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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집단 창의성은 2인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창의적 결과물 혹은 그 과정을 의미한다. 초기 청

소년기는 집단 창의성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이 시기의 청소년

들은 친한 친구들을 포함한 또래의 다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을 고수하는 것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느끼게 된다.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수업 활동의 다수를 차

지하는 모둠학습에서 학생들이 공동으로 창의적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에 주목하여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을 보

다 세밀하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집단의 창의적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선택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창의적

산출물을 중심으로 판단하던 결과중심적 관점에서 나아가 집단의 창의적

수행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실험을

통해 변인간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집

단 창의성을 조망한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들은 주로 질적 연구

나 상관 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

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이디어의 생성 및 선택 단계

를 중심으로 실험을 통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교실 내

집단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여 모둠활동 상황을

경쟁과 협력으로 구분하고 이것이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넷째,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특성 및 개인 변수를 고려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집단 특성 변인인 집단 내 동조수준,

개인 특성 변인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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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변수가 집단의 공동 산출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절 변수들은 개인

수준으로 측정 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모둠활동 상황이 인

식된 집단 내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의 아이디어 생

성 및 선택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창의성이

발현되는 단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쟁 상황은 주로 집단의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독창성을 제외하고 전

반적 창의성, 유창성,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

쟁 상황은 협력 상황과 비교하여 생성된 아이디어의 전반적 창의성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높을 경우 경쟁 상황은 생성된 아이디어의 유창성 및 적절성과 정

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한편 집단 내 동조수준은 생성 단계의 아이디어

독창성 및 전반적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협력 상황은 주로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집단 창의성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독창성 및 적절성과 정적

인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집단 내 동조수준이 갖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동조수준은 모둠활동 상황 변인이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즉, 동조수준이 높을 때는 낮을 때에 비하여 협력

이 적절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에는 생성할 때보다 아이디어의 적절성이 갖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 상황은 모두가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느끼기에 실제로 적절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주요어 : 모둠활동,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동조, 창의적 자기효능감

학 번 : 2016-3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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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는 남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만의 독

특함을 갖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양면적 욕구는 특히 청소년기 학생들에

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 집단에

소속되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한다(Erikson, 1968). 청소년기의 창의

성 발달은 이렇듯 상반되는 두 가지 필요를 충족시키며 이루어진다. 학

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교실은 그 자체로서 살아 움직

이는 유기체이며, 또래와 어울려 함께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성장의 기반이 된다.

전통적으로 교실에서의 창의성 연구는 지능, 역량, 동기, 지식, 성격 등

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수행되어 왔다(Csikszentmihalyi, 1996;

Davis, 1981; Kaufmann, 2009; Taggar, 2002; Torrance, 1995;

Weisberg, 2006;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최근에는 이러한

개인적 차원을 초월하여 창의성 교육을 문화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통합적인 틀 안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Amabile, 1982;

Csikszentmihalyi, 1988; Glăveanu, 2010, 2015; Gruber & Bödeker,

2006; Simonton, 1975; Plucker, Beghetto, & Dow, 2004). 교실에서의 집

단 창의성은 집단 구성원의 성격 특성, 집단 과정과 역동, 환경에 의해

형성되는 다면적인 현상이다(Joo, Song, Lim, & Yoon, 2012; Paulus,

Dzindolet, & Kohn, 2012).

모둠 형태의 학습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증진

시킴으로써 아이디어의 양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의 발달을 가져올 수

있다(Bolen & Torrance, 1976; Dunnette, Campbell, & Jaastad,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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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k & Johnson, 1977; Peters & Torrance, 1972; Torrance, 1970, 1971,

1973; Triandis, Bass, Ewen, & Mikesell, 1963). 학생들은 같은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대안과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자극은 창의적 사고력 증진에 많은 도움을

준다(Mesch, Johnson, & Johnson, 1988).

모둠학습을 통한 창의성 증진에 있어 이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일어나

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쟁과 협력은 집단 내 구성원간

상호작용 양상에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주요한 변인이다(Deutsch, 1949).

경쟁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집단 내 타인과 부적으

로 연결되어 있다(Deutsch, 1949). 즉,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같은 집단

내의 누군가는 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쟁은 집단 내 일부 구성원

에게만 주어지는 보상 체계, 목표에 대한 부정적 상호의존성으로 인하여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Johnson &

Johnson, 1989). 반면 협력 상황에서는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집단 내

타인과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Deutsch, 1949). 협력 상황에서의 모둠

학습은 개인이 집단 구성원들과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보상 역시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 수행 뿐 아니라 인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왔다(Johnson & Johnson, 1989).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모둠활동 상황이 학생의 학업 성취와 갖는 관

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집단 창의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협력 학습에서 이해

와 습득을 돕기 위해 교사를 대신하여 또래가 학우를 지도하는 동료 지

도 모형(Slavin, 1980)은 특정한 내용 요소를 잘 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산출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비구조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집단 창의성 맥락에는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집단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 모둠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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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체적으로

는 경쟁이나 협력 상황이 집단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간 다수의 집단 창의성 연구자들에 의하여 경쟁과

협력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지만

(Baer, Leenders, & Oldham, 2010; Baer, Vadera, & Leenders, 2014;

Goncalo & Krause, 2010 참고) 이는 주로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성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 적용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다루는 창의성 개념이 사회

문화적 맥락에 의거한 가치를 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적

맥락이 고려된 교실 창의성 연구는 꼭 필요하다(이선영, 2014)

학교에서 집단 창의성을 증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집단 창의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발생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동조이다(Nemeth & Kwan, 1987).

초기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며 또래

집단에 동질감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위하

여 동조행동을 하는 경향성이 늘어나게 된다(정옥분, 2019). 특히 집단

과제 수행 상황에서 높은 동조수준은 집단 창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는데(Beghetto & Kaufman, 2010), 다수

의 의견에 부합하는 경향성은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Crutchfield, 1962; Torrance, 1965).

어떠한 상황에 놓이는가에 따라 개인의 특성이 창의성 발휘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으며(김동일 외, 2012), 특히 집단 창의성과 관련

해서는 이러한 요소들과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에 대한 고려가 함께

필요하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수행과 정적인 관련성을 갖는 개

인차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Carmeli & Schaubroeck, 2007;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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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 Farh, 2009; Richter, Hirst, van Knippenberg, & Baer, 2012;

Tierney & Farmer, 2002, 2004, 2011).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

원은 창의적인 수행을 함에 있어서 더 많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

고, 새롭고 유용한 해결책을 얻고자 더 노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Farmer & Tierney, 2017; Tierney & Farmer, 2011).

개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창의적 수행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으로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집단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으로 집단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모둠활동 상황 하에서 집단의 평균

적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갖는 영향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

다. 하지만 구성원의 평균적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은 집단 창의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구성원

으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아이디어의 개방

적 공유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Shin & Zhou, 2007). 창의적 자기효

능감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의견이 창의적이라

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반 위에서 서로의 아이디어의 문제점이나 제한

점까지도 개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특히 구성원의 높은 창의적 자기

효능감 수준은 경쟁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경

쟁 상황에서는 집단과 자신을 분리시켜 바라보는 친자기적 동기가 활성

화되기 때문에 남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쉬운 상황이 되며 그러한

맥락 하에서 개인의 의견이 타인과 다를 경우 쉽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

고,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구성원의 동조수준은 집단의 협력적 분위기와 정적인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Baruah, & Paulus, 2009). 동조수준이 높은 개

인은 집단 내 대립되는 의견이나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

하며(Kaplan et al., 2009), 집단 구성원에 의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Goncalo & Staw,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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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on-Spektor, Erez, & Naveh, 2004). 하지만 이러한 관계성을 집단 구

성원의 평균적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통해서 규명한 연구는 찾아

보기 어렵다.

현재까지의 집단 창의성 연구들은 주로 상황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거

나, 개인적 특성에 기반하여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들을 일반화하기 어려웠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집단

창의성을 측정함에 있어 대부분 산출된 아이디어 중심으로 양적인 측면

에 초점을 맞추었다(Forbach & Evans, 1981; Osborn, 1963; Larey &

Paulus, 1999). 일부 연구들의 경우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독창성

이나 정교성까지도 측정하였으나(Choi, Seo, Hyun, & Bechtoldt, 2019;

London & Sessa, 2006; Sosik, Avolio, Kahai, 1998) 이러한 경우에도 집

단의 산출물에 집중한 나머지 집단의 창의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집단 창의성이 가진

다면적 속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상의 복잡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 집단 창의성을 증진하는 맥락으로서의 모둠활동

상황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상황적 요소가 집단의 창의

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집단의 창의성에는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조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이러한 집단

외부적, 내부적 요인들이 함께 결합되었을 때 집단의 창의적 수행이 어

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

을 아래와 같은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의 대상을 상황이나 개인 특성에서 집단 역동으로 확장하여

구성원의 평균적인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 집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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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준, 상황 변인으로서 경쟁과 협력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과

독립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상관 연구나 질적 연

구 방법으로는 인과 관계 확인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작하는 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분석 수준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독립 변수 및 종속

변수 모두를 집단 수준으로 구성함으로써 인과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정

보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집단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산출물 중심 집단 창의성

연구보다 집단의 창의적 과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발산적 사고를 기반

으로 서로 다른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가능한 선택지들을 구성하게 되

며,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생성 단계에서

구성된 선택지들을 분석하고, 파악한 후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르

게 된다(Paulus & Nijstad, 2003; Ritter, van Baaren, & Dijksterhuis,

2012).

셋째, 초등학생 대상 실험 연구를 통하여 집단 창의성을 증진하는 상

황적, 집단적 특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청소년기 학생

들의 발달적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동조수준과 같은 변인들이 집단의 창

의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관련 변인들에 대한 조직 심리학 분야 연구와 구분되는 교육학적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집단 창의성

연구들은 인터뷰나 비디오 녹화를 통해 질적으로 살펴보거나 영역 특수

적으로 특정 과목에서의 집단 창의성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Cho,

Chung, Choi, Seo, & Baek, 2013; Coulson & Burke, 2013; Katz &

Stupel, 2015). 이는 창의적 과정에 대한 세세한 관찰이 가능하며 맥락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구의 결과를 타 교과 교육이



- 7 -

나 교육의 일반적 영역에 적용하기 어렵고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집단 창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활용될

것이다. 특히 모둠학습 수행시 경쟁 혹은 협력에 대한 적절한 활용 방안

과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른 집단 구성, 집단 내 동조수

준에 의한 효과를 알아보는 데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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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및 가설

학교 맥락에서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을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투입-과정-산출 모형 (West, 2003; West & Anderson, 1996)에 기

반하여 개인 내, 개인 간, 상황적 요소들이 집단 과정을 거쳐 집단 창의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개념적 틀은

<그림 1-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모둠학습이 일어나는 상황을 경쟁과 협력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이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집단의 창의적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로 구분

하고, 각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구

성원이 인식하는 동조수준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이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내 동조수준과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연구 문제 2.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이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집단 내 동조수준과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에 따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경쟁 상황은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경쟁 상황은 동조수준이 낮을수록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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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쟁 상황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협력 상황은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협력 상황은 동조수준이 높을수록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2) 협력 상황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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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개념적 틀

<그림 1-2> 연구 모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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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정리

가. 집단

사회적 관계에 의해 서로 연결된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 집단은 수업 중 공동으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위

하여 형성된 3명의 학생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나. 모둠활동 상황

학급 내 모둠 학습이 진행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목표의 상호의

존성과 보상구조의 차이에 의거하여 경쟁과 협력 상황으로 구분된다. 경

쟁 상황에서는 집단 구성원 간 이익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서 한 명 혹은 일부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

하거나 더 나은 수행을 했을 때 차별적인 보상이 주어진다(Deutch,

1949; Slavin, 1977). 이러한 경쟁은 집단 내 경쟁과 집단 간 경쟁으로 구

분할 수 있는데(Goldman, Stockbauer, & McAuliffe, 1977), 본 연구에서

의 경쟁은 집단 내 경쟁을 의미한다.

한편 협력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과제를 수행하며, 평가와 보상은 공동의 성취를 기준으로 주어지게 된다

(Johnson & Johnson, 1989; Slavin, 1985). 이러한 협력은 집단 내 협력

과 집단 간 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Goldman, Stockbauer, &

McAuliffe, 1977), 본 연구에서의 협력은 집단 내 협력을 의미한다.

다. 동조

동조는 개인이 타인의 영향력에 의해 자신의 신념이나 행동, 태도를

자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Festinger, 1953; Peterson, Rollins, &

Thomas, 1985) 혹은 관습적이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기대되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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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경향성(Beghetto, 2016)을 의미한다.

라. 창의적 자기효능감

개인이 창의성을 요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의

미한다.

마. 창의성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적 맥락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새롭고 유용한,

인지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적성, 과정 및 환경 간의 상호 작

용(Plucker, Beghetto, & Dow, 2004)을 의미한다.

바.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2인 혹은 그 이상의 개인들이 창의적인 결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과제

를 수행하면서 공동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1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가. 교실에서의 창의성

창의성은 사회, 문화적으로 생성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

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이선

영, 김정아, 2017).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또래와

어울려서 보내는 장소이며, 집단 창의성 발현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

야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집단 창의성을 증진하는 것과 관

련해서 교실이라는 환경이 가진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리적으로 교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 속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

여있으며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공간적 동일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있

다. 동일한 나이대의 학생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하나의 반에 속해 있고

동일한 모양의 책상과 의자를 사용한다(Beghetto, 2019). 이러한 단순한

교실 공간의 물리적 특징에 비해 교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매우

역동적이다. 교실 속의 여러 사건들은 순간적이며 다면적이고 예측 불가

능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Doyle, 2006). 실제로 미리 정해진 계획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수업조차도 학생들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의해 달

라지는 경우가 많다(Beghetto, 2016). 따라서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 증

진을 위해서는 각 활동을 수업의 어떠한 장면 속에 녹아낼 것인지에 대

한 교사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Beghetto(2019)는 교실에서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수-학습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주제에 대해 탐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학생이 자신이 속한 공동

체에 존재하는 비구조적인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 14 -

있는 교육적 장치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있는 모둠학습을 꼽을 수 있다

(Pfeiffer & Shaughnessey, 2020). 그 이유는 이러한 모둠학습 하에서 발

생하는 집단 구성원 간 아이디어 자극 및 교류가 집단 창의성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둠 형태의 학습이 언제나 창의

성 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Nickerson, 1999). 특히 비구조화된

집단 과제 자체만으로는 집단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Plucker, Guo, & Dilley, 2018). 집단 창의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교사

들이 학생의 사회 인지적 발달 수준에 맞추어 집단을 구성해야 하며, 과

제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어 비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교환하도록 독려하

는 것은 창의성에 지지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Pfeiffer &

Shaughnessey, 2020).

나.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집단 창의성이 어떻게 발생되는

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투입-과정-산출 모형(Hackman, 1987; Ilgen, Hollenbeck,

Johnson & Jundt, 2005)의 이론적 틀 내에서 개인차 요인, 집단 특성,

상황 요인, 과정적 변수들을 고려하여 연구되었다(Paulus, Dzindolet &

Kohn, 2012). 특히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은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주

로 연구되었는데 이러한 조직 창의성 연구들에서는 개인, 팀, 조직이라는

세 가지 수준이 각각 집단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James & Drown, 2012). 이를 학교 맥락에 적용해 보면 학생 개인, 이

들이 학습을 위해 집단을 이루는 모둠, 교실 또는 학교 환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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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특성

구성원 개인 특성은 주로 창의적 성격으로 구분되는 특정한 성격 유

형들과 관련되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성격 유형이 집단 창의성에 미

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로 비슷한 성격 유

형별로 집단을 구성하거나(Barry & Stewart, 1997; Mohammed &

Angell, 2003; Moynihan & Peterson, 2001) 성격이 비슷하게 구성된 집

단과 이질적인 집단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의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

다(Buchanan, 1998; Driskell, Hogan, & Salas, 1987; Gelade, 1997;

Robert, Cheung, & Trembath, 2004). 연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창의적

성격(Gough, 1979)의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이 더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

들어냈으며(Oldham & Cummings, 1996) 이는 Amabile와 동료들(1996)

이 제안한 사회심리학 모형 중 동기 요소와 관련된다. 즉, 창의적인 성격

을 가진 개인들은 창의적 수행을 함에 있어 더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임하

는 경향이 있다(Burch, Burch, & Batchelor, 2019).

이러한 창의적 성격 특성 외에 집단 내에서 자신이 타인과 분리된 존

재인지, 연결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인 자기 표상에 대한 연구들도 다

수 이루어졌다(Baruah & Paulus, 2009; Bechtoldt, Choi, & Nijstad,

2012; Choi, Cho, Seo, & Bechtoldt, 2018; Choi & Yoon, 2018; De Dreu,

Nijstad, & Van Knippenberg, 2008; Nijstad, Bechtoldt, & Choi, 2019).

자기 표상은 개인이 타인과 관련하여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

친다(Brewer & Chen, 2007; Markus & Kitayama, 1991). 이러한 자기

표상 관련 연구들은 집단 수준 변인인 가치 지향성과 연계하여 이루어졌

는데, 가치 지향성은 문화적 차원에서의 개인주의-집단주의적 특징을 집

단 수준으로 개념화시킨 것이다. 이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자신의 목표

와 공동의 목표 중 무엇을 우위에 놓는지와 관련된다(Wagner, 2002).

이와 관련된 연구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Bechtoldt와 동료들(2012)

이 실시했던 집단 창의성 연구이다. 연구자들은 집단 수준에서 개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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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단주의 가치 지향성, 그리고 개인 수준에서 독립적 또는 협력적 자

기 해석을 각각 조작하여 2x2 집단간 요인 설계를 적용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주의 가치 지향성과 독립적 자기 해석 조건 하에서 과제를

수행한 집단들의 독창성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구성원 개인 수준

에서의 독립적 자기 표상은 창의적 사고 과정을 활성화시키고 집단 수준

에서의 집단주의적 가치는 공동 작업을 위한 긍정적 집단 분위기를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Choi와 동료들(2019)은 개인의 가치 지향성과 자기 표상이 집단 의사

결정의 아이디어 고착을 매개로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

구하였다. 저자들은 집단 수준에서 조향된 집단주의적 가치 지향과 개인

수준에서 발현된 개인주의적 자기 표상이 조합된 ‘집단적 독립성

(collectivistic independence)’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상태

가 집단 창의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 이러한 집단적 독립성 상태는

아이디어 고착이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게 하는 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

는 다시 생성된 아이디어의 융통성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집단 특성

두 번째로 집단 특징과 관련된 집단 창의성 연구들은 집단 구성원의

수나 역동을 고려한 집단 과정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구성원 개인이

제공하는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정보는 집단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진 자원이 투입되고, 공유되며, 걸러지고, 변경

되고, 통합되어 마침내 집단 수준의 창의적 산출물로 구성되게 된다

(Kurtzberg & Amabile, 2001; Taggar, 2002;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이러한 집단 특성 중 집단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는 집단 크기, 집단 내 동조현상, 집단중심성, 사회적 정체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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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크기와 관련한 연구들에서는 최적의 창의적 산출물을 낼 수 있게

하는 구성원의 숫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적의 구성원 수에 대하

여 결론이 난 것은 아니지만, 중론은 상황과 개인 특성에 맞는 집단 구

성원의 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구성원 수가 많은 거대 집단의 효과를 지지하는 연구들에서는 집단의

크기가 클 경우 높은 수준의 혁신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

는 집단 내에 더 많은 구성원이 있을수록 문제에 대하여 더 많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Reagans & Zuckerman, 2001). DeRosa 등

(2007)의 브레인스토밍 연구에서 구성원이 많은 집단은 개인 수행에 비하

여 더 창의적인 결과물을 생성하였다. 심지어 논문을 출판한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저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arrell, 2001; Sawyer, 2012). 하지만 이러한 거대 집단

은 장점에 상응하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Paulus 외, 2012). 집단 구성

원이 많을 경우 개인은 수행에 대한 책무성을 적게 느끼기 때문에 사회

적 태만이 발생하게 된다(Karau & Williams, 1993). Hulsheger 등(2009)

의 리뷰 논문에서 집단 크기가 가져다주는 이익은 집단 단위 측정치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개인 수준 변인에는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대 집단에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은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데에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과

도한 경쟁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러한 경쟁이나 산출 방해(production

blocking)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다

(Diehl & Stroebe, 1991; Nijstad, Stroebe, & Lodewijkx, 2003). 따라서

과정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집단 구성원 수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어 왔으며 연구자들간 합의에 이른 정해진 인원 수는 없지만(Lohman

& Finkelstein, 2000), 과제의 특성에 따라 논의되는 인원수는 약간씩 차

이를 보인다. Dennis, Minas, & Williams(2019)는 집단 브레인스토밍 과

제의 경우 구성원 수가 더 많아질수록 산출 방해가 일어나고 개인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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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되는 아이디어의 수는 감소하므로 최적의 인원수는 2명이라고 밝혔

다. 또한 Paulus와 Yang(2000)은 4명으로 이루어진 집단의 브레인라이팅

수행 결과가 명목 집단의 수행보다 우월하였음을 증명하였다.

종합해보면 구성원의 수가 너무 많으면 리더십이 발휘되기 어렵고 사

회적 태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구성원이 너무 적을 경우 집단

원들의 상호작용 범위가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Paulus & Nijstad, 2003).

한편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 과제와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수업 상황에

서 적정한 집단의 크기는 2명에서 4명 사이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강

홍숙, 강만철, 2006; 정혜윤, 이경화, 2019; 조무정, 진석언, 2016).

집단 내 동조현상은 집단의 창의적 수행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으

로 거론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집단 내 다수의 영향력에 굴복하

여 새로운 의견을 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의 다양성이 확보되

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정보적 영향력이고 다른 하나는 규범적

압력이다(Deutsch & Gerald, 1955). 정보적 영향에 의한 동조는 사람들

이 낯선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모를 때 적절한 기준을 위

한 참고를 할 때 일어난다. Sherif(1935, 1937)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암

실에서 실시한 연구가 대표적인데, 참가자들은 정면의 스크린에 나온 불

빛을 응시하면서 그 불빛이 움직이는 거리를 맞히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해당 과제를 개인적으로 수행한 경우 측정 시점별 편차가 컸으나 동일한

과제를 두 명 이상의 집단으로 수행한 경우 집단 규준이 발생하게 되는

데, 시행을 반복할수록 측정의 결과가 표준점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

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가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규범적 압력에 의한 동조는 집단 구성원으로 수용되고 인정받으

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Asch(1955)가 선분 길이 맞히기 과제에 대해

실시했던 연구가 대표적인 예이다. 참가자들은 다수의 실험 협조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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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의 길이를 일부러 틀리게 답하는 상황에서도 평균적으로 3번에 1번

꼴로 타인의 잘못된 답을 따라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이 자

신이 참조하는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

로 다수의 응답을 따르는 것은 집단에서 배척받거나 소외당하는 것에 대

한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성원이 가진 사회적 정체성 수준이 집단 창의성에 영향

을 준다고 보는 학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이 상황에 따라 자신을

집단에 속하는 존재로 지각하거나(‘우리’ 중심, 집단 정체성 우세) 혹은

독립적 개체(‘나’ 중심, 개인 정체성 우세)로 지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

로 다른 인식이 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Turner,

1982). 개인 정체성이 우세할 경우 집단 구성원 개인의 선호에 의해 아

이디어나 창작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되며(Haslam, Adarves-Yorno,

Postmes, & Jans, 2013), 집단 정체성이 우세하게 되면 개인은 특정 집

단 구성원 자격으로 자신의 자아 개념을 도출하고, 집단 구성원 자격과

관련하여 타인의 행동도 중요시하게 된다(Turner, 1982, 1991).

3) 환경 특성

마지막으로 집단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

는 국가 간 혹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와 같은 문화

적 차이, 창의성을 지지하는 조직 풍토, 교실 환경, 가정 환경과 관련하

여 진행되었다(이선영, 김정아, 2017; Baumeister, Ainsworth, & Vohs,

2016; Bechtoldt, Choi, & Nijstad, 2012; Goncalo & Staw, 2006;

Goncalo & Kim, 2010). 이 중 교실 맥락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창의성을 증진하는 교실 분위기와 관련하여 이루

어졌다. 교사나 친구의 심리적 지원, 놀이나 즐거움, 갈등, 도전, 토론과

의사소통의 요소가 공통적으로 창의성에 지지적인 교실 풍토를 구성하는

요소들로 거론되었다(민지연, 최인수, 2008; 이인화, 한기순,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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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성원들이 경쟁이나 협력 중 어떤 상황에 놓이는지도 집단의 창

의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박응호와 김정근(2017)의 연구

에서는 경쟁과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에 대한 점화를 받은 조건의 집단들

이 산출한 아이디어의 독창성과 유용성이 가장 높았다. 또한 협력 점화

집단의 아이디어 유창성이 경쟁 집단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

집단 내에서 창의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을 거

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은 Osborn과

Parnes의 Creative Problem Sovling 모형이다(Parnes, 1967). 5가지 단계

로 이루어진 이 모형은 사실 발견,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방안

발견, 승인 발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형적으로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균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Isaksen과

Treffinger(2004)는 변형된 CPS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변형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단계 간 비선형성과 순환성이다. 해당 모형은 기존의 모형보

다 더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CPS의 여러 단계들은 크게

문제 발견,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선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Basadur, 1994; Isaksen & Treffinger, 2004).

첫번째인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지식이나 개념에 대

한 도전을 통하여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고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서 집단 구성원들은 문제 상황에 익숙해지고 관련 정보를 탐색하게 된

다. 또한 가능한 정보를 탐색하고 자원을 확보하여 종합적인 문제 해결

을 위한 준비를 한다(Basadur, 1994). 두 번째 아이디어 생성 혹은 해결

방안 발견 단계에서는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문제를 해

결할 가능성을 다각도로 찾게 된다(Isaksen & Treffinger, 2004). 세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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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아이디어 선택과 타당화 단계에서는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한 후 가

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여 이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특히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에 초

점이 맞추어진다(Isaksen & Treffinger, 2004).

하지만 이러한 창의적 과정이 몇 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

계가 어떠한 정의에 부합하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러한 다양한 모형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모형이나 이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Lubart, 2001). 또한 많은 수의 단계로 구성된 모형의 경우에는

단계간 선형성 여부, 피드백 반영 방법 등이 매우 복잡한 경우가 있다(

Fürst, Ghisletta, & Lubart, 2017)

<표 2-1>은 창의적 과정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모형을 정리한 것인데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과정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험 상황에서의 변인 통제 가능성을 고려

하여 집단의 창의적 과정 중 핵심적인 활동을 수반하는 아이디어 생성

및 선택 단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표 2-1>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

과정
저자

문제 발견
준비/정보
수집

아이디어
생성

아이디어
선택/평가

Amabile
(1982, 1988,
1996)

과제 표상 준비 반응 생성 반응 타당화

Baughmans
&

Mumford
(1995)

문제 형성
부호화,

범주 탐색
및 선택

개념적 연합
아이디어
평가

Gordon
(1961)

- 몰입 발산적 탐색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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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디어 생성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성은 주로 아이디어의 생산

성, 즉 양적인 측면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연구되어 왔다. 즉, 초기 집

단 창의성 학자들은 아이디어의 생산성이 늘어나면 집단의 창의성은 자

연스레 증진된다고 믿었다(Osborn, 1963). 이러한 믿음은 집단 내 상호

작용은 아이디어 생성에 도움을 주며, 아이디어의 양이 많아지면 아이디

어의 질 또한 담보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아이디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현재도 널리 활용되는 방식 중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는 구성원들이 대면하여 앉은 상태에서 아이디어를

언어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브레인스토밍의 비판 금지 원

칙은 사람들이 갖는 평가 불안을 줄여주어 집단 내 다양한 의견의 발생

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다(Osborn, 1957). 이처럼 Osborn

(1957)이 사람들로 하여금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엉뚱하거나 거친 아이디

어를 내도록 권장한 것은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것이 새롭

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임을 암시한다(Litchfield, Fan, & Brown, 2011).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언어적 브레인스토밍이 실제로는 아이디어 생성

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 또한 존재한다(Diehl & Stroebe

, 1987; Mullen, Johnson, & Salas, 1991; Paulus & Dzindolet, 1993). 이

러한 연구들에서는 언어적 브레인스토밍을 한 집단의 수행이 상호작용이

없는 명목 집단의 수행을 뛰어넘지 않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산출 결함은 특히 집단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인

다(Bouchard & Hare, 1970). 집단 내에서 사람들이 차례대로 아이디어

Wallas
(1926)

준비 부화 조명 타당화

Parnes
(1967)

문제 발견
아이디어
발견

해결책 발견 승인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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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유해야 할 때 개인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떠오른 아이디

어를 잊게 되거나, 반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기억하느라 타인의 이야기

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Nijstad & Paulus, 2003).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변형된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Nemeth와 동료들(2004)은 비판 금지를 원칙으로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창의적 수행을 비교하였으며 두 조건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면서 기존 브레인스토밍의 비판 금지 원

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최근에 와서는 대면 방

식의 언어적 브레인스토밍이 갖는 단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참가자들이

글로 적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브레인라이팅이나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나누는 전자 브레인스토밍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Coursey,

Williams, Paulus, & Kenworthy, 2020).

2) 아이디어 선택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은 아이디어 생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문

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면서 이전의 방법보다 나은 한두 개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ietzschel, Nijstad, Stroebe, 2006).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생성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선택하여 추후 이를 더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좋지 않은 아이디어를 걸러내는 작업이다(Rietzschel,

Nijstad, & Stroebe, 2019). 하지만 그간의 집단 창의성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연구들이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 대해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Herman & Reiter-Palmon, 2011; Hunter, Friedrich, Bedell, &

Mumford, 2006). 브레인스토밍을 포함한 발산적 사고 활동 후에 아이디

어를 선택하는 방식의 이면에 깔려있는 가정은 집단에서는 생성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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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들 중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Taylor,

Berry, & Block, 1958). 이러한 공고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집단이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확률은 우연보다 높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Rietzschel, Nijstad, & Stroebe, 2006, 2010).

이와 관련하여 집단의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창의

적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독창성과 적절성을

아이디어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적절성이

결여되기 쉽고 반대로 유용한 아이디어는 독창성이 부족하기 쉽다(Baer,

2012). 현실적으로 너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지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Baer, 2012; Rietzschel,

Nijstad, & Stroebe, 2019).

유용성을 중시하는 경향성과 더불어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집단 아

이디어 선택시 발생하는 소유권 편향이다(Onarheim & Christensen,

2012). 이는 집단 내에서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사람들이 자신이 낸 아

이디어가 타인의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편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편

향이 발생하게 되면 객관적인 아이디어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Cooper. 200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의 창의적 과정에서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에서 중요시되는 요인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구체

적으로 분리하여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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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활동 상황

가. 모둠활동 상황

모둠활동 하에서 경쟁과 협력 상황은 동기 및 인지적 관점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가지며 이는 목표의 상호의존성, 보상, 사회적 정체감 및 사회

적 동기와 관련된다.

경쟁 상황 하에서 목표는 집단 구성원 간 서로 부적인 상호의존성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협력 상황에서의 목표는 집단 구성원 간 긍정적 상

호의존성을 갖게 한다(Deutch, 1949). 즉, 경쟁 상황에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집단 내 타인이 목표를 이루지 못해야 하고, 협력 상

황에서는 모두가 함께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상과 관련해서

도 경쟁 상황에서는 집단 내 일부만 보상을 받는 반면 협력 상황에서는

구성원이 함께 보상을 받는다(Qin, Johnson, & Johnson, 1995).

목표에 대한 상호의존성 외에도 구성원의 사회적 정체감에 있어 두 가

지 상황은 서로 상반되는 특징을 가진다. 경쟁 상황에서는 개인 정체감

이 집단 정체감보다 우선하게 되고 협력 상황에서는 집단 정체감이 개인

에 우선하게 된다(Adarves-Yorno, Postmas, & Haslam, 2007). 사회적

동기와 관련하여 경쟁 상황에서는 친자기적 동기가 활성화되는 반면 협

력 상황에서는 친사회적 동기가 발현된다(Tyler & Blader, 2003).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과 교사들은 경쟁보다 협력이 갖는 이점이

훨씬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협력 상황은 교육 현장에서 현

재까지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협력은 학업 수행 뿐 아니라 인성

발달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문성, 김동일,

1998; Johnson & Johnson, 2015). 반면 경쟁은 심한 경우 학습자의 불안

수준, 자기 의심, 이기심, 문제 해결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성은현, 2019; Johnson & Johnson, 1999).

이러한 경쟁 혹은 협력의 모둠활동 상황은 집단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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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기도 하고 부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쟁 여부가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Raina(1968)의 연

구에서는 물건의 독특한 사용(unusual uses task) 과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3명에게 금전적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경쟁 상황을

조작하였다. 또한 이 3명의 이름을 학교 게시판에 전시한다고도 하였는

데 실험 결과 경쟁 조건에서 통제 조건보다 더 높은 유창성과 융통성 수

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보상과 집단 보상이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Goncalo와 Kim(2010)의 연구에서도 구성원 각자의 공헌도에 따른 개별

보상을 받게 한 조건의 유창성 점수가 팀 내 구성원간 동일한 보상을 받

게 한 조건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인 개별

보상이 가져온 생산성 증대 효과의 이면에는 경쟁이 갖는 이점이 존재한

다. 이들의 상호작용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분석한 결과, 차별 보상 조건

의 집단 토의에서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많은 발언을 하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집단 손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시간의 침묵이 발생할 여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경쟁 상황이

언제나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심한

경쟁은 학습자의 불안 수준, 자기 의심, 이기심, 문제 해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Johnson & Johnson, 1998). Bechtoldt와 동료들(2010)의

연구에서는 집단 보상 조건 하에서 수행한 집단의 아이디어 생산성이 개

별 보상 조건보다 우수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이면에는 협력 상황

이 주는 이점이 존재한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서로의 아이디어 생성에 긍정적 자극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성은 집단 구성원들의 인식론적 동기 수준이 높

을 때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가 앞서 언급한

Goncalo와 Kim(2010)의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구성원의 개

인적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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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쟁 혹은 협력이라는 모둠학습 상황이 집

단의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인 외

에도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모둠활동 상황과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

경쟁이나 협력의 모둠활동 상황이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바는 다음과 같

다.

1) 모둠활동 상황과 아이디어 생성 단계

우선 집단의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관련하여 경쟁 상황은 집단 구성원

이 자신의 이익, 아이디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Goncalo & Krause, 2010). 특

히 아이디어의 양적인 관점에서 경쟁 상황이 집단의 브레인스토밍, 특히

생성된 아이디어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Osborn, 1957; Paulus, Larey, Putman, Leggett, &

Roland, 1996; Munkes & Diehl, 2003; Simonton, 1999). 즉, 개인이 집단

의 다른 구성원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할 때 집단 전체의 아이

디어 생산성은 증진된다(Simonton, 1999, 2003).

경쟁이 집단 내 의견의 다양성을 증폭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은 의견 불

일치로 인한 갈등에 주목한다. 구성원들이 집단 의견 일치나 조화에 신

경을 쓰기보다 자신의 수행에 집중하게 된다면 집단은 더 창의적이며 더

많은 혁신적 결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Goncalo &

Kim, 2010).

Nemeth와 Kwan(1985, 1987)의 연구에서 일정 수준의 의견 불일치와

갈등은 집단 내 창의성과 혁신의 자극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

가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과제에서 승자에게 보상이 있는 경쟁 조건에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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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집단의 수행이 우수하였다(Munkes & Diehl, 2003). 또한 하향보다

상향 비교 조건에서 경쟁을 한 집단의 수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aulus, Dugosh, Dzindolet, Coskun, & Putman, 2002).

2) 모둠활동 상황과 아이디어 선택 단계

한편 경쟁과 협력 상황이 집단의 창의적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경쟁 상황은 집단의 창의적 아이디어 선택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목표의 부정적 상호의존성과 관

련된다. 경쟁 상황에 놓인 구성원들은 타인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의

가치를 폄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타인의 아

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목표 달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Audia & Goncalo, 2007; De Dreu, Nijstad, & van Knippenberg,

2008; Menon, Thompson & Choi, 2006). 나아가 경쟁 상황에서 집단 내

타인의 우수한 수행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구성원은 집단 외부에서 영감을 찾거나 외부의 경쟁 상대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존재한다(Menon et al., 2006). 특히 집단

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 자신이 낸 아이디어가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

음에서 타인의 아이디어 선택에 배타적이게 되는 소유권 편향이 더 강해

지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거나 객관적인 선택을 하

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De Dreu, Nijstad, & van Knippenberg,

2008).

반면 협력 상황에서는 모든 구성원의 관점을 통합하여 의견 일치에 이

를 가능성은 높으나 진정으로 새로운 창의적 집단 의사결정을 내리는 능

력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협력 상황 하에서는 집단 구성원들

의 의견에 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내집단 편향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

는 집단의 조화와 융합을 위하여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주로 하기 때문이다(Vaughan, Tajfel, & Williams, 1981). 따라서



- 29 -

협력 상황 하에서는 공유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향성을 극복할 필

요가 있다(De Dreu 외, 200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경쟁 혹은 협력이라는 모둠학습 상황이 집

단의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창의적 과정의 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차별적으

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30 -

3.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가. 동조와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동조는 전통적으로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로 알려

져왔다(Crutchfield, 1962; Torrance, 1965). 창의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는 다수의 아이디어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이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데, 이에 반해 동조는 집단 내 타인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따르는 행위

이기 때문이다(Goncalo & Duguid, 2012). 따라서 동조 행위는 개인의 창

의성, 그 중에서도 독창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Nemeth

& Kwan, 1987).

동조와 창의성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동조에 대한 개인의 경향성에 대

한 연구와 집단 내 개인의 행동 변화로서의 동조 반응과 관련한 연구들

로 구분된다. 전자를 동조성향, 후자를 동조행동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동조성향은 성격과 창의성에 관한 연구에서 가장 덜 창의적이라고 판

정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특성이었으며

(Crutchfield, 1962), 반대로 창의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

들보다 동조행동을 더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on, 1952, 1953,

1955; Crutchfield, 1955). 이러한 동조성향에 관한 연구는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다(Crutchfield, 1955, 1962; Endler, 1961;

Wells, Weinert, & Rubel, 1956). 동조와 성격 특성과의 관계에 대한

Crutchfield(1957)의 연구에서는 높은 인지능력과 창의성을 가진 참가자

들의 동조율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아 강도나 자기 확신 등도 동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성격 특성으로 보고

되었다. 반면 동조에 취약한 성격 특성으로는 권위적, 독단적, 경직된 성

향 등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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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집단 내에서 동조행동을 하도록 하는 상황적 압력 또한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utchfield, 1962; Nemeth & Staw, 1989;

Woodman, Sawyer, & Griffin, 1993). 창의성에 대한 집단적 영향력을

연구한 Nemeth와 Staw(1989)는 창의성과 동조행동은 등가교환 관계라

고 주장하며 개인이 집단의 기대에서 벗어날수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

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까지도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집단의 창의성을 위해서는 규칙을 깨고 규범에 저

항하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추가해야 하거나(Howard-Jones,

Taylor, & Sutton, 2002) 권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증가시켜 동조행동

을 감소시켜주는 심리적 상태가 창의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Galinsky, Magee, Gruenfeld, Whitson, & Liljenquist, 2008)는 주장이

그 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동조와 창의성의 관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는 학자들의 의견도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의 동조 성향이나 집단 내

동조 행동이 창의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Kaplan과 동료

들(1998)에 의하면 동조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지지적 분위기를 조성함으

로써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조

행동은 비록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생성

된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조행동이 집단 창의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밝힌 연구는 Goncalo와 Duguid(2012)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

들은 동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을 집단 규범에 대한 내용과 동조 압력

으로 분리하였으며, 집단 규범(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동조 압력의 높고

낮은 수준, 개인차 변인으로서의 창의적 성격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496명의 대학생들을 4인 1조

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총 124 집단을 상대로 실시한 실험의 결과 창의적

성격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한 집단에서는 개인주의적 규범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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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동조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의 창의적 수행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의적 성격이 높은 집단에서는 개인주의적 규범에

대한 낮은 동조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단의 창의적 수행이 가장 우수

하였다. 해당 연구는 그간 창의성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만 간주되어 왔던

동조 압력이 가지는 긍정적 측면을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동조는 다양한 심리적 방식으로 집단의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

을 줄 수 있다. 개인의 사회적 승인 욕구는 이들이 집단의 관점과 일치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여 무리에서 벗어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고, 궁극적으로 집단 수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Baumeister &

Leary, 1995; Diehl & Stroebe, 1987). 예를 들어 협업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 압박에 처할 때 구성원들은 사회적 배제나 곤혹스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Kaplan et al., 2009). 이러한 현상

은 개인의 부족한 수행으로 인해 자신이나 집단에 손해를 미칠 수도 있

다는 걱정에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즉,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사회

적 기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을 겪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경우 이는 이들이 집단 구성원과 협력

과제를 더 열심히 수행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조가 창

의적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구성원

의 동조행동이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적, 개인적 요

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개인이 인식하는 자기 효능감, 혹은 영역 특수적 능력에 대한 신념은

과제 집착력 및 동기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Bandura, 1994;

Bandura & Cervone, 1983).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창의적인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Tierney & Farmer, 2002). 창의적 과정의 특성상 개인은 자신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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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창의적 자기 효능감은 많

은 분야에서 창의적 수행을 예측하는 주요한 지표로 기능해왔다(Tierney

& Farmer, 2002).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개인으로 하여금 창의적 수행을

할 때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을 얻는 데에 기꺼이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믿음

을 갖게 한다(Farmer & Tierney, 2017; Tierney & Farmer, 2011). 창의

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두 요인들은 정

적인 관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Hammond, Neff, Farr, Schwall, &

Zhao, 2011).

기대 가치 이론(Vroom, 1964)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다고 예상되거나, 수행에 대한 보상이 있을 때, 또는 그러한 보

상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될 때 과제 수행을 하려는 동기가 높아진다. 이

러한 영향력은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높은 창

의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개인들은 창의적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

이 있기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한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 더 몰입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Malik, Butt, & Choi, 2014). 이러한 자신감은 자

기 실현적 예언(Eden, 1984; Peterson & Seligman, 2004)에 의하여 우수

한 창의적 수행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에 낮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을 가진 개인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창의적 수행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Dewett, 2007). 창의적 수행에 대한 낮

은 기대감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적 요구를 위협으로 인식할 가

능성이 있다(Putwain, Kearsley, & Symes, 2012). 따라서 상황적 변인이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창의적 과정은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필요로 하며(Tierney & Farmer,

2011)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시류를 따르지 않는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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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선택함으로써 기존의 질서와 기준에 도전하는 과정을 즐긴다

(Tierney & Farmer, 2004). 따라서 창의적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위험을

맞닥뜨린다고 하더라도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결

과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에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낮은 사람들은 인지적 끈기가 감소되어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을

찾아내는 과정에 참여는 것을 꺼려하며, 따라서 이들이 창의적 결과물을

얻게 될 가능성 또한 낮아진다(Tierney & Farmer, 2004). Shin과

Zhou(2007)의 연구에서는 팀의 창의적 역량에 대한 믿음을 가진 팀 구

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교환하고 이를 결합하여 새로운 것

을 만들어냈다.

한편 집단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집단 수준 수행의 관계는 개

인 수준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Park et al., 2020). 집단의 창의적 수

행은 개인이 가진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과 집단 내 의사소통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창의적 시너지 발현을

방해하는 요인을 극복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Taggar, 2019). 따

라서 집단 구성원 전체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집단의 수행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 모둠활동 상황,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집단의 창

의적 과제 수행의 관계

모둠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적 차이와 집단 내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

하는 동조수준,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특성인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창의성과 갖는 관계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결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다. 하지만 경쟁 또는 협력 상황이 집단 내 동조반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이러한 변인 간 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Smith(1965)는 경쟁, 협력과 집단 내 동조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A부터 E까지의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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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수행하였다. 주어진 문제들은 정해진 답이 있는 조건이라는 점에

서 창의성 연구와는 차이점이 있으나, 실험 결과를 통해 주목할 만한 점

은 협력적 집단에서는 경쟁이나 통제 집단보다 정답의 개수가 상대적으

로 적었다는 점이다. 이는 협력 집단이 갖는 상호의존적 분위기가 상대

의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서 참여자들이 더 많이 동조하

도록 만들었기 떄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협력 상황 하에서 집단 내

구성원들이 일관적인 응답을 보였을 때 개인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

이 떨어질 뿐 아니라 만약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 집단에 의해 거부

될 것이라는 위험 또한 감수해야 한다. 반대로 다른 구성원의 의견에 동

조하는 선택을 한다면 답이 틀렸을 때에도 거부당할 위험을 감수할 필요

가 없으므로 협력적 상황에서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이 틀린 상

황에서도 동조하여 집단에서 받아들여지는 쪽을 택한다(Smith, 1965). 결

론적으로 협력이라는 상황적 요인은 집단 구성원의 동조율을 높이는 방

향으로 기능하게 된다. 한편 경쟁 상황의 참여자들은 집단 내 다수 의견

을 따르려는 경향성이 협력 집단보다 적게 나타났다. 경쟁 상황에서 개

인은 같은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의 답이 틀렸을 때 자신이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집단 내 타인의 능력을 판단할 때 이들의 능력을

선택적으로 실제보다 과소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Smith,

1965). 이와 관련하여 Amabile(1996)는 과도한 경쟁은 창의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만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구성원들이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과 우월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이러한 의지가 배우려는

자세와 같은 개인적 특징과 함께 존재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쟁

이 창의성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력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다(Amabile,

1996).

구성원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과 집단 창의성의 관계를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매우 적은 데다가 대부분 성인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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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연구하는 조직심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고

려한 상황적 맥락으로는 리더 특성과 집단 특성이 있다. 리더가 관계적

지지를 포함하여 집단의 창의적 수행을 지원하고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 집단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였고

(Chong & Ma, 2010), 리더가 집단의 창의성을 인정하고 이를 촉진하는

행동을 할 때에도 집단의 창의적 효능감과 집단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Tierney & Farmer, 2004).

집단 특성과 관련하여 팀 수준의 권한 부여(Hon & Chan, 2013)와 변

혁적 리더십(Shin & Zhou, 2007)은 높은 수준의 팀 수준 창의적 효능감

과 집단 수행과 정적인 관련을 보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Karwowski(2015)의 연구에서는 학교 및 교실 수준에서의 또래 요인(학

교의 질, 창의적 활동, 유창성)이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유

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모둠활동 상황에서 발생되는 경쟁이나 협력이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과 갖는 연관성을 탐구함에 있어 집단 역동의 결과로 생성되는

동조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집단 내 의사소통 속

에서 개인이 갖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집단 수

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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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특별시에 재학중인 초등학교 5, 6학년 33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경쟁 혹은 협력 상황에 따라 총 2개 조건으로 무선 할당

된 후 동성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이 진행되었다. 1개의 조는 총 3명

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개인창의성 검사에서 무성의한 응답을 한 연

구참여자 9명과 이들이 속한 조의 조원 18명의 응답 결과는 삭제하였으

며, 조작 점검 결과 경쟁 혹은 협력 상황에 대한 조작에 실패한 10명 및

이들이 속한 조의 나머지 조원 20명, 총 30명의 자료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집단별 구성원 수를 3명으로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

여 2명이나 4명으로 구성된 조원 18명, 개인 수준 변수를 집단 수준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집단 내 다양성이 커서 합산에 적합하지 않은 4개 조

12명에 대한 자료 또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246

명의 연구참여자(남 135명, 여 111명)로 이루어진 82개의 집단에 대한

자료가 구성되었다.

연구 참여자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구체

적 조작기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넘어가는 발달 단계의 특징을 지니고 있

어 점차 추상적으로 가설을 형성하여 사고하며 연역적 사고로 결론을 점

검하는 모습을 보인다(Inhelder & Piaget, 1958).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

교 고학년 참가자들이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일상생활에서의 창의적

문제해결 학습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시기는 아동에서 초기 청소년기로 진입하는 시기로서, 부모의

요구나 기준에서 벗어나 또래에게 의존하며 타인의 시선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도 한다(김하연, 2012). 특히 이 시기의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벗어

나 독립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며, 동시에 또래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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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편입되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하여 또래에게 동조하려는 경향성이 높

게 나타난다(Berndt, 1979). 따라서 경쟁이나 협력 상황 속에서 집단 창

의성 과제에 참여하게 될 때 아동이 타인과 다른 의견을 표현하여 자신

의 독립된 자아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수의 의견에 편입되어 소속감을 느

끼고자 하는 욕구가 공존하게 되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관계성이 집단

창의성 과제 수행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살

펴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 집단별 연구참여자 정보

개인 집단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경쟁 69 57 126 23 19 42

협력 66 54 120 22 18 40

합계 135 111 246 45 37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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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가. 예비 조사

실생활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창의성 과제에 사용될 제시문 제

작 및 경쟁과 협력 상황에 대한 조작을 위해 예비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60명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예비 조사에서 30명의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에서 느끼는 문제

상황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최대 10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응

답들을 코딩하여 내용 분석(Freitas, Oliveira, Jenkins, & Popjoy, 1998)

을 수행하였다. 추출된 키워드는 군집화하여 세부 카테고리를 형성하였

고 이를 다시 군집화하여 상위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그 결과 추출된 상

위 카테고리는 핸드폰 사용(15%), 따돌림(7%), 욕설 사용(4%), 도난

(3%), 안전 사고(2%) 순이었다. 그 중 가장 많이 거론된 교실에서의 핸

드폰 사용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제시문을 제작하였다.

두번째 예비 조사에서는 위에서 선정된 ‘교실에서의 핸드폰 사용으로

인한 교사와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6문장으로 이루어진 제시문을 제작

하였다. 3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제시문을 읽고 주제가 무엇인지

개방형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

은 밑줄을 긋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각각의 상황

을 경험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주제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22명(73.3%)의 학생들이 글의 주제가

‘핸드폰 게임 때문에 선생님께 혼남’ 또는 ‘핸드폰 사용 문제’라고 적절하

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

을 교체하는 문제’ 또는 ‘선생님이 민정이를 혼내는 방법’ 등으로 응답하

는 등 문제 해결의 주체에 대해 혼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참

여자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시문의 내용에 ‘여러분이 민정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보세요’ 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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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시문에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밑줄을 긋도록 한

결과 ‘부적응’이라는 표현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말 안듣는 아이’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제시문에 나온 상황을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경

험할 가능성에 대해 평균 4.1점으로 응답하였다 (n = 30). 위와 같은 과

정을 거쳐 수정된 제시문을 최종적으로 실험에 활용하였다.

나. 실험 절차

본 연구는 2019년 1학기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2019년 11월과 12월에 3개의 학교에 각각 2회

방문하여 실험 절차를 설명하고 해당 학교의 교실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

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개별 창의성 과

제와 집단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집단 과제의 경우 3명의 집단 구

성원이 1개의 창의성 과제 결과지에 함께 응답하였다. 하지만 집단 과제

전, 후에 진행된 조작 확인 및 사후 설문의 경우 개별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경쟁과 협력 상황에 대한 조작은 집단 과제 수행시에만 실시되

었다. 구체적인 실험 절차는 <표 3-2>, <표 3-3>과 같다. 1차 방문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위한 개인 창의성 및 개인차 변인을 측정하였고, 2

차 방문에서 집단 창의성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독립 변인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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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실험 절차 (1차)

1. 연구 소개 (1분)

↓

2. 개인차 변인 측정 (2분)
동조에 대한 개인적 성향

↓

3. 개인 창의성 검사 실시 (7분)
창의적 성격, 아이디어 생성

<표 3-3> 실험 절차 (2차)

1. 실험 소개 (3분)

↓

2. 조별 구성, 사전 설문, 상황 조작(7분)
조별 구성 후 인식된 집단 내 동조수준에 대한 사전 측정,

창의적 자기효능감 측정,
경쟁 혹은 협력 상황에 대한 조작

↓

3. 집단 창의성 과제 실시 (13분)

문제상황
제시(2분)

→
집단

아이디어
생성(8분)

→
집단

아이디어
선택(3분)

↓

4. 사후 설문 (5분)
경쟁 및 협력에 대한 조작 확인, 과제 흥미, 과제 참여도,

인식된 집단 내 동조수준에 대한 사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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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인차 변인 측정

실험 1주일 전 학교에 방문하여 개인차 변인 측정을 진행하였다.

1) 동조성향 측정

개인차 변인으로 동조에 대한 개인적 성향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2분간 측정하였다.

2) 개인창의성 검사

개인창의성 검사는 창의적 성향 검사 2분, 아이디어 생성 능력 검사를

5분간 진행하였다. 창의적 성향 검사에서는 12개의 문장을 읽고 자기보

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이디어 생성 능력 검사에서는 제시된 그

림 자극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를 있는 대로 적는 방식으로 2개의 개방형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 측정한 개인창의성 하위 요소는 유창

성, 독창성, 정교성이다. 유창성은 아이디어 개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

였고, 독창성은 개별 아이디어에 대해 규준 내 0.5% 이내 응답일 경우 1

점, 아니면 0점을 부여 후 합산하였다. 정교성은 서술된 아이디어의 산술

적 정교성(어절 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다.

라. 조별 구성, 사전 설문, 상황 조작

1) 조별 구성

성별을 통제한 상태에서 무선화하여 조별 구성을 진행하였다. 모든 조

는 동성인 3명으로 구성하였다.

2) 사전 설문

조별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사전 동조수준을 측정

하고 개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 43 -

3) 상황 조작

경쟁 및 협력을 실험적으로 조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Baer,

Vadera, Leenders, & Oldham, 2014; Smith, 1965), 경쟁 조건에서는 다

음과 같이 안내하여 상황을 조작하였다. (‘이 과제가 모두 끝나면 조별로

선택된 아이디어들 중 우수한 것 세 개를 뽑아 상품을 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과제에서 나의 아이디어가 조에서 선택되어야만 상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연구자가 한 번

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참여자들이 답하게 함으로써 연구참여자들

이 조작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협력 조건에서

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상황을 조작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다음 과제로

넘어가기 전 연구자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제가 모

두 끝나면 각 조별로 선택된 아이디어들 중 우수한 것 한 개를 뽑아 상

품을 줄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조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우리

조의 아이디어가 선택되어야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집단 창의성 과제 수행

브레인스토밍의 효과에 대한 Dennis와 Williams(2005)의 메타 분석 결

과 집단 구성원이 4명 이상인 경우 온라인 브레인스토밍이 효과적이었

고, 3명 이하일 경우는 오프라인의 대면 상황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점,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에 대한 국내 연구들에서 적정한 집단 크기는 2

명에서 4명 사이라고 보고하였다는 점(강홍숙, 강만철, 2006; 정혜윤, 이

경화, 2019; 조무정, 진석언, 2016)에 근거하여 3명을 기준으로 조를 구성

하였다.

집단 창의성 과제 수행은 조별 아이디어 생성 및 아이디어 선택의 순

서로 이루어졌다. 과제는 실생활에서 도출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차례대로 가능한 많이 적은 후, 구성원간 상의 후 이 중

에서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아이디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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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선택 과정에서 도출된 응답 결과는 분석 단계에서 종속 변수로 활용

되었다.

집단 창의성 과제는 아이디어 생성 이후 아이디어 선택을 하는 단계

로 구성된 혼합 브레인라이팅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브레인라이팅이란,

면대면 상황에서 집단 구성원들이 차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언어적으로

공유하는 브레인스토밍과 달리,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차례대로 종이에

적어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Baruah & Paulus, 2018). 이러한 브레인라

이팅은 상호작용이 있는 브레인스토밍의 결점, 특히 언어적으로 아이디

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집단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

되었다.

혼합 브레인라이팅은 브레인라이팅의 변형으로, 집단 브레인라이팅을

하기 전에 개인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아이디어 생성시 타인 의견을

통한 간섭을 받지 않게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Paulus & Brown, 2003;

Korde & Paulus, 2017). 이는 아이디어 생성 및 선택으로 이어지는 집단

창의성 과제에서 참여자들이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 이전의 생성 단계에

서 언급되었던 아이디어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참여자가 아이디어를 따로 적어

놓지 않는 한 생성된 아이디어들의 다수가 손실된다는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경쟁 상황에서 1명의 아이디어만을 선택하게 할

때에도 각각의 아이디어가 누구의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집단 아이디어 생성을 하기 전 1분간 개

별적으로 머리 속으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였

다.

이후 집단 과제 수행으로 넘어가기 전에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구두로 이해 점검 질문을 하였

다. (‘이 상황에서 민정이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민정이가 쉬

는 시간에 핸드폰 게임을 계속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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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가 핸드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가자들은 공동으로 활동지를 공유하면서 종이에 자신들의 아이디어

를 한 개씩 작성하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기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

다. 이들이 집단 내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종이를 넘겨받으면 거기에 적

힌 아이디어를 읽고 그 다음 번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추가하도록 하였

다. 만약 구성원 중 한 명이 1분이 지나도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음 차례로 넘어가도록 지시하였다. 만약 활동지에 제시

된 응답 개수인 15개를 넘는 아이디어가 생성될 경우 뒷장의 여백을 활

용하여 아이디어를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

하여 참가자들은 타인의 아이디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생성 및 표현할 수 있다. 이 과정은 7분간 진

행되었다.

아이디어 생성이 끝난 후 아이디어 선택 단계로 전환하여 조별로 의견

교환을 거쳐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 가지 고르도록 하였다. 이 때

창의성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적 정의로 인한 차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과제에서 요구하는 창의성은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를 만들

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경쟁 상황에서는 선택된 아이

디어가 누구의 것인지를 밝히도록 하였다. 협력 상황에서는 선택된 아이

디어가 누구의 것인지 따로 명시하지 않은 채로 진행하였다. 이 과정은

3분간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집단에서의 창의적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과 탐색으로 구

성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발견 단계를 제외한 것은 창의적

문제의 범위와 관련된다. 초기 청소년기 아동들의 인지적 발달 단계와

집단 창의성의 교육 가능성을 생각할 때,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를 부여할 때에는 좁은 범위의 문제 상황 제시가 넓은 범위보다 효과적

이다(Rietzschel & Nijstad, 2014). 넓은 범위의 주제를 제시하게 되면 학

생들은 쉽게 떠오르지만 독창적이지는 않은 아이디어들을 산출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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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습자가 이러한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을 뒤로 하고 독창적 아이디어

생성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떄문이다(Jansson & Smith, 1991;

Smith & Blankenship, 1991). 반면 좁은 범위의 구체적 주제를 제시하게

되면 학생들이 떠올릴 수 있는 의미론적 범위가 좁혀지게 되고, 그 안에

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기 용이해진다(Finke, Ward, &

Smith, 1992).

둘째, 실험 연구에서의 독립변인 조작 및 가외 변인 통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과제 수행시 집단 창의성에서 주요한 의미를 갖는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의 두 단계를 선정하였다. 이에 창의적 과정의 여러 단계 중

가장 핵심적인 인지적 과정은 아이디어의 생성과 선택 단계에서 발생한

다(Fürst, Ghisletta, & Lubart, 2017)는 관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많은

아이디어를 생성한다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며 아

이디어 생성과 선택은 독립적이라는 선행 연구들의 결과(Faure, 2004;

Rietzschel, Nijstad, & Stroebe, 2006)를 반영하여 생성과 선택 단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를 구분한 것은 두 가지 과정

이 함께 일어날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 산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가

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호작용이 있는 집단에서는 타인으로

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초기 단계에서부터

독창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거나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성하게 될 가능성

이 높다(Rietzschel et al., 2006).

바. 조작 확인 및 사후 설문

모둠활동 상황에 대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쟁

조작 확인(‘과제를 하는 동안 내 아이디어가 뽑히도록 우리 조의 다른

친구들과 경쟁했다’)에 대한 설문 혹은 협력 조작 확인(‘과제를 하는 동

안 우리 조의 아이디어가 뽑히도록 우리 조의 다른 친구들과 협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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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집단 과제 도중 인식한 개인

의 동조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문항(‘과제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

들의 의견에 내 의견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이 잘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과제 흥미도(‘오늘 한 과제는 흥미로워 보였다’) 및 과제 참여도 설문

문항(‘오늘 한 과제를 끝까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사후 설문에서 변인들을 복수문항으로 측정할 경우 응

답을 통해 다각적인 정보를 얻게 된다는 이점이 있으나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설문을 완료하는 데 있어 인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기

초하여 사후 설문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이가현, 2016).

한편 집단 창의성 과제를 하기 전과 후에 집단 내에서 개인이 느끼는

동조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동조수준에 대한 인식은 개인창의성 검

사에서 측정한 동조성향과는 구분되는데, 동조성향은 집단 활동과 관계

없이 개인에게 내재하는 동조에 대한 경향성을 의미하며, 집단 내 동조

수준은 집단으로 과제 수행을 실시하는 도중에 개인이 느끼는 동조에 대

한 인식을 의미한다. 해당 변인을 집단 과제 전과 후로 나누어 2회 측정

한 이유는, 집단 구성원이 누구인지만 알고 있고 집단 과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기치와 집단 과제를 실시한 후에 느끼는 동조수준의 변화

를 알아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3. 실험 환경

실험은 각 학교 교실에서 3명의 학생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도록 하여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 회기당 실험에 참여한 집단의 개수는 4-5

개이다. 경쟁 혹은 협력 상황의 조작이 같은 반에 있는 또래의 상대적

과제 수행 수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무선 할당은 개인이 아닌 반별 단

위로 진행되었다. 사전 설문이 종료된 이후 경쟁과 협력 상황에 연구참

여자를 무선 할당하였으며 이 때 한 조는 3명의 참가자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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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은 연구자의 안내에 따라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고, 실험 중 연구자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안내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여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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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도구

가. 수업 주제

초등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학습활동은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를 통합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문제를 정의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며 해결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산출하

고, 이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다(신종호 외, 2010).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도덕과 5학년 2학기 ‘생활 주변의 문제’ 단원의

학습활동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단원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실험에 활용된 활동은 교실이나 학교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것

과 관련있다. 이를 위하여 예비 연구에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갈등) 상황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고 응답한 문제를 본 실험에서 주어지는 집단 창의성 과제의 주제로 설

정하였다. 단원 교육과정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은 <표 3-3> 과 같다.

<표 3-4> 단원 교육과정 내용 요소 및 성취 기준

영역 타인과의 관계

내용 요소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성취 기준

<6도 02-02> 다양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갈등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찾는다.

이와 관련된 교과서 속 학습활동은 <그림 3-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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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교과서 학습활동 예시

나. 개인 창의성 검사

개인 창의성 검사 측정 도구는 이선영 외(2018)가 개발하여 타당화한

글로벌 재능 진단 검사의 창의성 영역 문항을 활용하였다. 해당 검사는

창의적 성격과 아이디어 생성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창의적 성격 검사는

총 12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내적 일관

성 신뢰도는 .77로 보고되었다. 아이디어 생성 문항은 총 2개로 개방형으

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지에는 문항별로 20개까지의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뒷장의

여백을 이용하여 적도록 안내하였다.

다. 동조성향

집단 창의성 과제를 수행하기 전 개인에게 내재하는 동조 경향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Brendt(1979)가 개발한 동조 성향 검사를 연구 목적에 맞

게 번역 및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일상생활 중 또래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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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동조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고 개인이 이 중 동조를 택

할 것인지 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문

항은 동조에 대한 경향성을 개인이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할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특정한 상황을 설

정하고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한 후 동조에 대한 의향을 묻고자 설계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학교 생활에서의 또래관계와 관련된 3개 문

항을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동조 및 비동조 반응의

정도를 5점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문항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오늘은

방과후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친구들이 수업을 빠지고 같이 놀러가자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평소 자신이 얼마나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된 문항은 Tierney와 Farmer(2002)가

조직 맥락에서 사용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Beghetto(2006)가 교실

맥락에 맞게 수정한 3개 문항을 사용하였다(‘나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하는 것을 잘한다’, ‘나는 상상

력이 풍부하다.’).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응답

하도록 하였으며 본 척도의 신뢰도는 α = .71이었다.

마. 집단 창의성 과제

예비 조사 결과 학생들이 실제 학교 생활에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핸드폰 사용 관련 교사와 학생간 갈등 상황>에 대한 창의적 해

결 방안을 집단 창의성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이는 <그림 3-3>에 제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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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집단 창의성 과제에서 제시된 학교 내 문제 상황

바. 집단 내 동조수준

동조수준에 대한 인식은 피험자가 지각한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집단 내 동조에 대한 Goncalo와 Duguid(2012)의 측정 문

항을 본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경쟁과 협력에 대한 조작이 끝난 후 집단을 구성하여 앉은 상태에서

사전 동조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문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과제를 하

는 동안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내 의견을 맞춰주어야 할 것 같다’.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는 해당 문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

다. ‘지금 앉아있는 조의 친구들과 집단 창의성 과제를 함께 할텐데, 과

제를 하면서 이 친구들의 의견에 여러분의 의견을 맞춰야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나요? 어느 정도로 느끼는지 5점 만점으로 표시해 주세요. ’

아울러 집단 창의성 과제가 끝난 후 측정한 동조수준 문항은 다음과

같다. ‘과제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의 의견에 내 의견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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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집단 창의성 평정

Amabile(1982)의 합의 평정(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 기법

을 활용하였다. CAT 방식에서는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3인 이상의 평

정자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에 대

한 평정을 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인 초등학생

들을 가르친 경험이 5년 이상인 현직 교사로서 창의성 관련 학위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3명을 평정자로 선정하였다. 집단 창의성 과제에

서는 유창성, 독창성, 적절성, 전반적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유창성은 아

이디어 수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평정되었고 적절성과 독창

성, 전반적 창의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되었다. 이 때 별도의 규준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일부 점

수에 평정 결과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응의 창의적인 정도를 상대

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점부터 5점까지 가능한 고르게 점

수를 부여하도록 요청하였다. 각 평정 요소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 창의성은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 상당수와 마찬가지로 창의성을

평정할 때 ‘이 아이디어(산출물)가 얼마나 창의적인가?’를 기준으로 하였

다(Amabile et al., 1996; Kaufman & Baer, 2004; Madjar & Oldham,

2006; Miron-Spektor & Erez, 2017). 유창성은 아이디어 생성 단계와 관

련되며, 생성된 아이디어가 얼마나 많은지를 아이디어 개수로 나타낸다

(Paulus, Nijstad, 2003). 독창성은 아이디어의 독특함과 흔하지 않은 측

면을 의미하며(Torrance, 1973) 적절성은 아이디어의 실생활 적용 가능

성을 의미한다(Amabile, 1996).

본 연구에서는 ICC(2,3) 급내 상관 계수를 사용하여 아이디어 생성 및

선택의 단계별 평정자간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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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집단창의성 단계별 평정자간 신뢰도

단계 평정 요소 ICC

아이디어 생성

전반적 창의성 .703

독창성 .718

적절성 .747

아이디어 선택

전반적 창의성 .701

독창성 .760

적절성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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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석 방법

먼저 측정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를 검토하였으며 변인간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더미 변수로 구성된 모둠활동 상황

(경쟁 및 협력) 상황이 집단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이러한 영향력이 인식된 집단 내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상호작용 효과도 확인하였다. 연속

변수로 측정된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중심화하여 다중공

선성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상호작용항이 유의한 경우 두 조절변수의 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 상황 및 종속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Aiken & West, 1991)을 실시하였다.

집단 내 동조수준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집단 변수로 구성함에

있어 개인 수준 변수를 집단 수준으로 합산하는 과정에서 집단 내 구성

원 간 충분한 일치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집단 내 일치

계수인 rwg 를 활용하였다. 이는 집단 수준 분석에서 개인 반응을 합산

할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로(Dunlap, Burke, & Smith-Crowe,

2003; Cohen, Doveh, & Nahum-Shani, 2009), James와 동료들(1984)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측정된 단위 내 변수 간 다양성을 기대되는 무작위

분산과 비교한 값이다(박원우, 고수경, 2005). rwg값은 0과 1사이 범위에

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해당값이 0.7보다 큰 경우 합산이 정당하다고

여긴다(Klein & Kozlowski, 2000). 개인의 동조성향, 집단 내 동조수준

(사전 및 사후), 집단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변수가 이에 해당한다. rwg의

평균치는 동조수준의 경우 .67,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74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집단 수준 합산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개인 변수를 집단 변수로 합산하여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집단 수준

구인을 고려한 연구들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지만(Park et al., 2020;

Klein, Conn, Smith, & Sorra, 2001; Taggar, 2002 참고), 평균으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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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개인차에 의한 분산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념적으로도 개인 변수의 평균값이 해당 변수에 대한 집단 수준

구인을 대표할 수 있을 만큼 동질성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박원우, 차문경, 전이영, 박미혜, 2012). 하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특정 개

념이 집단 수준에서 갖는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 수준 측정치를 합산하는 방법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Chan, 1998).

특히 집단 효능감 측정과 관련하여 Bandura(2000)는 두 가지 방식을 추

천하였는데, 하나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을 집단 수

준으로 합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이 가진 능력에 대한 구성원

의 평가를 합산하는 것이다. 1)

1)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개인 수준으로 측정하여 집단 수준으로 합산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이유는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집단 수준 변

수로 합산한 것이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대한 효능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

다.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이란, 집단의 창의적 수행의 과정에서 ‘구성

원이 다수 의견에 반하여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기제로서 개인의 창의적

수행에 대한 신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의 평균적 창의적 자기

효능감 수준은 ‘우리 조가 함께 이 창의적 과제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념’과 관련

된 공동의 효능감이 아니라, ‘내가 이 창의적인 과제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는 개인적 효능감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즉, 이는 ‘구성원 각자가 창의적 과제를

잘해낼 수 있다는 신념에 대한 집단의 전반적 수준’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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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예비 분석

가. 사전 동질성 검증

실험 조건 간 개인창의성, 동조성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을 실시

하였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처치 조건별 개인 창의성, 창의적 성향

및 동조성향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개인창의성, 창의적 성향 수준

은 실험 조건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조성

향 역시 실험 조건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 동질성이 검증

되었다고 판단하고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 사전 동질성 검증 (개인 수준)

경쟁

(n = 131)

협력

(n = 115) t p
95% 신뢰구간

M SD M SD 상한 하한

유창성 7.04 3.79 6.26 3.61 1.63 .103 -0.15 1.71

독창성 3.23 2.64 2.86 3.03 1.01 .312 -0.34 1.08

정교성 1.31 0.46 1.35 0.69 -0.47 .635 -0.18 0.11

창의적
성향

3.69 0.66 3.58 0.75 1.16 .245 -0.07 0.29

동조
성향

3.54 0.80 3.42 0.72 1.20 .228 -0.07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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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작 확인

본 연구에서는 모둠활동 상황이 동조수준과 함께 집단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체 참여자를 경쟁과 협력, 여성과 남성의 4개 조건에 무선 배정

하였으며, 성별은 통제 변수로 분석하였다.

우선 실험 절차에서 의도한 대로 모둠활동에서의 경쟁 및 협력 상황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작 확인 문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쟁 조작 확인(과제를 하는 동안 내 아이디어가 뽑히도록 우리 조의 다

른 친구들과 경쟁했다’)에 대한 설문과 협력 조작 확인(‘과제를 하는 동

안 우리 조의 아이디어가 뽑히도록 우리 조의 다른 친구들과 협력했다’)

문항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그렇지 않다’ 및 ‘매우 그렇지 않

다’로 응답한 집단은 경쟁 상황에서 6개조, 협력 상황에서는 4개조였으며

이들의 응답 결과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과제에 성실하게 참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과제 흥미도(‘오늘 한 과제는 흥미로워 보였다’) 및 과제 참여도 설문

문항(‘오늘 한 과제를 끝까지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에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집단창의성 과제 수행에 대한 흥미, 참여도

다.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및 변수 간 상관을 <표 4-3>에

제시하였다.

구분 (n = 82) 평균 표준편차

과제 흥미 4.40 .46

과제 참여 4.3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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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N = 8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조건 1.00 　 　 　 　 　 　 　 　 　 　 　

2. 성별 -.02 1.00 　 　 　 　 　 　 　 　 　 　

3. 학년 -.01 .06 1.00 　 　 　 　 　 　 　 　 　

4. 동조수준 -.21 -.22* -.18 1.00 　 　 　 　 　 　 　 　

5. 창의적
자기효능감 -.26* .03 -.16 .02 1.00 　 　 　 　 　 　 　

6. 유창성 .15 -.11 .22* -.25* -.12 1.00 　 　 　 　 　 　

7. 생성_전반적
창의성 -.27* -.23* .06 -.12 .20 -.14 1.00 　 　 　 　 　

8. 생성_독창성 .15 -.13 .15 -.31** .00 .24* .53** 1.00 　 　 　 　

9. 생성_적절성 .01 -.10 .40** -.10 -.20 -.13 .32** .18 1.00 　 　 　

10. 선택_전반적
창의성 .01 -.06 -.11 -.04 .11 -.15 .40** .38** .17 1.00 　 　

11. 선택_독창성 .30** .09 -.15 -.02 .14 .11 .01 .33** -.16 .53** 1.00 　

12. 선택_적절성 .28* .12 .06 -.11 -.17 -.07 .03 .22* .34** .23* .16 1.00

평균 - - - 2.24 3.69 11.38 2.82 2.81 2.73 3.30 2.97 2.29
표준편차 - - - 0.82 0.54 4.04 0.45 0.31 0.49 0.83 1.02 0.81
최소값 - - - 1.00 1.67 4.00 1.90 1.93 1.67 1.33 1.00 1.00
최대값 - - - 5.00 4.78 24.00 3.90 3.73 4.10 5.00 5.00 4.00
왜도 - - - 0.83 -0.73 0.52 0.16 -0.08 0.09 -0.20 0.32 0.62
첨도 - - - 1.72 1.81 0.50 -0.30 0.35 0.01 -0.23 -0.70 -0.03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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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활동 상황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은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

효능감,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의 전반적 창의성,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

서의 독창성 및 적절성 점수였다. 특히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의 전반적 창의성은 경쟁 상황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으

며(r = .26, p < .01, r = .27, p < .05), 아이디어 생성 및 선택 단계에서

의 독창성 점수는 협력 상황과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냈다(r = .30, p <

.01, r = .28, p < .01).

통제 변수인 성별, 학년과 종속변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

성별과 아이디어 생성 단계 적절성 점수 간의 정적인 상관이 존재하였고

(r = .34, p < .01) 생성 단계 전반적 창의성 점수 역시 학년의 증가와

부적인 관계성을 보였다(r = -.23, p < .05).

동조수준은 학년의 증가와 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2, p < .05). 또한 동조수준은 생성 단계 독창성 점수와도 부적인 관

계성을 보였다(r = -.31, p < .05).

아이디어 생성 단계의 집단 창의성 평정 요소간 정적인 상관이 관찰되

었다. 구체적으로 유창성과 독창성 간(r = .25, p < .05,), 전반적 창의성

과 독창성(r = .25, p < .05,), 전반적 창의성과 적절성 간에 정적인 관련

성이 나타났다(r = .31, p < .01).

한편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집단 창의성 평정 요소간의 정적인 상관

역시 관찰되었다. 이 단계의 전반적 창의성과 독창성 간(r = .53, p <

.01,), 전반적 창의성과 적절성 간(r = .23, p < .05)에 정적 상관이 존재

하였다.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 단계 집단 창의성 평정 요소간에도 정적인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성 단계 전반적 창

의성과 선택 단계 전반적 창의성 간에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r = 40, p

< .01). 생성 단계 독창성과 선택 단계 독창성 간에도 정적 상관이 발견

되었으며 (r = 33, p < .01) 생성 단계 적절성과 선택 단계 적절성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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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었다(r = 39, p < .01).

왜도는 -.73에서 .83 사이 범위에서, 첨도는 –0.3에서 1.81 사이 범위

의 점수가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2,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지 않아

변인들이 정규성 가정을 만족한다고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Curran,

West, & Finch,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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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

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가. 전반적 창의성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전반적 창의성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

어졌으며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4>의 최종단계에 제시되

었다.

먼저, 독립변수들 간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상호작용항 계수(B = -.19, t = .96, p = .339), 모

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B = .17, t = -1.25, p = .214).

두 번째로 독립변수인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이 생성 단계의 전

반적 창의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협력 상

황과 비교하여 경쟁 상황 하의 참여자들의 전반적 창의성 점수가 상대적

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 = -.265, t = -2.55, p = .013). 또한 집

단 구성원들이 인식한 평균적인 동조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창의성 점

수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B = -.12, t = -1.99, p = .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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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

적 자기효능감이 생성 단계 전반적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주) * p < .05, ** p < .01, *** p < .001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전반적 창의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2.44 .06

학년 -0.22 .10 -.24 -2.14

성별 .07 .10 .07 0.63

2단계: 주효과 3.61* .20 .13*

모둠활동 상황(A) -.26 .10 -.28 -2.55*

동조수준(B) -.12 .06 -.22 -1.99*

창의적

자기효능감(C)
.08 .07 .12 1.14

3단계: 이원 상호작용 2.73* .24 .04

A*B .14 .14 .13 .96

A*C -.20 .16 -.21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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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창성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유창성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5>의 최종단계에 제시되었다.

먼저,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호작용이 유의하

였다(B = -2.87, t = -2.03, p = .047).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상(+1SD), 하(-1SD)

수준에서 경쟁 및 협력 상황이 생성된 아이디어의 유창성에 미치는 영향

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4-1>과 같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1SD) 경쟁 상황의 참여자들이 협력 상황에서의 참여자들보다 유

창성 점수가 더 높았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1SD), 협력 상황의 참여자들이 경쟁 상

황의 참여자들보다 유창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러한 관계성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4-6>에 제시

되어 있다.

두 번째로 독립변수인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형의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F(5, 72) = 2.24, p =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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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

적 자기효능감이 유창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유창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3.28 .08

학년 -0.93 .85 -.12 -1.10

성별 2.03 .85 .26 2.38*

2단계: 주효과 2.24 .13 .05

모둠활동 상황(A) 0.50 0.90 .07 0.56

동조수준(B) -1.00 0.56 -.21 -1.80

창의적

자기효능감(C)
-0.22 0.67 -.04 -0.33

3단계: 이원 상호작용 2.10* .19 .06

A*B -1.30 1.27 -.14 -1.02

A*C -2.87 1.42 -.36 -2.03*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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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과 창의적 자기효

능감 간의 상호작용(유창성)

<표 4-6>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

감의 상호작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유창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B t

-1SD 2.56 1.98

평균 .88 .97

+1SD -.79 -.62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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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독창성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독창성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7>의 최종단계에 제시되었다.

먼저,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의 상호작용항 계수(B = .01, t = .14, p = .882),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B = -.06, t = -.48, p = .634).

두 번째로 독립변수인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동조수준이 생성 단계의 독창성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단 구성원들이 인식한 평균적인

동조수준이 높을수록 독창성 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다(B =

-.12, t = -2.53, p =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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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생성 단

계 독창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주) * p < .05, ** p < .01, *** p < .001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독창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1.93 .05

학년 -.08 .07 -.13 -1.13

성별 .12 .07 .19 1.69

2단계: 주효과 2.44* .15 .10

모둠활동

상황(A)
.05 .07 .08 0.67

동조수준(B) -.12 .04 -.30 -2.53*

창의적

자기효능감(C)
.02 .05 .05 0.39

3단계: 이원

상호작용
1.59 .16 .01

A*B .15 .09 .02 0.15

A*C -.05 .12 -.87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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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절성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적절성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8>의 최종단계에 제시되었다.

먼저,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

으며(B = -.39, t = -2.49, p = .015)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의 상호

작용항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B = .15, t = 1.07, p =

.283).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창

의적 자기효능감의 상(+1SD), 하(-1SD) 수준에서 경쟁 및 협력 상황이

생성된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4-2>와 같다. 협력 상황에서는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성된 아이디어의 적절성 점수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1SD)의 기울기 역시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결과가 <표 4-9>에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로 독립변수인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주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한 결과는 <표 4-8>의 2단계 모형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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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생성 단

계 적절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적절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10.00* .21

학년 -.13 .09 -.14 -1.44

성별 .41 .09 .44 4.33**

2단계: 주효과 4.07* .22 .01*

경쟁과 협력

상황(A)
-.07 .10 -.08 -.75

동조수준(B) -.01 .06 -.03 -.29

창의적

자기효능감(C)
-.06 .07 -.08 -.78

3단계: 이원

상호작용
3.64* .30 .07*

A*B .15 .14 .14 1.07

A*C -.39 .16 -.41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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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

감의 상호작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적절성

창의적 자기효능감 B t

-1SD .12 0.76

평균 -.07 -0.72

+1SD -.27 -1.84

주)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2>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

능감 간의 상호작용(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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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가. 전반적 창의성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유창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통제변수를 투입한 1단계 모형,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탐색하는 2단계 모

형, 이차 상호작용항이 있는 3단계 모형의 회귀식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

다. 따라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선택 단계

전반적 창의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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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선택 단

계 전반적 창의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주) * p < .05, ** p < .01, *** p < .001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전반적 창의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0.43 .01

학년 -.00 .19 -.00 -.02

성별 -.17 .19 -.10 -.92

2단계: 주효과 0.37 .02 .01

모둠활동

상황(A)
-.03 .20 -.02 -.16

동조수준(B) -.09 .12 -.09 -.75

창의적

자기효능감(C)
.09 .15 .07 .63

3단계: 이원

상호작용
0.74 .08 .05

A*B .18 .29 .09 .62

A*C -.35 .33 -.2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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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창성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독창성 점수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분석은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

며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11>의 최종단계에 제시되었다.

먼저,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의 상호작용항 계수(B = -.04, t = -.14, p = .887), 모둠활동 상

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 간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B = -.19, t = -.54, p = .586).

두 번째로 독립변수인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

의 주효과를 살펴본 결과 모둠활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각각

선택된 아이디어의 독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쟁보다 협력 상황일 때 독창성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B = .60, t

= 3.50, p = .003). 또한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선택된

아이디어의 독창성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B = .30, t = 2.08,

p = .041). 동조수준은 독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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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선택 단

계 독창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독창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0.39 .01

학년 .08 .19 .05 .43

성별 -.15 .19 -.09 -.80

2단계: 주효과 2.77* .02 .01

모둠활동

상황(A)
.60 .19 .35 3.05*

동조수준(B) -.10 .12 -.09 -.82

창의적

자기효능감(C)
.30 .14 .23 2.08*

3단계: 이원

상호작용
1.77 .08 .05

A*B -.06 .29 -.03 -.22

A*C -.20 .32 -.11 -.62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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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절성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

감이 적절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독립변수들간의 상호작용을 탐색한 3단계 모형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

조수준(B = .78, t = 2.92, p = .005)의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유의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4-12>의 최종단계와 같다.

상호작용 효과의 방향 및 크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상(+1SD), 하(-1SD) 수준에서 경쟁 및 협력 상황이 생성

된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확인하면 <그림 4-4>

과 같다. 즉, 동조수준이 높을 때 경쟁보다 협력 상황 하의 참여자들이

선택한 아이디어의 적절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동조

수준이 낮을 때에는 경쟁 및 협력 상황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그림 4-3>, <표 4-13>과 같다.

아울러 독립변수의 주효과를 탐색한 2단계 모형의 경우 회귀식이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5, 72) = 1.67, p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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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선택 단

계 적절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

주) * p < .05, ** p < .01, *** p < .001

단계/변수명
종속변인: 적절성

F R2 ΔR2 B SE β t

1단계: 통제변수 0.61 .01

학년 .15 .19 .09 0.78

성별 .14 .19 .08 0.73

2단계: 주효과 1.67 .10 .09

모둠활동 상황(A) .42 .20 .26 2.14

동조수준(B) .00 .12 .00 0.01

창의적
자기효능감(C)

-.11 .14 -.09 -0.78

3단계: 이원 상호작용 2.37* .21 .11

A*B .79 .27 .41 2.92*

A*C -.23 .30 -.14 -0.77



- 78 -

<그림 4-3>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간

상호작용(적절성)

<표 4-13>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모둠활동 상황 및 동조수준 간 상

호작용에서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적절성)

동조수준 B t

-1SD 0.04 0.19

평균 0.48 2.77**

+1SD 0.91 3.47**

주) * p < .05, ** p < .01,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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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1. 요약

인간은 살아가면서 타인과 비슷하게 행동하면서 집단에 소속되고자 하

는 욕구와 독특한 자신만의 모습을 찾으려는 욕구 사이를 오가게 된다.

특히 초기 청소년기에는 또래 집단에 대한 동일시와 자아정체감 형성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타인에 대한 동조와 개

별화 사이를 부단히 오가게 된다(Wen, Clegg, & Legare, 2017). 집단의

창의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은 집단의 의견과 조화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독특한 의견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기존 문헌들에서는 이 경우 집단의 의견을 따르게 된

다면 창의성 발현은 억제되고, 반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 창의성이 증진된다고 하였다(Albert, 1996; Beghetto & Dilley,

2016; Goncalo & Staw, 2006; Goncalo & Krause, 2010; Torrance, 1995;

Yi, Hu, Plucker, & McWilliams, 2013). 본 연구의 문제 의식은 이러한

결과들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동조는 언제 어디서나 창의성을 저

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따라 창의성에 미치는 영

향력은 달라질 수 있다.

창의성 연구 분야에서 집단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교육 심리학적 관점으로 교실에서의 집단 창의성을 조망

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학교 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대다수가 모둠학습 형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집단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는 점은 역설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실 내 경쟁이나 협력과 같은 상황적 특징과 모

둠 구성원의 동조수준,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집단 창의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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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모둠활동이 일어나는 상황을 경쟁과 협력으로 구분하여 이것이

집단 내에서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동조수준 및 개인 특성인 창의적 자기

효능감과 함께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 관계

를 밝히기 위하여 소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둘째, 집단 창의성의 과정을 아이디어 생성과 아이디어 선택 단계로

분리하여 각각의 단계에서 독립변수들이 갖는 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창의성의 하위 요소를 전반적 창의성, 유창성, 독창

성, 적절성으로 구성하여 요소별로 독립변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에 따라 종속 변인인 집단의 창의

적 과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 창의성의 구성요소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발생하였

다. 즉, 독립 변수가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이디어 생성과 선

택 단계에 따라, 창의성의 구성 요소(전반적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적

절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쟁 상황은 주로 집단의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독창성을 제외하고

전반적 창의성, 유창성, 적절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 상황은 협력 상황과 비교하여 생성된 아이디어의 전반적 창의성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정체감 형성 이론에

따르면 경쟁 상황에서는 타인보다 더 우월한 수행을 하려는 동기로 인해

개인 정체성이 집단 정체성보다 우세하게 된다(Schwartz, 1990) 이는 박

응호와 김정근(2017)의 연구에서 협력 상황이 생성된 아이디어의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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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연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반면, 경쟁 상

황이 유발하는 친자기적 동기와 개인 정체성 심화가 아이디어의 생산성,

즉 유창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다른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Dugosh & Paulus, 2005; Osborn, 1957; Paulus, Larey, Putman,

Leggett & Roland, 1996; Simonton, 1999; Munkes & Diehl, 2003). 서로

다른 결과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상반되는 상황을 인

지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와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연구들의 관

점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협력 상황은 주로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집단 창의성의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는 독창성과 적절성과 정적인

관련성을 보였다.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의 독창성에는 경쟁 상황보다

협력 상황이 더 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Beersma와 De

Dreu(2005)의 연구에서 친사회적 동기가 수렴적 과제에서 더 나은 수행

을 하도록 한다는 결과와 연관지을 수 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선택해

야 하는 상황에서 집단 내 경쟁은 타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부

정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아이디어

가 창의적이라고 느끼더라도 자신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자신의 의

견을 주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의 독창적 아이디어 선택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팀 내 라이벌 구도가 아이디

어의 타당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Menon과 동료들(2006)의

연구 결과와도 관련된다. 반대로 협력 상황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동기에서 긍정적 상호의존(Johnson, 2003)

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하더라

도 진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해석된다.

집단 내 동조수준은 생성 단계의 아이디어 독창성 및 전반적 창의성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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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되었던 동조가 창의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Crutchfield, 1962; Nemeth & Kwan, 1987; Torrance, 1965).

집단 내 다수나 영향력있는 타인의 의견에 동조를 하다 보면 남과 다른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데 방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집단 내 동조수준이 갖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동조수준은 경쟁이나 협력이라는 상황적 변인

이 아이디어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즉, 동조수준이 높

을 때는 낮을 때에 비하여 협력이 적절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커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택할 때에는 생성할 때보

다 아이디어의 적절성이 갖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력 상황은 모두가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느

끼기에 실제로 적절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도록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 경쟁 상황이었다면 개인들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선택되기 위하여

타인이 낸 아이디어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간과하고 자신의 의견

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협력이 주는 긍정적 효과를 동조수준이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

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이지 않은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 사

이에서 개인주의적 규범에 대한 높은 동조압력이 있을 때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Goncalo와 Duguid(2012)의 연구 결과와

관련된다. 이들의 연구에서 동조는 구성원들에게 개인주의적 가치를 조

형하여 이들이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규범을 만들어주는 역할

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집단의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동조는 구성원들이 협력적 가치를 내면화하여 더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도록 돕는 촉매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구성원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갖는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다. 조원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평균 수준이 높을 경우 경쟁 상황이 집

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조원들의 창의적 자기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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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준이 낮을 경우 협력 상황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

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분석 결과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 유창성

과 적절성에 대하여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이것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설과 다른 결과가 나온 이유를 고려해보면

조를 구성함에 있어 창의적 자기효능감 수준에 따라 구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수의 방향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즉,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 수준이 높은 구성원들끼리, 낮은

구성원들끼리 조를 나누었을 경우 이러한 창의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치가

갖는 영향력이나 방향성이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넷째,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동조수준이, 선택 단계에서는 모둠활

동 상황 및 창의적 자기효능감이 독창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쟁 상황이 생성된 아이디어의 독창성에 정적인 영향

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는 사전 동질성 검정을 위해 실시했던 개인 창의성 결과를 참고해볼 수

있다. 개인 창의성 검사에서 독창성 점수의 평균이 3.06점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자들의 초기 독창성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

에 집단으로 과제를 실시할 때에도 독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 내 인식된 동조수준에 대한 사전-사후 측정에서 동조

수준이 모둠활동의 두 가지 상황 모두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은 기존의

문헌들에서 밝혀진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는 동조압력으로 인하여 동조수준이 증가한다고 여기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Miron-Spektor & Erez, Naveh, 2011; Thompson & Wilson,

2015). 본 연구에서 감소한 동조수준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사전 및 사후에 측정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연습효과가 나타났

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집단 수행에서 활용된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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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팅이 집단 내 동조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점

이다. 브레인라이팅은 면대면 의사소통이 주는 산출 방해 현상을 방지하

고자 집단 구성원들이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설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 방식

을 브레인라이팅과 브레인스토밍으로 구분하여 차별적 효과를 살피거나,

경쟁/협력 상황에 대한 조작시 통제 조건을 함께 설정하여 동조수준의

변화를 기저선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은 자기보고식으로 동조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

정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동조수준은 낮게, 집단 내 타인의 동

조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Jetten,

Hornsey, & Yorno, 2006). Hornsey와 동료들(2005)의 연구에서 사람들

은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집단의 영향력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에게 다른 대학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는 정도와

대학 내 규범에 부합하는 정도를 물었을 때 이들의 자기 보고식 평정 결

과는 유의하게 중앙값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상대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동조압력을 따로 조작하지 않은 본 연

구에서 집단 내 개인이 인식한 동조수준이 중간 이하 수준을 기록한 것

도 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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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그동안 조직 심리학 분야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집단 창의성

을 교육 심리학적 관점에서 교실 맥락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조직 심리학에서 주로 연구되었던 상황적 요인이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논의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교육심리

학적 관점에서 모둠활동 상황이 집단 창의성 교육에 갖는 함의를 탐색하

였다. 집단 창의성을 위한 모둠활동에서 경쟁이나 협력 둘 중 하나만 의

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창의적 단계에 따라 이들이 주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경쟁 상황은 아이디어 생성에, 협력 상황

은 아이디어 선택에 주로 영향을 주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

적인 요인으로 거론되어 왔던 경쟁이 학생들의 집단 창의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기존 문헌에서 밝혀진 경쟁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논의해볼 수 있다 (Johnson & Johnson, 1989, 1999, 2015). 부정적 상호

의존성과 관련한 목표가 존재하며 협력적인 맥락 속에서 경쟁이 일어나

는 장소, 경쟁에 대한 명확한 경계, 승리에 대한 기준, 행동 규칙 등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Johnson & Johnson, 2009).

경쟁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 사고에 빠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

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사회적 동기와 관련하여 경쟁 상황이

불러일으키는 친자기적 동기는 개인이 아이디어의 표현과 공유를 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발산적 사고 과제의 수행을 증진시킬 수 있다

(Beersma & De Dreu, 2005). 이는 본 연구 결과에서 경쟁 상황이 아이

디어 생성 단계 전반적 창의성과 적절성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과 관련

지을 수 있다. 이는 Goncalo와 Staw(2006)의 연구에서 창의적 아이디어

를 생성할 때 개인주의 조건에서 집단주의보다 높은 수준의 창의적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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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보였다는 점과 관련된다. 또한 개인주의적 규범에 의거하여 독창적

아이디어 생성을 장려했을 때 집단의 창의성 수준이 증진된다는 연구결

과(Goncalo & Duguid, 2012)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개인주의적 규

범 하에서는 친자기적 동기와 개인 정체성이 활성화되어 경쟁 상황일 때

와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기 떄문이다.

한편 기존 조직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협력 상황이 집단주의적 가치지

향성과 연결되어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

의되어 왔지만(Goncalo & Staw, 2006), 교실 맥락에서 협력은 학생들의

집단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력은

집단의 아이디어 선택 단계에서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지닌다. 이는 기존의 협력 문헌에서 논의되었던 비구조적

문제 해결 학습에 대한 효과와도 관련된다(Qin, Johnson, & Johnson,

1995). 협력 상황의 구성원들은 아이디어를 교환함에 있어 서로의 잘못

된 관점을 더 빈번하고 효과적으로 교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비구

조적인 문제 해결에 능한 측면을 보인다(Tjosvold & Okun, 1979;

Tjosvold, 1982). 본 연구에서도 협력 상황은 집단의 아이디어 선택 단계

에서의 독창성과 적절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력

학습이 불러오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집단이 함께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기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향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창

의성 교육을 실시할 때의 함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 초기 청소년기 아동

들의 집단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교실 환경은 단순히 경쟁적이거나

협력적인 것이 아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어우러지는 환경이어야 한다.

특히 집단의 창의적 과정과 관련하여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경쟁적

시스템을, 선택 단계에서는 협력적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 때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 비판

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계를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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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면 기존에 알려진 과도한 경쟁의 폐해, 즉 자원이나 정보의

독점, 타인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 등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둘째, 동조는 창의성을 저해한다는 기존 이론들의 관점에서 나아가 동

조도 창의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높

은 동조수준은 협력 상황이 집단 창의성 하위 요소 중 적절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조수준이 높은 집

단 구성원들이 조직 내 팀 창의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Miron-

Spektor과 동료들(2011)의 연구 결과와도 궤를 같이한다. 해당 연구에서

동조수준이 높은 개인들은 집단의 조화와 융합에 기여하여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 참가자인 초등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문제라고 인식할만한

상황을 과제로 제시하여 연구의 생태학적 타당성을 높였다. 창의성 연구

자들은 현장에서의 집단 창의성 연구들이 실증적인 경험에 기반하지 않

는데다 현실 세계의 맥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Paulus,

Dickson, Korde, Cohen-Meitar, & Carmeli, 2016). 집단 창의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창의성 과제로 대안적 용도 찾기 과제(Guilford,

1967)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예비 조

사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 상황

을 발견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들

이 갖는 복잡하고 비구조적인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브레인스토밍의

변형인 브레인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집단 아이디어 생성

방법으로서 브레인스토밍의 단점으로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산출 방해와

사회적 태만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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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 수준 변수 구성을 통한 자료 분석시 측정 및 분석 수준을

일치시키거나,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개인 및 집단 수준에서의 분산을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분석에 활용되는 모든 변

수를 집단 단위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측정도구

의 타당도를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의 창의적 집

단 효능감과 같은 변수를 측정할 경우 개개인의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측

정한 후의 평균값을 집단 점수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측정 단계에서

부터 집단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같은 집단 수준 변수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집단 측정 변수의 구인이 타당한지, 그리고 맥

락과 대상을 고려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생 대상

연구의 경우 기존에 조직심리학에서 근로자인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들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맥락을 반영하여 변수의 구인 및

내용타당도를 확보하는 동시에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측정문항 개

발 등이 진행되어야 한다.

후자의 경우 다수준 분석을 통하여 개인이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

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귀계수의 과대 추정을

방지하고 오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강상진, 2016).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층 모형에 기반하여 수준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거나 수준

별로 공변인을 통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집단의 창의적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

나 실제 상황에서 창의적 과정은 보다 세분화된 단계를 따른다.

Wallas(1926)는 준비, 부화, 계발, 타당화의 네 단계 모형을 제시하였으

며 Sawyer(2012)는 브레인스토밍을 보완하고 집단 의사결정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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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질문, 배움, 관찰, 놀이, 사고, 연합, 선택, 실행으로 이루어지는 8

단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아이디어 생성과 선택을 넘어 현실 상

황에서의 창의적 과정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자가 직접 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한 편향 발생 가능성이 존

재한다. 이는 연구 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연구의 대상이라는 인식

을 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의미한

다(Chiesa & Hobbs, 2008). 본 연구 또한 이러한 가능성 하에 있기는 하

지만, 실험 조건 동질화를 위하여 활동별로 할당된 시간을 알아보기 쉽

게 활동지에 표기하였으며, 지시문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지시가 동일하

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모집시 연구자가 근무하는 학교

의 재학생을 연구 참가자에서 제외하였고 3개의 서로 다른 학교를 대상

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표본의 치우침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

러 실험 상황에 대한 조작 확인을 거쳐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

다. 한편 이러한 연구자 직접 실험 진행의 경우 실험 조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고 돌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

한다. 향후 연구들에서는 이중 맹검법을 활용하여 연구의 주제와 가설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실험자가 실험을 주관한다면 이러한 편향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모둠 과제 수행시 집단 내 권력의 불균등한 분배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집단의 창의적 수행에서 개인이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일지, 그

와는 다른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지는 집단 내 권력 관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권력의 차등은 청소년의 또래 관계 유형(인기아

동, 보통아동, 고립아동)이나 리더십 등의 영향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

다. 집단 내 권력 차등이나 위계가 생기게 되면 개인은 상향비교나 하향

비교 등의 사회비교 과정을 통하여 타인의 관점을 지지하거나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개인간 역동을 고려한 연구가 필

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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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단일 문항 측정으로 인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조

절변수로 활용된 동조수준, 가외변인 통제를 위해 측정된 과제 흥미나

과제 참여도의 경우 초등학생의 인지적 부담을 고려하여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의 측정은 복수 문항 측정에 비하여 신뢰도나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현석, 김빛나, 2016). 단일 문항 사용시

현재까지 널리 활용되는 단일 문항 척도들은 주로 삶의 만족도(Diener

et al., 1985)나 행복도(Rothwell & Cohen, 2003), 삶의 질(Nelson et al.,

1990)과 같은 전반적 개념과 관련되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집단의 창의적 과제 수행을 평가할 때 이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인 창의성을 측

정할 때 주로 활용되는 평정 요소인 전반적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적

절성을 활용하여 집단의 창의적 수행을 평가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창의

적 수행과 구분되는 집단 창의성의 평정 요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요소에는 경쟁이나 협력 등의 상황적 요소, 혹은 동조수준

이나 집단적 효능감과 같은 집단 역동을 고려한 평가 요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집단 외부 및 내부, 개

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집단 창의성이 가진 다면성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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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creativity refers to the creative outcome or process of a group that 

two or more individuals have gained through cooperation or competition 

with each other. Early adolescence is a very important period for the 

development of group creativity, during which adolescents feel a lot of 

conflict between sympathizing with the majority opinion of their peers, 

including close friends, or sticking to their own unique perspective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situational variables in which students collectively 

perform creative tasks in a group learning situation, which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classroom class activities. 

 In this study, group creativity was explored in detail by noting the 

following points: First, the creative process of the group was divided into 

the idea generation and the selection stage. Previously, even though some 

studies explore group creativity from educational psychological approach,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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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a limi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due to the non-expreimental research designs. Therefore causality 

among variables was explored through experiments on the process of group 

creativity including ideation and selection phases. 

 Second, considering the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group creativity in 

the classroom, the learning situation was divided into competition and 

cooperation, and their discriminatory effect on group creativity was to be 

confirmed. 

Third, interaction effects among variables were to identified by considering 

the group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variables. For this purpose, the level 

of coordination recognized within the group as a group characteristic 

variable and the creative self-efficacy as a personal characteristic variable 

were measured and used for analysis. The moderating variables were 

measured at the individual level and used in aggregation,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the co-product of the group.  

 Accordingly, 246 fifth and six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e study to explore the impact of group work on the group's idea 

generation and selection stages according to their perceived level of 

conformity and creative self-efficacy.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group creativity 

were diverse. The competition situation has been shown to affect overall 

creativity, fluency and appropriateness, with the exception of originality, 

mainly at the group's idea generation stage. In particular, the competition 

situation has been shown to have a more positive impact on the overall 

creativity of ideas generated compared to the collaborative situation. 

In addition, when the creative self-efficacy of the members is hig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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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situation has shown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luen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ideas generated. However, there was a positive effect 

of competition only among members with high creative self-efficacy on 

fluency and appropriateness. This suggests that if the creative self-efficacy is 

low, it may have been affected by the negative effects of competition, 

which are the breakdown of communication and the degraded internal 

motivation. The perceived level of coordination within the group has been 

shown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idea originality and overall creativity in 

the creation phase. This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negative influence of 

the conformity that has been explored repeatedly in existing literature on 

creativity. This is because conforming with the opinions of the majority or 

other influential people in the group will prevent them from coming up with 

unique and new ideas. The collaborative situation has been shown to mainly 

affect the idea selection stage. Regarding the components of group creativity, 

it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originality and appropriateness.

Thir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onformity within the group was 

identified. At the idea selection stage, the level of conformity moderated the 

influence of the situational variable of competition or coopera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idea. In other words, when the level of conformity is 

high, the positive effect of cooperation on appropriateness is greater than 

when it is low. When choosing creative ideas, the importance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ideas becomes relatively greater than in the idea 

generation stage. In this regard, it is likely that the collaborative situation 

has induced participants to choose ideas that are actually appropriate for 

their group members to achieve their goals together. 

Fourth, the moderating role of members' creative self-efficacy was 

identified. Creative self-efficacy has been shown to control the imp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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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nd cooperation situations on appropriateness at the idea 

generation stage, and the influence of the level of conformity on 

appropriateness at the selection stage.

Keywords: group creativity, group work, conformity, creative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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