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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발문유형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이진민 · 권오식
인제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의 지시유형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창성지시와 독특성지시가 산출물의 수와 산출물에 나타난 창의성에 어떻
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양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S유치
원에 재원 중인 4세반 2학급 49명, 5세반 2학급 47명 총 96명이었다.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
는 부분 도형(곡선, 점선, 사선)을 보여 주고 자유롭게 그려보고 제목을 정해 보도록 유도하
는 도형완성과제로서 유아 개인이 산출한 도형의 수와 산출한 도형의 독창성 정도를 분석하
였다. 유창성지시와 독특성지시가 유창성(산출물의 수)에 미치는 결과를 살펴보면, 독특성
지시보다 유창성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다. 연령에 따른 산출물의 수에서는 4세가 5세
보다 더 많았다. 그러나 4세 유아는 두 지시에 따라 유창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5
세 유아들은 독특성지시에서의 산출물의 수가 적었다. 자극유형에 따른 산출물의 수에서는
곡선과 사선보다 점선이 반응수가 더 많았다. 유창성지시와 독특성 지시가 독창성 점수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면, 독특성지시에서 더 높은 독창성을 보였다. 또, 교사의 지시유형에 따
라 연령의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5세 유아보다 4세 유아들이 더
높은 독창성을 보였다. 산출물의 수와 산출물에 나타난 창의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유창성
지시가 비록 더 많은 반응을 산출하지만, 창의성은 독특성 지시에서 더 높았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자극유형에 따른 창의성 점수에서는 곡선과 사선보다 점선이 반응수가 많았다
는 결과는 앞으로 점선 자극유형이 창의성 교육활동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주요어: 창의성, 유창성, 독창성, 유창성지시, 독특성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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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과 다른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능력이다. Guilford(1967)
는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 중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
를 산출을 촉진시키는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으로 강조하고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라고 정의하
면서 창의성의 가장 분명한 지침이 된다고 지적하였다(Guilford, 1967; Newell, Shaw &
Simon, 1962). 그리고 확산적 사고(divergent thinking)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정답이 결정되
어 있지 않은 문제(open-ended problem)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해답을 찾도록 요구할 경
우, 다양한 생각들이 산출되면서 보다 드물고 독창적인 생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확산적 사고의 특성으로 규정하고 있다(Guilford, 1959, 1984; Torrance, 1972; Wallach
& Kogan, 1965, 황정훈 재인용). 이러한 특성을 근거해서 확산적 사고 능력은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유창성(fluency), 다양한 범주의 답을 산출하도록 하
는 융통성(flexibility), 그리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답을 산출하도록 하는 독창성
(originality) 차원에서 평가되며, 일반적으로 개방형이거나 구조화되지 않은 과제(예, 빈 깡
통의 용도를 가능한 많이 제안해 보기)로 측정할 수 있다. 정답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
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면, 다양한 생각들이 산출되면서 독특한 생각의
산출이 증가한다(Guilford, 1959, 1984; Torrance, 1972; Wallach & Kogan, 1965). 이러한 이
유로 확산적 사고를 요구 할 때는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것은
사고자로 하여금 유창성에 유의하도록 환기시키는 것으로서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었는데 Harrington(1975)과 Runco(1986)는 이를 표준지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유창성지시와 독특성 지시가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자 한다(그러나 본 연구는 다른 지시조건과의 구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유창성 지
시라고 할 것이다). Harrington(1975)은 10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창적인 생각을 산출하
도록 요구하는 독창성지시와 독창성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는 표준지시를 주고, 확산적 사
고검사로 대안용도검사를 실시하였다. 지시조건에 따른 확산적 사고점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독창성 지시조건에서 표준지시조건과 비교해서 독창적인 용도의 수는 유의미하게 많
았지만 비독창적인 용도의 수는 적었다. Runco(1986)는 독창적인 생각을 산출하도록 요구하
는 지시가 확산적 사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5학년에서 8학년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지능수준에 따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지능지수 130이상 gifted, 110이상 talented, 110
이하 nongifted). 그리고 독창성 지시조건과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하도록 요구하는 유창성
지시조건에서의 확산적 사고를 비교하였다. 확산적 사고 검사는 유창성 지시는 Wallach 와
Kogan의 검사에서의 지시를 이용하였고, 독창성 지시는 Harrington(1975)의 지시를 이용하
였다. 확산적 사고검사의 순서는 먼저 유창성지시로 검사를 제시하고 유창성지시의 검사가
끝난 다음, 다시 독창성지시로 검사를 제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독창성점수는 독창성 지
시조건에서 유창성 지시조건보다 높게 나타났고, 유창성 점수는 독창성 지시조건보다 유창
성 지시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독창성지시가 유창성 산출을 요구하지 않으
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비 독창적인 생각들은 배제하고 독창적이라고 판단되는 것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만 산출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
상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에, 유창성 지시조건과 독창성 지시조건에 따른 확산적 사고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지시조건에서 산출된 전체 반응수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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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o & Okuda(1991)는 과학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준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서 다양한 검사들 중 하나로 확산적 사고 검사를 실시하였다. 15, 17세의 피험자
29명을 대상으로 유창성지시, 독창성 지시를 하였다. 확산적 사고 검사는 유창성 지시는
Wallach 와 Kogan의 검사에서의 지시를 이용하였고, 독창성 지시는 Harrington(1975)의 지
시를 이용하였다. 검사는 지시조건에 따라서 3일에 걸쳐서 하나씩 실시하였는데, 유창성지시
(각 하위검사별 3문항), 독창성지시(각 하위검사별 1문항)를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유
창성점수가 유창성 지시조건과 비교해서 독창성 지시조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현장에서 교사가 유아에게 이르는 “가능한 한 많은 생각을 하라”는 지시(유창성
지시)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하라”는 지시(독특성 지시)는 발문의 한 유형인 확산
적 발문으로 간주하여 교사의 발문이 확산적 사고를 자극하는 중요한 교수방법임이 강조되
어 왔다. Chatt, Shaw와 Serwood(1980)는 5, 6세 유아 37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능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8주 동안 확산적 질문을 통한 학습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확산적 질문을
사용한 집단의 유아들이 수렴적 질문을 사용한 집단의 유아보다 창의성 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산출하였다. Peligrino(1984)의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탐색질문 유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사물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연상 유창성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개방적 탐색 질문을 받은 집단이 아동에게서 연상 유창성이 향상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확산적 발문을 받은 집단이 수렴적 발문을 받은 집단보다 창의성이 더
증진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지만, 유창성발문과 독특성발문 중 어떤 유형의 발문이 아동
의 창의성 계발에 더 효율적인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본 연구는 4세 및 5세 유아를 대
상으로 유창성과 독특성의 산출을 요구하는 지시가 창의성의 산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
으로써 유아 창의성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보려는 것이다.
R nc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양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S유치원에 재원 중인 4세반 2학급 49명, 5세
반 2학급 47명 총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연구 대상 아동의 구성
성별
연령
유창성 지시
4세
독특성 지시
유창성 지시
5세
독특성 지시

표

계

남
13
8
15
12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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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12
16
8
12
48

계

25
24
23
2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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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되는 도구는 아래 그림과 같은 부분 도형(곡선, 점선, 사선)을 보여 주고
자유롭게 그려보고 제목을 정해 보도록 유도하여 창의적 사고 촉진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그림 완성 검사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이나 세모, 평행선이 아닌 불규칙적이며
추상적인 부분 도형 자극을 제시함으로써, 자극으로 부터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데 개입 할
수 있는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즉,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 세모, 평
행선 모양의 물건들이 야구공, 삼각뿔, 기찻길 등의 덜 독창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에 비
해, 이러한 추상적인 부분 도형 자극들은 지각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반응을 산출 할 수 있
다.

_ _ _
제목:

제목:

＼＼
제목:

그림 1. 자극 유형(곡선, 직선, 사선)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제시한 부분도형을 유아에게 제시하고 지시유형(유창성 지시, 독
특성지시)에 따라 유아가 산출한 도형의 수와 도형의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3. 창의성의 평정 방법
1) 유창성의 측정
기준 자극을 근거로 연령별, 지시유형별 유아가 구성한 그림의 수를 유창성의 지표로 삼
았다.
2) 독창성의 측정
여러 유아가 동일한 그림을 그렸다면 그 그림의 독창성 점수는 오직 한 유아만이 그린 그
림의 독창성 점수보다 낮을 것이다. 오직 한 명만이 그린 그림의 독창성을 1이라고 한다면
n명의 아동이 그린 그림의 독창성은 1/n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만약 어떤 유아가 세 개
의 그림을 산출했는데, 그림들의 독창성 점수가 각각 1, 1/2, 및 1/5라 한다면 그 유아의 독
창성 총점은 1+1/2+1/5=1.7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유아의 독창성 총점을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모든 유아가 그린 모든 그림을 모아 동일=상이 판단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각 그림의
중복횟수를 산출하여 그 역수를 각 그림의 독창성지수로 삼았다.
4.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예비연구와 본 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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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 연구
창의적 지시문의 이해와 절차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
구는 2008년 11월 5일 양산시 소재의 s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4세 남녀 유아 각각 2명씩 4
명, 5세 남녀 유아 각각 2명씩 4명을 대상으로 개별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대상 아동에게
점선, 사선, 곡선이 그려진 카드를 제시해 주고 창의성 지시유형에 따라 그림을 완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이때 잘하고 못하는 평가가 없으므로 생각나는 대로 그리도록 이야기 한다.
검사자는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그림을 그리고 난후 글자를 몰라 제목을 적지 못하는 유아
에게 글자를 적어 주거나 새 카드를 꺼낼 때마다 지시를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한다. 그리고
지시에 따른 실험대상 아동의 즉각적인 반응 차이나 특이사항, 활동시간 등을 체크한다.
유창성 지시조건에서는 산출물의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수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각 검사의 시간을 10분으로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예비연구를 실시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6～7분 이내에 반응의 산출을 완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또 시간의 여유를
보다 길게 주었을 경우(10분)에 검사의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검사는 시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가능한 한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시간의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시간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가능한 한 자유롭게 생각을
산출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2) 본연구
예비 연구를 토대를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시유형(유창성 지시, 독특성지시)에 따
라 점선, 사선, 곡선을 이용하여 어떤 그림을 완성하고, 본인이 그린 사물, 그림이 가지고 있
는 의미를 언어(말과 글)을 통하여 적절하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먼저, 유아들에게 집단에 따라 각각 유창성 지시와 독창성 지시를 준다. 그런 다음
유아들에게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리고 싶은 만큼 그릴 수 있도록 부분도형을 제공한다. 부
분 도형 그럼을 완성 한 후에는 연상되는 제목을 기록합니다. 실험은 면담실에서 이루어졌
으며 피험자와 실험자가 1:1 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대략 30분 내외가
걸렸다. 자세한 실험 과정은 표 2와 같다.
2. 과제 제시 - 아동 반응의 활동 과정
교사의 제시
아동의 반응
▶ 아이와 인사를 나눈다.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 “안녕하세요?”
위해 옷차림, 머리모양, 아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관심
을 보이며 잠깐 이야기 나누고, 활동을 시작한다.

표

▶ 선생님이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 줄게.
(오늘 활동할 카드를 제시하며)
이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 그림이야.
☞ 유창성 지시
“여기 있는 이 카드에 이런 모양이 있어. 이 도형
을 이용하여 니가 생각나는 것을 가능한 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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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봐.
▶ 알아듣고 “예”대답한다.
카드는 순서 없이 아무 카드나 먼저 사용해도 괜찮
모를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고 같은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단다. 할 수 질문을 하고 이해한 다음 시작을
있겠니?”
한다.
☞ 독특성 지시
“여기 있는 이 카드에 이런 모양의 도형들이 있어.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할 것 같은 그림을 생각해서 그려봐.
카드는 순서없이 아무 카드나 먼저 사용해도 괜찮
고, 같은 카드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단다. 할 수
있겠니?”
▶ 아이가 그림을 완성하면
▶ “다 했어요.” “그만 할래요.”
“여기 있는 카드로 해봐.” 하며 활동할 카드를 계
라고 이야기 한다.
속 제공해 준다.
(그릴 수 있는 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게 한다.)
▶ “있어요.”라고 대답하면 시간
▶ “혹시 다른 것은 더 없을까?” 더하고
을 더 주고 활동을 계속 진행하
싶은 것이 있는 지 생각해봐
도록 한다. “없어요.”라고 대답
하면 자리를 정돈하고 교실로
간다.

III. 결과 및 해석
교사의 지시유형(유창성지시, 독특성 지시)이 창의성 유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자 도형완성과제에 대한 아동의 표현들을 유창성(반응수)와 반응에 나타난 독창성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1. 유창성의 분석
연령, 지시유형 및 자극유형이 유창성(반응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
여 연령, 지시유형 및 자극유형별 반응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3 참조).
표

3. 연령, 지시유형 및 자극유형별 반응수의 평균(표준편차)
자극 유형
연령 지시유형
곡선(∿)
점선(…)
사선(＼＼)
4세

유창성지시

2.08(.16)

1.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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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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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독특성지시
소계
유창성지시
독특성지시
소계
유창성지시
독특성지시
계

1.79(.16)
1.94(.11)
1.65(.17)
1.20(.16)
1.43(.12)
1.87(.11)
1.50(.12)
1.87(.08)

2.04(.18)
1.94(.13)
2.13(.18)
1.33(.18)
1.73(.13)
1.99(.12)
1.69(.13)
1.84(.010)

1.88(.14)
1.82(.10)
1.60(.14)
1.25(.14)
1.43(.10)
1.68(.010)
1.56(.10)
1.62(.07)

1.90(.12)
1.90(.09)
1.80(.13)
1.26(.12)
1.53(.09)
1.85(.09)
1.58(.09)
1.71(.06)

가. 연령에 따른 유창성(반응수)의 분석
연령에 따라 반응수를 보면 4세는 평균 1.90개, 5세는 평균 1.53개로 0.37개 더 많은 반응
을 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 92)= 8.887, p=.004)). 즉 4세가 5세보다
더 많은 반응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자극 유형에 따른 유창성(반응수)의 분석
자극유형에 대한 평균 반응수는 곡선(∿)에서 1.68, 점선(…)에서 1.84, 사선(＼＼)에서
1.62를 보였다. 즉 점선(…)에서의 반응수가 곡선(∿)와 사선(＼＼)에서의 반응수보다 많았으
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2, 186)= 2.97, p=.054)).
다. 지시유형에 따른 유창성(반응수)의 분석
지시유형에 따라 유창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유창성 지시에는 평균 1.90개 독
특성지시에는 1.53개로 독특성지시보다 유창성 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 92)= 4.511, p=.036)).
즉 4세의 경우 유창성 지시에는 평균 1.89개, 독특성 지시에는 평균 1.90개로 지시유형에
따라 유창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5세의 경우는 유창성지시에는 1.80개 독특성지시에는 1.26
개로 독특성지시보다 유창성 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다(그림 2참조). 이 지시유형과 연
령간의 상호작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 92)= 4.843, p=.030)). 이 결과는 4세 유아의
경우는 두 지시에 따라 달리 반응에 따라 달리 반응하지 않은 반면 5세 유아는 유창성 지시
에는 많은 반응을 하고, 독특성 지시에는 신중한 반응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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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창성(반응수)에 나타난 지시유형과 연령의 상호작용
2. 독창성 점수의 분석
교사의 지시유형(유창성지시, 독특성 지시)이 창의성 점수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
아보고자 연령, 지시유형 및 자극유형의 독창성 점수 평균(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6 참
조).
표

4. 연령, 지시유형 및 자극유형의 창의성 점수의 평균(표준편차)
자극 유형
연령 지시유형
곡선(∿)
점선(…)
사선(＼＼)
유창성지시
.97(.13)
1.38(.18)
.81(.14)
4세 독특성지시
.78(.14)
1.58(.18)
1.15(.15)
소계
.87(.09)
1.48(.13)
.98(.10)
유창성지시
.57(.14)
1.01(.18)
.53(.15)
5세 독특성지시
.93(.14)
1.26(.18)
1.03(.15)
소계
.75(.10)
1.14(.13)
.78(.10)
유창성지시
.77(.09)
1.19(.13)
.67(.10)
독특성지시
.85(.10)
1.42(.13)
1.09(.10)
계
.81(0.7)
1.31(.090)
.88(.07)

계

1.05(.11)
1.17(.11)
1.11(.08)
.70(.12)
1.07(.11)
.89(.08)
.88(.08)
1.12(.08)
.10(.06)

1) 연령에 따른 독창성 점수 분석
연령에 따라 독창성 점수를 보면 4세는 평균 1.11점, 5세는 평균 .89점으로 0.22점 더 많은
반응을 하였으나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 (1, 92)= 3.819, p=.054).
2) 자극유형에 따른 창의성 점수 분석
자극유형에 대한 평균 창의성 점수는 곡선(∿)에서 .81, 점선(…)에서 1.31, 사선(＼＼)에서
.88를 보였다. 즉 점선(…)에서의 창의성 점수가 곡선(∿)와 사선(＼＼)에서의 창의성 점수보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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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았으며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2, 186)= 17.91, p=.000)).
3) 지시유형에 따른 창의성 점수 분석
지시유형에 따라 창의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유창성 지시에는
평균 .88점 독특성지시에는 1.12점으로 유창성 지시보다 독특성 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
다.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 92)= 4.614, p=.034)).
지시유형에 따른 창의성 점수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즉 4세의 경우
유창성 지시에는 평균 1.05점, 독특성 지시에는 평균 1.17점으로 지시유형에 따라 창의성 점
수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5세의 경우는 유창성지시에는 .70점 독특성지시에는 1.07로 유창성
지시보다 독특성 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다(그림 3참조). 지시유형과 연령간의 상호작용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 (1, 92)= 1.238, p=.269)). 이 결과는 4세 유아의 경우는 두 지시
에 따라 달리 반응하지 않은 반면 5세 유아의 경우는 유창성 지시조건에서보다 독특성 지시
조건에서 더 많은 창의성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창성(반응수)에 대한 결과
를 살펴보면, 첫째, 연령에 따른 반응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4세가 5
세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였다. 유창성의 측면에서 보면 4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더 창의
적이며, 5세가 되면 창의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향은 구체적 조작기를 앞
두고 있는 5세 유아들이 사물의 구체적 특성에 주의를 집중하게 됨으로써 상상력이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시유형(유창성지시, 독특성 지시)에 따라 반응수에서 차이가 있었다. 평균점수에서
보면 독특성 지시보다 유창성지시에 더 많은 반응을 하였다. 이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가능
한 한 다양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해 주어 흥미를 갖고 즐겁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유창
성지시가 창의성의 산출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독특성
지시에서 반응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독특한 것이 무엇이고 상투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주관적, 내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지시유형과 연령 간에는 상호작용이
있었다. 즉, 4세는 지시유형에 따라 반응수에서 차이가 없는 반면, 5세 유아들은 유창성지시
에서는 많은 반응을, 독특성지시에서는 적은 반응을 하였다. 이것은 연령이 어린 경우 ‘가능
한 한 많이 그려보라’는 유창성 지시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려보라’는 독특성
지시 간의 차이를 잘 변별하지 못하는 피험자가 많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령차
이가 4세 유아들의 인지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앞으로 규명해보아야 할 문제이
다.
셋째, 자극유형에 따른 반응수에서 보면 곡선과 사선보다 점선에서의 반응수가 더 많았다.
점선으로 주어진 자극이 실선으로 주어진 자극에 비하여 더 많은 반응을 산출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실선에 비해 점선의 미결정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할 가능
성이 있는데, 이러한 가설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독창성 점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4세가 5세보다 창의성에서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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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4세가 5세보다 창의성에서 더 높은 점수
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응수의 분석한 결과와 같은 것이다. 즉 5세 유아의 경우 4세보
다 창의성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시유형에 따라 창의성 점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창성지시와 독
특성지시에서의 창의성 점수를 보면 독특성지시에서 더 높은 창의성을 보였다. 이는
Torrance(1972)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것이다. 비록 반응수에 있어서 유창성지시가 더 많은
반응을 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의성의 점수는 독특성지시조건에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많이 만든다는 것과 창의적인 것을 만든다는 것은 별개의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자극유형에 따른 창의성 점수에서 보면 실선으로 이루어진 곡선과 사선보다 점선자
극에서 더 높은 창의성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반응수의 분석에서와 같은 결과이다.
즉 점선으로 구성된 자극이 실선으로 구성된 자극에 비하여 산출물의 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산출물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선보다 점선으로 된 자극이 창의
성을 촉진할 것이라는 가설은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검증해 볼 가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였다. 첫째, 지시유형은 도형
완성과제에서 산출물의 수와 산출물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 결과는 수업중의 교사
발문이 창의성의 산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큰 의미를 지닌
다. 창의성관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교사는 '가능한 한 많이 만들어보세요'라든가 '남들이 만
들 수 없는 것들을 만들어보세요' 등과 같은 다양한 내용의 지시나 발문을 말하는데 이러한
발문의 효과가 유아의 창의성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의 목적에 맞게 발문을 구성하여야 한다. 지시유형의 효과는 산출물의 수와 창의성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하면, 유창성지시는 산출물의 수는 증가시켰지만 산출물들
의 창의성의 정도는 오히려 독특성지시조건에서 높았다. 이 결과는 많은 것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반드시 창의성이 높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창성
이 높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인 경우는 독특성지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시유형의 효과와 관련하여 밝혀진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4세 유아와 5세 유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동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5세 유아는 두 지시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반응하였다.
즉, 5세 유아들은 독특성지시조건에서는 유창성지시조건에 비하여 산출물의 수가 감소하였
다. 반면에 4세 유아들은 두 지시조건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는 앞으로 연구해보아야 할 주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교사가 발문을 구
성할 때, 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창
의성 교육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육의 성과를 극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극유형에 따라 창의적 사고를 유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밝
혔다. 본 연구에서는 곡선, 점선, 그리고 사선의 세 가지 불완전도형을 자극으로 사용하였는
데, 산출물의 수와 창의성 점수 모두에서 점선자극이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으로, 창의적
사고를 촉발하는 정도가 자극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예언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점
선으로 구성된 자극이 실선으로 구성된 자극에 비해 더 큰 촉발효과가 있음을 발견한 것이
다. 그러므로 창의성 교육 활동자료를 구성할 때 활동자료의 구성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상의 결론과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실험처치는 유창성 지시와 독특성 지시 유형으로 나누어 도형완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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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적용, 실시하였는데 타 수업활동에 확대 적용 시켰을 때 아동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적인 연구가 요청된다.
둘째, 본 연구자는 독특성 지시에서 창의성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문의
유형에 따른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신장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청된다.
셋째, 창의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요망하는 특성이며, 발전적 요소로서 미래
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필요한 능력으로 창의성 개발은 교육의 중요한 목표가 되
어야 한다. 그러므로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의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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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 of Teacher's Questioning Pattern
on the Creativity of You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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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achers's direction pattern
on the creativity of young children, in more specifically, was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fluency direction and uniqueness direction on the number of outcomes and the
amount of creativity represented in outc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a total of 96 children with 49 from two classes for
four years old and 47 from two classes for five years old attending the S kindergarten
located in Yangsan city. The inventory used in this study was figure completion task in
which partial figures such as circle, dotted line, and oblique line are presented to young
children and asked them to complete a picture and determine its title freely. The number
of outcomes produced by young children were measured and their creativity were
evaluated.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effect of fluency direction and uniqueness direction on
the number of outcome showed that the fluency direction has induced more responses
compared to uniqueness one, and that the number produced by children of four years
old were higher than that by children of five years old.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number of outcomes between direction type in group of four years old, whereas for the
group of five years old, the number of outcomes produced by uniqueness direction was
higher than it by fluency direction.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number of outcomes
produced from each figure type showed that the number of outcomes produced from
dotted line was higher than that from other two figure types.
The result of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both types on the creativity score showed
that the score from the uniqueness direction was higher than that from fluency one, and
that the level of creativity induced by direction type was higher in group of four years
old compared to group of five years old. Considering both the number of outcomes and
th creativity represented in them, the uniqueness direction induced more creativity,
though the number of outcomes was higher. The fact that the creativity score from
dotted line was higher than that from other types of figure indicates that the stimulation
by dotted line may be useful in creativity enhanced teaching activities.
Keywords: creativity, fluency direction, uniquenes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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