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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도형창의성검사(전경원, 2001)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한국의 창의성연구에서 빈번히 사
용되는 창의성 검사 중 하나이다. 유아도형창의성검사는 창의성의 다양한 측면 중 유창성, 독
창성, 개방성, 민감성의 4개 요인을 측정한다고 알려져 왔으나, 이 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확인적요인분석의 방법을 사용해 유아도형창의성검
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아동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에서 총
1,690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수집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개의 요인모형을 검증하였는데, 이들 모형은 1) 검사요강의 내용을 토대로 설정한 4요인(A)
모형, 2) 4요인(A) 모형에 일부 개별 문항 점수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 관계를 설정한 4요인
(B) 모형, 3) 4요인(B) 모형의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을 확산적사고 요인으로 통합한 3요인 모
형이다. 확인적요인분석 결과 4요인(A) 모형은 논리적인 해석이 어려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한
편 4요인(B) 모형과 3요인 모형은 모형적합도가 매우 우수하였으나, 판별타당도 및 검사점수
해석의 측면에서 3요인 모형이 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유아도형창
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와 검사의 해석 및 채점에 관한 논의와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유아도형창의성검사, 확인적요인분석, 구인타당도, 4요인 모형, 3요인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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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유아의 창의성 발달과 교육을 위해 신뢰롭
고 타당한 창의성 검사의 개발과 활용은 필수
적이다(최인수, 2000). 이런 이유로 유아의 창
의적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창의성 검사가 개발되어왔다.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검사는 그 유형을 크게
인지․지각 검사, 성향검사, 문제해결검사, 산
출물검사, 교사 또는 부모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
는 창의성 검사의 유형은 인지․지각 검사이
다(김선진, 최인수, 2013; 황정숙, 2007).
인지․지각 중심의 창의성검사 중 유아도
형창의성검사(전경원, 2001)는 다양한 도형 자
극을 이용하여 만 4∼6세 아동의 유창성, 독
창성, 개방성,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
었다. 이 검사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창
의성 연구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창
의성 검사 중의 하나이며(전경원, 2015), 전 세
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orrance(1974)의
창의적사고검사보다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검
사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진, 최인수,
2013; 홍소영, 이종승, 2009).
그러나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이러한 폭넓
은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의 구인타당도
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족하다. 먼저, 유아도
형창의성검사의 전문가지침서는 이 검사의 구
인타당도에 관한 정보로써 4개 요인별 총점
간 상관계수 및 각 요인별 총점과 전체 검사
총점 간의 상관계수를 제공하고 있다(전경원,
2010). 구체적으로 4개 요인별 총점 간 상관계
수의 범위는 .12∼.78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 독창성과 민감성 구인간의 상관계수가 .12
로 가장 낮은 것으로, 유창성과 독창성 간의
상관계수가 .8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4개 요인별 총점과 검사의 전체
총점 간의 상관계수의 범위는 .43∼.87로, 민
감성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계수가 .43으로 가
장 낮은 것으로, 유창성 총점과 전체 총점 간
의 상관계수가 .8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관계수의 패턴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개략적으
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
공할 뿐이며, 이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본격적
이고 의미 있게 평가하기에 불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
당도를 확인한 선행연구도 거의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최근 임현주, 최선녀(2015)가 유아
의 기질과 가정환경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창의성과 갖는 구조적 관계를 탐색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측정모형을
전체 구조모형의 한 요소로 분석한 적이 있기
는 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유아도형창의성검
사의 개별 문항 점수가 아니라 각 요인별로
개별문항 점수를 합산한 요인별 총점을 이용
하여, 이 네 개 요인별 총점이 창의성이라는
단일 구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측정 모형
을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창
의성검사가 제시하는 4개 요인의 구인타당도
를 확인한 연구로 보기 어렵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고려할 때 유아도
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를 본격적으로 확
인하는 연구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 이유는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내
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이 검사가 현재 사용하
고 있는 채점 방법 및 검사 점수의 해석방법
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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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현재 유아도형창의성검사는 4개 요인의 명
확한 구분을 전제로 각 요인별 총점의 수준에
따라 네 개 요인의 상대적 특성을 별도로 해
석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구인타
당도에 관한 정보가 이러한 4요인 구조를 지
지하지 않는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검사 결
과의 보고 방식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정한 본 연
구의 목적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개별문항
점수를 활용한 확인적요인분석을 수행하여 이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도형창의성검사가 측
정하는 구인의 개념적 정의와 검사 문항의 내
용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유아도형창
의성검사와 유사하게 확산적사고를 기반으로
개발된 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관련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뒤에 상세히 기술한 3
개의 요인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이 세 요인모
형의 적합도를 확인적요인분석의 방법을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을 통해 유아도
형창의성 검사의 구인타당도를 평가하는데 있
어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측면에서 유아
도형창의성검사에서 측정하는 유창성과 독창
성 요인이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여 볼 수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 검사개발자가 제시한
것처럼 서로 구분되는 요인인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는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의
경우 Torrance(1974)의 창의적사고검사와 같은
대표적인 확산적사고검사의 요인구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하듯이, 이 두 요인이 개
념적으로는 비교적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도,

심리측정학적인 관점에서는 잘 구분되지 않는
판별타당도가 낮은 요인들일 수 있기 때문이
다(Kim, 2006; Runco & Albert, 1985). 이 두 요
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상은 유아도형
창의성검사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전문가지침서에서
보고하고 있는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간의 상
관계수가 .78∼.87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전
경원, 2010). 또한 검사 내용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유창성과 독창성의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도형 자극이 완전히 동일한 것도
이 두 요인 간의 낮은 판별타당도를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에서 유창성
과 독창성 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는 것은
Hocevar(1979a)가 주장한 대로 창의성검사에서
흔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유창성 점수가
독창성 점수를 해석하는데 혼동을 일으키는
현상이 유아도형창의성검사에서도 나타나는지
를 명확히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 간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과 더불어, 유아도형창의성검사가
측정하고 있는 또 다른 두 요인인 개방성과
민감성이 유창성 및 독창성 요인과 갖는 수렴
및 판별 타당도를 측정하는 것도 창의성의 구
성요인 및 관련 요인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이
론적․실제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방성과 민감성이라는 특
징이 창의성 관련 문헌에서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으로 빈번히 언급되는 중요한 특성들임에
도 불구하고, 이 구인들이 확산적사고의 중요
한 측면인 유창성 및 독창성 요인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
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요인구조에 관한 분석을 통해 개방성과 민감
성이라는 창의성 관련 특성 및 능력이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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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독창성과 같은 확산적사고 능력과 갖는 마지막으로 민감성은 창의성의 한 요인으
수렴 또는 판별타당도를 확인해 보는 것은 창 로 지각력과 관계가 있어 주변 환경에서 오감
의성의 구성요소간의 연관성을 이해하는데 필 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 민감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을
탐색․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개요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민감성은 구체적으로
지각적 민감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1) 구인의 개념적 정의
있을 것이다.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전문가지침서에서
설명하는 유창성, 독창성, 민감성, 개방성의 2) 검사의 내용 및 채점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경원, 2010).
유아도형창의성검사는 검사 1과 검사 2의
먼저, 유창성은 특수한 상황에서 가능한 많 두 개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1의 제목
은 양의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산출해내는 아 은 ‘으뜸도형으로 그리기’로, 이 검사에 대한
이디어의 품부함과 관련된 양적인 능력으로 반응을 통해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을 측정한
정의된다. 이러한 유창성의 정의는 다양한 확 다. 검사2의 제목은 ‘자극도형으로 그리기’로
산적사고검사에서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아이 이 검사에 대한 반응을 통해 개방성과 민감성
디어 유창성(ideational fluency)과 유사한 개념이 요인을 측정한다. 검사 1과 검사 2에 소요되
다.
는 시간은 각각 5분씩이다.
다음으로 독창성은 기존의 사고에서 탈피
하여 희귀하고, 참신하며 독특한 아이디어나 (1) 검사 1의 내용과 채점방법
해결책을 산출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 이 검사 1은 ‘으뜸도형으로 그리기’라는 검사
또한 대부분의 확산적사고검사에서 측정하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으뜸도형’이라고 부
아이디어의 독창성(ideational originality)과 유사 르는 선 모양의 도형자극을 이용한다. ‘으뜸
한 개념이다.
도형’은 조선 시대에 성인남자가 머리에 쓰던
개방성은 인간의 태도, 생각, 경험 따위가 ‘갓’ 모양을 연상시키지만, 완전한 갓 모양으
기존의 사고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거리낌 없 로 완성되지 않은 선 모양을 지니고 있다. 검
이 시․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교류하게 사 1에서는 이 ‘으뜸도형’ 18개에 일련번호를
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는 열려 있 붙여 순서대로 하나씩 제시하고, ‘으뜸도형’을
는 상태나 성향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를 보고 연상되는 모양을 주어진 시간 내에 가능
바탕으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에서는 창의적인 한 많이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사람의 주요한 특징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검사 1에 대한 반응을 통해 유창성과 독창
제한이나 차별을 두어 조급하게 문제를 속단 성의 두 요인을 채점하는데 그 채점방법은 다
하려 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문제해 음과 같다. 먼저 유창성은 하나의 도형자극을
결방법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사람으로 기술한 이용하여 적절한 그림을 완성한 경우에 2점을
다.
부여하고, 부적절한 그림을 그리거나 전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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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그리지 않은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이
와 같은 채점방법을 이용하면 유창성 점수의
가능한 범위는 0점∼36점이다.
독창성의 경우에는 전체 피험자의 반응 중
5%이하에 해당하는 희귀한 반응에는 2점을
부여하고, 그 외에 흔한 반응에는 0점을 부여
하며, 이러한 채점방식을 사용하면 독창성 점
수의 범위는 유창성과 마찬가지로 0점∼36점
이다.
이상과 같이 유아용도형창의성검사는 유창
성과 독창성 요인을 측정하는데 별도의 검사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동일한 검사내용에 대
한 동일한 반응을 각기 다른 채점 기준만을
적용하여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를 계산한다.
이러한 특징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요강에
서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두 요인의 총
점 간에 높은 상관계수가 나타나는 중요한 이
유로 작용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두 요
인의 채점 방식도 두 요인 점수 간의 높은 상
관계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
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에서는 하나의 도형자
극에 대한 반응에 독창성 점수를 획득하기 위
해서는, 그 반응이 먼저 유창성 점수를 획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유창성 요인과 독창성 요인간의 관계는
뒤에 기술한 4요인(B) 모형과 3요인 모형을
설정하는데 반영되었으며, 이에 관한 내용은
해당 모형을 기술하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검사2의 내용과 채점방법
검사 2는 하나의 도형자극만 사용하는 검
사 1과 달리 사각형 테두리 안에 4개, 테두리
밖에 1개 등 모두 5개의 서로 다른 모양의 자
극도형을 함께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유
롭게 그림을 완성하도록 한다. 5개의 서로 다
(2)

른 도형 자극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검사2의
이름은 ‘도형자극으로 그리기’이다. 검사 2에
서 제시되는 5개의 도형에 대한 유아의 반응
을 이용하여 개방성과 민감성 요인을 측정하
는데 그 구체적인 채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방성은 5개의 도형 중 사각형 테두
리 안에 있는 3개의 도형에 대한 반응을 통해
측정한다. 이 3개의 도형은 검사1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모양의 ‘으뜸도형’ 1개, 한자 ‘之’
자를 변형시킨 모양의 도형 1개와 우리나라
전통 기와의 한 형태인 수막새 모양의 도형 1
개 등 3개의 도형인데, 으뜸도형이 아닌 뒤의
두 개의 도형을 ‘버금도형’이라 부른다.
개방성 요인의 개방성 1, 개방성 2, 개방성
3번 문항 점수는 앞서 설명한 세 개의 자극도
형을 이용해 완성한 그림의 확장정도에 따라
자극 도형을 적절하고 유의미하게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 0점을 부여하고, 도형에 선을 추
가하여 원래 도형을 확장시키고 풍부해진 정
도가 높아짐에 따라 2, 4, 또는 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방성 4번 문항 점수는 이 세 도
형 중 두 도형 이상이 함께 연결되어 그림을
완성한 정도에 따라 연결의 정도가 클수록 0
점, 2점, 4점, 6점의 점수를 부여한다. 마지막
으로 개방성 보너스 점수는 이 세 도형의 주
어진 방향을 전환하여 그림을 완성한 정도에
따라 보너스 점수로 0점, 3점 또는 5점을 부
여한다. 개방성 총점은 개방성 1부터 개방성
4까지의 문항점수와 개방성 보너스 점수를 모
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개방성 총점을
구성하는 이 문항 점수의 계산방법과 개방성
요인의 개념 간의 관계를 고려해보면 개방성
1 부터 개방성 3까지의 세 문항 점수가 아이
디어의 확장이라는 개방성의 개념적 정의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방성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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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이상의 자극도형을 연결하여 사용한 정
도에 따라, 개방성 보너스 점수는 그림을 그
릴 때 방향전환 여부에 따라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으로 도형의 확장과는 개념적으로 그
연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민감성은 검사2의 사각형 안에 있는 점과
사각형 밖에 있는 태극선의 일부분 모양을 가
진 두 개의 도형자극을 통해 측정하는데, 이
두 도형을 ‘딸림도형’이라 부른다. 민감성의
채점은 이 두 개의 ‘딸림도형’ 자극을 인지하
고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0점, 2점, 4점, 6점
의 점수를 부여한다. 민감성 보너스 점수의
경우 ‘딸림도형’을 이용해 그린 그림의 완성
여부에 따라 0점, 3점, 5점을 부여한다.

Ⅱ. 연구방법

었다.
조사에 참가한 유아의 평균 월령은 51.9개
월이었으며, 성비는 남아가 861명(50.9%), 여
아가 829명(49.1%)로 남아가 여아보다 좀 더
많았으나, 상대적 비율은 거의 비슷했다. 연구
에 참여한 유아의 월령별 수와 백분율은 <표
Ⅱ-1>과 같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표집은 층
화다단계 표본추출법에 의해 6개 권역으로 구
분하여 진행되었다. 6개 권역별로 연구에 참
여한 유아의 수와 백분율은 <표 Ⅱ-2>과 같
다.
<표 Ⅱ-1> 연구대상 유아의 월령
월령(개월) 유아의 수(명)

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백분율(%)

49

44

2.6

50

194

11.5

51

385

22.8

52

510

30.2

53
410
24.3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을 위해 2012년
54
132
7.8
도에 실시한 한국아동패널조사의 5차년도 데
55
15
9
이터를 사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유아도형
합계
1,690
100
창의성검사의 ‘가’형과 ‘나’형의 동형검사 중
‘가’형의 검사를 사용하였다. 검사의 실시는
유아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개별검사의 형 <표 Ⅱ-2> 연구 참여 유아의 거주 지역
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검사의 채점은 학지사
거주 지역
유아 수(명) 백분율(%)
심리검사연구소에 의해 실시되었다.
서울권
230
13.6
한국아동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대상은
경인권
547
32.4
총 2,150명으로, 이 중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전/충청/강원권
231
13.7
유아 447명(20.8%)과 조사에는 참여했으나 창
대구/경북권
198
11.7
의성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유아 13명(0.6%)을
부산/울산/경남권
291
17.2
제외한 총 1,690명의 유아로부터 수집한 검사
광주/전라권
193
11.4
점수 자료가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에 최
합계
1,690
100
종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중 결측자료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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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설정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에서는 두 개의
4요인 모형과 하나의 3요인 모형 등 총 3개의
요인모형을 검증하였다. 이 세 모형의 설정내
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요인(A) 모형
4요인(A) 모형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전
문가지침서가 제시한 대로 이 검사가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의 4개 요인을 측정하
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설정하였다(부록
1-1 참조). 4요인(A) 모형에서는 유창성 측정을
위한 18개의 문항이 유창성 요인에, 독창성
측정을 위한 18개 문항과 독창성 보너스 점수
등 19개의 문항이 독창성 요인에, 개방성 측
정을 위한 4개의 문항과 개방성 보너스 점수
등 5개의 문항이 개방성 요인을, 민감성 측정
을 위한 2개의 문항과 민감성 보너스 점수 등
3개의 문항이 민감성 요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1) 4

요인(B) 모형
4요인(B) 모형은 요인과 문항 간의 기본적
인 관계 설정에 있어 4요인(A) 모형과 동일하
다. 그러나 4요인(B) 모형에서는 검사문항의
내용과 채점 방법을 고려하여 일부 개별 문항
점수의 오차 분산 간에 공분산을 설정한 일종
의 오차상관모형이라는 점에서, 개별문항의
오차 점수 간 공분산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4
요인(A) 모형과 다르다.
4요인(B) 모형에서 개별 문항 점수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록 2-1 참조). 먼저, 4요인(B) 모형에서는 개
별 유창성 문항과 독창성 문항의 오차 분산
2) 4

간에 공분산이 있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즉,
유창성 1번 문항의 오차 분산과 독창성 1번
문항의 오차 분산 간…유창성 18번 문항의 오
차 분산과 독창성 18번 문항의 오차점수 간
공분산과 같은 식으로 유창성의 개별문항과
이에 상응하는 독창성의 개별문항 점수의 오
차 분산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오차분산을 설정한 이유는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가 검사의 내용과 채점 방법 때문
에 다음과 같이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검사의 내용 측면에서 유창성과 독창
성은 동일한 개별 문항에 대한 하나의 반응을
서로 다른 채점 기준을 적용하여 유창성 점수
와 독창성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유아도형창의성검사에서는 유창성과 독창
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문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문항에 대한 동일한 반응
내용을 채점기준만 달리하여 채점하는 것이
다. 또한 유창성과 독창성을 위한 별도의 서
로 다른 검사 지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검사내용 및 검사 지시 내용의 동일성
이 이 두 요인을 측정하는 개별 문항 점수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한 논리적 근거이
며, 검사요강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유창성 총점과 독창성 총점간의 높은 상관계
수도 이러한 오차 점수 분산 간 공분산을 설
정한 또 다른 논리적 근거이다.
또한 채점 방법에 있어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 간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
는데,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경우 독창성 문
항에서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창
성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내용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전문가지침
서에 독창성 채점 시 주의 사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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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유창성 유창성과 독창성 및 관련 능력들을 통틀어 확
으로 계산된 그림 내에서만 해당되는 독창성 산적사고로 개념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
점수를 계산한다(유창성 점수를 받지 못한 그 창성과 독창성 요인을 확산적사고 요인으로
림은 독창성 점수를 줄 수 없음).”(전경원, 통합한 모형을 설정한 이유는 유창성 총점과
2010, p. 86).
독창성 총점 간에 상당히 높은 상관계수가 보
개별 문항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 고되고 있기 때문이다(전경원, 2010). 또한 유
한 또 다른 부분은 민감성 문항에서인데, 두 창성과 독창성 요인을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개의 민감성 문항 각각이 민감성 보너스 점수 구분할 수 있을지라도, 경험적 연구를 통해
와 공분산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 두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을 창의
공분산을 설정한 이유는 민감성 채점에 이용 성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이
되는 도형이 모두 2개인데 이 각각의 도형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Clapham, 1998, 2004;
사용하여 그림을 완성한 정도에 따라 2개의 Heausler & Thompson, 1988; Hocevar, 1979a;
민감성 문항 점수가 계산되고, 민감성 보너스 Kim, 2006; Runco & Albert, 1985).
점수는 이 2개의 민감성 문항에 대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점하기 때문이다. 요 3. 확인적요인분석의 방법
약하면, 민감성 보너스 점수는 민감성을 측정
하는 2개의 문항 내용을 반영하여 채점한다.
1) 모수추정방법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을 위한 모수
3) 3요인 모형
추정방법으로 WLSMV(Weighted Least Square
3요인 모형은 앞선 4요인(B) 모형에서 유창
parameter estimates using Mean and Variance
성과 독창성의 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던 것 adjusted chi-square test statistic)를 사용하였다.
을, 확산적사고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통합하 WLSMV는 유아도형창의성 검사와 같이 검사
기위해 4요인(B) 모형에서 유창성과 독창성을 문항의 점수가 연속변수가 아니고, 이분형 변
측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던 모든 문항들이 수이거나 점수의 범주가 4개 이하인 서열형
확산적사고라는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 변수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는 확인적요인분석
로 설정한 모형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제외하 을 위해 이용하는 모수 추정방법이다(Finney &
고 4요인(B) 모형에서 설정한 개방성과 민감 DiStefano, 2006).
성 요인은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며, 4요인(B)
모형에서 설정하였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에 2) 모형적합도 지수
관한 설정도 동일하게 유지하였다. 요약하자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에서 검증한 세
면, 3요인 모형에서는 유아도형창의성검사가 개의 요인분석 모형과 분석 자료의 적합도
확산적사고, 개방성, 민감성의 세 요인을 측정 검증을 위해 모형 χ 검증치, CFI(Comparative
하는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Fit Index, Bentler, 1990), TLI(Tucker-Lewis
3요인 모형의 설정에 있어 확산적사고라는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요인을 설정한 이유는 창의성 연구에서 보통 Approximation) 등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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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하여 검증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
다.
적합도 지수의 평가기준 또는 해석기준은
다음과 같다. 먼저 χ 검증치와 그 유의확률
을 통해 분석결과가 영가설을(‘모형과 자료
간에 차이가 없다’) 기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단, 확인적요인분석의 결과를 보고할 때 χ
검증치를 보고하는 관례에 따라 이를 참고적
으로 보고하였을 뿐, χ 검증치와 통계적 유
의확률이 분석에 사용한 표본 수에 따라 민감
한 변화를 보이는 단점을 고려하여 모형적합
도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CFI의 경우 그 값이 0.9 이상이면 모형의 적
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으며(홍세희,
2000), TLI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값이 0.9
보다 크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Bentler, 1990; Tucker & Lewis, 1973). 마
지막으로 RMSEA의 경우 그 값이 < .05인 경
우 ‘좋은 적합도’, < .08이면 ‘괜찮은 적합
도’, < .10이면 ‘보통의 적합도’, > .10이면
‘나쁜 적합도’를 보이는 모형으로 해석하였으
며(Browne & Cudeck, 1993), RMSEA 값의 95%
신뢰구간을 함께 고려하였다(홍세희, 2000).
2

2

2

인신뢰도 값이 0.7이상이면 신뢰도가 높은 것
으로 해석하였다.
구인신뢰도와 함께 수렴타당도의 평가를
위해 표준화요인계수 값과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값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준화요인계수의 경우
그 값이 0.5이상인 문항들로 요인이 구성되어
있으며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
다. 한편, 평균분산추출 값은 표준화요인계수
의 제곱합을 표준화요인계수의 제곱합과 오차
분산의 합으로 나눈 값으로, 이 값이 0.5 이상
일 때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판별타당도의 경우 평균분산추출 값과 요
인 간 결정계수(R )를 비교하여, 한 요인의 평
균분산추출지수 값이 그 요인과 다른 구인 간
의 결정계수보다 모두 큰 경우에는 완전한 판
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고, 하나라
도 작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인 판별타
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

컴퓨터 프로그램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석을 위해 사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공개용 무료 통계 프로그
램인 R-package 3.2.2(R Core Team, 2015)와
3) 구인신뢰도 및 타당도의 평가
R-package를 기반으로 확인적요인분석을 포함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지수의 평가 결과 한 다양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수용가능한 수준의 양호한 적합도를 보인 모 목적으로 개발된 lavaan package 0.5-20(Rosseel,
형을 대상으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를 평 2012)이다.
가하였다. 이를 위해 Fornell과 Larcker(1981)가
개발한 구인타당도의 평가 방법 및 해석 기준
Ⅲ. 연구결과
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먼저 수렴타당도의 평가를 위해 구인신뢰
도(C.R.: Construct Reliability)를 계산하였다. 구 1. 4요인(A) 모형의 분석 결과
인신뢰도는 측정변수와 요인 사이의 표준화요
인계수와 오차분산을 이용하여 계산하고, 구 4요인(A) 모형의 분석결과 <표 Ⅲ-1>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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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요인모형별 적합도 지수
모형
χ
df
p
4요인(A)
5506.91
123
0.00
4요인(B)
856.78
154
0.00
3요인
869.98
155
0.00
2

이 CFI 값은 .912, TLI 값은 .921로 나타나 이
두 모형적합도지수의 측면에서 평가하였을 때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RMSEA 값은 0.161(95% 신뢰구
간: 0.160∼0.162)로 나쁜 적합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준화요인계수와 오차
분산 값을 조사한 결과 유창성 14번 문항과
독창성 14번 문항의 경우 음수인 표준화요인
계수가 나타났고, 민감성 보너스 문항의 경우
1보다 큰 표준화요인부하량과 음의 오차 분산
값을 보여 Heywood case에 해당되는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부록 1-2 참조).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4요인(A) 모형은 유아도형창의성검
사의 요인구조를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하
지 못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 4요인(B) 모형의 분석 결과

요인(A) 모형에 개별 문항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한 4요인(B) 모형의 적합도는
<표 Ⅲ-1>과 같다. 먼저 CFI 값은 .988, TLI
값은 .992로 나타나 4요인(A) 모형의 그것과
비교할 때 모형의 전반적인 적합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RMSEA 값도 0.052(95% 신
뢰구간: 0.050∼0.054)로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
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계수와 오차분산 값을 조사한 결과 앞
선 4요인(A) 모형에서 발견되었던 음의 표준
4

CFI

TLI

RMSEA(95% C.I)

.912

.921

.161(.160 .162)

.988

.992

.988

.992

∼
.052(.050∼.054)
.052(.051∼.054)

화요인계수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으며, 민
감성 보너스 점수에서 발견되었던 Heywood
case도 4요인(B) 모형에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변화는 서로 상관
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개별 문항의 오차
분산 간 상관을 모형에 설정하였기 때문에 생
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4요인(B) 모형은 유아용도형창의성검사의 요
인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모형으로 나타났
다.
4요인(B)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유아도
형창의성검사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렴타당도는 표준
화요인계수 값이 수렴타당도를 위한 최소기준
값인 0.5이상인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구인신
뢰도값을 계산하여 이를 해석하는 방법을 사
용하였다. 0.5 이상인 표준화요인계수 값이라
는 기준을 적용할 때, 독창성의 1개 문항과
개방성의 1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0.5보다
큰 표준화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모든 표준
화요인부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2-2 참조).
구인신뢰도의 경우 <표 Ⅲ-2>와 같이 유
창성이 .904, 독창성이 .875, 개방성이 .833, 민
감성이 .690인 것으로 나타나 민감성이 양호
한 구인신뢰도의 기준에 다소 못 미쳤으며,
민감성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은 양호한 구
인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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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4요인-B 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결정계수, AVE, CR
요인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
유창성
1(1)
독창성
.955(.912)
1(1)
개방성
.478(.228)
.400(.160)
1(1)
민감성
.404(.163)
.355(.126)
.718(.516)
1(1)
괄호안의 숫자는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AVE(Average Variance
C.R.(Construct Reliability, 구인신뢰도)

판별신뢰도는 요인 간 상관계수와 상관계
수의 제곱 값 및 AVE 값을 이용하여 평가하
였다. <표 Ⅲ-2>와 같이 요인 간 상관계수는
독창성과 민감성 간의 상관계수가 가장 낮아
.126으로 나타났으며,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
간의 상관계수가 .95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 간의 매우 높은 상관은
이 두 요인이 별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상 한 개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요인별 AVE 값은 유
창성이 .464, 독창성이 .374, 개방성이 .514, 민
감성이 .426으로 나타나, AVE 값 0.5 이상이
라는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개방성 요인이 높
은 수렴타당도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
별타당도 평가를 위해 AVE 값과 요인 간 상
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한 결과, 유창성과 독
창성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912로 유
창성의 AVE 값인 .464나 독창성의 AVE 값인
.374보다 큰 값을 보여, 이 두 요인 간에 부분
적인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개방성과 민감성 요인간의 상관계수의 제
곱값은 .516으로 민감성 요인의 AVE 값인
.426이나 개방성의 AVE 값인 .514보다 큰 것
으로 나타나 이 두 요인의 판별타당도 또한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이외에 유창성과

AVE

C.R.

.464

.904

.374

.875

.514

.833

.426

.690

Extracted,

평균분산추출지수),

개방성, 유창성과 민감성, 독창성과 개방성,
독창성과 민감성 요인 간의 판별타당도는 동
일한 방법을 이용해 해석했을 때 관련 요인의
AVE 값이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보다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나 완전한 판별타당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3요인 모형의 분석 결과

요인 모형은 4요인(B) 모형에서 유창성과
독창성의 두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문항들을
확산적사고의 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
로 설정한 것에만 차이가 있고, 개방성과 민
감성 및 개별 문항의 오차 분산 간의 상관은
4요인(B) 모형과 동일하다.
3요인 모형은 전반적인 모형적합도의 측면
에서 <표 Ⅲ-1>과 같이 CFI 값이 .988, TLI
값이 .992로 4요인(B) 모형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모형적합도를 보
였다. RMSEA 값도 0.052(95% 신뢰구간: 0.051
∼0.054)로 4요인(B) 모형의 그것과 동일했고,
RMSEA 값의 95% 신뢰구간에서만 아주 작은
차이를 보여 괜찮은 적합도를 보였다.
3요인 모형의 수렴타당도 분석을 위해 표
준화요인계수 값을 검토한 결과(부록 3-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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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3요인 모형의 요인 간 상관과 결정계수, AVE, CR
요인
확산적사고
개방성
민감성
확산적사고
1(1)
개방성
.454(.206)
1(1)
민감성
.389(.151)
.718(.516)
1(1)
괄호안의 숫자는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AVE(Average Variance
C.R.(Construct Reliability, 구인신뢰도)

조), 2개 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0.5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표준화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다.
표준화요인계수 값이 0.5보다 작은 문항은
4요인(B) 모형과 유사하게 독창성의 1개 문항
과 개방성의 1개 문항이었으며, 이 두 문항의
표준화요인계수는 각각 0.348과 0.399였다.
3요인 모형의 요인별 구인신뢰도 계수는
<표 Ⅲ-3>과 같이 확산적사고 요인이 .921,
개방성 요인이 .833, 민감성 요인이 .690으로
나타나 민감성 요인을 제외한 확산적사고 요
인과 개방성 요인의 수렴타당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3요인 모형의 판별타당도 분석을 위해 요
인 간 상관계수의 크기, AVE 값이 0.5 이상인
지의 여부, 그리고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는 <표
Ⅲ-3>과 같다. 먼저 3요인 모형에서의 세
요인 간 상관계수는 확산적사고와 민감성이
.380로 가장 작았으며, 확산적사고와 개방성
이 .454, 그리고 개방성과 민감성 간의 상관계
수가 .7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VE 값의 경우 4요인(B) 모형에서와 마찬
가지로 개방성의 경우만 AVE 값이 .513으로
나타났으며, 확산적사고는 .475, 민감성은 .426

AVE

C.R.

.475

.921

.513

.833

.426

.690

Extracted,

평균분산추출지수),

으로 0.5보다 작은 값을 보였다.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AVE 값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표 Ⅲ-3>과 같이 개방
성과 민감성 요인의 요인 간 상관계수 제곱
값이 .516으로 개방성과 민감성의 AVE 값인
.513과 .426 보다 커서 개방성과 민감성 간에
부분적인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
확산적사고와 개방성, 확산적사고와 민감성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모두 관련 요
인의 AVE 값 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요인 간에는 완전한 판별타당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확인적 요인분석의 방법
을 통해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검사요강에서 제시하는 4요인(A) 모형, 일부
개별 문항의 오차분산 간 공분산을 설정한 4
요인(B) 모형, 4요인(B) 모형의 유창성과 독창
성 요인을 확산적사고 요인으로 통합한 3요인
모형 등 3개의 요인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들
3개 모형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아도형창의
성검사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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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먼저 검사요강의 내용을 반영한 4요인(A)
모형의 경우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괜찮
은 것으로 보였으나, 검사문항과 요인의 관계
를 고려할 때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음의
표준화요인계수를 가진 문항이 일부 있었고,
Heywood case에 해당하는 문항이 민감성 보너
스 문항에서 발견되어 사실상 의미 있는 해석
이 불가능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4요인(A)모형에 개별 문항의 오차 분산 간
공분산의 제약을 설정한 4요인(B)모형을 분석
한 결과,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양
호하였고, 4요인(A) 모형에서와 같은 음의 표
준화요인계수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Heywood case에 해당되는 문항도 발견되지 않
았다. 따라서 4요인(B) 모형은 모형적합도의
관점에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요인구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적합도 이외에 4요인(B) 모형에
서 설정한 4개 요인의 수렴타당도와 판별타당
도에 관한 정보를 평가한 결과, 유창성과 독
창성은 요인 간 상관계수가 매우 높고 이 두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이 해당 요인들의
AVE 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요인
(B) 모형의 상당히 양호한 모형적합도에도 불
구하고, 유창성과 독창성의 두 요인의 판별타
당도는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3요인 모형의 경우 모형적합도 지수가 사
실상 4요인(B) 모형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
타나 전반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4요인(B) 모
형만큼이나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요인(B) 모형의 유창성과 독창성 요
인을 3요인 모형에서처럼 확산적사고요인의
한 요인으로 설정하여도 모형의 적합도가 4요
인(B) 모형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확산적사고, 개방성, 민감성의 세
요인을 설정한 3요인 모형의 경우에도 개방성
과 민감성 요인의 경우에는 완전하지 않은 부
분적인 판별타당도만이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요약한 본 연구의 확인적요인분
석 결과를 토대로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채점
과 해석에 관련된 몇 가지 논의 및 제언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현재 내용과
채점 방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본 연구의 결
과는 검사 요강에서 제시하는 유창성, 독창성,
개방성, 민감성의 4요인 구조를 지지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결론은 4요인(B) 모
형에서 유창성과 독창성 요인 간 상관계수가
매우 높으며, 이 두 요인 간에 부분적인 판별
타당도만 확인된다는 점과 3요인 모형이 4요
인(B) 모형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양호한 모
형적합도를 보인다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고려할 때 유아도형창의성
검사의 현재 검사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4요
인 구조를 가정하여 유창성과 독창성 점수를
별도로 제시하고 해석하는 현재의 방식은 재
고될 필요가 있다. 이는 Treffinger(1985)가 주
장한 바와 같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요인을
마치 독립적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재 검사요강이 제시하는 4요
인 구조에 근거한 해석보다는, 본 연구의 요
인분석결과가 지지하는 바와 같이 확산적사
고, 개방성, 민감성의 3요인 구조에 근거해 검
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한 방
식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
타난 바와 같이 개방성 요인과 민감성 요인
간에 부분적인 판별타당도만 확인되었으므로,
이 두 요인의 판별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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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요인 구조에 근거해 유아도형창의성검사
를 채점하고 해석할 경우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3요인 구조에 근거한 검사로 사용할
때에 유창성과 독창성을 모두 채점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다. 앞서 설명한 대로 두 요인의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 한 요인의 점수가 다
른 요인의 점수를 상당한 정도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두
요인의 점수를 계산하기보다 두 점수 중 하나
만 계산하여 이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
로 생각된다. 다만 유창성보다는 독창성 채점
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고, 유아의
경우 창의적 사고의 가장 높은 단계에 속하는
독창성보다는 기초적인 단계에 속하는 유창성
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할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3요인 구조를 채택할 경우 독
창성 점수를 계산하지 않고 유창성 점수만을
계산하여 이용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
을 따른다면 유아도형창의성검사는 유창성,
개방성, 민감성의 3요인을 측정하는 검사로
재구조화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4요인 구조의 가정을 지지하는 검사
로 유아도형창의성검사가 기능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현재 검사의 독창성과 관련된 채점 방
식을 바꾸거나 독창성을 측정하는 별도의 문
항을 새롭게 제작하여 추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먼저 독창성 문항의 채점방식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산적사고검사의 유창성과 독
창성 점수간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구들은
이 두 요인이 심리측정학적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 문제, 즉, 이 두 요인 간의 낮은 판별타
당도를 해결하기 위해 독창성 점수를 계산하
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해왔다(Hocevar, 1979b;

Plucker, Qian, & Wang, 2011; Silvia et al., 2008;

손지유, 한기순, 2015). 유아도형창의성검사도
현재의 검사 내용을 유지하면서 유창성과 독
창성의 판별타당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기능하
기 위해서는 독창성 문항의 채점 방식을 변경
하고, 변경된 채점방식으로 계산한 독창성 점
수를 분석했을 때 검사가 원래 제안한 4요인
구조가 지지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독창성을 채점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우선
Plucker, Qian & Wang(2011)이 제안한 유창성
획득점수 대비 독창성 점수의 비율을 독창성
점수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독창성
점수를 유창성 점수로 나누는 것이다. 다만
이 방법은 개별 문항 점수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예. 한 문항에서의 유창성 점수
가 2점이고 독창성 점수가 0점인 경우), 우회
적으로 유창성과 독창성의 개별문항을 몇 개
개별문항들로 구성된 문항묶음(item parcels)으
로 구성해서 이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독창성 요인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
한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추가하는 것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문항
의 추가는 전체 검사 시간의 증대와 피검사자
인 유아의 검사 피로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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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남 / 유아도형창의성검사의 구인타당도에 관한 확인적요인분석
<ABSTRACT>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n the Construct Validity
of 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Jeon Kyungnam (Korea University)
K-FCTYC (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developed by Jeon (2001), is on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creativity tests in Korean creativity research with young children. K-FCTYC is
reported to measure the four factors of fluency, originality, openness and sensitivity, but the evidence on
the construct validity of K-FCTYC is scarce. The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identify the construct
validity of K-FCTYC through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the scores
of K-FCTYC collected from 1,690 young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5th year's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three different factor models of K-FCTYC was tested, including 1) 4-Factor(A)
model, which is based on the facture structure as K-FCTYC's manual suggests, 2) 4-Factor(B) model, in
which a series of covariance among error terms are specified to 4-Factor(A) model, and 3) 3 Factor
model, in which the fluency and originality factors are combined as divergent thinking factor. The results
indicate 4-Factor(A) model is not logically interpretable. On the other hand, both 4-Factor(B) and
3-Factor models show excellent, global model fits, but 3-Factor model is more valid in terms of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the present article provides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construct
validity of K-FCTYC, and its interpretation and scoring methods.

Key Words : K-FCTYC (Korean Figural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struct
validity, 4-Factor model, 3-Factor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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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4요인(A)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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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4요인(A)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
요인

경로
측정변수
표준화요인계수
→
유창성1
0.487
→
유창성2
0.496
→
유창성3
0.500
→
유창성4
0.613
→
유창성5
0.583
→
유창성6
0.718
→
유창성7
0.406
→
유창성8
0.660
→
유창성
9
0.721
유창성
→
유창성10
0.691
→
유창성11
0.707
→
유창성12
0.703
→
유창성13
0.650
→
유창성14
-0.659
→
유창성15
0.674
→
유창성16
0.657
→
유창성17
0.713
→
유창성18
0.666
→
독창성1
0.365
→
독창성2
0.354
→
독창성3
0.358
→
독창성4
0.501
→
독창성5
0.465
→
독창성6
0.606
→
독창성7
0.315
→
독창성8
0.581
→
독창성9
0.621
독창성
→
독창성10
0.619
→
독창성11
0.616
→
독창성12
0.633
→
독창성13
0.653
→
독창성14
-0.648
→
독창성15
0.665
→
독창성16
0.681
→
독창성17
0.653
→
독창성18
0.628
→
독창성보너스
0.276
→
개방성1
0.809
→
개방성2
0.838
개방성
→
개방성3
0.798
→
개방성4
0.385
→
개방성보너스
0.654
→
민감성1
0.724
민감성
→
민감성2
0.835
→
민감성보너스✭
1.008
✭: Heywood case가 발생한 문항, 음영으로 표시한 문항은 음의 표준화요인계수를 보여 논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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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분산
0.763
0.754
0.75
0.625
0.660
0.485
0.835
0.565
0.480
0.522
0.501
0.505
0.578
0.566
0.546
0.569
0.491
0.556
0.867
0.875
0.872
0.749
0.784
0.633
0.901
0.663
0.614
0.617
0.621
0.600
0.573
0.580
0.558
0.537
0.574
0.606
0.924
0.346
0.297
0.363
0.852
0.572
0.475
0.302
-0.016

창의력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부록 2-1. 4요인(B)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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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2. 4요인(B)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
요인

경로
측정변수
표준화요인계수
오차분산
C.R.
AVE
→
유창성1
0.507
0.743
→
유창성2
0.699
0.512
→
유창성3
0.702
0.507
→
유창성4
0.727
0.471
→
유창성5
0.722
0.479
→
유창성6
0.705
0.503
→
유창성7
0.631
0.602
→
유창성8
0.708
0.499
→
유창성
9
0.777
0.396
유창성
0.904
0.464
→
유창성10
0.719
0.483
→
유창성11
0.728
0.471
→
유창성12
0.726
0.472
→
유창성13
0.594
0.647
→
유창성14
0.723
0.478
→
유창성15
0.723
0.478
→
유창성16
0.695
0.518
→
유창성17
0.629
0.605
→
유창성18
0.721
0.480
→
독창성1
0.357
0.873
→
독창성2
0.572
0.673
→
독창성3
0.577
0.667
→
독창성4
0.673
0.547
→
독창성5
0.637
0.594
→
독창성6
0.615
0.622
→
독창성7
0.595
0.646
→
독창성8
0.674
0.546
→
독창성9
0.686
0.529
독창성
→
독창성10
0.692
0.521
0.875
0.374
→
독창성11
0.666
0.556
→
독창성12
0.708
0.499
→
독창성13
0.517
0.732
→
독창성14
0.728
0.469
→
독창성15
0.650
0.578
→
독창성16
0.709
0.498
→
독창성17
0.610
0.628
→
독창성18
0.725
0.474
→
독창성보너스
0.534
0.715
→
개방성1
0.811
0.343
→
개방성2
0.834
0.304
개방성
→
개방성3
0.799
0.361
0.833
0.514
→
개방성4
0.397
0.842
→
개방성보너스
0.647
0.582
→
민감성1
0.647
0.582
민감성
→
민감성2
0.671
0.550
0.690
0.426
→
민감성3
0.640
0.590
음영으로 표시한 문항은 표준화요인계수 값이 0.5 미만인 문항, 모든 표준화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이 아님(p=0.00), C.R.(Construct Reliability, 구인
신뢰도),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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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3요인 모형에 대한 모수추정치
요인

경로
측정변수
표준화요인계수
오차분산
C.R.
AVE
→
유창성1
0.505
0.745
→
유창성2
0.697
0.514
→
유창성3
0.700
0.510
→
유창성4
0.725
0.474
→
유창성5
0.720
0.482
→
유창성6
0.703
0.506
→
유창성7
0.629
0.604
→
유창성8
0.706
0.501
→
유창성9
0.775
0.400
→
유창성10
0.717
0.486
→
유창성11
0.725
0.474
→
유창성12
0.724
0.477
→
유창성13
0.592
0.650
→
유창성14
0.720
0.481
→
유창성15
0.720
0.482
→
유창성16
0.692
0.521
→
유창성17
0.626
0.608
→
유창성18
0.719
0.484
확산적
→
독창성
1
0.348
0.879
0.921
0.475
사고
→
독창성2
0.559
0.688
→
독창성3
0.564
0.682
→
독창성4
0.658
0.567
→
독창성5
0.623
0.612
→
독창성6
0.601
0.638
→
독창성7
0.581
0.662
→
독창성8
0.659
0.566
→
독창성9
0.671
0.550
→
독창성10
0.678
0.541
→
독창성11
0.652
0.576
→
독창성12
0.693
0.520
→
독창성13
0.507
0.743
→
독창성14
0.713
0.492
→
독창성15
0.636
0.596
→
독창성16
0.694
0.519
→
독창성17
0.597
0.643
→
독창성18
0.710
0.496
→
독창성보너스
0.523
0.727
→
개방성1
0.811
0.343
→
개방성2
0.835
0.304
개방성
→
개방성3
0.799
0.362
0.833
0.513
→
개방성4
0.399
0.841
→
개방성보너스
0.643
0.587
→
민감성1
0.647
0.582
민감성
→
민감성2
0.671
0.550
0.690
0.426
→
민감성3
0.641
0.589
음영으로 표시한 문항은 표준화요인계수 값이 0.5 미만인 문항, 모든 표준화요인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0이 아님(p=0.00), C.R.(Construct Reliability, 구인
신뢰도),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평균분산추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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