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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창의성에 대한 철학적 접근*

― 창의성 연구와 과학  발견의 계를 심으로 ―
1)

김  승
†

창의성은 인간의 인지적 사고 또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으며, 사회문

화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발휘된다는 점에서 심리학의 연구주제로 여겨

져 왔다. 과학의 창의성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과학은 다른 학문들

과 구별되는 과학적 발견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만일 과학적 

발견이 창의성 연구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 과학은 다른 학문들과 상이한 방

식으로 창의성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이 글은 ‘심리학 중심의 창의성 연구

의 형성과정’, ‘과학에서 창의성 연구의 접근과 한계’, ‘과학적 발견의 범주와 

과학의 창의성의 논의점’의 세 과정을 살펴 볼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과학의 

창의성이 과학적 발견에 대한 철학적 분석으로부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주요어】창의성 연구, 천재성, 과학의 창의성, 과학적 발견, 발견의 논리, 
실험적 실천

1. 서론

창의성은 인간의 인지  사고 는 능력과 직 인 련을 맺으며, 사

회문화  요인에 의해 향을 받아 발휘된다는 에서 심리학의 연구주

제로 여겨져 왔다. 과학의 창의성 역시 외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재

까지 과학의 창의성에 한 연구는 학문  범주의 구분이나 특수한 방법

 토 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단지 과학의 창의성은 심리학을 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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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 창의성 연구의 연장선에서 과학자의 인지  능력을 심리학의 이

론으로 분석하거나 과학에 한 교육학, 사회학  분석틀 안에서 간헐

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과학자의 창의성을 천재성, 정

신병, 뇌의 구조, 지능지수, 성격 그리고 사회제도  교육체계 등으로 설

명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하지만 과학은 단순히 과학자의 인지 능력으

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문 역과 구별되는 “과학  발

견”(scientific discovery)이라는 특수한 활동을 통해 진행된다. 분명 심

리학 심의 창의성 연구는 과학자들의 인지 능력을 히 설명할 수 

있다. 다만 과학의 창의성에 해 과학  발견의 분석을 배제하고 논의한

다면, 과학, 그림, 소설, 음악, 시 등의 상이한 여러 분야들의 창의성이 심

리학이라는 하나의 에서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고 간주해버리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과학의 창의성은 심리학 심의 창의성 연구와 과

학  발견에 한 분석이 상호소통을 이루어야 효과 으로 설명될 수 있

다.

이 의 목표는 과학에서 창의성 연구가 과학  발견에 주목해야하는 

근거를 살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 과학의 창의성을 설명하기 해 

심리학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이것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한 비

 고찰의 성격을 가진다. 이를 해 본론에서는 심리학 심의 창의성 

연구와 과학  발견을 연결하기 해 다음의 세 단계를 구분하여 검토한

다. 먼 , 창의성 연구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주요 논의 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의 창의성에 한 분석은 심리학 심의 창의성 연

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창의성 연구의 방법  토

를 검토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창의성 연구의 분석이 과학의 역에 

용되었을 때, 어떤 문제 이 있는지 비 으로 검토하고, 과학의 창의

성에 한 연구가 과학  발견에 주목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셋

째, 과학  발견의 분석을 통해 발견을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하고, 여기

에서 발생하는 과학의 창의성의 논의 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세 단계

에 한 분석을 통해 과학의 창의성에 한 연구가 심리학 심의 창의

성 연구와 구별되는 기반을 요구하며, 과학을 둘러싼 담론들의 학제간 연

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창의성에 한 철학  근 119

2. 창의성 연구의 형성

창의성 연구는 20세기 후 독일 통의 심리학을 심으로 천재성을 

개인의 인지능력으로 분석하는 시도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 반 미국 

통의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등을 심으로 본격 인 역이 구축되었

다. 20세기 후에 등장한 창의성 연구는 창의성에 한 특수한 목 과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기보다 독립 인 학문 역에서 성공 인 는 

새로운 성과가 개인의 특수한 능력으로부터 산출되었다고 제하고, 천재

성을 신화  해석 는 심리학의 하나의 으로 설명하는 부차 이고 

간 인 시도 다. 반면 20세기 반에 등장한 창의성 연구는 과학에 

한 사회문화  연구를 등에 업고, 창의성을 “문제해결 능력”이라는 구체

인 의미로 사용했다. 이 시기 창의성 연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발되었고, 창의  인재양성이라는 특수한 목표를 달

성하기 한 직 인 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창의성 연구의 흐름 속에

서 재 과학의 창의성은 독일 통의 심리학의 창의성 연구와 미국 

통의 과학에 한 사회문화 연구의 두 가지 상반된 연구가 결합하면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의 창의성은 두 연구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면

서 많은 오해와 편견을 양산하기도 했다. 그래서 창의성 연구의 역사  

형성과정과 사회문화  배경을 살펴보는 일은 과학의 창의성 연구의 담

론을 형성하기 한 근본 인 토 를 마련하는데 요한 의미를 가진다.

20세기 이  창의성 연구는 ‘창의성’이라는 용어를 직  사용하지 않았

지만  의미의 창의성 연구의 출발 으로 볼 수 있고, 20세기 와 

20세기 반의 창의성 연구의 토 를 제공한다. 이 시기 창의성 연구는 

개별 학문분야에서 성공 이고, 새롭고, 유용하다고 단되는 과학이론, 

기술  도구, 철학  사고, 술작품, 문학작품, 음악 등의 성과물을 산출

한 과학자, 기술자, 술가, 철학자, 문학가 등의 개인 학자들의 상상력의 

근원 인 힘을 주로 밝히는데 을 두었다.1) 하지만 부분의 창의성과 

 1) 20세기 이 의 창의성에 한 다양한 문헌의 분석은 Rothenberg, A. & 

Greenberg, B. (1976), The index of scientific writings on crea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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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연구들은 질 으로 상상력이 풍부한 성과물을 산출한 문학가, 

술가 등에 한 논의 고, 창의성의 근원을 구나 가질 수 없는 천재성

이라는 일반 인 에서 설명하는 수 이었다. 

그래서 20세기 이  창의성은 구나 가질 수 없는 특수한 성과를 창

출한 개인의 “천재성”(genius), “타고난 재능”(giftedness)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고, 부분의 연구들은 “천재들에 의한 소유물”의 의미를 가진 

천재성을 일반 인 수 에서 신화 으로 설명하거나 철학  망을 제시

하는 보 인 수 에 머물러 있었다.2) 표 인 사례로 시인, 음악가, 

웅변가, 학자 등의 다양한 이력을 가진 베순(G. W. Bethune, 

1805~1862)은 1837년 출 한 Genius에서 천재성이라는 용어를 사고의 

새로운 결합으로부터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며, 이것이 여러 인지 능력(연

합  사고, 상상력, 단력, 재빠른 지각력, 인내력, 기억력 그리고 아름다

움과 조화로움을 선택하기 한 좋은 미 심)에 의존한다고 설명했다.3) 

베순은  의미로 창의성 연구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창의성 연구의 

시 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20세기 이  창의성 연구는 20세기 에 

등장한 창의성에 한 ‘병리학 ’(pathological) 심리학 이론들의 기

인 작업의 토 를 제공했다.

20세기에 들어 창의성 연구는 독일 통의 심리학 연구를 심으로 천

재성이 “제정신이 아닌”(out of one's mind)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제하고, ‘ 기’(madness) 는 ‘정신병리학’(Psychopathology), ‘무의식 

과정’(unconscious process)과 같은 정상 인 사고와 구별되는 특수  

사고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4) 이 시기 천재성을 제정신이 아닌 

General : 1566～1974, Hamden, CT: Archon.에서 이루어졌고, 본고에서

는 Becker, M. (1995), pp.219-228을 참고했다. 특히 벡커의 에서는 19세

기 부터 이루어진 다양한 문헌들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은 창의성에 한 

5가지 일반 인 물음들에 을 맞춰 분석했다. ① 창의성은 무엇인가? ② 

창의성은 가 가졌는가? ③ 창의 인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④ 창의성

으로부터 가 이익을 얻는가? ⑤ 창의성은 의식 인 노력을 통해 향상시

킬 수 있는가?

 2) Gowan, J. C. (1977), p.249. 

 3) Becker, M. (1995),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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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 이유는 고  그리스 시기 신화  설명에

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  그리스인들은 천재성이 제우스의 딸 뮤즈

가 인간에게 ‘ 감’(inspiration)을 불어넣을 때 나타나며, 감은 병리학

인 정신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놓은 상태” 는 기의 

의미를 가진 특수한 심리 과정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생각

은 20세기  정신병리학자들이 기를 다양한 방식의 의학  정신이상 

는 정신  질병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천재성을 심으

로 창의성 연구가 심리학의 역에서 본격 으로 다루어졌다. 를 들어 

20세기 에 등장한 로이드의 ‘정신분석학’(Psychoanalysis)은 천재성

을 무의식  사고 는 의학  질병으로 설명하려는 창의성 연구의 극

인 시도라 할 수 있다. 이후 로이드의 향을 받은 많은 심리학자들

은 천재성을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우울증, 경조증과 같은 정신  질병을 

연 시키려는 분석과 무의식의 과정을 이론화하여 사고과정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등장했다.5) 

 4) 고  그리스 시기, 르네상스 시기, 계몽주의 운동에는 기를 신으로부터 

부여된 특수한 능력으로 인식했고, 18세기 낭만주의 운동 시기에 들어 이것

을 병리학 으로 이해하여 상상력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개인의 능력으로 인

식했다. 낭만주의 운동 시기에는 기와 천재성의 계를 심리학, 내과의사

로서 정신병 의사(Psychiatrist)들이 의학 으로 연 성을 악하려는 연구

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를 술가들, 작가들, 시인들의 감정  

표 , 직 , 공상  상상력을 설명하기 해 직 으로 사용했고, 이것은 

동시 의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태도를 설명하기 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

용되었다. 이후 20세기 들어 심리학의 역에서 창의성과 정신병리학을 연

결하여 설명하려는 연구들이 등장했다. Becker, G. (2001), pp.45-53.

 5) 천재성과 기에 한 계는 오래 부터 민담, 경구, 풍자시에서 기술되어

왔고, 실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에서 정신질환의 발병률이 높다는 사

실이 찰되면서 큰 심을 받게 되었다. 한 실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

들의 기에서 기에 한 내용이 기술되어 왔다는 에서 연 성이 있다

고 여겨졌다. 최근 창의성과 정신병의 계는 “차원  ”(dimensional 

view)으로 보는 견해가 새롭게 등장했다. 차원  은 정신병

(psychotic) 는 분열형(schizotypal) 상태를 원래 지니고 있던 정상상태의 

병 인 변형(variants) 상태를 보는 태도를 말한다. 최근 창의성과 정신병

의 계에 한 연구는 다음의 책 참고. Steptoe, A. (1998) /조수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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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세기 후 천재성의 의미와 심리학의 이론화를 심으로 이

루어진 창의성 연구는 경험 인 수 에서 크게 두 가지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천재성은 소수의 사람만이 가진 특수한 능력인가? 가드 (H. 

Gardner)는 Creating mind에서 20세기 뛰어난 성과를 낸 심리학자 

로이드, 과학자 아인슈타인, 미술가 피카소, 작곡가 스트라빈스키, 무용가 

그 이엄, 문학가 엘리어트, 정치지도자 간디가 각각 학문분야 안에서 특

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경험  연구를 수행했다.6) 가드 는 이들의 

지 능력과 성품, 사회  환경, 문제의식, 노력과 열정, 성취한 업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창의성 연구를 이끌어 내었다. 가드 의 연구는 천재성

을 가진 사람이 여러 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

에서 오랜 시간과 비과정을 거쳐 특수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을 보여

다. 이것은 천재성이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향

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둘째, 천재성과 정신병 는 무의식  사고는 인과 계가 성립되는가? 

와이스버그와 램미는 우울증과 조울증의 양극성 장애를 앓았다고 여겨지

는 고 음악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과 시인 에 리 디킨스의 생산성을 경

험 으로 분석했다.7) 와이스버그는 1830~1850년 사이 슈만이 경조증을 

역, (2008), pp.409-443.

 6) Gardner, H. (1993) , 임재서 역, (2004); 첫 번째 물음은 창의성 연구에

서 진행되는 “ 역 특수성”(Domain Specificity)과 “ 역 일반성”(Domain 

Generality)의 논쟁과 련이 있다. 20세기 후의 논의된 천재성은 개인이 

가진 특수한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이 여러 학문 역에서 특별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 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

진 개인이 여러 학문에서 특별한 성과를 내는 경우는 드물며, 많은 노력과 

오랜 비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에서 심리학 역의 창의성 연구자들은 

역 특수성에 동의한다. Weisberg, R. W. (1999), pp.230-233; 하지만 천

재성이 연습으로 얻어진 문성인지, 태생 으로 물려받은 재능인지는 재

까지 논쟁이 되고 있다.

 7) 슈만에 한 창의성과 조울증, 우울증의 계성의 분석은 Weisberg, R. 

W. (1994), pp.361-367; 디킨스에 한 창의성과 조울증, 우울증의 계성

의 분석은 Ramey, C. H. & Weisberg, R. W. (2004), pp.173-185; 와이스

버그와 램미는 생산된 결과물에 한 질  평가를 작곡의 경우, 비평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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앓았던 시기에 더 많은 작곡을 했지만 이것이 질 으로 훌륭한 결과물인

지 단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우울증을 앓았던 시기에 은 작곡을 했

지만 질 으로 훌륭한 결과물을 낸 경우가 많았다고 지 했다. 한편 램미

와 와이스버그는 시인 디킨스의 생애에 걸쳐 조울증을 앓았던 시기에 더 

많은 시를 생산했고, 다른 기간보다 질 으로 훌륭한 시 다는 증거를 보

여주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천재성과 정신병 는 무의식  사고가 련

성을 맺을 수는 있으나 직 인 인과 계를 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

다는 것을 보여 다.

20세기 후 창의성 연구는 부분 훌륭하다고 단되는 결과물을 산

출한 술가들의 천재성에 한 논의 고, 경험 인 는 실험 인 측면

을 거의 다루지 않은 채 인간의 인지 능력을 정신병리학에 기반을 둔 심

리학의 이론으로 이해하는 수 에 머물 다. 이러한 창의성 연구는 특정 

심리학 이론에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에 상이한 의 이론들과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경험  는 실험 으로 재 할 방법도 없다는 

에서 커다란 문제 을 가진다. 물론 시기 으로 20세기 후 독일의 심리

학자 분트가 경험  수 의 실험심리학을 제시했고, 천재성이 사회 , 경

제 , 과학 으로 요한 이슈 던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당시 심리학자

들 사이에서 창의성 연구는 경험 인 는 실험 인 측면에서 그다지 매

력이 없었거나 사회문화  배경에서 수용할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리학의 부차 인 연구로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다.8) 그 결과 

악인, 이 음반을 구매한 음반의 숫자를 척도로 했고, 시의 경우, 십여 

가지 이상의 시 개론서에 수록된 회수를 척도로 했다.

 8) 스텐베르그와 루바트는 심리학 역에서 이루어진 기 창의성 연구가 경

험  수 의 연구와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에서 시작되었고, 형이상학  

근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6가지로 제시했고, 이것을 간략하게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은 신화주의, 인 것으로부터 오래 부

터 설명되어왔다. 둘째, 실용주의  근은 창의성을 상업주의로 시도하도록 

만들었다. 셋째, 창의성은 심리학의 다양한 역에서 사소하게 여겨졌다. 넷

째, 창의성은 정의와 기 을 제시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다. 다섯째, 창의성

은 비정상 인 결과로 여겼다. 여섯째, 창의성은 복합 인 상(과정, 특성, 

결과 등)임에도 불구하고, 단일학문  근을 시도했다. Sternberg, R. J. 

and Lubart. T. I. (1999),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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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창의성 연구는 성공 인 는 훌륭하다고 단되는 결과물을 

산출한 개인의 주 인 보고서, 기연구, 일화 등을 정당화를 해 신

화  설명 는 심리학  설명으로 진행이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창의성

은 심리학의 원리나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들을 일 성 있게 설

명하기 한 신화 인 개념  도구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양산하기도 했다. 를 들어 과학, 술, 문학 등의 다양한 역에

서 훌륭한 성과를 낸 학자는 정신병자, 미치 이 다거나 뛰어난 업 을 

낸 특정한 과학자를 컴퓨터, 두뇌가 뛰어난 천재로 비유하는 설명은 창의

성에 한 편견을 보여 다.9)

이 게 20세기 후의 창의성 연구는 심리학의 이론을 심으로 창의

성 는 천재성을 개념화하고, 설명하는 부차 인 논의에 국한되었다면, 

이와는 반 로 20세기 반 미국에서 형성된 창의성 연구는 당시의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특수한 목 과 필요성을 창의성 그 자체로 해결하려는 

심 인 논의로 격상되었다. 특히 1940~50년  미국과 소련 사이의 이

데올로기의 립은 미국사회에서 과학의 발 이 무엇보다 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미국의 사회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들은 과학을 발 시키기 

한 방법으로 과학  사회제도 마련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을 강조했

다.10) 자연스럽게 창의성 연구의 방향은 과학의 발 에 한 필요성에 

 9) 홍성욱 (2003), pp.158-168; 보리스 카스텔․세르지오 시스몬도 /이철우 

역 (2006), pp.17-31.
10) 미국의 심리학자와 사회학자들은 1950년  소련과의 우주연구에서 우 를 

하기 해서 과학자와 기술자의 수를 늘리거나 창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을 강조했다. 리스크만은 심리학의 연구에 치 하지 않고, 결과

를 산출하기 한 과정지향 인 창의성 연구를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창의

성을 길러내기 해 많은 산을 투자하고, 창의성을 술 ․과학  창의

성을 심으로 구체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과정  도구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Briskman, L. (1981), pp.83~106 ; 한편 역사학자 코헨-콜

(Cohen-Cole, J)은 냉 시기 미국의 창의성을 자유주의의 계 속에서 정

치 으로 이해했다. 그는 미국의 창의성을 2차 세계  당시에는 심리  

요인으로 보았지만 경제성장이 동반된 냉 시기에는 미국인의 물질 인 만

족을 증가시키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한 구조 , 제도  방식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1960~70년  일어난 반문화주의, 페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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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맞춰졌고, 창의  인재양성이라는 구체 인 목표가 제시되었다. 이것

은 20세기 후 개인의 특별한 능력을 제한 심리학 심의 창의성 연

구와 다르게 창의성을 구나 가지고 있는 일반  능력으로 인식했고, 다

양한 맥락 안에 숨겨진 인식 인 요소들을 찾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여겼다. 이러한 창의성 연구는 1950년  반을 후로 이데올로기 

립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문  통을 가진 미국의 과학사

회학과 심리측정학을 연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  1950년  머튼(Robert K. Merton)과 그의 제자들을 심으로 

시작된 기능주의 의 과학사회학은 훌륭한 성과가 과학자 개인의 천

재성을 넘어 과학자 사회의 제도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는 경험  분석을 시도했다.11) 기능주의 의 과학사회학은 과학의 목

표를 공인된 지식의 확장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해서는 과학

자 사회의 유지를 한 “기능  요건들”(functional prerequisites)이 만

족되어야 한다고 가정했다. 이 에서 공인된 지식의 확장은 과학자들

의 창의  성과로부터 가능하며, 이것은 차별 인 “보상체계”(reward 

system)라는 요건을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보상은 창의  성과를 

산출한 몇몇 과학자에게만 차별 으로 돌아가지만 경쟁을 통해 구에게

나 잠재되어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매개  동기부여를 제

공한다. 이러한 기능주의 의 과학사회학 연구는 사회제도의 변화가 

창의성을 극 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방향을 마련했고, 이후 미

국 통의 사회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은 창의성에 한 다양한 사회 인 

즘, 반인종주의 등의 다문화  상황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한 문제들을 일

성 있게 해결하기 해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것은 

1940~50년  미국의 지식인들이 추구해온 생각들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보

았다. Cohen-Cole, J. (2009), pp.219-223.
11) 보상체계에 한 머튼의 생각은 다음의 문헌을 참고했다. 김경만 (2004), 

pp.21-22; 윤정로 (2000), pp.71-74; 이와 련하여 벤-다비드는 머튼 식의 

기능주의 의 과학사회학과 다르게 랑스, 독일, 국, 미국의 의학발

에 한 비교사회학  분석을 통해 각 나라의 과학생산성이 국가의 상

인 제도, 정책, 학문 통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었다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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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을 분석하고, 정형화된 모델을 제안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한편 미국 심리학자 길포드(J. P. Guilford)를 심으로 시작된 ‘심리측

정학’(Psychometrics)은 천재성의 능력과 잠재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인지능력이라고 제하고, 이것을 지능의 

구조에 한 심리측정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연구방향을 설정했다.12) 

20세기 이후 심리학자들은 IQ(지능지수) 테스트와 같이 지능검사로 사람

들의 능력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를 들어 터만(Terman)과 같

은 심리학자는 지능과 창의성이 한 련성이 있다는 분석결과로부터 

높은 IQ를 가진 사람이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추론했다. 하지만 

길포드는 지능검사와 창의성이 련이 있다는 결정  증거 는 상 계

수의 정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능검사 자체가 창의  능력을 요

구하지도 않는다고 비 했다.13) 실제 길포드는 1950년 미국심리학회 연

설에서 심리학자들에게 창의성이 단지 지능검사만으로 측정될 수 없고, 

개인의 인지능력과 성격  특징들을 함께 연결하여 설명해야 한다고 주

장하기도 했다. 그래서 길포드는 창의  능력이 어린이, 청소년 등 구

에게나 잠재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이것을 교육 으로 어떻게 발휘시키느

냐에 문제를 집 했다. 길포드의 연구는 창의성이 개인의 인지능력과 다

양한 요인이 결합하여 산출된다는 합류모형을 가정함으로서 재의 창의

 능력뿐만 아니라 향후 잠재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육  

시도로 연결되었다. 길포드 연구 이후 다양한 심리측정법이 도입되었고, 

12) 길포드는 1950년 미국심리학회(APA: American Psychology Association) 

회장 취임식의 발표문 Creativity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발산  

사고(divergent thinking)와 최선의 안을 결정하는 수렴  사고

(convergent thinking)를 창의  사고로 규정하고, 창의성을 인지능력과 성

격을 측정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Guilford, J. P. (1950).
13) 지능검사의 경우, 문제의 항목들은 수열, 패턴, 계산, 의미 악 등을 다양한 

추론을 통해 특정한 답을 요구한다. 를 들어 “두 남자가 같은 지 에서 

출발해 반  방향으로 4미터 걸은 다음 왼쪽으로 돌고, 다시 3미터를 걷는

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과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 반면 창의성 검사의 경

우, 특정한 답을 요구하기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얼마나 제시했는지를 요

구한다. 를 들어 “특이한 사용법 열거하기” 는 “ 인스토 ”과 같은 

방법을 들 수 있다.



과학의 창의성에 한 철학  근 127

창의성을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게 되었다.14)

길포드 연구에 향을 받아 형성된 창의성 연구는 창의성을 심 인 

주제로 하는 두 개의 을 생겨나게 했다. 창의성 교육과 교육자의 능

력의 향상에 을 맞춘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Creative 

Education Foundation, 1967년)와 학문  역에서 창의성의 경험  연

구 방법에 을 맞춘 Creativity Research Journal(Lawrence 

Erlbaum Associates, 1988년)이 그것이다. 나아가 길포드 연구 이후 창

의성은 심리학 연구의 심 인 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심리학의 

표 인 학술지 Psychological Abstracts에 실린 창의성을 주제로 한 논

문은 1950년 까지 체 논문 에서 0.2%에 불과한 소극 인 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 1960년 에는 0.4%, 1966년에는 0.8%까지 늘어나

게 되었다. 1975년부터 1994년까지 creativity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직

으로 련된 “발산  사고”(divergent thinking), “창의  측

정”(creativity measurement) 등의 주제와 창의성에 한 인식 , 사회

, 병리학  연구 등의 일반 인 내용을 담은 논문이 체 논문 에서 

1.5% 수 으로 높아지게 되었다.15) 

14) 표 인 사례로 토런스(E. P. Torrance)의 “토런스 창의력 사고 검

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 이하 TTCT)가 있다. 토런스

는 TTCT의 기 을 길포드의 생각에서 빌려와 유창성(fluency : 얼마나 많

은 아이디어를 냈는가?), 유연성(flexibility : 얼마나 다양한 유형에 속하는 

아이디어를 냈는가?), 정교성(elaboration : 아이디어를 얼마나 상세하게 

개하고 장식했는가?), 독창성(originality : 얼마나 희소성 있는 답을 내놓았

는가?)의 4가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토런스는 TTCT의 검사를 비언어  검

사 는 도형검사, 비언어 자극을 이용한 언어  검사, 언어 자극을 이용한 

언어 검사의 3가지로 분류했다. 각 검사들은 특정한 해답을 요구하기보다 

TTCT의 기 을 만족시키는 답변을 통해 창의성의 능력을 단한다. 

Amabile, T. (1996), pp.24-25.
15) Sternberg, R. J. and Lubart. T. I. (1999), pp.3-4; 물론 Psychological 

Abstracts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연구는 수치상으로 미미하지만 창의성 

련 문 학술지가 1967년, 1988년에 각각 생겨났다는 을 볼 때, 은 수

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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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에서 창의성 연구의 접근과 그 한계

창의성 연구는 20세기 반 이후 심리학 역으로부터 다양한 학문분

야와 주제에 이르기까지 역을 확장했다.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을 체

 특성으로서 특정한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결과를 분석하여 체로 ‘독창

성’(originality)과 ‘유용성’(usefulness)의 두 가지 일반화된 의미로 악

한다.16) 하지만 창의성 연구는 여 히 다양한 이론  배경을 가진 심리학

자들의 방법과 이론에 의존하고 있으며, 부분의 논의는 역사 으로 훌

륭한 성과에 한 의미와 이것을 산출한 특정한 개인의 특수한 인지 능

력을 분석하는 일에 집 하고 있다. 창의성 연구가 심리학 역에서 진행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창의성이 인간의 사고와 직 인 련을 맺고, 

이것의 구조화로부터 다양한 개인의 인지 능력과 사회문화의 논의가 연

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역시 창의성이 역특수성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이것으로부터 사회문화  담론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에 부분 동의하고 있다.17) 하지만 과학자, 음악가, 미술가, 시인, 문학

가, 정치지도자 등과 같은 특정한 개인을 분석하는 창의성 련 이론과 

방법은 여 히 하나의 심리학 에 의존하고 있다. 와이스버그는 창의

16) 마이어는 Handbook of Creativity에 실린 창의성에 련된 이론  배경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논문들을 통해 창의성의 의미를 분석했다. Gruber & 

Wallace는 ‘새로움’(novelty)과 ‘가치’(value)로, Martindale은 ‘독창

인’(original)과 ‘특수한’(appropriate)으로, Lumsden은 ‘새로운’(new)과 ‘의

미가 있는’(significant)으로, Feist는 ‘새로운’(novel)과 ‘ 응성’(adaptive)으

로, Lubart는 ‘새로운’(novel)과 ‘특수한’(appropriate)으로 Boden은 ‘새로

운’(novel)과 ‘가치가 있는’(valuable)으로, Nickerson은 ‘새로움’(novelty)와 

‘효용’(utility)으로 창의성을 이해하고 있다. 마이어는 창의성에 한 이해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 조 씩 다르게 나타났지만 체로 유사

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Mayer, R. E. (1999), pp.449-451.
17) 바에르(J. Baer)는 창의성의 역 특수성이 정당한 이유가 창의성이 특정 

분야의 오래된 학습  교육과 한 련을 맺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바

에르는 특수한 역 안에서 향상된 창의성은 다른 역으로 이되지 않으

며, 어도 군가 창의  사고를 발 시키기 원한다면, 창의성은 역 특

수성 안에서 감각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Baer, J. (1998),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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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인 흐름 논

신과 기
뮤즈 : 라톤, 아리스토텔 스 → 천재성과 기 : 창의

성과 정신병에 한 의 심

무의식  사고 : 무의

식  연상과 무의식  

처리

로이트 : 창의성에서의 무의식  갈등, 연상  무의식

천재성과 기 : 창의성과 정신병

푸앵카  : 무의식  처리 - 부화와 조명

리스 : 창의  사고의 단계

연상  무의식과 무의식  처리에 한 의 심

창의성에서 통찰의 도

약 : 형태주의 

문재해결과 창의  사고에서의 통찰

생산  사고 vs 재생산  사고

심리측정 이론

길포드 : 창의성 검사, 발산  사고, 창의  사고

기타 창의성 검사

창의성의 합류 모형들 : 아마빌, 스턴버그와 루바트

 - 인지 (일반 인 창의  사고와 역 특수  사고), 

성격 , 환경 (사회 ) 요인

진화이론 캠벨 : 맹목  변이와 선택  보유

인지이론

뉴웰, 쇼, 사이먼 : 창의  사고와 문제해결

창의  사고의 문성

퍼킨스 : 창의성에서의 평범한 사고

<표 1> 창의성의 이론들

성 연구와 련하여 심리학자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과 수집된 데

이터를 해석하는 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바 있다.18)

18) Weisberg, R. W. (2006), 김미선 역, (2009), pp.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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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내용 강 약

서  자기

보고서

훌륭한 성과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개인

의 보고서를 이용하는 

방법( 를 들어 큘 의 

벤젠구조 발견 사례)

최고 수 의 창의

 인물.

정확성의 통제력 부족. 

사실이 아닌 증거가 

섞임. 질  분석으로 

제한됨.

기-창의  

사고
훌륭하다고 단되는 사

람을 역사  기록을 근

거로 직  연구하는 방

법

최고 수 의 창의

 인물. 정확한 

역사  데이터.

데이터가 완 한 만큼

만 훌륭함. 질 인 분

석.

기-성격이

나 정신병

최고 수 의 창의

 인물. 정확한 

역사  데이터.

질 인 분석. 소  

단이나 진단이 어려움. 

데이터가 완 한 만큼

만 훌륭함. 분석 불가

능한 데이터 형태.

신의 사례 

연구

특정 이론의 기록된 데

이터와 과정을 재구성하

는 방법( 를 들어 그루

버는 진화론을 이해하기 

해 다 이 기록한 데

이터 사용)

최고 수 의 진보. 

정확한 역사  데

이터.

질 인 분석. 데이터가 

완 한 만큼만 훌륭함. 

방법과 데이터가 결론

의 일반성을 제한할 

수 있음.

역사측정분

석

창의성에 한 인과  

가설을 검사하기 해 

역사  데이터에 양 인 

방법을 용( 를 들어 

사이먼튼은 쟁과 사회

 격변이 창의성에 미

치는 향 조사)

진정한 창의성. 

엄정한 데이터. 

양 인 방법.

데이터가 완 한 만큼 

훌륭함. 가능한 질문의 

종류에 한계가 있음

(미립자 분석).

양  사례연

구

역사측정법과 유사하게 

특정한 개인 는 특정

한 사건에 해 양 인 

방법

진정한 창의성. 

엄정한 데이터. 

양 인 방법.

통제력 부족. 데이터가 

완 한 만큼만 훌륭함. 

사례 선택에서 치우칠 

가능성이 있음.

생체 내(in 

vivo) - 사

고

실험실 활동의 다양한 

측면을 정량화하는 방법

(던바는 최고 수 의 분

자생물학 연구실에서 진

행 인 활동 찰)

실제 상황.
통제력 부족. 데이터의 

질. 최고 수 ?

생체 내 - 

성격

실제의 창의  인

물.

상호의존  연구. 최고 

수 ?

시험  내 역사 으로 요한 발견 통제력. 실제 상 인공성. 실험자가 상황

<표 2> 창의성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들 : 강 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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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 

발견

을 통제된 집단이 같은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을 

분석(던바는 1965년 조

유 자의 존재를 발견

한 모나드, 제이콥의 실

험을 통제된 학생들에게 

재 하도록 함.)

황에 근. 을 지나치게 구조화?

시험  내 - 

성격
통제력.

창의성 평가가 검사의 

타당도에 의존. 상호의

존  연구

만일 과학의 창의성을 와 같은 심리학 심의 창의성 이론과 방법으

로 분석한다면, 분석 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과학자가 과학의 성공

인 결과를 산출하는 사고”에 을 맞추어야 하며, 연구방향은 과학자의 

인지 능력 는 사회문화  배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 다면 과학자의 창의성은 화가, 소설가, 작곡가 등의 창의성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방법과 이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역이 다르지

만 동등한 지 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과학의 창의성은 과학자와 

성과물 사이의 계성에 기반을 두고 과학자 개인의 특성 는 성과물의 

사후정당화로부터 의미를 가질 뿐이며, 방법  모순 는 경험  우연성

과 같은 비합리  개념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학의 창의성에 

한 과학자와 성과물 심의 단일한 분석이 이루어진 이유는 과학의 

역특수성을 외면한 채 심리학의 분석에 뿌리를 둔 창의성 연구에 기반이 

되어있기 때문이다. 

표 인 사례로 아서 러는 인지심리학의 에서 물리학자로서 아

인슈타인과 수학자로서 푸앵카 의 창의성을 경험  자료들과 일치하는 

이들의 일화를 근거로 “네트워크 사고”라는 특수한 인지능력으로 설명했

다.19) 러에 따르면, 네트워크 사고는 아날로그 는 용표상매체라는 

인간의 사고, 데이터와 이론과 같은 추론을 한 작용소, 의식  사고, 병

렬 이고 서로 향을 주고받는 무의식  사고의 계열, 창조성의 지침(미

학, 통일성, 메타포, 심  이미지와 같은 가치들) 등의 구성요소들이 서로 

계를 맺으며 결과를 산출한다. 이것으로부터 러는 수학자로서 푸앵카

의 경우, 수학  증명 체를 한 번에 악하는 “감성  직 ”을 창의  

19) Miller, A. I. (1996) , 김희  역 (2001), pp.38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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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물리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의 경우, 시각  이미지에 기반을 둔 “사

고 실험”을 창의  사고로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물리학자 는 

모든 수학자가 아인슈타인과 푸앵카 처럼 사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성과가 단순한 과학자의 사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

지심리학의 에서 과학의 창의성을 분석한 러의 연구는 단지 아인

슈타인에 해서만 는 푸앵카 에 해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성공

인 결과에 한 분석에 의존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러의 연구는 

과학의 창의성을 물리학과 수학이라는 과학의 특수한 역을 구분하여 

설명했지만 이것의 논의를 개인 과학자의 특수한 사고로 설명하려는 심

리학의 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물론 과학의 창의성 연구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과학의 특수성에 

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논리실증주의는 20세기 부터 과학에 

한 이론의 정당화와 방법  규범을 제시했고, 20세기 반 이후까지 과

학과 련한 다양한 학문 역에 큰 향을 끼쳤다. 하지만 논리실증주의

는 “발견의 맥락”과 ”정당화의 맥락“의 구분을 통해 오히려 창의성의 기

반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발견에 한 분석을 사회학, 심리학의 

역으로 떠넘겼다. 그 결과 20세기 반부터 과학의 창의성에 한 요성

과 필요성이 사회학, 심리학의 역에서 강조되었고, 이론의 정당화만을 

강조한 논리실증주의와 연결된 철학  분석은 과학의 창의성 연구를 가

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지 논리실증주의의 에서 창의성은 성공

인 결과의 정당화와 경험  사건의 간극을 좁히기 한 형이상학  개

념으로 사용될 뿐이다.20) 이러한 논리실증주의의 연구는 20세기 반 미

20) 성공 인 결과를 성취한 과학자들은 자신의 발견을 정당화하기 해 경험

 일화를 소개한다. 표 인 사례로 큘 가 자신이 제시한 벤젠의 구조

식이 정당화된 이후, 한 강연회에서 자신의 과학  성과가 꿈에서 뱀을 보

고 착상했다고 술회한 일화라든지, 뉴턴이 Principia에서 만유인력 법칙을 

제시한 이후, 만유인력 법칙의 발견이 이미 오래 에 사과나무에서 떨어지

는 사과를 보고 생각했다는 일화는 표 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큘 와 뉴턴의 발견에 경험  일화는 우선권 논쟁을 염두하고 제시했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라이헨바흐와 포퍼와 같이 과학에 한 논리  

분석을 시도하는 학자들은 성공 인 결과와 경험  일화를 일 성이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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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의 창의성 연구와 맞물려 과학의 창의성을 

개인의 인지 능력, 사회의 교육과 제도로 설명하려는 창의성 연구의 일반

 담론의 연장선에서 논의하려는 경향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과학의 창의성을 심리학 심의 창의성 연구로 분석하려는 시

도는 목 론  의 순환논리 안에서 인식 으로 무의미하다는 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목 론  의 순환논리는 성공 인 결

과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옳은 신념을 가져다주는 특수한 방법을 

사용했고, 이것을 사용해야만 성공 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순환 인 생각을 의미한다.21) 이것은 역으로 실패한 결과가 실패할 수밖

에 없는 이유가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이러

한 목 론  의 순환논리는 과학의 창의성이 규범화된 논의 안에서 

성공한 결과와 실패한 결과를 상이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만든다. 를 

들어 뉴턴, 아인슈타인과 같이 성공 인 결과를 산출한 과학자들이 가진 

창의성은 인지 으로 특별한 능력 는 당시의 사회문화  배경 안에서 

옳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정 인 의미로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역사에서 사라진 실패한 결과를 산출한 많은 과학자들은 창의성이 없었

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릇된 방식으로 오용했다는 부정 인 의미로 설

명될 수 있다. 이것은 창의성이 성공한 결과를 산출한 과학자에게만 있고, 

실패한 결과를 산출한 과학자에게는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가 과학자의 사고와 성공 인 결과

가 단순한 시간 인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제를 가정했기 때문에 발생

한다. 기존의 창의성 연구는 화가, 소설가, 작곡가 그리고 과학자마 도 

설명하기 해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무의미하다고 여겼던 형이상학  의미

의 ‘통찰’(insight)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논리실증주의가 발견을 통찰로 

근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창의성의 기 근이라 할 수 있다. 
21) 스트롱 로그램의 표 인 학자 블루어는 라카토슈와 라우든의 과학에 

한 합리  재구성의 연구를 비 하기 해 “오류의 사회학”(sociology of 

error)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오류의 사회학은 합리  재구성을 시도하는 

학자들이 성공한 과학은 특정한 방법론을 사용했고, 실패한 과학은 사회학

 설명을 요구한다는 일종의 사회학이 오류만을 설명해야한다는 합리주의 

에 한 비 이다. Bloor, D. (1976) /김경만 역 (2000),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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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력과 같은 특수한 사고가 그림, 소설, 음악, 과학이론 등의 결과로 직

 연결되며, 창의성이 개인의 사고와 성공 인 결과를 연결시키는 역할

을 한다고 이해했다. 하지만 과학은 과학자의 사고와 결과물 사이에 다른 

학문  역과 구별되는 발견의 과정이 포함된다. 를 들어 라투어와 울

가와 같은 사회학자들로부터 시작된 과학의 실천 인 분석은 발견의 과

정을 “이미 만들어져있는 과학”(ready made science)보다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science in the making)에 을 맞추고, 실험기구, 실험실

과 같은 물질  기반 에서 기록하기를 한 다양한 쓰기 활동, 실험활

동, 데이터의 해석  평가 등 과학자의 활동이 연 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22) 이것은 과학  발견이 인간과 자연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물질  기반에 한 이해 그리고 발견이 이루어지는 시간 , 공간

 이해까지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과학  발견이 창의성 연구

의 분석 상이 될 수 있다면, 심리학 역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창의성 

연구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의 사고, 발견의 과

정, 결과로 연결되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면서 과학에서 창의성이 새로

운 지 를 가질 수 있다.

4. 과학적 발견의 범주와 과학의 창의성

철학의 역에서 과학  발견의 논의는 1960년  핸슨이 귀추  추론

이라는 “발견의 논리”를 제시하면서 방법론  분석이 시작되었고, 1970년

 과학기술학의 기반을 가진 실험에 한 학제간 연구가 진행되면서 실

천  분석이 형성되었다.23) 과학  발견의 방법론  분석은 성공한 이론

22) Latour, B. & Woolgar, S. (1979), pp.43-90.
23) 핸슨이 귀추  추론을 제시하면서, 과학의 정당화의 연구에 주로 심을 가

진 과학철학의 역에서 비교  소외되어왔던 발견에 한 심이 생겨났

다. 핸슨의 향을 받아 1978년 미국의 노(Reno)에 치한 네바다 학

교에서는 Guy L. Leonard Memorial Conference in Philosophy가 열렸는

데, 첫 번째 주제가 과학  발견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과 토론문은 

토마스 니 이 편집한 Nickles, T. (1980), Scientific Discovery, Lo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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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당화를 특수한 방법으로 규범화하려는 통 인 과학철학의 연구방

향 안에서 과학자의 행 에 한 방법  차를 주로 다룬다. 반면 과학

 발견의 실천  분석은 과학자의 실험활동에 한 거시  는 미시  

분석에 한 논의로서, 과학사회학과 과학철학의 두 가지 이 논쟁되

면서 근된다. 주로 사회학자의 생각이 심이 되어 이루어진 “과학지식

사회학”(sociology of scientific knowledge)은 과학자의 미시 인 실천

 활동에 을 맞춰 실험을 과학  상 주의의 연장선에서 주로 논의

했고, 철학자의 생각이 심이 되어 이루어진 소  “실험에 한 철

학”(philosophy of experiment) 는 아커만의 표 으로 “새로운 실험주

의”(new experimentalism)는 과학  상 주의를 거부하기 해 거시

인 실험활동에 을 맞춰 실험의 안정성에 해 논의했다. 

이러한 과학  발견에 한 분석은 논리실증주의가 블랙박스로만 여겼

던 발견의 과정을 과학이론의 결과 심 인 논의에서 벗어나 과학  실

천의 과정 심 인 논의로 을 맞춰 밝히려는 극 인 시도이다. 이

까지 과학  발견은 단지 성공한 결과를 정당화하기 한 도구  역

and Rationality(Dordrecht, Holland ; Boston: D. Reidel Pub. Co. ; 

Hingham, MA: sold and distributed in the U.S.A. and Canada by 

Kluwer Boston)에 실려 책으로 출 되었으며, 세부 인 역의 지침서로

서 Scientific Discovery : Case Studies(Dordrecht, Holland ; Boston: 

D. Reidel Pub. Co. ; Hingham, MA: sold and distributed in the U.S.A. 

and Canada by Kluwer Boston)가 함께 출 되었다. ; 한편 ‘과학기술학’

이라는 개념은 재까지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통일된 견해를 제시하기 힘

들며, 이것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 역시 쉽지 않다. 헤스는 과학기술학을 

“과학, 기술, 사회의 연구”와 “철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사이의 

학제간 화”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1980년  이후 어도 후자의 의

미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서 학제간 연구는 다학문 (multi-disciplinary) 연구와 

간학문 (inter-disciplinary) 연구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자는 과

학철학, 과학사, 과학사회학, 과학정책학 등이 지  정체성을 가지고 업하

는 경우이며, 후자는 과학기술학이 독립된 학문 역으로서 개별학문의 지

정체성을 뛰어넘어 사회구성주의와 같이 통합된 으로 분석하는 경우이

다. Hess, David J. (1997) , 김환석 역 (2004), pp.13-20; 홍성욱 (2005), 

pp.132-134; 이상욱 (2005), p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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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론의 경험  성취행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그쳤지만 과학  발

견에 한 분석은 발견이 과학  방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천이 개입되

는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과학  발견이 성공

인 결과 는 실패한 결과를 제하지 않고도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발

견이 성취하려는 목표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에서 과학  발견에 한 분석은 성공한 결과만이 창의성의 분석 상이 

될 수 있다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의 문제 을 극복하고, 과학  발견에 

한 의미를 통해 창의성을 재해석할 수 있는 단 를 제공한다.

그 다면 과학  발견이란 무엇인가? 발견은 새로움을 추구하는 경험

 행 에 을 맞춰 “미처 찾아내지 못하 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상, 사실 따 를 찾아내는 일”이라는 사  의미를 가진다. 

철학자들은 발견의 사  의미에 과학이론 는 찰사실과 같은 특정

한 상을 성취하는 목 을 가진 과학  행 를 더하여 인식 인 신뢰성

까지 포함하는 체주의  에서 과학  발견을 설명한다.24) 왜냐하면 

과학  발견을 새로움만을 추구한다는 사  의미로 사용할 때, 한정된 

자료로부터 투박한 억측, 독단  신념, 막연한 상상력 등을 통해 무한하

게 산출될 수 있는 생각들마 도 발견의 의미로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이

다. 과학  발견의 체주의  을 받아들인다면, 과학  발견은 과학

자가 최 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사고의 행 와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가설 는 이론이 과학 으로 연구할만한 탐구 상인지에 한 

비  평가 그리고 사후 정당화와 같은 인식  신뢰성을 가져다주는 행

까지 포함하는 일련의 연속 인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과학자의 

사고, 이론, 실험, 실험기구, 활동 등의 실천 인 요인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체주의  에서 과학  발견은 발견이 성취하려는 목표에 

따라 과학자가 자연을 표상하는 수 의 “이론의 발견”, 이론의 정당화를 

한 “실험  발견”, 이론을 활용하여 인공물을 구성하는 “구성  발견”

24) 정상모 (1994), pp.126-128; 발견은 새로운 가설의 발생, 그럴듯한 새로운 

가설의 발생, 새로운 가설의 발생에서 이것이 최종 인 정당화에 이르는 탐

구의 체 인 과정 등의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기도 한다. Nickles, T. 

(198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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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 가지 범주로 나  수 있다. 이 세 발견의 범주는 임의 이기 때문

에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과학  발견의 의미를 구분하고, 과학의 창의성

의 논의 을 세부 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질 수 있다. 첫째로 

이론의 발견은 과학자의 어떤 상 는 상에 한 찰의 사실획득 

 시각 인 기술과 같은 경험  발견과 이것들을 활용하여 설명력과 

측력을 가진 가설 는 이론을 산출하는 이론의 발견의 두 의미를 포함

한다.25) 경험과 이론 사이의 계는 논리실증주의와 포스트실증주의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  발견과 이론의 발견은 구

분될 수 있다. 하지만 경험과 이론은 과학자의 자연에 한 규칙성 는 

인과성을 악하는 행 와 이것들을 결정 인 시험을 가능하도록 경험  

증거를 찾는 행 의 과정 속에서 체로 의존한다. 이 두 행 는 특수한 

과학  방법에 의존하여 이론의 발견을 이끌어낸다.26) 

둘째로 실험  발견은 잘 정리된 실험실에서 과학자가 실험기구를 ‘조

작’(manipulation)하고, 자연에 ‘개입’(intervening)하는 ‘실험하

기’(experimentation)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27) 실험기구는 단순히 어떤 

상의 정보를 그 로 반 하기보다 어떤 상에 물리  조건을 가하고, 

상호작용을 일으켜 결과를 산출한다. 그래서 실험기구는 실험하기를 한 

인식 상 는 수동  상이기보다 인식주체 는 능동  상로서, 인

식  토 를 확 시키는 결정 인 역할을 한다. 실험하기는 이론의 발견

을 한 경험  시험의 의미를 넘어, 실제로 존재하는지 결정 으로 단

25) Jason, G. (1989), pp.15-23.
26) 몽크에 따르면, 발견의 논리로 구분되는 귀납  추론, 가설-연역  추론, 귀

추  추론 등의 ‘생산 인 추론’(productive reasoning)에 한 설명은 철학

과 심리학의 각각의 연구가 유용한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의 철학  탐

구의 목 은 상 , 심리  과정에 한 기술(description)이 아니라 발견 

과정에 한 이론  개념의 구조와 규범  차들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런 

에서 발견의 논리는 발견에 한 실제 인 기술이 아니라 창안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  추론의 규범  차이다. Monk, R. (1980), pp.337-339.
27) Hacking, I. (1983), pp.186-209; 이상원은 실험을 단순한 경험의 확장 는 

이론에 반드시 종속되었다는 단일한 를 넘어 새로운 이 의 의미론을 산

출하는 “사실획득 실험”과 이론의 정당화를 한 “이론시험 실험”이라는 두 

역할로 구분한바 있다. 이상원 (2002), pp.2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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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이론에 해 인식 인 신뢰성을 가져오기 한 과학자의 

극 인 활동이다. 실험  발견은 자연에 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으로서, 경험  수 에서 미경과 같이 기술  장치를 자연에 개입시

켜 경험의 확장을 통해 얻은 이미지와 같은 사실 획득을 의미할 수도 있

고, 이론의 수 에서 자연을 조작하여 상들을 구성해내는 “ 상의 창

조”(creation of phenomena)와 같은 이론 시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실

험  발견은 과학자의 사고를 실험을 통해 정당화하는 활동이며, 체로 

이론, 실험, 실험기구 등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28) 

마지막으로 구성  발견은 과학기술  기반과 사회문화  가치가 칭

인 계 속에서 만들어낸 인공물의 구성을 의미한다. 의 과학은 산

업화, 거 화되면서 지식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이해 계를 함의하는 포스

트-정상과학의 특징을 가진다.29) 포스트-정상과학은 객  사실을 충분

히 수용할만한 방법 인 틀이 없기 때문에 확장된 동료집단의 이해 계

에 의존하여 확장된 사실이 만들어진다. 과학자는 자신들의 활동을 순수

한 학문  탐구와 지식의 확장을 해 자연을 기술하거나 상을 창조하

기보다 이익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래서 과학자는 사회문화  

이해 계에 따라 자신들이 상정한 '결정-의존 인'(decision-ladenness) 

는 '결정에 의해 고취된'(decision-impregnated) 결과를 얻기 한 활

동을 하며, 과학과 자연을 연결하는 신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은 재원

을 확보하기 해 노력하는 자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30) 그래서 과

28) 갤리슨은 이론, 실험, 실험기구의 ‘하 문화’(subculture)가 계 이고, 독립

인 구조를 가지지 않고, 자율 인 구조 안에서 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비교  안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Galison, P. (1997), pp.797-803 

; 이상원은 이러한 계를 ‘이론망’(theory-networks)의 에서 실험하기

를 도구이론, 해석이론과 같은 이론들이 망을 이루어 실험에 개입하여 안정

된 결과를 산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원 (2004), pp.100-131.
29) Funtowicz, S . O. & Ravetz, J. R. (1992), pp.251-273.
30) Knorr-Cetina, D. K. (1983), pp.120-122; 부르디외의 경제학  모델의 

향을 받은 라투어와 울가는 과학이 근  시장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

며, 과학자가 신용을 극 화하기 한 투자 략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신용

투자가와 유사하다고 보았다. 를 들어 라투어와 울가가 제시한 “신용성의 

사이클”(Cycle of Credibility)은 과학자가 더 많은 재화를 늘리기 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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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자신의 생각에 한 입증사례를 구성하기 해 실험실의 이상

인 조건( 를 들어 온도, 습도, 실험장치 등)을 만들고, 실험 활동으로 

얻어진 상이나 결과는 과학자가 의도한 인공 인 창조물의 성격을 가

진다. 구성  발견은 다양한 이해 계를 조정하고, 계속 인 실험실 조건

을 변화시켜 구성한 과학자의 의도된 결과이다. 

이러한 과학  발견의 세 범주 안에서 과학의 창의성에 한 연구의 

방법과 목표는 다른 방향을 가진다. 첫째, 이론의 발견은 과학자가 자연

을 표상하는 행 로서, 탐구할만한 가설 는 이론을 구성하는 과학자의 

사고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창의  사고의 규범화와 련을 맺을 

수 있다. 이론 발견에서 이론 는 가설을 산출하는 과학자의 사고는 심

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창의  사고와 연 되며, 이것은 인지심리학의 분석

상임에 틀림없다. 재까지 심리학자들은 창의  사고와 성공 인 결과

가 1:1로 응한다고 제하고, 창의  사고를 “발산  사고”(divergent 

thinking), “수렴  사고”(convergent thinking), “연  사

고”(associational thinking)의 세 가지로 설명해왔다.31) 하지만 이러한 

세 가지 사고는 심리학의 에 따라 창의성을 상이한 방식으로 규범화

할 수 있고, 이것들은 다시 동일한 심리학의 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는 단 을 가진다. 한 세 가지 사고는 서로 양립가능하거나 는 양

립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들은 반증되지 않는다는 단 을 

가진다. 하지만 이론의 발견은 단순히 과학자의 사고로만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의 과정에서 과학  방법에 의존하여 성취된다. 왜냐하면 과

학  발견의 체주의  에서 과학  방법은 과학자의 사고를 신뢰

단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 다. 신용성의 사이클은 돈, 데이터, 

명성, 자격, 문제 역들, 논증, 보고서 등의 과정이 환과 투자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Latour, B. & Woolgar, S. (1979), pp.197-201.
31) 인지심리학자들은 발산  사고를 유창성(fluency)․융통성(flexibility)․독

창성(originality)․정교성(elaboration)으로, 수렴  사고를 일 성

(coherency)․종합성(synthesis)․단순성(simplicity)으로, 연  사고를 

유사성에 기 한 비유(analogy)․은유(metaphor)․귀추(abduction)와 비유

사성에 기 한 연결(connection)․조화(combination)로 특징을 묘사한다. 

박종원 (2004), pp.37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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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고, 탐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이론 는 가설을 산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의 발견에서 창의성은 “과학자의 창의

 사고가 어떻게 산출되는가?”의 물음과 련을 맺으며, 이것은 과학자

의 사고와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학  방법

이 무엇인지( 를 들어 귀납  방법, 가설-연역  방법, 귀추  방법 등)

에 따라 일 성 있게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실험  발견은 과학자가 실험하기를 통해 자연에 개입하는 극

인 행 로서, 창의성을 과학자의 실험 행 가 실험기구로 통합되는 모

습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창의  성과가 개인의 인지능력

이 문제해결을 한 계획하기, 추리하기, 실행하기 등의 과정을 통합하면

서 이루어진다는 “합류 모델”(confluence model)들을 개발해왔다. 합류 

모델은 창의  성과가 특별한 인지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지식, 성격, 환

경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합류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제로 삼는다. 를 

들어 사회심리학자 아마빌(Teresa M. Amabile)의 요소모델은 창의  

성과가 여러 요소(component)가 모이면서 얻어진 결과이며, 인간의 사고

가 사회  환경을 포함한 주  환경을 통합하면서 산출된다고 가정했

다.32) 하지만 실험  발견에서 과학자의 사고는 실험활동의 일부분에 불

과하며, 오히려 실험을 실행하는 실험기구가 다양한 요인들을 합류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실험  발견에서 창의성은 실험기구를 심으

로 이루어지는 실험활동과 발견의 과정이 안정화되는 실천  분석을 통

해 설명될 수 있다.

셋째, 구성  발견은 과학자가 과학기술  기반과 사회문화  이해 계

를 조정하는 행 로서, 창의성을 성과물에 한 ‘새로움’(novelty)과 ‘가

치’(value)로 설명할 수 있다. 새로움과 가치는 기존에 있어왔던 결과물과 

비교하여 상 인 의미를 가지며, 구나 인정할 수 있는 확장된 설명 

는 의미를 지녀야한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새로움과 가치가 창의

성과 어떤 련성을 맺는지 역(문화), 개인(유 자 풀과 개인  경험), 

장(사회체계)의 세 요인이 순환 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 분석했

다.33) 과학을 사례로 든다면, 과학의 역은 특수한 정보와 활동을 과학

32) Amabile, T. (1996), 7장, 8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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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요구하며, 과학자는 새로운 발견을 통해 그 역에 기여를 한다. 

과학자의 발견은 논문발표 등의 경로를 통해 장의 과학자 구성원들로

부터 새로움 는 가치를 인정받거나 거부된다. 칙센트미하이는 성과물에 

한 창의성이 역, 개인, 장의 순환 인 경로를 거쳐 역에 기여하

고, 구성원에게 인정받은 경우에 성취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구성  

발견은 과학자 집단의 력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며, 다양한 사회

문화의 이해 계 조정을 통해 성취되기도 한다. 구성  발견에서 성과물

에 한 새로움과 가치는 동료들의 평가에 의해 인정받으며, 이해 계자

들의 힘에 따라 상 인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러한 구성  발견에서 창

의성은 소  “실험실 연구”(Laboratory Studies) 는 “행 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등의 과학활동에 한 미시  분석틀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결 론

20세기 반 이 까지 창의성 연구는 독일 통의 심리학을 심으로 

창의성에 한 일반  담론을 형성했고, 20세기 반 미국 통의 길포드 

연구 이후 창의성 연구는 다양한 인식  요인들로 구분하여 세부  담론

을 구성했다. 재 창의성 연구는 창의  인재양성과 창의  제도  기반 

등의 창의성 증진을 한 구체 인 목표를 설정하고, 인지  , 교육

 , 사회제도  , 역사․철학   등의 다양한 분석이 시도

된다. 특히 인간(person), 과정(process), 결과(products), 환경(press)이

라는 이른바 “4개의 Ps”의 범주는 과학자, 기술자, 미술가, 음악가, 술

가 등의 개인의 특별한 인지 능력을 창의성의 기본 인 분석 상으로 가

정하고, 이것으로부터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는 토 를 제공한다. 

를 들어 아인슈타인의 상 성 이론에 한 과학의 창의성을 논의한다

면, “아인슈타인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수한 사고 는 능력을 가졌는

33) Csikszentmihalyi, M. (1988), pp.32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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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인슈타인의 과학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아인

슈타인이 발견한 상 성이론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인슈타인은 어

떤 시  배경 안에서 활동했는가?” 등에 한 다양한 물음들이 요구할 

수 있다. 과학의 창의성이 창의성 연구의 연장선에서 논의되는 것도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창의성 연구는 과학의 창의성에 한 기 인 

토 를 제공해  수 있지만 과학의 특수성과 세부 인 담론을 포섭하는 

과학의 창의성의 연구를 진행하는 수 까지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창의성 연구는 1960~70년  철학의 역에서 과학  발견의 방

법 , 실천  분석이 본격 으로 진행되면서 과학의 창의성에 한 논의

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창의성 연구는 심리학의 하나의 

을 심으로 인간과 결과의 계를 철학,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분석을 

통해 시도했고, 과학의 창의성을 인간의 인지 능력에 을 맞춰 진행했

다. 하지만 1960~70년  진행된 과학  발견의 분석은 철학, 역사, 사회, 

문화 등의 학제간 연구로 진행되면서 과학의 창의성이 심리학의 연구주

제만이 아닌 철학의 연구주제가 될 수 있다는 단 를 제공해 주었다. 더 

이상 과학의 창의성은 심리학의 하나의 분석만으로 효과 인 설명이 될 

수 없고, 과학의 특수성에 한 담론 안에서 명확한 설명이 제공될 수 있

다. 한 인간, 과정, 결과, 환경이라는 창의성 연구의 범주 역시 과학  

발견에 한 분석을 통해 새로운 담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의 

창의성이 인간 는 결과 심의 논의에서 물질 는 행  심 논의로

의 변화를 의미하며, ‘성공 ’이라는 과거 심의 정 인 논의에서 ‘과정

’이라는 미래 심의 동 인 논의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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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ilosophical Approach for Creativity of Science : A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Research and Scientific 

Discovery

Hyun-Seung Kim

Creativity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in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psychology, in a direct relation with human 

cognitive thoughts or abilities. Besides, the creativity research has 

been one of the main research sections in psychology. Creativity 

of science is no exception as well. However, science is conducted 

through particular activities called 'scientific discovery'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If a scientific discovery could be 

a topic of the creativity research, science would be able to obtain 

a position of creativity unlike other studies. This paper will 

examine three courses, such as 'The Process of Forming the 

Creativity Research Focusing on Psychology', 'Approaches and 

Limits of the Creativity Research on Science' and 'The Category 

of Scientific Discoveries and Discussions on Creativity of 

Science'. Thus, the writer is attempting to provide a basic 

foundation for the fact that creativity of science acquires an 

important meaning from the analysis of a scientific discovery.

[Key Words] Creativity Research, Genius, Creativity of 

Science, Scientific Discovery, Logic of 

Discovery, Experimental Practi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