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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다원적 접근’은 단일 학문분야에서 벗어나 통합적 관점에서 창의성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탐색하는 것을 말한다. 다원적 접근에서 제안된 창의성 구성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개인의 창의
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본 고찰은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창의성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을 탐색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
의성에 관한 다양한 다원적 접근모형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창의성 구성요인들을 규명하려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본 고찰에서는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모형’, ‘생태학적 모형’, ‘시스템 이
론’, ‘투자이론’ 등의 네 가지 모형들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창의성 교육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는 ① 선행조건으로 ‘가정교육’, ②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요인으로 ‘창의적 문제해결(CPS)’, 
‘지식’, ③ 정서와 관련된 요인으로 ‘내재적 동기’, ④ 맥락적 영향과 관련된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과제’, ⑤ 사회적 영향과 관련된 요인으로 ‘상승적인 외적동기’가 창의성 교육의 실제에서 가장 
중요한 창의성 구성요인으로 밝혀졌고, 이러한 요인들을 신장시켜주게 되면 창의성이 향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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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난 반세기 동안 창의성 연구의 동향은 시 에 따라 바 어 왔다. 이러한 창의성의 연구동

향을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구분하 다. 첫째, 1950-60년

의 창의  문제해결모형의 개발을 강조하는 ‘과정 심 근 시기’, 1970-80년 의 개인-과정

간의 상호 계를 강조하는 ‘상호작용 근 시기’, 1990년  이후의 보다 범 한 에서 폭

넓은 근이 이루어지는 ‘다원  근 시기’가 그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ternberg와 

Lubart(1996)도 단일 학문 인 창의성 연구의 근방법에 한 문제 을 지 하고 학제

(multi-disciplinary), 다원  근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 이와 같은 최근의 연구동향에 따르

면 창의성을 다면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개인의 정의  특성, 인지  특성, 상황  특성의 

복합 인 상을 분석해야만 창의성을 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창의성 연구의 새로운 에 따라 창의성의 다원  근에 한 많은 연구가 이

루어져왔다. 그 에서도 ‘Woodman과 Scheonfeldt(1989)의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모형’,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의 생태학  모형’, ‘Csikszentmihalyi의 시스템 이론(1988)’, 

‘Sternberg와 Lubart(1996)의 투자이론’ 등을 심으로 본 고찰에서는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창의성의 다원  근 모형들 에서 가장 표 인 연구들이며(김명숙, 2001; 김

채, 1999; 김혜숙, 1999), 각각의 모형들은 창의성에 커다란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각

각 다르게 지 하고 있는 에서 창의성 신장에 결정 인 요인이 어떤 요인인가를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를 들어, Woodman과 Scheonfeldt(1989)의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모형의 경

우, 창의성과 연  있는 요인으로 인지  특성, 정서, 선행조건,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의 생태학  모형에서는 사람, 상황, 과정, 과제  결과간의 

역동  상호작용 에서 창의성을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창의성과 연 된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되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요인을 고려한다면, 가장 이상 인 창의  산출을 얻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실제 교육 장에서 이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실 으로 매우 어려운 일

이다. 더구나 다원  근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들 에는 교육을 통해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를 들어 Woodman과 Scheonfeldt(1989)의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모형에서 제

시하는 성별, 인종, 출생 순서 같은 선행조건은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아니

다. 따라서 각각의 이론들이 강조하고 있는 창의성 련 요인들을 살펴보고, 실질 으로 교육

을 통해 창의성을 극 화시킬 수 있는 련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은 창의성 교육을 

효과 으로 실천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요인들 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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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실제로 고려하여야 할 요인에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는 창의성 교육 측면에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한 종합 인 검토를 

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창의성의 다양한 다원  모형에 해 고찰

해본 후, 이들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서, 창의성 교육의 실제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한 창의

성의 구성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Ⅱ. 창의성의 네 가지 다원적 접근 모형들을 중심으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 탐색 

1. ‘창의적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 기초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 탐색

Woodman과 Schoenfeldt(1989)는 창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서 표 되는 ‘개인 행동’의 

복잡한 ‘산출물’로 설명한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창의성은 내 으로 인지양식, 확산

 사고력, 문제해결력과 같은 여러 종류의 ‘인지능력’  성격  자율성 등과 같은 ‘정서’에 

의해 향을 받고, 외 으로는 다양한 ‘선행조건’, ‘상황’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선행조건’이란 창의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개인배경 요인를 말하며, 과거의 학습, 

기사회화  배경  특성 등이 이 선행조건에 포함된다. 한 변화하지 않는 특성인 성별, 인

종  사회  배경 등이 선행 조건에 포함된다. ‘상황’은 창의 인 성취를 돕거나 방해하는 외

인 요인으로서 ‘맥락  향’과 ‘사회  향’으로 나뉘어 진다. 맥락  향이란 물리  환

경, 문화․집단․조직의 풍토, 과제  시간 등을 말하며, 사회  향이란 평가기 , 보상․처

벌 등을 말한다. 이처럼 Woodman 과 Schoenfeldt(1989)는 창의  행동과 창의  산출물은 이

러한 개인 련 요인들과 상황 련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진 결정체라고 설명

하고 있다. 

Woodman과 Schoenfeldt(1989, 1990)는 창의  행동과 련된 결정  요인으로 ‘선행조건’, 

개인의 ‘인지 능력’, ‘정서’, ‘사회  향’, ‘맥락  향’을 지 하고 있다. 이 모형은 뒤에서 고

찰하게 될 다른 세 가지 모형 즉, 생태학  모형, 시스템 이론, 투자 이론과 달리 련 변인들

을 세분화시키고 있다는 이 특징이다. 즉, 다른 모형들은 개인 요인과 상황 요인을 단순화시

켜 설명하고 있는데 반해, 이 모형은 개인 요인의 하  구성요인을 지  능력과 정서로 세분화

하고, 상황요인도 사회  향과 맥락  향으로 나 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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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 (Woodman & Schoenfeldt, 1989) 

 

그리고 상호작용 모형은 다른 모형들과 달리 ‘선행조건’을 창의성 련 요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과거의 학습경험, 기 사회화, 사회  배경, 성별, 출생순서, 인종 등의 선행조건이 

창의성의 신장 수 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조건 에서 성별, 인종, 사회  

배경 등은 변화시킬 수 없는 특성들이다. 성별에 따라 창의성 수 의 차이에 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Baer(1999)는 성별간에 창의성 수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 한다. 이 

연구에서 창의성 검사도구는 크게 창의  사고력 검사와 창의  산출물 검사로 이루어졌다. 

이  창의  사고력 검사는 다시 발산  사고, 평가  사고, 연합  사고 등의 하  검사도구

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창의성 산출물 평가는 피험자들에게 시, 이야기들을 짓는 과제를 내  

후, 문가들에게 평가를 의뢰하도록 하 다. 아동들과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된 실험 결과

에 따르면, 창의  사고력 검사와 창의  산출물 검사 모두에서 성별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성별이나 인종 등에 따라 창의성 수에 차이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연구자의 편견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있다. Grim과 Torrance(1977)는 인종(흑인/백인)  성별(여자/

남자)의 네 집단에 한 창의  사고력 채  결과, 이와 같은 편견의 가능성을 입증하 다. 자

유롭게 기술한 채 자료들의 경우, 채 자들은 백인들이 흑인들보다 독창 이고 순발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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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에 비해 보다 사회 으로 유능한 것으로 평가하 다. 아동에 

한 체크리스트의 경우, 흑인들이 백인들에 비해 더 산만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보다 수동

으로 보는 부정  견해가 많았고, 여자들 한 소심하고, 소극 이고, 순종 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처럼 창의성 수  면에서 성별이나 인종간의 차이는 채 자의 편견에 따른 결과

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출생 순서에 따라서도 가정에서 다른 경험을 겪게 되므로 출생 순서 한 개인의 특성을 결

정짓는 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Sulloway(1999)는 출생순서에 한 지 까지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출생 순서에 따른 창의성 수 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지 한다. 

한편 사회․경제  지 와 창의성의 계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창의  표 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  수 이 낮아서 혜택

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산층의 혜택받은 아동들보다 운동기능  측면의 창의성 수 이 높은 

반면, 산층의 아동들은 언어  측면에서 탁월함을 보 다. 이처럼 사회․경제  지 에 따라 

창의성 수 에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것 한 교육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Woodman & Schoenfeldt, 1989).

요컨 , 성별, 인종, 출생순서와 같은 요인들에 따른 창의성 수 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결과가 지배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성별, 인종, 출생순서, 사회․경제  지 와 같

은 선행조건들은 교수활동을 통해 변화시킬 수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할 

수 없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여러 선행조건 에서 교육학에서 가장 심을 가져야 할 것은 

‘과거의 학습경험’과, ‘ 기 사회화’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가정환경과 한 련이 있다는 

에서 창의성의 발 을 한 선행조건으로서 가정환경 변인의 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

할 것이다.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축 되는 많은 경험들은 가정환경의 

향을 많이 받게 된다. 따라서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 기 조성과 같은 가정에서의 노력

이 매우 요하다. 좋은 음악을 들음으로써 음악에 한 감상능력이 길러지고, 훌륭한 미술작

품을 자주 감상함으로써 심미안이 만들어지듯이, 이를 해서는 훌륭한 문학작품을 읽게 한다

거나 창의 인 과학자나 술가, 기업가, 작가들의 기를 읽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가정환경 요인 등과 같은 선행조건은 가정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창의

성 교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필수 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 ‘창의성의 생태학적 모형’에 기초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 탐색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는 개인특성, 상황, 과정, 과제, 산출물 등과 같은 구성요

인들에 기 하여 창의성을 설명하는 생태학  모형을 제시하 다. 생태학  모형이란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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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유기체와 무기체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것과 같이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련 변인

들의 자연 인 상호작용에 심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인특성’ 차원에는 창의성 련 성격특성, 인지양식, 사고능력 등이 포함되며, ‘상황’ 차원

에는 집단  조직의 풍토, 지도자 유형과 행동, 보상체계의 특징, 자신의 일에 한 개념과 인

식 등이 포함된다. ‘과제’ 차원에서는 과제의 모호함, 특이성, 복잡성 정도가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며, ‘과정’ 차원에서는 창의  문제해결(Creative Problem Solving: CPS)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단계  기법들이 해당된다. 그리고 창의  문제해결 과정의 산출물을 

뜻하는 ‘산출물’ 차원이 있으며, 이것은 확산성, 융통성, 유용성 등의 기 에 의해 단된다.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CPS) 

상황
(분위기, 문화)

과제  
 개인
 특성 산출물

<그림 2> 생태학  모형에서 제시된 창의성 결정요인으로서의 다섯 가지 차원

(Isaksen, Puccio & Treffinger, 1993). 

생태학  모형에서는 ‘개인특성’, ‘상황’, ‘과제’, ‘CPS 과정’  ‘산출물’과 같은 다양한 변인

들이 창의성 계발과 연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모형은 Woodman과 Schoenfeldt(1989)

의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서 ‘개인지향’ 변인을 ‘인성’과 ‘지  능력’으로 나 고, ‘상황’ 

변인을 ‘사회  향’과 ‘맥락  향’으로 구분한 것과는 달리, 생태학  모형은 각각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개인지향’과 ‘환경’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두 모형 모두 개인특성(지향)과 

상황을 창의성의 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생태학  모형이 다른 모형과 구별되는 것은 ‘창의  문제해결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다. 창의  문제해결 과정은 일종의 사고능력이므로 ‘개인지향’ 요인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 

모형에서는 창의  문제해결과정을 따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이 특이하다. 즉, 인성, 

인지양식, 사고능력과 같은 다양한 ‘개인지향’ 변인 에서도 창의  문제해결능력을 보다 요

한 창의성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Rose와 Lin(1984)이 여러 창의성 로그램을 메타 

분석한 결과,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이 창의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고, Torrance(1988)도 여러 창의성 교육 로그램을 살펴본 뒤,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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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의성 신장에 가장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한 이와 같은 창의  문제해결 모형 에

서 가장 표 인 것으로 Isaksen과 Treffinger(1993)의 ‘창의  문제해결모형’을 들 수 있는데, 

이 모형도 창의성 향상에 매우 효과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Firestein, 1990). 이러한 연구결

과에 비추어 볼 때, 창의  문제해결능력은 창의성교육에서 매우 요한 변인임에 틀림없다.

Woodman과 Schoenfeldt(1989, 1990)의 ‘창의  행동의 상호작용 모형’에서는 ‘과제’ 요인을 

‘상황’ 요인 안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생태학  모형’에서는 과제를 매우 요한 요인으로 간

주하고, 이것을 분리시키고 있다. 과제의 모호함, 복잡함 혹은 신기성 정도가 창의  문제해결

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의 특성은 개인에 따라 그 호기심, 신기

성 정도가 다를 것이며, 결국 과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심, 열정, 해결수  등이 다르게 된

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는 개별 학생에게 맞는 과제가 어떤 것

인지를 알고, ‘개인의 특성이 반 된 과제’를 심으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은 Gardner(1993)의 다 지능 이론과도 많은 련성이 있다. Gardner(1993)는 인간

의 능력은 일반지능과 같이 단일한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이 인간의 지능을 구성하고 있

으며, 이러한 능력들의 상  요성은 동일하다고 가정한 뒤,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

능, 공간  지능, 음악 지능, 신체-운동 지능, 인 계 지능, 자기성찰 지능, 자연친화 지능의 

8가지 지능을 제안하 다. 이러한 다 지능이론에서는 학습부진 아동일지라도 한 가지 이상의 

우수한 지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에서 다 지능이론은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계발에만 을 맞추었던 기존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의성 교육의 새로운 

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즉, 학생 각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합

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만 가장 효과 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수 있다

는 것이다(Amstrong, 1994; 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Gardner, 1993; Gardner, 

Csikszentmihalyi, & Damon, 2001). 인간의 능력을 이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들

마다 제각기 다른 역에서 발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특정능력

에 합한 과제가 주어졌을 때, 창의성을 가장 잘 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창

의  문제해결 과정을 넘어, 개인이 특히 잘하는 특수 분야에서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략들을 개발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개인별 특수

역 창의성 신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창의성의 시스템이론’에 기초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 탐색

Csikszentmihalyi(1988)는 “사회, 문화 그리고 사람: 창의성의 시스템 견해”라는 자신의 에

서 기존의 창의성 연구들이 창의성을 개인이나 산물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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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창의성은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 환경  역사  배경의 에서 고려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 다. 그 이유는 창의성이 단순히 ‘개인요인’만의 결과가 아니며 분야, 역, 개인

과 같은 세 가지 시스템 구성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상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창의성의 시스템 에서는 단순히 외형  모습만으로 창의성 여부를 말할 수 없으며 역

사 인 맥락과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성은 분야, 역, 개인과 같은 세 가지의 시스템 구성요인들이 상호작용 할 

때 비로소 발 된다는 것이다. ‘ 역’이란 축 된 창의  산물을 보 하여 다음 세 로 달하

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세 에 걸쳐 심화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야’란 창의  결과

물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사람들로서 창의  산출물을 만들어 낸 개인에게 향을 미칠 수 있

는 사람을 뜻한다. ‘개인’은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인지 , 정의  특성에 따라 정보를 변

형․확장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이 창의성 발  시스템에서는 창의  산출물을 개인 

요인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향을 미치는 사회  요인과 문화 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정체로 악하고 있다(Csikszentmihalyi, 1988). 즉, 개인요인, 사회체제 요인, 문화요인 등이 

유기 으로 상호 작용한 결정체로서 창의  산출물이 생산되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창의성 구성요인들 간의 궤 (locus)을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사회체제

분야(field)
영역의 사회적 조직

선별된 변화의 보존 영역(Domain)
(상징체계)

변화와 변형체의 생성
개인

(Person)

구조화된 정보 및 활동의 전달

문화

유전적 및 
개인적 경험

 

<그림 3> 창의성의 궤 (Csikszentmihalyi, 1988)

창의성의 시스템 의 가장 큰 특징은 ‘분야’와 ‘ 역’의 구분이다. ‘ 역’은 선별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형식을 보존하고 다음 세 로 달하는 안정된 문화  역을 말한다. 창의 인 

아이디어로 발 하게 될 정보는 창의 인 사람이 등장하기 오래 부터 존재해 왔다. 그리고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의 고찰과 시사점 논의  17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정보는 문화의 상징시스템, 즉 행, 언어  ‘ 역’의 특정 기호 내에 장되어 있으며 이 

정보에 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능력에 계없이 창의 인 공헌을 기 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것은 해당 역의 정보에 능통해야 함을 제로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창의성에 

있어 지식기반의 요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

기반은 다른 모형의 경우에 개인의 지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형에서는 역을 따

로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이 모형은 창의성 발 에 있어 지식기반의 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창의  문제해결 과정도 내용소재인 ‘지식’이 있어야 창의성이 발 되는 것임을 볼 때, 

창의성 교육에 있어 단순히 창의  문제해결(CPS)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도 요하겠지만, 창

의성의 발 에 거름이 되는 ‘지식’의 축 도 매우 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다면 창의성 발 에 요구되는 기본 인 지식은 어떤 것들인가? 이것은 일반 역의 지

식과 특수 역의 지식으로 나 어질 수 있다. 일반 역의 지식이란 주어진 문제와 직 인 

계가 없는 다양한 지식을 말하며, 특수 역의 지식이란 당면한 문제와 직 으로 연 된 

지식을 말한다. 인간은 모든 분야의 지식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에게 ‘특수 역 심

의 지식’을 지속 으로 학습시키는 것이 창의성 교육의 첩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창의

성에 있어서 특수 역의 지식과 일반 역의 지식에 한 논쟁은 지속되어 왔다(Bamberger, 

1990; Sternberg, 1989). Gardner(1993)는 8가지 능력요인을 제시하며, 특수 역의 지식을 강조

하고 있다. 하지만 Baer(1994)는 창의성의 역 특수성을 지지하는 가설을 입증했지만, 창의성 

발 에 있어 특정 역의 지식이 일반 역의 지식보다 항상 더 효과 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Plucker(2004)는 창의성 연구가 역 일반성  특수성 여부에 한 논쟁

보다는 어떤 측정도구, 어떤 환경  향, 그리고 어떤 연령에서 창의성이 역-특수 인지 그

리고 어떤 상태에서 역 일반 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이 창의성 발

을 해 요구되는 기본 인 지식들이 역 일반 인지, 역-특수 인지에 한 논의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분야’는 개인들로부터 야기되는 변화들에 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별하고 역으로 

통합하는 사회  제도를 말한다. ‘분야’에는 역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것은 창의  산출물을 평가하는 사회  요인을 지칭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하기 힘든 요인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창의성의 투자이론’에 기초한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 탐색

Sternberg와 Lubart(1996)의 ‘투자 이론’에 의하면, 창의 인 사람은 사람들의 심을 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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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잠재성 아이디어에 심을 갖는 사람을 지칭한다. 잠재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어 최

로 제시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항에 부딪히게 되는데 창의 인 사람은 이러한 항

을 극복하여 궁극 으로 그 아이디어를 진귀한 상품으로 매한다는 것이다. 창의성의 투자이

론은 사람들이 지 능력, 지식, 사고방식, 인성, 동기, 환경과 같은 6가지 자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창의성 계발에 있어서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창의성의 투자이론에서 첫째 자원인 '지  능력'이란 종합  능력, 분석 능력, 실용  능력을 

말하며, 이 세 가지 능력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창의성은 효과 으로 발 되게 된다는 것이

다. 창의성의 투자이론에서 두 번째 자원은 '지식'으로 충분한 지식기반 에서 창의성이 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자원은 '사고방식'으로 이것은 생각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개인

의 스타일을 말한다. 를 들면 반복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이 더욱 창의성 발 을 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자원은 '인성'으로 개인의 호기심, 

모험심, 융통성 등의 특성이 창의성에 결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자원은 '동기'로 

투자이론에서는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동기가 있어야 창의성 발 이 쉽다고 본다. 

마지막 자원은 '환경'으로 창의  산출을 진하는 사회분 기와 문화 등을 뜻한다. 창의성의 

투자이론에서는 이와 같은 6가지 자원의 균형있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성 발 이 가장 효

과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Sternberg & Lubart, 1996). 

창의성의 투자이론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여러 요인들의 단순 합계 그 이상임을 가정하며, 

창의성의 요인으로 '지  능력', '지식', '사고양식', '인성', '동기'  '환경'을 들고 있다. 그  

지  능력, 지식, 사고양식은 상호작용 모형, 생태학  모형, 시스템 이론과 같은 세 모형에서

의 인지  요인에 해당되고, 인성, 동기는 정서 요인에 해당된다. 그리고 환경은 앞의 세 모형

에서 제안된 환경요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고양식’, ‘인성’과 ‘환경’은 교육을 통

해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지  능력’, ‘지식’, ‘동기’는 교육을 통해 변화를 유도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지  능력’, ‘지식’ 등은 다른 모형에서도 제안되고 있지만 동기는 투자이론에서 새롭게 강

조되고 있다. 그  ‘내  동기’는 ‘개인’에 속한 요인이지만, 외  보상은 다른 모형에서 제시

하는 ‘사회  향’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Amabile(1985, 1996)은 동기가 창의  

문제해결과정에서 수행을 이끄는 가장 큰 원천이며, 그  내  동기가 창의성과 련이 깊다

고 말한다. Amabile(1985, 1996)은 창의 인 수행의 질은 타인의 인정, 보상, 평가와 같은 외  

보상보다는 과제수행에 한 몰두, 만족감, 흥미와 같은 내  동기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그 다면 외  보상과 같은 사회  향은 창의성에 정  향을 미치지 못하는

가? 이에 해 Amabile(1996)은 외  동기를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상승  외  동기

(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와 사람들에게 통제감을 느끼게 하는 비상승 인 외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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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으로 구분한 뒤, 비상승 인 외  동기는 내 동기와 상

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승 인 외  동기는 내  동기와 같이 정 인 결과를 가져

온다고 지 한다. 따라서 창의성의 발 에 있어 내 동기와 한 외  동기의 함양은 결정

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Ⅲ.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 간의 창의성 구성요인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 모형들 간의 창의성 구성요인 비교․분석

창의성의 상호작용 모형, 생태학  모형, 시스템 이론, 투자 이론과 같은 창의성의 다원  

근 모형들은 각각 다른 모형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창의성의 다

원  근 모형들의 구성요인들을 비교하면 다음 <표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상호작용 모형 생태학적 모형 시스템 이론 투자이론
학자 Woodman과

Scheonfeldt(1989)
Isaksen, Puccio와
 Treffinger(1993)

Csikszentmihalyi
(1988)

Sternberg와
Lubart(1996) 

구성
요인

선행조건, 개인(인지 
능력, 정서), 
상황(맥락적 영향, 사
회적 영향)

개인, CPS, 상황, 
산출물, 과제 개인, 분야, 영역

지적 능력, 지식, 사
고양식, 인성, 동기, 
환경

특징 선행조건의 제시 과제의 특성 강조
CPS의 강조 지식기반의 강조 동기의 강조

<표 1> 창의성의 다양한 다원  근 모형들 간의 창의성 구성요인 비교․분석 

창의성의 상호작용 모형은 다른 모형과 달리 ‘선행조건’을 창의성 련 요인에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과거의 학습경험, 기 사회화, 사회  배경, 성별, 출생순서, 인종 등의 선행조건이 

창의성의 신장수 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조건 에서 성별, 인종, 사회  

배경 등은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아니다. 

이외 선행조건  ‘과거의 학습경험’과, ‘ 기 사회화’ 등이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학습경험’과 ‘ 기 사회화’는 ‘가정환경’과 한 련이 있다는 에서 창의

성 발 을 한 선행조건으로서 ‘가정환경’의 요성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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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의 생태학  모형이 다른 모형과 구별되는 것은 ‘창의  문제해결(CPS) 능력’을 강조

하고 있다는 이다. 즉, 인성, 인지양식, 사고능력과 같은 다양한 ‘개인지향’ 변인 에서도 창

의  문제해결능력을 보다 요한 창의성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생태학  

모형은 ‘과제’를 매우 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것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개인의 

심, 열정, 해결수  등이 다르게 된다는 에서 과제의 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개개

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는 개별 학생에게 맞는 과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개인의 특성

이 반 된 과제’를 심으로 교육 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창의성의 시스템이론에서는 정보가 문화의 상징시스템 내에 장되어 있으며 이 정보에 

근하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 그의 능력에 계없이 창의 인 공헌을 기 할 수 없다고 악하

고 있다. 이것은 해당 역의 정보에 능통해야 함을 제로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창의성에 

있어 지식기반의 요성을 강조한다. 

창의성의 투자이론은 앞의 세 모형과 달리 동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 때 동기는 ‘내  동기’

와 ‘외  동기’로 나뉘어 질 수 있고, 이  ‘내  동기’는 창의성과 깊은 연 을 맺고 있다

(Amabile, 1996). 그리고 ‘외 동기’  상승 인 외  동기(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가 

창의성 과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단된다. 

2. 창의성 교육의 핵심적 구성요인에 대한 시사점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로는 크게 선행조건으로 ‘가

정 교육’, 인지  능력과 련된 요인으로 ‘창의  문제해결’, ‘지식’, 정서  요인으로 ‘내재  

동기’, 맥락  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이 반 된 과제’, 사회  향 요인으로 ‘상승 인 외

동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 구성요인들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창의성 교육모형’을 

제시하면 다음의〔그림 4〕와 같다. 먼  ‘가정환경’과 같은 일차  변인은 창의성의 토 를 

마련해 다. 이러한 토  해 ‘CPS’, ‘지식’, ‘내  동기’와 같은 개인 변인은 가장 직 으로 

창의성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리고 ‘상승 인 외 동기’와 ‘개인의 특성이 반 된 과제’와 같은 

요인은 창의성이 발 되는 정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향상을 돕게 된다.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의 고찰과 시사점 논의  18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정환경

CPS, 지식  내적 동기

개인의 특성이 
반영된 과제

창의성

  상승적인 
 외적 동기

<그림 4> 창의성 교육 모형

1) 창의성에 결정  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

아동의 기 사회  경험들은 부분 가정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에 따라 창의성과 

연 된 학생의 인지 , 정서  특성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에서도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

의 창의  발달과 매우 한 련을 맺고 있다(Feldman, 1999). 이와 같은 부모의 양육방식

은 크게 부모의 양육행동(Huntsinger, Krieg, & Kim, 2001; Kemple & Nissenberg, 2000)과 부

모의 양육 신념(Huntsinger, Krieg, & Kim, 2001)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 ,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창의성 발달과 한 연 을 맺고 있다. 구체 인 로 부

모가 아동의 의견을 수용하고 존 할 때 아동의 창의성 발달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생각하는 기회를  후, 한 질문과 힌트를 제공하며, 자녀 스스로 결정하

도록 도와주는 진자로서 역할을 맡을 때 아동의 창의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Amabile, 

1996). 나아가 부모 자신이 어떤 과제에 열정 으로 몰입하는 역할 모델이 될 때 아동의 창의

성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Feldman, 1999). 

부모의 양육신념 한 아동의 창의성과 한 연 을 맺고 있다. 를 들어 부모가 아동

기의 학습경험이 매우 요하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동의 창의성에 정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부모가 능동  학습을 요하게 생각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

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여길 때, 아동의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다(김수연, 

2003; Kempel & Nissenberg, 2000). 

와 같은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은 서로 한 연 을 맺고 있다. 이러한 연 성을 

악하기 해 김수연(2003)은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이 유아의 창의  사고와 창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향을 검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아동이 자유롭게 환경과 상호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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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요하고, 유아의 자율성이 요하다는 양육신념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 아동에게 창

의성을 진시키는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아동의 창의  사고 수  

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은 서로 한 연 을 맺고 있다.

따라서 자녀의 자율성을 존 하고, 아동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창의  기술 등을 진시키는 

것이 요하다고 여기는 부모의 양육신념은 아동의 창의  사고와 창의  행동특성의 발달에 

도움을  수 있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신념과 더불어 가르치기보다는 한 질문을 제공하

는 등의 진자 인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창의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2) 창의성 신장 핵심 략으로서의 창의  문제해결

지 까지 많은 창의성 교육 로그램들이 개발․ 용되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들도 실제 상황을 제 로 반 하지 못하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실제 상황

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은 분명한 목표가 없고, 덜 구조화되어 있지만(Mumford & 

Gustafson, 1988), 많은 창의성 교육 로그램들은 이와 같은 실  특성을 반 하고 있지 못

하다. 그러나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은 학생들로 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를 직  찾고, 

해결방법을 창의 으로 모색하게 함으로써 실질 인 창의  사고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가장 표 인 창의  문제해결 모형으로는 Isaksen과 Treffinger(1985)의 CPS모형을 들 수 

있다. Isaksen과 Treffinger의 창의  문제해결모형은 크게 ‘문제의 이해’, ‘아이디어 생성’, ‘행

를 한 계획’의 세 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활동은 발산  사고와 

수렴  사고의 역동  균형을 통해 지속된다. 발산  사고는 많은, 다양한, 그리고 독특한 

안들을 생성해 내는 과정을 말하며, 수렴  사고는 생성해 낸 아이디어들을 분석하고 다듬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창의  문제해결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  해결해야할 문제를 직  찾

고, 해결방법을 창의 으로 모색하게 함으로써 창의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창의성 교육 로그램에 한 메타분석 연구들도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이 다른 창

의  교육 로그램들보다 효과 이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Isaksen & Treffinger, 1985). 

를 들어 Rose와 Lin(1984)은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 생산  사고 로그램, 퍼듀 창

의  사고 로그램, 기타 다른 창의  로그램, 수업 로그램, 특별한 기법을 용한 훈련 

결과물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이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가장 

효과 이었다고 지 하 다. 그리고 Torrance(1988)도 여러 창의성 교육 로그램을 살펴본 뒤,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이 가장 효과 이었다고 보고하 다. 나아가 이것은 여러 연구

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 실 인 문제를 직  해결해보는 로그램들이 창의성 향상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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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이라는 Scott, Leritz와 Mumford(2004)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미국의 사고력교육을 한 국가센터의 소장이었던 Swarts는 1980년  사고기술을 가르치기 

한 로그램들이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많은 학생들이 사고기술을 실생활로 이시

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ASCD, 1997). 한 최근 의과 학뿐만 아니라 경 , 교육, 

건축, 법학, 공학, 경제  사회사업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 인 로그램으

로 활용되고 있는(Cordeiro & Campbell, 1996), 문제 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이 주목

받고 있는 것도 창의  문제해결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실을 반

한 학습과정을 제공하는 창의  문제해결 교육 로그램을 통해 실질 인 창의성 향상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조연순, 2001; Cromley, 2000). 

3) 창의  행동을 한 학습자의 특성이 반 된 과제특성

과제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호기심, 신기성 정도는 다르며, 과제 해결 능력도 학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개개인의 창의성을 높이기 해서는 각자에게 맞는 과제가 무엇인지

를 알고, 그것을 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 까지의 창의성 교육 로그램은 언

어 , 공간  역에 치우쳐 있고, 다양한 역을 고려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은 미비한 실정

이다(Basadur, 1997). 

이와 련하여 Gardner(1993)는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최 한 신장시키기 해서는 

각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굴, 계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 한다. 이러한 다양한 지  

능력으로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공간  지능, 신체-운동 지능, 음악 지능, 인간친화 

지능, 자기성찰 지능, 자연친화 지능의 8가지 지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이와 같은 

8가지 지 능력을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덟 가지 지능이 합해져서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한 사람을 형성한다고 지 한다. 사람에 따라 ‘독일의 시인이자, 과학자이며 철학가인 괴

테(Johann Wolfgang von Goethe)’처럼 여덟 가지 지능이 모두 우수할 수 있고, 모차르트처럼 

한 가지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특히 우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개인이 다양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Gardner(1993)의 제안은 창의성 교육에 많

은 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학습자의 창의성을 최 한 신장시키기 해서는 각 학생이 지닌 

다양한 능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해 다양한 역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역-일반성과 역-특수성이 고려된 지식기반

창의성의 역에서 역-일반성과 역-특수성은 이분법 인 속성이 아닌, 상호 보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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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계에 있다. 창의성 교육에서도 역-일반 인 지식과 역-특수 인 지식 모두를 창의

성 련 핵심요인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 까지 창의성에 한 연구는 창의성이 역-특수 (domain-specificity)이 아닌 역-일반

(domain-generality)이라는 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일반지능의 분야에서와 마찬가

지로 창의성 분야에서도 특정 역의 지식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Csikszentmihalyi, 1996; Gardner, 1993). 이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창의성을 발휘하기 해

서는 우선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식을 축 해 소  문가(expert)가 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하 , 2001). 따라서 창의성의 역-일반성에 한 문제 을 지

하며 창의성의 역-특수성을 지지하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김명숙, 2002; 최일호, 

최인수, 2001; 한기순, 2000; Baer, 1999, 2003; Dow & Mayer, 2004).

그 구체 인 로 Baer(2003)는 학생을 상으로 핵심지식 교육과정(Core Knowledge 

Sequence)을 이수한 학생과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 간의 창의성 수 을 비교하 다. 핵심지식 

교육과정이란 기존 교육과정 보다 문 인 내용을 학습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일종으로 학교

가 자율 으로 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실험에서는 7학년에게 시와 짧은 을 쓰게 하

고, 8학년에게 짧은 을 작성하게 했다. 그 결과 3가지  1가지 경우에서 핵심지식을 배운 

학생들의 창의성 수 이 더 높았고, 나머지 경우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세

하고 문 인 내용을 학습하는 것이 창의성 향상에 항상 부정  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 향상에 정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리고 Dow와 Mayer(2004)는 

창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기 해 역-특수 이거나 역-일반 인 창의  문제해결 기술

이 필요한지를 검증하 다. 이를 해 구성원들로 하여  언어 , 수리 , 공간  혹은 통합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받게 했다. 이 로그램에서 기르고자 하는 언어  문제해

결능력이란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능력이고, 수학  문제해결능력이란 수에 새롭게 근

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리고 공간  문제해결능력이란 문제에 잠재되어 있는 방해요인들을 제

거하는 능력을 말한다. 훈련 후 언어 , 수리 , 공간 , 통합  문제들을 풀게 한 결과, 공간  

문제해결능력을 훈련받은 집단이 언어  문제해결능력을 훈련을 받은 집단 보다 공간  문제의 

창의성 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역-특수 인 창의  문제해결기술을 훈련받은 경우, 

같은 역에서 창의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을 부분 으로 기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그러나 와 같은 실험연구들도 창의성이 반드시 역-특수  성격만을 지닌다고 설명하지 

않고 창의성의 역-특수성을 부분 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창의성이 역-일반  성격뿐

만 아니라 역-특수 인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정규(2003)도 역-일반

성과 역-특수성간의 개념은 이분법 인 속성이 아닌, 상호 보완 혹은 상호 통합될 수 있는 

역의 상보설을 경험 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의성 교육에서도 역-일반 ,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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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입장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내 동기와 상승 인 외  동기 유발

내  동기는 창의성 향상에 정  향을 미치는 핵심 인 요인이다. 이와 달리 외  동기

는 그 특성에 따라 창의성에 부정  향을 미치기도 하며, 때로는 정  향을 미치기도 한

다. 내 동기와 조화를 이루며 창의성에 정  향을 미치는 외 동기를 상승 인 외 동기

(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라 하며 이것은 창의성 교육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이다. 

Amabile(1985, 1996)은 동기가 창의성의 가장 큰 원천이며, 그  내  동기가 창의성과 

련이 깊다고 지 한다. 한 타인의 인정, 보상, 평가와 같은 외  보상 보다는 과제수행에 

한 몰두, 만족감, 흥미와 같은 내  동기가 창의성과 한 련이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내  동기가 창의성을 유도하는 반면, 외  동기는 창의성을 해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부 사회심리학자들도 수행을 강화하기 해 보상을 제공하면, 과제에 한 내재  

흥미와 창의성이 감소된다고 주장한다(장재윤과 구자숙, 1998; Deci & Ryan, 1985). 이처럼 내

 동기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창의  산출을 돕는 기제로 그 요성을 인정받아 왔지만, 보상

과 같은 외재  동기는 내재  동기와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부정  향이 강조되어 왔다

(Collins & Amabile, 1999; Domino, Short, Evans, & Romano, 2002). 

그러나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외 동기의 부  효과를 비 하는 견해가 꾸 히 제기되어 

왔다(박 석, 정수정, 2000; Cameron & Pierce, 1994; Eisenberger & Armeli, 1997). 그 구체

인 로 표 인 외  동기인 보상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먼 , 구체 인 활동에 해 보상할 경우, 창의성이 해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활동에 한 보상 제공은 피해야 한다. Flora(1990)에 의하면 어떤 행동에 

해 보상 제공을 약속할 경우, 그것이 변별자극으로 작용하여, 만일 그러한 약속이 없으면, 그 

행동이 나타내지 않게 된다. 둘째, 보상은 되도록 작게, 크게 주더라도 에 띄지 않게 때 창

의성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Eisenberger와 Selbst(1994)는 작은 보상이 확산  사고를 증진시

킴을 보여 주었다. 즉, 크고 에 잘 띄는 보상은 주의를 과제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창의성에 

부정  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큰 보상이라고 해서 언제나 창의성을 감소시키는 것

은 아니고, 큰 보상이 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 주어졌을 때에는 창의성이 증진되었다

(Eisenberger & Selbst, 1994). 셋째, 결과물이 창의 이어야 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지시키

는 것이 바람직하다. Eisenberger와 Armeli(1997)는 보상을 받기 해서는 매번 새롭고 독창

인 응답을 생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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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senberger와 Shanock(2003)도 학생들이 창의 인 산출물에 하여 보상을  경우, 창의성이 

향상되었지만, 진부한 산출물에 하여 보상을  경우, 창의성을 해했다고 주장한다. 넷째, 

물질보다는 언어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행동에 한 정 인 정보 형태로 

언어 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창의성 향상에 효과 이다(Winston & Baker, 1985). 

이와 같이 내  동기뿐만 아니라 상승 인 외 동기도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 외  동기도 그 특성과 제공 환경에 따라 창의성에 미치는 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창의성에 정  향을 미치는 상승 인 외 동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고찰에서는 창의성의 다원  근모형들에 해 고찰해본 후, 이들에 한 비교․분석을 

통해, 창의성 교육에서 실질 으로 고려해야 할 창의성의 구성요인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

고자 하 다. 다원  근모형에 따르면, 창의성은 개인의 인지 ․정서  특성, 상황, 환경, 

선행조건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향을 받는다. 이와 같은 다원  근모형들을 바탕

으로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해야할 요인들을 도출해내었다.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

들로는 선행조건과 련된 ‘가정 교육’, 인지  능력과 련된 요인으로 ‘창의  문제해결’, ‘지

식’, 정서  요인으로 ‘내재  동기’, 맥락  향 요인으로 ‘개인의 특성이 반 된 과제’, 사회

 향 요인으로 ‘상승 인 외 동기’를 들 수 있다. 하지만 본 고찰이 창의성 교육에서 고려

해야할 요인들을 폭넓게 탐색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두었기 때문에, 도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구체 인 창의성 교육방법을 논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추후연구를 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 까지 부분의 창의성 교육 로그램들은 지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는 

비디오,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지 까지는 역-특수성에 한 고려 없이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 등을 개발

하는 확산  사고 증진 로그램 주로 창의성 교육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이제는 각 역

의 특성이 반 된 교육 로그램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역의 특성을 

반 할 수 있는 역별 창의성 측정도구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식의 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창의성 교육에서 지식을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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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한 연구가 부족하다. 련지식의 제공시기  제공형태에 따라 창의성 향상에 다르

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지 까지 상승 인 외 동기에 한 연구는 가장 표  형태인 보상 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보상 외에 피드백, 경쟁 등 다양한 상승 인 외 동기 요인에 한 심리학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 동기 요인들이 개인의 인지 ․정서  변인, 교육 로

그램의 성격, 다른 환경 특성들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에 한 심리학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 창의성 교육은 교육기 , 회사, 의료기  그리고 재교육기 에 이르기 까

지 다양한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Basadur, Wakabayashi, & Takai, 1992; Estrada, Isen, & 

Young, 1994). Solomon(1990)에 의하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의 25%가 창의성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 한다. 이처럼 창의성 교육은 교육기 뿐만 아니라 사회

의 다양한 역에서 요구되고 있다. Scott, Leritz와 Mumford(2004)의 창의성 교육 로그램에 

한 메타 분석 결과, 잘 설계된 창의성 교육 로그램들은 등학생과 학생  직장인, 그리

고 은이와 어른, 나아가 뛰어난 학생과 평범한 학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와 같이 창의성 로그램은 단순히 등학교 학생들과 소수의 재에게만 유용한 로그램이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교육기 뿐만 아니라 회사, 병원 등 다양한 분야를 바탕으로 창의성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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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n the Critical Components of Integrated 

Approaches on Creativ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reativity Education 

1)Park, Seong Ik* ․ Lee, Gyu-M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earch for the creativity-related components which can 

highly affect the enhancement of student's creativity. It can be easily found to be so many 

components in an integrated approach to creativity, but it is really hard to apply all this 

components in a real educational setting.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earch for the 

chief components that are useful when we want to heighten creativity. To fulfill this 

purpose, we searched for the chief components in creativity edu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four kinds of integrated approaches. 

The important components driven by this research are family environment, creative 

problem solving, knowledge, task, intrinsic motivation and 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 

First, family environ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creativity education. Most children 

undergo many early experiences in their family environment. A comfortable family 

environment can help children to improve their curiosity, imagination and to have rich 

experiences based on broad knowledge. Second, creative problem-solving and knowledge 

are also critical factors in creativity education. A creative problem solving education 

program can improve creativity more than any other creativity education program. Thus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student, Dep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창의성의 다원적 접근모형들의 고찰과 시사점 논의  19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reative problem-solving can foster creativity effectively. And knowledge ought to be based 

in creativity education. Only physicians can effect physical changes in learning, thus 

knowled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enhancing creativity. Third, intrinsic 

motivation such as satisfaction, interest and concentr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creativity. 

Fourth, subjects reflecting individual interest can help in expressing creativity effectively. 

Fifth, 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 is a more important factor in creativity education than 

non-synergistic extrinsic motivation, which tends to suppress individual creativity.

Key words: Integrated approaches on creativity, Crea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