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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해결 범위를 인간의 창의
성 영역까지 넓히기 위해, 여러 기업들은 창의성 지원 시
스템(Creativity Support Systems)개발에 힘쓰고 있다. 창
의적인마케팅 및 캠페인, 신제품 및 비즈니스 전략 개발
과 같은 독창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창의성은 
경쟁이 고도화 되고, 역동적인 환경과 함께 변화하는 고
객 니즈에 대처 할 수 있다[1].
  창의적인 제안과,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할 때 가장 먼
저 해야 하는 일은 관련 있는 기존 지식에 대한 기억을 
찾는 것이다. 이는 SIAM(Search for Idea in Associative 
Memory)모델을 통해 2단계 프로세스로 개념화 한다. 
SIAM 모델은 사용자의 인지상태 기반으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두 가지의 인지상태인 생산적 사고
(Productive Ideation)와 교착상태(Impasses)가 번갈아 
가며 진행된다고 가정한다. 먼저 생산적 사고 단계에서
는 아이디어 구성요소에 쉽게 접근하여. 그 구성요소로
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이
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선행 아이디어의 변형 또는 

연관된 구성요소로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더 많은 반복
과 정교화 작업을 통해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 개발이 
가능하다. 교착상태에서 아이디어 생성은 상대적으로 느
리고, 노력이 많이 들며 의미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SIAM 모델은 새로운 의미 영역을 
찾는 것 외에도 해당하는 범주 내에서 탐구하여 창의성
을 극대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
디어 생성이 가능하다. 즉, 생산적 사고에서는 가까운 자
극을 전달하고 교착상태에서는 먼 자극을 제공하면서 범
주 내 깊은 탐구를 촉진하여 아이디어의 참신함을 높이
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fNIRS(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는 비침습적이고, 안전하고, 휴대 가능하
며, 저비용으로 뉴로이미징 기능을 제공한다. 장점은 첫
째, 높은 수준의 처리, 판단 및 계획을 하는 뇌 영역인 
전두엽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둘째, fNIRS 기반 장비
는 운동인공물(motion artifact)에 대해 휴대 가능하며 상
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셋째, fNIRS의 Oxygenated(HbO)
와 deoxygenated(HHb)의 농도의 정량화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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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비즈니스 환경에서 창의성은 의사결정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
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실험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기능적 근적외 분광법, 즉 fNIRS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를 활용하여 창의성이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뇌 인지 변화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비즈니스 문제해결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창
의성을 fNIRS로 측정하고 이를 경영성과 개선으로 연결하고
자 하는 연구노력의 탐색적 수준의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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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importance of business problem-solving creativity 
(BPSC) becomes crucial much more as competitive 
situations go on in the market. However, how to assess 
the BPSC remains an unsolved research issue yet in the 
literature. In this sense, this study propose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BPSC from the view of neuro-science 
experiments called fNIRS. The fNIRS represents a 
functional near-infrared spectroscopy, a new type of 
neuro-science research paradigm. This study proposes an 
exploratory level of how to conduct the fNIRS-based 
experiments to analyze the BPSC.

Keywords: business problem-solving creativity; fNIRS, neuro-science



한국콘텐츠학회 2018 춘계종합학술대회 168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연구에서 
blood oxygen-level-dependence(BOLD) 결과와 유사함
이 밝혀졌다[3].
  본 연구의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s)은 다음과 
같다. 첫째, Big5 중 뉴로티시즘(Neuroticism)일 경우 비
즈니스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을 제안할 때 전두엽
이 활성화 될 것이다. 둘째, 긍정 감정이 유도된 집단이 
부정 감정이 유도된 집단보다 비즈니스 문제에 대한 창
의적인 해결을 제안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과 뇌 인지 변화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즉, 창의성이 비즈니스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고자 한다. 

Ⅱ. 관련연구

  [2]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을 주는 
Association theory와 SIAM theory를 활용하여 뉴로이미
징 데이터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생산적 사고단계에서 
관계가 먼 자극을 받을 경우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어
려움이 있어서 창의성을 해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4]는 fMRI와 fNIRS사이의 교차 검증 작업을 검토하고 
fNIRS가 fMIR에 대비 다양한 뇌 영상 기술과 관련하여 
장점을 확인하였다. 
  [5]는 fNIRS 기반의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위험결정에 
대하여 전두엽(Prefrontal Cortex)와 산소화 된 헤모글로
빈(oxygenated hemoglobin)농도 변화를 측정했다. 연구 
결과 능동일 경우 전두엽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수동적일 
때 전두엽이 강력하게 활성화되었다. 이는 기존 fMRI 연
구와 일치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fNIRS를 사용하
여 접근성이 편리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임을 나타
냈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OBELAB에서 개발한 fNIRS 디바이스를 사
용했으며 프로토콜은 SIAM-Match state 모델 기반의 인
지지도(Cognitive Map) 그리기를 E-Prime과 연동하여 사
용한다. 실험 파라다임은 인지지도 그리기에 대한 충분
한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약 1시간 동
안 진행했다.

1. 사전 설문: 인간의 성격심리학적 5요인 모형인 Big5 
(Extraversion, Conscientiousness, Neuroticism, 
Openness to Experience, Agreeableness)와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 척도인 PANAS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을 실시한다.

2. 감정 유도: 검증된 음악 파일을 사용하여 집단 별 긍
정 감정 및 부정 감정을 유도한다. 

3. 인지지도 그리기: 가상 비즈니스 문제 시나리오를 제공한다.
4. Task A: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인지지도를 그릴 때, 

생산적 사고라 가정하여 내용과 밀접한 관련
이 있는 Near-Stimuli 노드를 힌트로 제공한다.

5. Task B: 인지지도를 그리는 시간이 지체될 경우, 교
착상태라 가정하여, 시나리오 내용과 관련이 
먼 Far-Stimuli 노드를 힌트로 제공한다.

6. 실험 설문; 실험과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다.

Ⅳ.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비즈니스 문제 해결에 대한 창의성
을 fNIRS를 활용하여 뇌 인지 변화를 측정하고자했다. 
연구 프레임워크는 SIAM theory의 Match-state 모델을 
사용했으며, E-Prime으로 구축된 인지지도 그리기를 수
행 했다.
  현재 감정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창의성이 비즈니스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뇌 인지 변화를 통해 측정한 연구
는 거의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기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유발 이론에 기반 하여 창의성을 
활용한 비즈니스 문제해결을 전두엽의 혈류변화를 통해 
측정했다. 둘째, 실험 참가자의 성격 및 감정을 기준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 문제해결 시 전두엽 변화를 확인했
다.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라는 점에서 의
미는 있지만 소수의 실험참가자 인해 실험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는 향후 실험 참가자를 다
수 확보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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