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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
의성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당신은 창의적인가? 당신의 아이는 

창의적인가? 당신의 앵무새는 창의적인가? 빌 게이츠나 J. K. 롤

링 혹은 레이디 가가는? 킴 카다시안이나 패리스 힐튼은? 혹은 나이키 최

고경영자나 미네소타 트윈스의 2루수나 ‘That’s a spicy meatball!’1을 쓴 

광고 카피라이터는?

‘Ode to Billy Joe’를 1967년에 작곡하고 노래를 한 바비 젠트리(Bobbie 

Gentry)는 창의적인가? 지난 30년 동안 그녀가 가수나 작곡가로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게 될까? 만일 그녀가 죽었다

면 다르게 생각하게 될까(실은 그녀는 살아 있다)? 샐린저(J. D. Salinger)

는 창의적인가? 그는 1965년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글을 발표하지 않았지

만 2010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출판된 그의 전기(Shields & Salerno, 2013)에 의하면 샐린저가 쓴 여러 책

이 앞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 책들이 출판된다

면 샐린저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그 책들은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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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명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순수함을 지키려는 10대 청소

년인 홀든 코필드2가 도전하는 더 많은 이야기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 파

수꾼(Go Set a Watchman)3이 출판되면서 당신이 생각하던 하퍼 리(Harper 

Lee)의 창의성에 대한 생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보모로 일하면서 생생하게 포착한 거리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

(Vivian Maier)는 어떤가? 그녀는 2009년에 죽을 때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

았다(사실 현상되지 않은 그녀의 사진도 많았다). 그녀가 죽기 몇 해 전

에 창고 임대료가 밀리자 창고 주인이 그녀의 사진과 필름 원판들을 경매

에 내놓았다. 존 말루프(John Maloof)가 그것을 구입하고 그녀의 재능이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작품 전시회도 열리고 책도 출판되고 그

녀의 삶과 작품세계가 다큐영화로도 제작되어 그녀는 유명해졌다(Bailey, 

2013).

엘리샤 그레이(Elisha Gray)는 어떤가? 엔지지어인 그는 초기 전화기를 

연구했으며 많은 역사가들 중에는 알렉산더 벨이 특허청에 조금 먼저 등

록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가 설계한 것을 벨이 훔

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Evenson, 2001). 그레이가 창의적인 것은 분

명하지만(그는 7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음악 합성기의 아버지

라고 불린다), 그렇다고 창의적인 천재라고 할 수 있는가? 혹은 그가 전화

기를 발명한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벨은 창의적인 천재인가?

한 아름다운 추상화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창의적인가? 만일 그 화가

가 물감을 캔버스에 마음대로 뿌리고는 최종 산출물을 쳐다보지도 않았

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창의적인가? 만일 그것이  

3세 아동이 그린 것이라면? 혹은 침팬지가 그렸다면? 아니면 컴퓨터가 그

린 그림이라고 해도 창의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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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창의적인가? 파이 먹기 대회에 나가서 작은 부스러기를 먹

다 잠을 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에게 참가 리본을 주는 것과 같은

가? 만일 우리 모두가 창의적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아무도 창의적이지 않

다는 뜻일 수 있으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인크레더블(The Incredibles)4다.

창의의 정의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창의성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창의성에 대한 많은 논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동의하

는 정의는 없다. 문학, 사랑, 피자, 혹은 거북이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

는 정의가 없는 것과 같이 창의성에 대하여 모두가 동의하는 정의가 없다

고 매우 기술적인 측면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거북이

에 대하여 거북이는 실제로는 인시목5에서 나온 날개가 있는 곤충이며 우

리가 나비라고 잘못 이름붙인 것이라고 주장할 사람들이 항상 있다. 그러

나 우리는 창의성에 대한 꽤 일치하는 정의를 실제로 가지고 있으며 다른 

주장들에 대해서는 문헌에서 깊이 탐구하지 않고 있다(Cropley, 2015).

대부분의 창의성 연구자들은 일관되게 두 가지 주요 요소에 추점

을 맞추었으며 이 핵심 개념은 60년 이상 유지되어 왔다(Barron, 1955; 

Guilford, 1950; Stein, 1953). 첫째, 창의성은 차별적이고, 새롭고, 혹은 

혁신적인 무엇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만일 당신에게 창의적인 노래를 불

러달라고 부탁했을 때, 당신이 ‘생일 축하합니다’를 부른다면, 그것은 독

창적인 것이 아니다(그리고 그 노래는 아직 논쟁이 될 수 있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당신은 소송을 당할지도 모른다). 만일 ‘라, 라, 라’

라고 웅얼거린다면, 그것도 새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만

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위적인 작곡가 존 존(John Zorn) 같은 사람이 오



6제1부 창의성의기초

랜 시간 유리가 깨지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크리스탈나흐

트(Kristallnacht)6라는 제목의 교향곡을 만들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이 훌륭

한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반복적으로 들으면 영구적

인 청력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 표시를 붙여야 되겠지만). 내가 

만일 당신에게 창의적인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청할 때 당신이 나의 창문

을 깨는 것으로 반응한다면 당신은 그 후로 다시는 내 집에 못 올 것이다.

창의적이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그 과제에 

적절해야만 한다. 창의적인 반응은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내

가 배고프다고 할 때 당신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볼트(bolts) 한 사발을 준

비한다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 내가 

그것을 모두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내 배는 고플 것이고 심각한 복통이 일

어날 것이다.

과제 적절성의 요건은 직관적으로 포착하기가 더 어려우며, 사실 독창

성보다는 덜 중요할 수 있다. 한 연구는 독창성 점수가 과제 적절성 점수

보다 (독립적인) 창의성 점수를 더 잘 예측하며, 고도로 독창적인 아이디

어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과제 적절성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

했다(Diedrich, Benedek, Jauk, & Neubauer, 2015). 결국은 ‘새로움’과 ‘적

절성’ 모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한 가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시 말해 창의성은 모 아니면 도의 곱셈 게임이다. Simonton(2012)은 

그것을 창의성＝독창성×적절성으로 표현한다. 만일 독창성이 0이거나 

적절성이 0이면 창의성은 0이 된다(만일 0을 곱해서 양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단한 사건이 될 것이다).

분명히 다시 말해서, 당신은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춤추는 오징어, 스리피스 정장을 입은 알비노 오소리, 양말을 신고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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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의 결혼 전곡을 아카펠라로 노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

러나 만일 그것이 그 과제에 관련한 적절성이 없다면? 만일 유용하지 않

거나 관련성도 없으면서 단순히 조현병이 아닌가 걱정할 정도로 독창적

이라면? 당신은 절대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창의성에 대한 세 번째 요소를 제안한 사람들도 있다. Sternberg와 동

료들(Sternberg, 1999; Sternberg, Kaufman, & Pretz, 2002)은 독창성

과 적절성 이외에 질적 수준도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Hennessey와 

Amabile(2010)은 창의성을 “개인 혹은 더 큰 사회집단을 위해 가치가 있

는 신기한 산출물, 아이디어, 혹은 문제 해결”(p. 572)이라고 정의했다. 가

치가 있는 것은 또한 과제 적절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창의성의 세 번째 요소는 계획되지 않은 놀라운 것이

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Boden(2004)은 창의성은 신기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라고 주장했고, Simonton(2012)은 새롭고, 유용하고, 뻔하지 

않은 것을 기준에 포함시켰다. Amabile(1996)과 Perkins(2000)는 창의성은 

알고리즘/계획성이 덜하고 휴리스틱/무계획성이 더 많으며 “아하!” 하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Simonton(2012)이 지적했듯이 이것들은 모

두 놀라움과 일치한다.

Kharkhurin의 창의성의 네 가지 준거(2014)는 창의성에 대한 동양과 서

양의 개념을 통합하려는 시도다. 기본적인 두 가지 구인(우리가 말하는 

신기성과 유용성) 이외에, Kharkhurin은 더 동양적인 개념인 미학(본질이

나 진실을 제공하는)과 진정성(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을 반영하는)을 창의

성 방정식의 부분으로 제안했다.

더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제안되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두 가지 축

은 새로움과 적절성이다. 하지만 새롭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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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새로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상표명이 있는 유명한 진통제와 약

효가 같은 일반 약품을 만드는 회사는 창의적인가? 조지 해리슨(George 

Harrison)의 노래 My Sweet Lord가 치폰스(Chiffons)의 He’s So Fine을 

(무의식적으로) 부분적으로 표절한 것으로 후에 판결이 난 사례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동이 여름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고서 일부 

모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웨스트사이드 스토리>가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현대판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되는가(뮤지컬 애호가들

은 이와 마찬가지로 Your Own Thing7과 셰익스피어의 12야의 관계를 떠

올리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에 대해 우월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내 제자였고 지금은 자주 함께 

연구하는 동료인 멜라니가 해준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녀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의사, 변호사, 공주, 카우

보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라고 했을 때의 일이다. 한 작은 남자아이의 차

례가 됐을 때 그는 “나는 커서 참치 샌드위치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이것은 창의적인 생각인가?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샌드위치가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독특한 생각이지만 ‘적절성’ 기준에는 미

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사례는 그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

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주가 되고 싶어 하는 아이는 어떨까? 그것은 최소

한 가능한 일이니까(어딘가 미적거리고 있는 결혼 안 한 왕자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하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비록 극히 독창적이라고는 못

해도). 한 아이의 장래 희망이 적절하고 따라서 잠재적으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부적절한 것의 경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 겨드랑이 냄

새를 맡는 것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아동이 있다면 어떨까? 그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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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은가!

시간 이동을 하는 빌리 필그림(Billy Pilgrim)8이나 파괴하려고 지켜보

고 있는 거대한 감시판과 같은 이야기가 논픽션 책에서 재등장하지는 않

을 것 같다. 하지만 누가 어떤 것이 창의적이라고 결정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여러 번 재등장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면 그 답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의 연속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친구이자 동료인 Vlad Petre Glăveanu

는 어떻게 어떤 것이 창의적인가?를 질문하기 좋아한다. 나는 종종 “어떤 사

람이 창의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고심한다. 당신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

떻게 답할 것인가 생각해보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답이 나온 질문도 있지만 많은 질문은 답과 함께 

더 많은 질문을 내놓고 있다. 그렇다고 “봐, 창의성은 결국 공부할 방법이 

없어. 모두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 과학은 특히 

대중언론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사실보다는 스토리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에 깊이 몰두하는 

과학자가 베스트셀러 작가보다 더 관심을 받는 예는 드물다. 나는 사실 

속에서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더 예쁜 스토리를 말하기 위해

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무시하거나 오역하지는 않을 것이다(물론 의도적

이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거나 해석을 잘 못할 수는 있겠

지만). 이런 불일치하거나 갈등적인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창의성

이 무엇인지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

짧은 역사

심리학 분야에서 창의성 연구의 역사는 1950년 이전과 1950년 이후의 두 

시대로 나눌 수 있다. 1950년 이전에는 창의성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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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없지만 유명한 사상가들은 창의성에 대해 항상 생각했다. 플라톤은 창

의성(시인의 작품과 같은)은 뮤즈 신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

이라고 말했다(Rothenberg & Hausman, 1976). 프로이트는 ‘창의적인 작

가와 백일몽’이라는 수필 속에서 창의적인 작가를 ‘이상한 존재’로 묘사했

다(1908/1959). 아인슈타인은 상상력과 창의성에 대해 자주 논의했으며 

‘상상력이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다(Calaprice, 2000). 교육 개혁가인 

죤 듀이(1934)는 ‘경험으로서의 예술’에 대한 수필을 썼다. 마찬가지로 비

고츠키와 칼 융도 창의성에 대한 잘 알려진 수필을 썼지만 이 두 사람 모

두 집중적으로 창의성을 연구하지는 않았다.

창의성에 대해 논의하거나 연구한 대부분의 초기 연구자들은 실제로

는 창의성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 알프레드 비네(Alfred Binet), 

캐서린 콕스(Catherine Cox),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찰스 스피

어먼(Charles Spearman)과 같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천재나 지능에 관

심이 있었다(Becker, 1995). 창의성에 관심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현대 

르네상스 유형의 인물들로서 그 분야에 대한 열성적인 학생들의 기억 속

에서도 잊혀졌다. 제본스(W. S. Jevons)는 논리학과 경제학을 가르쳤지

만 여러 가지 분야에 손을 댔다(Mosselmans & White, 2001). 베툰(George 

Bethune)은 설교자이면서 유명한 찬송가도 썼고, 제물낚시도 연구하

고, 민주당 정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했다(Stedman, 1900/2001). 해즐릿

(William Hazlitt)은 열정적인 비평가이자 화가로 유명한 예술가 친구들을 

주위에 두고 있으면서 정치나 문학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해서 많은 친구

들을 화나게도 했다(Wu, 2008). 그당시의 한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

했다. “창의적 사고 과정에 대한 문헌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익한 것으로 

보인다”(Hutchinson, 1931, p.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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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잊혀진 중요한 연구와 논문들도 있다. Chassell(1916)은 12개의 

독창성 측정법을 만들었다. 이 검사 중 몇 개는 문제 해결력을, 또 어떤 것

들은 고수준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었다. 몇 가지는 100년 후에 사용

되는 측정 방법과 놀랍도록 비슷하다. Chassell의 신기한 상황 검사에서, 

그녀는 대학생들에게 “만일 물의 화학적 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모

든 물이 얼자마자 부피가 팽창하지 않고 수축한다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

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와 같은 여섯 가지 질문을 했다. 그 반

응을 가지고 독창성에 대한 점수를 주었다. Chassell의 연구는 그 후 선구

자들의 연구보다 수십 년 앞선 것이었지만 실제로 그녀의 연구를 인용하

거나 인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초기 연구들 중에 덜 인상적인 것들도 있다. Witty와 Lehman(1929)은 

창의적인 천재들, 그중에서도 특히 창의적인 작가들은 ‘신경불안’으로 고

통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들 또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사실 아이디어는 앞으로 연구할 선구적인 것이

었다). 이에 관련하여 Hutton과 Bassett(1984)은 백질 절제수술을 받은 환

자는 덜 창의적인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1950년 미국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길포드(Joy P. 

Guilford)는 회장 연설에서 심리학자들이 창의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창의성은 중요한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연구 수준이 기대

치에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1950년까지 심리학 초록에 등록된 논문 중 

창의성에 대한 논문은 0.2%가 되지 않았다(Guilford, 1950). 그는 창의성 

분야의 발전에 기여했다.

길포드가 단독으로 창의성을 심원한 곳에서 끌어내어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도록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느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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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도 있다. 길포드가 한 일은 그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창의성 연구

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의 연설 이후 1950년대에 출판된 아

이디어와 연구들이 아직까지 널리 인용되고 존중받고 있다. 대조적으로 

그의 1950년 연설 이전의 논문들 중에서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주 적다. 

길포드의 창의성 연구는 인지 과정을 강조했다. 또 한 사람의 전설적인 

창의성 선구자는 토런스(E. Paul Torrance)다. 그는 길포드의 개념을 기반

으로 토런스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를 개발했

다(이 검사는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측정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세 번

째 개척자는 배런(Frank Barron)이다. 그는 [맥키넌(Donald MacKinnon

과 함께]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Institute for Personality 

Assessment and Research(IPAR)에서 유명한 창조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

하기 위해 수십 년간 선봉에 서서 노력했다. 한편 광고업자인 오스본(Alex 

Osborn)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개발하여 창의성 적용 분야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

창의성과 관련된 개념 

학자들은 구획을 정하고, 분류하고, 위계를 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창의

성도 다를 바가 없다. 이 책의 많은 부분은 심리학 연구에 기반을 둔다. 

그 이유의 일부는 내가 받은 훈련과 나의 배경이 심리학 연구이기 때문

이고 또 다른 이유는 실제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

기 때문이다. 내가 기반을 두고 있는 다른 두 가지 분야는 교육과 비즈니

스다. 심리학, 교육, 비즈니스 이 세 가지 분야는 창의성에 대한 가장 많

은 박사 논문이 나온 분야다(Kahl, da Fonseca, & Witte, 2009; Weh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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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kszentmihalyi, & Magyari－Beck, 1999). 창의성을 연구하기 위한 많은 

접근이 있듯이 여러 분야에서 나온 핵심 용어들도 많이 있다(여러 용어들

에 대해서는 Glăveanu, Tanggaard, & Wegener, 2016 참조).

혁신이란 단어는 가끔 창의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

로 적용을 더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비즈니스, 경영, 엔지니어링, 

산업/조직심리학과 관련성이 더 많다. 창의성과 혁신의 한 가지 차이점은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결정하는 

것인 반면에 혁신은 이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이

다(West, 2002; West, Hirst, Richter, & Shipton, 2004). 이 접근에 의하면, 

내가 새로운 게임에 대한 굉장한 아이디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창의성이

다(‘앵그리버드’와 같이 새총으로 작은 새들을 날려 알을 훔쳐간 돼지들을 

물리치는 게임을 생각하는 것). 만일 실제로 그 게임을 만든다면 그것은 

혁신이다. 적용 스펙트럼을 확장해서 더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실제

로 새로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비즈니스나 조직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된다(Low & MacMillan, 1988). 창의성은 

전통적으로 이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Zampetakis, 2008).

상상력도 창의성과 동의어로 가끔 사용되지만 상상력은 최종 산출물을 

덜 강조한다. 상상력은 당신 머릿속에만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거의 없는 

단순한 환상일 수도 있고 놀이(play)로 나타날 수도 있다(Singer & Singer, 

1990). 창의성의 정의에서 말하는 ‘적절성’이 상상력에서는 핵심적인 역

할을 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있어서 상상놀이는 종종 창의성의 전조로 보

이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은 아동이 가장하고 공상할 때 일어나는 것을 묘

사하는 더 기술적인 방식이다(Russ, 2013; Russ & Fiorelli, 2010). 상상놀

이는 특히 상상의 친구가 관련되어 있을 때 어린 아동의 창의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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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Mottweiler & Taylor, 2014). 가끔은 상상놀이가 더 발전해서 즉

흥공연이 되기도 하는데 그때 청중은 실제 창의적 과정을 볼 수 있게 된다

(Sawyer, 2011). 즉흥공연은 종종 코미디 극단이나 재즈 앙상블과 같은 집

단에서 일어난다. 즉흥공연 테크닉을 사용하여 아동을 훈련시키면 창의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Sowden, Clements, Redlich, & Lewis, 2015). 또 하

나의 성인들의 놀이로 나타나는 것으로는 창의적 여가활동이 있으며 지

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Hegarty, 2009; Hegarty & Plucker, 2012).

미학은 예술에 대한 연구다. Tinio(2013)가 말하듯이 창의성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술(혹은 과학이나 비즈니스 혹은 그 외)을 창조하는지에 관심

이 있는 반면에 미학은 어떻게 사람들이 예술을 지각하고, 생각하고, 해

석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춘다. 수년 전에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마그리트 작품을 보고 매료되었는데 내 아내는 조용히 전시장을 나오고 

싶어 했다. 뉴먼(Barnett Newman)9은 커다란 캔버스에 밝은 색깔의 큰 띠 

모양을 그렸으며 어떤 사람들은 천재라고 칭송했다. 다른 사람들은 황제

의 새로운 옷을 연상했을 수도 있다(실제로 칼을 들고 미술관에 들어간 한 

관람객이 뉴먼의 그림 하나를 훼손시켰다). Yasmin Reza(1996)가 대본을 

쓴 연극 Art는 커다란 하얀색 그림을 구입한 사건이 어떻게 친한 친구의 

우정을 파괴하는지를 보여준다.

천재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들이다. 사이먼트(Dean Keith Simonton)는 

천재에 대한 대단한 이론적·경험적 연구들을 많이 수행했다(101 시리즈 

중의 하나인 천재 101; Simonton, 2009). Simonton(2009)이 이야기하듯이 

천재란 일반적으로 극히 똑똑하거나 매우 높은 성취를 한 사람을 말한다. 

창의적이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혹은 뛰어난 수행을 나타내는 업적이 이

것들에 포함된다. 천재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전문성이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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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약 10년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와 훈련 뒤에 나타난다(Bloom, 

1985; Ericsson, 2014; Hayes, 1989; Simonton, 2014). 이 책의 다른 장에

서 창의적인 전문성에 대해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다음 장 연결하기

많은 창의성 이론에 이런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분

야의 주요 이론 중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역자주

  1.  1969년에 나온 미국의 유명 TV 광고

  2.  1951년에 발표된 샐린저의 소설 호밀밭의 파수꾼(The Catcher in the Rye)의 

주인공으로 10대의 불안을 상징하는 인물

  3.  2015년에 출간된 하퍼 리의 두 번째 작품. 첫 번째 작품은 55년 전인 1960년

에 출간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앵무새 죽이기이다.

  4.  모두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 이야기를 다룬 미국 영화

  5.  인시목(鱗翅目)：나비나 나방류(類)를 포함하는 곤충강(綱)의 한 목. 성충의 

네 날개는 작은 인편(鱗片)으로 덮여 있다. 

  6.  1938년 11월 9~10일 나치 독일이 유대인과 유대인 재산에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던 밤. Night of Crystal 혹은 깨진 유리의 밤(Night of Broken 

Glass)이라고도 한다.

  7.  셰익스피어의 십이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록 뮤지컬 코미디로 만든 작품

  8.  커트 보네거트(Kurt Vonnegut)의 소설 제5도살장(Slaughterhouse－Five, 1969)

에 나오는 허구적인 인물

  9.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이자 조각가. 대형 모노크롬 작품으로 유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