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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온톨로지라는 지식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지심리학적 관
점으로 탐색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비롭게만 여겨졌던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온톨로지를 통해 창의성을 설명하는 새로
운 관점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은유생성, 확산적 사고,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을
온톨로지 지식시스템을 이용하여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다양한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기술함으로써 각 형태에 따라 창의성을 평가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방
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전문성 기반 창의성의 차이를 온톨로지의 차이로 설
명함으로써 창의적 전문성의 발현기제를 인지심리학적 관점으로 밝힐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
였다. 그 결과 창의성 계발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인지과정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창의
성 교육 및 평가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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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적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기제
를 비교하였는데, 확산적 사고는 일반지능과

창의성의 발현과정(process)을 이해하는 것은

창의적 성격이 유의미하게 설명한 반면, 창

창의성을 계발하고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함

의적 전문성 수행은 일반지능, 영역에 대한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와 관련된 연구가 적

동기와 영역지식이 유의미하게 설명했다. An

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못했다(임웅, 2009). 이

과 Runco(2016)는 창의적 행위의 서로 다른

는 창의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연구자들마다

형태인 창의적 관념(ideation)과 창의적 활동

일관되지 않게 창의성을 정의하고 있어서 서

(activities) 기저의 발현기제를 비교하였는데,

로 다른 발현과정을 공통의 이론적 프레임워

영역에 대한 동기와 창의적 성격이 창의적 관

크(framework) 안에서 살펴보기 어려웠기 때문

념을 유의미하게 예측한 반면, 창의적 활동은

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창의적 과정이

영역지식(부적방향)과 창의적 성격이 유의미

이해 불가능한 신비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기

하게 예측했다.

에 이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부족

이와 같은 연구들이 창의성의 다측면적 발

했을 수도 있다(임웅, 2009). 더욱이 창의성의

현기제를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다면,

다양한 형태 기저에서 이를 설명하는 발현기

인지적, 성격적 발현기제를 좀 더 세분화하여

제(mechanism)가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미시적으로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Batey 외

(An & Runco, 2016; An, Song, & Carr, 2016;

(2010)는 인지적 구인으로 유동지능과 결정

Batey, Furnham, & Safiullina, 2010), 각 형태마

지능을, 성격적 구인으로 성격5요인(McCrae,

다 서로 다른 발현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1987)을 공통의 발현기제로 살펴보았는데, 확

한다는 어려움도 있다.

산적 사고는 유동지능이 유의미하게 예측한

창의성 발현기제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의

반면 창의적 활동과 자기평정 창의성은 성격5

프레임워크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창의성을

요인을 구성하는 개방성이 유의미하게 예측했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다. 권유선과 하대현(2015)은 확산적 사고와

창의성의 형태로는 은유생성(Veale, 2003; 권

일반지능을 좀 더 세분화하여 유동지능, 결정

유선, 하대현, 2015), 확산적 사고(김해성, 한

지능, 장기기억 인출속도가 은유생성 확산적

기순, 2014; Furnham & Bachtiar, 2008; Plucker,

사고와 사물의 비일상적 사용법에 대한 확산

Runco, & Lim, 2006), 창의적 산물제작(Baer,

적 사고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는지 비교하

1991), 창의적 문제해결(김효원, 2016; Mumford,

였다. 그 결과, 은유생성은 유동지능, 결정지

Baughman, Supinski, & Maher, 1996), 창의적 행

능, 장기기억 인출속도 모두가 유의미하게 영

위(Runco, 1987; An & Runco, 2016) 등이 있다.

향을 준 반면, 사물의 비일상적 사용법은 결

특별히, 안동근(2015)에서는 전문성을 이용하

정지능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었다.

여 잘 정의되지 않은(ill-defined) 문제를 해결하

그런데 이와 같은 연구들은 창의성의 형태

거나 창의적 산물을 제작하는 것을 ‘창의적

에 따라 발현기제가 다르다는 것은 검증해주

전문성 수행’이라고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개

었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으며 그 발현과정이

념적 기틀을 기반으로 An 외(2016)에서는 확

어떻게 다른가에 대하여는 설명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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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

그런데 이러한 온톨로지가 어떻게 창의성

른 형태의 창의성이 어떻게 다른 인지적 과

과 연결될 수 있을까? 적절성과 독창성을 모

정을 거쳐 발현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두 포함해야 하는 창의성은 정형화된 명세서

대하여 이론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별

인 온톨로지와는 상관이 없거나 대조적으로

히 인지심리학에서 제안하고 있는 온톨로지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온톨로지는

(ontology)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은유생성, 확

창의성 발현과정을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산적 사고,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을

사용될 수 있다. 창의성의 발현과정은 신비로

탐색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운 것으로서 체계적인 분석이나 추론이 어려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비

울 것이라고 믿어졌기에(임웅, 2009), 정형화되

교함으로써, 창의성 계발 목적에 따라 차별화

고 표준화된 온톨로지가 오히려 그 모호한 창

된 인지과정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의성의 발현과정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명해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창의성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온톨로지의 활용이 기존

한 형태인 은유의 경우, 인간의 상상력을 발

온톨로지 기반 학습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휘하여 현실을 초월하도록 만드는 언어의

도 살펴보고자 한다.

도구로 간주되기도 하는데(Lakoff & Johnson,
1980), 이러한 은유가 온톨로지로 설명될 때
인간의 상상력이 반영된 논리적인 언어 시스

Ⅱ. 온톨로지와 창의성

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안동근, 2007). 또한
은유는 인간의 사고와 감성을 개념화하고 그

온톨로지는 세상에 존재하는 실체의 본성

개념들 사이에 유사성을 추론하는 능력으로도

과 그 의미를 연구하는 존재론에서 시작된 개

간주되기에(Lakoff & Johnson, 1980), 은유 온톨

념으로, 구성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합의된 개

로지는 공유된 개념들의 의미를 정형화하고

념과 그 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형화한

명시화하여 개념들 사이에 유사성이 추론된

지식표현을 의미한다(Gruber, 1993). 온톨로지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술해줄 수 있다(안동근,

는 크게 개념(class), 관계(relation), 속성(attribute)

2007).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념은 생각을 범주화

대표적인 인지심리학자인 M. T. Chi(1997)는

하는 인지적 구조를 의미하고, 관계는 이 개

Creative Thought: An Investigation of Conceptual

념들을 연결하여 설명해주는 다양한 의미의

Structures and Processes(Edited by T. B. Ward, S.

역할들을 뜻하며, 속성은 개념의 성질이나 성

M. Smith, & J. Vaid)라는 책의 Creativity:

향을 나타내는 값(예: 종이는 얇고 부드럽다)

Shifting Across Ontological Categories Flexibly 챕

을 의미한다. 관계는 상·하위 관계(예: 사과는

터(chapter)에서 창의성의 발현과정이 온톨로지

과일이다)처럼 분류체계(taxonomy)안에서 명시

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Chi

되기도 하고 원인-결과 관계(예: 운동을 하면

(1997)는 창의성이란 “이해하고자 하는 특정

건강해진다)와 같이 분류체계를 넘어서 설정

개념을 하나의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관

되기도 한다.

점으로 재표현할 수 있는 능력(p. 230)”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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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하며,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을 온톨

온톨로지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제

로지의 차이로 설명했다. 즉, Chi가 제안하는

안했지만, 창의성을 은유에만 한정했다는 한

창의성의 개념은 서로 다른 온톨로지 경계

계점이 있다. 또한, 은유가 생성된 몇몇의 예

(boundaries)를 유연하게 가로질러 전환할 수

만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은유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아래 제시

의 발현과정을 일반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된 Lakoff(1987)의 은유 표현은 화(anger)라는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창의성의 다른 형태인

정신상태(mental states) 온톨로지 경계 속 개념

확산적 사고와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

이 열(heat)이라는 물질요소(material substances)

정은 어떻게 온톨로지로 설명될 수 있을까?

온톨로지 경계 속 개념으로 전환되어 화의 속

또한 은유를 포함한 다양한 창의성의 발현과

성을 열의 속성으로 재구성하게 된 것이다

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을

(Chi, 1997). 즉, 정신상태 온톨로지 경계에서

까?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 온톨로지 시스템

물질요소 온톨로지 경계로 유연한(flexible) 관

을 이용하여 은유생성, 확산적 사고, 창의적

점의 전환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을 체계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You make my blood boil.

Ⅲ. 창의성의 발현과정

Simmer down.
I had reached the boiling point.
Let him stew.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

Keep your lid on (p. 231).

안하기 위해서 HowNet이라는 온톨로지 시스
온톨로지의 전환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템을 적용하고자 한다. HowNet(Dong & Dong,

설명하는 Chi(1997)의 관점은, 창의성에서

2006)은 의미 지식사전 시스템으로서 “인간

유연성을 강조해온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통

언어 기술의 의미 측정을 위한 온라인 언어외

한다(Acar & Runco, 2014; An et al., 2016;

적(extralinguistic) 지식 시스템(p. 17)”으로 정의

Runco, Millar, Acar & Cramond, 2010). 특별히

된다. 온톨로지의 구성요소인 개념(class), 관계

Chi(1997)는 하나의 온톨로지 경계에서 다른

(relation), 속성(attribute)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계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날 때 즉각적으로

이 세 구성요소에 대한 분류체계와 각 개념에

개념의 속성도 전환되어 투사되는데, 이 작용

대한 관계와 속성이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

이 창의적 과정에서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다. 예를 들어, 세탁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떠오르는 “아하!”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준다고

다.

하였다. 다시 말해, 은유생성 과정에서 갑자기
통찰(insight)의 순간을 경험할 때, 온톨로지 경

세탁기 = {tool:{wash:instrument={~},

계의 전환이 바로 그 때 일어났음을 알 수 있

patient={clothing}}}

는 것이다.
이와 같이 Chi(1997)는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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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을 wash하는 instrument라고 개념화하고

고 이해하는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Lakoff &

있다. {~} 부분에 해당 개념을 대입한 후,

Johnson, 1980). 예를 들어, ‘하늘은 이불. 달님

wash와 clothing과의 관계를 patient와 instrument

은 해님이 잘 때 하늘을 덮어줍니다.’라는 동

를 통해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다.

시(

童詩) 문장에서 하늘은 목표영역이고 이불

HowNet에는 개념(개체, 서술어)과 속성의

은 근원영역이다. 이 문장은 목표영역과 근원

계층적 분류체계가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

영역 사이에 개념의 전환이 일어났기에 표현

고, 각 개념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의미관계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근원영역과

(예: patient, instrument)로 기술되어 있다. 이와

목표영역 개념의 전환은 어떻게 온톨로지로

같은 HowNet은 여러 면에서 다른 온톨로지

설명될 수 있을까? HowNet 온톨로지에서 이

시스템(예: WordNet)과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두 영역은 개체인 개념이며, 하늘은 개체 중

인간의 자연언어가 아닌, 기계가 읽을 수 있

개체(thing)

는 언어의 형태로 개념이 정의되었다. 둘째,
다양한 의미관계가 개념을 정의하는데 명시적
으로 기술되어 있다. 셋째, 분류체계가 복잡하
지 않아 추론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용이하다

→ 물리적(physical) → 무생물의
(inanimate) → 자연물(natural thing) → 지구
(earth)의 하위어이고, 이불은 개체(thing) → 물
리적(physical) → 무생물의(inanimate) → 인공물
(artifact) → 기구(implement) → 도구(tool)의 하

(Veale, 2005 참고). 이와 같은 이유로 몇몇의

위어이다. Chi(1997)의 설명처럼 natural thing

연구자들(안동근, 2007; Veale, 2003)은 창의적

온톨로지 경계에서 artifact 온톨로지 경계로

과정을 설명하는데 HowNet을 사용하기도 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났으며 하늘의 개념이 이

였는데, 대부분이 은유생성 과정에만 초점을

불의 속성으로 재구성 되었다.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환은 논리적인 추론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owNet 온톨로지 시

의하여 이루어지며, 온톨로지는 이 과정을 체

스템을 이용하여 은유생성 뿐 아니라, 확산적

계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다. 안동근(2007)은

사고,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을 어떻

HowNet을 이용하여 기계가 은유를 자동으로

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추론할 수 있는 은유 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

살펴보고자 한다.

하였다. 아래와 같이 이불의 HowNet 정의 중
cover의 instrument라는 부분을 추론의 필요충

1. 은유생성의 발현과정

분조건으로 설정해주면, ‘달님이 해님을 덮는
도구’와 같이 ‘무언가를 덮는 도구’라는 개념

은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이 자동적으로 이불로 추론될 수 있는 것이
다.

사용하는 구체적인 개념을 근원영역(source
domain)이라고 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추상적

이불 = {tool:{cover:instrument={~},

개념을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한다.

time=sleep}}

즉, 은유는 목표영역의 구체적인 개념과 표
현을 이용하여 추상적인 근원영역을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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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론이 될 수 있은데, 이는 어머니가

는 사물의 비일상적 사용법에 대하여 열거하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는 도구’로 개념화될

도록 하는 것이다(권유선 & 하대현, 2015;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아래와 같이

Batey et al., 2010; Furnham & Bachtiar, 2008).

HowNet에서 개체(thing)

Ward, Smith와 Vaid(1997)는 이러한 확산적 사

생물의(animate)

→ 물리적(physical) →

→ 동물과 인간(animal human)

→ 인간(human)의 하위어이다.

고가 일어나는 인지과정에서 1) 경험기억의
인출 2) 정신적 이미지화(mental image) 3) 사물
의 속성 분석 4) 추상화(abstraction) 5) 유추와

어머니 = {human:belong={family},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modifier={female}, {lineal}, {senior}}

신발의 사용법의 경우, 1) 벌레를 죽였던 경험
을 기억하기 2) 이미지화 한 후 시각화된 부

분류체계 안에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

분(예: 끈)을 사용할 방법 생각하기 3) 무겁다

이의 거리를 고려해볼 때, 하늘보다 어머니라

는 속성을 떠올려 가벼운 사물을 지탱하는 도

는 개념이 근원영역인 이불과 더 멀리 떨어져

구로 생각하기 4) 무언가를 담는 도구로 추상

있음을 알 수 있다. HowNet에서는 개념과 개

화하기 5) 발을 덮는 도구에서 손을 덮는 도

념사이의 유사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온톨로

구로 유추하기 등의 예가 각각의 전략과 대응

지의 전환이 일어난 두 개념의 유사도가 낮을

될 수 있다.

수록 더 유연하고 창의적인 은유가 생성되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온톨로지를 통해 이와 같은 인지
과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안동근(2007)에서는 이 외에도 다양한 은유
의 추론이 온톨로지 시스템 상에서 일어났다.

우선, 신발의 HowNet 정의를 살펴보면 아래
와 같다.

예를 들어, ‘유리창은 캔버스. 빗방울이 유리
창에 푸른 나무와 산을 그린다’에서는 ‘무엇을

신발= {clothing:{puton:instrument={~},

그리는 장소’라는 공통의 정의로 온톨로지의

location={part:partposition={foot},

전환이 일어났고, ‘달팽이는 철학가. 둥그런

whole={human}}}}

집 속에 웅크리고 깊은 생각에 잠긴다’에서는
‘생각에 잠긴 주체’라는 공통의 개념으로 인해

만일 5)번과 같이 puton의 instrument로서

온톨로지 전환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과정에

location을 foot에서 hand로 바꾸어 손을 덮는

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개념 간의 유사도와

도구를 생각했다면 신발과 같은 clothing 온톨

온톨로지 경계들의 거리를 측정하여 객관적으

로지 내에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새롭게 고안해

있다. 이는 puton이라는 서술어 상에서는 전환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신발의 비일상적 사용
법을 생각해내는데 있어서는 유연한 전환이

2. 확산적 사고의 발현과정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하지만 1)번과 같이
벌레를 죽이는 생각은 kill이라는 서술어가 서

확산적 사고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술어 분류체계 상에서 puton 온톨로지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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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어선 makebad라는 다른 온톨로지 경계에 속

사용하는 반면, 초보자의 경우 도르래나 빗면

해있기에 손을 덮는 도구라는 생각보다는 더

의 물리적 특징 차이와 같은 영역일반적 온톨

유연한 전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로지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Chi, 2006).

같이 확산적 사고 과정도 온톨로지의 전환으

이 두 종류의 온톨로지가 다르다는 주장은

로 설명 될 수 있으며, 온톨로지에 정의된 가

Chi(1997)의 이론을 통해서도 뒷받침 될 수 있

장 전형적인 개념을 기준으로 얼마나 그보다

다. Chi는 온톨로지를 구성하는 속성 중 하나

더 멀리 덜 유사하게 사고를 전환시키는지 측

로 이론기반, 추상적 속성(theory-based, abstract

정하여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attributes)을 제시하고 이를 지각적, 특징적 속
성(perceptual, characteristics attributes)과 구별하

3.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

고 있다. Chi를 중심으로 한 전문성 연구자들
은 전문가들이 이론기반, 추상적 온톨로지를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은 일상에

어떻게 초보자들과 다르게 구축하고 있는지에

서의 창의성(은유생성, 확산적 사고)의 발현과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하지만 이미

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상

이론기반, 추상적 온톨로지를 구축한 전문가

에서의 창의성은 HowNet과 같은 영역일반적

들이 어떻게 그 온톨로지를 적용하여 창의적

온톨로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창의적 전문

전문성 수행을 하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거의

성 수행을 위해서는 영역특수적인 개념지식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는 전문가와 초

(conceptual knowledge)에 대한 온톨로지가 필요

보자의 인지적 구조를 비교하는 연구를 넘어

하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성 연구에서 전문가

서, 전문가와 창의적 전문가가 어떻게 구축된

는 초보자에 비해 의미적으로 더 체계화된 개

온톨로지를 잘 활성화 시키고 전환시켜 적용

념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Alexander,

하는지, 그 인지적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가

2003; Chi, 2006; Zimmerman, 2006). 전문가는

필요할 것이다.

추상적인 원리나 법칙에 기반하여 지식을 저

이와 관련하여 An 외(2016)는 교육심리학

장하고, 연관 짓고, 사용하는 반면, 초보자는

영역에서 이론기반, 추상적 온톨로지의 적용

피상적이고 구체적인(concrete) 특징에 중점을

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심리

두기 때문이다(An & Carr, in press; Chi &

학 개론을 한 학기 동안 수강한 대학생들에게

Slotta, 1993). 개념지식은 주로 문제를 어떻게

특정한 교육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자신이 원

범주화하는지(추상적 원리 기반 vs. 피상적

하는 교육심리학 이론을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특징 기반)로 측정되어 왔는데(Snyder, 2000;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에게 주

Zimmerman & Campillo, 2003), 이러한 추상적

어진 문제 상황은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개

원리와 피상적 특징의 차이가 영역일반적이고

개인이 활성화 시키고 적용한 교육심리학 이

영역특수적인 온톨로지의 차이를 나타낸다.

론은 다양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보편적으

예를 들어, 물리 전문가와 초보자가 창의적

로 사용되는 이론도 발견되었다. 앞에서 은유

문제해결을 할 때, 전문가의 경우 뉴턴의 법

생성과 확산적 사고 발현과정에서 가장 전형

칙과 같은 추상적인 원리에 대한 온톨로지를

적인 온톨로지 개념의 정의가 창의성 평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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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되었듯이, 창의적 전문성 수행에서는

기반 온톨로지 지식체계의 유연한 전환을 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활성화 시키

명하는지 그 인지적 과정이 밝혀진다면, 창의

는 이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은

적 전문성 수행에 대한 인지적 발현기제를 정

유생성과 확산적 사고에서 그 기준이 된 전형

교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해

적 개념보다 더 멀리 덜 유사하게 사고를 전

전문성은 높지만 창의적으로 그 전문성을 잘

환시켰을 때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었

적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창의적 수행이

듯이, 창의적 전문성 수행에서도 가장 전형적

어려운 전문가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훈련시

인 이론에서 더 멀리 있는 이론으로 온톨로지

켜야 할지 그 방안을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으

전환이 일어났을 때 더 창의적인 전문성 수행

로 기대한다.

이 일어났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창의적 전문성 수행의 발현과정

Ⅳ. 온톨로지의 교육적 활용

을 온톨로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영역특수적 개념지식 온톨로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철학의 존재론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온톨

러한 개념지식 온톨로지가 동일하게 구축되었

로지라는 개념은 인지공학적 관점에서 구성

다고 하더라도 어떤 개념을 활성화시켜 창의

원들 사이에 공유되고 합의된 지식표현으로

적 전문성 수행에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

재정의 되었고(Gruber, 1993), 이 지식표현은

문가의 인지적 특성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HowNet과 같은 시스템으로 기계화되어 다양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사람들의 비

한 영역에서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도구로 사

인지적 특성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

용되어왔다. 예를 들어, 관광 영역(김주연, 김

며, 이와 같은 특성이 전문성만 높은 사람들

종우, 김창수, 2006; 유동희, 서용무, 2008; 최

과 어떻게 구별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기탁, 2012)에서는 온톨로지 시스템을 활용하

것이다. 즉, 기존 전문성 연구에서 강조해온

여 고객 맞춤형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의료분

의미기반 지식구조, 계층적 지식체계, 추상적

야(이현실, 2004; Mol, 2002)에서는 개인의 신

개념지식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이러한 온톨

체정보나 질병 정보에 따른 환자의 치료 및

로지 지식체계가 어떻게 유연하게 다른 지식

예방법을 추론하기도 한다.

체계로 전환되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이

이러한 영역특수적 온톨로지 시스템은 교

다. 또한, 이러한 유연한 전환에 기여하는

육영역에서도 활용되어왔다. 교육영역에서의

창의성의 비인지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활용은 크게 학습을 위한 검색 시스템, 교수

있는지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에 중

학습모형 구축 시스템, 의미기반 개념이해 시

요한 비인지적 요소들은 창의적 정체감

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다.

(Jaussi, Randel & Dionne, 2007), 창의적 효능

첫째, 온톨로지 시스템은 의미기반 학습자

감(Beghetto, 2006), 창의적 성향(Gough, 1979),

료 검색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기존 텍스트

창의적 양식(Basadur, Gaaen, Wakabayashi, 1990)

키워드 기반 검색 시스템으로는 맥락적 의미

등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전문성

(contextual meaning)가 결여된 상태에서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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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검색이 이루어졌다(김현주, 설진성, 최현종,

로 온톨로지는 개념들 사이의 의미관계를 기

김태영, 2006). 즉, ‘눈’과 관련된 자료를 검색

반으로 지식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개념

하고자 할 때, 사람의 눈(eye)을 의미하는지,

지식을 습득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앞에서 기

하늘에서 내리는 눈(snow)을 의미하는지 시스

술한 것과 같이 전문성 계발을 위해서 개념지

템이 구분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온톨로지 시

식은 매우 중요하다(Alexander, 2003; Chi, 2006;

스템은 이 두 개념이 표현은 같아도 서로 다

Zimmerman, 2006). 정현숙과 최병일(2005)은 철

른 의미군에 속해있는 개념임을 구분할 수 있

학 텍스트에 들어있는 주요 개념들을 추출하

기 때문에 학습자료 검색의 효율성을 높여준

여 철학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 시스템이 철

다. 김현주 외(2006)에서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학교육에 의미 있게 적용되고 활용된 결과를

관한 온톨로지 검색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

보여주었다.

하여 컴퓨터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 맞춤형 학

이와 같이 온톨로지 시스템이 다양한 방법

습자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선복근, 위

으로 교육영역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창의성

다현, 한광록(2009)에서는 온톨로지 기반 논문

교육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찾아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시스템이 기존 키

보기 어렵다. 물론 몇몇의 연구(이경원, 김원

워드 기반 논문검색 시스템보다 더 효율적인

식, 2007; 하현욱, 유헌창, 2009)에서 창의성

방법임을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교육에 온톨로지를 활용하기도 했지만, 앞에

둘째, 온톨로지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교

서 언급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 학습 모형구축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온

즉, 창의적 수행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

톨로지는 웹에서 다양한 구조로 표현된 교육

톨로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콘텐츠를 개인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법으

온톨로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증진시

로 가르치거나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최

키고자 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현욱과 유

숙영(2009)은 학습자의 역량과 학습수준 뿐 아

헌창(2009)은 온톨로지 기반 창의적 역사학습

니라 학습양식을 진단하여 이에 따라 차별화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된 학습내용과 방법을 제안하는 온톨로지 시

창의적 시스템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개인

스템을 구축하였다. 정현숙과 김정민(2012)은

맞춤형으로 학습 정보를 안내하는 것을 의미

커리큘럼, 수업계획서, 학습 자료를 유기적으

한다. 즉, 학습자들은 이 시스템으로 창의적

로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교수 학습을 할 수

탐색을 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 문제해결이나

있는 온톨로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정현숙

아이디어 생성과 같은 실제적인 수행과정이나

과 신영숙(2008)은 강의계획서를 구성하는 교

수행결과 평가를 위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

수자, 학습자료, 과목정보가 포함된 지식 구조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온톨로지를 설계 구축하여 강의계획서의 통

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수행이나 창의성

합과 공유를 위한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제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

공하였다.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본 연구

․

․

․

셋째, 개념지식 학습을 위해 의미기반 개념

에서는 창의성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온톨로

온톨로지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기본적으

지 구축 원리를 다르게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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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창의성 평가의 기계화는 주로 확산적 사

점을 가진다.

고 측정에서 이루어졌고(Lau & Cheung, 2001),
정해진 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답안에 대한 데
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자동 채점화가 이루어

Ⅴ. 논의 및 제언

져왔다. 하지만 온톨로지 기반 창의성 평가
시스템은 새로운 문제가 생성되더라도, 어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발현과정을 온톨

문제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온톨로지 시

로지라는 지식시스템을 사용하여 인지심리학

스템을 이용하여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적 관점으로 탐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를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

실제적 측면과 학술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

서 정해진 문제가 아닌, 다양한 새로운 문제

보면 아래와 같다.

를 생성하여 은유생성, 확산적 사고, 창의적

첫째, 실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창의성 형태

전문성 수행을 평가할 수 있다.

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객관적으로 제

또한, 기존 온톨로지 시스템은 주로 이러닝

안했다. 은유생성, 확산적 사고, 창의적 전문

(e-learning) 환경의 학습효과 향상을 위하여 학

성 수행은 교육현장에서 창의성 계발을 위해

습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시스템으로 사용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 형태임에도 불

되어 왔다(이해윤, 2013; 정현숙, 김정민, 2012;

구하고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평가에만 의존하

하현욱, 유헌창,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

다보니 이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

안하는 온톨로지 기반 창의성 평가는 온톨로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

지 시스템을 학습을 촉진시키는 보조적 수단

지라는 지식 시스템을 이용해 각 형태에 따라

으로서가 아닌, 실제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

학습의 직접적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의

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은

의가 있다.

유는 근원영역과 목표영역 사이의 의미적 거

본 연구는 창의성 연구를 위한 학술적 의

리를 통해 유연한 온톨로지 전환이 일어났는

의도 지니고 있다. 먼저, 창의성의 개념이 은

지 살펴볼 수 있고, 확산적 사고(사물의 비일

유생성, 확산적 사고, 창의적 전문성 수행으로

상적 사용)에서는 특정 사물에 대한 온톨로지

구분되어 그 기제와 발현과정이 연구되어야

의 정의를 기준으로 더 유연한 사고의 전환이

함을 온톨로지라는 인지심리학적 시스템을 통

일어났는지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창의적 전

해 이론적으로 보여주었다. 창의성은 다측면

문성 수행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일반

적 특성을 지니기에 창의성이라는 하나의 개

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전문성 이론을 기준으

념으로 창의성 연구가 수행되는 것은 매우 위

로 온톨로지 체계에서 얼마나 더 멀리 위치한

험한 접근일 수 있다. 이에 다양한 창의성 형

이론을 활성화 시켰는지 측정해 볼 수 있을

태의 발현기제를 밝히는 기존 연구들과 그 흐

것이다.

름을 같이하여 서로 다른 창의성 형태의 발현

둘째, 실제적 측면에서 빅데이터 기반 창의

과정을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시스템화 하였으

성 평가의 기계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다.

며, 이를 통해 창의성의 형태에 따라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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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접근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

하는 평가 기준도 창의성의 모든 요소를 포함

주었다.

하지 않고, 한 부분인 유연성에만 중점을 두

또한, 전문성과 창의적 전문성의 차이를 인

고 있다. 즉, HowNet과 같은 온톨로지 시스템

지심리학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으로 평가된 은유는 유연성의 측면에서만 설

을 제안했다. 기존의 전문가와 초보자의 인지

명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인 창의성에 대한

적 특성 차이를 넘어 온톨로지 시스템을 통해

평가는 결국 전문가 평정과 같은 방법으로 사

전문가와 창의적 전문가의 인지적 특징 차이

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

를 밝혀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와

는 바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평정이 어려운

같은 연구는 전문가들이 창의적 전문가로 성

유연성의 경우 온톨로지와 같은 기계의 시스

장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비인지적 요소들을

템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새

밝혀서 창의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실제적 방

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안을 고안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HowNet 시스템의 경우 영어와

이러한 실제적, 학술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한국어 언어의 미묘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

한 차이를 담아 해석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다. 먼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온톨로지 기

한국어 언어에는 작은 표현의 차이가 빚어내

반 창의성 발현과정 및 평가방안은 유연성에

는 전혀 다른 결론들이 있다. 예를 들어, 중요

만 중점을 두고 있다. 유창성, 정교성, 성급한

하다/소중하다, 소망/희망, 평안하다/편안하다,

종결에 대한 저항 등과 같이 창의성을 구성하

처참하다/처절하다, 동정/연민, 은은하다/은근

는 다양한 다른 요소들에 대하여는 설명 할

하다, 정성/성의, 축하/축복, 유쾌/상쾌/통쾌 등

수 없다는 것이 그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과 같이 다른 듯 미묘한 차이를 영어로 바꾸

온톨로지를 이용하여 창의성의 다른 요소들도

어 HowNet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설명가능한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KAIST에서도 한국어 기반

둘째, 은유생성의 발현과정을 온톨로지라는

온톨로지 시스템인 코어넷(CoreNet)을 개발하

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것이 과연 의미

였고, 이를 서비스화 하여 공개하고 있다

있는 작업인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킬 수 있

(http://wordnet.kaist.ac.kr). HowNet 기반 창의성

다. 즉, 본능적이고, 돌발적이고, 직관적이고,

발현과정 탐색 및 평가방안을 코어넷과 같은

때로는 예술적이기도 한 은유의 발현과정을

한국어 온톨로지에 적용하여 한국어 언어만의

기계의 추론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미묘한 차이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

것은 기계가 능가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

을 향후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량을 기계가 가진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직관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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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xploration of Creativity Ontology From a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and Its Educational Application

An, Donggu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Han, Ki-Soo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eative processes from a cognitive psychological perspective using the
Ontology knowledge system.

Here is the summary of the meaningful outcome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ed a new approach to explain the creative processes using the Ontology knowledge system in order
to describe the processes in an explicit and systematic way. Specifically,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underlie metaphor generation, divergent thinking, and creative expert performance were explained in a
more objective and systematic manner using the Ontology system. Next, we suggested the ways to assess
and develop the different forms of creativity by describing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underlie diverse
forms of creativity. Finally, we provided a clue to look at the underlying processes of the creative expert
performance by explaining the difference between expertise and creative expert performance.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ed the different ways to enhance the cognitive processes depending on the purposes of
creativity development, and how to apply them to creativity education and assessment.

Key Words : creativity, divergent thinking, metaphor, creative expert performance, on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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