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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에 대한 실험연구는 통찰의 발생 과정을 반영하는가?:
통찰 실험연구에 있어 실험문제와 실험절차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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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은 창의적인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통찰을 만드는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통찰의 과정을 밝히려는 실험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상반된 연구결과의 원
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문제와 실험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적 설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적 대안은 통찰의 발현기제와 관련 변인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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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구인으로서 연구의 관심을 받기 시

론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한 역사가 이미 70여년에 이르는 까닭에 창
의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
되어 왔으며,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의 양 또

Ⅰ. 창의적 문제해결의

한 그다지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핵심 과정으로서의 통찰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창의가 어떻게 발
현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창의가 발현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주

물론, 정의라든가(예를 들어, Parkhurst, 1999;

목받는 주제 중 하나는 통찰(insight)이라는 현

Plucker & Beghetto, 2004) 개인의 특성(예를 들

상이다.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절차를 따르는

어, Simonton, 1984) 혹은 구인으로서의 성질

일반적인 문제해결과정과는 상이하게 어느 순

(예를 들어, Kaufman & Baer, 2004) 등 다양한

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측면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창의에 대한

통찰은, 위대한 창의적인 산물이 만들어지는

연구는 요소(component)가 무엇인가의 문제에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일화적 사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들을 근거로 창의가 발현되는 결정적인 인지

물론 이들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과정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임웅, 2009).

없겠지만, 창의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우리의

일반적으로는 논리적이며 점진적인 추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신장시키는 것이라면 창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보통이지

가 발현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더 활

만(Weisberg, 2006), 논리적 절차와는 전혀 관

성화될 필요가 있다(임웅, 2009). 왜냐하면, 대

계없어 보이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도 문제

부분의 질문에는 이미 그 대답의 방향과 내용

가 해결되는 상황이 존재하기도 한다(Ohlsson,

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창

1992; Scheerer, 1963; Wertheimer, 1959). 즉, 때

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때로 우리는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

가, 있다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즉 창의

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지자원을 투입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창의가 어떻게 발현되는가

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

에 대한 즉, ‘과정(process)’에 대한 것으로 그

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와 방향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본 연구는 창의적인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시

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통

간이 지나면 새로운 지식이나 인지전략의 투

찰(insight)에 대한 실험연구의 문제점을 분석

입 없이도 갑자기 문제의 답이 떠오르는 현상

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은 분명 존재한다. ‘아하! 경험’이라고도 표현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통찰이 지각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간 지각(perception)

의 영향으로 발생하는지 혹은 지식의 역할 때

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던 형태주의 심리학

문인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의 원인을 분석하

자들에 의해 제안된 통찰(insight)이다.

고 보다 타당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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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카!’를 외쳤던 Archimedes의 경우라든가 꿈

하여 모든 시도를 한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에서 본 뱀에서 벤젠 구조 모델의 영감을 얻

않는, 더 이상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보이는

었다는 Kekulé의 일화와 같은 얘기들은 우리

지점을 의미한다. 둘째, 막다른 골목이 발생한

의 흥미를 자극하는 드라마틱한 일화일 뿐이

이후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는 반드시 일

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정한 시간이 걸려야 한다. ‘무진전 기간’이라

러한 일화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 재현된 통

고 표현되는 이 기간에는 문제해결과 관련되

찰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은(예를 들어,

는 어떠한 활동이나 진전도 없어 보인다는 특

Bowden & Beeman, 1998; Durso, Rea, & Dayton,

징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해결이 단계적

1994; Lavric, Forstmeier, & Rippon, 2000;

이고 점진적인 절차 없이 ‘아하!’하는 경험을

Metcalfe, 1987; Metcalfe & Wiebe, 1987) 통찰이

동반하며 갑작스럽게 일어나야 한다.

창의적 산물을 만드는 과정에 실제로 개입되
고 있다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떠한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통찰로 인

그렇다면, 통찰은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것

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 개의 과정을

일까? 타고난 재능과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치며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통찰이 발생했

우연한 영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일가? 아니

다고 연구자들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면 이러한 통찰을 만드는 어떠한 절차가 있는

따라서 통찰에 대한 실험연구는 이러한 세

것일까? 이제 지금까지 통찰의 과정을 밝히

개의 과정이 발생하도록 설계된다. 이들 연구

고자 실험실에서 수행되어온 통찰에 대한 연

들은 일반적으로 실험 참가자의 선행지식을

구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통제하고, 문제를 접했을 때 문제 해결에 관

하자.

계없는 단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며, 문제 상
황의 새로운 구조화 즉, 재구조화(restructuring)
가 가능한 실험 문제를 사용한다. 선행지식을

Ⅱ. 통찰실험의 설계

통제하는 이유는 보통의 실험연구에서와 마찬
가지로 문제의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

통찰이 점진적이고 순차적인 일반적 문제

식을 통제하기 위해서이고, 문제의 해결에 상

해결 절차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학

관없는 단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이유는

자들은 통찰이 발생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막다른 골목과 무진전 기간이 발생하는 상황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순차적으로 진

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며, 재구조화가 가능

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Ohlsson, 1992;

한 문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를 재구조화하

Weisberg, 1995, 2006). 첫째, 일단 문제를 해결

는 순간 답을 발견했을 때 ‘아하!’라는 느낌을

하는 과정에서 막다른 골목(impasse)이 발생하

주는 것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막다른 골목이란 문

이러한 세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진지한

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과연 통찰 실험에 어떠

점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한 번의 실패를 의

한 문제를 사용할 것인가이다. 통찰실험에 사

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단서를 동원

용되는 문제가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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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이로부터 도출된 결론

필수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간단히 정

이 통찰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라 말할

리하자면, 저지식문제란 문제의 해결에 필요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모든 정보가 지시문에 제시되어 있는, 해

이제 지금까지 통찰실험에 어떠한 문제가
사용되어왔는지 알아보고 이들 문제가 통찰이

결을 위해 별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 문제를
의미한다.

발생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적합한
문제들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통찰과 관련된 실험 연구에서 저지식문제
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험 참가자들이
소유한 사전 지식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다. 이러한 저지식문제는 참가자의 상식적

Ⅲ. 통찰실험문제의 종류와 한계점

인 지식이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도록 고안된
다(VanLehn, 1989; Weisberg & Alba, 1981a). 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찰의 발생과정

가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때

을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이 타당성을 담보하

문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기 위해서는 실험실에서 구현된 상황이 실제

그로인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통찰이 발생하는 현상을 반영해야하기 때문

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에, 통찰의 발현 기제를 밝히고자 하는 실험

특정한 지식이나 전략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

연구들은 실제로 통찰이 발생하는 과정과 동

에, 문제 내에서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

일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고 가정된 문제들

견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경

을 사용해왔다(예를 들어, Ash & Wiley, 2002,

험을 하게 된다.

2006, 2008; Cunningham, MacGregor, Gibb, &

6개의 성냥으로 각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Haar, 2009; Durso, Rea, & Dayton, 1994; Gick

삼각형 4개를 만들라는 문제라든가(Scheerer,

& Lockhart, 1995; Kaplan & Simon, 1990;

1963; Weisberg & Alba, 1981a), 세 개의 점만을

Metcalfe & Wiebe, 1987). 이들 연구에 사용된

움직여서 삼각형의 모양을 역으로 만들라는

문제는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문제(Metcalfe, 1986) 혹은 10 그루의 나무를 다

치는 특정한 지식이 개입되지 않는 저지식

섯줄로 배열하면서 각 줄에 나무가 네그루씩

문제(knowledge-lean problem)라는 공통점을 갖

들어가게 하라는 문제(Dreistadt, 1969; Sternberg

는다.

& Davidson, 1982), 제시된 땅을 4개의 똑같은

저지식문제란 해결을 위해 특별한 배경 지

크기와 형태로 나누라는 문제(Dreistadt, 1969;

식이나 훈련을 요하지 않는 문제로서, 문제를

Metcalfe, 1986) 등은 모두 이러한 저지식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는 모두 지시문에 제

의 전형적인 예들이다.

시된다(Chronicle, MacGregor, & Ormerod, 2004;

이들 저지식문제가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VanLehn, 1989; Weisberg, 2006). 물론 어떤 사

작용하는지에 대해 Metcalfe(1986)의 삼각형문

람은 그 문제가 속해있는 영역에 대해 보다

제를 통해 살펴보자. 이 문제는 ‘지면의 위쪽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

을 가리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삼각형에서 점

한 지식의 소유가 저지식문제를 해결하는데

세 개를 움직여 삼각형이 지면의 아래를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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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참가자의 선행지식을 통제하고 문제해결
에 방해가 되는 지각을 유도하여 재구조화를
경험하게 만드는데 용이한 것이 사실이다. 하
지만 이러한 저지식문제가 문제의 조건을 재
구조화함으로써 갑자기 해결되는 경험을 제
공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러한 문제를 통해
밝혀진 결론이 실제로 창의적인 산물을 만드
[그림 Ⅲ-1] 위치 전환 삼각형 문제

는 과정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는 여전
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창

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의적인 문제해결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제로

이 문제는 그 해결에 필요한 전문적 수준

발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지식문

의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

제는 실험 참가자의 사전지식이 개입되지 않

를 해결하는 실험 참가자의 사전지식은 적절

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문제해결에서의

하게 통제된다. 다음으로 이 문제에서 요구하

지식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는 데에는

는 ‘지면의 위쪽을 가리키고 있는’ 삼각형을

한계가 있다.

‘지면의 아래를 가리키도록 하라’는 지시는

그렇다면 전문지식이 전제가 되는 고지식

제시된 삼각형이 역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문제(knowledge-rich problem)를 사용하는 것은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이를 만족하기 위해

어떨까? 고지식문제란 해결에 필요한 최소한

서는 삼각형의 윗부분이 아래로 옮겨져야 한

의 지식을 제시하는 데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

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처럼

의 지시문이 요구되는 종류의 문제로서 주로

위쪽의 점들을 아래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

전문가와 초보자의 차이를 규명하는 연구에

하기 위해서는 여섯 개의 점을 움직여야 한

사용되는 문제를 의미한다(VanLehn, 1989). 따

다. 점을 세 개만 움직여서는 해결이 되지 않

라서 고지식문제는 일반적으로 대수, 물리학,

는 것이다. 이처럼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에

열역학, 기하학과 같은 특정 학문분야라든가

집중하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체스나 브릿지 등 복잡한 정신작용이 사용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쪽 점들이 아래

는 게임 영역과 관련을 갖는다.

로 옮겨져야 한다.’는 자신이 설정한 초기 제

이러한 고지식문제가 창의과정을 설명하는

약으로부터 벗어나 문제를 재구조화 해야만

데 있어 저지식문제에 비해 보다 생태학적 타

한다. 즉, 역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지식문제가

반드시 위쪽의 점이 아래로 내려와야만 하는

통찰실험에 사용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통

것이 아니라, 아래쪽의 점이 위로 올라갈 수

찰의 조건을 만족시키며 해결되는 고지식문제

도 있고 위쪽의 점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

를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고 문제의 지시를 재구조화해야만 하는 것

다. 고지식문제를 사용할 경우 실험 참가자는

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들

이처럼 통찰실험에 사용되는 저지식문제는

이 막다른 골목을 경험한 후 아하! 하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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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보

고 하더라도 창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

통 고지식문제의 해결은 영역특수적인 지식이

는 통찰이라는 현상을 재현하는 데에는 고지

나 원리가 결정적인데, 전문가들은 이미 문제

식과제에 비해 저지식과제를 사용하는 것이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원리에 정통하기 때

보다 타당해 보인다.

문이다.

그렇다면 통찰에 대한 연구로 이러한 저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물리 관련 문제들

식문제를 사용하는 실험은 과연 무진전기간

을 분류하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 초보자들은

동안 일어난 일을 얼마나 적절하게 설명할 수

문제가 경사면을 포함하는가 혹은 도르래를

있을까? 통찰의 개념을 처음 제안하고 통찰이

사용하는가 등의 표면적인 특징에 주목하지

라는 현상의 실험연구를 주도해온 형태주의

만, 전문가들은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은 해

심리학자들은 무진전 기간 동안 ‘지각의 자발

결 원리에 주목한다는 연구결과(Chi, Feltovich

적 변화’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통

& Glaser, 1981)는 전문가들에게는 문제해결과

찰의 발생에 새로운 정보나 지식의 유입이 필

관련 없는 단서에 주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요 없기 때문에, 문제해결은 재구조화만으로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만약, 막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구조

다른 골목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무진전기간과

화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문제 상황

아하! 경험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에서 제시된 정보의 형태가 신경계에 불안정

이처럼 저지식문제와 고지식문제에는 각각

한 활동 패턴이나 힘을 설정하기 때문이라고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

가정하였으며, 이 불안정한 패턴이 자발적으

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주로 저지식문제가 사용

로 자극의 두 번째 해석인 다른 패턴으로의

되어 왔다. 이는 아마도 저지식문제를 사용했

재구조화를 이끈다고 보았다(Humphrey, 1963).

을 때 막다른 골목과 무진전 기간, 그리고 아

곧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에게 통찰은 지각의

하! 경험을 유도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일 것이

자발적인 변화에 의한 재구조화로 발생하는

다. 통찰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찰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러한 주장은 통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에서 발생하는 무진전기간에 대한 설명에는

것은 실험 참가자에게 실제 통찰의 과정이 재

타당할 수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창의에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무진전 기간의

개입되는 전문지식의 역할을 밝히지는 못한다

설명으로 일반화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

[그림 Ⅲ-2] 전문가 - 초보자 연구에 사용되는 물리 문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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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설명했듯이 실험연구에서 사용되는

지식문제가 사용되는 것에는 동의한다. 실험

통찰문제는 전형적인 저지식문제로서 이는 새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양한 외생변수

로운 지식이 유입되지 않고 재구조화만으로

를 통제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

해결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이

인의 역할에 대한 검증에 있으므로, 현상을

다. 무진전 기간은 지각변환을 통한 재구조화

재현할 수 없거나 외생변수의 통제가 현실적

를 구성하기 위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기

으로 어려운 고지식문제에 비해 저지식문제가

간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지식

보다 적절한 것은 사실이다.

단서를 탐색하는데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러한 저지식문제를 사용한다고

적용 가능한 전략의 적용원리를 구성하는데

하더라도 이를 사용한 연구절차는 두 개의 단

소비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다.

계를 거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문제 해

그렇다면 지식의 개입이 배제된 저지식문

결에 적용되는 기초 원리가 제시되어 이를 학

제를 사용한 연구는 어쩌면 지식단서의 탐색

습할 수 있는 단계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첫

이라든가 적용 가능한 전략의 도출이라는 가

단계에서 학습된 원리가 적용되는 단계를 거

능성을 차단한 채 수행되는, 따라서 이미 지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는 통찰을

각변환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고

만드는 재료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는데 도움

안된 연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실험은

본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실험자체로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로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연구에 가장 일반적으로

부터 도출된 결론은 현상의 원인을 왜곡할 가

사용되어온 ‘아홉-점 문제(nine-dot problem)’

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

(예를 들어, 민경미, 임웅, 2012; Burnham &

을 해결하기 위해 고지식문제를 사용하는 것

Davis, 1969; Chein, Weisberg, Streeter, & Kwok,

역시 실험상황에서 막다른 골목과 무진전기간

2010; Chronicle, Ormerod, & MacGregor, 2001;

그리고 아하! 경험을 안정적으로 재현하기 힘

Dominowski, 1981; Ellen, 1982; Kershaw &

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통한 연구로는 통

Ohlsson, 2001, 2004; Lung & Dominowski, 1985;

찰이 발생하는 미시적인 과정을 탐색하기 어

MacGregor, Ormerod, & Chronicle, 2001; Maier,

렵다는 문제가 있다.

1930; Ormerod, Chronicle, & MacGregor, 1997;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생태학적으로 타당한(ecologically valid) 연구를

Scheerer, 1963; Weisberg & Alba, 1981a, 1981b,
1982)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설계할 수는 없을까?

[그림 Ⅳ-1]에서 알 수 있듯이 ‘아홉-점 문
제’는 9개의 점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되
어 제시되는 문제이다. 실험 참가자는 종이에

Ⅳ. 생태학적으로 타당한

서 연필을 떼지 않고 네 개의 이어진 직선으

통찰연구에 대한 제안

로 9개의 모든 점을 연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림의 오른

본 연구자들은 통찰에 대한 실험연구에 저

쪽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홉 개의 점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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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받았을 때 43%가 문제를 해결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의 참가자들이 받은 문제와 유
사하지만 아홉-점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
는 전략이 포함되지 않은 연습문제를 받은 통
제 집단의 참가자들은 연습 후에 아홉-점 문
[그림 Ⅳ-1] 아홉-점 문제(좌)와 그 해결책(우)

제를 받았을 때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
러한 결과는 아홉-점 문제의 해결에 전략이

형성된 사각형 모양의 경계 바깥으로 선을 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장시켜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에는 점들이

또한 재구조화에 대한 형태주의 심리학

만드는 사각형 모양의 경계 바깥에서 선이 꺾

자들의 실험에서조차 실험 참가자들이 연습

여야 한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특정한 지식도

문제를 통해 아홉 점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저

풀어보는 문제 특수적 정보를 제공받았을

지식문제로 분류될 수 있다.

때나(예를 들어, Lung & Dominowski, 1985;

문제의 해답은 매우 간단해보이지만, 이 문

Kershaw & Ohlsson, 2001, 2004) 혹은 해답의

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의 문제는 그리 간단

구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시를 받았을

하지 않다. 아홉-점 문제에 대해 형태주의 심

때에만(예를 들어, Lung & Dominowski, 1985)

리학자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재구

아홉 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결과들은

조화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통찰이라는 현상을 지각패턴의 변화만으로 설

주장하였다. 제시된 아홉 개의 점들은 실제로

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

는 따로 떨어진 개별적 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할 것이다.

사람들은 아홉 개의 점들을 하나의 그룹 즉,

이처럼 동일한 문제를 통해 전혀 다른 결

사각형의 형태로 지각하기 때문에 선을 사각

론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통찰실험에 사용

형 형태 바깥으로 연장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된 저지식문제의 성질 때문일 수도 있다. 통

다. 따라서 형태주의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스

찰의 기제를 밝히기 위한 실험연구에서 사용

스로 부과한 사각형 형태에 대한 지각 패턴을

되는 저지식문제는 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잘못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

된 초기 지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막다른

다고 보았다(Ellen, 1982; Maier, 1930; Scheerer,

골목이 발생한 후, 초기 지각과는 상이한 요

1963).

소를 선택적으로 지각했을 때에만 해결될 수

반면에 Weisberg를 비롯한 인지주의 심리학

있다고 주장된 문제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저

자들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열쇠는 지각패

지식문제가 모두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

턴의 변화가 아닌 해결전략의 사용이라고 주

은 아니다.

장한다(임웅, 2012). 예를 들어 Weisberg와 Alba

Weisberg(1995)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들 저

(1981a, 실험2)의 실험에서, 아홉-점 문제와 동

지식문제들은 순수통찰(pure insight)문제와 혼

일한 전략이 쓰이는 두 개의 연습문제를 모두

성통찰(hybrid insight)문제로 분류될 수 있음을

해결한 참가자들은 연습이 끝난 후 아홉-점

알 수 있다. 순수통찰문제는 Duncker(194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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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문제와 같이 지각의 변화로 인한 재구조

있다면, 그들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화가 문제해결의 핵심으로 작용하지만, 아홉-

그것이 지각의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처치를

점 문제는 지각의 변화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받는 동안 학습된 전략 때문인지를 판단할 수

특정한 전략이나 시행착오에 의해서도 해결될

없는 것이다. 때문에 통찰 실험 연구의 타당

수 있는 혼성통찰 문제인 것이다(순수통찰과

성은 지각과 지식 변인이 분리되는 실험 설계

혼성통찰 분류는 Weisberg(1995)를 참조하라).

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혼성통찰로 분류되는 문제를

따라서 보다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 통찰의 재료가 지각인지 혹은 지

본 연구자들은 혼성통찰문제를 이용한 두 단

식인지에 대한 논쟁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

계의 절차를 거치는 설계를 제안한다. 이때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에 사용되는 혼

그렇다면 통찰 실험 연구에는 어떠한 문제

성통찰문제의 난이도는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가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 수많은

야 한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의 실험에서

연구에서 사용되어 왔던 아홉-점 문제와 같은

아홉-점 문제를 사용한다면, 두 번째 단계에

혼성통찰문제는 더 이상 사용되어서는 안 되

서는 Metcalfe(1986)의 연구에서 사용된 16개의

는 것인가? 본 연구자들은 통찰의 기제를 밝

점을 6개의 직선으로 한 번에 연결하는 문제

히는 실험연구에는 혼성통찰문제를 사용하는

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성질이지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만 서로 상이한 난이도로 구성된 혼성통찰문

앞서 설명했듯이 고지식문제는 문제의 해

제를 사용하는 것은, 통찰의 해결에 개입되는

결이 전문적 지식과 전략으로 해결되는 구조

요인이 지각인지 혹은 지식인지를 판별하는

이며, 저지식문제 중 순수통찰 문제는 지각의

최선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변화로 해결되는 구조를 갖는다. 따라서 고지

만약 아홉-점 문제의 해결에 단서가 되는

식문제나 순수통찰문제는 연구자가 원하는 결

전략을 연습하여 해결한 참가자가 16-점 문제

론이 무엇이냐에 따라 선택된다는 혐의에서

를 해결한다면 이는 통찰에 전략이 개입된다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

는 증거일 수 있다. 반대로 아홉-점 문제를

찰이 지각으로도 혹은 전략으로도 해결될 수

제시받지 않고 16-점 문제만을 제시받은 참가

있는 혼성통찰 문제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해

자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통찰이 표상

보인다.

의 재구조화로 발생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하지만 혼성통찰문제에 내재된 근본적인

결과일 수 있다. 물론 아홉-점 문제의 연습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지각과 지식의 역할이 혼재될 수 있으며(임웅,
2012), 이를 분리하여 연구하는 것이 그리 쉽
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실험 참가자들이 지각
의 영향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고안된 문제
를 해결하는 동안, 그들이 자신도 모르게 문
제 해결에 필요한 원리를 학습했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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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도 16-점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해결에

다. 그러나 창의적 산물이 발현되는 과정을

결정적인 전략을 알아냈을 가능성은 존재한

이해하지 않고서는 창의를 개발하고 신장시키

다. 하지만 16-점 문제의 해결 전략을 문제를

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다. 본 연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는 가

구자들의 제안이 창의를 만드는 과정의 바른

정은 아홉-점 문제와 같이 난이도가 낮은 경

이해와 이에 근거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작은

우에는 그럴듯하지만, 16-점 문제의 난이도를

단서가 되길 기대한다.

고려해볼 때 설득력을 담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통찰실험연구가 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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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s Experimental Insight Research Reflect Insight Process?
A Proposal for Selecting Adequate Problems in Insight Experiment
and Ecologically Valid Procedure of Insight Research

Lee Kyoung-m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Lim Woo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t has been proposed that an insight is crucial to make creative product.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yet what makes it and its process is. Moreover experimental research focused in this topic has
reported controversial results. This study examined what makes this controversial results. The authors
argued that these controversial ones were caused by using pure-insight problems and by one-step
experimental procedure. This study proposed that it would be considered using hybrid-insight problems
involved both perceptual functions and domain-related knowledge or strategy. In addition, two-step
procedures would be better to confirm the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These two
proposals on this study may let the controversial results reconcile with.

Key Words : creativity, insight, restructuring, perception, strategy, knowledge-lean problem, knowledge-rich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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