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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비교

*

김경철․김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차이는 어떠한지를 알아보
고, 창의성의 다른 검사 방식인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와 창의적 산물 검사를 준거로
하여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점수가 어느 정도 상관을 갖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의 병설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들 210명과 그들의 어머니와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는 각 연령
당 4학급의 교사를 선정하여 총 12명이었다.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하는 방식으로 유
아의 창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른 창의성 검사 방식인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
와 창의적 산물 검사 점수 간에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유아의 창의성에 대
해 어머니와 교사 평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교사보다는 어머니의 평정 점
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해 교사가 평정한 결과가 어
머니가 평정한 결과보다 객관적인 견지에서 유아를 평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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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의 창의성은 소수의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능력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이다(강충렬, 1997; 김명숙, 2000; 정은이, 박용한, 2002; Cropley, 2004;
Davis, 1998; O'Neil & Shallcross, 1994; Sternberg & Lubart, 1999). 창의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육방법 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려는 노력을 해 왔고,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창의성을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아의 창의성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 창
의적 산물 검사, 창의적 인성 검사와 같은 다양한 평가 방법이 이용된다(최인수, 2000). 창의
적 인지능력 검사는 유아가 창의성을 발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고, 창의적 산물 검사는 유아에게 창의적인 산물을 만들게 하고, 그 결과물을 통
하여 창의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인성 검사는 한 개인의 성격 및 태도
를 검사하는 방법이다.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검사를 통한 방법과 관찰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들어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표준화 검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
복하고자 관찰을 통한 창의성 측정방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몇 개의 타
당화 된 창의성 검사 도구가 이용되고 있다(노영희, 김경철, 김호, 2006; 이영, 김수연, 신혜
원, 2002). 관찰을 통한 창의성 측정방법은 대부분이 창의적인 인물의 인성적 특성을 나타내
는 목록을 선정하여 질문지를 만든 후, 부모나 교사가 평정하는 방식이었다(김종안, 1998; 전
경원, 2000; Davis, 1998). 그러나, Runco, Plucker와 Lim(2000-2001)은 인성적 특성 뿐 만 아니라
인지적인 특성 또한 창의적 행동 특성으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아 창의성의 두 가지 측면인 인지적인 특성과 정의적인 특성을 부모
와 교사의 관찰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일상생활에서 유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모와 교사는 유아의 창의성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발달영역에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아에게 편안한 존
재인 부모와 교사가 일상생활이나 과제를 수행하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은 자연스럽게 관찰 행동을 수집할 수 있고, 피검사자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다는 장점
이 있다. 또한 관찰을 통한 창의성 측정방법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부모와 교사가 유아의
창의적 행동을 정확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학적인 타당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Runco, 1984; Runco, Johnson, & Bear, 1993; Sternberg, 1985).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성인의 암묵적 지식 및 태도에 관련한 연구들(Croply, 1992; Runco et
al, 1993; Singh, 1987)은 교사와 부모는 창의적인 성향이나 행동 특성에 관해 공통된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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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는 바는 창의적인 유아의 행동
이나 성향의 특성에 대해서 부모와 교사들이 인식하는 바는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들이 유아의 창의적인 행동이나 특성에 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녀와 학급 유아의 창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에 대한 타당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관찰을 통한 창의성 검사 도구는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유아의 창의적인 행동이나 성향 특성을 부모나 교사가 구별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토대로 한다. 그러나 실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평정자 간의 일치정도는
높지 않았다. 그 예로 부모와 교사간의 평정차이 뿐 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
니 간에도 서로 다른 평정 결과들이 나타났다(박성애, 2003). 그 이유는 평정자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유아를 관찰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다르게 평정할 수 있고, 평정자의 편견으로 인
하여 유아의 같은 행동을 다르게 평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계숙, 박지희, 1996).
부모는 자녀와 가정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유아의 창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성향이나 행동에 관한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창의성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다 할지라도 창의성과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없이는 부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주
변 유아들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
녀에 대한 과대 또는 과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창의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자
녀의 행동을 낙관적으로 기대한다면 자녀의 창의성을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실제 유아의 창의적 인성 특성을 평정할 수 있는 부모용 검사 도구(윤영순, 2001; 이영, 김수
연, 신혜원, 2002)들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가 평정한 점수와 다른 준거검사들의 점수
와의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의 관찰을
통한 창의성 평가는 부모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창의성 파악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창의성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가 다른 확산적 사고능력의 검사 결과와 높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었다. Runco(1984, 1991)는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평가 점수와 확산적 사고 검사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교사들이 창의
적이라고 인식하는 아동들과 그 아동의 창의적 산물 검사와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교사들
이 창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동들은 언어 산물검사에서도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awson, D'Andrea, Affinito, & Westby, 1999).
박원순(2000)은 유아의 창의적인 성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창의적인 성향을 민감성, 강한 개성, 활발함, 용기로 구분하고 이러한 성향에 대
한 부모와 교사의 평가를 확인한 결과 용기를 제외한 요인들이 인지적 창의성 검사점수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준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그는 창의적 성향에 대한 부모
와 교사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부모보다는 교사의 평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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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게 나왔으며, 교사가 보다 더 객관적으로 유아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다.
유아의 다른 능력이나 문제 행동에 관해서 부모와 교사가 어떻게 평정을 하느냐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대해서 어머니가 교사보다 자녀의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함은숙, 2004), 문제 행동에 관해서는 부모와 교사간의 평정 결과가 전
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하정, 1997). 위의 결과에서처럼 유아의 창의성
측면에서 부모와 교사 간에 평정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여부에 따라 부모와 교사의 역할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유아의 창의적 능력을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는 그 유아에게 적절하고 흥미로운 활동과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에 있어서 어머니와 교사
의 의견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알아보고, 창의성의 다른 검사 방식인 창의적 인지능력 검
사와 창의적 산물 검사를 준거로 하여 어머니와 교사의 지각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관찰을 통한 창의성 검사 시에 누가 평정을 하는
것이 과연 보다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한 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대전광역시와 경기도의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만 4세, 만 5세
유아들과 그들의 어머니,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교사는 각 연령 당 4학급의 교사를 선정하여 총 12명이었다. 어머니는 유아의
수와 같은 총 21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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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배경
배경

구분

사례수

%

만 3세

58

27.6

만 4세

56

26.7

만 5세

96

45.7

남

94

44.8

여

116

55.2

210

100.0

26-30세

40

19.0

31-35세

123

58.6

36세 이상

47

22.4

고졸 이하

98

46.7

2년제 졸

82

39.0

4년제 이상

30

14.3

210

100.0

2년 이상-5년 미만

5

41.7

5년 이상-10년 미만

4

33.3

10년 이상

3

25.0

2년제 졸

4

33.3

4년제 졸

5

41.7

대학원 졸

3

25.0

12

100.0

유아의 연령

유아의 성
전체

어머니의 연령

어머니의 학력

전체

교사의 경력

교사의 학력

전체

2. 연구 도구
1) 교사와 어머니용 유아 창의성 검사
교사용 유아 창의성 검사도구는 노영희, 김경철, 김호(2006)의 교사용 유아 창의성 평정 척
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창의성과 관련된 문헌 및 교사의 암묵적 지식을 토대로 문항을
구성하고 4인의 전문가(3인의 유아교육 전문가와 1인의 교육심리학 전문가)와 유치원 교사에
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문항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확산적
사고, 호기심, 몰입, 탈규범성, 독립성의 5개 요인의 총 33문항이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
6단계 평정척도이며, 교사용 유아 창의성 평정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97이고, 하위영역별로
는 Cronbach α는 .85에서 .9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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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요인별 문항수와 신뢰도
요인명

문항 수

어머니

교사

확산적 사고

8

.82

.95

호기심

9

.89

.96

몰입

7

.83

.93

탈규범성

6

.62

.90

독립성

3

.61

.85

전체

33

.87

.97

어머니용 유아 창의성 평정척도는 교사용 유아 창의성 평정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선생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한다’에서 ‘선생님께’를 ‘어머님께’로 수정하였다. 33
문항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2)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
유아의 창의적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는 Torrance의 창의력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 중 도형창의성 A형을 사용하였다. 도형 창의성 검사는 곡선 모양의 형태를
하나 제시하고 이것이 일부가 되는 어떤 그림이나 물건을 생각해 보는 그림 구성하기, 10개
의 불완전한 도형을 제시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야기가 완전하고 재미있는 물건을 그리게
하는 그림 완성하기, 쌍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직선으로 된 세트를 30개 제시하고 거기에
다 원하는 선을 더 하여 어떤 물건이나 그림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그려보게 하는 선 그리
기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시간은 각 활동마다 10분씩이다.
본 연구에서 검사는 검사자 훈련을 받은 학급의 담임교사가 2-3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유
치원 교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장소에서 소집단 형태(4-5명)의 유아가 서로 떨어져서 동시에
실시하였다. 검사는 만 4세와 만 5세 유아들만 대상으로 하였다. 만 3세 유아의 경우에는 채
점이 불가능한 반응인 자극에 부적절한 반응과 무의미한 제목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너무 많
았기 때문이다.
채점은 TTCT 도형검사 A형의 한글 매뉴얼(김영채, 2004)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실
시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TTCT 도형 창의성 검사자 훈련을 받아서 자격증 소지한 상태로 두
연구자간에 검사자간 신뢰도는 .91이었다.
3) 창의적 산물 검사
창의적 산물 검사로는 선행 연구(김종안, 1998; Dawson et al, 1999; Han, 2000; Hennessey,
1994; McCoy & Evans, 2002; Wakefield, 1992)를 토대로 콜라쥬 만들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과제는 각각의 유아에게 동일한 A4 크기의 종이, 풀, 50개의 색종이 조각(사각형<4cm×
4cm, 5cm×2cm, 7cm×7cm, 15cm×2cm>, 삼각형<5cm×5cm, 7cm×7cm, 15cm×15cm> 원<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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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m, 10cm>)을 제시하고 유아에게 제공된 모든 자료를 이용하여 어떤 양식이 없고 흥미로운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요구한다. 검사는 검사자 훈련을 받은 담임교사가 유치원 교실 별
도의 유희실에서 10명씩 소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이 때 유아가 다른 또래의 작품을 볼 수
없도록 공간적인 배치를 하였다.
창의적인 산물 검사의 평정은 학급의 담임 교사가 아닌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학력
은 석사학위를 취득한 유치원 교사 5인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판정의 평가 내용
과 방법을 Amabile(1982, 1983)의 의견 일치법(consensual assessment technique)에 의거하였고, 전
문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창의성의 정의에 기초해서 또래 유아의 작품과 비교하여 평정하
였다. 1점에서 7점까지 Likert 평정척도에 의하여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창의적인
작품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가들이 평정한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값
이 .82로서 신뢰도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자가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교사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검사 문항에 대한 평정 요령
을 설명하였고, 2주일간의 기간을 주고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아를 평정한 교사는 총 12명이
고, 학력은 전문대 졸업에서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어머니의 일반적인
배경과 자녀의 창의성을 평정하는 검사지는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전달하여 회수하였다. 마
지막으로 창의적 인지능력 검사와 창의적 산물 검사에 관해서는 해당 담임교사가 먼저 창의
적 인지능력 검사를 실시한 후에 창의적 산물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의 처리는 SPSS Win 11.5를 이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paired t 검증, 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정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정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전에 어머니와 교사 평정
점수 간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표 3>은 유아의 창의성을 요인별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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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정 점수 간에 상관
어머니
확산적사고

호기심

*

.14

*

.28

*

.20

*

.18

*

몰입

*

.04

*
*

탈규범성

독립성

전체

.13

*

.16

.20

*

.02

.17

.07

.24

.24

*

.14

.12

.28

*

-.08

.35

*

.11

.18

*

*

확산적 사고

.25

호기심

.24

몰입

.27

탈규범성

.14

독립성

.24

.25

*

.01

.27

.29

.27

전체

.29*

.25*

.06

.23*

.16*

.28*

교사

*
*
*
*

*

p<.05

와 교사가 평정한 점수 간에 상관을 분석한 것이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낮았다(r=.28, p<.05).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탈규범성(r=35, p<.05)에 관해
서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성(r=.29, p<.05), 호기심(r=.28, p<.05), 확산적 사
고(r=.25, p<.05), 몰입(r=.24, p<.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
한 유아의 창의성은 서로 상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상관 정도는 매우 낮았다.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정 간에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유아의 창의성과 관련하여 어머니가(M=4.16) 교사보다
(M=3.96) 높은 점수로 평정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p<.05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
다. 하위 요인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몰입 항목에 대해서만 두 집단 간에 차이가 없었고,
확산적 사고(t=3.10, p<.05), 호기심(t=2.41, p<.05), 탈규범성(t=2.07, p<.05), 독립성(t=4.92,

<표 4>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 평정 점수간에 차이
어머니

교사

M(SD)

M(SD)

확산적 사고

4.09(.65)

3.87(1.03)

3.10*

호기심

4.35(.69)

4.17(1.12)

2.41

몰입

4.17(.70)

4.03(.99)

1.86

탈규범성

3.87(.64)

3.72(1.07)

2.07

독립성

4.40(.82)

3.99(1.16)

4.92

전체

4.16(.52)

3.96(.87)

3.30

요인

*

p<.05

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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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해 어머니와
교사 평정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고, 교사보다는 어머니들의 평정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의 평정 점수의 표준편차는 교사보다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평정보다는 어머니의 평정은 유아의 특성과 관
계없이 유사하여 창의성 변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창의성이 준거 검사인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의적 산물 검
사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창의성 점수와 창의적 인지
능력 및 창의적 산물 간에는 통계적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가 평정한 전체 점수는
창의적 인지능력(r=.20, p<.01) 및 창의적 산물(r=.21,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교
사가 평정한 전체 점수는 창의적 인지능력(r=.49, p<.01) 및 창의적 산물(r=.69, p<.01)과 정
적 상관이 있었다. 어머니보다는 교사가 평정한 점수들이 창의적 인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
과 보다 높은 상관 정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의 평정 중에서
탈규범성, 독립성은 모두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의적 산물과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 확산적
사고, 호기심, 몰입은 다른 검사 결과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유아의 창의
성에 대한 교사의 평정 중에서는 확산적 사고, 호기심, 몰입, 탈규범성, 독립성이 창의적 인
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과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 중에서 확산적 사고가 다
른 검사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고 몰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 평정 점수와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의적 산물 간에 상관

어머니

교사

*

p<.05

창의적 인지능력

창의적 산물

확산적 사고

.13

.19*

호기심

.15

.15

몰입

.05

.04

*

.26

*

.16

*

*

*

탈규범성

.30

독립성

.26

전체

.20

.21

확산적 사고

.47*

.63*

호기심

.39

몰입

.32

탈규범성

.38

독립성

.43

전체

.49

*
*

*

.62

*

*

.40

*

.57

*

.43

*

.6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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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점수가 창의적 인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을 설명하는 정도

어머니 평정

교사 평정

창의적 인지능력
창의적 산물
창의적 인지능력
창의적 산물

2

B

Beta

R

F

4.76

.20

.20

5.29

.59
6.81
1.17

.21
.51
.69

.21
.51
.69

R
*

.04

*

.04

9.47

*

60.64

*

187.88

.26
.48

*

p<.05

어머니가 유아의 창의성을 평정한 점수와 교사가 유아의 창의성을 평정한 점수들이 다른
창의성 평가 방식의 창의적 인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에 어느 정도를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가 평정한 유아의 창의성 점수가 창의적 인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가 나타났다. 창의적 인지능력에 4%, 창의적 산물에 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창의성 점수가 창의적 인지능력 및 창의적 산물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창의적 인지
능력에는 26%, 창의적 산물에는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와 어
머니와 교사 중에서 어느 쪽이 보다 정확하게 평정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
다. 이를 위하여 교사용 유아 창의성 평정척도를 통해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결과를 산출하였
고, 유아의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의적 산물 검사 결과를 준거로 하여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
간에 어느 쪽이 더 정확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창의성에 대해 전체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간에는 정적인 상관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낮았다(r=.28, p<.01). 따라서 어머니와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창의성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정도는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성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평정이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박원순, 2000)와 맥을 같이한다.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탈규범성(r=35, p<.01)에 관해서 상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고, 독립성(r=.29, p<.01), 호기심(r=.28, p<.01), 확산적 사고(r=.25, p<.01), 몰입(r=.24, p<.0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의 요인 중 탈규범성에 관련된 문항들은 어머니와
교사가 쉽게 관찰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거나, 가정과 기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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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라 하겠다.
유아의 창의성 요인 중에서 몰입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어머니와 교사간의 평정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어머니는 교사보다 높게 평정을 하였다. 즉,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 어머니는 교사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와 교사간의 평정 차이는 교사는 또래 집단에서 유아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반면, 어머니는 자녀를 다른 유아들과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적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론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창의적 행동 특성에 관해서 부모와 교사간에 평정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이영, 김수연, 신혜원, 2002)와는 상반되는 것이고, 창의적인 성향에
대해 부모가 교사보다 높게 평가하였다는 박원순(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유아의 창의성에 대해 교사가 평정한 결과가 어머니가 평정한 결과보다 다른 준거
검사의 점수와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imm의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한 교사 평
정과 유아의 작품에 대한 평정 점수와 PRIDE 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는 연구 결과(이영, 김수연, 신혜원, 2002, 재인용)와 교사들이 학생의 창의성을 평가 한 점수
와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 능력과 유의한 상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Runco(1991)의 연구 결과와
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를 부모에만 실시하는 경우 지
나치게 높게 평정함으로써 그 정보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어머니와 교사의 평정은 매우 낮은 상관을 보이고 있고, 어머
니의 평정점수와 교사의 평정 점수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 교사 간에 유
아의 창의성 평정은 일치하지 않는다.
둘째, 어머니와 교사의 유아 창의성 평정 점수와 다른 준거 점수인 창의적 인지능력과 창
의적 산물 검사의 점수와 비교해 볼 때 어머니의 평정보다는 교사의 평정 점수가 이들 검사
점수와 높은 상관을 보였고 준거 점수를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창의
성에 대한 교사의 평정이 어머니의 평정보다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창의성에 대해 교사들보다는 과대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모의 창의성 평정은 유아의 창의성 파악에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용
창의성 검사 도구 개발시에 부모의 과대 평가하는 경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모와 교사는 유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주고 받는 사람들이
다. 특히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와 교사는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갖고 유아의 발달 상태에 대
해 공식적∙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교사와 부모는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차이를 좁힐 수 있어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추후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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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교사 평정용 유아 창의성 평정척도를 이용하여 어머니와 교사의
창의성 평정 비교를 하였다. 부모와 교사의 창의성에 관한 암묵적 지식이 다를 수가 있으므
로 교사와 부모의 평정차이가 도구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암묵적 이론을 토대로 한 검사를 통하여 부모와 교사간의 평
정비교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모와 교사의 배경 변인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변인을 고려하여 부모와 교사의 평정 일치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표본 집단을 선정하여 검증작업이 필요하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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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of Mother-Teacher's Ratings
on Children's Creativity

Kim, Kyung Chul․Kim, H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 and accuracy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in rating the young children's creativity.
The subjects were 210 young children, age ranging from 3 to 5.
The instrument employed here were Teacher's Creativity Rating for Young Children(TCRYC),
Torrance Tests of Creativity Thinking(TTCT) and expert's rating of children's wor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other's and teacher's ratings of young children's
creativity.
Second, the teachers' ratings were more accurate than mother's in comparison to TTCT and expert's
rating of children's 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