 1995),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지각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주관적인 경험을 동반한다(Kosslyn, Thompson, &

Ganis, 2006). 다수의 심리학자들은 기억하거나 경험한 것들을 과거나 현재

에 인식한 실재와 차별화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심적 구조로 통합하는 고차

원적 정신 기능이 심상이라고 보고 있다(Morosini, 2010). 심상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심동적 심상 등

이 존재한다(Spiller et al., 2015). 따라서 시각적 심상이란 여러 유형의 심상

중 시각적 정보와 관련된 심상이며, 실제 시각적 자극은 없지만 마음의 눈으

로 대상을 보는 지각과 유사한 경험을 의미한다(Kosslyn, 1994).

다양한 심상의 유형 중에서도 시각적 심상 연구는 인간의 고유한 사고 특

성을 드러내고, 인간의 수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심상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시각적 심상 연구가 심상 연구의 주축을 이루는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심상을 가장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방식

(modality)으로서, 인간의 사고 특성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Kosslyn et al, 1990). 기본적으로 인간이 습득하고 활용하는 모든

지식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 같은 감각에 기반하여 재현되지만, 이

들 중에서도 특히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다(Barsalou,

1999; Niedenthal, Barsalou, Winkielman, Krauth-Gruber, & Ric, 2005;

Zwaan, Stanfield, & Yaxley, 2002). 예를 들어, 사람들은 문장을 읽으면 해

당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형성할 뿐 아니라, 이 이미

지의 지각적 특성을 해당 사건의 지각적 특성과 연결시켜 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 Kosslyn, Seger, Pani와 Hillger(1990)의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활

용 영역이 매우 다양하며, 특별한 목적 없이도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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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일반인들의 심상 활용 유형은 1) 백일몽처럼 아

무런 의도가 없이 떠오르는 연상, 2) 지도 검색, 의사결정, 인지적 과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문제해결, 3) 앞으로 닥칠 과업에 대한 예행연습으로 활

용하는 심적 실행, 4) 필요한 정보를 회상하는 기억 회상, 5) 시각적인 정보

를 언어로 설명하는 동안 머릿속에 떠올려서 활용하는 묘사 실행, 6) 소설책

과 같이 언어로 서술된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묘

사 이해, 7) 조용한 장면이나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하면서 정서나 동

기를 조절하는 정서/동기 유발로 구분되었다. 일상에서 유발되는 전체 심상

에서 절반 이상(65%)은 시각적 심상이었고, 시각적 심상의 절반은 백일몽처

럼 의도 없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더욱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문화

에 따른 차이가 없으며,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수행한 창의성 과제의 특성

에 있어서도 문화권별 차이가 없다(Riquelm, 2002). 이러한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사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

인해 준다. 또한 시각적 심상이 특별한 의도가 없더라도 수시로 유발되는 일

상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인간의 사고를 이해하기 위해 심층적인 탐색이 필

요한 대상임을 강조한다.

둘째,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정보의 인지적 처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공한

다는 점에서 가치를 가진다. 시각적 심상을 떠올리면 실제 수행보다 빠른 속

도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물리적인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움직

임까지 상상할 수 있다(Jeannerod, 1995). 예를 들어, 직접 가구를 움직이지

않더라도 시각적 심상으로 가구의 위치를 이동해볼 수 있다. 또는 물리적인

변형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대상의 위치나

크기를 변화시킨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Kosslyn(1980)은 특히 대상의 미묘한 차이를 비교해야 하는 상황, 또는 명제

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 개념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에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토끼와 코끼리 중 어느 것이

큰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두 대상의 차이가 극명하고 다른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설치류로 분류되고 크기가 유사

한) 햄스터와 쥐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차

이가 적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을 떠올린다. 이것이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특히 창의적 수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각적 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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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용은 효율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Anderson과 Helstrup(1993)은 모

호한 도형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도형을 산출하는 과제에서 심상 활용의 효

과를 확인하였다. 심상을 활용한 집단과 스케치를 활용한 집단의 성취 수준

을 비교하였는데,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내는 과제에서 두 집단의 결과물에는

질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두 집단에서 생산한 도형의 복잡성에 차이

가 없었고, 총 개수를 통제하면 창의성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제의 실패 비중이 심상을 활용한 집단에서 다소 높긴 했지만, 이

는 과제에서 활용해야 하는 도형들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

의 결과를 참고하면, 심상의 재료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인지적 부담이 조절된다는 전제하에서 시각적 심상은 효과적인 과제 수행

전략으로 활용 가치를 가진다.

이와 같이 시각적 심상이 매우 일상적인 경험이며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

의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들은 심상, 시각적 심

상, 시각적 표상(visual representation), 시각화 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한다(Brewer & Schommer-Aikins, 2006). 따라서 심상 연구는 시각적 심상

연구로 인식해도 무리가 없다.

시각적 심상 연구의 시작은 상상력에 대한 서구의 철학적 접근에서 찾을

수 있다(유경훈, 2009). 플라톤 전통에서 상상력은 사물의 불변하는 진리를

다루는 지성보다 열등한 대상으로 평가되었다.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서 영감

을 일으키고 창작활동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예술적 상상력의 가치를 일

부 인정하였으나, 상상력은 이성의 세계에서 오류의 근원으로 여겨졌다. 따

라서 상상력은 열정이나 감정과 관련된 심리현상이므로 인식론적이고 객관

적인 탐구를 지향하는 지성을 방해하는 대상으로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여겨

졌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에서는 상상력이 감각과 지식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상상력을 기억이나 연상 작용과 관련된 능력으로 간

주하였으나, 창조적 활동과 관련된 기능보다는 지식의 재생산을 담당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후 경험주의 철학은 상상력을 연상이나 기억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능력으로 다루었다.

철학적 논의 속에서 내성적 접근이 주를 이루었던 시각적 심상 연구는 인

지주의의 등장과 함께 심리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최근에

는 지각적 동형이질(isomorphic) 특성을 시각적 심상 연구에 적용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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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 관점에서 시각 버퍼에 심상이 생성되는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연구,

내성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방법의 탐색 등이 시각적 심상

연구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다(Libby & Eibach, 2013). 심리학 연구들은 시각

적 심상이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활동으로서 인간의 수행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리학 관점에서 시

각적 심상의 주요 연구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각적 심상의 지각적 속성 연구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심상 연구의 시작은 심상이 가지는 지각적

속성에 주목하고, 과제 수행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시도들이었다. 예를 들면,

주의를 기울이는 심상의 영역을 이동시키거나 심상으로 떠올린 대상들을 서

로 비교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나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

이 증가한다는 연구는 시각적 심상이 물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

이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하였다(Kosslyn, 1995). 실제로

인간은 특정 대상을 지각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심상의 정보를 형성하

고 해석하며, 뉴런 기제의 상당 부분을 공유한다(Farah et al., 1988). 예를

들면, 시각적 심상이 활성화되는 동안 뇌의 시지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인

중막 측두 피질 뉴런이 함께 활성화 된다(Ishai & Sagi, 1995; Mechelli et

al., 2004; O'Craven & Kanwisher, 2000). 또한 선명한 심상을 형성하는 사

람들은 시각 피질의 활성화 수준이 높은 경향이 있다(Cui, Jeter, Yang,

Montague, & Eagleman,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심상 선명도(vividness), 심

상 통제성(autonomy)은 가장 대표적인 심상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는 심상 경험이 얼마나 명확하고 풍부한지, 실

재감이 있는지, 현실의 지각적 경험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의미한다(Marks,

1973). 심상의 선명도는 여러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최초로 심상

의 선명도를 측정한 도구는 아침에 먹은 음식들이 얼마나 선명하게 떠오르

는지 묻는 Galton(1880)의 ‘아침식사 설문’(Breakfast Table Questionnaire)이었

다. 이후 이 도구는 특정한 대상(친숙한 사람의 얼굴, 특정 장소의 풍경 등)

을 상상하고 이미지가 선명한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평가하는 여러 선명도

측정 도구들의 근거가 되었다(예, Questionnaire upon Mental Imagery by

Betts, 1909; Vividness of Visual Imagery Questionnaire, VVIQ, by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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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VVIQ-Prosopagnosia by Grüter, Grüter, Bell, & Carbon, 2009; The

Plymouth Sensory Imagery Questionnaire by Andrade, May, Deeprose,

Baugh, & Ganis, 2014). 선명도 측정의 결과는 보다 생생한 심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이 차이가 심상과 관련된 가장 뚜렷한 개인차로

간주되었다.

심상의 선명도는 과제 수행과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

다. 심상의 묘사 수준이 선명하면 인지적 도구로서 기능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Libby & Eibach, 2013). 우선, 심상의 선명도는 시각 정보와 관련된 기억

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 반면, 언어 정보에 대한 기억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다(Swann & Miller, 1982). 심상의 선명도는 지능이나 학업 성취와 지속

적으로 긍정적인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Dziedziewicz & Karwowski,

2015).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검사의 기준이 심상에 대한 정교한

묘사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심상의 선명도가 과업을 지속하고 정교화하는

개인의 능력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심상의 선명도는 인간의

정의적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Spark, Spark와 Gray(1995)의 연

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였는데,

심상의 선명도를 높게 가지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보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

단했다. UFO 이미지를 아예 제공하지 않은 조건에서도 심상의 선명도가 높

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심상을 생성하여 이야기를 구성함으로써 설득력이 높

다고 인식하였다.

심상의 선명도는 자기보고식 도구를 주로 활용한다. 하지만 실제 뇌 활성

화 정도를 분석한 연구들은 자기보고식 측정이지만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심상을 형성하는 동안 fMRI를

촬영한 결과와 VVIQ 점수를 비교한 결과, 뇌의 활성화 수준과 VVIQ 사이

에는 유의한 수준에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Belardinelli et al, 2009; Cui

et al., 2007).

둘째, 심상 통제성은 마음속의 심상을 얼마나 쉽게 교체, 대체, 전환, 혹은

유지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의미한다(Richardson, 1977). 심상을 통제하는 능

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된다. 첫째, 떨칠 수 없는 강렬

한 이미지가 유발되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이미지를 형성할 능

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심상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이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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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시에 경험할 수도 있다(Parrott & Strongman, 1985). 결국 심상이란 개

인이 시각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작하는 인지적이고 기질적인 개인 특성이

므로, 하나의 독립적인 변인으로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심상 통제성도 심상 선명도와 같이 주로 자기보고식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다. Gordon(1949)의 심상 통제 설문(Gordon’s Control of Imagery

Questionnaire, CGIQ)은 대표적인 도구이며, ‘집이나 차의 색깔을 떠올려 보

기’와 같은 문항에 심상이 떠오르는 정도를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도록 한다.

심상의 통제성 점수는 심상의 선명도 점수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Richardson, 1994). 이는 심상이 결국 기억하고 있는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

는 것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기 때문이다.

시각적 심상이 시지각적 정보 처리와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

실이나, 심상의 선명도, 통제성 이외의 속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 왔다. 먼저, 심상의 선명도는 심리학 연구의 변인으로서 만족

스러운 구인을 아니라는 비판이 이어져오고 있다. 내적 신뢰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준거타당도와 실제 수행의 상관에 일관성이 낮기 때문이다

(Blazhenkova et al., 2006; Dean & Morris, 2003; McAvinue & Robertson,

2007). 특히 그림의 미묘한 차이를 확인하는 과제나(Rodway, Gillies, &

Schepman, 2006) 색채 사진을 회상하는 과제(Marks, 1973)와는 정적인 상관

을 나타내지만, 심상의 회전, 공간 이동 등을 요구하는 과제와는 상관이 낮

다(Durndell & Wetherick, 1976; Poltrock & Brown, 1984). 심상 통제성 역

시 심적 회전, 이동 능력을 확인한 심상 능력 점수와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Burton & Fogarty, 2003). 이러한 논의는 심상의 통제

성이 심상을 활용한 실제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제시

하는 것으로, 과제 수행과 보다 관련된 시각적 심상의 속성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러한 논의는 심상의 선명도나 통제성이 심상을 활용한

과제 수행을 예측하는 요인이 아닐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과 구분되는 새로운 속성을 중심으로 시각적 심상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다음의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의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이

전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 24 -

Intons-Peterson과 Roskos-Ewoldsen(1989)의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에게 대

학 캠퍼스의 지도를 학습하고 3가지 물건(풍선, 공, 대포알) 중 하나를 특정

한 장소로 옮긴다고 상상하도록 하였다. 심상 조건은 지도 없이 학습한 위치

를 상상하도록 안내하였고, 지도 조건은 지도를 보면서 상상하도록 하였다.

지도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옮겨야 하는 물건을 기준으로 집단간 수

행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지도에서 거리가 먼 지점까지 이동한다

고 상상할수록 이동을 마쳤다고 보고한 반응 시간이 길어졌다. 동시에 옮기

는 물건이 무거울수록 반응 시간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지도 조건보다 심상

조건에서 물건의 무게가 반응 시간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심상이 장기기

억을 근거로 생성되고 작동하기 때문에 본래 물건의 지각적 속성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은 것이다. 더욱이 표상된 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노

력이 요구되었으므로, 심상이 가지는 지각적 속성의 영향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즉, 시각적 심상으로 생성된 정보는 실제 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 실제로 시각적 심상과 시지각은 뇌의 활성화 영역

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비활성화 프로파일(brain-deactivation

profiles)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가진다(Amedi et al., 2005). 시각적 심상은

뇌의 비시각 영역의 비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심상의 선명도가 높은 사람

들은 비시각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비시각 영역을 보다 확실하게 중단

한다. 시지각을 활용한 정보 처리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정보 처리는 다른

기제를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시각적 심상이 가지는 지각적 속성을 이해하는 연구의 흐름은 심상 연구

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적 심상이 실제 수행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을 확인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보다 고차원적인 과제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서 시각적 심상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지적 관점으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규명하려는 연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 정보처리이론 관점의 연구

시각적 심상 연구의 중요한 획을 긋고 있는 흐름은 정보가 투입되고 저장

되며 기억으로부터 인출되는 과정을 통해 학습의 기제를 설명하는 정보처리

이론에 근거한다. 정보처리이론 관점의 시각적 심상 연구는 시각적 심상이



- 25 -

언어 정보와 독립적으로 처리되므로 정보처리에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인지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시각적 기제에서 심상을 생성하고 처리

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며,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기억, 이해 등 인지적 과제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바라본다.

Baddeley(1992)는 단기기억(혹은 작업기억)이 적어도 세 개의 구성요소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첫째, 중앙집행기(central executive)는 한정되어 있는 인

지적 자원을 사용하여 정보를 처리하는데, 다시 두 개의 수동적인 종속 기제

(passive slave system)를 포함한다. 하나는 음운 고리(phonological loop)로

음운 저장(phonological store)과 조음 반복(articulatory recapitulatory)을 담

당한다. 나머지는 시공간 스케치판(visuaospatial sketchpad, VSSP)이며, 비

언어적이고 시각적인 정보가 단기기억에 유지되도록 한다. 정보처리이론에서

시각적 심상의 생성과 조작은 VSSP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

Kosslyn(1994)은 시각적 심상이 처리되는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

기 위하여 시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작업기억을 다시 정보를 저장하는 공

간인 시각 캐시(visual cache)와 의도적으로 심상을 생성하고 유지하는 공간

인 시각 버퍼(visual buffer)로 구분하였다. 시각적 심상은 장기기억이 활성

화되어 작업기억의 시각 버퍼에서 활성화되는 것이다. 또한 저장되어 있던

시각 정보를 심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의식적인 점검을 통해 시각적 캐시

에서 시각 버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은

시각적 정보가 시각 버퍼에서 처리되도록 전환하는 작업을 전제로 하므로,

중앙집행기의 기능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이해된다(Salway & Logie, 1995).

정보처리이론에 따르면, 시각적 심상이 과제 수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는 이중부호화이론(dual coding theory)(Paivio, 1991)의 그림 우월 효과

(picture-superiority effect)로 설명할 수 있다. Paivio와 Csapo(1973)의 연구

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그림과 단어를 제시하면서 그림이 보이면 그림의 이름

을 말하고 단어가 제시되면 해당 단어를 말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그

림이나 단어를 회상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단어와 그림의 회상 점수는

그림을 기억해야 하는 조건에서 보다 우수하였다. 두 가지 양식(언어 정보와

시각 정보)을 포함한 조건은 하나의 양식만 활용하도록 한 조건보다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된 것이다. 시각 자극과 언어 자극의 처리가 상호 연관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하위 시스템에서 각각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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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으로 시각적 심상은 언어 정보만 활용하는 조건에 비해 시각적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는 이점을 가지므로 수행에 도움을 받게 된다. 실제로

시각적 기제를 함께 활용하는 정보 처리는 재인 속도가 빠르며, 기억이 정확

하다(김민정, 이승복, 정범석, 2009; David, 1998; Nittono, Suehiro & Hori,

2002). 따라서 특정 대상, 재료, 사람, 사건과 같이 시각적 심상이 생성되는

속성을 가진 정보는 심상의 생성 자체가 수월하기 하기 때문에 과제 수행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게 된다.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시각적 심상 연구는 이전의 지각적 속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연구가 인간의 사고 능력으로서 시각적 심상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상당히 해소하였다. 시각적 정보가 처리되는 기제를

근거로 시각적 심상이 어떻게 유발되고 수행에 관여하는지를 보다 효과적으

로 설명해 주었다. 이후,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한 심상 연구들은 처리 과정에

따른 특성을 탐색하는 최근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3) 심상 생성 접근

최근의 시각적 심상 연구는 심상의 생성 기제를 심리학 방법론에 따라 규

명하고 이를 수행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심상 생성 접근(imagery

generation approach)이 주를 이루고 있다(Finke, 1990; Finke & Slayton,

1988; Finke et al., 1992; Riquelme, 2002; Verstijnen et al., 1998)

심상 생성 접근을 대표하는 Kosslyn(1980)의 심상 이론(mental imagery

theory)은 심상의 특성을 처리 과정을 기준으로 정리하여 인간의 인지적 수

행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이론에서 심상의 처리는 장기기

억으로부터 전체 구조를 대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시각 버퍼에

서 과제의 세부적인 측면을 점차 형성해간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정보처리

이론을 바탕으로 출발하였다(Kosslyn et al., 2006). 이 접근에서는 기본적으

로 심상이 단순히 임의적으로 재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언어가 상징적

표상이라면 심상은 묘사적 표상인데, 심상은 과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암묵

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처리 과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Kosslyn은 정보를 인출하고

재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한 인지적 접근의 이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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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인지적 접근이라는 것은 뇌의 기능적 능력에 주목하고 ‘구조

(structure)’와 ‘과정(process)’의 관점에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는 의미이다.

심상 이론에서 ‘구조’는 ‘데이터 구조(data structure)’와 ‘매체(media)’로

구분되며, 데이터 구조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진다. 첫째, ‘형식(format)’은 정

보를 표상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한 기호나 부호의 속성이다. 둘째, ‘내용

(content)’은 데이터 구조에 저장된 정보이며 정보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저

장될 수 있다. 셋째, ‘조직(organization)’은 표상된 내용들이 결합하는 방식으

로서 ‘형식’에 따라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결정되지는 않지만 제한할 수 있

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내용’이 음파라는 ‘형식’으로 마그네틱 테잎에 저장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방식의 목록으로 ‘조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시각적 심상을 ‘데이터 구조’로 설명하면, 심상의 특성이 묘사적 표

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형식’은 표상하는

대상의 크기, 모양, 방향, 위치 등의 표면적 정보이다. 시각적 심상은 대상의

전체에서 일부분을 표상하는 것인데, 두서없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

어, 심상에서 거리 정보는 실제 물리적 거리 정보가 없어도 각 요소의 개수

나 위치 정보가 있으면 정의될 수 있다. 심상의 크기 정보는 심상에서 거리

와 방향 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다. 따라서 심상을

훑어보는 것은 개인이 인식한 주관적 크기의 영향을 받는다. 심상의 ‘내용’은

특정한 관점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묘사한 것이므로 실제의 대상 그대로를

표상하기도 하지만, 해석한 결과에 따라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다. 심상이

‘조직’되는 특성은 낱낱의 심상들이 모여서 하나의 대상과 장면을 구성한다

는 것이다. 이 때, 각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생성된 후 즉시 사라지기 시작한

다. 따라서 각기 다른 부분들은 활성화 정도와 사라지는 정도가 다르다.

심상의 ‘구조’를 설명하는 또 하나의 개념은 ‘매체’이다. ‘매체’는 그 자체

로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으나 특정한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며, 다음 두 가

지의 속성을 가진다. 첫째, ‘설정(formatting)’은 ‘매체’를 통해 어떠한 ‘데이터

구조’가 지원될 수 있을지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기기억이라

도 언어 정보는 5개 내외의 청크(chunk)를 잘 처리하지만 시각적 정보는 이

러한 특성이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은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 어떻게 ‘데이터 구조’에 접근하는가가 달라지는 특성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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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시각적 심상이 가지는 ‘매체’로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시각적 심상의

‘설정’은 시각 버퍼에서 특정한 부분이 선택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정보가

활성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각적 심상의 ‘접근가능성’은 시각적 정보

의 해상도가 시각 버퍼의 중심에서 가장 높고 주변으로 갈수록 떨어진다는

특성과 시각 버퍼에서의 표상은 일시적으로 활성화된 이후 점차 사라진다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구조’와 함께 인지적 관점을 설명하는 ‘처리 과정’은 ‘비교 과정

(comparison process)’과 ‘변형 과정(transformation process)’을 포함한다. ‘비

교 과정’은 서로 다른 ‘데이터 구조’를 비교하고 유사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

이다. ‘변형 과정’은 ‘내용’을 바꾸어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대체하기

(alterations)’, 또는 ‘데이터 구조’를 교체하거나 보완하는 ‘생산하기

(production)’가 포함된다. 시각적 심상 역시 시각적 정보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를 비교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구조’와 ‘과정’으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을 탐색하는 시도가

Kosslyn의 심상 이론이다. 심상 이론의 핵심은 시각적 심상의 과정을 정리

하여 기억이나 추론과 같은 인지적 과업에서 심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해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 이론에서 심상의 과정은 크게 3가지로 제

시되었다.

첫째, ‘심상 생성’은 그림과 유사한(quasi-pictorial) 심상을 장기기억에 저

장된 정보에 근거하여 시각 버퍼에 형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시 네 가지

의 하위 과정이 존재한다. ‘묘사(picture)’는 언어로 부호화된 정보를 심상으

로 전환하는 것이다. 심상의 크기와 위치는 물리적 속성이 아니라 해당 정보

가 가지는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발견(find)’은 시각 버퍼에서 심상으로 묘

사된 대상을 마음의 눈으로 훑어보면서 탐색하는 것이다. 이전의 심상에 새

로운 부분이 추가되거나 변경되어야 한다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다.

‘배치(put)’는 대상을 구성하는 명제들을 고려하여 각 요소의 위치, 크기, 관

계 등이 올바른 자리에 놓이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형상(image)’은 핵심적인

부호를 기준으로 얼마나 자세하게 심상을 형성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과제

수행에 심상을 활용한다면 심상을 ‘바라보는’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데 심상의 판별이 어려워 과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심상의 생성 과정에

서 심상의 부분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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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의 처리 과정에서 초기에 생성된 심상은 이를 활용하는 과업의 전체 과

정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심상 점검’은 형성된 심상을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며,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찾기(lookfor)’는 확인하려는 부분이나 특정 대상

을 인출하고 크기가 적당한지 확인하거나 해상도를 조정하여 적절한 비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급격한 확대나 축소(zoom)’나 ‘상하좌우로 돌려보

기(pan)’, 혹은 구성요소들이 적절한 위치에 있는지 ‘훑어보기(scan)’가 이 과

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동시에 찾고자 하는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심

상 생성 과정에 포함된 ‘발견’이나 ‘배치’를 가동하여 심상을 더욱 정교화할

수 있다.

셋째, ‘심상 변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장-일반적(field-general)

변형’은 시각 버퍼에 표상된 전체 내용을 교체하는 것이다. ‘영역-한정적

(region-bounded) 변형’은 시각 버퍼에서 특정한 영역 내에서만 심상을 조작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변형은 서로 공통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동시에, 보

다 긴밀하게 연계된 과정을 가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당겨서 확대/축소하

기(zooming in/out)’는 ‘장-일반적 변형’이고, ‘크기 확대(growth)’는 ‘영역-한

정적 변형’으로 주로 분류된다. 심상의 변형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각각

의 부분을 별도로 조작하는 ‘영역-한정적 변형’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

특히 심상 변형 과정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점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

로 두 가지 양식(mode)로 구분된다. 첫 번째 양식인 ‘이동(shift)’은 데이터

구조에서 각 부분의 위치를 새로운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위치를 변동할

때, 거리가 멀어진다면 처리 시간도 길어진다. 전체가 아닌 부분을 이동해야

한다면, 인지적 노력이 더욱 요구되므로 시간은 더욱 소요된다. 따라서 많은

의미를 담은 심상의 변형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진다. 두 번째 양식인

‘명멸(blink)’은 심상이 생성된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라지는 특성에 근거

한 변형이다. 처음 생성된 심상이 사라지도록 하거나, 이를 새로운 크기와

위치로 형성하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는 것이다. 즉, 명멸은 심상의 내용이나

구조에 대한 비연속적 변형이다. 따라서 처음의 심상을 포기하고 새로운 심

상으로 전환하는 ‘명멸’이 오히려 인지적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되는 경우도 있다.

심상 이론을 중심으로 한 심상 생성 접근의 연구들은 심상을 구성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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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와 처리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심상 연구의 관점을 확장하였다.

특히 각 과정에 투입되는 인지적 노력의 차이에 주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심상을 활용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탐색하도록 이끌고 있다.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최근의 시각적 심상 연구가 심상 생성 접근을 중심으로 심상이 담고 있는

정보와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각적

심상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심상의 지식-가중치 모형’(knowledge-weighted

model of imagery)을 제안한 Intons-Peterson과 Roskos-Ewoldsen(1989)은

시각적 심상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부여된 의미가 강하거나 약하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친숙한 내용으로 구성

된 시각적 심상은 강한 수준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분해하거나 재조합하기보다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한편, 일부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을 구성하는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을

상향식-하향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리 방식이 수행에 다른 효

과를 가진다고 보았다(Chambers & Reisberg, 1985; Reisberg & Chambers,

1991; Reisberg et al., 1989).

이러한 맥락에서 추상성은 시각적 심상이 포함한 정보의 처리 방식을 정

의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다. 정보의 추상화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저

장, 재생, 통합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지, 발달 심리학

의 주요 주제로 간주되어 왔다(Rosch, et al, 1976).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이해하기에 앞서, 추상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

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추상, 혹은 추상성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성과 대비되는 연속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추상성의

정의에는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 왔고, 전반적, 일반적/보편적, 요지, 개요,

총체적 등 유사한 개념들이 혼용되어 왔다(Barsalou & Wiemer-Hastings,

2005). 추상성은 수준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즉, 낮

은 수준의 추상성은 곧 높은 수준의 구체성을 의미한다(Burgo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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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을 정의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따라서 여러 정의 중 하나를 선택하

거나, 연구를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한다(Burgoon

et al, 2013).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다음의 기준을 추상성을 정의하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불변하는 핵심 속성을 추상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한 대상이 다양한 맥락에서도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다리(교각)를 정의하는 불변하는 핵심

속성은 다리가 설치된 맥락을 떠나서 모양(물 위를 지나는 물리적 구조)이나

기능(두 가지 이상을 연결하는 것, 땅 위의 한 부분, 음악이나 아이디어의

한 부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모양과 기능은 추상성을 가진 정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상성을 “대상을 설명하는 불변의 핵심 특성들의 집

합을 식별하는 과정”(Burgoon et al., 2013, p. 502), “단순화 과정이며 불필

요한 세부사항을 제거하여 순서, 패턴, 구조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Root-Bernstein, 1991, p. 87)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둘째, 추상성을 위계 수준을 기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Piaget(1968, p.

18)는 ‘추상성의 수준 차이는 하나의 위계 수준에서 다른 수준으로 전환할

때 유발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의자’는 ‘흔들의자’보다 상위의 개념이므

로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다. 반면, ‘가구’보다는 하위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이

므로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낮다.

셋째, 추상성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유용한 기준은 해당 개념이 활용되거

나 대상이 존재하는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사실 인간은 매우 자연스럽게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심상을 생성하는데, 이것이 이후의 사고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Barsalou, 1999). 예를 들어, ‘식료품 상자에 달걀이 있다’라는

정보에 노출되면 사람들은 온전한 모양의 달걀을 시각적 심상으로 떠올린다.

그러나 ‘프라이팬에 달걀이 있다’라는 정보에는 다른 모양의 달걀(깨진 후,

요리되고 있는 모습)을 떠올린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맥락 가용성 이론

(context availability theory)(Schwanelflugel & Shoben, 1983)은 관련된 맥

락에 따라 추상성이 결정되며,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 본다. 즉, 구체성이 높은 개념은 관련된 맥락이 협소하고, 추상성이 높은

개념은 맥락의 범위가 넓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개념은 여러 시간과 장

소를 아울러 적용되므로 관련된 상황의 범위가 매우 넓다. 반면, ‘내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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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는 학교’는 관련된 맥락이 보다 제한적이다. 추상성인 높은 개념

은 보다 사회적, 자기 성찰적, 정의적 정보에 집중하도록 하며, 넓은 범위의

상황과 관련된다. 반면 구체성이 높은 개념은 지각적, 심동적 정보에 보다

집중하여 협소한 범위의 맥락에서 재현된다. Schwanelflugel과 Shoben(1983)

의 연구에서는 구체성이 높은 개념의 이해 속도가 빠르지만, 추상성이 높은

개념이라도 관련된 맥락이 제시되면 이해의 속도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맥락 정보가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인 동시에, 정보의 처

리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특정 개념이 가지는 심상 용이성을 추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

용한다. 심상을 생성하기 쉬운 개념(단어)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반면, 심

상을 생성하기 어려운 개념(단어)는 대체로 노력, 책임, 정의와 같이 추상적

인 것들이다(Kousta et al.,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사진은 가장 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자극이며, 이 사진을 보고 그대로 회상하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

쉽게 형성되는 방법이다. 그렇다보니 시각적 심상은 오랫동안 개념이나 단어

의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어왔다.

추상성을 정의하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미국심리학회 심리학 사전

(APA Dictionary of Psychology)은 추상성을 세 가지의 정의로 정리하고 있

다(Reed, 2016). 추상성은 첫째, ‘물고기’, ‘위선’과 같이 특정한 사례들 중에

서 일반적인 아이디어, 혹은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고, 둘째, ‘선함’, ‘아름다

움’과 같이 완전히 무형인 것, 혹은 그러한 개념이며, 셋째,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자극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속성에 근거한 차별성이다.

정보나 지식의 추상성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

지만, 정작 시각적으로 추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함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심상이 추상성을 정의

하는 기준으로 오랫동안 활용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초기 심상 연구에서 생

생하고 명확하게 심적 그림(mental pictures)을 형성하는 능력은 추상적인

사고와 적대적인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Galton, 1880), 시각적 심상의 추상

성은 연구의 주제로 등장하기 어려웠다. 이후 연구에서도 심상도

(imageability)는 추상성(혹은 구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었

다(Paivio, Yuille, & Madigan, 1968). 추상성이 지각적 속성이나 심상 유발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에서였다. 실제로 Conne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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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ott(2012)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인식한 단어의 구체성(낮은 추상성)

점수와 심상도 점수의 상관은 높았다.

그러나 추상성이 곧 ‘심상 용이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추상

성을 심상의 용이성으로 정의한다면, 추상성이 높은 정보가 심상으로 생성되

면서 구체성이 높은 정보가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Connell과

Lynott(2012)은 추상성의 존재론적 구분을 심상 형성의 용이성을 기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두 변인의 평정 점수간 상관이 높다는 연

구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어휘 판단이나 단어 회상과 같은

단어 처리 수행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반인들은 각자 추상성

과 구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심리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Medin &

Ortony, 1989), 다른 관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추상성을 직관적으로 결정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추상성의 정의 자체가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시각적 심상의 추

상성은 이들 정의 중 일부를 활용하여 정의한다. 특히 시각적 심상이 인지적

인 사고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추상성이 높은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곧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을 높이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시각적 심상의 추

상성을 정의하고 연구에 활용한 접근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간적 거리가 다른 시각적 심상을 유발하여 추상성의 차이를 유발

하는 접근이다. 구성 수준 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은 특정 사건을 시간

적으로 얼마나 근접하게 느끼는가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이 해당 사건을 심

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서 미래 사건에 대한 반응을 변화시킨

다고 주장한다(Förster et al., 2004; Trope & Liberman, 2003). 시간적 거리

가 증가할수록 사건은 보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재현되며, 사건의

핵심에 집중하는 탈맥락적 특성을 가진다. 반면,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건은

보다 부수 적인 세부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며 상대적으로 구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사건의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먼 미래의 사건을 생각할 때에는 상위

수준으로 추상성이 높은 구성을 하고, 근접한 미래는 하위 수준으로 구체성

이 높은 구성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Liberman과 Trope(1998)의 연구

에서 시간적 거리감의 차이는 개인이 생성한 심상에 차이를 만들었고, 이후

행동의 규정 및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차이를 유발하였다. 특정한 행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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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록으로 만들어 제시하면서 시간 거리의 차이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은

먼 미래 조건에서는 ‘왜(why)’ 관점으로 행동을 선택했고, 근거리 미래 조건

에서는 ‘어떻게(how)’ 관점으로 인식했다. 이를 테면, 연구참여자들은 ‘문 잠

그기’라는 진술에 이어서 ‘내일’이나 ‘내년 어느 날’로 시간의 거리가 다른 지

시문을 안내 받았다. 그리고 ‘자물쇠에 키를 넣기’와 ‘집 지키기’라는 진술 중

하나를 고르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먼 미래 조건에서 보다 추상성이

높은 ‘집을 지키기’ 행동을 선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가까운 미래 조건에

서는 ‘자물쇠에 키를 넣기’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감은 대상의 범주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Nussbaum, Trope, & Liberman, 2003). 연구참여자들에게 특정 사건(캠핑여

행, 창고세일, 뉴욕 방문 등)을 생각하도록 하면서 다가오는 주말, 혹은 몇

달 후 주말의 장면을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물건(예를

들어, 캠핑여행의 조건이라면 텐트, 칫솔, 손전등 등) 38개를 자신에게 적절

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들이 물건을 분류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다 먼 미래를 상상한 조건에서 생성한 범주의 수가 적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상위의 범주를 구성했다는 의미이므로 보다 추상적인 사고

를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먼 시점의 사건을 시각적 심상으로 떠올리는

것은 추상적인 사고를 자극하는데, 이것이 보다 추상성이 높은 시상으로 정

의되는 것이다.

둘째, 시각적 심상에 반영되는 맥락의 범위를 기준으로 추상성의 차이를

조작하는 접근이다. 맥락 가용성 이론(Schwanelflugel & Shoben, 1983)에 따

르면, 추상성이 높은 정보는 매우 폭넓은 맥락과 관련되고, 구체성이 높은

정보는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보다 협소한 범위의 맥락과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특정 시간이나 장소에 대한 정보가 없이 일반적인 상황을 떠

올리면, 어느 맥락과도 관련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대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생성될 확률이 높다. 반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떠올리도록 하면 해당 맥

락과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이 시각적 심상으로 생성될 것이다.

Altarriba, Bauer와 Benvenuto(1999)는 개념의 구체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맥락 가용성이 심상도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정 단어의 구

체성과 맥락 가용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았지만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상도와의 상관보다 더 뚜렷한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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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졌다. 즉, 특정 대상이 놓인 상황이나 맥락을 함께 떠올리도록 하는 것

은 추상성이 낮은 개념, 곧 구체성이 높은 개념과 관련이 있으므로, 맥락 정

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낮추는 데에 유용한 방

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시각적 자극을 조망하는 방식의 차이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의 차

이를 유발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관점을 담은 연구들은 시각 자료를 전체적

으로 보느냐, 혹은 구성하는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의 차이에

주목하였다. 예를 들어, 전체 그림을 맞추기 위해 쪼개진 조각들을 살펴보도

록 한 집단과 전체 그림의 내용을 대표하는 이름을 부여하도록 한 집단 중

에서는 후자가 추상적 사고의 수준이 높았다(Huang, Galinsky, Gruenfeld, &

Guillory, 2011; Smith & Trope, 2006). 조망 방식의 차이로 인해 유발된 추

상적 사고의 차이가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 있다. Friedman, Fishbach, Förster과 Werth(2003)의

연구에서는 지도의 전반적인 모양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건과

지도의 세부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고 응답하도록 한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를 조망한 집단에서 추상성이 높은 사고를 하였으며 창의성

과제에서도 우수함을 나타냈다. 비시각적 과제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맛, 촉감, 냄새, 소리 등 부분적인 요소들에 집중하

도록 한 조건과 이들 요소가 섞인 결과물(음식, 물건, 장면, 음악 등)에 주의

를 기울이도록 한 조건 중, 전체 결과물에 주의를 기울인 조건의 추상성이

높았으며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켰다(Förster & Denzler, 2012). 그러나 경첩

이 빠진 문이나 잎맥이 삭제된 잎사귀와 같이 그림에서 빠진 부분을 찾는

과제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전체 그림에 주목하도록 한 조건에서 추상적 사

고가 유발되었으나, 고정관념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어 창의성 과제 수행에

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McCrea, Wieber, & Myers, 2012). 이러한 연구

들은 시각적 심상의 어떠한 부분을 조망하도록 지시하느냐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다.

넷째, 여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주의를 집중하는 경험으로 추상적

사고의 수준을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 심상으로 떠올린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의 분석하는 경험을 요구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Mullen,

Pizzuto와 Foels(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의사결정에 사고의 추상성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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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에게 여러 종류의 유리잔을 제시하고

이들의 공통점, 평균적인 특성, 혹은 전형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함으로써 사고의 추상성을 유발했다. 반면, 제시된 유리잔들 간의 차이점에

주의를 집중하고 개별적인 유리잔의 모습이 어떠한지 떠올리도록 하여 사고

의 구체성을 유발하도록 하였다. Fujita와 Roberts(2010)의 연구에서는 그림

4개(티셔츠, 하이힐, 샌들, 청바지)를 제시하고 이들의 공통점이나 차별성을

떠올려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고의 추상성 수준을 조작하였다. 이러한 방식

으로 추상성 수준이 다른 시각적 심상을 생성한 경험은 이후의 자기조절, 정

체성 인식, 의사결정, 상대를 설득하는 수준 등에 차이를 유발하였다(Vess,

Arndt, & Schlegel, 2011; Maglio & Trope, 2011; Wakslak & Trope, 2009).

다섯째, 개념적 범주를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조작하는 접근

이다. Fujita 등(2006)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재료들과 관련된 범주의 위계 수

준을 기준으로 추상성을 정의하였다. 여러 가지 대상들(예: 파스타, 비누, 가

방, 책 등)을 제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범주를 만들어 명명하거나, 또는 각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전자는 추상적 사고를 높이는

조작이었고, 후자는 구체성을 높이는 조작으로 연구에 활용된 것이다. 생성

하는 범주의 수도 추상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도입되었다. Burgoon 등

(2013)의 연구에서는 동일한 개수의 칩을 같은 속성을 가진 것끼리 범주화하

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적은 수의 범주로 비슷한 것을 묶으라고 지시한

집단이 보다 추상적 사고를 하였다. 반면, 보다 여러 개의 범주로 나누도록

한 집단은 구체적 사고를 하였다. 이와 함께, 범주를 정의하는 방식도 사고

의 추상성에 영향을 미친다(Malkoc, Zauberman, & Bettman, 2010). ‘과일’이

라는 범주를 제시한 후, 이 범주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특성을 떠올리도록 하

는 경우에는 추상적 사고가 유발되었고, 범주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찾도록 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고가 유발되었다.

이 외에도 특정 사건의 발생 이유(추상적 사고)나 발생 경위(구체적 사

고)를 상상해 보기(Strack, Schwarz,& Gschneidinger, 1985), 과제 수행의 이

유(추상적 사고)나 방법(구체적 사고) 떠올리기(Burgoon et. al., 2013), 특정

인의 행동 특성(추상적 사고)이나 이 행동에 활용되는 도구(구체적 사고) 확

인하기(Freitas, Gollwitzer, & Trope, 2004), 사건의 영향이 다수의 사람들에

미치는지(추상적 사고) 혹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미치는지(구체적 사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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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기(Malkoc et al., 2010) 등이 사고의 추상성 수준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활용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시각적 심상이 유발되었으므로, 추상적 사고

조건에서 유발된 시각적 심상이 보다 추상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추상성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Reed(2016)는

이전 연구들을 종합하여 심상과 관련된 추상성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작업

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추상성은 물리적 참조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

양한 요소로 구성된 자극에서 과제 수행에 유용한 단지 몇 개의 속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추상성은 하나의 범주에 포함된 다수의

특정한 예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속성이다. 예를 들어, 특정 범

주에 포함된 개별 사례들의 평균인 원형(prototype)은 추상성을 가진 것이다.

구체성은 추상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참조 대상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추상성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사례(instance)’, ‘속성

(attribute)’, ‘범주(category)’ 수준에서 체계화하였다. 첫째, ‘사례’ 수준에서의

추상적 표상은 비형태적(amodal) 표상이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

준으로 이름이나 명제를 가진다. ‘사례’ 수준에서 구체성이 있다는 것은 감각

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형태가 있는(modal), 혹은 감각적으로 표상하는 것

이다. 즉, 구체성이 높은 심상은 외부 자극이 없이 유발되는 지각적 경험의

초기 형태와 같다. 둘째, ‘속성’ 수준에서 추상성을 가진 표상은 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특별히 강조된 기능이나 속성이 재현되는 것이다. 반면, 구체적 표

상은 실재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는 속성 그대

로를 의미한다. ‘속성’은 연구자에 따라 특색(feature), 특성(property)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나,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자극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구성요인을 언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같다. 셋째, ‘범주’ 수준에서

추상적 표상에는 원형, 규칙, 도식이 해당된다. 원형은 범주에 소속된 구성원

들의 평균값으로, 특정 개체가 이 범주의 구성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예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규칙은 개별적인 행동이나 의사소통의 방향을 제

시하는 지침이 된다. 도식은 특정 개념에 대한 기본 지식의 집합체로서, 특

정 대상을 지각하고 해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 표상은

예시(exemplars), 사건(episodes)이 이에 해당된다. 예시는 ‘사례’와 동일한

것이다. 시각적 심상과 관련되는 그림에 적용된다면, 구체성이 높은 표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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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그림이 해당되고, 추상성이 높은 표상은 명제, 다이어그램이 해당된

다고 보았다.

분석 수준 구체적 표상 추상적 표상

사례 형태상의(감각적) 비형태적(언어적)

속성 (해당 대상과) 동등 (해당 대상과) 구별

범주 예시, 에피소드 원형, 규칙, 도식

<표 Ⅱ-1> 추상성 분류(Reed, 2016에서 재인용)

적용 대상 인지 처리 구체 표상 추상 표상 수준

단어
단어의 기억
문장의 이해

심상
시뮬레이션

언어 부호
명제

사례
사례

그림
심상 창조
공간적 사고

아이콘
그림

명제
다이어그램

사례
속성

문제
조건부 사고
유추적 사고

에피소드
예시

실용적 도식
도식, 원리

범주
범주

<표 Ⅱ-2> 추상성의 적용(Reed, 2016에서 재인용)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직접 정의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영역의 연구

들은 표상 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시각 기호의 관점에서 추상성은 사물의 본질적, 보

편적, 관념적인 내적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며, 추상성의 반대 개념인 구체성

은 사물의 현상적, 실재적 성질이 구체화되어 드러나는 것이다(신석규,

2009). 이러한 개념을 단계별로 정리한 Samara(2009)는 표현 양식을 ‘사실적

-구체적-도상적-추상적’으로 분류하여, 추상성이 낮은 것에서 높은 순서의

스펙트럼을 제안하였다. 사실적 표상은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

진의 사실주의와 직접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사용자가 매우 신속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 표상은 대상을 실재와 가깝게 표현한 일러스트레이

션 이미지를 의미한다. 사진보다 감정적, 시적, 유기적 의미를 전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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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상적 표상은 대상과 관련성을 가진 기호를 활용하여 성질을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도상적 표현은 최대한 절제된 묘사를 통해 정보를 쉽게 인

지하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추상적 표상은 기존의 형태를 허물고 개념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상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상징화하여 담고 있다.

조형요소가 단순하고 단색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추상성의 정의

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지만, 표상 양식을 중심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에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추상성을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지적 관점으로

정보 처리에 있어 시각적 심상의 실체를 확인하는 유용한 접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각적 심상에 한정하여 추상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합의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에 따

라 적절한 기준이 선별되어야 할 것이며, 해당 정의로 생성된 시각적 심상이

기대한 추상성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조치가 신중하게 고려되어

야 할 것이다.

2. 창의적 수행

가.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창의성은 정의가 다양하며, 다수의 요인으로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이다. 창의성 연구들은 창의성을 아이디어 생성의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으로 접근하는 확산적 사고(Torrance, 1974; Wallach & Kogan,

1965), 잘 정의되지 않은 개방형 문제에 독창적이고 유용한 해결안을 제시하

는 창의적 문제해결(Mumford, Baughman, Supinski, & Maher, 1996;

Vincent et al., 2002), 실제로 제작한 작품이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산물(Baer, 1991, 1993), 창의적인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성취를

달성하는 것에 주목하는 창의적 활동 및 성취(Hocevar, 1980; Runco, 1987)와 같

이 다양한 형식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와 함께 창의성은 산출

물, 과정, 사람, 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Cropley, 2000).



- 40 -

이에 다양한 방식으로 창의성의 정의를 다루고 있는 이전 연구들을 종합

하여 분석한 Plucker, Beghetto와 Dow(2004, p. 90)는 창의성을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하는 새롭고 유용한, 그리고 지각할 수 있는 산

출물을 생산하는 적성, 과정 및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따르면, 창의성은 구체적인 산출물을 생산하는 수행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또한 최종 산출물이 드러나기까지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 전제된다는 사실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창의적 수

행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고유한 가치를 가진다. 창의적 수행은 개인과 환경

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 과정으로 드러난 결과를 의미하므로(Feldhusen &

Goh, 1995; Oldham & Cummings, 1996; Woodman et al., 1993) 지각 할 수

있는 산출물과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

문이다(Mumford et al., 1997). 창의적 수행의 산출물은 모든 종류의 생산물

은 물론 아이디어를 포괄하므로, 창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일부 완성

된 제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창의적 수행은 창의적 잠재성이 행동적

으로 발현된 것이므로(Choi, 2004), 사람의 관점으로 창의성에 접근할 수 있

는 가능성도 가진다.

창의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속성을 정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다. 따

라서 어떠한 차원으로 창의성을 바라보느냐는 창의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창의성의 속성을 다양한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대체로 독창성과 유

용성이 가장 핵심적인 위상을 가진다(Plucker & Renzulli, 1999; Runco &

Jaeger, 2012).

독창성은 창의성의 실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이다(Runco & Jaeger,

2012). 연구에 따라서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독특한 아이디어가 독창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반대되는 특성은

일상적, 흔한, 전형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독창성만으로 창의성은 충

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 고려되는 것이 유용성이다. 독창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 아이디어나 산물은 창의적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유용

성 역시 효과성, 적절성, 적합, 실용성, 관련성 등으로 표현은 다양하지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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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필요성을 확보했는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같다.

이외의 요인들은 창의성을 무엇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창의성 연구를 주도해온 확산적 사고 관점에서는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

교성의 차원에서 창의성을 측정하고 수준을 인식한다(Torrance, 1974;

Norlander, Erixon, & Archer, 2000; Sosik, Kahai, & Avolio, 1998). 유창성

은 생성된 아이디어의 총 개수를 의미한다. 독창성은 생성된 아이디어 중 고

유성을 가진 아이디어의 개수이다. 융통성은 각 아이디어가 취한 접근(범주)

의 개수이다. 정교성은 개별 반응에서 세부적 표현의 양을 의미한다. 이들

요소는 창의적 사고의 양적, 질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조건에 해당

하는 아이디어의 개수를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양적 평가가 가능한 동시에,

얼마나 고유한지(독창성), 얼마나 질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했는지(융통성),

관련된 반응에 세부적 표현이 추가되었는지(정교성)를 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는 접근은 수행의 결과인 산출물

을 어떠한 차원에서 평가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창의성의 속성을 이해한다.

예를 들어, Isaksen, Dorval과 Treffinger(2000)는 개인이 새롭고 적절한 산

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노력이 창의성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창의성에 접근한다면, 사고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확산적 사고와는 다른 차

원에서 창의성의 속성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수행을 설명하는 차원

으로 독창성과 유용성은 공통적으로 활용된다. 여기에 창의적 산출물의 가치

를 질적으로 정제하고 사회적으로 가치를 보다 잘 인정받도록 하는 차원이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Besemer와 Treffinger(1981)의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 대한 3요인 구조 모

형(Creative Product Analysis Matrix, CPAM)은 다음의 세 가지 차원을 평

가 요소로 제안한다. 첫째, ‘새로움’ 차원은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재료, 과

정, 개념, 방법이 얼마나 새로운가를 의미하며, 고유성과 놀라움을 하위 요인

으로 포함한다. ‘해결’은 제품이 잘 작동하고 적절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며, 논리적, 유용한, 가치 있는, 이해 가능한 수준을 하위 기준으로 가

지고 있다. ‘정교와 통합’은 제품의 세련된 양식의 수준을 의미하며, 유기적

인, 잘 만들어진, 우아한 수준을 평가하는 하위 차원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평가 차원은 각각 독립적이며 안정적인 구조를 가진 구인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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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emer & O'Quin, 1999; O'Quin & Besemer, 1989). 이 중 ‘새로움’은 독

창성과, ‘해결’은 유용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정교와 통합’은

정제되고 발전된, 그리고 전체 진술이나 단위와 일관성을 가진 수준을 판단

하는 것으로, 창의적 산출물의 질에 대한 평가를 다루는 기준이다(Besemer

& O'Quin, 1999; O'Quin & Besemer, 1989). 이 구조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

된 CPSS(Creative Product Semantic Scale)은 폭넓은 맥락에 적용할 수 있

어 평가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CPSS의 한국어판을 개발하고 구조를 확인

한 김영록, 김순묵(2004) 연구에서는 ‘정교와 통합’을 ‘정교성’으로 명명하고

있다.

한편, 독창성과 함께 ‘질’이라는 차원에서 창의적 수행의 수준을 평가한

연구들은 세부 기준으로 유기성(Scott, Lonergan, & Mumford, 2005), 아이

디어 설명의 완성도(Mumford et al., 1997), 아이디어의 논리성(An et al,

2016)을 활용하였다. ‘질’은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양적 측면

을 고려하는 동시에 설명의 충실한 정도나 근거의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측

면에서 질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질 평가는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확인되며, 독창성, 유용성 등 다른 요인과 합산하여 전체 창의성 수준을 확

인하는 데에 사용된다.

창의적 산출물의 평가 차원으로서 대중성(popularity)이 독창성, 유용성과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Lovelace, 1986).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고 친숙해진

산출물은 긴 생명력을 가지므로, 해당 산출물의 창의성은 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이론, 개념, 사상과 같은 무형의 산출물도 대중이 쉽게 수용하고

공유하면 창의적 산출물로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으로 수용될 가능성은 창의적 산출물의 고유한 특성을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서의 창의적 수행인 경우, 독창성과 유용성 이외에 산출물의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 3의 차원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은 더욱 강조

된다. 디자인 영역의 창의성을 설명하는 기준으로 독창성, 유용성 이외에 아

이디어의 전달과 표현, 불명확한 아이디어이지만 다양한 시도가 드러난 수준

등은 ‘정교성’으로 명명되어 디자인 산출물 평가에 포함된다(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정, 2014). 창의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발명 영역에서도

영향력(impact)이 발명 창의성을 설명하는 핵심적인 차원 중 하나로 언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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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enderson, 2004). 영향력은 해당 발명품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그

리고 얼마나 오래 사용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러한 차원은 해당 발

명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 느낌 혹은 행동을 변화시키고, 발명품이 사

회적으로 채택될 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과 같이 창의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차원들 간의 관

계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각 차원은 창의성을 설명하는 요소이지만,

각 요소들의 합이 창의성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서로 다양한 관련성을 가

지기 때문이다.

우선, 독창성과 유용성의 관계는 창의성을 설명하는 필수적인 차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인 개념으로 인식된다. 독창성과 유용성은 창의성이라는 개

념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종종 상반된 특성을 보여준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독창성과 유용성 점수는 서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Goncalo et al., 2010; Rietzschel et al., 2010). 예를 들어, Runco와

Charles(1993)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성 과제를 부여하고, 두 명의

평가자가 독창성과 유용성을 평가하였는데, 유용성은 전체 창의성이나 독창

성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반면, 독창성은 전체 창의성과 강한 정적 관계

를 나타냈다.

따라서 독창성과 유용성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창의성을 설명하는데 있어, 독창성이

우선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Diedrich, Benedek, Jauk와

Neubauer(2015)은 창의성의 핵심 개념으로 오랫동안 합의된 독창성과 유용

성의 영향력이 동일한지, 상호작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창의성, 독창성, 유용성을 평정하도록 한 결과, 창의성과 독창성

사이에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유용성과 창의성 사이의 상관은 거

의 없었다. 각 하위 요인 점수의 영향력을 확인한 결과, 독창성은 창의성을

강하게 예측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유용성의 예측 정도는 적었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 유용성 점수와 창의성의 관계는 역 U자 패턴을 나타냈다. 즉, 독

창성이 있는 아이디어 내에서는 유용성과 창의성의 관계가 있으나, 유용성

자체만으로 창의성을 예측하지는 못하였다. 독창성은 창의성을 일반적인 수

준에서 예측하지만 유용성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은 유용성을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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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의 2차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독창성과 유용성 이외에 창의적 산출물의 평가에 고려되

는 차원들은 상대적으로 정의가 혼재되어 있다. 창의적 산출물의 활용 목적,

대상, 영역, 사회적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조작적 정의와 하위 차원들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Runco와 Jaeger(2012)는 창의성 연구들이 대부분 독

창성과 유용성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창의성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

는 추가적인 차원이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을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에 적용해 보면, 독창성, 유용성 이

외의 평가 차원으로 어떤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차원이 독창성이나

유용성과 구별되는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지, 혹은 다른 차원들과 어떠한 관

계를 가지는지 등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나

아가 창의성의 본질을 세부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

나. 과정 중심의 창의성 접근

창의적 수행은 창의성을 발현하는 절차나 과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Mumford et al., 1997). 따라서 창의적 수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

력과 창의적 산출물을 매개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보다 성공적

인 창의성 발휘를 위한 전략들이 이 과정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창의적 과정이 어떠한 절차와 요소로 이루어지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과정

중심의 접근이다.

창의적 과정이란 사고가 발달하는 절차, 또는 새롭고 적응적인 산출물을

이끄는 일련의 행동이다(Lubart, 2001). 따라서 창의성 연구에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이 창의적인 산출물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매개물이 곧 창의적 과정

이라고 인식한다. 자연스럽게 창의적 과정은 창의적인 개인을 정의하는 기준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Kaufman & Baer, 2004). 창의적 과정은 무엇을 생산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창의적 산출물이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 창

의적 과정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적 과정으로 창의성을

이해하는 연구는 창의적 산출물, 혹은 창의적인 개인에 관한 연구와 공통분

모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과정 중심으로 창의성에 접근하는 연구는 다음과 같은 논의들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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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은 양의 대안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창의성을 바라보는

확산적 사고는 창의성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식이자, 창의성 연구의 핵심이

되어 왔다. 또한 과정에 대한 관심은 창의성이 새롭고 적절한 산물을 창조하

는 것은 맞지만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이 새

롭게 조합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인식한다(Mumford et al, 1997;

Sternberg & Lubart, 1996). 이에 정보의 재조직 과정은 창의적 사고의 한

부분으로 주목한다.

과정의 관점으로 창의성에 접근하는 것은 절차적 기제에 주목한다는 의미

이다. 이에 창의성 연구에서는 여러 하위 과정을 정리하여 창의적 과정을 규

명하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창의적 과정 모형의 기본이 되는 대표 모형들은 4단계의 과정을 필수 요

건으로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Wallas(1926)나 Guilford(1950)의 4단계 모형

은 1) 준비(preparation), 2) 부화(incubation), 3) 조망(illumination), 4) 검증

(verification)으로 과정을 구분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전통적인 창의적 과정

모형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후의 모형들은 사실상 이 모형의 변형으로 여겨

진다(Basadur, 1995).

이후 창의적 과정 모형은 문제의 발견과 문제를 표현하는 과정, 혹은 문

제를 구성하는 과정이 각각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통적인 4단계 과

정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 따라 창의성 향상 방

안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평가받는 CPS(Creative Problem Solving)

모형은 단계별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조화롭게 활용하는 것을 강

조한다(임철일 외, 2009; Treffinger et al., 2000). CPS 모형은 창의적 수행

과정을 ‘관리 요소’와 ‘과정 요소’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관리 요소’는 ‘과

정 요소’에 포함된 단계들을 분석, 선택, 안내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정 요소’는 ‘도전의 이해’, ‘아이디어의 생성’, ‘행위를 위한 준비’라는 요소

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요소 안에는 ‘기회의 구성(constructing

opportunities)’, ‘자료의 탐색(exploring data)’, ‘문제의 골격 구성(framing

problems)’, ‘아이디어의 생성(generating ideas)’, ‘해결책의 개발(developing

solutions)’, ‘수용토대의 구축(building acceptance)’의 세부 단계가 있다. 이

여섯 단계마다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반복하여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데, 실제로 CPS 모형을 활용한 수업 모형은 학습자들의 창의성 증진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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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임철일, 홍미영, 박태정, 2011).

또 하나의 흐름은 아이디어 생성을 위한 사고 과정과 아이디어 선택을 위

한 사고 과정은 다르다는 관점에서 2개의 하위 과정으로 창의적 과정을 규

명하는 연구들이다(Basadur, 1995; Joyner & Tunstall, 1970; Runco &

Chand, 1995).

Campbell(1960)이 제안한 ‘변동과 선택적 정체 모형’(variation and

selective retention model)은 이러한 두 차원의 창의적 과정을 이해하는 기

반이 되었다. 이 모형에서 제시하는 ‘변동’이란 다양한 아이디어를 관련된 정

보나 지식에 근거하여 생성하는 과정이이며, 가능한 다양하고 많은 양의 아

이디어 생성을 목표로 한다. ‘선택적 정체’ 과정은 생성된 전체 아이디어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기준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만이 유지된다.

창의성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가치가 없는 아이디어는 이 ‘선택

적 정체’ 과정에서 검열된다. 즉, 적절성이 확보된 아이디어는 유지되며, 특

정 영역에서 이해되고 수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정되면서 창의성이 드러

나는 것이다. 이 모형을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생성과 선택(혹은 평가)을 창

의적 생산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모형들이 등장하였다. 예를 들어

Guilford(1950)가 제안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Basadur, Graen, &

Green(1982)이 제안한 아이디어 생성-평가 모형이 이에 해당한다.

아이디어의 생성과 평가로 크게 구분한 모형들은 각각 독창성과 유용성

(혹은 적절성)이라는 창의성의 속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Yuan & Zhou,

2008).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생성(혹은 변동) 과정에서, 유용성은 평가(혹은

선택적 정체) 과정에서 확보되기 때문이다. 생성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

가 자유롭게 생성되면, 이 중에서 얼마나 독창적인지 판단하여 최종 산출물

이 결정된다. 한편, 평가 과정에서는 최종 산출물이 적절한지, 가치가 있는

지, 정확한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모호하고 쓸모없는 아이

디어를 제고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선별된 아이디어들은 보다 완성도를 가

진 것으로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최종 산출물은 두 과정이 가장 잘 효과적

으로 자동할 때 가장 창의적이다.

Basadur(1995)는 창의적 수행을 아이디어 생성과 평가의 순환으로 정의하

였고 이것을 문제해결 착수 단계와 최종 실행 단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Runco와 Chand(1995)는 아이디어 생성과 관련된 것이 일차적 과정이며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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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되고, 비논리적이며, 주관적인 사고에서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

였다. 그리고 이 단계의 아이디어는 재료가 되어 현실 기반, 통제된, 평가적

인 이차적 과정을 통해 다듬어진다. 따라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후속 과정과 관련된다.

같은 맥락에서 Engel, Fries와 Singer(2001)는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하향

식 접근을 기대 중심 정보 처리(expectation-driven information processing)

라고 명명하고, 이것이 독창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 창의성은

결국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선행 지식이 독창성을 만들어 내는 자원이 되므

로(Abraham, Windmann, Daum, & Güntürkün, 2005), 창의적이 되고자 하

는 기대를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느냐가 독창성의 발현을 결정

짓는다. 하향식 접근은 스포트라이트가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불빛을

좁게 비추면, 기존의 활성화된 지식과 기대감의 영향이 선택된 표상에 상대

적으로 강하게 집중된다. 반면, 하향식 접근을 통제한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관련된 지식의 범위도 넓게 분산하여 표상됨으로써

관련성을 가진 많은 것들이 함께 활성화된다.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제는 기

존에 존재하는 개념의 구조를 넘어 관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분산된 하향식 접근은 개념을 확장하여 사고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인지적 처리가 독창성의 증진을 이끈다는 것이다. 단, 연구자들은 이러한 인

지적 처리가 창의성의 하위 요인으로서 유용성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다고 보았다.

시각적 심상의 활용에 주안점을 두고 Finke 등(1992)이 제안한 제네플로

어 모형(geneplore model) 역시 창의적 사고 과정을 두 개의 과정으로 설명

한다. 생성 과정(generation process)은 ‘발명 전 구조’(preinventive

structures)로 불리는 심적 표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견한 것

이 이후 탐색 과정(exploration process)에서 다시 생성되거나 수정되면서 의

미 있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발명 전 구조’는 특정한 용도가 결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물건과 같이, 물품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진 후에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발명 전 구조’는 외현화된 창의적 산출의 시초가

되는 사고로서, 창의적 탐색 기간 동안 생성되고 재생되며 수정된다. 처음

탐색이 만족스러운 해결안을 가져오면 최초의 ‘발명 전 구조’는 창의적 산출

물을 직접적으로 이끌게 되지만, 탐색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처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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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수정한 다음 수정된 구조에 맞게 탐색적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

한 절차를 반복하면서 특별한 주제나 문제에 적절한 외현적 구조에 초점을

좁히거나 더 일반적인 개념적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구조를 확장하게 된다.

따라서 생성 과정은 정보의 회상, 아이디어 연합, 통합, 전환, 유추적 전이

등과 관련이 있다. 반면, 탐색 과정은 ‘발명 전 구조’를 해석하고, 가설을 검

증하며, 한계점을 검색하는 작업과 관련된다. 이 모형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역할이 ‘발명 전 구조’의 생성을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각적 심상을 통해

형성된 형태들을 덜 관습적인 방식으로 탐색하고 해석하는 가운데, 새롭고

유용한 창의적인 산출물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형은 창의성 교육

에 적용되었을 때 창의적 수행을 증진하는 교육효과 가진다(한윤영 외,

2018).

[그림 Ⅱ-1] 제네플로어 모형 구조(Finke et al., 1992에서 재인용)

창의성은 개인, 결과, 과정, 환경 등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고 다양한 방식

으로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에 창의적 수행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정의

하고, 창의적 수행을 평가하는 차원에 따라 창의성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은

여러 관점을 포괄하며 창의성의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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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창의적 수행의 중요한 평가 차원을 규명하고, 산출물이 생산되기까지

의 과정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의 틀은 창의성 연구에 매우 적합하다. 나아가

과정별로 최적의 전략을 발굴하여 최종 산출물의 수준을 차원별로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이 확보된다면, 창의성 교육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

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논의하기에 앞서, 전반적인 창의성

과의 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성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은 개

념의 기본 속성을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Piirto(2004)는 창

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영감(inspiration), 심상(imagination), 직관

(intuition), 통찰(insight), 부화(incubation), 즉흥성(improvisation)으로 정리

하는데, 이들 요소는 모두 내적 심상을 의미하는 접두사(in-)를 가지고 있다.

이에 창의성의 발현 기제에 심상의 가치가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설명하였

다. 또한 Karwowski와 Soszynski(2008)는 심상적 사고를 새로운 정보와 기

존에 알고 있던 정보 사이의 유사성을 비교하여 정보를 재구성하는 비유적

사고라고 명명하였다. 따라서 심상을 활용한 사고와 창의적 사고는 공통점을

가진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심상 이론을 정립한 Kosslyn(1980)은 심상을 생성, 검색, 변형하는

과정을 규명하면서, 심상의 조작 과정이 창의적 사고와 깊은 연관을 가진다

고 보았다. 심상이 창의적 사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이유는 심상을 통해 정보

처리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전체 정보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며, 이들의 관

계를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연구를 통해 더욱 가시화되어 왔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은 창의적 성취를 이룬 인물의 사례를 수집

하거나, 심상 생성 능력과 창의성 과제 점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이 주

를 이루었다(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2010; Miller, 2007).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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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 점수의 정적 관계, 혹은 시각적 심상이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창의성 발현을 위해 시각적 심상이 적극

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과학자나 예술가들와 같이 창의적이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사례를 확보한 연구들은 이 둘이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근거

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Rosenberg(1987)는 13명의 전문 예술가들을 인터

뷰한 연구에서 작품 활동 중 이들이 1) 이미지의 수집과 저장, 2) 창작활동,

3) 완성된 작품에 반응하는 데에 심상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장된 Rosenberg와 Epstein(1991)의 연구에서는 예술가들이 창의

적 수행 전체 과정, 즉 아이디어를 얻은 시점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까지 지

속적으로 심상을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창의적이라 평

가받는 예술가들은 인지적 영재성을 가진 성인, 대학원생에 비해 심상 활용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iechowski, Silverman, & Falk

1985). 과학 분야에서도 사례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과학 분야의 위

대한 발견과 관련된 연구나 일화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 발

견 과정에 심상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Daniels-McGhee & Davis, 1994). 과학자 및 과학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전문가들은 창의적 수행을 위해 학생들의

심상 활용을 자극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Taylor, Jones, Broadwell, &

Oppewal, 2008).

사례 연구와 함께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대표적인

연구 방법은 두 가지 변인의 상관을 확인하는 것이었다(Forisha, 1978, 1983;

González et al., 1997; Khatena, 1975, 1978; Rhodes, 1981; Parrot &

Strongman, 1985; Shaw & Belmore, 1982; Shaw & DeMers, 1986). 시각적

심상의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창의성 점수와 비교한 연구들은 대체로

심상의 선명도나 통제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 수준을 활용하였고, 확산적 사

고 과제 점수를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사람들이 인식한 자신의 심상 형성 수

준과 창의성 점수는 약하지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Campos &

González, 1993; Forisha, 1983; Shaw, 1985; Schmeidler, 1965; Shepard,

1978).

다수의 연구가 확산적 사고 과제의 점수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창의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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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과의 관계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지만, 디자인 프로젝트 수행에서 시각

적 심상은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요인이었다. Liang과 Lin(2015)의 디자인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과제의 창의성 점수는 개인이 인식

한 심상 활용 수준과 정적인 상관을 가졌다. 이 연구에서는 Liang과

Chiang(2014)의 연구에 기초하여 심상의 유형을 낯선 대상을 탐색하고 새로

운 아이디어를 생산적으로 만들어 내는 ‘개시 심상(initiating imagination)’,

개인의 직관, 감수성, 예민함을 활용하여 현상의 핵심을 심적으로 포착하고,

목표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집중과 논리적 변증법을 통해 형성

하는 ‘착안 심상(conceiving imagination)’,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형성하고 다

양한 영역과 상황에서 알게 된 것을 재생산하는 ‘변형 심상(transforming

imagina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심상 활용과 창의성의 평가 차원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융통성 점수와 착안 심상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독창성

점수와 개시 심상의 상관, 융통성 점수와 변형 심상의 상관이 그 다음 수준

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가졌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시각적 심상과 창의

성의 관계는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수준이었다(Campos & Pérez, 1989;

Campos & González, 1994; Campos & González; 1994; Parrott &

Strongman, 1985; Schmeidler, 1965).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력이 3%로 낮은 수준이었다

(LeBoutillier & Marks, 2003).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

질적인 예측력이 미미한 주된 원인으로 창의성의 여러 속성에 따른 차별적

관계가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제기되었다(LeBoutillier & Marks,

2003; Palmiero et al., 2011). 전반적인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두 변인간

의 관계는 창의성의 평가 차원에 따라 정적 관계, 부적 관계 및 유의한 관계

가 확인되지 않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arrot과 Strongman(1985)의 연구에서는 심상의 선명도 점수

와 도형 창의성의 유창성 점수 간에는 부적 상관이 있었고, 정교성 점수와는

정적 상관은 나타냈다. 반면, 심상의 통제성 점수는 언어 정교성 점수와만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Palmiero 등(2011)는 Finke(1990)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형 통합 과제를 학생들에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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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 선명도 점수는 유용성 점수와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연구자들은

심상의 선명도가 높은 경우, 자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떠올리게 되므로 유용

성 점수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독창성과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

은 이유는 제시된 도형들을 특정한 범주(도구, 장난감 등) 내에서 통합하도

록 제시했기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를 유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를 확장하여 이후 수행된 Palmiero 등(2015)의 연구에서

는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개인 특성을 측정하고, 창의적 통합 과제를 제시하

여 창의성 수준을 평정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적 심상을 잘 활용하는 개인

특성과 관련성을 가진 것은 독창성 점수였다. 그러나 심상의 선명도 점수와

유용성 점수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회귀 분석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자들은 이전 연구의 결과와 달리 유용성이 부

적 관계를 가진 원인이 과제 수행을 단계별로 구분하도록 한 연구 설계로

인하여 유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분리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해석하였다.

Palmiero, Nori와 Piccardi(2016)가 실시한 연구에서는 시각자-언어자 검사

(Visualizer-Verbalizer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시각적 자극의 처리에 대한

선호 수준을 확인하고, 창의적 통합 과제(creative synthesis task)(Finke,

1990)로 시각적 창의성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시각자 경향성이 높을

수록 독창성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유용성 점수와의 유의한 관계

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창의성을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느냐에 따라 시각적 심상과 창의

성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 인지적 활동이 특정 요인

과 보다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orrison과 Wallace(2001)는 심상의

선명도와 창의적 심상 통합 과제(creative mental synthesis task)의 수행 수

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심상의 선명도는 창의성 과제의

확산적 생산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가졌으나, 다른 하위 점수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심상의 선명도가 높은 경우, 사람들은 심상을 정제하면서

과제에 집중했을 것이다. 하지만, 떠올린 심상에서 새로운 구조를 발견했다

고 하더라도, 이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잘 했다고 볼 수 없다. 즉,

심상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에는 유용하지만, 아이디어를 평가하

는 것과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평가 도구의 차이로 인하여 창의성 평가의 차원별 관계가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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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Shaw와 Belmore(1982)의 연구에서 RAT 점수와 심상의 선명도는 유

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확산적 사고 과제와 심상 선명도간에는 유

의한 상관이 있었다. Palmiero, Nakatani, Raver, Belardinelli와 van

Leeuwen(2010)의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창의성 과제를 도입하고, 시각적

심상을 측정하는 도구도 다양화하여 둘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창의성 수준은

심상 통합 과제(독창성, 유용성), TTCT(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대

안적 사용 과제(alternate uses test)(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를 활용

하였다. 시각적 심상은 선명도, 심상의 회전 속도, 시각적 탐색 속도, 시각적

재구조화 속도 등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적 심상

의 선명도, 심상의 회전 속도, 탐색 속도와 시각적 창의성 관련 과제(심상

통합 과제, TTCT)의 하위 점수와의 상관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시각적

재구조화 속도 점수만 과제에 따라서 하위 점수와의 상관이 정적으로 유의

하기도, 부적으로 유의하기도 했다.

한편,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가 실제로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

적 관계를 가진다는 입장의 연구들도 있다. Ascher(2000)의 연구에 따르면,

보다 창의적이라고 평가 받는 예술가들과 비예술가들이 시각적 심상으로 도

형을 회전하는 과제를 수행한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Campbell,

Collins와 Watson(1995)는 두 변인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확인되지 않는 것

은 창의적 수행과 관련된 것이 시각적 심상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 능력이라

고 분석하였다. 더욱이 시각적 심상 능력이 창의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심상 처리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

기 때문이다(Kwiatkowski, Vartanian & Martindale, 1999; Vartanian,

Martindale & Kwiatkowski, 2007). 창의적인 사람들이 선명도가 높은 시각

적 심상을 강하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창의적 수

행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각적 자극은 걸러내면서 신속하게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람들은 강하게 유발되는 선

명한 심상을 통제하는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생성되는 심상으로 인하여 동시에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많아진다면, 창

의적 수행에서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연구들을 종합하면,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이 명확하게 정적인 관계를 가

진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무리가 있다. 더욱이 다수의 연구가 사례연구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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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연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확정할 수 없다. 이전 연구들의 결과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원인으로 창의성의 평가 방법 및 평가 차원별로 다

른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창의성을 설명하는 속성을 다양

한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둘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정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예상된다.

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으로 확인한 연구는 드물다. 우선 창의성의 수준을 정보의 재구성, 패턴 발

견, 문제해결, 확산적 사고와 같이 측정이 간명한 방식으로 측정한 연구 사

례가 주를 이룬다. 또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직접적인 예측변인으로 다

루어지기 보다는 특정 유형의 시각적 심상을 생성하여 추상적 사고를 유발

하거나, 추상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경험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사한 관점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바탕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가 어떤 양

상을 나타낼 것인지 추론해 볼 수 있다.

1)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는 추상적 사고, 혹은 추상성이 높은

시각 자료의 활용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사고는 추론이나 문제해결에 유용하며 보다 좋은 문

제해결 방안을 학습하는 기술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왔다(Cheng, Holyoak,

Nisbett, & Oliver, 1986; Chi, Glaser, & Rees, 1982). 추상은 적용

(application), 비유(analogy), 조합(combination)과 함께 창의적 인지의 한 유

형으로 분류되는데(Welling, 2007), 추상적으로 정보가 표상된다는 것은 상징

화, 분류, 구별, 패턴 인식 등과 같은 인지적 조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새로운 구조의 패턴을 발견

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정보를 분류하도록 이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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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관련 연구들은 창의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추상성이 높은

사고를 하거나 추상성이 높은 방식으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경향성에 주

목하였다. 대표적으로 Rothenberg(1979)는 높은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인 예술가나 과학자들의 사고 과정에 다음 두 가

지 특성이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창의적인 사람들은 여

러 대상이 공유하는 속성을 두 개 혹은 그 이상 인식하거나 새로운 정체성

을 발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둘째, 서로 반대되는 아이디어, 이미지, 개념

들을 동시적으로 상상하는 경향을 가졌다. 이들 특성은 하나 이상의 대상이

지니는 속성의 핵심이나 관계를 발견한다는 점에서 추상적인 사고에 해당한

다. Shaw(1985)의 연구에서도 창의성이 높은 중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시

각적 심상을 많이 활용했으며, 특히 영재학생들 중 창의성이 높은 학생들은

구체적인 그림보다는 다이어그램과 같이 정보를 시각적으로 조작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은 추상이 높은 방향으로 시각적 정보를 조작하는

것이 구체성이 높은 조작 방식보다 창의성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

었다.

시각적 심상과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의 특성은 아니다. 일반인들도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시각적 심상과 문제해결의 관계를 탐색한 대표적

사례인 Kosslyn 등(1990)의 연구에서는 일반인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심상

의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면서 발생 빈도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특별한 의도 없이, 또는 다른 심상과의 관련 없이 떠오르는 연상적 심상이

전체 빈도의 56%를 차지하였다. 이 연상적 심상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이 있

는 것이었다. 반면,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유발된 심상의 경우, 특정 대상

(object)이 있는 심상이 물론 높은 비중(53%)을 차지했으나, 추상적 심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20%). 일상적인 심상 경험과 달리,

문제해결 과정에서 활용되는 심상은 추상성이 높다는 사실은 문제해결 상황

에서 심상의 추상성을 높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후의 연구들은 실제 문제해결 과제에서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작하여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Abu-Obeid(1998)의 연구에서는 추상성이 높은 심상이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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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실험연구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간적 문제해결에 심상의 추상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를

활용한 길찾기 과제를 활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심상의 유형은

추상적인 심상와 원근도법적(scenographic) 심상으로 구분하였다. 추상적 심

상은 위상기하학(topological geometric) 체계에 따라 2차원 공간에 이미지를

표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지도 방식으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다.

원근도법적 심상은 감각적 정보(건물의 윤곽, 모양, 표면의 질감, 입구 모양

등)를 포함한 그림 형식으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추상적 심상 조건에 비

해서는 구체성이 높은 심상이 활용된 조건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추상적 심

상을 활용하도록 한 집단의 문제해결 수준이 더 우수하였다. 특히 길찾기 오

류가 유의하게 적었다. 이는 추상적인 심상이 고차원적 구조로 정보에 접근

하며 간명하게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세밀한 정보를 모두 저장하고 처리

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었다. 특히 연구자들은 길찾기 과제에서 구체

성이 높은 심상을 활용하게 되면, 해당 경로를 보행하는 것처럼 많은 정보를

추적하는 경험이 동반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관련 경험을 회상하는 작업과

정보를 조합하는 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추상적 심상이

문제해결에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하면, 추상성이 높은 심상이 창의적 수행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기제는 주로 다음 세 가지 관점으로 정리된다.

첫째, 추상성이 인지적 융통성(cognitive flexibility)을 자극하여 창의적 수

행을 촉진할 수 있다. 전체 구조를 지각하고 처리하는 것은 지엽적인 구조나

세부적인 특성을 처리하는 것보다 문제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의 범위

를 확장한다. 광범위한 주제를 활용하면, 일반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범주까

지 포함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범위의 주제에만 집

중할 경우에는 융통성을 발휘할 가능성도 낮아지므로 창의성을 제약할 수

있다(Förster, 2009; Förster et al., 2004). 추상성으로 유발되는 인지적 융통

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Ward 등(2004)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의성 과제는 지구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외계 생명체를 새롭게

고안하여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집단은 구체적인 동물을 머릿

속으로 상상하도록 했고(예: 달에 사는 새), 두 번째 집단은 외계가 어떤 환

경인지에 대한 정보만을 제시하였다. 즉 첫 번째 집단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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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것이고, 두 번째 집단은 추상적인 원리를 제시함으로서 사고의 추상성

차이를 유발하였다. 연구 결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한 집단보다 추상적인

정보를 제공한 조건이 독창성 점수가 우수했다. 과제 내용을 변경하여 실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 추상적인 정보를 활

용하는 것이 사고의 확장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여러 범주를 넘나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한 것이다.

둘째,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정보는 인지적 고착(fixedness)의 유발을 억

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된다. 예시의 제공은 잠복기

억, 혹은 무의식적 표절이 발생하도록 하므로, 이 예시에서 벗어난 사고를

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을 저해한다(Chrysikou & Weisberg, 2005;

Ward, 1994). 특히 구체적인 사례가 예시로 제공되는 경우, 해당 사례가 가

진 세부 속성들에 사고가 집중되면서 예시와 다른 범주의 아이디어를 탐색

하는 데에는 더욱 제약이 된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한 Ezzat 등(2018)의 연

구에서는 예시가 인지적 고착을 유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예시를 벗어

나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안내하면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 단, 추상적

인 정보로 구성된 예시인 경우만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상위 범

주의 정보나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정보가 예시로 제공되는 경우, 예

시에서 벗어나야 할 이유를 추론함으로써 다른 범주의 아이디어를 생성했기

때문이었다.

셋째, 추상적인 시각적 심상을 표상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지니는 지각적

특성에서 벗어난 사고의 기회를 가지기 때문에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이다.

Intons-Peterson과 Roskos-Ewoldsen(1989)의 ‘심상의 지식 가중 모

형’(knowledge-weighted model of imagery)에 따르면, 대상이 가진 의미가

적을수록 이를 활용한 과제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경향성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Roskos-Ewoldsen(1998)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친숙하지 않은 물건

을 가지고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스케치를 활용하며 과제를 수행한 조

건이나 상상만으로 처리하는 조건이 수행 결과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상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적은 경우, 지각적 속성에 대한 정보

도 적다. 따라서 사람들은 장기기억의 그대로 재생하여 과제를 수행하지 않

고, 상식적 접근에서 벗어난 시도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경험과 상식과

차별화된 접근은 독창성을 유발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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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뇌신경학 연구는 뇌의 기능적 특성에 근거하여 추상적인 사고

와 창의적인 사고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안한다. 추상화는 소뇌가 담당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소뇌가 혁신적인 사고와 관련성이 높다는 연구

들을 근거로 추상화와 창의적 사고가 관련성을 가진다고 예상한다

(Vandervert et al., 2007).

2)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정보의 구체성을 활용하고, 분석적 사고를

적용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제 수행 전략으로서의 이점을 바탕으로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들을 정리하면,

주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추상성이 낮은(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구체성을 정의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시각적 심상의 유발 가능성인

만큼, 기본적으로 구체성이 높은 표상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이다. 추상성과 반대되는 구체성을 정의하는 다양한 기준 중에, 심상의

생성 가능성은 많은 연구에서 활용하는 기준이다(Burgoon et al, 2013). 특정

단어가 제시되었을 때, 그 단어가 표상하는 대상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심

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정도를 심상성(imgeability)이라고 한다(Paivio,

2013). 구체적인 단어에 비해 추상적인 단어는 해당하는 대상이 시각적인 형

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호하기 때문에 심상성이 낮다. 심상성이 높은 단

어, 즉 구체적인 단어는 높은 심상성을 바탕으로 재인 속도가 빠르며 보다

정확하게 기억된다(김민정 외, 2009; Nittono et al., 2002). 예를 들어,

David(1998)의 연구에서 폭넓은 쟁점을 포괄적으로 구성하여 추상성이 높은

보도기사보다 특정 대상, 재료, 사람, 사건을 언급하여 구체성이 높은 보도기

사의 회상은 우수했다. 구체성이 높은 지식이나 정보는 심사의 활용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다량의 정보와 복잡한 구조를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이 구체성이 높아 시각적 심상을 활용함으로써 수행이 증진

되는 현상을 구체성 효과(concreteness effect)라고 한다(Paivio, 2013).

둘째, 구체성이 높은 시각 정보는 정보처리의 속도가 보장되므로, 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중부호화이론

(dual coding theory)(Paivio, 1991)에 따르면, 추상적 개념은 언어적 표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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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지만, 구체적 개념은 비언어적인 심상적 표상도 함께 활용한다. 구체

적 개념은 언어적 표상은 물론 심상적 표상에 직접적인 경로를 가지고 있으

나, 추상적 개념은 심상적 표상과는 간접적인 경로로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종교’라는 개념은 심상적 부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대체로 ‘교회’라는

심상적 부호를 통해 표상된다. 따라서 추상적 개념이 심상으로 생성되어 처

리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개념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상적 개념의

처리는 상대적으로 처리 속도가 늦게 된다. 추상성이 낮은 시각 정보는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으므로, 많은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과제 수행 조건에서

인지적인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맥락 가용성 모형을 제안한 Barsalou와 Wiemer-Hastings(2005)은

맥락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인해 구체적 접근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지식의 구체성과 추상성은 관련된 상황 맥락을

기준으로 핵심 내용에 차이가 있다. 구체성이 높은 개념은 좁은 범위의 상황

을 표상하므로 보다 지각적이며 심동적 정보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추상성

이 높은 개념은 넓은 범위의 상황과 관련되어 사회적, 성찰적, 정서적 정보

를 담고 있다.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처리할 때 사람들이 보다 복잡하고 넓

은 범위의 상황들에 접근해야 하므로 인지적인 부담은 증가한다. 따라서 상

대적으로 구체성이 높은 정보의 처리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넷째, 인간이 시각적 심상을 처리하고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구체

적 접근으로부터 시작하므로, 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보다 수행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인간의 사고 특성은 구체적 접근에서 출발하여

점차 의미를 해석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경향성이 있다. 예를 들어,

Vallée-Tourangeau, Anthony와 Austin(1998)의 연구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경험에 근거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전략이 먼저 등장했고, 이후에 의미를

활용한 전략이 이어졌다. 이러한 관점은 시각적 심상이 정보를 처리하는 방

식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시각적 심상의 초기 연구들은 대체

로 시각적 심상의 하향식 접근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모호한 시각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개인이 이 시각적 이미지를 개념적으로 재정의하지 않으면

재구조화기 어렵다는 입장이 우세하였기 때문이다(Chambers & Reisberg,

1985; Reisberg & Chambers, 1991; Reisberg et al, 1989). 그러나 이후의 연

구들은 시각적 심상의 조작 과정을 상향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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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심상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을 인지하고, 결합하고, 묘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전체 심상의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Peterson,

Kihlstrom, Rose, & Glisky, 1992; Brandimonte & Gerbino, 1993).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구체성이 높은 정보, 즉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정보

를 문제해결에 먼저 적용하는 것이 추가적인 인지적 노력 없이 과제 수행에

몰입하도록 하는 조건이 될 것이라 예상된다.

다섯째, 시각적 심상의 세부적인 부분에 집중하면서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분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새로운 발상을 자극할 수 있다. 추상성이 총체적(holistic)인 접근이고 구체성

은 분석적(analytic)인 접근이라는 정의를 적용하면, 구체성이 높은 심상의

활용은 대상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이전과는 차별화

된 관점을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Anderson과 Helstrup(1993)이 제안한

‘시각적 탐색 모형’(visual discovery model)은 시각적 자극을 세밀하게 분해

하는 접근이 창의적인 과제 수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각적 자극

이나 시각적 심상은 이를 구성하는 부분들을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여 형성한 하나의 패턴을 전체적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안정성을 가진 부분들은 하나의 패턴을 보다 수월하게 형성하며, 지각적으로

응집성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인지적 처리의 속도를 높인다. 하지만 전체적인

패턴이 안정성을 가지는 것은 시각적 정보가 해체되는 것을 저지하는 방해

효과(inhibitory effects)를 가진다. 따라서 기존의 일상적이고 전형적인 형태

를 분해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독창성이 높은 아이디어로 발전

할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Chrysikou, Motyka, Nigro, Yang과

Thompson-Schill(2016)은 아이디어 생성 과제에서 대상의 구체적인 속성을

먼저 탐색하는 상향식 접근이 새로운 발견을 이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창의성 발휘 수준에 차이가 있는 과제들을 제시하고,

과제 수행에 활용한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성 수

준이 낮은 과제 조건에서는 대상의 대표적인 기능에 먼저 주목한 하향식 접

근을 활용한 빈도가 높았다. 반면, 보다 높은 창의성을 요구하는 과제에서는

대상의 구체적인 속성에 주목한 상향식 접근의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

는 핵심 기능에 주목한 추상적 접근은 기존의 규범적인 속성에 사고가 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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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록 한 반면, 세부적인 구조나 외형에 주목하도록 한 구체적 접근은 전형

적인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창의적 과제 수행에서 유용

한 전략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Gilhooly, Fioratou, Anthony와

Wynn(2007)은 확산적 사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어떠한 사고 과정이 이루

어지는지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로토콜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가지

유형의 전략과 2가지 유형의 과정을 거쳐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략으로는 1) 장기기억에서 기존의 기억들을 인출하기, 2) 속성을

활용하기, 3) 보편적, 일반적인 기능에 주목하기, 4) 구성요소들을 분해해서

각각의 구성성분들에 주목하기가 활용되었다. 수행 과정은 1) 명명한 것을

반복 언급하기, 2) 이전에 제시된 보편적인 기능을 반복 언급하기가 확인되

었다. 장기기억에서 기존의 기억들을 인출하는 것과 구성 요소들을 분해하여

세부 요소들에 주목하는 전략은 나머지 전략들과 비교하여 구체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분류되었다. 분석 결과, 독창성 점수는 기억하기, 보편적 기능에 주

목하기,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주목하기 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구성 요소를 분해하여 각각의 구성 성분에 주목하는 전략이 독창성 점

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은 기억하기

였다. 구체성이 높은 표상이 과제의 독창성 수준을 높여 준 것이다.

더욱이 구체적인 예시가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제한

조건이 되어 창의성 발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Sagiv 등(2010)의 연구에서

는 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예시를 활용하는 것은 창의성 과제의 공간을 한정

하기 때문에 창의적 성취에 도움이 되었다.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나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이 모두 창의

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창의성을 바라

보는 관점, 평가의 차원, 과제 수행의 조건, 개인의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다른 기제로 설명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4. 시각적 심상과 인지양식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탐색하기 위한 연구에서 개인차의 이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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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수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Ivcevic & Mayer, 2006; Shalley, Zhou, & Oldhan, 2004). 기본적으

로 시각적 심상 연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주제 중 하나는 심상을 활용하

는 능력에서의 개인차이다. 심상 연구의 초기부터 개인이 인식하는 심상의

선명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어 왔고(Richardson, 1994), 개인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심상의 생산성, 밀도, 활용 방식 등에서도 차이가 확인되고

있으며(Kavakli & Gero, 2001), 발달적으로 연령에 따라 심상의 내용에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LeBoutillier & Marks, 2003).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개인의 인식, 기억, 사고 및 문제해결 방식을 결정

하며, 일관성을 가진 태도, 선호, 습관적인 전략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시각

적 심상의 활용 특성은 개인의 인지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Messick,

1984).

대표적으로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인지 양식으로는 단일 차원에서 시각적

양식과 언어적 양식을 구분하여 시각적 학습 선호자와 언어적 학습 선호자

를 확인하는 접근이다. 예를 들어, Riding과 Cheema(1991)는 인지양식 유형

을 총체적-분석적(wholist-analytical, WA) 차원과 언어적-심상적

(vervaliser-imager, VI)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WA 차원은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습관적 방식을 의미하는데, 누군가는 정보를 부분/구성요소로 접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전체로 정보를 바라본다는 것이다. 한편, VI 차원은 사

고를 하는 동안 기억에서 정보를 재현하는 개인의 습관적 방식을 기준으로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언어학습자는 정보를 단어나 언어의 조합으로 간

주하며 처리하는 경향이 있고, 시각학습자는 정보를 즉시 능숙하게 심적인

그림으로 경험한다. WA 차원과 VI 차원은 상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WA 차원과 VI 차원에 포함된 두 가지의 인지 양식 역시 서로

낮은 상관을 가진다(Riding & Pearson, 1994). 따라서 총체적 시각학습자

(WI), 분석적 언어학습자(AV), 총체적 언어학습자(WV), 분석적 시각학습자

(AI)라는 4가지 유형으로 인지양식을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독립적

인 심리 구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신경학적 관점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뇌의 기능이나 뉴런의 수준

에서 나타나는 차이로 인하여 시각적 심상이 다시 두 가지의 하위 구조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Farah et al, 1988; Kosslyn, 1994). 우선,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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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각 정보는 일차 시각피질에서 측두엽으로 연결되는 복측 경로를 통하

는 것과 비교하여, 대상과 관련된 시각 정보는 일차 시각피질에서 두정엽으

로 연결되는 배측 경로를 통하여 처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Ungerleider &

Haxby, 1994). 이와 함께 공간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언어 선호자

(verbalizer)는 대체로 수행 결과가 중간 수준이지만, 시각 선호자(imager)는

수행 수준이 뛰어난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확인되는 연구

들이 이어지면서, 시각 선호자를 두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문

제의식이 제기되었다(Kozhevnikov, Hegarty, & Mayer, 2002). 이러한 관점

에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인지양식이 크게 두 가지로 제안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 흐름에 기반을 두고 Blazhenkova와 Kozenvnikov(2009)는 시

각적 심상 및 언어 정보의 활용과 관련된 인지 양식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

명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언어 정보를 선호하는 인지양식은 하나

의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시각 정보를 선호하는 인지양식은 대상적 처리를

선호하는 유형과 공간적 처리를 선호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에 해당

하는 대상심상자(object imager)는 모양, 재질, 색상 등을 회화를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심상을 구성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유형이다. 이와 비교되는

공간심상자(spatial imager)는 대상들의 관계나 위치를 도식적으로 표상하여

공간상에서의 변형을 수행하기 위해 심상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가

지의 시각적 인지 양식은 개인의 안정적인 속성이며 하나의 능력인 동시에,

선호를 반영한다. 또한 두 인지양식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즉, 공간심상 양식이 강하면 대상심상 양식이 약한 경

향이 있으나, 개인에 따라서는 이 두 인지양식이 동시에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다(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의 특성은 주로 자기보고식 도구를 통해

확인된다. Blajenkova 등(2006)은 세 가지 인지양식을 구분하는 모형에 근거

하여 인지양식을 측정하는 대상 및 공간 심상 질문지(Object-Spatial

Imagery Questionnaire: OSIQ)가 개발하였다. 이후, Blazhenkova와

Kozhevnikov(2009)는 이 검사 도구에 언어적 선호 양식을 추가하여

(Object-Spatial Imagery and Verbal Questionnaire: OSIVQ)를 타당화하였

다. 이 도구를 활용한 연구들은 대상심상, 공간심상, 언어 양식을 구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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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기존의 시각-언어로 이분화한 접근보다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고 확인

하였다. 국내에서는 신경희와 김초복(2013)이 OSIVQ를 번안하고 한국판

OSIVQ의 신뢰도, 구성타당도, 생태학적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공간심상, 대상심상 인지양식은 과제 수행에서 특정한 심상 유형을 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하도록 하므로, 과제 수행에 직접적인 차이를 만든다

(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Kirby, 1993). 예를 들어, 공간심상자는

공간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며, 위치, 관계 등과 관련된 기억을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과제 수행 결과를 표상하는 방식에

도 인지양식에 따라 달라진다. 대상심상자는 보다 다채로운 색상이나 질감,

세부적인 모양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할 것이다.

두 가지 인지양식의 수준은 여러 유형의 과제 수행의 과정과 결과를 예측

한다. 특히 기억 과제에서 강한 수준을 나타내는 인지양식과 일치되는 과제

유형은 수행을 보다 증진시킨다. 예를 들어, 신경희와 김초복의 연구(2013)는

인지양식에 따른 기억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한국판 OSIVQ를 활용하여 인

지양식의 특성을 확인하고, 공간적 정보를 기억하는 과제와 대상의 정보를

기억하는 과제를 제공하였다. 대상심상을 활용하는 과제는 선으로 그린 그림

을 기억하도록 하였고, 공간심상을 활용하는 과제는 화면에 위치한 시각 자

극의 위치를 기억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심상 양식의 선호가 높은

경우 대상 과제에서 기억의 정확률이 높았고, 공간심상 양식을 선호할수록

공간 과제의 정확도가 높았다. Vannucci 등(2016)의 연구에서도 시각적 심상

의 인지양식과 기억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대상심상에 대한 선호가 높은 집

단의 경우, 자전적 기억(ABM)의 빈도가 높고 기억을 회상하는 시간이 빨랐

다. 이는 대상심상의 활용에 대한 선호가 기억의 직접적인 회상(상향식 회

상)을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Haque & Conway, 2001). 대상심상의 활용

은 지각했던 것과 유사한 단서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험한 기억을

자동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향상된 것이다.

이해, 문제해결 과제에서도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조건의 과제는 보다 높

은 성취를 나타냈다. Haciomeroglu와 LaVenia(2017)는 수학 고성취 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인지양식과 수학 과제 수행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언어 양식

은 대상심상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으나, 공간심상 점수와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미적분 과제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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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언어 인지양식 점수였다. 그러나 대상심상 인지양식은 미적분 과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인지양식의 특성은 과제 수행 과정 전반에 영향

을 미친다. 선호하는 유형의 시각적 정보에 보다 몰입하거나, 선호하는 방식

으로 제시된 정보를 처리하므로 인지양식은 과정과 결과 모두를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Höffler, Koć‐Januchta와 Leutner(2017)은 독일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지양식에 따른 과제 수행 방식의 특성을 확인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과제는 ‘학습된 무기력’, ‘변기의 작동원리’ 등 다양한 영역,

주제의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림 영역과 안내 텍스트 영역을 포함하였다. 과

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선추적(eye tracking)을 실시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이

그림이나 텍스트 영역에 시선이 얼마나 머물렀는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

동했다가 다시 머무는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행동

점수를 만들었다. 선행연구들과 같이 OSIVQ를 기준으로 학생들은 언어 학

습자, 대상 심상 학습자, 공간 심상 학습자로 유형이 구분되었다. 연구 결과,

대상심상자(object imager)는 그림에 시선이 많이 머물렀고, 언어자

(verbalizer)는 텍스트로 된 설명 부분에 시선이 많이 머물렀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과제에 대한 이해, 기억의 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공간심상자

(spatial imager)는 예상했던 것 보다 그림을 보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 연구

자들은 이 결과가 공간 심상자가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빨랐고, 나머

지 시간에는 텍스트나 그림의 관계를 처리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간심상자는 시각적 심상을 선호하는 유형과

언어를 선호하는 유형의 중간적 특성을 가진, 경계가 모호한 사람이라고 보

았다. Sheldon, Amaral과 Levine(2017)는 시각적 심상의 인지 양식에 대한

생태학적 타당화를 시도하면서, 실제 활동에서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공간심

상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비디오클립을 시청하고 회상하는 과제에서 자세한

정보를 회상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미지 생성을 방해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기제 확

인이 필요하지만 공간적 심상이 사건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아가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인지양식은 개인의 전문성이 발현

되는 영역 선택에도 관여한다. Blazhenkova와 Kozhevnikov(2009)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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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대학에서의 전공 선택에 따라 인지양식에 차이가 있었다. 과학 전공

자들은 인문사회학자나 시각예술가보다 공간심상 인지양식의 점수가 높았다.

반면, 시각예술가들은 대상심상 인지양식의 점수가 높았다.

특히 심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인지양식은 창의적 수행과도 차별적인 관계

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Kozhevnikov, Kozhevnikov, Yu와 Blazhenkova,등(2013)은 두 가지의 심

상 양식이 각각 예술창의성, 과학창의성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창의성은 TTCT의 도형 완성 과제를 사용해서 그림을 완성하고 제목을

정하도록 했고, 통찰적 문제해결 과제를 활용하여 사고력을 측정했다. 개인

의 시각화 특성을 확인하는 도구로는 접힌 종이에 구멍을 뚫고 펼쳤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는 과제, 도형 회전 과제, 일부가 가려지거나 훼손된 그림을

판별하는 과제,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 설문이 활용되었고, 시각 및 언어의

인지양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OSIVQ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심상의 활

용과 관련된 측정 도구의 결과들은 대상심상 양식과 관련된 특성과(대상심

상 양식 점수, 심상의 선명도 점수, 그림 판별 과제 점수), 공간심상 양식과

관련된 특성이(공간심상 양식 점수, 종이 펼친 모습 상상하는 과제 점수) 각

기 다른 차원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대상심상 양식은 TTCT 도

형 과제, 예술 분야의 창의성에 대한 자기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

반면, 공간심상 양식은 공간 관계와 관련된 통찰 과제, 과학 분야의 창의성

에 대한 자기 인식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Blazhenkova와 Kozhevnikov(2016)는 영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심상

의 인지 양식과 팀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영재학생

들은 선발 영역을 기준으로 예술팀, 과학팀, 인문사회팀, 혼합팀으로 구성하

였고, 미지의 행성을 그리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결과물의 내용 분석을 실시

하였고 각 영역의 전문가에게 결과물의 예술성과 명료성을 평정하도록 하였

다. 연구 결과, 예술팀의 학생들은 대상의 시각화에, 과학팀 학생들은 공간적

시각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인문사회팀은 시각적 표현의 경향성이

낮았고, 혼합팀은 중간 수준이었다. 전문가들이 평정한 예술성은 예술팀, 혼

합팀이 우수했고, 명료성은 과학팀이 높았다. 인터뷰 및 결과물에 대한 내용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창의적 산출물을 위해 시각화를 활용하는

목적에도 차이가 있었다. 예술팀은 영감을 주재료로 개인적인 경험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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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활용하였고, 과학팀은 모호한 이해를 도모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목

표를 가지고 시각화를 활용하였다.

Blazhenkova(2016)은 심상 연구에서 주로 주목하는 선명도라는 변인을 두

가지 처리 경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선명도가 색상,

재질, 모양 등의 대상을 심상으로 형성하는 것과 3차원 구조, 위치, 관계 등

을 공간적으로 심상을 형성하는 것에서도 구분이 되는지 확인한 것이다.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이 둘은 단일 구인일 때 보다 두 개의 다른

구인으로 가정했을 때 모형의 적합성이 우수했다. 대상의 선명도(object

vividness)는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는 선명도 척도 점수와 긍정적 상관을

가졌고, 예술분야의 성취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공간의 선명도(spatial

vividness) 역시 자기보고식 선명도 점수와 긍정 상관은 공통적으로 나타냈

으나 과학분야의 성취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시각적 심상의 인지양식과 창의성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공간심상 양식은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계가 있으며 수학,

과학 영역의 창의적 수행을 예측한다. 대상심상 양식은 구체성이 높은 시각

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성을 가지며 예술 영역의 창의적 수행에 밀접한 관계

를 가진다.

시각적 심상, 창의적 수행,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 이론

적 배경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인 연구 결과에서 둘 간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았다. 인간의 사

고 특성을 이해하려는 문제의식 속에서 시각적 심상을 주제로 한 연구는 오

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더욱이 창의적 수행에서 활용되는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은 창의성 연구의 주요 관심이므로, 시각적 심상이 창

의적 수행에 유용한 전략일 것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가 약한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뿐이고 일부

연구의 결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연구만으

로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을 예측하는 의미 있는 변인이라고 확신하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새로운 접근으로 이 둘의 관계를 규명해야 할 필요

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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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전 연구들을 통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이가 창의적 수

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했으나, 실제로 이 둘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심리학 연

구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의하는 기준이 충분히 합의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대안적으로 사고의 추상성, 시각 자료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창의적 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심상을 구성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표상

방식을 적절하게 선별하여 적용하는 것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

하고 심리학 연구에 활용하는 시도는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탐색

하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적 심상을 직접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장면에 주

목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심상의 선명도, 통제성과 같이 평소에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개인의 특성과 창의성 과제 점수의 관계를 분석한 여러 연

구를 통해 둘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졌다. 그

러나 이러한 접근으로 실제 창의적 수행에서 활용된 시각적 심상이 어떤 특

성을 가졌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했는가를 설명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없다. 이전 연구들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련성이 통

계적으로 높은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배경에는 이러한 연구 방식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야 하는 창의

적 과제를 제시하고, 그 결과 생산되는 창의적 산출물의 수준을 분석하는 연

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실험연구를 통한 접근은 창의적 수행에 대한 시

각적 심상의 예측력을 의미 있게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넷째,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인지양식에 대한 이전 연구는 인간의 시각

정보 처리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나, 과제 수행과의 관계를 보

다 통합적으로 탐색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으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 특성을 구분한 연구 흐름은 개인의 인지적 특

성을 더욱 다각적으로 설명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공간심상-대상심상 양

식의 특성이 과학, 수학, 혹은 예술 영역에서의 수행을 예측한다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육심리 관점의 창의성 연구에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관련 연구에서 주로 주목한 수행의 특성이 기억 과제, 확

산적 사고 과제, 특정 영역에 한정된 산출물 점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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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의 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시각적 심상이 영역과 상관없이

유발되는 일상적인 경험이며 창의적 수행에 활용될 경우 전체 과정에서 지

속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현실성을 가진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 과정에 따른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으로

개인의 특성에 적절한 시각적 심상 활용 전략을 확인하게 된다면, 창의적 수

행을 증진하는 방안이 더욱 구체적으로 모색될 것이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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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본 연구는 두 개의 실험연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

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보 처리와 표상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하였을 때, 추상성

의 수준 차이로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후 연구 2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인지

양식의 관계를 함께 고려한 실험연구가 설계되었다. 연구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 및 가설

연구 1의 목적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관심을 둔 연구들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

이 창의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전제로 하였다. 이에 창의적

성취를 이룬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나(Ghiselin, 1952; Shepard,

1978; Tardif & Sternberg, 1988)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와 창의성 과제의 점

수간 상관을 확인하는 연구들이(Forisha, 1978, 1983; González et al., 1997;

Khatena, 1975, 1978; Parrot & Strongman, 1985; Rhodes, 1981; Shaw &

DeMers, 1986) 수행되었고,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 간의 관련성이 있다

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결과들을 종합하면, 창의적 수행에 미친 시각적

심상의 효과를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사실 미미하다. 창의성 점수와 시

각적 심상 관련 점수가 대체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으나, 약한 수준의

유의성을 가졌을 뿐이었다(Campos & González, 1994).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낮았다

(LeBoutillier & Marks, 2003).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창의적 수행을 뚜렷하

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새로운 접근

으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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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 1에서는 이전 연구의 한계를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추상성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정의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은 대상에 대한 의미의 해석이 반드시 포함된다(Slee,

1980). 그러나 이제까지 시각적 심상 연구의 다수가 심상의 선명도나 통제성

점수에 대한 분석의 결과였다는 사실은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본

질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한계가 있었음을 반증한다(Dziedziewicz &

Karwowski, 2015; Libby & Eibach, 2013; Swann & Miller, 1982).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단지 해상도, 각도, 크기 등 지각적 속성에 한정하여 접근하

는 경우, 인지적으로 정보의 처리와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근

본적인 질문에는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과

정에서 정보의 처리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 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의 속성인 추상성에 주목하고, 정보

의 처리와 표상 방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정의하고자 하였

다.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을 매우 다양하므로,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이 복

합적으로 사용된다(Burgoon et al, 2013).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추상성이 높

은 시각적 심상은 핵심 속성에만 집중하여 특정 맥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특정한 시간, 사람 등을 포함하여 맥락 정

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Förster et al., 2004; Trope &

Liberman, 2003). 표상 방식에 따라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도식,

다이어그램, 설계도 방식으로 표상하는 것이고,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은 해상도가 높은 그림이나 사진 형식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Reed, 2016). 과제 정보나 예시 자료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확

인한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으나(Ezzat et al., 2018; Chrysikou & Weisberg,

2005; Ward, 1994), 개인이 직접 생성하는 시각적 심상을 대상으로 정보처리

와 표상 방식에 따라 추상성을 정의한 연구는 부재하다. 추상성이라는 새로

운 기준이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창의적 수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서 시각적 심상의

역할이 재조명될 것이다.

둘째,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로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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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전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에 일관

성이 부족한 또 하나의 원인은 창의성의 속성을 어떤 차원에서 평가하는지

를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에 따라서, 시각적 심상 관

련 점수는 독창성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고 적절성과만 유의한 상

관을 나타내거나(Palmiero et al.,, 2011), 유창성 점수와는 부적 상관을 나타

내는 반면 정교성 점수와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기도 하였다(Parrot &

Strongman, 1985). 그렇다보니, 두 변인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은 약한 경향성

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LeBoutillier & Marks, 2003). 실제로 독창성

과 유용성은 모두 창의성을 설명하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독립적이며

때로는 부적 관계를 가지기도 한다(Goncalo, Flynn, & Kim, 2010;

Rietzschel, Nijstad, & Stroebe, 2010). 이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 효과가 창

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로 다른 양상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 결과를 분석하여 보다 입체적으로

관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셋째, 창의적 수행에서 시각적 심상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평가 차

원이 있다면 이를 연구의 맥락에서 정의하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적 수행으로 바라보면서, 정교성을 산출물의 창의

성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차원으로 주목하였다. 창의성 연구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은 창의성의 속성을 설명하는 차원으로 공통적으로 언급되며, 대체로

합의된 정의를 공유하고 있다(Plucker & Renzulli, 1999; Runco & Jaeger,

2012). 이에 반해 정교성은 정교성과 통합, 질, 대중성, 유기성, 전달과 표현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김영록, 김순묵, 2004; 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

정, 2014; An et al, 2016; Besemer & O'Quin, 1999; Isaksen et al., 2000;

Lovelace, 1986; O'Quin & Besemer, 1989). 이 평가 차원은 독창성이나 유

용성과 구분되며, 대체로 산출물의 가치를 질적으로 정제한 수준, 그리고 사

회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속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독창성과

유용성에 비해 부가적인 평가 차원으로 여겨지면서 다양한 정의가 혼용되는

상황이다. 창의성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속성을 탐색하려

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unco & Jaeger, 2012). 그렇다면,

이러한 평가 차원이 창의적 수행의 수준을 설명하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

지, 그리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수준이 변화하는 차원인지 명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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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으로서 독창성, 유용성, 정교

성에 집중하였다. 각 평가 차원은 이전 연구들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독창성은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가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정도’이다. 창의성 연구에서 독창성은 주로 평범하지 않은, 새로운,

독특한 것을 의미한다(Runco & Jaeger, 2012).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실험연구가 수행되는 바,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수준보다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정도’에 보다 비중

을 두고 평가 차원을 정의하였다. 유용성은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

이디어가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창의성 연구에서

유용성은 효과성, 적절성, 적합, 실용성, 관련성 등으로 표현되어 왔는데

(Runco & Jaeger, 2012),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가치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유용성은 사회적 가치

를 평가하는 기준을 ‘사용자의 필요성’으로 표현하여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교성은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

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창의적 산출물의 평가 차원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활

용하는 기준들을 살펴보면(김영록, 김순묵, 2004; 김은주, 2008; 최한희, 김미

정, 2014; An et al, 2016; Besemer & O'Quin, 1999; Isaksen et al., 2000;

Lovelace, 1986; O'Quin & Besemer, 1989), 공통적으로 창의적 산출물의 가

치를 사회적으로 보다 잘 인정받을 수 있도록 부가되는 노력을 포함하고 있

다. 이 평가 차원은 독창성, 유용성과는 구분되는 속성을 다룬다.

이에 이전 연구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별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1-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1-1-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 차이가 있는가?

1-1-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1-1-3.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1-1-1). 구체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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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 비해 독창성 점

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추상적 사고가 보다 상위 범

주의 아이디어를 탐색하도록 인지적 융통성을 자극하여 광범위한 재료를 문

제해결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이며(Abu-Obeid, 1998; Förster, 2009; Förster

et al., 2004), 특정 대상의 지각적 속성에서 벗어나 사고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는 점에서(Roskos-Ewoldesen, 1998) 창의적 사고를 촉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 제공되는 구체성이 높은 정보는 인지적 고착을

유발함으로써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가지지만, 추상성이 높은 정보는 대상

의 본질적인 속성에 집중하며 다양한 변형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하여 전반

적인 창의적 수행에 보다 긍정적이었다(Ward, Patterson & Sifonis, 2004).

둘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1-1-2). 구체적으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

용하는 경우,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 비해 유용성 점

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추상적 사고가 ‘이유’에 대한 관점을 자극하

고, 구체적 사고가 ‘방법’에 대한 관점을 자극한다는 구성 수준 이론에 따르

면(Förster et al., 2004; Trope & Liberman, 2003), 아이디어가 필요한 이유

를 검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유용

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제품 디자인과 같이 독창성과 유용

성을 모두 요구하는 창의적 수행 과제에서 추상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조건보다 도움이 되었다(Chrysikou & Weisberg, 2005;

Jansson, Condoor, & Brock, 1993). 반면 특정 대상이나 맥락이 포함되어 구

체성이 높은 정보를 참고하는 경우에는 사고의 범위가 한정되어 아이디어

발상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다.

셋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교성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을 수립하였다(1-1-3). 세부적으로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보다 정교성 점

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맥락 정보와

함께 생생한 사진처럼 표상하는 것으로, 보다 풍성한 시각적 정보를 포함하

여 아이디어를 구성한 것이다. 즉,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아이디어의

가치를 설명하는 정보를 보다 많이 포함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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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창의적 산출물의 가치는 창의적으로 사회적인 인

정을 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이다. 시각적 심상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선명도라는 변인은 높은 해상도의 사진처럼 심상을 생성하는 정도를 의미하

므로(Libby & Eibach, 2013),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과 관련성을 가진

다. 이전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와 창의성 과제 점수의 관계를 확인

한 연구들은 독창성, 유용성과의 유의한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정교성과

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난 바 있다(Parrot & Strongman, 1985; Rhodes,

1981). 아이디어의 세밀한 표현에 반영할 시각적 정보가 풍성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다 좁은 맥락을 떠올리면 지각적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정보의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주장하는 맥락 가용성 모형

(Barsalou & Wiemer-Hastings, 2005)을 참고하면, 특정 맥락 안에서 시각적

심상이 빠르게 표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것은 산출물의 완성도를 높

이는 속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창의

적 산출물의 가치를 표현하고 전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참여자

실험은 2018년 3월 중, 충북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

은 절차에 따라 연구참여자의 모집과 실험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학내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 수업 중 홍보를 통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루

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은 109명이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는 사례비로

현금 8,000원이 지급되었다.

전체 모집된 연구참여자 중, 실험 조작을 확인하는 사후 설문 문항에 적

절한 응답하지 못한 3명을 제외하고 총 106명(남자 45.7%, 여자 54.3%)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는 1학년에서 4학년까

지 모두 포함되었으며, 연령은 19세~32세로 평균 22.17세였다. 실험에서 설정

한 3개 집단별로(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집단,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



- 76 -

상 집단, 비교 집단) 무선 배정된 성별 분포는 <표 Ⅲ-1>과 같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집단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집단

비교 집단
(시각적 심상 억제)

전체

n % n % n %

남자 19 48.7 15 46.9 16 45.7 50

여자 20 51.3 17 53.1 19 54.3 56

전체 39 100.00 32 100.00 35 100.00 106

<표 Ⅲ-1> 연구참여자의 조건별 분포(연구 1)

나. 실험 처치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은 다양하므로 연구 수행 시 2개

이상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Burgoon et al, 2013; Reed, 2016), 본 연구에서는 정보 처리 방법(핵심 속

성 집중-맥락 정보 고려)(Förster et al., 2004; Trope & Liberman, 2003)과

표상 양식(도식, 설계도-사진, 그림)(Reed, 2016)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의 차이를 조작하였다.

실험 집단의 구성은 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높은 집단(이하 高추상성

집단), 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낮은 집단(이하 低추상성 집단)으로 설정

하였다. 이와 함께, 두 가지 시각적 심상의 효과와 비교하기 위한 통제 집단

으로서 3) 시각적 심상 억제 집단을 구성하였다.

시각적 심상을 유발하는 처치 방법은 집단별로 다음과 같았다. 高추상성

집단은 ‘아이디어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고, 간단

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안내하였다. 低추

상성 집단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도

록’ 하였다. 집단별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시각적 심상으로 생성하였을 때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예시의 내용은 창의성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교육심리 박사수료자 2인과 박사학위자 1인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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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단, 실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각적 심상’이라는 표현 대신 ‘상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추상성

은 구체성과 대비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추상성이 낮은 것은 구체성이

높다고 정의되므로(Burgoon et al, 2013), 低추상성 집단은 ‘구체적 상상’이라

는 표현을 사용하여 안내하였다.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심상 억제 집단은 시각적 심상의 형성에 관여하는

시각적 시스템(visual system)(Kosslyn, 1994; Salway & Logie, 1995)을 활

용하는 활동을 요구함으로써 시각적 심상의 유발을 방해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연구참여자들은 高추상성 집단과 低추상성 집단이 시각적 심상을 생성

하는 동안, 제시된 그림(안경 일러스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활동을 하였

다. 집단별 처치 내용은 <표 Ⅲ-2>와 같다.

지시문 예시

高추상성

집단

추상적인 상상이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아이디어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면서,

②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신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면,

① 신발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면서,

②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低추상성

집단

구체적인 상상이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 ‘신발’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한다면,

① 배우 박보검이 이 신발을

신고 광고 사진을 찍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표 Ⅲ-2> 집단별 처치 내용(연구 1)



- 78 -

다. 실험 절차

전체 실험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되었으며, 평균 40분이 소요되었다. 전체

실험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표 Ⅲ-3>과 같이 구성되었다.

절차
시각적 심상 집단

(高추상성, 低추상성 집단)

시각적 심상 억제 집단

(비교 집단)

소요

시간

[1단계]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

Ÿ 연구개요 안내

Ÿ 연구참여동의서 서명
동일 10분

<표 Ⅲ-3> 실험 절차(연구 1)

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②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②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상 억제

집단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활용할

이미지를 관찰하십시오.

① 지금부터 제시되는 이미지를

관찰하면서 가능한 똑같이

따라 그리십시오.

②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제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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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는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

였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으면서

연구의 취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롭

게 실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안내 내

용을 숙지한 이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사전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사전

설문에는 창의성 효능감,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그림 그리기 활동에 대한

효능감, 시각 능력 과제 등이 포함되었다. 시각 능력 과제(1, 2)는 각각 제한

시간이 3분이었으므로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연구참여자들이 동시에 시작하

고 제한 시간에 맞춰 함께 종료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설문은 시간제한 없이

개인별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창의성 과제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약 5분이 소요되었다. 전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파워포인트 파일로 제작하

여 빔 프로젝트를 통해 안내하였다. 집단별로 요구하는 시각적 심상의 내용

에 따라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차별화하였으나, 과제 작성 방법은 동일하게

안내하였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제시된 양식에 스케치로 표현하고, 스케치

만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간단하게 글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2단계]

사전 설문

Ÿ 창의성 효능감

Ÿ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Ÿ 그림 그리기 효능감

Ÿ 시각적 능력 과제(1, 2)

동일 10분

[3단계]

오리엔테이션

Ÿ 과제 수행 방법 설명

Ÿ 창의성 과제 안내
동일 5분

[4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Ÿ 시각적 심상 연습문제

Ÿ 시각적 심상 형성(3분)

Ÿ 조작확인용 문항 응답

Ÿ 창의적 아이디어

작성(5분)

Ÿ 안경 그림 모사

활동(3분)

Ÿ 창의적 아이디어

작성(5분)

10분

[5단계]

디프리핑

Ÿ 연구 개요 소개

Ÿ 사례비 지급
동일 3분



- 80 -

그림 실력이 평가되지 않으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 단계에서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2개 집단

(高추상성 집단, 低추상성 집단)에는 예시에 대한 안내가 함께 제공되었다.

네 번째 단계에는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과

제는 ‘창의적인 안경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창의성의 정의(‘창의성은 독창적

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와 창의적 산출

물 예시로서 창의적인 신발 사례 9건을 제시하여 과제 내용을 보다 명확하

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후, 2개의 연습문제를 활용하여 시각적 심상의 개

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연습문제는 각 집단

에서 요구하는 시각적 심상에 보다 가까운 보기를 생각해보고 하나를 고르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만일 틀린 보기를 고른 참여자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하여 실험 처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연습문제 예시

는 <표 Ⅲ-4>와 같다.

연습문제를 푼 후,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두 집단은 3분간 해당 조건의

시각적 심상을 떠올렸다. 이어서 연구참여자들은 방금 떠올린 시각적 심상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조작확인용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작확인용 문항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한 2가지 기준(정보 처리, 표상 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선택형 2문항과 심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작성하도록 한 서술형 1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선택형 문항의 내용은 ‘선명하고 자세한 사진처럼 상상

하기’나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처럼 상상하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 ‘특

정한 사람, 장소, 시간을 함께 상상하기’나 ‘대표적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

高추상성 집단 低추상성 집단

<표 Ⅲ-4> 시각적 심상 연습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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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상하기’ 중 하나를 고르는 문항이었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요구한 집단에서는 ‘당신이 생각한 가장 대표적인 특성

을 한 가지만 설명한다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추상

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집단에서는 “당신이 상상한 장면은 어떤 내용이었습

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을 질문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이

조작확인용 문항에 모두 응답한 것을 확인한 후, 시각적 심상으로 떠오른 창

의적 아이디어를 5분간 제시된 양식에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 네 번째 단계에서 심상 억제 집단(비교 집단)은 제공된 안경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활동을 3분간 진행했다. 연구참여자들에게는 이 활동을

창의적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관찰적 사고 활동’이라고 소

개하였다. 조작확인용 문항에 응답하는 절차는 생략하였다. 이어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5분간 작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는 연구 내용에 대한 디프리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모든 실

험을 마친 연구참여자에게 모집공고 시 안내했던 연구사례비를 지급하는 것

으로 실험이 종료되었다.

라. 실험 환경

실험은 강의용 컴퓨터와 빔 프로젝트가 설치된 학내 강의실에서 진행되었

다. 실험 전, 연구자는 연구 참여를 희망한 학생에게 실험이 운영되는 시간

을 안내하고, 참여가 가능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험 당일,

실험 장소에 도착한 학생들은 입장하는 순서대로 자유롭게 자리를 선택하여

앉았다. 실험이 운영된 강의실에는 개인별 책상에 실험에 필요한 자료들(설

문지, 과제 안내지, 필기도구 등)이 미리 배치되었다.

세션별로 임의로 실험 집단을 지정하였다. 개별 세션의 참여 인원은 연구

참여자들이 희망한 시간에 따라 임의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1명에서 12명으

로 차이가 있었다. 실험 절차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일괄 진행되었으나,

모든 활동(설문지 작성, 창의적 수행 과제 수행 등)은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

용 없이 개인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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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측정 도구

1) 창의적 수행 과제

본 연구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창의적 수행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 연

구문제를 반영하여, 다음의 선정 기준을 중심으로 과제를 마련하였다.

첫째, 창의적 수행을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의 차원에서 모두 평가할 수

있 과제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 최종 산출물이 형상, 혹은 이를 활용하

는 장면을 포함하고 있어 시각적 심상의 생성 및 활용이 수행 수준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과제인지 확인하였다. 셋째, 일반인이 제한된 실험 조건에

서 수행할 수 있는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만, 개인별 수행 수준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는 과제인지 검토하였다. 넷째, 이전의 관련 경험이 수행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최근 시각적

창의성 연구나 디자인, 발명 영역의 창의성 연구에서 활용된 과제 사례(제품

디자인 및 홍보 전략 개발 등)를 참고하여(Medeiros et al,, 2014;

Miron-Spektor & Beenen, 2015), 일상적으로 친숙한 제품인 안경, 의자, 신

발, 컵, 우산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을 과제 후보군로 선

정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디자인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현장 경험 10년 이상인

디자이너 2인과 창의성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창의성 전문가 1인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과제 후보군 중 가장 적절한 과제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3인이 공통적으로 추천한 ‘창의적 안경 제안하기’를 최종적

으로 창의적 수행 과제로 결정하였다.

2) 창의성 효능감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으로서 창의성 효능감(신종

호, 김명섭, 최병호, 박준수, 김종백, 2018; Choi, 2004; Tierney & Farmer,

2011)을 측정하였다. Beghetto, Kaufman와 Baxter(2011)의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문항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문항은 “나는 좋은 아이디

어를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낸다.”, “나는 풍

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의 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평균은 3.220,

표준편차는 0.82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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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는 .871으로 확인되었다.

3)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창의성 평가나 수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창의성의 개념 및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가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Mumford et

al., 1997). 이에 “나는 이전에 창의성 검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나는 이

전에 창의성을 주제로 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라는 문항 제시하였

고,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전체 평균은 2.301점, 표준편차는 0.893이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370으로 확인되었다.

4) 그림 그리기 효능감

창의성 과제의 수행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도록 요청하였기 때

문에, 그림 그리기 활동에 대한 효능감 수준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 박인영(2001)의 연구에서 타당화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문항과 이선

영, 김성일(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에 대한 지각된 유능감 문항을 본

연구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 내용은 “나는 그림 그리기를

쉽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등 다섯 문

항을 포함하였다. 전체 평균은 2.573, 표준편차는 1.039이었다. 문항 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는 .915으로 확인되었다.

5) 시각적 능력 1 : 종이접기 과제

종이접기 과제(Paper Fording Test)는 시각적 심상 능력으로 알려져 있는

공간적 심상 능력(spatial visual imagery)(Kozhevnikov et al., 2013)을 확인

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는 시각인지과제이다(Ekstrom,

French, & Dermen, 1976). 정사각형 종이를 여러 방식으로 접고, 구멍을 뚫

은 후 펼쳤을 때 나타날 모습을 상상하는 과제이며 총 10문항을 3분간 수행

하도록 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7.422점, 표준편차는 1.427이

었다.

6) 시각적 능력 2 : 눈 그림 과제

눈 그림 과제(Snow Pictures) 시각적 심상 능력으로서 대상적 심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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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visual imagery)(Kozhevnikov et al., 2013)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연

구들에서 활용된 바 있는 시각인지과제이다(Ekstrom et al., 1976). 눈, 비,

안개, 시각적 장애물에 가려진 것처럼 손상된 그림을 보고 가려진 물체를 찾

는 과제이며, 총 12문항을 3분간 수행하도록 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 의 평

균 점수는 7.793점, 표준편차는 1.739이었다.

바. 창의적 수행의 평가

연구참여자들이 작성한 창의적 안경에 대한 아이디어는 CAT(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방식을 활용하여 평정하였다(Amabile, 1982;

Hennessey, Amabile, & Mueller, 2011). CAT의 활용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우선, 평가자의 경험 수준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관련

영역의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평가자에게는 사전에 특정한 평가 기준을 제

공하지 않으며, 평가자가 서로 결과를 합의할 수 없다. 또한 평가자는 몇 가

지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에서 비교 평가해야 한

다. 이 때 평가 대상의 순서는 임의로 부여 받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 안경 제안하기’라는 과제의 특성을 고

려하여 현직 디자이너 3인을 평가자로 선정하였다. 3인의 분야 경력의 평균

은 10년이었다. 이 중, 평가자 2인은 현직 디자이너로서 제품, 공간, 전시, 브

랜드 등 다양한 디자인 영역을 포괄하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평가자 1인도 디자인 전공자이자, 전기전자제품 전문 기업에서 경영

트랜드를 분석하고 디자인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세부 디자인 영역을 망라한 디자인 전문성과 사용자 관점의

창의성 평가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가자들은 본 연구가 정의한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각 응답이 얼마나 독창적인지, 유용한지, 정교한지를 5점

척도(1-전혀 아니다, 5-매우 그렇다)에 따라 평가하였다. 이때 전체 연구참

여자의 수준과 비교하며, 가능한 1~5점을 고르게 부여하도록 하였다.

CAT의 평정가간 신뢰도는 산출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에 대한 평가자간

의 동의 수준(degree of agreement)을 의미한다. CAT의 평가자간 신뢰도가

.700 이상이면 신뢰도는 수용 가능하다(Hennesey et al., 2011). 유목내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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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을 활용하여 전문가 간 평정 일치도를

확인한 결과, 독창성 점수는 .867, 유용성 점수는 .856, 정교성 점수는 .703로

나타나, 평가자간 일치도가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사.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들의 설문 응답 내용과 창의적 수행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독창성, 유용성, 정교

성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SPSS 프로그램 20.0 버전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본 분석에 앞서, 집단 간의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시

각적 심상 능력 및 창의적 수행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요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성 효능감,

F(2, 103) = 0.116, p = .891,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F(2, 103) = 0.090, p =

.914, 그림 그리기 효능감, F(2, 103) = 0.667, p = .51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각적 능력으로서 종이접기 과제점수, F(2, 103) =

0.420, p = .658, 눈 그림 과제에서도, F(2, 103) = .801, p = .452,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세 집단은 창의적 수행 및 시각적 심상과 관

련된 능력에서 동질한 집단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1이 설정한 종속 변인들의 기술통계와 상관을 확인하였다. 창의적

수행 점수를 구성하는 요인 중, 독창성과 유용성, r(104) = -.290, p = .003,

독창성과 정교성은, r(104) = -.211, p = .030,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유용성과 정교성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다, r(104) = .660, p <

.001. 분석 내용은 <표 Ⅲ-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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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SD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독창성 3.088 1.180 -

유용성 2.868 1.191 -.290** -

정교성 2.994 1.121 -.211* .660*** -

<표 Ⅲ-5>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연구 1)

*** p < .001, ** p < .01, * p < .05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유용성, 정교성 점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집단별 점수의 분석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구분 n M SD F 사후검증

독창성

高추상성 집단(A) 39 2.983 1.116

.463 -低추상성 집단(B) 32 3.250 1.253

비교 집단(C) 35 3.057 1.200

유용성

高추상성 집단(A) 39 3.359 1.161

5.713**_ A > B, C低추상성 집단(B) 32 2.573 1.180

비교 집단(C) 35 2.590 1.082

정교성

高추상성 집단(A) 39 3.291 1.043

4.487* A > B低추상성 집단(B) 32 2.531 1.209

비교 집단(C) 35 3.086 1.011

<표 Ⅲ-6>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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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독창성 차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독창성 점수는 高추상성 집단의 평균

은 2.983, 표준편차는 1.116이고, 低추상성 집단의 평균은 3.250, 표준편차는

1.253이며, 비교 집단의 평균은 3.057, 표준편차는 1.200이었다. Leven의 등분

산 가정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집단의 분산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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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p = .616. 독창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F(2, 103) = 0.463, p = .631. 즉,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 차이가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Ⅲ-1] 집단별 독창성 점수

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유용성 차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차이에 따른 유용성 점수는 高추상성 집단의 평균

3.359, 표준편차 1.161이고, 低추상성 집단의 평균은 2.573, 표준편차는 1.180

이며, 비교 집단의 평균은 2.590, 표준편차는 1.082이었다. Leven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p = .508. 유용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F(2, 103) = 5.713, p = .004.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정을

실시하였다. 高추상성 집단의 유용성 점수는 低추상성집단, 비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p = .013. 집단별 유용성 점수의 차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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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집단별 유용성 점수

3)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정교성 차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차이에 따른 정교성 점수는 高추상성 집단의 평균

3.291, 표준편차 1.043이고, 低추상성 집단의 평균은 2.531, 표준편차는 1.209

이며, 비교 집단의 평균은 3.086, 표준편차는 1.011이었다. Leven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집단의 분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p = .681. 정교성 점수의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

이가 확인되었다, F(2, 103) = 4.487, p = .029.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高추상성 집단은 低추상성 집단보다 정교성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p = .011. 집단별 정교성 점수의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Ⅲ

-3]과 같다.

[그림 Ⅲ-3] 집단별 정교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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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논의

연구 1의 목적은 시각적 심상의 속성으로서 추상성의 차이가 창의적 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차원별로 확인하는 것이었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

의 관계를 탐색한 이전 연구의 결과들이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각적 속성 이외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

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Dziedziewicz & Karwowski, 2015; Libby &

Eibach, 2013; Swann & Miller, 1982). 이에 시각적 심상은 인간의 고유한

인지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지식의 속성인 추상성을 중심으로 창의적 수행과

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것이라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창의적 수행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

는 요인이었으며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로 차별적 효과를 나타냈다. 연

구 1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며,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조건에서 독창성이 보다 높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1-1-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독창성의 차이는 확

인되지 않았다. 추상적 사고가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Abu-Obeid, 1998; Förster, 2009; Förster et al., 2004;

Roskos-Ewoldesen, 1998),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역시 창의적 수행에

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

었다. 그러나 다음의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독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 창의적 수행 과제의 특성으로 독창성 수준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현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인 안경 제안하기’는 선, 도형 등의 시각

자극을 활용하거나 가상의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요구하는 창의성 과제와 달

리 현실성을 가진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는 현실의 문제에서 사고가 시작하

며, 사회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생성되었더라도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용성(혹은 적절성)을 확

보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검열되거나 유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정, 보완

된다(Boden, 1988; Carson, Peterson, & Higgins, 2003; Dietrich, 2004). 따라

서 현실적인 창의성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유용성은 더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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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독창성 수준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김은주, 2008; Henderson, 2004;

Runco, Illies & Eisenman, 2005). 독특한 아이디어가 유용성이 낮기 때문에

검열되어 최종 산출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독창성의 수준의 차이는 줄어들

고 시각적 심상의 효과 역시 뚜렷하게 드러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추상성 수준의 차이보다 개인이 생성한 시각적 심상의 내용이 독창

성에 보다 직접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전의 경험이나 지식을 그대로

재생하는 것은 독창성을 저해한다(Ward, 1994). 따라서 핵심 속성을 도식으

로 떠올리는 조건(高추상성 집단)에서 경험의 평균치인 원형이나 경험에 근

거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시각적 심상을 생성하였다면, 이러한 아이디어는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므로 독창성은 낮은 것이다(McCrea et

al., 2012). 또한 특정한 사람, 장소, 시간을 포함하여 생생한 사진처럼 시각

적 심상으로 생성한 조건에서도(低추상성 집단) 이전에 경험한 기억을 그대

로 재생하였다면, 이 역시 이미 일상에 존재하는 아이디어이므로 독창성은

낮게 평가될 것이다(Parrott & Strongman, 1985). 이러한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일반적 경험에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인지적

기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나타나며, 특히 추상

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서 유용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가

설은 지지되었다(1-1-2).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조건의 유용성 점수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조건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용

성을 확보하는 인지적 과정과 추상성을 통해 유발되는 사고의 특성을 기반

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유용성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적 평가를 통해 확보되며, 지속적인 인지

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Boden, 1988; Dietrich, 2004; Yuan & Zhou,

2008). 이 과정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사고의 변화를 유발하여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할 수 있다. 구성 수준 이

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감에 따라 사건을 심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이 달라

지며 사고의 추상성에도 변화가 발생한다(Förster et al., 2004; 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즉, 시간적으로 먼 사건은 탈맥락적

인 특성들을 구성하여 심적으로 표상하도록 하며, 이것으로 인하여 ‘왜(why)

관점’의 사고가 유발된다. 반면에 시간적으로 근접한 사건은 세부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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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구성하여 심적으로 표상하도록 하며 ‘어떻게(how) 관점’의 사고가 발생

하도록 이끈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

으로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어떻게 관점’

으로 유용성을 평가하도록 이끌었을 것이다. 이 때 ‘왜 이 안경이 필요한지’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이 안경을 활용할지’ 검토하는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아이디어가 사용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창의적 가치에 집중

하도록 이끌면서 유용성의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정교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1-1-3). 정교성 수준에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조건에서 정교성 점수가 높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조건의 정교성 점수가 더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조건의 정교성 점수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

을 억제한 비교 집단보다도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유용성과 비교하면,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은 정교성에 보다 뚜렷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정보 처리의 효율성 측

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면, 시각적 심상은 작업기억의 시각 버퍼에서 활성

화되어 정보가 처리되는 것이므로 중앙집행기의 작동이 필요하다(Salway &

Logie, 1995). 따라서 시각적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중앙처리 기능의 인지적

부하는 증가한다(Kosslyn, Thompson, & Ganis, 2006). 더욱이 시각적 심상

은 현실의 방대한 정보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보를 줄

이고 규칙에 따라 전환한 결과이며(Intons-Peterson & Roskos-Ewoldsen,

1989; Welling, 2007), 생성된 이후에는 점차 희미해지므로 소멸하지 않도록

되살리는 별도의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다(Farah, 1984; Kosslyn et al, 1990).

이와 같이, 시각적 심상의 생성만으로도 인지적 노력이 투입되므로 시각적

심상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부하를 관리하는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정교성이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도’로 정의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물론 풍성하고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 아이디어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핵심적인 가치가 집중적으로 전달될 때, 타인은 쉽고 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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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아이디어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교성이 확보되기 위해

서는 보다 중요한 가치를 선별하고, 이것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재구성하는 인지적 노력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의

핵심 속성만을 간명한 도식 형식으로 처리하는 시각적 심상(高 추상성)은 정

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인지적 부하가 감소하

였으므로 정교성을 높이는 작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추상성이 낮

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 인지적 부하는 상대적으로 높다. 맥락 정보

를 포함하고 있어 처리해야 할 정보가 늘어났고, 높은 해상도로 시각적 정보

의 패턴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는 데에 더 많은 인

지적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Ahsen, 1977).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창성의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

할 수 있는 요인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접근을 이

끄는 다른 요인을 탐색하여, 미처 드러나지 못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

창성의 관계를 새롭게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용성의 측면에서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구분하면서 시각적의 추

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

상의 활용이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이었으며, ‘방법’보다는 ‘이유’를 고려하는

사고가 유발되었을 가능성으로 연구의 결과가 해석되었다. 창의적 과정을 정

리한 모형들은 제약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독창성을 유발하는 과

정과 이들 중 적절한 것을 평가하고 걸러내어 유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구

분된다고 본다(Basadur, 1995; Joyner & Tunstall, 1970; Runco & Chand,

1995). 그렇다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가지는 효과는 유용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보다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과정을 고려한 탐색은 시각적 심상

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의 설명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교성과 관련하여 개인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은

정교성의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창의적 수행 과정

에서 인지적 부하를 줄이는 것은 정교성을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 처리 방식의 선호와 능력을 의미하는 인지양식(Rid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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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em, 1991)은 인지적 부하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인 특성이다. 이러한 개

인 특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는

보다 세부적으로 드러날 것이며, 개인별로 보다 효과적인 창의적 수행 전략

을 확인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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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1. 연구 주제 및 가설

연구 1의 결과,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

중 유용성과 정교성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연구 1에서 도출한

시사점과 최근의 관련 연구들이 제시하는 쟁점을 종합하면, 다음의 두 가지

접근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드

러낼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 2의 첫 번째 접근은 과정의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

적 수행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 연구와 창의성 연구는 모두

과정 중심의 접근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먼저, 시각적 심상의 최근 연구 흐름은 과정을 고려하여 시각적 심상의

본질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시각적 심상은 어느 순간 떠

올라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적 심상을 통합하고 의미를 발

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변화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Finke & Slayton, 1988). 이와 함께 시각적 심상은 일단 생성된 이후 시간

이 경과하면서 점차 희미해지므로 지속적으로 되살리려는 인지적 노력이 요

구된다. 인간은 시지각이나 장기기억으로부터 시각적 심상을 생성하고, 시각

적 버퍼에서 이 심상을 유지, 탐색, 변형하는 조작을 수행한 후, 그림이나 언

어 등으로 표현한다(Farah, 1984). 이 때 시각적 심상은 작업기억 중 시공간

스케치판에서 생성, 유지, 탐색되는데, 이미 생성된 심상을 유지하는 것 보다

는 생성과 변형에 인지적 자원이 많이 소모된다(Baddeley, 1986; Bruyer &

Scailquin, 1998). 자연히 시각적 심상을 점차 변형하는 과정이 지속되는 경

우, 인지적 노력 수준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Kosslyn

은 심상을 인지적 과정을 중심으로 바라보기 위해 심상 모형(model of

mental imagery)(Kosslyn, 1980; Kosslyn, Reiser, Farah, & Fliegel, 1983)을

제안하고, 심상의 과정을 ‘심상 생성’, ‘심상 점검’, ‘심상 변형’으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심상 연구들을 종합하면, 초기에 생성된 시각적 심상을 이후 과

정에서 어떻게 조작하면서 유지하는가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수행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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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창의적 수행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적 수행 역시 인지적 과정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과정에 근거한 연구

가 필요하다. 창의적 과정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창의적 수행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므로 창의성 연구의 중요한 축이 되어왔고

(Lubart, 2001; Mumford et al., 1997), 이에 창의적 과정을 모형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여러 모형 중, 창의적 과정의 핵심을 아이디어의

‘생성’과 ‘평가’라고 간주하며 2단계로 정리한 모형들은 보다 간명하게 창의

적 사고의 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창의적 수행의 증진을 위한 전략들을

모색하도록 이끌었다(Basaudr, 1995; Runco & Chand, 1995). 여기에서 생성

과정은 통제 없이 자유로운 발상을 통해 독창성을 발현하는 것과, 평가 과정

은 사회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유용성을 발현하는 것과 보다 관련

된 과정으로 해석된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을 전제로 창의적 사고 과정을 2단계

로 정리한 제네플로어 모형(Finke et al., 1990)을 적용하여 연구 1에서 확장

한 연구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은 창의적 사고 과정이 일반적

아이디어의 ‘생성’과 이에 대한 세부적인 ‘탐색’의 과정으로 구성된다고 바라

본다. ‘생성 과정’에는 먼저 이전 정보들을 회상하고 연합, 통합, 변형하여 구

조적으로 느슨한 아이디어를 형성하는데, 이것을 ‘발명 전 구조’라고 명명한

다. 이후 ‘탐색 과정’에서는 ‘발명 전 구조’를 해석하고 검증하며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 두 과정은 최종적으로 창의적 산출물이 완성되는 순간

까지 순환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도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

하였다. ‘생성 과정’은 창의적 수행의 초기에 아이디어를 시각적 심상으로 떠

올리는 데에 집중하는 과정이다. ‘탐색 과정’은 ‘생성 과정’에 형성한 아이디

어를 시각적 심상을 통해 검토하면서 보다 창의적인 산출물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실험에서 집단의 설계는 1)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

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이하 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2)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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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이하 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 3)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

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이하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 4)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

하는 조건(이하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과정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하여, 연구 1의 결과 및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

다.

2-1. 창의적 수행의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수준은 차이가 있는가?

2-1-1.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독창성에 차이가 있는가?

2-1-2.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에 차이가 있는가?

2-1-3.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정교성에 차이가 있는가?

첫째,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

이로 독창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2-1-1).

연구 1의 결과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독창성 수준의 차이는 확

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에

서 벗어나 독창성을 발휘하는 인지적 기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지 않

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탐색 과

정으로 구분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성은 유지할 것이라 예상하였다.

둘째,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

이로 유용성에는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2-1-2). 세부적으로 생성 과정에 추

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 유용성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1의 결과,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보다 유용성 점수가 높았다. 구성 수준 이론에

따르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으로 사고하며 유용성을 평가

하도록 하지만,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어떻게 관점’으로 유용성을 평

가하도록 한 것이다(Förster et al., 2004; Liberman & Trope, 1998; T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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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berman, 2003).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에 따라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접근함으로써 유용성을 향상

시켰을 것이라 해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창의적 수행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유용성의

발현 특성을 고려하면 다른 논의가 가능해진다. 유용성은 다양한 아이디어들

을 일단 생성한 후에, 이 중에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별하거나 보완하는 방

식으로 확보된다(Boden, 1988; Dietrich, 2004; Kilgour & Koslow, 2009). 즉,

유용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창의적 수행의 초기 과정보다는 후속 과정에서

결정된다. 또한 이 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탐색과 검토의 노력

이 의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유용성이 발현되는 과정이 진행됨

에 따라, 초기 과정에는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평가 기준을 추가적으로 검토

하는 것이 유용성을 보다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를 활용

하는 맥락을 고려하면서 생생한 장면을 바라보듯 시각적 심상을 형성하는

조건은(低추상성 심상) 시각적 정보가 추가되어 사회적 가치를 판단하는 기

준이 보다 풍성하게 확보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창의적 수행의 초기 과정

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유용성의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

했다면, 후속 과정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아이디

어의 유용성을 추가적으로 완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

색 과정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다각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회가 되므로 유용성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

이로 정교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2-1-3). 단,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

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경우, 정교성 수준이 가장 높

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 따르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

상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타인에게 아이디어의 가치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시각적 심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조작하

기 위해서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하다(Farah, 1984; Intons-Peterson &

Roskos-Ewoldsen, 1989; Kosslyn et al, 1990; Welling, 2007). 창의적 수행

과정이 진행될수록 시각적 심상의 활용에는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요구된

다. 더욱이 초기보다 후기로 갈수록 유용성 평가를 위한 인지적 노력도 투입

되어야 하므로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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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적 수행의 전체 과정에 걸쳐 시각적 심상의 정

보를 간명화하는 것은(高추상성 심상)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가장 높여주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전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종적인 정교성 수준을 가장 높일 것

이라 예상할 수 있다.

연구 2에서 고려한 두 번째 접근은 개인의 인지양식과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1의 결과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수행의 차이를 나타낸 요인은

유용성과 정교성이었다. 독창성은 기존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아이디어들 속에서 발현된다. 이와 비교하여, 유용성과 정교성은

지속적인 심사숙고의 과정, 작업기억의 활용,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적 평가,

수렴적 사고 등 인지적 특성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Boden,

1988; Dietrich, 2004; Kilgour & Koslow, 2009).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

구 2에서는 정보 처리의 능력 및 선호와 관련된 개인의 특성인 인지양식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연구 1에서 독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은 바 있다.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수행 조건은 독창성을 발휘하는 데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인지양식의

영향을 분석하는 접근은 연구 1에서 확인하지 못한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여겨진다.

연구 2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인지양식으로서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에 집중하였다. 뇌의 기능이나 뉴런의 수준에서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인지양식은 다시 두 가지의 하위 구조로 구분되고 있다(Farah et al,

1988; Kosslyn, 1994). 첫 번째 인지양식은 공간심상 양식이며, 대상들의 관

계나 위치를 도식적으로 표상하고 공간상에서의 변형을 수행하기 위해 심상

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번째 인지양식은 대상심상 양식이다. 이 인

지양식은 모양, 재질, 색상 등을 회화를 보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심상을 구

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두 인지양식은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독립적이다. 즉,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대상심상 양식이 약할

수 있지만, 이 두 인지양식이 동시에 강하거나 약할 수도 있다(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인지양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과 선호를 의미하

며,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유형에서 수행은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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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Kirby, 1993).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두 가지 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은 시

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Kozhevnikov et al.,

2005; Blazhenkova et al., 2006). 공간심상 양식이 선호하는 시각적 심상은

상대적으로 추상성이 높다. 반면 대상심상 양식이 선호하는 시각적 심상은

구체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인지양식의 일치 여부는 창의적 수행을 예측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간심상 양식이 강할수록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서 창

의적 수행 수준이 보다 높을 것이다. 반면, 대상심상 양식이 강할수록 추상

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에서 창의적 수행 수준이 보다 높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연구 1의 결과 및 이전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가

설을 설정하였다.

2-2. 개인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1.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2.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유용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2-2-3. 개인의 인지양식은 시각적 심상의 정교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2-2-1). 특히 생성 과정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1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

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 특성과 같은 기타 요인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창의성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평가 과정으로 구분하는 모형들은

인지적 통제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생성 과정이 독창성과 관련

된다고 본다(Basadur, 1995; Joyner & Tunstall, 1970; Runco & C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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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이러한 관점에서 독창성이 확보되는 생성 과정에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조건에 비해 독창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에는 생성 과정

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대상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에는

생성 과정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독창성을 향상시

킬 것이라 예상하였다.

둘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유용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2-2-2). 특히 탐색 과정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

날 것이라 예상하였다. 연구 1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창의적 수행 과정을 구분한

다면, 유용성은 탐색 과정과 관련성을 가진다(Basadur, 1995; Joyner &

Tunstall, 1970; Runco & Chand, 1995). 그렇다면, 탐색 과정에 보다 효과적

인 시각적 심상(연구 1 결과에 근거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

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상이라면 더욱 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공간심상 양식

이 강한 경우,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

용성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다.

셋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정교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2-2-3). 단,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서

모두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될 것이다. 연구 1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정보 처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교성에 보다 긍정적이라 해

석되었다. 창의적 수행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정보를 간명하게 하는 것은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보다 증진할 것이다.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경우 정보

처리의 수월성은 더욱 확보될 것이다. 따라서 공간심상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정

교성을 보다 향상시킬 것이라 예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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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참여자

연구 2는 연구 1과 동일하게 충북 지역에 소재한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받은 절차에 따라, 2018년 3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고 2018년 4월 중

실험이 수행되었다. 연구참여자 모집은 학내 게시판, 온라인 게시판, 수업 중

홍보를 통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실험에 참여한 대학생은 151명

이었으며, 실험 종료시점에 사례비로 현금 8,000원이 지급되었다. 단, 연구 1

에 참여한 경우,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모집된 연구참여자 중, 실험 조작을 확인하는 설문 문항에 적절한

응답을 하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총 145명(남자 42.1%, 여자 57.9%)의 자

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참여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연령은 19세~38세로 평균 22.87세였다.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하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조건에 따라, 집단별 무선 배

정된 성별 분포는 <표 Ⅳ-1>과 같다.

집단

高추상성
→

高추상성

高추상성
→

低추상성

低추상성
→

高추상성

低추상성
→

低추상성
전체

n % n % n % n %

남자 18 51.4 13 34.2 16 43.2 14 40.0 61

여자 17 48.6 25 65.8 21 56.8 21 60.0 84

전체 35 100.0 38 100.0 37 100.0 35 100.0 145

<표 Ⅳ-1> 연구참여자의 조건별 분포(연구 2)

나. 실험 처치

연구 1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정의하고, 연구

참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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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집단은 1)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

상을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2)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 3)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

하는 조건(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 4)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

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으로 설

정하였다.

오리엔테이션 과정에서 연구자는 창의성 과제 수행이 두 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될 것임을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성 과

정’은 ‘아이디어 만들기’로, ‘탐색 과정’은 ‘아이디어 다듬기’라고 명명하여 안

내하였다. 집단별 처치 내용은 <표 Ⅳ-2>와 같았다.

집단 지시문

高추상성
→

高추상성

생성
과정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안경의 대표적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면서
②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탐색
과정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이 안경의 대표적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만을 더욱
강조하면서

② 더욱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高추상성
→

低추상성

생성
과정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안경의 대표적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면서
②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탐색
과정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이번에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안경을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②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표 Ⅳ-2> 집단별 처치 내용(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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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절차

전체 실험 절차는 6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총 진행 시간은 50분 정도가 소

요되었다. 전체 실험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을 받았으며, <표 Ⅳ-3>과 같이 구성되었다.

절차 수행 내용
소요
시간

[1단계]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

Ÿ 연구개요 안내

Ÿ 연구참여동의서 서명
10분

<표 Ⅳ-3> 실험 절차(연구 2)

低추상성
→

高추상성

생성
과정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안경을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② 생생한 사진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탐색
과정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이번에는 안경의 대표적 특성을 드러내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면서

②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低추상성
→

低추상성

생성
과정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안경을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②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탐색
과정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입니다.
눈을 감고 창의적인 안경을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① 특정한 사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이 안경을 활용하는 장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② 더욱 생생한 사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미지를
떠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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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단계에는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

였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용 설명문을 읽으면서

연구의 취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유롭

게 실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안내 내

용을 숙지한 이후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 사전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약 10분이 소요되었다. 각 집

단의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의성 효능감, 창의성 관련 경험, 그림그리

기 활동에 대한 효능감, 개인 인지양식 설문, 시각 능력 과제가 제시되었고,

시각 능력 과제(1, 2)는 각각 제한시간이 3분이었으므로 연구자의 안내에 따

라 동시에 시작하고 제한 시간에 맞춰 동시에 과제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창의성 과제 수행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었으며, 약 7분

이 소요되었다. 우선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는 과

정이 두 단계로 구분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처음 단계는 ‘아이디어 만들

기’, 이후 단계는 ‘아이디어 다듬기’로 구분될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연

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추상적 상상으로 안내)

[2단계]

사전 설문

Ÿ 집단동질성 확인 설문
(창의성 효능감, 창의성 관련 경험, 그림그리기
활동에 대한 효능감, 시각 능력 과제)

Ÿ 개인 인지양식 설문

10분

[3단계]

오리엔테이션

Ÿ 과제 수행 방법 설명

Ÿ 창의성 과제 안내
7분

[4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생성 과정)

Ÿ 시각적 심상 연습문제

Ÿ 시각적 심상 형성(3분)

Ÿ 조작확인용 문항 응답

Ÿ 아이디어 작성(4분)

10분

[5단계]

창의성 과제
수행

(탐색 과정)

Ÿ 시각적 심상 연습문제

Ÿ 시각적 심상 형성 (3분)

Ÿ 조작확인용 문항 응답

Ÿ (트레이싱 페이퍼를 덮고) 아이디어 작성 (4분)

10분

[6단계]

디프리핑

Ÿ 연구 개요 소개

Ÿ 사례비 지급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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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구체적 상상으로 안내)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각 과정에서 두 가지 유형의 심상 중 하나를 활용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이어서 과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는데,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에는

배부된 작성지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에는 트

레이싱 페이퍼를 이전 작성한 내용의 위에 덮고 보완된 내용을 중심으로 아

이디어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단, ‘아이디어 다듬기’ 과정에서 완전하게 새로

운 아이디어를 생각한 경우에는 트레이싱 페이퍼를 활용하는 대신 새로운

작성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 1과 동일하게, 아이디어

를 작성하는 동안 스케치를 해야 하지만 그림으로 표현이 어려운 경우 글로

보완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림 실력이 평가되지 않으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네 번째 단계는 창의적 사고의 생성 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만들기

단계였다. 먼저 집단별로 활용해야 하는 시각적 심상이 무엇인지 안내하였

다. 이후, 연습문제 2개를 제시하여 각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였다. 연습문제에 모두 적절하게 응답한 것을 확인한 후, 3분간 시각

적 심상을 떠올리도록 하였다. 시간이 종료되면 제공된 설문지에 방금 떠올

린 시각적 심상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는 조작확인용 문항(연구 1과 동일)

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제공된 양식에 떠올린 아이디어를 4분간 작성

하도록 하였다.

다섯 번째 단계는 창의적 사고의 탐색 과정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다듬기’

단계였으며, 수행한 내용은 4단계와 동일하였다. 단, 아이디어를 작성할 때

트레이싱 페이퍼를 덮고 작성하도록 하였다. 두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작성한

장면은 다음의 [그림　Ⅳ-1]와 같다.

여섯 번째 단계는 연구 내용에 대한 디프리핑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질문이 있는 경우 성실하게 응답하였다. 모든 실

험을 마친 연구참여자에게 모집공고 시 안내했던 연구사례비를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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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생성-탐색 과정의 아이디어 작성 장면

라. 실험 환경

연구 2의 실험 환경은 연구 1과 모두 동일하였다. 단, 창의적 수행 결과를

작성하는 양식지의 형식이 달랐는데, 연구 1에 사용된 양식지 위에 트레이싱

페이퍼를 붙여두어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을 구분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

게, 세션별로 임의로 실험 집단을 지정하였다. 개별 세션의 참여 인원은 연

구참여자들이 희망 시간에 따라 임의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2명에서 13명으

로 차이가 있었다. 실험 절차는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일괄 진행되었으나,

모든 활동(설문지 작성, 창의적 수행 과제 수행 등)은 다른 참여자와 상호작

용 없이 개인별로 이루어졌다.

마. 측정 도구

1) 창의적 수행 과제

연구 1과 동일하게 ‘창의적 안경 제안하기’ 문제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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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 효능감

연구 1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체 평균은 3.200, 표준편차는 0.761

이었으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829였다.

3)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연구 1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체 평균은 2.338, 표준편차는 0.939

이었으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537이었다.

4) 그림 그리기 효능감

연구 1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전체 평균은 2.731, 표준편차는 1.062

이었으며,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933였다.

5) 인지양식

시각적 심상 활용과 관련된 인지양식의 특성을 설문도구를 활용하여 확인

하였다. Blazhenkova와 Kozhevnikov(2009)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OSIVQ

(Object-Spatial Imagery and Verbal Questionnaire)를 한국어로 번안하고

타당화한 신경희와 김초복(2013)의 한국판 OSIV를 활용하였다. OSIVQ는 시

각적 심상 관련으로 대상심상 양식, 공간 심상 양식을 구분하고, 언어 양식

을 추가하여 세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

상 양식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택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국판 OSIV 중

10번 문항(“공학과 시각예술 중에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시각예술을

선택할 것이다.”)은 Blazhenkova와 Kozhevnikov(2009) 연구에서는 대상심상

양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제안되었으나, 신경희와 김초복(2013)의 연구에서

는 공간심상 양식 문항으로 포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문항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간심

상 양식의 평균은 2.867 표준편차는 0.767이었고, 대상심상 양식의 평균은

3.165 표준편차는 0.626이었다. 문항 간 내적일치도(Cronbach’s alpha)는 공

간심상 양식 .757, 대상심상 양식 .838으로 확인되었다.

6) 시각적 능력 1 : 종이접기 과제

연구 1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고, 평균 점수는 7.469점, 표준편차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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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었다.

7) 시각적 능력 2 : 눈 그림 과제

연구 1과 동일한 도구를 활용하였고, 평균 점수는 8.104점, 표준편차 1.721

점이었다.

바. 창의적 수행의 평가

연구 1과 동일한 방식으로 창의적 수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단, 생

성 과정과 탐색 과정를 구분하여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자간 일치도는 생성 과정의 독창성 점수 .836, 유용성 점수 .846, 정교성

점수 .840로 나타났고, 탐색 과정의 독창성 점수 .773, 유용성 점수 .863, 정

교성 점수 .733로 확인되었다. CAT 평가자간 신뢰도가 .700 이상이면 신뢰

도는 수용 가능하므로(Hennesey et al., 2011), 평가자가 일치도는 수용 가능

하였다.

사. 자료 분석

연구 1과 동일하게,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집단별 독창성, 유용성, 정교

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탐색 과정까지 수행된 최종 산출물의

점수를 분석하였다.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

시하였다.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양식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 20.0 버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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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시각적 심상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요인들의 집단 간 차이를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집단간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성 효능감, F(3, 141) = 2.618, p = .053,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F(3, 141) = 0.608, p = .611, 그림 그리기 효능감, F(3, 141)

= 1.911, p = .13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각적 능력으

로서 종이접기 과제점수, F(3, 141) = 1.184, p = .318, 눈 그림 과제에서도,

F(3, 141) = .245, p = .865,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네 집단

은 창의적 수행 및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능력에서 동질한 집단으로 판단되

었다.

연구 2의 연구문제와 관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와 상관을 확인하였다. 독

창성, 유용성, 정교성 점수는 각각 생성 과정까지 작성한 중간 산출물 점수

와 탐색 과정까지 수행한 최종 산출물 점수를 평정하였다.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의 상관은 독창성, r(143) = .964, p < .001, 유용성, r(143) = .953, p <

.001, 정교성은, r(143) = .896, p < .001, 매우 강한 상관을 나타냈다.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은 부적 상관을 가졌고, 유용성

과 정교성은 정적 상관을 가졌다. 세부적으로 생성 과정의 독창성과 유용성,

r(143) = -.531, p < .001, 탐색 과정의 독창성과 유용성은, r(143) = -.552, p

< .001,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생성 과정의 유용성과 정교성, r(143) =

.318, p < .000, 탐색 과정의 유용성과 정교성은, r(143) = .291, p < .001, 정

적 상관을 가졌다. 개인 인지양식으로서 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의 상

관을 확인한 결과,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간에 부적 상관이 확인되

었다, r(143) = -.188, p =.023. 창의적 수행의 요인 점수와 개인의 인지양식

수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이 확인되지 않았다.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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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과정 탐색 과정 인지양식

독창성
(A)

유용성
(B)

정교성
(C)

독창성
(D)

유용성
(E)

정교성
(F)

공간심상
양식
(G)

대상심상
양식
(H)

생성 과정

A ─

B -.531*** ─

C .018 .318*** ─

탐색 과정

D .964*** -.554*** -.030 ─

E -.552*** .953*** .264** -.552***─

F -.012 .342*** .896*** -.022 .291*** ─

인지양식

G .001 .122 -.061 -.008 .098 -.025 ─

H -.099 .153 .120 -.110 .132 .130 -.188* ─

M 2.887 2.846 2.632 3.046 2.993 3.055 2.867 3.165

SD 1.142 1.161 0.971 1.174 1.200 1.167 0.767 0.626

<표 Ⅳ-4> 주요 변인 기술통계 및 상관(연구2)

*** p < .001, ** p < .01, * p < .05

본 분석에서는 시각적 심삼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생

성 과정을 거쳐 탐색 과정까지 수행한 최종 산출물의 점수를 활용하여 집단

간 비교하였다. 상관 분석에서 생성 과정 점수와 탐색 과정 점수가 강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독창성 차이

창의적 수행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독창성 점수는 Leven의 등분산 가정

검정 결과 유의확률 .041로 등분산가정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Welch-Aspin 검정을 하였다. 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M = 2.943, SD =

1.021), 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M = 2.912, SD = 1.368), 低추상성→高추상

성 집단(M = 3.198, SD = 1.142),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M = 3.133, SD

= 1.144) 집단의 점수 차이의 유의하지 않았다, F(3, 141) = .517, p = .668.

독창성 점수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Ⅳ-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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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n M SD F 사후검증

高추상성→高추상성 35 2.943 1.021

.517 -
高추상성→低추상성 38 2.912 1.368

低추상성→高추상성 37 3.198 1.142

低추상성→低추상성 35 3.133 1.144

<표 Ⅳ-5>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독창성 차이

2)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유용성 차이

탐색 과정까지 수행된 산출물의 유용성 점수는 Leven의 등분산 가정 검

정 결과 유의확률 .177로 집단의 등분산성 가정이 충족되었다. 집단별 점수

를 비교하면, 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M = 3.181, SD = 1.158), 高추상성→

低추상성 집단(M = 3.070, SD = 1.295),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M =

2.793, SD = 1.263),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M = 2.933, SD = 1.075)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F(3, 141) = .706, p = .550. 유용성 점수

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Ⅳ-6>과 같다.

집단 n M SD F 사후검증

高추상성→高추상성 35 3.181 1.158

.706 -
高추상성→低추상성 38 3.070 1.295

低추상성→高추상성 37 2.793 1.263

低추상성→低추상성 35 2.933 1.075

<표 Ⅳ-6>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유용성 차이

3) 과정별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른 정교성 차이

탐색 과정까지 수행된 산출물의 정교성 점수는 Leven의 등분산 가정 검

정 결과, 유의확률이 .059로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으므로 각 집단의 분

산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집단별 정교성 점수는 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M

= 3.781, SD = 0.836), 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M = 3.149, SD = 1.249), 低

추상성→高추상성 집단(M = 2.793, SD = 1.070),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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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2.505, SD = 1.107) 집단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F(3, 141)

= 9.132, p < .001. 사후분석으로 Tuk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高추상성→高

추상성 집단이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p < .01)과 低추상성→低추상성 집

단(p < .001)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유용성 점수의 집단간 차이 분석

결과는 <표 Ⅳ-7>, [그림 Ⅳ-2]와 같다.

집단 n M SD F 사후검증

高추상성→高추상성(A) 35 3.781 0.836

9.132*** A > C, D
高추상성→低추상성(B) 38 3.149 1.249

低추상성→高추상성(C) 37 2.793 1.070

低추상성→低추상성(D) 35 2.505 1.107

<표 Ⅳ-7>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정교성 차이

*** p<.001

[그림 Ⅳ-2] 정교성 점수 차이

나.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인은 탐색 과정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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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유용성, 정교성 점수였다.

집단 변인은 연구 1에서 추상성이 높은 심상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한 결

과를 바탕으로,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영향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대비코딩(contrast coding)을 하

였다. 계획된 대비코딩은 불필요한 집단 차이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므로 2종

오류에 대하여 통계적 검증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문제를 보다

간명하고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Davis, 2010). 우선 4개 집단인 (1) 高

추상성→高추상성 집단, (2) 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 (3) 低추상성→高추상

성 집단, (4)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이 분석의 대상이므로, 3개의 대비를

생성하였다. 연구 1의 결과, 독창성에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수준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용성과 정교성은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조

건에서 보다 높았다. 이와 같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을

향상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이 효과에 집중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보다 창의적 수행을 증진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다음의 세 가설을 중심으로 대비를 설정하였다.

첫째, 생성 과정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가지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에 활용하

는 조건(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과 활용하지 않

는 조건(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을 비교하는 대

비를 설정하였다(C1 = (1, 1, -1, -1)). 둘째,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과 활용하지 않는 조건(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간의 효과를 비교하는 대비를 설정하였다(C2 = (1, -1, 1, -1)). 셋째,

생성과 탐색 과정에서 모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高

추상성→高추상성 집단)과 두 과정 중 한 번만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低

추상성 집단,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간의 대비를 설정하였다(C3 = (2, -1,

-1, 0)).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에는 3가지 대비변인을 투입하였다. 2단계에는 2

가지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 그리고 세 개 대비변인과 인

지양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창의적

수행, 시각적 심상 활용 능력과 관련된 점수(창의적 효능감, 창의적 수행 관



- 114 -

련 경험, 그림 그리기 효능감, 시각적 능력 과제 1, 2)에서 집단간 동질성 검

증이 확보되었으므로, 별도의 통제변인은 투입하지 않았다. 다중공선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요인(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을 분석한 결과

VIF 값이 10 이상인 변인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3가지 인지양식 점수는

평균을 0점으로 센터링(centering)하여 활용하였다.

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위계적 회귀분석의 1단계 모형, F(3, 141) = .521, p =. 668, 2단계 모형,

F(11, 133) = .735, p =. 703, 모두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독창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표 Ⅳ-8>과 같다.

변인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C 1 -.115 .109 -.098 -1.050 -.144 .113 -.123 -1.278

C 2 .028 .110 .024 .256 -.009 .118 -.008 -.076

C 3 -.009 .098 -.009 -.087 .024 .105 .025 .233

공간심상 양식 -.063 .142 -.041 -.441

대상심상 양식 -.188 .172 -.100 -1.095

C 1 × 공간심상 양식 .004 .077 .005 .057

C 1 × 대상심상 양식 -.023 .093 -.022 -.250

C 2 × 공간심상 양식 -.224 .149 -.172 -1.502

C 2 × 대상심상 양식 -.042 .167 -.025 -.253

C 3 × 공간심상 양식 .180 .141 .155 1.279

C 3 × 대상심상 양식 .234 .160 .152 1.463

F .521 .735

R2 .011 .057

△R2 .046

<표 Ⅳ-8>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C 1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高추상성→低추상성 vs. 低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2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3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탐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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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유용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1단계 모형은 유의하지 않았다, F(3, 141) = .706, p = .550. 그

러나 세 가지 대비와 인지양식, 그리고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2단계 모형은

유용성 분산의 14.3%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11, 133) = 2.020, p = .

031. 이 모형에서 C2와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 β = .327, p = .003, C3과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이, β = -.313, p = .024, 유의하여, 인지양식의 조

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변인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C 1 .100 .112 .083 .895 .124 .110 .103 1.124
C 2 -.039 .112 -.032 -.346 .015 .115 .012 .127
C 3 .063 .100 .064 .628 -.018 .102 -.018 -.173

공간심상 양식 .233 .139 .149 1.677
대상심상 양식 .279 .167 .146 1.668

C 1 × 공간심상 양식 -.009 .075 -.010 -.120
C 1 × 대상심상 양식 -.144 .091 -.135 -1.579
C 2 × 공간심상 양식 .436 .146 .327 2.994**

C 2 × 대상심상 양식 -.066 .163 -.039 -.406
C 3 × 공간심상 양식 -.313 .137 -.264 -2.277*

C 3 × 대상심상 양식 -.209 .156 -.133 -1.342
F .706 2.020*

R2 .015 .143
△R2 .128*

<표 Ⅳ-9>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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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高추상성→低추상성 vs. 低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2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3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탐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조절효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Aiken과 West(1991)이 제안한 방식에

따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된 점수를 중심으로 ±1SD 지점을 이은 개

별 회귀선을 그리고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동시에 조절변인인 인지양식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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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값(평균값 및 평균값 ±1 표준편차)을 가질 때 유용성에 미치는 효과를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통해 검증하였다.

먼저,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

→高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과 활용하지 않는 조건(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의 대비와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C2 × 공간심상 양

식)을 살펴보면, 공간심상 양식의 수준에 따라 유용성과의 관계에 차이가 있

었다.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

에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향상시켰으며, 단순기울기 검증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냈다, t = 2.053, p = .042. 반면, 공간심상 양식이 약한 경우에는 추

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 점수를 감

소시켰으며 단순기울기 검증 결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 =

-2.135, p = .035. 분석 결과는 [그림 Ⅳ-3], <표 Ⅳ-10>과 같다.

[그림 Ⅳ-3] C2와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유용성)

공간심상 양식 b t

-1SD -0.320 -2.135*

M 0.015 0.127

+1SD 0.349 2.053*

<표 Ⅳ-10> C2와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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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의한 상호작용항(C3 × 공간심상 양식)의 경향성을 살펴보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지속적으로 활

용하는 조건(高추상성→高추상성)과 두 과정 중 한 번만 추상성이 높은 시각

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간의 대

비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그림 Ⅳ-4],

<표 Ⅳ-11>과 같다.

[그림 Ⅳ-4] C3과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유용성)

공간심상 양식 b t
-1SD 0.222 1.534

M -0.018 -0.173

+1SD -0.257 -1.731+

<표 Ⅳ-11> C3과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작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 p < .10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 추상성이 높

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

러나 공간심상 양식의 +1SD를 기준으로 한 단순기울기 검증에서 p < 1.0

수준의 약한 유의성을 나타냈다, t = -1.731, p = .086. 반면, 공간심상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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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기울기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t = 1.534, p = .127.

3)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정교성의 관계에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1단계 모형은 정교성 분산의 16.3%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3, 141) = 9.132, p < .001. 세 가지 대비와 개인의 인지양식, 상호작용항

이 투입된 2단계 모형은 분산의 19.9%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F(11, 133) =

2.998, p = .001).

변인
1단계 2단계

B SE β t B SE β t

C 1 .365 .100 .314 3.650*** .397 .103 .341 3.835***

C 2 .187 .101 .161 1.860 .181 .108 .155 1.676

C 3 .086 .090 .090 .958 .085 .096 .089 .889

공간심상 양식 .070 .131 .046 .539

대상심상 양식 .044 .157 .023 .277

C 1 × 공간심상 양식 -.016 .071 -.019 -.229

C 1 × 대상심상 양식 .114 .086 .110 1.332

C 2 × 공간심상 양식 .153 .137 .118 1.115

C 2 × 대상심상 양식 .043 .153 .026 .284

C 3 × 공간심상 양식 -.252 .129 -.219 -1.953

C 3 × 대상심상 양식 -.091 .147 -.060 -.623

F 9.132*** 2.998**

R2 .163 .199

△R2 .036

<표 Ⅳ-1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정교성에 미치는 영향과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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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高추상성→低추상성 vs. 低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2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低추상성)

C 3 :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탐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가 여부
(高추상성→高추상성 vs. 高추상성→低추상성, 低추상성→高추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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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모형의 C1이 유의하였고, β = .314, p < .001, 2단계 모형에서도 C1

만이 유의하였다, β = .341, p < .001. 이는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정교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2단계 모형에서 추가된 상호작용항은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

므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4. 소논의

연구 2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보다

창의적 수행의 유용성과 정교성을 높인다는 연구 1의 결과를 확장하여, 시각

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이루어졌다. 시각적 심상과 창

의적 수행은 공통적으로 과정 중심의 접근을 통해 본질적인 속성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Finke & Slayton, 1988; Lubart, 2001; Mumford et al.,

1997). 이와 함께, 연구 1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인지적 노력과 관련

성이 높은 유용성, 정교성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므로, 개

인의 인지양식이 이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였

다. 이에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개인의 인지양식을 함께 고려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으로 구분하고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달리 하였을 때, 정교성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

다.

연구가설을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성 과정과 탐

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이로 독창성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2-1-1). 연구 1의 결과와 일관성

을 나타내며 독창성에서의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의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결과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시각적 심상의 추

상성은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거나, 본 연구에서 고

려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 차

이로 유용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2-1-2). 연구 1의



- 120 -

결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 유용성은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다.

그러나 연구 2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과정을

구분한 창의적 수행 조건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구

1과 달리 연구 2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아이디어를 다듬는 과정을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이전 연구를 참고하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시각적 심상의 변

형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Palmiero et al., 2015), 생각을 더 해보도록 요구하

여 의도적으로 인지적 노력을 투입하는 것(Nijstad, De Dreu, Rietzschel, &

Baas, 2010)만으로 창의적 수행 수준이 증진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탐색

과정’을 별도로 인식하고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것은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

한 점검 기회를 추가로 확보하는 의미를 가졌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추

상성 수준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생성 과정과 탐

색 과정을 거치는 것은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

준 차이로 정교성에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2-1-3). 생

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

에서(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정교성이 가장 높았다. 세부적으로는 생성

과정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 그리고 생성 과정

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低추상

성→低추상성)보다 정교성에서 우수한 수행을 나타냈다. 연구 1에서 추상성

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정보의 간명화 측면에서 인지적 부하의 관리에 보다

긍정적이었다고 해석되었다. 그 결과 작업기억에서 불필요한 사고나 방해 자

극을 통제하고 온전히 과제에 집중하는 작업이 순조롭게 변행되도록 한 것

이다(Dreisbach et al., 2005; Koch et al., 2008). 연구 2에서도 같은 경향성

이 확인되었다. 즉 정보의 간명화로 정보 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창

의적 수행의 과정과 상관없이 정교성에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드

러내고 있으며,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으로서 정교성은 개인의 인지적 능

력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

였다.

둘째,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인지양식(공간심상 양식, 대상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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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용성 점수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

를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들에 근거하면, 공간심상 양식이 강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선호하고 이를 과제 수행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

다. 반면, 공간심상 양식이 약하다는 것은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

용한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독창성 측면에서 생성 과정에 인지양식의 조절효과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은 기각되었다(2-2-1). 연구 1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독창성과 직접적

인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 관계에 개인 특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또 다른 설명력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수

행 조건이 제공됨으로써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생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지양식에 따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즉, 인

지양식 역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

는 의미 있는 요인이 아니었으며, 다른 요인의 탐색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확

인되었다.

유용성을 기준으로 탐색 과정에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

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2-2-1). 가설에서는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탐색 과정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

이라 예상하였다. 유용성의 발현이 탐색 과정과 관련이 있고(Basadur, 1995;

Runco & Chand, 1995), 연구 1의 결과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조

건에서 유용성 보다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연구 2의

결과는 보다 다양한 인지양식의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우선,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탐색 과정에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

→高추상성 집단, 低추상성→高추상성 집단)과 활용하지 않는 조건(高추상성

→低추상성 집단, 低추상성→低추상성 집단)의 대비와 공간심상 양식의 상호

작용이 유의했다. 세부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탐

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긍정적이

었다. 이는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조건에 해당한다. 그

러나 공간심상 양식이 약한 경우에는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

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을 감소시켰다. 이는 인지양식과 불일치하는 시각

적 심상 활용 조건이다. 유용성의 발휘와 관련되며 인지적 평가 작업을 요구

하는 탐색 과정에는 시각적 심상의 효과가 인지양식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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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을 조

율하는 것이 유용성을 검증하는 데에 인지적으로 수월하도록 하였고, 그 결

과 유용성 점수의 향상에 기여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양식과 일치

하는 과제 유형에서 수행이 보다 우수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

이다(신경희, 김초복, 2013; 오윤경, 김초복, 2016; 조경자, 한광희, 2002;

Riding & Cheema, 1980).

이와 함께,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조건(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과 두 과정 중 한 번만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조건(高추상성→低추상성 집단, 低추상

성→高추상성 집단)간의 대비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순기울기 검증에서 통계적으로는 약한 수준의 유의성을 가졌다. 조절효과

의 확인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경우, 단순기울기 검증은 조절변인의 특정 값

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Dawson, 2014). 그러나 이 결과의 해석은 제한

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공간심상 양식이 매우 강하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충분히 활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

적 심상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긍정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유용성을 검증하는 것이

전략의 보완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Nijstad et al., 2010).

정교성은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공간심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2-2-3). 정교성 점수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

이었다. 그러나 개인의 인지양식에 따른 상호작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

의 인지양식과 관련 없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추상성이 낮

은 시각적 심상보다 정교성에 긍정적이라고 해석된다.

연구 2의 결과를 종합하면, 창의적 수행의 유용성과 정교성이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과 실제로 관련성을 가진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또

한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인지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의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우선,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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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을 창의적 수행의 전체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서 활용하는 것은

정교성을 증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인지양식의 특성과 상관없이 추상성

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정교성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유용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탐색 과정에서 개인의 인지양식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

상성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탐색 과정에는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상성이 높

거나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보다 창의

적 수행을 증진하는 전략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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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논의

1.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마음의 눈으로 살펴보는 경험인 시각적 심상은 현

실의 제약에서 벗어난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Kosslyn, 1990). 일상의 복잡성이 더욱 증가하는 미래사회는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심적

부하는 증가한다. 이러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미래인재의 역량으로서 창의

성은 “문명을 이끄는 핵심 요인들 중 하나”(Hennessey & Amabile, 2010, p.

570)로 간주될 만큼 미래교육 키워드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창

의적 수행에서 시각적 심상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 고유의 사고 능력

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시도인 동시에, 창의성을 증진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오랫

동안 이어져왔으나, 이전 연구들의 결과가 시각적 심상의 효과를 명료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시각적 심상의 활용이 창의성에 당

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에서 시각적 심상의 실질

적인 설명력은 적었다(Campos & González, 1994; LeBoutillier & Marks,

2003). 이러한 원인으로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을 접근하지 못하거나,

창의성을 설명하는 차원별 관계를 차별적으로 규명하지 못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로 제기되었다.

이에 이전 연구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연구의 의의를 강화하기 위

하여 크게 네 가지의 연구 방향을 수립하였다. 첫째, 인지적 관점에서 시각

적 심상의 본질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속성에 집중하고자 추상성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둘째,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에 따라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를 차별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산출물을 중심으로 창

의성의 수준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고, 수행의 차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창의적 수행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셋째, 과정

중심으로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시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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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의 활용을 중심으로 창의적 사고 과정을 정리한 제네플로어 모형(Finke

et al., 1992)에 근거하여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따라 시각적 심상의 추상

성을 변화시키며 관계를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인지양식이 가지는

조절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된 인지

양식인 공간심상 양식과 대상심상 양식(Kozhevnikov et al., 2005;

Blazhenkova et al., 2006)에 집중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2개의 실험연구를 설계하여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가 유의한지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문

제의식을 확장하여 창의적 수행의 과정과 인지양식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연

구 1은 3개의 실험 집단 구성을 구성하였으며, 1)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높은 집단, 2)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낮은 집단, 그리고 두 가지 심상 조

건의 효과와 비교하기 위한 통제 집단으로서 3) 시각적 심상 억제 집단을

설정하여 창의적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 2의 실험 집단은 1)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 2)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

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 3) 생성 과정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

하는 조건, 4)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에 모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집단별 창의적 수행의 차이를 분석하

되, 과정(생성 과정, 탐색 과정)에 따른 차이와 인지양식(공간심상, 대상심상

양식)의 조절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각 결과를 해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

실을 확인하였다. 기존 시각적 심상 연구가 지각적 속성에 집중하여 창의성

과의 관계를 탐색하였다는 사실은 시각적 심상의 본질을 충분히 드러내기에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시각적 심상 연구에 주로 활용된 심상의 선명

도는 실제 수행의 예측에 일관성이 낮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

다(Blazhenkova et al., 2006; Dean & Morris, 2003; McAvinue &

Robertson, 2007). 이에 본 연구는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저장, 재생, 통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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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가를 이해하는 데에 기여하는 지식의 특성인 추상성(Rosch et al., 1976)을

기준으로 시각적 심상에 접근하였다. 또한 관련 연구에서 활용한 추상성의

정의 및 조작 방법을 참고하여 정보처리 방식과 표상 양식을 기준으로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하고, 실험연구에 적용하였다. 이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아이디어의 대표적 특성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만을 상상하고,

간단한 도식이나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시각적 정보를 심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특정한 사

람이, 특정 장소나 시간에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생생한 사

진을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시각적 정보를 심적으로 표상하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 이전 연구들은 여러 유형의 과제 수행에서 추상성이 높은 심상을 활

용하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과(Abu-Obeid, 1998; Chrysikou &

Weisberg, 2005; Vandervert et al., 2007), 추상성이 낮은 심상이 긍정적 효

과를 가진다는 입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Barsalou & Wiemer-Hastings

2005; Sagiv et al.,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이 창의적 수행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상성

이 시각적 심상의 의미 있는 속성인 동시에,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

는 속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 차원별

로 차별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보다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으나, 유용성과 정교성

과의 관계만이 유의했다. 단, 독창성에서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우선,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 1, 연구 2 모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독창성을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정의하였을 때,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은 독창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었다. 따

라서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 수행 과제의 특성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

은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일단,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인 안경 제안하기’ 과제는 현실성이 있는 과제라는 점에서 독창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독특한 아이디어가 생성되었더라도

유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아이디어는 검열되거나 적절성을 확보하는 방향으

로 발전된다(Boden, 1988; Carson, Peterson, & Higgins, 2003; Dietrich,

2004). 더욱이 현실성을 가진 과제는 유용성을 기본적으로 전제하므로,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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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드문 아이디어라도 유용성이 확보되지 않았으면 검열되어 산출물로 드

러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현실적인 창의성 과제가 부여되는 경우 독창성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Runco et

al., 2005; McCrea et al., 2012), 독창성 수준의 차이가 시각적 심상의 효과를

설명할 만큼 의미를 가지지 못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시각적 심상의 추상

성이 높거나 낮은 것 모두가 개인의 경험을 단순히 재생하는 것이었다면 독

창성에 모두 부정적일 수 있다.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조건에서 핵심

속성을 떠올릴 때, 경험의 평균치인 원형, 혹은 경험에 근거한 고정관념으로

처리했다면 독창성은 낮게 평가된다(McCrea et al., 2012). 추상성이 낮은 시

각적 심상 조건에서도 이미 경험한 맥락을 떠올렸다면 이미 일상에 존재하

는 아이디어이므로 독창성은 낮게 평가될 것이다(Parrott & Strongman,

1985).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이전의 일반적 경

험에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는 인지적 기제가 작동하는 데에 의미 있는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 보다 유

용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이러한 결과는 유용성을 확보하는 인지적

과정과 추상성을 통해 유발되는 사고의 특성을 다룬 이전 연구들을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유용성은 지속적인 인지적 노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확보된다(Boden, 1988; Dietrich, 2004; Yuan &

Zhou, 2008). 구성 수준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 작업에서 추상성이 높

은 시각적 심상은 사고의 변화를 유발하고, 그 결과로 사회적 가치 평가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Förster et al., 2004; Liberman &

Trope, 1998; Trope & Liberman, 2003). 시각적 거리감과 추상적 사고의 상

호작용을 설명하는 이 이론에 근거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왜

관점’의 사고를 자극한다. 반면,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어떻게 관점’

의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다. 따라서 ‘왜 관점’으로 유용성을 평가하게 되면

‘왜 아이디어가 필요한지’ 검토하게 됨으로써, 근본적인 사회적 가치를 직접

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으로 ‘어떻게 이 아이디어

를 활용할지’를 탐색하는 조건보다 아이디어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집중하도

록 이끄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유용성이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

된 아이디어가 사용자의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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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졌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보다

정교성에 긍정적이었다. 특히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비교 집단보다도

낮은 점수를 확보하여 정교성에 가장 부정적인 효과를 가졌다. 본 연구의 정교

성 정의에 따르면, 정교성은 어떤 부분이 창의적인가를 판단하고 전략을 강

구하는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

결과는 정보처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시각적 심상은

생성 시점부터 인지적 노력을 요구한다. 일단 이전 기억으로부터 작업기억에

시각적 심상을 생성하면 즉시 희미해지므로 사라지지 않도록 되살리는 인지

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Farah, 1984; Kosslyn et al, 1990). 이 때 인

지적으로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 중앙처리 기능의 인지적 부하

도 증가한다(Kosslyn et al., 2006). 더욱이 시각적 심상은 현실의 정보를 그

대로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정보를 줄이고 규칙에 따라 전환하는

것이므로(Intons-Peterson & Roskos-Ewoldsen, 1989; Welling, 2007), 최종

산출물이 나오기까지 인지적 노력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의 가치

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인지적 부하는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은 맥락에 대한 정보와 높은 해

상도를 가지고 있어 정보 처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반면, 대상의 핵심 속

성만을 간명한 도식 형식으로 처리하는 시각적 심상은 작업기억에서 처리해

야 할 인지적 부하를 줄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작업의 집중도를 높임으로써 정교성에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졌을 것이다.

셋째, 과정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

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정교성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나

타냈다.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

하면(高추상성→高추상성 집단), 생성 과정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低추상

성→高추상성 집단), 그리고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서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低추상성→低추상성)보다 정교성에서 우수한

수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정보 처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정교성에 긍정적이라는 앞선 해석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에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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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나 방해 자극을 통제하고 온전히 과제에 집중하는 평가 작업이 병행

되어야 한다(Dreisbach et al., 2005; Koch et al., 2008). 창의적 수행의 과정

이 지속될수록 인지적 부하는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디어의 가치가 무

엇인지 평가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간명한 정보는

효율성을 가진다.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조건을 제공한다는 점에

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은 창의적 수행의 전체 과정에 지속적으로 효

과를 가졌을 것이라 해석된다.

넷째,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양식

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두 가지 인지양식(공간심

상 양식, 대상심상 양식)과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용성 점수에서 공간심

상 양식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공간심상 양식이 강하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선호하고 실제로 과제 수행 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간심상 양식이 약하다는 것은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할 수 있다.

먼저,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

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공간심상 양식이

약한 경우에는 탐색 과정에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

용성에 부정적이었다. 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을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유용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

것이다. 탐색 과정은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로 생성 과정과 비교하여

보다 인지적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활용하는 것은 아이디어의 유용성을 검토

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수월성을 확보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과제 유형에서 수행이 보다 우수하다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관

된 것이다(신경희, 김초복, 2013; 오윤경, 김초복, 2016; 조경자, 한광희, 2002;

Riding & Cheema, 1980).

이와 함께, 공간심상 양식이 강한 경우,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모두에 추

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

타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는 약한 수준의 유의성을 나타냈다. 조절효과의

확인이 연구의 주요 목적인 경우, 단순기울기 검증의 유의성보다는 상호작용

항의 유의성이 중요하지만(Dawson, 2014), 본 연구의 결과 해석은 조심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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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공간심상 양식이 매우 강하여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충분히 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

상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은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추

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의 효과가 충분히 발현된 이후, 전략의 보완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Nijstad et al., 2010).

전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유용성과 정교성

을 중심으로 창의적 수행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창

의적 수행의 전 과정에서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지속적으로 활용하

는 것은 정교성을 높였고, 창의적 수행의 전반적인 수준이 보다 긍정적 평가

를 받도록 이끌었다. 창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으로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이

모두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수행의 영역이나 과제의 특성에 따

라 보다 중요하게 평가되는 차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평가 차원별로

수행 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확보한다면, 결국 전체 창의적 수행의 수준

이 향상되는 것이다. 더욱이 평가 차원에 따라 전략적인 접근이 가능하므로,

창의적 수행의 증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 수도 있다. 따라서 추상성이 높

은 시각적 심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평가 차원별로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창의적 교육의 방안으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이와 함께, 시각적 심상의 활용은 개인의 인지양식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탐색 과정에서는 자신의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에 보다 긍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분석적,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탐

색 과정에 공간심상이 강한 경우에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공간심

상이 약간 경우에는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성의

더욱 증진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 또한 매우 강한 공간양식을 가진 경우에

한정하여,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추가로 활용하는 것 역시 전략의 보

완 효과를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라 기대된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시각적 심상의 특성을 추상성을 기준으로 새롭게 접근하고, 창

의적 수행의 평가 차원별 관계를 탐색하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창의성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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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세부적으로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의 의

의를 가진다.

첫째,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시각적 심상의 속성을 새롭게 발

굴하고 창의적 수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시각적

심상 연구의 다수가 지각적 속성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것은 창의성과의 관

계를 설명하는 데에 결정적인 제약이 되었다(Dziedziewicz & Karwowski,

2015; Libby & Eibach, 2013; Swann & Miller, 1982). 더구나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나 통제성 중심의 연구 결과들은 시각적 심상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을 뚜렷하게 드러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면 추상성을 시

각적 심상의 속성을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간주한 본 연구에서는 시각

적 심상의 추상성 수준에 따라서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

다. 과정 중심의 접근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한 경우에도 시각적 심상의 추상

성은 창의적 수행의 차이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었다. 더욱이 인지양식과의

상호작용도 확인되어, 추후 창의적 수행을 증진하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발전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확보되었다. 따라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은 인지적

관점에서 인간의 사고 특성과 수행을 예측하는 역할을 하여, 교육심리 영역

에서 창의성 교육의 방안을 강구하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둘째, 현실성 있는 과제를 활용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시각적 심상과 창

의적 수행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전 연구의 다수는 창의적

수행에 시각적 심상이 실제로 활용되는 상황을 포착하고 있지 못한다는 점

에서,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것

에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연구가 창의적인 인물의 사례연구나

(Daniels-McGhee & Davis, 1994; Shepard, 1978), 시각적 심상과 관련된 자

기보고식 점수와 창의성 과제의 점수간의 상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Forisha, 1978, 1983; González, Campos, & Perez, 1997; Khatena, 1975,

1978; Parrot & Strongman, 1985; Rhodes, 1981; Shaw & DeMers, 1986).

따라서 실제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활용된 시각적 심상이 무엇이었

는가, 혹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조건과 어

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명료한 답을 제시하기에 한계를 가진 것이다. 또한

일상적인 창의적 수행 과정에 활용되는 시각적 심상의 실체를 이해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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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이전 연구에 사용된 창의성 과제의 다수가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

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었다(Campos & González, 1993; Parrott &

Strongman, 1985; Palmiero et al., 2010). 물론 이러한 접근으로 시각적 심상

과 창의성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더욱이

확산적 사고가 창의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상

에서의 문제해결력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며(Zeng, Proctor & Salvendy,

2011), 더욱이 청소년기 이후 성인의 창의적 수행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eausler & Thompson, 1988). 이에 본 연구는 창의적 수행

과정에 직접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조건을 실험연구로 구성하였다. 또한

시각적 심상의 활용 방식을 집단별로 차별화하여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효

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창의성 발현 전략으로

서 시각적 심상의 활용 가치는 보다 선명해졌다.

셋째, 창의적 수행의 과정별 관계와 인지양식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여,

시각적 심상을 활용한 창의적 수행 전략의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창의

적 수행을 과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각 과정별 전략을 탐색하는 데에

유용하다(임철일 외, 2009; Mumford et al., 1997). 또한 개인차에 기반한 접

근은 창의성의 계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적으로도 의미

를 갖는다(이선영, 2014).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

이 유용성과 정교성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탐색 과정에서는 인지양식과 일치하는 시각적 심상이 보다 유용성을 향상시

켰다. 공간심상 양식이 강해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정해야 하지만, 추상성이 높은 시각적 심상이 충분히 활

용된 이후에는 생성 과정과 탐색 과정 중에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이 보완 효과를 가질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

의 인지양식에 따라 창의적 수행의 과정별로 차별화된 창의성 교육의 방안

을 제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드러내는 평가 차원으로서 정

교성의 가치를 확인하였다.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의

결과가 뚜렷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지 못한 원인으로 창의성의 속성을 어

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LeBoutillier & Marks, 2003; Palmiero et al., 201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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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 동안 충분

히 고려되지 못한 평가 차원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교성에 주목

하였다. 연구 결과, 정교성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 1과 연구 2 모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정교성이었다. 사

실 많은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성은 주로 독창성과 유용성 차원에서 설명된

다(Runco & Jaeger, 2012). 따라서 정교성은 주로 창의적 사고 과정을 세부

적으로 이해하거나, 산출물의 평가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 왔다. 그러

나 정교성은 창의성의 5가지 영역 중 하나로 언급되는 ‘설득(persuasion)’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Simonton(1990)은 4가지 창의성 영

역을 설명하는 기존의 4P(person, process, product, press)와 함께 다섯 번째

P(persuasion)를 제안했다. 개인의 창의성은 결국 공동체에 공유되고 수용되

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에 생성한 개념이 개인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하며, 그 결과 해당 분야의 구성원에게 성공적

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소가 ‘설득’이라는 것이다. 높

은 정교성을 가진 아이디어나 산출물은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으로 공유되도록 돕는다.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창의적

수행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은 정교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전체 창의적 수행과 직접적 관계를 가

진 것으로 해석된다. 창의적 수행을 이해하는 평가 차원의 수와 정의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Runco & Jaeger, 2012), 시

각적 심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정교성을 규명해야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3.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며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

에 대한 세부적인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하

였듯, 추상성을 정의하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에서 여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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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시에 사용되어 왔다(Altarriba et al., 1999; Barsalou, 1999; Burgoon et

al, 2013; Reed, 2016; Schwanelflugel & Shoben, 1983). 본 연구는 이전 연

구들의 이론적 논의를 반영하고, 유사한 실험 사례들을 검토하여 시각적 심

상의 추상성을 정의하였다. 이에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표상 방식을

함께 활용하여 추상성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두 기준 중 창의적

수행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두 기준 이외

에 더욱 중요한 제 3의 기준이 존재할 수도 있다. 창의적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기준을 명료하게 정의하고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을 유발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다면, 시각적 심상의 활용 전략은 더욱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독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을 함께 탐색하는 연구

가 필요하다. 연구 1, 연구 2에서 모두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에 따른 독창성

의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결정적

인 요인이 있거나, 다른 요인과의 상호작용이 존재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확산적 사고 점수와 시각적 심상의 선명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에서 독창성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던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

각적 심상 자체보다는 개인의 성격, 언어 능력, 논리적 추론능력 등 다른 개

인 특성이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Campbell, Collins & Watson,

1995; Furnham & Bachtiar; 2008; Nijstad et al., 2010; Palmiero et al.,

2010; Rhodes, 1981). 또한 창의성 연구에서 동기, 영역 관련 지식, 창의성과

관련된 기술, 성격 특성 등이 독창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으로 제시된

다(김동일 외, 2012; 이현주, 2016; Choi, 2004; Feldhusen & Goh, 1995;

González, Campos & Perez, 1997; Shaw & DeMers, 1986). 즉, 이러한 요인

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독창성은 창의성

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다. 또한 생성 과정에서 유발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탐색 과정에서 평가 작업이 진행되기 위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독창성을 이끌어 내는 시각적 심상의 속성은 전체 창의적 수행의 수준을 더

욱 향상시킬 것이다. 시각적 심상의 활용과 관련성을 가진 추가적인 평가 차

원의 탐색은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시각적 심상과 창의성의 관계를 설

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각적 심상의 활용 관점에 집중하여 정교성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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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정교성의 정의는 ‘창의적

수행을 통해 생산된 아이디어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도’였다. 이는

세부적인 반응의 양으로 정의된 확산적 사고 관점의 정교성(Torrance, 1974;

Norlander & Erixon, 2000; Sosik et al., 1998)과는 다른 정의였다. 또한 창

의적 산출물의 평가 기준인 질, 완성도, 유기성, 논리성 등의 정의와도 완전

히 일치하지는 않았다(An et al., 2016; Besemer & Treffinger, 1981;

Mumford et al, 1997). 창의적 산출물 평가에서 정교성은 독창성, 유용성과

는 구분되는 고유한 요인으로 간주된다(Besemer & Treffinger, 1981). 본 연

구의 결과에서도 정교성은 독창성, 유용성과 다른 특성을 나타냈다. 또한 시

각적 심상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인지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

다. 추후 연구는 시각적 심상과의 관계에서 정교성이 다른 창의적 수행 맥락

에도 일관성을 가지고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교성

이 독창성, 유용성이 설명하지 못하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창의

성의 실체를 드러내는 의미 있는 평가 차원으로 더욱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영역특수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과 창의적 수행의 관계

를 확인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은 인간의 고유한 사고 특성이며 매우 일상

적인 경험으로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과제 수행에 활용된다(Kosslyn

et al,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역일반적 관점에서 시각적 심상과 창

의적 수행의 본질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영역 및 전문성에 따

라 창의적 수행의 과정이나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므로(박숙희, 2007;

Mumford et al., 1996; Vincent et al., 2002), 특정 영역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제 수행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활용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시각적

심상은 장기기억의 정보를 기반으로 형성되므로, 전문가의 시각적 심상은 생

성 과정부터 초심자와 다를 수 있다(Kavakli & Gero, 2001). 더욱이 영역에

따라 해당 영역의 구성원 다수가 선호하는 시각적 심상의 처리 방식이 존재

하므로, 영역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각적

심상의 선호에 따라 개인의 인지양식 특성을 구분하고 영역별로 그 특성을

분석하면, 과학자나 과학 분야 전공자들은 공간심상 양식 수준이 높은 반면,

예술가나 예술 분야 전공자는 대상심상 양식 수준이 강한 경향이 나타난다

(Blazhenkova & Kozhevnikov, 2009). 이러한 인지양식의 차이로 동일한 과

제를 수행하더라도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부분, 표현 방식 등 산출물의 특성



- 136 -

이 달라진다(Blazhenkova et al., 2006; Blazhenkova & Kozhevnikov, 2016;

Kirby, 1993). 창의성에 대한 영역특수적 관점은 일상에서 개인적으로 의미

가 부여되는 창의성(mini c, little c)에서 영역의 전문가 수준에서 발현되는

창의성(pro c)을 구분하여 다양한 수준으로 창의성에 접근하는 것이다(이선

영, 2016). 영역특수적 관점에 근거하면, 본 연구의 결과가 영역을 관통하며

적용되는지, 혹은 영역별 차별성이 있는지, 여기에 영역의 전문성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영역특수적 접근은 창

의적 수행을 위한 전략으로서 시각적 심상의 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함으로써

적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시각적 심상의 세부 내용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시각적 심상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규명하는 것이다. 시각적 심상

은 매우 자동적으로 생성되며 즉각적으로 변형되고,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

넘는 장면까지 포함한다(Jeannerod, 1995; Kosslyn et al, 1990). 따라서 시각

적 심상은 작업기억에 생성되는 동시에 변형되며, 스케치나 글로 아이디어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달라진다. 또한 스케치나 글로 미처 표현되지 못한 시각

적 심상의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각적 심상의 시점이 1인

칭인지, 3인칭인지에 따라서 구성되는 내용(Nigro & Neisser, 1983),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Libby, Valenti, Hines, & Eibach, 2014), 기억 수준(McIsaac

& Eich, 2004), 수행 동기(Libby, Shaeffer, Eibach, & Slemmer, 2007;

Vasquez & Buehle, 2007) 등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심상의 추

상성이 집단별 조건에 맞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걸쳤으나, 세밀한

내용들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 프로토콜 분석

을 통해 작업기억에서 처리되는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Van Someren,

Barnard & Sandberg, 1994)는 본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

다. 사람들이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동안 소리내어 생각하기(think aloud)

를 통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정보를 말하도록 하고 이를 분석한다면, 스케

치나 글로 표현되지 못한 많은 정보의 수집이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시각적 심상의 세부적인 내용과 조작 방식을 이해한다면, 보다 다양한 시각

적 심상의 속성과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실험연구로서 활용한 연구참여자, 창의적 수행 과

제, 과제 제시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다른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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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대학 재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함으로써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으

면서도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학업성취 수준이 우수하

고 성실성을 가진 집단의 특성이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창의적 안경 제안하기’ 과제는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실험연구

상황에서 수행의 차이를 확인하기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유용성이 중요

하게 고려되는 과제이다. 따라서 예술 작품과 같이 독창성이 보다 비중 있게

평가되는 과제를 활용한 조건과는 본 연구와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에서는 실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과제 안내 시 창의성의 정의와 창의적 신발의 예시

를 일괄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독창성, 유용성, 정교성을 포함한 창의성

정의는 연구참여자들의 과제 수행 방향을 한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진

형식으로 제공된 예시가 추상성이 낮은 시각적 심상을 자극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실험 조건들이 통제된 후속 연구는 시각적 심상의 추상성 효과를 보

다 명료하게 규명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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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창의성 과제

부록 2. 설문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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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창의적 수행 과제

창의성은 독창적이며 유용한 아이디어를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신발은 다음의 사례들과 같이 기존의 일반적인 신발과

차별성을 가지게 됩니다.

<문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창의적인 <안경>을 제안한다면?

오리발 모양의 하이힐
발바닥의 건강 정보를

감지하는 샌들
생선 모양의 슬리퍼

이동 정보를 분석 맨발 모양의 운동화
근육을 지지해주는

운동화

말굽모양의 신발 센서를 장착한 운동화
아기의 걸음마를 돕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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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설문문항

1) 창의성 효능감

1.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다.

2.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낸다.

3. 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

2) 창의적 수행 관련 경험

1. 나는 이전에 창의성 검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나는 이전에 창의성을 주제로 한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

3) 그림 그리기 효능감

1. 나는 그림 그리기를 쉽게 할 수 있다.

2. 나는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3. 나는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 (역문항)

4. 나는 비교적 그림 그리기를 잘 하는 것 같다.

5. 더 어려운 그림 그리기에 도전하고 싶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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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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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on on Creative

Performance

Eunbyul Ch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visual imagery, which is an experience seeing objects that is

not real through the eyes of the mind, is a unique characteristic of

human beings that enables thinking outside the constraints of reality.

Understanding the role of visual imagery in creative performance is

an attempt to understand human intellectual abilities in depth. And it

provides the value to explore ways to promote creative performance.

Even though prior studies have expected that visual imagery is a

strategy to lead creative performance, it is still difficult to be sure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cause results are mixed.

In this study, two experimental studies were conducted for college

student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sual imagery on creative

performance. Especially, the following research direc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ensure differentiation from previous research. Firs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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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er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imagery and

creative performance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characteristics of

visual imagery were defined based on abstraction. Second, the

relationship of creative performance and visual imagery was analyzed

according to evaluation dimension (originality, usefulness, elaboration)

of creative performance. Third, the process of creative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generation process’ and ‘exploration process’ and

tried process-centered approach by exploring its relationship with

abstract of visual imagery.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gnitive style (spatial imagery style, object imagery style), which is

related to visual imagery, was examined.

In Study 1, it was confirm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creative performance in the following groups, based on the level of

abstraction of visual imagery; 1) a high abstraction visual imagery

group, 2) a low abstraction visual imagery group, and 3) a control

group with suppressed of visual imagery. And in Study 2, the process

of creative performance and the influence of cognitive style was

added by expanding the results of Study 1. Four experimental groups

were constructed as follows; 1) using high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both generation process and exploration process, 2) using high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generation process and low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exploration process, 3) using low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generation process and high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exploration process, and 4) using low abstraction visual imagery in

both generation process and exploration proces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study 1 and 2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bstraction of visual imagery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characteristic on creative performance. The result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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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ious visual imagery studies focused on perceptual attributes and

explored the relationship of visual imagery and creativity have

limitations in revealing the essence of visual imagery. However, in

this study, usefulness and elaboration were higher when using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Based on this result, it is confirmed

that abstract is a meaningful attribute of visual imagery and explains

its relationship with creative performance effectively.

Second, the effect of visual imagery abstraction on creative

performance showed a differentiation depending on three evaluation

dimensions. First of all,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creative performance than low abstraction visual

imagery, but only the relationships of visual imagery and usefulness

and elaboration were significant. But the relationship of visual

imagery with originality was not identified. The results can be

interpreted as follows. First,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in

the usefulness dimension stimulated the thinking of 'why perspective'.

As a result, it can be said that the usefulness level is improved by

taking more fundamental social values of creative performance into

consideration. Next,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level in the

elaboration dimension provided a condition with little visual

information to be processed in working memory. Therefore, it could

provide efficiency to manipulate information by reducing the cognitive

load and to convey the value of the creative idea more effectively. In

contrast, the abstraction of visual imagery cannot be directly

attributed to the cognitive mechanisms that lead to originality.

Third, within the process-centered approach, participants showed

the highest elaboration when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was used in both creation process and search process. It means that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has been consistently effective



- 172 -

throughout the whole creative performance process because it provides

more efficient information processing conditions.

Fourth,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style was founded in the

relation of abstraction of visual image and creative performance.

Especi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spatial imagery style was

confirmed in usefulness. First, when the spatial imagery style is

strong, using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in the exploration

process improved usefulness. On the other hand, when the spatial

imagery style is weak, the use of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in the exploration process is negative for usefulness.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previous studies that creative

performance was better in task types consistent with cognitive style.

In addition, in both the generation process and the search process,

when the spatial imagery style is strong, using abstract visual

imagery shows a tendency to reduce usefulness. It is interpreted that

the visual imagery with low abstraction can be more positive for

usefulness, only when the spatial imagery style is very strong and

the likelihood of abstraction expressed is high enough. This means

that the effects of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are fully

manifested, which would be an opportunity to complement the

strategy for creative perform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confirmed that visual

imagery with high abstraction is a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for

creative performance in of the usefulness and elaboration dimensions.

In detail, the abstraction of visual imagery needs to be differentiated

and utiliz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dimension of creative

performance, the process of creative performance,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gnitive styl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it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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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ion as an attribute of visual imagery that explains the

relationship with creative performance and clar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visual imagery and creative performance more clearly. In

addition, it would contribute to the direction of creativity educ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al psychology. Finally, educational implication and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words : visual imagery, abstraction of visual, imagery,

creative performance, creative process, cognitive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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