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김 유 중









i

국문초록

창의적 사고력은 개인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창의적 산

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된다. 창의적 사고력은 아이디어를 양적

으로 많이 생성해내는 동시에 질적인 차원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를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 과제를

수행할 때, 과제 자체가 지니는 복잡성 및 사고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업

기억에 인지부하가 발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현재 학교교육과정

은 창의융합인재의 양성을 교육의 주요 목표로 삼아 학습자는 교과통합

수업 등을 통해 학업과 창의적 수행을 병행하도록 요구받고 있는데, 이

는 창의적 사고 활동을 할 때 인지부하의 가능성을 높인다. 인지과부하

는 창의적 사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 뒷받침

되고 있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력 과제를 수행할 때 인지과부하를 완충시

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교수설계, 학습전략 등 외재적 인지부하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창의적 사고로 발생하는 인지부하를 줄일

수 있는데, 다양한 창의적 사고 활동을 신장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되어

온 마인드맵을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마

인드맵 지원 유형은 학습자에게 마인드맵 양식(tepmplate)을 부여하여

빈칸을 채워나가는 형태인 구조화된 마인드맵(mind-map template), 학

습자가 주도하여 완성하는 기존의 마인드맵 형태인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classic mind-map)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작업기억에 부과되

는 인지부하 수준(고, 저)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

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마

인드맵 지원 유형 간 효과 차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여 본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창의적 사고력 과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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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시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 수준(고, 저)을 조작하여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따라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

인인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지도 탐색해보

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중학교 3학년 학생 150명이 참여하였고, 연구참여자는 작

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 수준과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나누어진 6개 처치 집단 중 한 개의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사전 설문으로 창의적 자기효능

감, 인지양식 등에 응답하였고, 본 과제 수행 전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

드맵 집단은 마인드맵 기법 훈련을 받았으며 마인드맵 없음 집단은 혁신

에 관한 스크립트를 청취하였다. 이어서 인지부하 수준을 고, 저로 조작

하여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창의

적 사고력 검사 과제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하였다. 창의적 사고력 과제

는 한국형 타당화된 창의적 사고력 검사도구인 i+3C 글로벌 재능 진단

검사의 창의적 사고 검사 부분이며, 1차-아이디어생성력 영역, 2차-원격

연합력 영역으로 구성되었다(이선영 외, 2018).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특히, 1차 과제인 i+3C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아이디어생성력 과제

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대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

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고, 2차 과제인 원격엽합력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연합력 점수에서는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 비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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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가 높은 상황에서는 마인드맵(구조화, 비구조화)이, 인지부

하가 낮은 상황에서는 구조화된 마인드맵이 창의적 사고력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인드맵을 사용이 선행지식과 새로운 주

제와의 관계를 외현화하여 인출을 유도한 것이 인지부하를 줄이고, 더

필수적인 정보에 집중하도록 이끌어 창의적 사고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원격연합력 1 유창성, 독창성 점수

에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인지부하가 높을 때 유창성 점수는 구조화 집단이 비구조화, 마인

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독창성 점수는 구조화 집단이 비구

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인지부하가 낮을 때

유창성, 독창성 점수는 비구조화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가 높게 부과되는 상황에서 구조화된 마인

드맵이 마인드맵 기법 활용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감소시켜

유리하고, 인지부하가 낮게 부과될 때는 규칙, 규율, 위계화 등과 같은

구조화된 방식이 창의성 발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

이다.

본 연구는 실제 창의적 사고력 과제를 수행하는 교육 현장에서 작업기

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 수준에 따라 학습자에게 마인드맵 지원 유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1차 과제인 아이디어생성력 영역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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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과제인 원격연합력 영역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선

행 지식을 인출하여 조합하는 것이 중요한 영역에서 마인드맵 지원 유형

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

다.

주요어: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마인드맵 지원

유형, 인지부하

학 번: 2019-2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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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의성은 성격, 동기 등과 같은 비인지적 요인의 영향을 동시에 받지

만 창의성을 설명하는 근본은 창의적 사고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은 개인의 창의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로, 창의적인 산

출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기반이 된다(Sun, Wang, & Wegerif, 2019). 일

반적으로 창의적 사고력은 아이디어를 양적으로 많이 생성하는 동시에

질적인 차원에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잘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

다(Lee & Therriault, 2013). Guilford(1956)는 자신의 지능의 구조모형

(Sturucture-of-Intellect: SOI)을 사용하여 창의적 사고 과정을 확산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고, Guilford의 영향을 받아 Torrance(1965,

1974)는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핵심 요소로 보았으며 확산적 사고를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유창성(fluency), 유연성(flexibility), 독창성

(originality), 정교성(elaboration)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최근에 가장 많

이 통용되는 창의성의 정의에서 Runco와 Jagger(2012)는 창의성의 핵심

요소로 독창성(originality)과 유용성(usefulness)를 포함하였다. 독창성이

란 새로움, 드묾, 독특함을 뜻하는 것이고, 유용성은 편리성, 적절성 혹은

집단이나 문화의 특정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Hernández-Torrano, &

Ibrayeva, 2020). 이는 유창성, 정교성 등과 같은 아이디어의 양적 측면

외에도 독창성, 새로움 등과 같은 질적 측면 또한 창의적 사고력의 중요

한 요소임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고력은 고정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적절한 훈련이나 교육, 혹은 인지적 전략을 통해 계발 가능하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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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White, Wood, & Jensen, 2012;

Sun, Wang, & Wegerif, 2019)

한편, 학교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수행은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지만, 동

시에 학습자는 수행평가 등 다양한 학업적 수행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을 겪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를 창의융합인재 양성으로 내세우

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창의적 사고 및 수행은 공교육에 있어 주된 가치이

지만 학습자는 교과통합수업 등으로 인해 두 개의 교과 내용을 동시에 학

습하며 수행평가 등 다양한 학업적 수행을 창의적 수행과 병행해야 하는

인지부하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학업적 부담은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더욱 심각하다. 원거리에 있는 다른 개념들을 조합하고, 유연하

게 사고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작업기억이 소모된다

(Wiley, & Jarosz, 2012). 창의적 과제 자체의 복잡성, 혹은 부가되는 2차

과제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Jacko & Ward, 1996), 특히 이때 발생하는 인지부하가 유창성과 같

은 양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완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

다(Hardy & Stadelhofer, 2006, Sun & Yao, 2012).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2차 과제 등으로 인해 작업기억에 대한 인지

부하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으로 아이디어 간의 관

계를 그물망 형태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

다(Buzan & Buzan, 2010). 마인드맵은 확산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유용한

시각화 기법 중 하나로, 생각을 외현화하여 드러낸다. 선행 연구에서 마인

드맵은 주로 학업 수행 상황에서 학습자의 인지부하를 줄이는 학습 도구

로 연구되어 왔지만 창의적 수행 상황에서 인지부하와 연관지어 마인드맵

의 기제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도구

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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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사고의 연습이 필요한 교육 현장에서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학습자가 마인드맵 활용 기술에 익숙해지는 데 훈련 시간이 소요

되며, 마인드맵 사용이 익숙해지기 전까지 실제 수행 과제보다는 마인드

맵을 그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인지적 자원을 할당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Renkl & Nückles, 2006; Ruiz-Primo, Schultz, Li, & Shavelson,

2001). 이와 관련하여 학습자의 마인드맵 기술 사용이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미리 그려진 마인드맵 틀에 빈 곳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마인

드맵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다(Malycha &

Maier, 2017). 선행 연구에서는 마인드맵 템플릿을 사용했을 때 창의적

수행과 처음부터 학습자가 주도하여 그리는 마인드맵과 창의적 수행을

각각 따로 본 경우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마인드맵 템플릿과 같은 구

조화된 마인드맵 지원 유형이 기존의 처음부터 학습자가 그려서 완성하

는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비해 창의적 사고를 더 향상시키는

지, 나아가 창의적 사고 하위요인의 특성에 따라 더 적합한 지원 유형이

있는지 여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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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

드맵 없음)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문제 2.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

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달

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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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 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

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인지 부하, 마인드맵 지원유형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가. 창의적 사고력

1)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novel) 유용한(useful)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생성하는 동시에 잘 선택하는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Lee, & Therriault,

2013). 본 연구에서는 특정한 맥락에 주어진 정보들을 민감하게 관찰하

고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상황을 상상하는 능력인 아이디어생성력과

하나의 이미지(자극)에서 개념적으로 멀리 떨어진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

이 떠올리는 능력인 원격연합력을 창의적 사고력의 핵심이라 보고, 창의

적 사고력을 측정하였다(이선영 외, 2018).

2)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은 학자마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유연

성 등 분류하는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 정교

성, 독창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또한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은 창의적

사고력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유창성은 개별 응답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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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이디어의 개수), 정교성은 응답의 정교성(응답별 어절 수), 독창성은

응답의 희소성으로 보았다.

나.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

본 연구에서는 작업기억에 인지부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본 과제인

창의적 사고력 검사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중과제를 주는 방식을 선택하

였다. 인지부하로 이중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은 본 과제와 동시에 연속적

인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단순한 활동의 형태로 부차적인 과제를 수행하도

록 하는 것이다(Révész, Michel, & Gilabert, 2016). De Dreu와 동료들의

인지 하와 창의적 수행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인지부하를 고, 저로 부가

할 때 5개의 일련의 숫자 vs. 2개의 일련의 숫자로 차이를 두고 조작한

것에 따라 이중과제로 인지부하 고집단에 5개 숫자, 저집단에 2개 숫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 마인드맵 지원 유형

본 연구에서는 Malycha와 Maier(2017)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을 마

인드맵 템플릿, 기존의 마인드맵, 노트 필기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던 방

식에 착안하여 미리 스케치 되어있어 빈칸을 채우기면 하면 되는 마인드

맵 템플릿을 부여하는 방식을 구조화된 마인드맵, 학습자가 스스로 그려

나가는 기존의 마인드맵 유형을 비구조화 마인드맵, 백지에 필기하며 구

상하는 방식을 마인드맵 없음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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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생성하는 동시에

잘 선택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창의적 사고는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성

해내는 기제인 확산적 사고와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선택하고 평가하는

기제인 수렴적 사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모순적

유형의 사고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Lee &

Therriault,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인지적 기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적 사고 과정의 핵심을 확산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교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Guilford(1956)

는 자신의 지능의 구조 모형(Structure-of-Intellect: SOI)을 사용하여 창

의적 사고 과정을 확산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Guilford(1956)

는 확산적 정보 처리 와 연관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지적 기능이 존재한

다고 제안하며 창의성은 확산적 생산이라 불리는 지적 기능을 통해 드러

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대조하였는데 하

나의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인 수렴

적 사고와는 달리 확산적 사고는 주어진 자극에 관한 다양한 범위의 아

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uilford, 1956). Guilford의 영향을

받아 Torrance(1965, 1974)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핵심 요

소로 보았고, 확산적 사고를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Torrance가 개발한 토렌스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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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는 네 가지 차원의

기준으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Torrance,

1965, 1974). Torrance(1965, 1974)가 제시한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하

위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창성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아이디어

를 많이 생성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유연성은 다른 범주에 있는 아이

디어를 내는 능력을 뜻한다. 또한, 독창성은 새롭고 독특하며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 보기 드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뜻하고, 정교성

은 특정 아이디어에 구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덧붙이고 아이디어를 발

전시켜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

한 연구는 확산적 사고를 주요 기제로 보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

근에 이르러 창의적 사고는 다소 모순적인 사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는 관점이 제기되었다(Lee & Therriault,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

하는 데 있어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수렴적 사고가 이에 관여한다는

입장이다(Lee & Therriault, 2013; Howard-Jones, 2002; Nijstad, De

Dreu, Rietzschel, & Baas, 2010). 즉, 창의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

적 사고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생성적 사고 과정은 아이

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사고와는 다른 유형의 회로를 거치

는 것으로 보인다(Howard-Jones, 2002). 수렴적 사고는 하나의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연역적 과정으로(Guilford,

1967), 분석적 사고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 과정을

두 가지 회로로 나누어 설명한 창의적 인지의 이중 상태 모델(A dual

state model of creative cognition)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는 생성적 사

고, 비생성적·분석적 사고의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생성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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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는 1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으로 주의 초점이 없고, 생성적

활동 혹은 연합적 사고를 포함하며 의식이 덜 관여된다. 한편 비생성적·

분석적 사고는 2차적으로 생겨나는 사고 모드로 주의 초점이 맞춰져 있

고, 분석적, 비판적 생각을 포함하며 더 의식적인 인지 과정이다.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한 자기 평가, 즉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비생성적·분석적 사고 모드에 의존한다(Howard-Jones,

2002). 창의적 사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탈억제 작용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양적으로 많이 생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억제 기제로 촉진되

는 질적으로 높은 아이디어가 되어야 한다(Lee & Therriault, 2013). 수

렴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창의적 사고와 대조된다는 초

기의 입장으로 인해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조명받지 못하였으나, 새롭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효과적인 판단을 내리고 생성된 아이디

어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점차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Lee &

Therriault, 2013).

앞서 밝혔던 바와 같이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 최근 10년간 창의적

사고에 관여하는 인지적 과정에 관심을 두고 진행된 연구가 지배적

인 흐름이었던 만큼 창의적 사고 과정을 인지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개념과 작동 기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설이 제시되었다

(Hernández-Torrano & Ibrayeva, 2020). 여기에서는 창의적 사고 과

정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두 모순

적 유형의 사고가 상호보완적 기능을 한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Lee & Therriault,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인지적 기

제를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창의적 사고 과정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 도구와 평정 방법을 살핀 후 최근 연구 동향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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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산적 사고

창의적 사고 과정의 핵심을 확산적 사고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교

육학, 심리학 분야에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어져 왔다.

Guilford(1956)는 자신의 지능의 구조 모형(SOI)을 사용하여 창의적

사고 과정을 확산적 사고의 과정이라고 주장하였다. Guilford(1956)는

확산적 정보 처리와 연관된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지적 기능이 존재한

다고 제안하며 창의성은 확산적 생산이라 불리는 지적 기능을 통해

드러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대조하

였는데 하나의 해결책에 도달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과정인 수렴적 사고와는 달리 확산적 사고는 주어진 자극에 관한 다

양한 범위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Guilford, 1956).

Guilford의 영향을 받아 Torrance(1965, 1974)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의 핵심 요소로 보았고, 확산적 사고를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으로 유창성, 유연성, 독창성, 정교성의 요소를 제안하였다.

Torrance가 개발한 토렌스창의성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는 네 가지 차원의 기준으로 확산적 사고를 측정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Torrance 1965, 1974). Torrance(1965,

1974)가 제시한 확산적 사고의 네 가지 하위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유창성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해내는

능력을 의미하고, 유연성은 다른 범주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

을 뜻한다. 또한, 독창성은 새롭고 독특하며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는

보기 드문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능력을 뜻하고, 정교성은 특정 아

이디어에 구체적인 사항을 세밀하게 덧붙이고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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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는 확산적 사고를

주요 기제로 보는 입장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창의적 사

고는 다소 모순적인 사고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관점이 제기되

었다(Lee & Therriault, 2013).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데 있어

양적 측면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분

석적, 논리적 사고를 포함하는 수렴적 사고가 이에 관여한다는 입장

이다(Lee & Therriault, 2013; Howard-Jones, 2002; Nijstad, De

Dreu, Rietzschel, & Baas, 2010). 즉, 창의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

다.

나. 수렴적 사고

창의적 사고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생성적 사고 과정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분석적 사고와는 다른 유형의 회

로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Howard-Jones, 2002). 수렴적 사고는 하

나의 해결책에 이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규칙을 적용하는 연역적 과

정으로(Guilford, 1967), 분석적 사고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창의적 사고 과정을 두 가지 회로로 나누어 설명한 창의적 인지의

이중 상태 모델(A dual state model of creative cognition)에 의하면

창의적 사고는 생성적 사고, 비생성적·분석적 사고의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 있다. 생성적 사고 모드는 1차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

으로 주의 초점이 없고, 생성적 활동 혹은 연합적 사고를 포함하며

의식이 덜 관여된다. 한편 비생성적·분석적 사고는 2차적으로 생겨나

는 사고 모드로 주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분석적, 비판적 생각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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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하며 더 의식적인 인지 과정이다. 생성된 아이디어에 대한 자기

평가, 즉 아이디어의 독창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분석과 판단은 비생

성적·분석적 사고 모드에 의존한다(Howard-Jones, 2002). 창의적 사

고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탈억제 작용을 통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양적으로 많이 생성되어야 하고, 동시에 억제 기제로 촉진되는 질적

으로 높은 아이디어가 선택되어야 한다(Lee & Therriault, 2013).

수렴적 사고는 확산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창의적 사고와 대조

된다는 초기의 입장으로 인해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조명받지 못하

였으나, 새롭고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효과적인 판단을 내

리고, 생성된 아이디어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점차 중요성을 인정

받고 있다(Lee & Therriault, 2013).

다. 창의적 사고력의 측정

1) 확산적 사고의 측정

확산적 사고는 주로 개방형 질문이나 촉구에 대해 독창적인 용도

를 가능한 많이 생각하여 적는 지필검사 형식으로 측정된다. 예를

들어, 검사 참여자는 “나무로 만들어진 연필의 비일상적인 용도를 가

능한 많이 생각해보라”는 개방형 촉구에 답하게 된다(Guilford, 1967;

Lee & Therriault, 2013).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가능

한 많은 응답을 생성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검사 참여자가

작성한 응답은 표준화된 절차에 의해 유창성, 독창성, 유연성 등의

기준으로 채점된다(Goff &　 Torrance, 2002; Plucker & Renzu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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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검사 도구는 창의성의 주된

연구방법이 되었고, 아직도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는 60여년 전에 개

발된 이 검사 도구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Plucker

& Renzulli, 1999). 하지만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는 창

의적 아이디어의 양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실제

현실 상황에 검사 결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

다(Simonton, 2000; Sternberg & Lubart,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창의성 진단에 가장 많이 사용

되는 이유는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향후 창의적 성취

를 가장 잘 예측한다는 것을 종단연구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이다

(Torrance, 1969, 1972). 창의적 사고 과정에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

는 검사는 중요하지만 수렴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또한 창의적 아

이디어의 질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방법이다.

2) 수렴적 사고의 측정

수렴적 사고 과정을 측정하는 창의성 검사는 Duncker(1945)가 개

발한 촛불 문제와 같은 통찰 문제와 Mednick이 개발한 원격연합검

사(Remote Associates Test: RAT)가 대표적이다. 창의성의 수렴적

사고 검사는 응답자가 문제를 기존의 상식적인 틀에서 바라보는 것

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지 여부로 사고 능력을 측정한다(Lee & Therriault, 2013).

먼저 Duncker(1945)의 촛불 문제는 압정, 압정 상자, 초, 성냥이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 물건들을 사용하여 초를 문에 붙여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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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촛불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기능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의 관점에서 생각하

여 문제 해결책을 찾는 사고력을 측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원격연

합검사(Remote Associates Test: RAT)는 서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3개의 자극 단어를 제시하고, 네 번째 단어를 떠올리도록 요구

한다. 예를 들어, bird, tie, pen의 세 단어를 제시하고 다음에 올 연

합 단어를 떠올리도록 하는데 정답은 black이 된다. 원격연합검사 문

제를 풀기 위해 참여자들은 주어진 일련의 단어를 보고 처음으로 강

력하게 떠오르는 연합 단어를 억제하고, 원격 연합 단어를 찾아야

한다(Mednick, 1962). 원격연합검사와 촛불 문제와 같은 통찰 문제는

하나의 해결책만이 존재하고, 이를 정답으로 채점한다는 점에서 수

렴적 사고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가 되는 것이다.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통찰 문제로는 Weisberg(2005)의 이름 문제

가 있다. “John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세계 여행을 했다. 왜 그

랬을까?”와 같은 문제가 제시된다. 문제의 정답은 John은 거북이와

같은 동물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검사 참여자는 John이

사람의 이름이라는 고착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른 비일상적 관점에서

사고해야 John이 동물의 이름이라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Weisberg, 1995).

3) 합의평정기법(CAT)

Amabile(1982)은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창의적 산출물을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정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합의평정기법은 현재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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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고 있다. 합의평정의 지침을 살펴보면, 평정자들은 모두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른 평정자들과 산출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산출물이나 창의성에 관

한 설명을 미리 듣지 않아야 한다. 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정자 간 신뢰도를 분석한다. 평정자 간 신뢰도는 평정자 간의 산

출물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동의 수준(degree

of agreement)을 분석하는 것이며, Amabile(1996)에 따르면 .70에서

.90사이에 있으면 비교적 신뢰할 만한 평가라고 판단할 수 있다.

2. 창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성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개인적

요인, 맥락적 요인, 심리적 과정 세 가지로 차원으로 나누고(Choi,

2004), 다양한 변인과 창의적 수행이 어떤 상관을 갖는지 다루기로

한다.

가. 개인적 요인: 지능, 동기, 성격적 특성

창의성과 연관된 개인적 성향 및 특성에 대한 연구는 창의성 분야

에서 오랜 관심사였다.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지

능, 성격적 특성, 동기적 성향 등이 있다(Amabile, 1988; Choi, 2004).

먼저 창의성이 지능의 하위 인지 능력인지, 창의성이 지능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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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개념인지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에 대해 대조되는 관점이 존재했

다(이선영, 2014). 최근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는 지능과 창의성의 관

계는 문지방(threshold) 효과로 설명되는데, 이는 지능은 창의성에 있

어 문지방을 넘는 정도의 기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Runco, 2007). 즉, 창의적 사고를 하기 위해

보통 수준 이상의 인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지능지수 120 전후 지점

에서는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기와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가 개인적

창의성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Amabile, 1996;

Choi, 2004). 특히, Runco(1996)는 창의적 수행이 일어나기 위해 가

장 필요한 두 가지는 동기와 강력한 자아(ego-strength)라고 제안하

였다. 즉, 내재적 동기는 수행 자체의 도전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힘

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 탐색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만들고, 이는

창의적 성과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Henessey & Amabile, 1998).

마지막으로 창의적 사고를 하는 개인의 성격적 기질이 존재하고,

이러한 창의적 성향이 창의적 수행과 정적 상관을 갖는다는 연구 결

과가 다수 보고되었다. 예를 들면, 혁신적이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개인은 창의적 수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Flynn &　

Goldsmith, 1993).

나. 맥락적 요인

개인과 팀의 창의성을 촉진하는 맥락적, 상황적 요인에 관심을 가

지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Choi, 2004). 1980년대에서 1990

년대 사이에 출현한 사회심리학 이론 및 체계 이론은 개인의 경험,



17

행동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 맥락적 기제에 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Hernández-Torrano & Ibrayeva, 2020). 이러한

사회심리적 접근에 힘입어 교육적 환경에서의 창의성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졌다.

Amabile과 동료들(1996)은 창의성을 촉진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시

하였는데, 최적의 환경은 도전적인 과제, 조직 차원에서의 격려, 작

업팀의 지지, 조직의 방해가 없는 상태, 감독자의 격려, 충분한 자원

그리고 작업량 압력이 있는 상태이다.

다. 심리적 과정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은 각각, 그리고 요인 간 상호작용하며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Oldham & Cummings, 1996; Choi,

2004). Choi(2004)는 다양한 개인적 요인과 맥락적 요인이 창의적 수

행에 미치는 영향을 이에 기저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

를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의도 두 가지로 측정된 심리적 과정이 개인 요인(내재적 동기, 외재

적 동기, 창의적 성격, 조심성 있는 성격, 창의적 능력) 및 맥락적 요

인(지지적 리더십, 개방적인 집단 풍토)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완전 매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창의적 수행에 있어 창

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의도와 같은 심리적 과정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 과제를 유능하게 수행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대표

적인 검사 도구로는 Beghetto, Kaufman과 Baxter(2011)가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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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가 있다. 총 3개의 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

도를 사용하여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

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Bandura

의 자기효능감에서 파생된 개념으로(Bandura, 1977) 창의적 수행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구인으로 밝혀졌다.

3.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

가. 작업기억과 인지부하

Atkinson과 Shiffrin(1968)이 처음 고안한 정보처리모형은 인지주의

관점에서 학습의 정신적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학습의 과

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한 정보처리모형은 외부

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이를 감각기억에서 수용하게 되고, 감각기억에

서 주의를 기울이면 자극은 단기기억에 저장된다. 단기기억에 머무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부호화, 시연을 통해 장기기억 에

저장된다. 이 모형에 따르면 학습은 단계적으로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

을 거쳐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 과정으로,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인

출의 과정을 통해 단계를 거꾸로 거치며 표출된다. 한편, 작업기억은 정

보처리모형의 단기기억에서 진화한 개념으로, 단기기억은 단순히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기능 만을 담당하는 반면 작업기억은 정보의 저장

과 조작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한다(Baddeley, 2012).

단기기억에서 정보는 15초-30초 정도 지속되고, 인지적 노력을 가하지

않으면 약 30초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선택적 주의 과정을 통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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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단기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제한

적이게 된다. 단순한 정보의 저장이라는 기능 외에 정보를 조작한다는

관점에서 Baddley와 Hitch(1974)는 단기기억을 ‘작업기억’의 개념으로 대

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Baddley(1986)는 작업기억 모델에서 작업기

억은 중앙집행기, 음운 루프 및 시공간 잡기장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

어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각각의 요소는 서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세 가지 구성요소로부터 정보를 모아 통합하는

임시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일화적 완충기를 구성요소에 추가하여 포함

하였다(Baddley, 2000). 또한, 제시되는 정보의 유형(시각, 청각, 촉각)에

따라 각각 다른 작업기억 구성요소 체계에서 인지적 처리가 이루어진다

고 설명하였다. Paivio(1986)는 고전적 이중 부호화 이론을 제시하며 시

각적, 언어적 정보가 각 각의 구성요소 체계에서 어떻게 처리, 통합, 저

장 및 회상되는지 설명하였다. 작업기억 모델에서 구성요소를 각각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앙 집행기는 작업기억 중 가장 복잡한 구성요

소로, 주의 초점, 저장 및 의사결정을 내리며 다른 구성요소를 통제하고

관리하며 이 과정의 결과를 장기기억으로 연결 짓는 기능을 한다. 다음

으로, 음운 루프는 말하고 쓰는 단어 모두를 포함하여 청각적 정보 처리

를 담당하는 하위 요소이다. 시공간잡기장은 색, 크기, 모양 등과 같은

시각적 정보와 공간적 정보 및 움직임의 통제 같은 공간적 요소에 관한

처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일화적 완충기는 음운 루프와 시공간잡기장에

서 획득한 정보를 선행 지식과 통합하고, 임시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제

한된 용량의 저장 체계이다(Baddley, 2012; Øistein, Anette, & Ivar,

2019). 작업기억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Miller(1956)는 작업기억이 한 번에 7(±2)개의 단위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는데, 의미 있는 정보를 서로 연결하거나 묶는 인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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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즉 청킹을 통해 저장 가능한 정보의 양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최근에는 실제 작업기억 용량은 4개 항목 정도로 이전 연구에서 밝

혔던 용량보다 더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지배적이다(Cowan, 2001).

한편, 작업기억의 용량은 유전, 나이, 기분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개인차가 있고(Baddeley, 2012), 이러한 작업기억 용량은 읽기, 수학, 멀

티미디어 학습 등 다양한 유형의 과제 수행을 예측한다(Øistein et al.,

2019).

특정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하기 위해 요구되는 작업기억이 지닌 자

원의 양은 제한적이므로(Sweller, van Merrienboer, & Paas, 1998) 각

인지적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식적 통제는 작업기억에 부하를 일으킨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학습 상황에서 인지 처리의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인지부하 이론은 고안되었다(Øistein et al., 2019). Sweller(1994)는 인지

부하를 순간적으로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정신적 활동의 총 양을 뜻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인지부하 이론의 핵심 원칙에 따르면(Sweller et

al., 2011) 작업기억의 용량은 제한적이므로 작업기억에 불필요한 부하를

줄이고 학습 관련 처리를 위한 용량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교수적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Øistein et al., 2019). 작업기억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인지 과부하가 일어나고, 이는 학습에 방해를 일으킨다(Øistein et al.,

2019).

인지부하는 작업기억에 부하를 일으키는 방식에 따라 내재적 인지부

하, 외재적 인지부하 및 본유적 인지부하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weller et al., 1994). 내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과제 자체의 복잡성

과 난이도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3-1의 계산 보다 세 자리수의 곱셈이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요소의 수가 많으므로 내재적 인지부하가 크다.

이때, 주어지는 인지부하는 교수 방법과는 무관하다. 내재적 인지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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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학습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학습자의 선행

지식 또한 이에 영향을 미친다. 외재적 인지부하는 학습 자료를 제시하

는 방식이나 교육 활동의 종류로 인해 유발되는 인지부하의 유형이다.

즉, 설명의 정도나 교육 자료의 통합 등과 같은 교수적 접근의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본유적 인지부하는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시킬 때 학습으로 인해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부하

를 의미한다. Sweller와 동료들(2011)은 ‘본유적 인지부하’라는 용어를

‘본유적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는 학습 자

료의 성질이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내재적 인지부하나 외재적 인지부

하와 달리, 본유적 인지부하는 현재 수행 과제의 정보와 관련 있는 정보

를 장기기억에서 인출하여 연관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

명하였다(Sweller et al., 2011).

나. 인지부하와 창의적 사고력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인지적 과제를 수행해내는 인지적 능력은 창

의적 수행과 연관되어 있다(Redifer, Bae, & Debusk-Lane, 2019). 복잡

한 인지적 과제를 처리할 때 과제 전환, 의사결정 및 관련 없는 정보의

억제 등과 같은 중앙집행기의 기능이 필요하듯, 창의적 사고를 할 때도

이와 같은 인지적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Benedek, Franz, Heene, & Neubauer, 2012; Redifer, Bae, &

Debusk-Lane, 2019). 따라서,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도 복잡한 인지

적 과제를 수행할 때 와 마찬가지로 인지부하가 발생하게 된다(Malycha

& Maier, 2017). 그러므로, 분석적 학업 과제와 달리 창의적 과제의 수

행이 인지 부하와 어떤 상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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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복잡성과 같은 내재적 인지부하는 창의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인지부하가 작업기억의 용량을 제한하여 기존

의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를 하는 데 방해를 일으키기

때문이다(Mumford, Medeiros, & Partlow, 2012). 다음으로 다양한 방식

으로 외재적 인지부하를 감소시켰을 때 창의적 수행이 향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작업 예제를 활용한 교수 전략이 인지부하를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Malycha, & Maier,

2017; Sentz, & Stefaniak, 2019; Sun et al., 2019). 작업 예제는 학습자

가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한 풀이 과정을 단계적 모델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수학, 과학, 기술 등과 같은 알고리즘이 분명한 분야에서 인지

부하를 줄이는 대표적 전략으로 여겨져 왔다(Sentz & Stefaniak, 2019).

그러나 Sweller는 더 나아가 수학이나 유사 과목 외 시각디자이너의 창

의적 작업 등과 같은 덜 구조적인 영역에서 인지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작업 예제를 사용한 연구를 하였다(Owens, &　Sweller, 2008; Rourke,

& Sweller, 2009). 덜 구조화된 영역에서 작업 예제를 활용한 학습은 정

답이 하나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과 같은 영역에서와

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고, 개념적 지식보다는 절차적, 조건적 지식에

서 유의미한 수행 향상을 나타냈다(Sentz & Stefaniak, 2019). 작업 예제

를 제시하는 방법 외에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정신적 모델로 마인드맵 템플릿을 제시하였을 때 인지부하를 줄여 어렵

고 복잡한 창의적 과제의 수행을 향상시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Malycha & Maier, 2017). 최근 창의적 마인드셋 조작과 외재적 인지부

하 및 창의적 수행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마인드셋이 창의적 사

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인지부하를 완전 매개로 하여 창의

적 사고에 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즉, 어렵고 복잡한 창의적 과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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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창의성 성장 신념 조작 집단이 창의성 고정 신념 조작 집단에

비해 인지부하를 매개로 창의적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Redifer et al.,

2019).

다. 인지부하와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창의적 사고의 이중경로모형(dual pathway to creativity model:

DPCM)에 따르면, 창의적 사고에는 유연성과 지속성의 두 가지 경로가

있다(Nijstad, De Dreu, Rietzschel, & Baas, 2010; Roskes, Marieke, De

Dreu, & Nijstad, 2012). 유연성의 경로에서는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개

념 간 연합과정이 일어나므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양적 측면이 강조된 확

산적 사고가 주된 기제일 것이고, 지속성의 경로는 새롭고 독특한 아이

디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통상적 사고를 억제해야 하므로 창의적 아이

디어의 질적 측면을 강조하는 수렴적 사고와 연관이 깊을 것이다

(Zabelina, Friedman, & Andrews-Hanna, 2019). 따라서, 여기서는 인지

부하가 창의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로 양분

하여 다루기로 한다. 앞 절에서 언급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인드맵 템플

릿(mind-map template)을 창의적 사고의 도구로 제공하였을 때 학습자

의 인지부하는 감소하였고, 아이디어의 개수 및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에

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Malycha & Maier, 2017). 또한, 인지적 지

도를 사용하였을 때 아이디어의 독창성 및 유용성이 높게 나타났고, 유

창성 또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Sun et al., 2019). 이는 외재적 인지

부하를 줄일 때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모두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한편,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있어 독창적 아이디어나 통찰을 얻

기 위해서는 좀 더 집중적이며 구조화된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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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창성, 유용성과 같은 아이디어의 질적 측면에 더 큰 영향을 미친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De Dreu, Nijstad, Baas, Wolsink, &

Roskes, 2012; Finke, 1996; Simonton, 1999). De Dreu와 동료들에 따르

면(2012), 인지 부하를 줄 때 연구 참가자들은 창의적 통찰 과제 수행에

서 더 낮은 수행을 나타냈으며 작업기억 용량이 큰 집단이 작업기억 용

량이 작은 집단에 비해 더 독창적인 즉흥 연주수행을 보였다. 유창성, 독

창성, 정교성 및 유연성 등 창의적 사고의 하위요인과 인지 부하의 관계

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교수적 설계

로 외재적 인지부하를 줄이는 것이 창의적 사고의 각 하위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밝혀낸다면 교육적 함의가 클 것이다.

4. 마인드맵(Mind-map)

가. 마인드맵과 창의적 사고력

마인드맵이란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기법 중 하나로, 사고 과정과

개념들의 다양한 관계를 그물망의 형태로 시각화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

미한다. 시각화된 정보는 중심 생각과 연결된 개념을 계층적으로 조직하

여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확산적 사고를 향상시킨다(Buzan,

1989; Buzan & Buzan, 2010). 정신적 표상을 시각화하는 기법 중 대표

적인 두 가지는 개념도와 마인드맵이다. 개념도는 계층적 구조로 개념

간 관계를 보여주는 특수한 형태로 주로 학습 상황에서 쓰이고, 마인드

맵은 다양한 측면을 중심 개념과 연관 지어 계층적으로 적어나가는 형태

로 확산적 사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Buz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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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zan, 2010; Malycha & Maier, 2017). 특히, 마인드맵은 창의적 아이디

어 생성이 중요한 교육 및 조직 내 프로젝트 협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대표적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다.

마인드맵은 중앙 동그라미 안에 중심 생각이나 문구, 핵심 단어를 적

고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는 형태로 선을 연결한 뒤, 중심 생각과 관련하

여 떠오르는 문구, 단어 및 이미지 등을 빈 공간에 적어나가는 형태로

완성된다.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기법으로서 마인드맵의 가장 두드

러지는 장점은 핵심 주제로 연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연관시킴

으로써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킨다는 데 있다(구자준, 2017). 또한, 마인드

맵을 활용할 때 학습자는 선행지식과 새로운 주제와의 관계를 구축해나

가고 외현화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아이디어는 더 정교화되고, 조직화

된다. 마인드맵은 필수적인 정보에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학습자가

지각하는 과제의 복잡성을 감소시킨다(Malycha & Maier, 2017).

인지부하의 관점에서 마인드맵의 기제를 살펴보면, 기존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선행지식과 정보를 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해낼

때 기억 탐색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발생하는 인지부하를 마인드맵이 감

소시켜 준다(Malycha & Maier, 2012). 즉,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마

인드맵 기법은 작업기억에 대한 인지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창의적 아이

디어 생성 능력을 고양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인드맵 기법은 창의적

사고력에 있어 아이디어의 양(개수)과 다양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Malycha & Mai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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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인드맵 지원 유형과 창의적 사고력

마인드맵은 전통적으로 창의적 사고력 과제에 활용되어온 방식인 비구

조화된 마인드맵, 미리 템플릿의 형태로 마인드맵을 제시하는 방식인 구

조화된 마인드맵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Malycha &

Maier, 2017). 비구조화된 마인드맵은 학습자가 주도하여 만들어 나가는

기존의 마인드맵으로, 중심에 이미지 혹은 핵심어를 그리고 나뭇가지 형

상을 그려나가며 생각을 확산시키는 방법이다. 구조화된 마인드맵은 미

리 스케치된 템플릿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빈칸을 채워가는 방법을 의미

한다. 학습자는 추가적으로 나뭇가지를 그릴 수 있고, 템플릿의 빈칸을

남길 수도 있다(Malycha & Maier, 2017). 한편, 학습자가 마인드맵 활용

기법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 수행 과제보다는 기법을

사용하는 데 인지적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마인드맵

기법의 한계로 언급되고 있다(Renkl & Nückles, 2006; Ruiz-Primo,

Schultz, Li, & Shavelson, 2001). 이를 완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자

가 마인드맵 기술 사용이 적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미리 그려진 틀에 빈

곳을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구조화된 마인드맵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고, 특히 창의적 과제의 과제복잡성이 높아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

부하 또한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화된 마인드맵을 통해 더 큰 혜택

을 볼 수 있다고 선행연구에서 밝히고 있다(Malycha & Maier, 2017).

이와 대조적으로, 인지부하가 부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위계적으로 조

직화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구조화되지 않은 방식으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도

록 해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Kim &　Zhong, 2017). 따라서 인지부

하 수준(고, 저)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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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비구조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나아가 창의적 사고

력 하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각각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

나는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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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연구가설 1.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

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1-1.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높을 때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1-2.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낮을 때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창의적 사고력 하

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연구가설 2-1.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된 마인

드맵 집단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2.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된 마

인드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다.



29

Ⅳ.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의 일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15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실험 중간에 중단되어 완료하지 못

한 1명을 제외하고, 총 149명(남= 112명, 여= 3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평균

적으로 중학교 시기에 사고기술이 가장 발달하여 창의적 능력의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에(Gajda, Karowowski, & Beghetto, 2017) 창의적 사고력

을 향상시키는 마인드맵 기법의 교육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

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또한,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생은 자유

학기제 교과통합수업 등으로 두 개 이상의 교과 내용을 동시에 학습하며

교과통합 협동학습, 수행평가 등 다양한 학업 수행을 창의적 수행과 병행

해야 하는 인지부하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민인경, 강윤정, 2015). 따라

서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작업기억에 부가된 인지 부하가 마인드맵 지

원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처치 집단은 작업기억에 부가된 인지 부하 수준(고 vs. 저)과 마인드

맵 지원유형(구조화 마인드맵 vs. 비구조화 마인드맵 vs. 마인드맵 없

음)에 따라 2×3 집단 간 설계로 6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으며, 연구참

여자들은 여섯 개의 집단에 무선 배정되었다. 각 집단별 연구참여자의

구성 분포는 <표 Ⅳ-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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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처치 집단별 구성 (N= 149)

2. 실험 절차

본 연구의 실험 절차는 <표 Ⅳ-2>에 상세하게 제시하였다. 연구참여

자에게 실험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통제변수를 측정하는 사전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단에게는 마

인드맵 기법 훈련을 실시하고, 마인드맵 없음 집단에는 혁신에 관한 스

크립트 음원을 청취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2개의 영역으로 구성된 창

의적사고력 검사를 실시하되, 각 영역을 시작하기 전 인지 부하를 주는

숫자 과제를 고, 저의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부여하고(총 2회) 각 영

역이 끝난 뒤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적도록 하였다. 실험이 끝난 뒤

디브리핑을 통해 연구의 본래 목적을 설명한다. 실험은 총 40에서 4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인지부하

수준
고 수준 저 수준

마인드맵

지원 유형
구조화

비구

조화

마인드

맵 없음
구조화

비구

조화

마인드

맵 없음

30

(20.1%)

26

(17.4%)

25

(16.8%)

22

(14.8%)

24

(16.1%)

22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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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절차 안내 및 동의

↓

사전 설문(창의적 자기효능감, 인지양식)

·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단- 마인드맵 기법 훈련(종이클립 AUT과제)

· 마인드맵 없음 집단– 혁신에 관한 스크립트 청취(중립적 텍스트)

↓

1차 창의적 사고력 검사 과제(아이디어생성력)

· 구조화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1차 과제(구조화 마인드맵)

· 비구조화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1차 과제(비구조화 마인드맵)

· 마인드맵 없음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1차 과제(노트 필기)

↓

2차 창의적 사고력 검사 과제(원격연합력)

· 구조화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2차 과제(구조화 마인드맵)

· 비구조화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2차 과제(비구조화 마인드맵)

· 마인드맵 없음 집단- 인지부하 과제(고 vs. 저) + 2차 과제(노트 필기)

↓

디브리핑

<표 Ⅳ-2> 실험 절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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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2020년 10월-11

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COVID-19로 인해 연구참여자와 대면이 어려워

짐에 따라 화상앱 Zoom을 사용하여 실시간 비대면 실험으로 진행하였

다. 예비실험은 경기도 소재 A중학교 3학년 학생 78명을 대상으로 10월

중에 실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 이중 과제로 주어지는 인지 부하 과제

가 실제 연구참여자에게 고, 저로 조작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비대면

실험이 원격 수업 상황에서 연구절차에 따라 통제될 수 있는지 점검하

고, 출석 확인으로 인한 시간 지연,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확인하여

본 실험에서는 등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담당 교사의 통제하에 연

구자가 실시간으로 화상앱을 연결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

다.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단 조건 연구참여자들이 마인드맵에 그

린 아이디어를 답안으로 옮겨적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답

안지 구성 및 용지 크기를 실험 의도에 맞게 변경하였다.

본 실험은 10월 말부터 11월 초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소재 일

반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교 3학년 학생 15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참여

자들은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 수준(고, 저)과 마인드맵 지원 유형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여섯 개의 집단에 무선 배정

되었다. 모든 연구절차는 등교수업하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화

상앱으로 실시간 연결하여 연구자가 빔프로젝터 화면에 드러난 상태에서

교과 담당 교사의 보조를 받아 진행되었다. 사전에 담당 교과 교사와 접

촉하여 실험 절차를 설명하였고, 실험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창의적사고력 검사가 지필검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

전에 사전 설문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여 연구참여자가 실험에 원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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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4. 연구도구

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인지양식

사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개인차 변인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Choi(2004)

에 따르면,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 과제 수행을 유

능하게 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Beghetto, Kaufman과 Baxter가

개발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나는 좋은 아이디어

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 등의 총 세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5점=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문항 신뢰도(Cronbach’s

⍺)는 .833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개인이 정보를 시각화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언어화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따라 마인드맵 지원유형이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지양식 중 정보입력처리에 관한 부분을 측정하

여 사전에 집단 간 동질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Felder와 Solomon(2007

개정)이 개발한 학습양식 검사 중 정보입력처리 차원(시각적 처리/ 언어

적 처리)에 포함되는 11개의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학습양식 검

사의 문항은 해당 차원의 학습양식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보기 중 더 선

호하는 양식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개 문항 중 더 많

이 선택한 양식으로 학습양식이 결정된다. 11개의 문항 검사 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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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여 시각적 인지양식, 언어적 인지양식으로 인지양식을 판단하였다.

나. 인지부하 수준 조작 과제

인지부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본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중 과

제(dual-task)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Révész et al., 2016). 특히, De

Dreu와 동료들(2012)은 창의적 수행에 인지부하가 주는 영향에 관한 연

구에서 인지부하를 고, 저로 조작할 때 이중과제 중 숫자 과제를 사용

하여 고집단에는 5개의 일련의 숫자를, 저집단에는 2개의 일련의 숫자

를 창의적 통찰 과제와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 수준을 조작하기 위해 인지부하 고집단

에는 창의적 사고력 과제를 풀 때 ‘3, 9, 4, 8, 7’과 같은 5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도록 하였고, 인지부하 저집단에는 창의적 사고력 과제

를 풀 때 ‘3, 8’과 같은 2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도록 하였다. 창의

적 사고력 과제가 종료된 즉시 이중과제로 주어진 숫자를 순서대로 기

억하여 적도록 하였다. 인지부하 조작 성공 여부는 학습자가 인식한 정

신적 노력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Paas(1992)가 사용한 척도는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의 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

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은 집단(N = 79)은 1차 창의적 사고력 과제(아이디어생성력)를 수행

할 때 자신이 기울인 정신적 노력의 평균이 3.51(SD = 1.83)으로 나타

났고, 인지 부하가 낮은 집단(N = 68)은 1차 창의적 사고력 과제(아이

디어생성력)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기울인 정신적 노력의 평균이 3.51(SD

= 1.83)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창의적 사고력 과제(원격연합력)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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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자신이 기울인 정신적 노력의 평균이 인지부하가 높은 집단(N=

80)의 경우 3.79(SD = 2.10), 인지부하가 낮은 집단(N= 68)의 경우

2.49(SD = 1.82)로 나타나 인지부하 조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마인드맵 지원 유형

마인드맵 지원 유형은 구조화된 마인드맵,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마

인드맵 없음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Malycha와 Maier(2017)가

사용한 구조화된 마인드맵과 비구조화된 마인드맵을 활용하도록 하였다.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구체적인 형태는 <표 Ⅳ-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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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라. 창의적 사고력 과제

종속변수인 창의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유창성, 정

교성, 독창성)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 i+3C 글로벌 재능 진단 검사 중

창의적 사고력 검사 부분을 사용하였다(이선영 외, 2018). i+3C의 창의적

구조화된 마인드맵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마인드맵 없음

· 마인드맵 탬플릿

(templates) 형식

· 미리 스케치된 템플릿

을 채워 나가는 형식

· 추가적으로 나뭇가지

를 그릴 수 있고, 빈칸

을 남길 수도 있음

· 학습자가 주도하여 만

들어가는 기존의 마인

드맵

· 나뭇가지 형상으로 생

각을 확신시켜 나감

· 자유롭게 백지에 아이

디어를 구상함

Malycha & Maier, 
2017 Buzan & Buza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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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력 부분은 수행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국형 타당화된 검사

도구이다. 검사 영역은 아이디어생성력, 원격연합력의 두 영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아이디어생성력 문제 1번은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문제 2번은 독창성(2-1, 2-2)과 정교성을 평가 요소로

포함한다. 원격연합력 문제 1, 2번은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을 평가 요소

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이디어생성력은 주어진 다양한 정보를 세심히

관찰하여 상상력을 발휘하는 문제로 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원

격연합력은 추상적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가능한 많이 적어보

도록 하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은 지필검사로 진행되

었으며 1차 과제인 아이디어생성력을 풀 때 1, 2번 합쳐 마인드맵 혹은

백지에 구상하는 시간 5분,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 2분 30초로 제한하

였고, 2차 과제인 원격연합력을 풀 때 1, 2번 합쳐 마인드맵 혹은 백지에

구상하는 시간 5분, 답안지에 옮겨 적는 시간 2분 30초로 제한하였다. 각

처치 집단별 답안지를 A3용지 사이즈의 책자로 제작하여 연구참여자가

답안지를 펼쳤을 때 왼쪽은 마인드맵(구조화-마인드맵 템플릿, 비구조화

-학습자 스스로 마인드맵 그리기, 마인드맵 없음- 백지에 필기)을 배치

하였고, 오른쪽은 왼쪽의 마인드맵 혹은 구상한 내용을 보고 답안을 옮

겨 적을 수 있도록 답안을 배치하였다.

i+3C는 전문가 자격을 받은 채점자들로 교육심리 전공 과정의 전문가

평정을 실시하였으며 창의성 검사의 경우 채점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채

점자간 신뢰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선행 연구에 입각하여(김영채, 2010),

세 명의 채점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채점자간 신뢰도는 아래 <표 Ⅳ

-4>와 같다. 채점자간 신뢰도가 유창성, 정교성의 경우 1.00으로 채점

결과가 동일하였으며, 독창성의 경우 .99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i+3C는 타당화된 검사도구로 규준이 있어 해석이 편리하므로 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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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얻은 원점수를 T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으로 하는 표준화 점수)

로 환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아이디어

생성력 총점과 원격연합력 총점 간의 상관은 .374로 p <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4> i+3C 채점자간 신뢰도

5. 분석 방법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6개 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

해 Levin의 등분산성 검증을 진행하고, 통제변수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인지양식에 따른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들의 기술

통계 및 상관을 분석하여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창의적 사고

력 점수와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있어 작업

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고, 저)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분 ICC

유창성 1.00

정교성 1.00

독창성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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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1. 집단 간 동질성 검증

본 연구는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

라 창의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점수가 달라지는지 확인하

기 위해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에 따라 두 개의 집단,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총 6개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 창의적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

진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인지양식이 처치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일원분

산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Levene의 등분산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F(10,137)

= .718, p = .706, 인지양식, F(1,147) = .029, p = .196, 으로 여섯 개 집

단의 등분산성 가정을 충족시켰다. 이어서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 F(11,137) = .704, p = .733, 인지양식, F(1,147) = .034, p =

.853, 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여섯 집단

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하고 이후 분석을 하였다.

2. 실험 조작 확인

참여자를 무작위로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 고집단 또는 인지

부하 저집단으로 나눈 뒤, 인지부하 수준을 조작하였다. 인지 부하 수준

조작이 성공적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Paas(1992)가 사용한 1개의 문항

을 아이디어생성력, 원격연합력 검사 두 영역의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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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회 사용하여 조작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인식한 정신적

노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리커트 척도 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이디어생성력 영

역에서 인지부하 고집단이 인지부하 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145) = 3.065, p < .05. 또한, 원격연합력 영역에서 인지부하 고

집단이 인지부하 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t(146) = 4.001,

p < .001, 인지부하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분석하였

다.

3. 기술통계, 상관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은 <표 Ⅳ-5>에 제시하였다. 창의

적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수인 창의적사고력의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와

.168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원격연합력 점수와 .171의 정적 상관을 보

였고, 종속변수인 창의적 사고력의 아이디어생성력과 원격연합력 점수는

.374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인지양식과 종속변수인 창의

적 사고력의 원격연합력 점수가 .209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으

로 보고되어 언어적 처리 양식을 가진 경우 원격연합력 점수가 더 높아

짐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로 지정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종속변수인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와 원격연합력 점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가진 것을 보아 창의

적 자기효능감에 따른 집단 간 동질성을 확인한 것이 적절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의 평균은 50.07(SD=7.37), 원격연합력

점수의 평균은 51.21로 규준 집단의 평균인 50점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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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요 변인의 왜도는 -.227에서 1.453, 첨도는 –1.996에서 .237사이로,

왜도는 절대값이 2를 넘지 않고, 첨도는 7의 기준을 넘지 않아 주요 변

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urran, West, & Finch,

1996).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른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는

<표 Ⅳ-6>에 제시하였다. 아이디어생성력과 원격연합력 점수 모두 비구

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마인드맵 없음 집단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술통계치를 볼 때,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마인

드맵을 사용한 집단이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높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Ⅳ-5>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N= 149)

*p < .05, **p < .001, ***시각적 처리 = 1, 언어적 처리 = 2, ****고 = 1,

저 = 2

1 2 3 4 5

1. 창의적 자기효능

감
-

2. 인지양식*** .114 -

3. 인지부하 수준**** -.029 .028 -

4. 아이디어생성력

(창의적 사고력)
.168* .161 .119 -

5. 원격연합력

(창의적 사고력)
.171* .209* .011 .374** -

평균 3.42 1.21 1.46 50.07 51.21
표준편차 .86 .407 .50 7.37 9.52
왜도 .000 1.453 .177 -.227 .790
첨도 -.350 .113 -1.996 -.489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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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6>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른 창의적 사고력 점수 (N= 149)

4.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고, 저)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창의적 사고력은 아

이디어생성력 점수와 원격연합력 점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7>와 같다.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에 대해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와 마인드

맵 지원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 = .628, p = .628.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 구조화된 마인드맵, 비

구조화된 마인드맵, 마인드맵 없음 집단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

났다, F = 9.619, p = .000. Scheffe의 사후 검정 방법에 따라 다중 비교

를 실시한 결과,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에 있어 구조화된 마인드맵 사용집

마인드맵 지원 유형

구조화된

마인드맵

(n=52)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n=50)

마인드맵

없음

(n=47)

아이디어생성력

총점

평균 50.38 52.87 46.75

표준편차 6.41 6.24 8.22

원격연합력

총점

평균 52.79 53.78 47.72

표준편차 9.05 10.12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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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사용집단 또한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 검정 방법으로 다중 비교를 실시한 결과는 <표 Ⅳ-8>에

제시하였다.

<표 Ⅳ-7>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아이디어생성력 총점, R2 = .135, (∆R2 = .105)
<표 Ⅳ-8> 아이디어생성력 점수에 있어 마인드맵 지원유형의 주효과에

대한 사후비교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창의적

사고력

인지부하(a) 105.137 1 105.137 2.165 .143 .015
마인드맵

지원유형(b)
934.222 2 467.111 9.619 .000 .119

a×b 60.977 2 30.489 .628 .535 .009
오차 6944.216 143 48.561
합계 381562.789 149

(I)

마인드맵

지원유형

(J)

마인드맵

지원유형

평균차이

(I-J)
표준오류

유의

수준

95% CI

LL UL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2.4889 1.3803 .200 -5.903 .925

마인드맵

없음
3.6260* 1.4025 .038 .157 7.095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

마인드맵
2.4889 1.3803 .200 -.925 5.903

마인드맵

없음
6.1149* 1.4158 .000 2.613 9.617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

마인드맵
-3.6260* 1.4025 .038 -7.095 -.157

비구조화

마인드맵
-6.1149* 1.4158 .000 -9.617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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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연합력 점수에 대해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3.421, p = .035. 변인 간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구조화,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마인드맵 없

음 집단보다 원격연합력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따라서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을 때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

단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

은 일부 지지되었다(연구 가설 1-1). 한편,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

가 낮은 경우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

보다 원격연합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낮은 경우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비구조화된 마인드

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연구 가설 1-2)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작

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다(연구 가설 1).

<표 Ⅳ-9> 원격연합력 점수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원격연합력 총점, R2 = .146, (∆R2 = .116)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창의적

사고력

인지부하(a) 3.522 1 3.522 .044 .834 .0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1365.341 2 682.670 8.515 .000 .106

a×b 548.446 2 274.223 3.421 .035 .046

오차 11464.320 143 80.170

합계 404157.611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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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원격연합력 점수에서의 단순 효과 분석

*p < .05

인지

부하

(I)

마인드맵

지원유형

(J)

마인드맵

지원유형

평균

차이

(I-J)

표준

오류

유의

수준

95% CI

LL UL

고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3.227 2.399 .181 -1.516 7.969

마인드맵
없음

8.214* 2.425 .001 3.421 13.007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3.227 2.399 .181 -7.969 1.516

마인드맵
없음

4.987* 2.508 .049 .029 9.945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8.214* 2.425 .001 -13.007 -3.421

비구조화
마인드맵

-4.987* 2.508 .049 -9.945 -.029

저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6.098* 2.643 .022 -11.322 -.874

마인드맵
없음

3.185 2.700 .240 -2.151 8.522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6.098* 2.643 .022 .874 11.322

마인드맵
없음

9.283* 2.643 .001 4.059 14.507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3.185 2.700 .240 -8.522 2.151

비구조화
마인드맵

-9.283* 2.643 .001 -14.507 -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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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른

원격연합력 점수의 변화

5.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창의적 사

고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에 마인드맵 지원 유형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원분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 Ⅳ-11>에 제시하였다.

아이디어생성력 2 정교성 점수와 독창성 점수에 대하여 인지부하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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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아이디어생성력 2 정

교성 점수에서 인지부하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

= 5.325, p = .022.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정교성 점수의 평균은 .83(SD

= 1.049), 인지부하가 낮은 경우 평균은 1.24(SD = 1.24)로 인지 부하가

낮을 때 정교성 점수가 더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독창성 점수에 있어 인지부하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F = 4.486, p = .036. 인지부하가 높을 때 독창성 점수 평균은

49.53(SD = 9.44), 인지부하가 낮을 때 독창성 점수 평균은 52.90(SD =

10.62)로 인지부하가 낮을 때 독창성 점수가 더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 점수에 있어 마인드맵 지원유

형 또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 검정

방법에 따라 다중 비교를 실시한 결과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은 마인

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독창성 점수를 보였고,

다음으로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은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독창성 점

수가 더 높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원격연합력 1 유창성 점수에 있어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

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4.109, p = .018. 구체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 효

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이

는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비

구조화된 마인드맵,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2-1). 인지부하가 낮

은 경우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48

났다. 이는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정교성,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2-2). 원

격연합력 1 정교성 점수에 있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

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 = .307, p = .736. 따라서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을 때 정교성 점수는 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비

구조화된 마인드맵,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연구가설 2-1). 한편, 원격연합력 1 정교성 점수

에서 인지부하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F = 5.325, p

= .022.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정교성 점수 평균은 .680(SD = .242), 인

지부하가 낮은 경우 정교성 점수 평균은 1.318(SD = .258)로 인지부하가

낮을 때 정교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원격연합력 1 독창성 점수에

있어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하였다, F = 5.371, p = .006.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구조화된 마

인드맵 집단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작업기억에 부과

된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 마인드맵 집단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

음 집단보다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은 지지되었

다(연구 가설 2-1). 또한, 인지부하가 낮은 경우 비구조화 집단이 구조

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독창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 마인

드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점

수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이 지지되는 결과라고 보여진다(연구가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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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연합력 2 유창성 점수에 대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유창성 점수에 있어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는데, F = 11.651, p = .000, Scheffe의 사후검

정 방법에 따라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

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창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 점수에 있어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주효과 또

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 = 6.928, p = .001. Scheffe의 사후검정 방

법에 따라 다중비교를 실시한 결과 구조화, 비구조화 집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독창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아이디어생성력1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대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아이디어생성력 1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점수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정교성

인지부하(a) 12.196 2 6.098 7.951 .001 .1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4.419 1 4.419 5.761 .018 .039

a×b 1.526 2 .763 .995 .372 .014

오차 109.680 143 .767

합계 278.250 149

독창성

인지부하(a) 488.044 1 488.044 4.046 .046 .028

마인드맵

지원유형(b)
1764.294 2 882.147 7.313 .001 .093

a×b 336.639 2 168.320 1.395 .251 .019

오차 17248.607 143 120.620

합계 402284.852 149



50

<표 Ⅳ-12> 아이디어생성력2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대한 이원분산

분석 결과표

종속변수= 아이디어생성력 1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 점수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p 

유창성

인지부하(a) 227.972 1 45.021 .776 .380 .005

마인드맵

지원유형(b)
45.021 2 113.986 1.964 .144 .027

a×b 143.801 2 71.900 1.239 .293 .017

오차 8299.486 143 58.038

합계 330808.903 149

정교성

인지부하(a) .667 1 .667 .623 .431 .004

마인드맵

지원유형(b)
2.623 2 1.312 1.225 .297 .017

a×b 2.623 2 1.311 1.225 .297 .017

오차 153.115 143 1.071

합계 233.000 149

독창성

인지부하(a) .279 1 .279 .004 .951 .0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293.420 2 146.710 1.981 .142 .027

a×b 166.477 2 83.238 1.124 .328 .015

오차 10592.853 143 74.076

합계 349751.859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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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원격연합력1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

곱
F p 

유창성

인지부하(a) 3.388 1 3.388 .034 .853 .0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1255.530 2 627.765 6.350 .002 .082

a×b 812.339 2 406.170
4.109

.018 .054

오차 14136.900 143 98.859

합계 388499.873 149

정교성

인지부하(a) 7.790 1 7.790 5.325 .022 .036
마인드맵

지원유형(b)
.194 2 .097 .066 .936 .001

a×b .898 2 .449 .307 .736 .004

오차 209.194 143 1.463

합계 363.000 149

독창성

인지부하(a) .090 1 .090 .001 .976 .0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487.957 2 243.978 2.475 .088 .033

a×b 1059.003 2 529.501 5.371 .006 .070

오차 14098.492 143 98.591

합계 368443.03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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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4> 원격연합력2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표

종속

변인
분산원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유창성

인지부하(a) .240 1 .240 .002 .963 .000
마인드맵

지원유형(b)
2581.749 2 1290.874

11.65
1

.000 .140

a×b 352.743 2 176.371 1.592 .207 .022

오차 15843.195 143 110.792

합계 409675.213 149

정교성

인지부하(a) 3.712 1 3.712 2.788 .097 .019
마인드맵

지원유형(b)
.842 2 .421 .316 .730 .004

a×b 1.600 2 .800 .601 .550 .008

오차 190.442 143 1.332

합계 278.000 149

독창성

인지부하(a) 15.845 1 15.845 .146 .703 .001

마인드맵

지원유형(b)
1505.502 2 752.751 6.928 .001 .088

a×b 250.565 2 125.283 1.153 .319 .016

오차 15537.353 143 108.653

합계 412985.948 149



53

<표 Ⅳ-15> 원격연합력1 유창성 점수에서의 단순 효과 분석

종속변수 = 원격연합력1 유창성, *p < .05

인지

부하

(I)

마인드맵

지원유형

(J)

마인드맵

지원유형

평균

차이

(I-J)

표준

오류

유의

수준

95% CI

LL UL

고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3.172 2.664 .236 -2.094 8.439

마인드맵
없음

7.547* 2.693 .006 2.225 12.870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3.172 2.664 .236 -8.439 2.094

마인드맵
없음

4.375 2.785 .118 -1.130 9.880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7.547* 2.693 .006 -12.870 -2.225

비구조화
마인드맵

-4.375 2.785 .118 -9.880 1.130

저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8.187* 2.935 .006 -13.988 -2.386

마인드맵
없음

1.687 2.998 .575 -4.239 7.613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8.187* 2.935 .006 2.386 13.988

마인드맵
없음

9.873* 2.935 .001 4.072 15.675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1.687 2.998 .575 -7.613 4.239

비구조화
마인드맵

-9.873* 2.935 .001 -15.675 -4.072



54

<표 Ⅳ-16> 원격연합력1 독창성 점수에서의 단순 효과 분석

종속변수 = 원격연합력 1 독창성, *p < .05

인지

부하

(I)

마인드맵

지원유형

(J)

마인드맵

지원유형

평균

차이

(I-J)

표준

오류

유의

수준

95% CI

LL UL

고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5.711* 2.661 .034 .452 10.970

마인드맵
없음

7.060* 2.689 .010 1.745 12.375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5.711* 2.661 .034 -10.970 -.452

마인드맵
없음

1.349 2.781 .628 -4.148 6.847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7.060* 2.689 .010 -12.375 -1.745

비구조화
마인드맵

-1.349 2.781 .628 -6.847 4.148

저 구조화

마인드맵

비구조화
마인드맵

-7.234* 2.931 .015 -13.027 -1.440

마인드맵
없음

-.117 2.994 .969 -6.035 5.801

비구조화

마인드맵

구조화마
인드맵

7.234* 2.931 .015 1.440 13.027

마인드맵
없음

7.116* 2.931 .016 1.323 12.909

마인드맵

없음

구조화마
인드맵

.117 2.994 .969 -5.801 6.035

비구조화
마인드맵

-7.116* 2.931 .016 -12.9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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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른

원격연합력1 유창성 점수의 변화

[그림 Ⅳ-3]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른

원격연합력1 독창성 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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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1.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 및 창의적

사고력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중학교 3

학년 학생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인지부하 수준(고,

저)과 마인드맵 지원 유형(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에 따라 여

섯 개 집단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마인드맵 지원 유형을 사용하여 창

의적 사고력 과제는 1차-아이디어생성력 영역, 2차-원격연합력 영역(이

선영 외, 2018)에 걸쳐 총 2회 시행되었다. 본 실험의 주요 결과를 바탕

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

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1차 과제인 i+3C

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아이디어생성력 과제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점수

에 대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

았으나 2차 과제인 원격엽합력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과제

인 원격연합력 영역의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있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효과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이 마인

드맵 없음 집단보다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된 마인드맵이 비구

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창의적 사고력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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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1-1). 또한 인지부하가 낮

을 때 2차 과제인 원격연합력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점수는 비구조화 마

인드맵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가 낮을 때 창의적 사고력 점수는 비구조화

집단이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

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1-2). 마인드맵의

최대 장점은 핵심 주제로 연상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로 연관시킴으

로써 확산적 사고를 촉진 시킨다는 데 있고(구자준, 2017), 마인드맵을

활용할 때 학습자는 선행지식과 새로운 주제와의 관계를 외현화하여 더

필수적인 정보에 집중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학습자가 창의적 사고력 검

사와 같은 복잡한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내재적 인지 부하

를 감소시킨다는 선행 연구(Malycha & Maier, 2017)를 뒷받침하는 결과

로 보인다. 또한,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 비구조

화된 마인드맵 집단 간 원격연합력 창의적 사고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부과된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집단의 점수

가 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창의

적 아이디어는 서로 개념적으로 거리가 먼 정보(단어)를 조합하는 데서

생성되는 것이므로 정보를 조직화하지 않은 채로 주는 것이 인지적 유연

성을 매개로 창의적 사고를 고양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Mednick, 1962, 1968; Kim & Zhong, 2017). 즉, 이중 과제로 부과된 인

지부하가 낮을 때 구조화된 형태로 마인드맵 템플릿을 제시하는 것은 비

구조화된 형태로 학습자가 마인드맵을 스스로 그리게 하는 것보다 창의

적 사고를 고양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인지부하가 낮을 때 창의성 발현

에는 규칙, 규율과 같은 구조화된 방식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또한,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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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을 사용한 집단이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원격

연합력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구조화, 비구조화의 형태와 상

관없이 마인드맵을 사용한 것이 창의적 사고에 드는 인지부하를 줄이고,

인지적 유연성을 높여 단어를 조합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

다.

창의적 사고력 1차 과제인 아이디어생성력에서는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고, 2차 과제인 원격연합력에서는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

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유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디어

생성력은 새로운 상황을 상상하여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과제이고, 원격연합력은 제시된 자극을 시작점으로 아이디어를 연상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지 못하는 독특한 아이디

어를 많이 떠올릴수록 높이 평가받는 영역이다(이선영 외, 2018). 즉, 아

이디어생성력은 상상력을 펼쳐 많은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능력

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창성이 중요한 영역이고, 원격연합력은 같은 범주

가 아닌 다른 범주의 아이디어를 단어 단위로 떠올리는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인 유연성이 중시되는 영역이다. Buzan과 Buzan(1994)은 창의

적 사고 활동을 할 때 마인드맵을 사용하면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인

유연성이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원격연합력에

서의 마인드맵 사용이 정보 간 연상결합을 유도하여 아이디어가 기능적

고착 상태에서 벗어나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원격연합력 과제가

마인드맵의 주효과인 ‘연상결합’을 측정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연구

취지에 부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디어생성력 연구참여자가 문

장으로 상상한 장면을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마인드맵으로 생성한 아이디어를 문장화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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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작업기억에 인지 부하가 높게 부가된 경

우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표현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므로 짧은 시간 내

마인드맵의 혜택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위계적 정보 구조와 평

평한 정보 구조로 집단을 나눠 각각 단어를 제시한 뒤 그 단어를 사용하

여 문장으로 표현한 결과로 창의적 사고력 점수의 차이를 확인한 Kim과

Zhong(2017)의 연구에서 창의적 사고력 검사 시간을 60분 정도 부여했

던 것을 볼 때, 문장으로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아이디어생성력 영역의

경우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마인드맵 지원 유

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사 시간을 충분히 준 뒤 확인해

봐야할 것이다.

둘째,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창의

적 사고력 하위요인(유창성, 정교성, 독창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

타났다. 특히 i+3C의 창의적 사고력 검사 원격연합력 1에서는 창의적 사

고력 점수에 대해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

의하였고, 원격연합력 2에서는 상호작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원격연합력 1에서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는 구조화된 마

인드맵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지부하가 높을 때 유창성, 독창성 점수에 있어 구조화

된 마인드맵 집단이 비구조화,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높게 나타날 것

이라는 연구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연구가설 2-1). 인지부하가 높은

상황에서 미리 그려진 틀에 아이디어를 채워 넣기만 하면 되는 구조화된

마인드맵 템플릿을 제시해주는 경우 마인드맵 기법을 활용하는 데 소요

되는 불필요한 인지 부하를 감소시켜 학습자가 주도하여 그리는 기존의

비구조화된 마인드맵보다 구조화된 마인드맵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이다(Malycha & Maier, 2017).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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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성 점수에 대해서는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정교성이 아이디어 당 어절 수가 많아야 높

이 평가받는 하위요인으로 인지부하의 부정적 영향을 마인드맵으로 상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적 짧은 검사 시간이 아이디어를 정

교화하는 데 유용한 마인드맵의 혜택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원격연합력 2 보다 원격연합력 1 점수에서 인지부하와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상호작용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연구참여자가

원격연합력 1, 2번을 동시에 같이 푸는데 시간 제한이 있는 검사이기 때

문에 원격연합력 1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원격연합력 1 과제 수행 시 유창성과 독창성의 경

우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 마인드맵 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

났고, 인지부하가 낮을 때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단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유창성은 아이디어 개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지

부하가 낮을 때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비구조화 마인드맵이 가장 유리

했으나, 인지부하가 높을 때 구조화된 마인드맵이 마인드맵을 그리는 데

소요되는 인지부하를 줄여주어 구조화된 마인드맵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독창성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

는 능력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그려나가는 비구조화

된 마인드맵이 인지부하가 낮은 경우 점수가 높게 나타나지만, 인지부하

가 높은 경우 구조화된 마인드맵이 불필요한 인지부하를 감소시켜 창의

적 사고에 유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정교성은 전반적으로 마인드맵

지원유형의 영향을 유의하게 받지 않았다. 정교성은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는 능력으로 본 검사에서는 아이디어의 어절 수로 평가하였는데, 본

검사 도구에서 정교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이 어

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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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주효과가 창의적 사고력 검사의 1차 과

제인 아이디어생성력, 2차 과제인 원격연합력 점수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

맵 집단이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인드맵

기법이 선행지식의 효율적 인출을 유도하여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매

우 유용한 수단임을 드러내는 바이다(Buzan, 1989; Buzan & Buzan,

2010).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탐색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

지부하가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창

의적 사고력 검사 영역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즉, 선행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자유롭

게 인출하여 아이디어를 새롭게 단어 단위로 조합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원격연합력과 같은 창의적 사고력을 과제는 마인드맵 지원 유형과 인지

부하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나, 상상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상황을 문

장 단위로 표현하는 아이디어생성력과 같은 창의적 사고력 과제는 단시

간에 마인드맵 지원 유형의 효과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둘째,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마인드맵 지

원 유형의 조절 효과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인드맵을 단

순히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떠올리는 도구에서 벗어나 선행지식과 정보를

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탐색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인지부하를 감소시키고, 확산적 사고를 촉진하는 창의력 사고 신장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Malycha & Maier,

2012). 나아가, 인지부하가 높은 경우 낮은 경우에 비해 구조화된 마인드

맵이 비구조화된 마인드맵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마인드맵 기법훈련을 받은 구조화, 비구조화 마인드맵 집단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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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

는데, 이는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창의적 사고를 요하는 과제를 수행

할 때도 마인드맵 훈련이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

실험에서 마인드맵 훈련 회기는 10분 정도에 걸쳐 1회 진행되었는데, 교

육 현장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교육 및 마인드맵 활용 연습을 통해 그 효

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인드맵 기법은 온라인 학습 상황이나 스마트 기기를 활

용한 수업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현재 다양한 소스에서 소프

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으며 학습자가 쉽게 접근 가능하다. 템플릿을 주는

구조화된 마인드맵, 학습자가 주도하여 그리는 비구조화된 마인드맵은

모두 온라인 학습 상황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인지부하 수준에 따라 적절한 지원 유형을

선택하여 교육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실험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를 조작하기 위해 고집단에 이중과

제인 일련의 숫자 5개, 저집단에 일련의 숫자 2개를 각 창의적 사고력

검사 영역(아이디어생성력, 원격연합력) 시작하기 전 부여하였는데 이는

실험을 위한 작위적인 상황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 다양한 외부 요인으

로 인해 인지부하가 부과되는 실제 교육 현장 혹은 창의적 사고력 과제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인지부하가 발생하는 과제 수행 상황에서는 구

조화된 마인드맵이 유용할 것이고, 특히 마인드맵 초보자인 중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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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구조화된 마인드맵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는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를 창의적 사고력 과제의 과제복잡성, 숫

자 연산 과제 등 다른 방법으로 조작하는 방법 또한 고려해야할 것이다.

둘째, 작업기억에 부과된 인지부하가 창의적 사고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매개해는 심리적 기

제에 대한 연구를 후속 연구로 제안하는 바이다. Kim과 Zhong(2017)은

위계적인 방식으로 엄격하게 범주화하여 정보를 제시한 집단보다 조직화

되지 않은 형태로 정보를 제시할 때 인지적 유연성을 매개로 창의적 사

고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지부하 수준이 조

작된 상황에서 마인드맵 지원 유형에 따라 어떤 심리적 기제를 매개로

창의적 사고력이 고양되는지 연구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실험에서는 마인드맵 기법훈련을 10분 정도로 매우 짧게 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인드맵 없음 집단보다 마인드맵 기법을 사용한

집단(구조화, 비구조화)의 창의적 사고력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

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작업기억에 부과되는 인지부하가 구조화, 비구조

화 마인드맵 집단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의 경향성이 일관되게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은 결과도 있었다. 일회

성 실험이라는 제약 조건으로 인해 마인드맵 기법훈련 회기가 집약적으

로 이루어졌는데 마인드맵 기법훈련을 수차례 시행한 후에는 창의적 사

고력 점수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후속 연구와 마인드맵 지원 유

형(구조화, 비구조화)의 차별적 효과를 중장기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후

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문장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결과로 창의적 사고력을 측

정하는 아이디어생성력 과제의 경우 선행 연구에 비해 검사 시간이 짧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문장 단위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마인드맵 지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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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효과 차이를 확인할 때 검사 시간을 연장하여 비교해볼 것을 제안

한다.

다섯째,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해 비대면 상황에서 연구자가 실시

간 화상앱을 통해 진행하였다. 등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본 실

험에 관한 교육을 받은 교과 담당 교사가 협조하여 진행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대면한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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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측정 도구

1.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문항(Beghetto,

Kaufman과 Baxter, 2011)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도에 체크하세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Ÿ 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Ÿ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낸다.

Ÿ 나는 풍부한 상상력을 갖고 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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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양식 측정 문항 (Felder와 Solomon, 2007)

-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표현을 선택하세요.

Ÿ 내가 어제 한 일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거의 _______

○ 그림 그리듯 묘사하는 편이다.

○ 설명하는 편이다.

Ÿ 나는 새로운 정보를 ______

○ 그림, 도표, 그래픽 혹은 지도에서 얻는 게 좋다.

○ 글이나 말로 된 언어적 정보에서 얻는 게 좋다.

Ÿ 나는 많은 그림과 차트가 있는 책에서 ______

○ 그림과 차트를 자세하게 살피는 편이다.

○ 글자로 된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다.

Ÿ 나는 ________ 선생님이 좋다.

○ 칠판에 도표를 많이 그리는

○ 설명하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는

Ÿ 나는 _____을 가장 잘 기억한다.

○ 본 것

○ 들은 것

Ÿ 나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길잡이를 찾고자 할 때, 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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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가 좋다.

○ 글로 쓰인 지시문이 좋다.

Ÿ 강의에서 도표나 스케치를 보면서 배웠을 때, 나는 ________

○ 그림을 주로 기억하는 편이다.

○ 강사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편이다.

Ÿ 누군가 나에게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을 때, 나는 ______

○ 차트 혹은 그래픽을 사용해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 결과를 요약한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을 선호한다.

Ÿ 나는 파티(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______

○ 사람들의 생김새를 기억하는 편이다.

○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는 편이다.

Ÿ 재미를 위해, 나는 _____

○ 텔레비전을 보는 편이다.

○ 책을 읽는 편이다.

Ÿ 나는 내가 가본 적이 있는 장소를 ______

○ 쉽게 기억하고 정확하게 묘사하는 편이다.

○ 잘 기억하지 못하고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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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인지부하 조작 숫자 과제(dual-task)

1. 1차 인지부하 조작 숫자 과제

2. 2차 인지부하 조작 숫자 과제

인지 부하 고집단 (숫자 5개) 인지 부하 저집단 (숫자 2개)

인지 부하 고집단 인지 부하 저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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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지부하 숫자 과제 답안 문항

Ÿ A영역 시작 전 화면으로 보여드린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적어 주세요.

Ÿ B영역 시작 전 화면으로 보여드린 숫자를 순서대로 기억하여 적어 주세요.

4. 인지부하 조작 점검 문항 (Paas, F., 1992)

Ÿ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많은 정신적 노력을 기울였다.

- 1점(전혀 그렇지 않다) ~ 7점(매우 그렇다) 중 해당하는 정도에 체크

1 2 3 4 5 6 7
전혀 그렇지 않

다
○ ○ ○ ○ ○ ○ ○ 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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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마인드맵 지원 유형

구조화된 마인드맵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마인드맵 없음

· 마인드맵 탬플릿

(templates) 형식

· 미리 스케치된 템플

릿을 채워 나가는 형

식

· 추가적으로 나뭇가지

를 그릴 수 있고, 빈

칸을 남길 수도 있음

· 학습자가 주도하여

만들어가는 기존의

마인드맵

· 나뭇가지 형상으로

생각을 확신시켜 나

감

· 자유롭게 백지에 아

이디어를 구상함

Malycha &

Maier(2017)

<예시>

Buzan & Buza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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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마인드맵 기법훈련

구조화된 마인드맵 비구조화된 마인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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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마인드맵 없음 집단 청취 음원 스크립트

세계인의 3분의 2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친근하고 잘

알려진 회사 구글. 단순히 인터넷 기업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강력한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거대한 인터넷 기업은 1998년 스탠포드 대학원

생이던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백럽이라는 벤처기업을 만드는

것으로부터 탄생했다.

구글이라는 이름은 10의 100승이라는 뜻의 신조어 ‘googol’ 에 착안하

여 지었는데, 잘 알려진대로 구글은 당시 인터넷 1위 기업이었던 야후

(yahoo)를 단숨에 뛰어넘어 검색 시장 1위로 올라서고, 이후 유투브 동

영상(youtube), 지메일(gmail), 구글 지도(google map), 안드로이드

(android),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자동 번역, 포토앨범, 클라우드

(cloud) 서비스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끝없이 비즈니스 영역

을 확장시키며 우리 시대에 가장 강력한 인터넷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다.

현재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구글의 주가는 1,058.41달러, 주가가 1천

달러를 돌파한 미국 기업은 미 증시 역사상 4개 밖에 없다고 알려지며

2013년 4분기 구글의 시가총액은 무려 3,447억 달러로서 다국적 기업을

넘어 그야말로 글로벌 초국가적 기업의 성공신화를 써나가고 있다.

구글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은

다른 회사들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복지제도,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유

연한 근로문화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정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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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중 한가지는 바로 끊임없이 지속되는 혁신문화이다.

1.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시도

하는 문화

2. 직원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얼마든지 현실화시킬 수 있는

20% 프로젝트

3. 그리고 이를 통하여 시도했던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 모두에게 비난

받는 한국의 문화와는 달리 실패의 원인을 공유하고 분석하며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직원이 고민하게 하는 문화

이러한 문화 속에서 탄생한 작품들이 바로 5년내에 상용화시키겠다고

장담하는 구글 무인자동차, 페이스북에 이어 소셜 M/S 2위를 달리고 있

는 구글 플러스, 사회적 문제를 기술로 뛰어넘겠다는 Solve for X 등이

다.

아울러 앞서 기술한 구글의 자유롭고 파괴적이며 강력한 혁신의 문화

에 대해 구글러가 직접 발표한 좋은 내용의 기사가 있어 소개한다. 구글

에반젤리스트 고피 칼라일이 최근 샌프란시스코 드림포스 서밋에서 발표

한 내용인데 IT 업계 종사자를 뛰어넘어 비즈니스맨이라면 누구나 곱씹

어 볼 훌륭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구글의 9가지 혁신 원칙

1. 혁신은 어디서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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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은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될 수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어

떻게 자살할까’ 란 검색어를 입력하는 이들을 구글이 도울 필요가 있다

고 구글 사내의사가 끈질기게 주장해, 검색 결과 맨 위에 국립자살방지

핫라인 공짜 전화번호가 뜨게 했다. 그 결과 이 전화가 9% 증가했다.

2. 사용자에 초점을 맞춰라

돈 버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사용자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머지 것들

은 따라오게 되어있다. 순간 검색(검색어를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기

전 검색결과가 출력되는 구글만의 독특한 검색방식)은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매우 짧은 시간을 줄여준다. 구글 판매부서 직원들은 이렇게 되

면 광고 보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회사는 가치가 있다

고 판단해 진행했고 사용자들이 검색에 소비하는 시간을 연간 5천시간

줄여주었다.

3. 10배 개선을 목표로 삼아라

10% 개선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변화가 거의 없다. 혁신하려면 10

배 개선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틀을 벗어나 생각하게 된다. 구글은

2004년 구글북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인류의 모든 책을 디지털로 변환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글은 1억 3천만권의 목표 중 현재 3천만권을

스캔했고, 세계 수십 개 도서관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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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적 인사이트를 믿어라

생명체에는 영감(인사이트) 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여기에 걸면 중요한

혁신을 할 수 있다. 구글 엔지니어들은 인간의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로

연간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자동으로 운전하는 차를 만들 생

각을 했다. 이미 구글맵스, 구글어스, 스트리트뷰 등 필요 기술을 확보했

고 실험차량을 만들어 레이크 토호까지 갔다가 베이 에어리어로 돌아왔

다

5. 내놓고 개선해라 (Ship and iterate)

완벽한 제품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내놓

아라. 사용자들이 끊임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구글은

2008년 크롬을 내놓은 뒤 6주마다 개선된 버전을 내놓았다. 그 결과 많

은 나라에서 브라우저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제품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개선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을 믿어라.

6. 직원들에게 20%의 시간을 주어라

직원들이 업무시간의 20%를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젝트를 하게 하라.

그 것이 자기 일, 회사 미션과 무관하더라도. 그러면 창의적 발상으로 여

러분을 기쁘게 할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일주일

중 하루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그 결과가 상품으로 만

들어지기도 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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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라

사용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을 공개하라. 사용자들에게 물어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만들 때 전

세계 유능한 개발자들을 모두 고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개방을 기치

로 내걸고 외부 개발자들이 현재 10억대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사용할

앱을 개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에코시스템이 구축되었다

8. 실패도 좋은 경험이다 (Fail well)

실패는 치욕스러운 것이 아니다. 종종 실패하지 않았다면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글에서는 어떤 제품이 잠재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퇴출시킨다. 그러나 그 중에서 좋은 것은 추려낸다. 실패는 실제로 명예

로운 배지다. 그리고 실패는 혁신과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실패해도 자

부심을 가져라(You can fail with pride).

9. 의미 있는 미션을 가져라

구글 직원들은 모두 강한 사명의식과 목적(a strong sense of mission

and purpose)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수백만 명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일한다. 각자 자신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NathanRee. (2014년, 3월 26일). 구글이 전하는 혁신의 9가지 비밀. 크몽 재능인 지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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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thinking skills are an important indicator of individual

creativity and serve as the basis for producing creative products.

Creative thinking ability refers to the ability to generate many ideas

quantitatively while choosing new, useful ideas on a qualitative level.

When learners perform these creative thinking tasks, the complexity

and the difficulty of thinking of the task itself tend to cause cognitive

loads in their work memories. Also, the current school curriculum

uses the training of creative talent as the main goal of education and

learners are required to combine academic and creative performance

through integrated curriculum classes, which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cognitive overload when engaging in creative think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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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ognitive overload is supported by prior research by negatively

affecting creative thinking, measures are needed to buffer cognitive

and overload when carrying out creative thinking tasks. In particular,

the cognitive load generated by creative thinking can be reduced by

using methods such as teaching design and learning strategy, and

there is a lack of research that examined mind-maps from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load, which have been used as a way to

increase various creative thinking activities. The type of mind-map

support can be divided into structured mind-map, which fills the

blanks by giving the learner a mind map form and classified mind

map, which is an existing mind map form led by the learner.

However, based on the lack of prior research by directly comparing

the effectiveness differences between mind-map support types

(structural, unstructured, and no mind-map) that cognitive load levels

(high, low) on working memory differ depending on the type of mind

map support. Furthermore, we wanted to explore how differently

influences fluency, sophistication, and originality, which are

sub-factors of creative thinking.

150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he six treatment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cognitive load (high, low) level and

type of mind map support(structured, unstructured, no mind-map).

Research participants responded to creative self-efficiency, cognitive

styles by pre-surveying, th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mind-map

groups trained in mind-map techniques before performing the cre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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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task and the no mind-map group listened to scripts on

innovation. The cognitive load level was operated low vs. high right

before performing two creative thinking ability tests according to the

type of mind map support (structured, unstructured, and no mind

map). The creative thinking tasks are part of the creative thinking

test of the i+3C Global Talent Test, a Korean validated creative

thinking inspection tool, consisting of the idea generation area and the

remote-association area(Lee et al., 2018).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cognitive load on creative thinking

ability according to the type of mind-map support showed that the

impact of cognitive load on working memory on creative thinking

power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mind map support. In

particular,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test idea generation task of

i+3C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s of cognitive load and

mind-map support types were not significant for the creative thinking

ability score, and that they were significant for the second

task-remote association. In remote association scores, the structured

and unstructured mind-map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bove

no mind-map group when cognitive loads were high and the

unstructured mind-map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tructured, no mind-map groups when cognitive loads were

low. This means that mind maps(structured, unstructured) can benefit

from high cognitive load conditions and structured mind-maps can

benefit creative thinking power in low cognitive load conditions. That

is, we suggest that using mind-maps to extrapolate prior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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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new topics to reduce cognitive load and increase the flexibility

of creative thinking by focusing on more essenti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impact of cognitive load on the creative thinking

sub-factors (creativity, sophistication, originality) depends on the type

of mind-map support(structured, unstructured and no mind-map), and

the interaction of cognitive load and mind-map support types in

remote association 1 fluency and originality scores is significant.

When cognitive load is high, the fluency score is shown to be higher

than the unstructured, no mind-map group, and the originality score

is higher than the unstructured, no mind-map group. On the other

hand, when cognitive load is low, the scores of fluency and

original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unstructured groups with no

mind-map. This suggests that structured mind-maps are

advantageous in the conditions where cognitive loads are high,

reducing the unnecessary cognitive load required to utilize mind map

techniques and that structured methods such as rules, discipline, and

hierarchicalization can interfere with the expression of creativity when

cognitive load is low.

This work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xplored ways to promote

creative thinking by discriminately applying mind-map support types

to learners according to cognitive load levels imposed on their

working memories training sites performing real-world creative

thinking tasks. It is also educational significance in that we explore

the different effects of mind-map support types in areas where

collecting and combining prior knowledge is important, given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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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results have been found in the remote association area,

rather than in the area of idea generation.

Keywords : creative thinking ability, sub-factors of creative

thinking ability, the supporting type of mind-maps,

congnitiv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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