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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CT는 35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창의성 척도로 2가지 유형(A, B형)의 언어검사와 

2가지 유형(A, B형)의 도형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 번의 매뉴얼의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TTCT-도형검사만은 

상대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였다. TTCT의 하위요인 중에서 독창성은 그 반응이 통계적으로 보아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며 특별한지를 점수화하는 것인데, 서구의 문화와 한국과 같은 동양권의 정서가 다른데, 동일한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독창성의 채점 기준은 오랜 시간이 흘렀거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1998년의 TTCT-도형검사의 독창성에 대한 채점기준 목록이 1984년과 

동일하여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을 191명을 대상으로 TTCT(도형 A검사)를 실시한 후에, 

활동1, 활동 2, 활동3에서 서구의 독창성의 채점기준이 한국인에 얼마나 부합하는 가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의 TTCT 채점 기준 목록과 우리나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TTCT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창의성을 

측정하는 좋은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독창성 채점 기준 목록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해

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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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지 까지 창의성에 한 많은 연구들은 미국을 심으로 한 서구권에서 주도하 고, 우리나

라의 학자들 역시 서구 학자들의 창의성에 한 개념화 방식을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성은  

외, 2008). 최근에 동서양의 창의성에서 문화  차이가 존재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 다. 성은 (2006)은 문화와 창의성의 모형을 제시하 는데, 동서양의 창의성은 공통된 

개념도 있지만, 각각의 독특한 부분도 있다고 보았다. Lubart(2003)는 동양과 서양의 창의성의 

개념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 다. 동양의 창의성은 자신의 심오한 표 , 궁극 인 실제, 물체

의 진정한 본성을 탐구하는 것과 련이 있고, 통 인 것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순환을 

통해 나타나는 반면에 서양의 창의성은 다양하고 독창 인 사고를 통해 만족할 만한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성은  외, 2008). 

이밖에 동양과 서양의 창의  특성이 다소 다를 수 있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Rudowicz(2003)는 홍콩, 국,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한국 등에서 창의성을 조사한 결과, 한

국인들은 창의성을 생각할 때 성격이나 환경  측면보다 인지  측면을 더 강조한다고 하 다. 

Sternberg 등(2002)은 동양의 창의성은 반복, 재정의, 진 인 진  등 변화가 은 창의성인 

반면에, 서양의 창의성은 재방향, 재구성 등 변화가 많은 창의성으로 해석하 다. 성은  등

(2008)도 한국 학생들은 정교성과 온고지신을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재방향, 자유로운 사고, 신기성을 창의성의 개념으로 생각하여 문화에 따라 창

의성을 다르게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동서양의 창의성에 한 인식이 다르다면, 서양에서 만든 척도로 동양의 창의성을 측정하는 

것에 문제 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었다. 그동안 창의성을 측정하기 해 개발된 

도구들을 살펴보면 Paul Torrance에 의해 1966년에 개발된 Torrance 창의  사고력 검사

(TTCT,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가 표 이다. TTCT는 35개국 이상에서 번역되

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창의성 척도로 2가지 유형(A, B형)의 언어검사와 2가지 유형(A, B형)

의 도형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1974년, 1984년, 1990년, 1998년에 4번 규 (norm)을 개

정한 바 있다(Kim, 2006). 

우리나라는 1998년도의 TTCT가 김 채(1999)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

미옥(2008)은 국내에서 창의성 훈련에 한 실험 논문 62편을 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한 바 

있는데,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 에서 TTCT가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다. TTCT는 

재아를 별하는 척도로도 활용되며, 가장 큰 규 에 의한 표본과 종단 인 타당성,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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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타당도를 가졌다(Cropley, 2000; Kim, 2006). 특히 도형검사는 성별, 인종, 다양한 언어, 사회

경제  지 , 다른 문화  배경의 사람들도 동등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폭넓게 활용

되는 검사이다(Cramond, 1993; Torrance, 1977). 

TTCT는 두 가지 양식이 있는데, 1974년도의 정규형 버 (regular scoring version)과 1992년

의 능률형 버 (streamlined version)이다. 정규형 버 은 주 이라는 비 과 표 화된 채

에 한 훈련과 시간, 노력이 상 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  때문에 능률형 버 이 등장

하게 되었다. 능률형 버 은 정규형 버 보다 간편하게 채 할 수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TTCT를 실제로 사용하는 채 자들 간에도 두 양식 간에 서로 선호도나 견해가 달랐다.  

TTCT-도형검사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활동 1은 그림 구성하기, 활동2는 그림 완

성하기, 활동 3은 선 더하기이다. 정규형 버 인 TTCT(도형 A)는 활동1에서 독창성, 정교성을 

채 하고, 활동2와 활동3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채 한다. 능률형 버 은 활

동1은 독창성, 정교성, 제목 추상성을 채 하고, 활동 2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제목의 추상

성, 성 한 종결에 한 항을 채 하고, 활동 3은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채 한다. 유창성

은 정규형 버 이나 능률형 버 을 사용하더라도 수가 유사하 지만, 독창성은 두 가지 버  

간에 수 차이가 발생하 다. 를 들면, Palaniappan과 Torrance(2001)는 TTCT(도형 A)를 이

용해, 두 가지 양식의 수를 비교하 는데, 모두 유의한 상 이 있었지만, 독창성은 다른 역

보다 낮은 상 을 보여주었다. 그 이유가 독창성 채  기 목록이 달랐기 때문이다. 정규형 버

에서 활동1의 채 기  목록은 40여개인데, 능률형 버 은 4개뿐이라서 채 목록의 수의 차

이로 인해 체 인 독창성 채 에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규형 버 보다 간략하게 고

안된 능률형 버 이 무 단순화된 채 기 을 용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정규형은 

활동2의 채  범 가 0～2 이고, 활동 3은 채  범 가 0～3 이다. 그런데 능률형 버 은 활

동2, 활동 3의 채 범 가 0  혹은 1  에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채  범 의 차이

도 체 인 독창성의 수에 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여러 번의 매뉴얼의 개정작업을 거쳤지만, TTCT-도형검사만은 상 으로 변화되지 않은 

상태 다(Kim, 2006). TTCT-도형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면, 1966년과 1974년의 

TTCT(도형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0～.93이었다. 1990년에는 .90이었다. 1998년에 개정

된 검사는 KR-21을 이용해 산출한 내  합치도가 .89～.94로 나타났다. 7년 후, 12년 후, 22년 

후, 40년 후의 종단연구를 통해 TTCT 수와 창의  성취의 상 이 유의하여 언타당도가 높

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Kim, 2006a; Torrance, 2002). 

TTCT가 유아부터 학생(성인)에 이르기까지 인종, 사회경제  편견 등과 같은 문화 인 차

이가 없이 보편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창의성 검사라고 하지만, 일부에서 문화 인 차이도 고

려해야 한다는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를 들어, Rudowicz, Lok와 Kitto(1995)는 홍콩의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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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30명을 상으로 TTCT-도형검사를 실시한 이후에 타이완의 아동을 상으로 한 결과

(Wang & Chu, 1975), 싱가포르 아동을 상으로 한 결과(Torrance et al., 1970), 미국과 독일의 

아동을 상으로 한 결과(Torrance, 1981)들을 비교하 다. 그 결과, 다른 구인보다 독창성 척도

에서 국가 간에 수 차이가 있었다. 홍콩의 아이들의 독창성이 싱가포르의 아이들보다 20 이

나 높게 나타났고, 타이완과 미국의 아이들보다 조  더 높았다. 그러나 홍콩의 아이들은 독일

보다 독창성 역에서 다소 낮은 수를 보여주었다. 도형검사 뿐만 아니라 TTCT-언어검사에

서도 국가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역은 독창성으로 나타났다. 왜 유독 독창성에서 문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 

국가별로 독창성 수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문화 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TTCT의 채

기 에 있다고 해석된다. TTCT에서 측정하고 있는 구인을 살펴보면, 유창성의 경우에 제시되

는 불완 한 도형을 이용해 그림, 사물을 완성하면 1 이 부여되고, 완성하지 않거나 부 하

다고 단되면 0 의 수가 부과된다. 피험자가 그림이나 사물을 완성한 반응의 총 개수가 유

창성의 합산 수가 되는 것이다. 질보다는 아이디어의 양을 측정하기 때문에 채 자의 주 성

이 개입되거나 문화 인 고려가 필요하지는 않다. 이밖에 정교성도 제한시간 내에 얼마나 그림

을 세부 으로 잘 묘사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문화  차이보다는 개인 고유의 능력과 

더 근 한다. 그러나 독창성의 채 은 반응이 얼마나 독특한 것인가를 평가하는 질 인 측면이

다. Torrance(1966)는 기에 독창성의 채 기 을 0 , 1 , 2 으로 구분하 다. 모집단의 5%

이상에 해당되는 반응을 보이면 흔한 반응으로 간주하여 0 으로 채 을 하고, 2%～4%의 반

응에 해당되는 경우에 1 , 1%이하의 반응은 아주 독창 인 것으로 간주하여 2 으로 계산하

다(Mouchirous & Lubart, 2001; Weschsler, 2006). 사 에 모집단의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 

목록들이 설정되는데, 피험자가 이 목록에 해당되는 반응들을 보 을 경우에 모두 0 으로 채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에서 흔한 반응이 다른 나라에서는 그 지 않을 확률

이 있다는 것이다.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채 기  목록을 모든 나라에 그 로 용한

다면 잘못된 채 이 야기될 수 있다.   

Kim(2006b)은 TTCT의 독창성의 채 기 은 오랜 시간이 흘 거나, 다양한 인구통계학  특

성을 토 로 지속 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녀는 1998년의 TTCT-도형검사의 독창성

에 한 채 기  목록이 1984년과 동일하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 다. 10여년이상 흐르면, 

시 에 따라 독창성의 기 도 변화하기 마련이므로 창의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더욱이 이러한 

을 반 할 필요가 있다. 1998년에 개정된 TTCT는 1990년도의 TTCT보다 규 집단에 한 신

뢰도와 타당도에 한 정보도 취약한 것으로 지 되고 있다. Torrance 회의 구성원인 Richard 

Johnson은 독창성은 다른 구인에 비해 문화  특수성이 있다고 주장하 다(Millar, 1995). 

Saeki, Fan과 Van Dusen(2001)은 일본인과 미국인의 반응을 비교하 는데, 문화권이 다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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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도형모양 독창성이 0점인 사례의 예

활동 1 원, 달걀(어떤 형태이던 간에),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눈물방울

활동 2

 도형 1 새, 심장, 사람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

 도형 2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들), 새총, 나무

 도형 3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들)

 도형 4
동물(특정의 것이 아닌),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들), 

달팽이

 도형 5
저작권 문제로 

생략

보우트(카누, 돛단배, 선체), 사발, 원,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

자(들), 숫자(들)

 도형 6 생략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들), 번개, 숫자, 단계 또는 사다리, 

계단

 도형 7 생략
유모차 또는 마차,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들), 의문

부호, 뱀

 도형 8 생략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 숫자(들), 막대모양으로 그린 사람

(들)

 도형 9 생략 알파벳 철자들, 산(들), 숫자(들), 수녀, 올빼미, 토끼, 로켓트

 도형 10 생략
개미핥기, 오리,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알파벳의 철자(들), 코, 숫자(들), 

나무(들)

활동 3
책, 상자, 문, 기학학적 형태, 집, 사람 또는 사람의 얼굴, 사다리, 알파벳의 

철자, 숫자, 그림(사진)액자, 로켓트, 막대모양으로 그린 사람, 나무, 창문 

<표 1> TTCT(도형 A)에서 독창성의 채 기

단에서 독창성에 차이가 있다고 언 하 다. 한 Kim(2004)은 문화마다 다른 독창성 기 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기 해서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을 토 로 반응에 한 

빈도를 다시 산출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TTCT는 언어검사보다 도형검사가 더 선호되고 있다. 그 이유로 성별의 차이도 없고, 문화권

이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TTCT-도형검사 에서 A형을 토 로 진행

된 연구들(Kim, 2006a; Kim, Cramond, & Bandalos, 2006; Palaniappan & Torrance, 2001; 

Weschsler, 2006)이 많다는 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본 연구도 여러 문화권에서 폭넓게 사용되

는 TTCT(도형 A)를 토 로 독창성의 채  기 목록을 검증하고자 하 다. <표 1>에 제시된 

TTCT(도형 A)의 독창성의 채  기  목록을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권과 이질 인 내용이 확연

히 보이는 부분이 있었다. 활동2의 도형 10에서 미국 피험자들은 검사에서 제시된 자극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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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개미핥기를 보편 으로 완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인이 도형 10을 통해 개미핥

기1)를 연상한다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TTCT가 유아부터 성인에게 용되는 검사임을 감안할 

때, 과연 몇 퍼센트나 개미핥기를 알고 있을지 의문이다.   

Mouchirous와 Lubart(2001)은 리공립학교의 등학생을 상으로 TTCT-언어검사를 실시

한 후에 독창성의 규 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조사하 다. 그 결과로 7개의 기  목록 에서 3

개의 반응빈도는 5%이상에 해당되었지만, 1개는 2～5%, 나머지 3개는 2%이하에 해당되었다. 

즉 TTCT를 랑스에 용할 경우에 같은 규 을 사용할 수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는 

TTCT를 번역해서 사용하는 실정이라서 아직 독창성 채 에 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문화

인 차이를 비교한 연구들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서양의 창의성 개념이나 창의성 검사 도구를 

그 로 수용하는 것보다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합한 채 기  목록을 설정하거나, 우리의 정

서에 합한 창의성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TTCT를 한국인에게 그 로 용하

는 것보다 문화 인 을 고려하여 수용하는 것이 옳은가를 탐색하려고 한다. 이를 해 독

창성 채  기 에 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하기로 하 다.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토 스 창의성 검사(TTCT)는 김 채(1999)에 의해 번안되어 사용된 지가 10여년이 지났지만, 

문화 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이 있었다. TTCT-도형검사에서 독창성 채 부분은 

각 문화권에 합한 채  기  목록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안

되었지만(Kim, 2004; 2006b, Millar, 1995; Saeki, Fan & Van Dusen, 2001), 국내에서 아직 이에 

한 연구가 부족하 다. 본 연구는 학생을 상으로 TTCT의 채 기  목록이 한국인의 반

응빈도에 부합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 상을 학생으로 선택한 이유는 인지 으

로 성숙한 시 이고, 학입시 경쟁 속에 있는 , 고등학생보다 좀 더 자유로운 반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  때문이었다. 한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가 독창성의 채 인

데, 독창성은 창의성의 하 요인 에 가장 고 수 에 속하는 구인이기 때문에 어린 연령보다 

성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되었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연구에서 성별은 주목

받는 변인이 아니고, TTCT-도형검사에서 성별의 차이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Cramond, 1993; 

Torrance, 1977) 본 연구에서 성별의 비교분석은 하지 않기로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동서양의 

창의성을 동일한 기 에 의해 평가하는 것 보다 문화 인 을 고려하는 것이 옳은가에 

한 해답도 간 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의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개미핥기(Tamandua tetradactyla): 아르마딜로·나무늘보와 함께 빈치목(貧齒目 Edentata)에 속한다. 서식지는 

멕시코에서 북부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에 이르는 열  원지역이나 삼림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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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TTCT(도형 A)에서 독창성 채  기  목록이 한국 학생의 반응 빈도와 부합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구에 소재한 K, D 학교와 경북에 소재한 Y 학교에서 ‘교육심리학' 과목을 수강한 학

생 220명이 연구 상자로 선정되었다. 검사응답은 담당 교수의 조 하에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락된 문항이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191명(남자, 59명, 여자 132명)이 최종 분석

상자이다. 연구 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구분 빈도(%)

학년

1학년 2 (1.05%)

2학년 118 (61.78%)

3학년 30 (15.71%)

4학년 41 (21.47%)

성별
남 59 (30.89%)

여 132 (69.11%)

＜표 2＞ 연구 상자 특징 (n=191)

2. 연구척도  
TTCT(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본 연구에 사용된 창의성 검사는 Torrance(1998)에 의해 제작된 도형검사 TTCT(도형검사)를 

사용하 다. 도형검사는 3가지 활동으로 구성된 A형과 B형이 있는데, 본 검사에서는 선행연구자

들(Kim, 2006a; Kim, Cramond, &, Bandalos, 2006; Weschsler, 2006)에 의해 선호되는 A형을 이

용하 다. 활동 1은 그림구성하기, 활동 2는 그림완성하기, 활동 3은 선 더하기이다. 각 활동별로 

10분씩 총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검사를 통해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종결에 한 항이 측정되는데, 본 연구에서 독창성의 채 만이 시행되었다. TTCT를 사용하기 

해 본 연구자는 2004년도 K 학교에서 실시된 창의성 연수과정을 이수하 으며, Torrance의 

제자인 Georgia 학교의 Bonnie Cramond 교수로부터 TTCT 채 자격증을 획득하 다. 



178  아시아교육연구 10권 3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TCT 채점기준 빈도(%) 

활동 1

원  0(0.00%)

달걀(어떤 형태이든 간에) 10(5.23%)

사람 모습, 사람의 얼굴  6(3.14%)

눈물방울  0(0.00%)

<표 3> 활동 1의 독창성 제외 반응에 한 빈도 (n=191)

 기준 외의 반응들 빈도(%)

활동 1

(사람, 동물)의 눈 13(6.81%) 

외계인 11(5.76%)

동물의 코  9(4.71%)

(새)의 알  8(4.18%)

<표 4> 활동 1에 나타난 채 기  외의 높은 반응 빈도순 (n=191)

3. 자료처리와 분석
TTCT(도형 A)에서 독창성 채  기  목록이 한국 학생의 반응 빈도와 부합하는가에 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해 SPSS WIN(ver 14.0)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 다. 교육심리 

공의 박사과정의 학원생에게 TTCT 검사 채 에 한 훈련을 실시한 이후에, 본 연구자와 보

조자가 함께 독창성을 채 하 다. 채 자간 신뢰도는 연구자들이 채 한 평정 수를 토 로 

산출되었는데, Pearson의 률상 계수가 .92로 나타났다. 

Ⅲ. 결과 및 해석

1. 활동 1의 독창성에 대한 반응빈도 
독창성의 채  기 은 통계 으로 얼마나 드물게 일어나며 특별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Torrance(1966) 채  기 에 의해 표본의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들은 흔하고 보편 인 반응

으로 간주되어 독창성이 0 으로 채 된다. <표 3>에 제시된 독창성 채 의 목록을 보면, 원, 

달걀(어떤 형태이든 간에), 사람 는 사람의 얼굴, 물방울 에서 5%이상의 반응빈도를 보

인 것은 유일하게 달걀(5.23%)로 나타났다. 그 나머지는 5%미만으로 흔한 반응이 아니었다. 다

시 말하면, 미국의 기 목록과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는 TTCT 독창성 기

 목록에 해당되지 않지만, 실제로 한국인에게 나타난 높은 반응빈도를 보인 것을 순서 로 

나열한 것이다. (6.81%), 외계인(5.76%) 이 비교  높은 반응 빈도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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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2 TTCT 채점기준 빈도(%) 활동2 TTCT 채점기준 빈도(%) 

도형 1 

새 24(12.66%)

도형 2

사람, 사람 얼굴 7 (3.66%)

심장 0 (0.00%) 알파벳의 철자(들) 3 (1.57%)

사람 얼굴 2 (1.05%) 숫자(들) 0 (0.00%)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새총 16 (8.38%)

숫자(들) 0 (0.00%) 나무 52(27.23(%)

도형 3

사람, 사람의 얼굴 23(12.04%)

도형4

동물 0 (0.00%)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사람, 사람 얼굴 0 (0.00%)

숫자(들) 0 (0.00%) 알파벳 철자(들) 0 (0.00%)

숫자(들) 0 (0.00%)

 달팽이 5 (2.62%)

도형 5

보트(카누,돛단배, 선체) 11 (5.76%)

도형 6

사람, 사람의 얼굴 16 (8.38%)

사발 11 (5.76%)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원 0 (0.00%) 숫자(들) 0 (0.00%)

사람, 사람의 얼굴 16 (8.38%) 번개 0 (0.00%)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단계, 계단 2 (1.04%)

숫자(들) 0 (0.00%)  

도형 7 

유모차 또는 마차 0 (0.00%)

도형 8

사람, 사람의 얼굴 58(30.36%) 

사람, 사람의 얼굴, 5 (2.61%)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알파벳의 철자. 숫자 0 (0.00%) 숫자(들) 0 (0.00%)

의문부호 1 (0.52%) 막대모양 사람(들) 7 (3.66%)

뱀 0 (0.00%)

도형 9

알파벳 철자(들) 1 (0.52%)

도형10

개미핥기 0 (0.00%)

숫자(들) 0 (0.00%) 나무 2 (1.04%)

산 47(24.61%) 오리 8 (4.18%)

수녀 0 (0.00%) 사람, 사람의 얼굴 13 (6.80%)

올빼미 0 (0.00%) 코 20(10.47(%)

토끼 0 (0.00%) 알파벳의 철자(들) 0 (0.00%)

로켓트 0 (0.00%) 숫자(들) 0 (0.00%)

<표 5> 활동 2의 독창성 제외반응에 한 빈도 (n=191) 

2. 활동 2의 독창성에 대한 반응빈도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활동2의 도형1에서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은 새(12.66%)뿐이

었다. 도형 2는 새총(8.385), 나무(27.23%)이었고, 도형 3은 사람, 사람의 얼굴(12.04%)로 나타났

다. 도형 4와 도형7은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이 없었다. 도형5는 보트(5.76%), 사발(5.76%), 사

람, 사람의 얼굴(8.38%)로 나타났다. 도형 6은 사람, 사람의 얼굴(8.38%)이었고, 도형 8도 사람, 

사람의 얼굴(30.36%)로 나타났다. 도형 9는 유일하게 산(24.61%)이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이

었다. 도형 10은 사람, 사람의 얼굴(6.80%), 코(10.47%)로 나타났다. 활동 2는 체 으로 한국

인과 부합하지 않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독창성 목록에는 알 벳이나 숫자들이 부분이 포함

되지만, 한국인에게서 이런 반응을 찾기는 힘들었다. 활동 2에 한 독창성 채  목록을 한국

인에게 용할 경우에는 반 으로 수정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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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은 TTCT(1998)의 독창성 채  목록에는 없지만, 피험자들로부터 높은 반응을 보인 것

을 제시한 것이다. 도형 1은 엉덩이(8.90%), 도형 3은 머리카락(5.24%), 도형 4는 콧수염(9.95%), 

도(5.76%),로 나타났다. 도형 5는 뒤집어진 우산(5.76%), 도형 7은 자동차 바퀴(10.48%), 도형 

8은 나무(6.81%), 도형 9는 입술(14.66%)과 물고기(6.28%)이고, 도형 10은 기와집(9.95%)이 5%

이상에 해당되는 반응이었다. 

활동2 기준외의 반응들 빈도(%) 기준 외의 반응들 빈도(%) 

 도형 1 
 엉덩이 17 (8.90%)  주름살 9 (4.71%)

 눈썹 11 (5.76%)  가슴라인 7 (3.66%)

 도형 2  와이셔츠 옷깃 7 (3.67%)  바지지퍼 5 (2.62%)

 도형 3  머리카락 10 (5.24%)  눈 8 (4.19%)

 도형 4

 콧수염 19 (9.95%)  바람 7 (3.66%)

 파도 11 (5.76%)  머리카락 6 (3.14%)

 (동물)꼬리 8 (4.19%)  구름 6 (3.14%)

 도형 5  뒤집어진 우산 11 (5.76%)  목(네크라인) 4 (2.10%)

 도형 6  와이셔츠 깃 6 (3.14%)  암벽(산의 바위) 6 (3.14%)

 도형 7  자동차 바퀴 20(10.48%)  열쇠 6 (3.14%)

 도형 8  나무 13 (6.81%)

 도형 9
 입술 28(14.66%)  물고기 12 (6.28%)

 이마 5 (2.62%)  붕어빵 3 (1.57%)

도형 10
 기와집 19 (9.95%)  펭귄 6 (3.14%)

 크리스마스 트리  7 (3.67)  손 6 (3.14%)

<표 6> 활동 2에 나타난 채 기  외의 높은 반응 빈도 순 (n=191)

3. 활동 3의 독창성에 대한 반응빈도
활동 3에 한 독창성의 기 은 몇 개의 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일치하

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5%이상에 해당되는 반응들을 나열하면, 나무(49.21%), 사람 혹

은 사람 얼굴(38.74%). 책(31.93%), 사다리(30.37%), 문(24.61%), 창문(18.85%), 집(19.85%), 막

모양 사람(12.57%), 로켓트(9.42%), 그림(사진) 액자(7.85%), 상자(5.76%) 순으로 나타났다. 기하

학  형태와 알 벳의 철자, 숫자는 5%이하에 해당되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TTCT 채 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피험자들의 반응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29.31%), 휴 폰(26.70%), 연필(23.56%), 수 (23.56%), 

한  혹은 한자(18.32%), 횡단보도(18.32%), 빌딩(17.80%), 컵(16.23%), 티셔츠(14.66%), 캔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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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외의 반응들 빈도(%) 기준 외의 반응들 빈도(%) 

활동 3

 도로(고속도로)  56(29.31%)  모래시계 16 (8.38%)

 휴대폰  51(26.70%)  사다리 게임 16 (8.38%) 

 연필  45(23.56%)  냉장고 16 (8.38%)

 수저(숟가락, 젓가락)  45(23.56%)  우유(팩) 15 (7.85%) 

 한글 혹은 한자  35(18.32%)  다리 15 (7.85%) 

 횡단보도  35(18.32%)  식빵 13 (6.81%)

 빌딩  34(17.80%)  포크와 나이프 12 (6.28%)

 컵(유리, 머그)  31(16.23%)  거울 12 (6.28%) 

 티셔츠(상의옷)  28(14.66%)  피아노 건반 12 (6.28%)

 캔 음료수  27(14.14%)  기찻길 12 (6.28%)

 나비  25(13.09%)  주사위 11 (5.76%)

 의자  22(11.52%)  화살표 11 (5.76%)

 가방종류  21(10.99%)  우산 11 (5.76%)

 텔레비전(TV)  20(10.48%)  이불 10 (5.23%)

 바지  20(10.48%)  깃발 10 (5.23%)

 꽃 19 (9.95%)  엘리베이터 10 (5.23%)

 아파트 17 (8.90%)  리본 10 (5.23%)

 양초(촛불) 16 (8.38%)  컴퓨터 10 (5.23%)

<표 8> 활동 3에 한 채 기  외의 높은 반응의 빈도순 (n=191)

 TTCT 채점기준 빈도(%) TTCT 채점기준 빈도(%) 

활동 3

 책  61(31.93%)  알파벳의 철자(들) 2 (1.05%)

 상자  11 (5.76%)  숫자(들) 7 (3.66%)

 기학학적 형태  0 (0.00%)  그림(사진)액자 15 (7.85%)

 문  47(24.61%)  로케트 18 (9.42%)

 집  36(18.85%)  막대모양 사람 24(12.57%)

 사람, 사람의 얼굴  74(38.74%)  나무 94(49.21%)

 사다리  58(30.37%)  창문 36(18.85%)

<표 7> 활동 3의 독창성 제외 반응의 빈도 순 (n=191)

수(14.14%), 나비(13.09%), 의자(11.52%), 가방종류(10.99%), 텔 비 (10.48%), 바지(10.48%)등이 

10%이상에 해당되었다. 5%이상에 해당되는 빈도는 꽃(9.95%), 아 트(8.90%), 양 (8.38%), 모

래시계(8.38%), 사다리 게임(8.38%), 우유(7.85%), 다리(7.85%), 식빵(6.81%), 포크와 나이

(6.28%), 거울(6.28%), 피아노 건반(6.28%), 기찻길(6.28%), 주사 (5.76%), 화살표(5.76%), 우산

(5.76%), 이불(5.23%), 깃발(5.23%), 엘리베이터(5.23%), 리본(5.23%), 컴퓨터(5.2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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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국내에서 TTCT가 번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되었다. TTCT-도형검사에서 독창

성 채 은 각 문화마다 합한 채  기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과들이 보고 되었지만

(Kim, 2004; 2006b, Millar, 1995; Saeki, Fan & Van Dusen, 2001), 아직 이에 한 연구들이 미

흡하 다. 서구와 한국은 문화가 다름에도 동일한 기 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결

과물을 산출할 여지마  있었다. 이러한 목 으로 TTCT(도형 A)를 토 로 독창성 채 기  목

록에 한 재검토가 이루어졌다. 본 결과를 토 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1에 한 독창성 채  기  목록은 원, 달걀, 사람 혹은 사람 얼굴, 물방울이었지

만, 달걀이외에 다른 목록들은 반응 빈도가 5% 이하로 나타나 미국의 채 기  목록과 부분

이 일치하지 않았다. TTCT 독창성 채  목록에는 없지만, 피험자들의 반응 빈도가 5%이상인 

것은 (사람, 동물)의 , 외계인으로 나타났다. TTCT가 처음 만들어진 1966년에 비해 40여년이 

흐른 지 은 SF 화와 공상만화를 많이 하는 세  탓인지 외계인이라는 반응을 보이는 사례

가 많았다.  

둘째, 활동2에 한 독창성 기 도 미국과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다. 도형1은 새, 도형 2는 

새총, 나무, 도형3은 사람 혹은 사람 얼굴, 도형 5는 보트, 사발, 사람 혹은 사람 얼굴, 도형 6과 

도형8은 사람 혹은 사람 얼굴, 도형9는 산, 도형10은 사람 혹은 사람 얼굴, 코가 기존의 목록과 

일치하 다. 활동2의 목록은 총 52개인데 그 에서 12개(23.08%)만 일치하고, 40개(76.92%)는 

우리나라 반응 빈도와 련이 없었다. 특히 미국의 독창성 목록에는 알 벳이나 숫자들이 부

분이 포함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반응을 나타내는 사례가 드물었다. 심지어 알 벳이나 숫자

에 해당되는 반응은 0%도 있었다. 반면에 미국의 채  기 에는 없지만, 피험자들이 높은 빈도

를 보인 것은 도형1에서 엉덩이, 썹이고 도형3은 머리카락이었다. 도형4는 콧수염, 도, 도

형 5는 뒤집어진 우산, 도형7은 자동차 바퀴, 도형 8은 나무, 도형9는 입술, 물고기이고, 도형10

은 기와집이었다. 특히 도형 10에서 기와집은 10명  1명꼴로 나타나는 흔한 반응이었다. 서

양의 에서는 기와집이 독창 인 반응으로 간주되겠지만,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반응

이므로 문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활동 3에 한 독창성의 기 은 몇 개의 역을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이 유사하 다. 

높은 빈도순으로 나열하면 나무, 사람 혹은 사람 얼굴, 책, 사다리, 문, 창문, 집, 막 모양 사람, 

로켓트, 그림(사진) 액자 순이었다. 총 14개 목록 에서 3개를 제외한 11개(78.57%)가 일치하

다. TTCT 채 기 에는 없지만, 피험자들의 반응빈도가 높았던 순으로 나열하면 도로, 휴

폰, 연필, 수 , 한  혹은 한자, 횡단보도, 빌딩, 컵, 티셔츠, 캔 음료수, 나비, 의자, 가방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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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 바지, 꽃, 아 트, 양 , 모래시계, 사다리 게임, 우유, 다리, 식빵, 포크와 나이 , 거

울, 피아노 건반, 기찻길, 주사 , 화살표, 우산, 이불, 깃발, 엘리베이터, 리본, 컴퓨터로 나타났

다. 총 36개가 추가되었다. 이 에서 주목할 은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반 하는 수 (숟가

락, 젓가락)와 요즘 은 세 의 필수품인 휴 폰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이다. 한 한 이나 한

자를 활용하여 자극을 완성한 빈도가 높았다. 이것은 각 나라의 문화  특수성을 반 하며 

한 시 에 따라 독창성 목록이 변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 로 독창성 채  기 이 수정된다면 아마도 기존의 수보다 다소 독창성

이 낮아질 것으로 측된다. 활동 3을 로 들면, 미국의 TTCT 채  기 목록을 용할 경우에 

0 으로 채 되는 목록이 14개뿐이지만, 본 결과는 47개의 항목에서 0 으로 계산된다. 좀 더 

엄격한 기 이 용되는 것이다. 유창성은 양 인 아이디어를 측정하는 것이고, 독창성은 질

인 아이디어를 평가한다. 그동안 선행 연구자들(Heausler & Thompson, 1988; Triffinger, 1985)

에 의해 비 받았던 부분이 TTCT의 구인 에서 유창성과 독창성의 상 이 무 높게 나타나 

독립 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Kim과 Cremond(2004)의 연구에서 유창성과 독창성의 상

은 .844로 나타났다. 유창성보다 좀 더 고  단계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이 독창성이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보다 질 으로 우수한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이

다. 개념상으로 유창성과 독창성이 엄연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상 이 높다는 것은 

TTCT 의 채 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독창성의 채  기 을 더 보완해야 함

을 의미하고 있다. 

실제로 TTCT-도형검사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 으로 개정  보완되

지 못했다. 1984년의 TTCT-도형검사는 1966년부터 1974년에 사용된 자극과 동일하며, 채  

차만 1985년에 변경되었다. 한 1998년의 TTCT-도형검사의 독창성 채  목록은 1984년의 목

록과 동일하 다(Kim, 2006b). Torrance가 작고하 기 때문에, 앞으로 TTCT가 어떤 개정과정

을 보여 지는 모르겠으나, 그동안 문화  차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독창성 채  목록을 용한 것 같다. TTCT-도형검사는 유창성을 토 로 독창성의 채 이 함께 

이루어진다. 잘못된 기 이나 느슨한 독창성 채  목록이 용된다면, 유창성과 독창성이 상

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TTCT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창의성을 측정하는 좋

은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독창성 채  기  목록은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맞게 반드시 

수정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결과는 리 등학생을 상으로 TTCT의 채 기  목록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았다고 밝힌 Mouchitous와 Lubart(2001)와 유사하 다. 한 Rudowicz, Lok

와 Kitto(1995)가 홍콩의 5학년 아동 30명을 상으로 TTCT검사를 실시한 후에, 타이완 아동을 

상으로 한 Wang과 Chu(1975), 싱가포르 아동을 상으로 한 Torrance, Gowan, Wu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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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otti(1970), 미국과 독일아동을 상으로 한 Torrance(1981)의 결과들을 종합  비교하 는

데, 다른 역과 달리 독창성은 크게 차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즉 TTCT-도형검사는 성별, 

인종이나 문화  차이가 없는 검사라고 소개되었지만, 독창성 역은 외 으로 문화  차이

가 존재하 다.  

지  사용하고 있는 1998년도 TTCT 매뉴얼은 1997년에 유아부터 12학년까지 부분이 미국

인이고, 일부 주변 지역과 2.2%의 캐나다인을 포함하여 55,600명의 표본을 상으로 규 이 작

성된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표본은 서부 쪽의 상자가 57.6%를 차지하 다(Kim, 2006b). 

TTCT가 35개국 이상에서 번역되어 사용되지만, 각 나라에 합한 규 을 개발하는 경우는 드

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문화 인 차이를 고려하여 독창성의 채 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Kim(2006b; 2004)의 주장을 실제로 한국에 용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창의성 연구의 

축 은 수백 편에 달하고, TTCT를 활용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척도를 사용할 경우의 문제 이

나 문화 인 고려에 한 논의는 심층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와 련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특정지역의 특정과목을 수강한 200여명 미만의 학생을 

상으로 자료 수집을 했다는 이다. 본 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유아부터 등학생, 고

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인원, 여러 지역을 고려하여 추가 인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이

다. 후속연구는 본 결과의 독창성 채  기 목록을 토 로 다른 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함

께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굉장히 방 한 작업임에 틀림이 없다. TTCT는 리커트 척

도가 아니기 때문에, Cronbach α로 간단히 산출할 수가 없어 다른 심리척도에 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는 것이 까다롭다. 1966년과 1974년의 매뉴얼도 검사-재검사 신뢰도에 의해 .5

0～.90의 신뢰도를 산출하 고, 1998년도는 Kuder-Richardson 21공식에 의해 신뢰도 계수를 8

9～.90으로 추정한 바 있다. 종단연구를 토 로 언타당도가 검증된 바 있다. 46명의 고등학생

을 7년 간격으로 조사한 결과, 창의 인 성취는 IQ(r=.37)보다 TTCT의 하 척도인 유창성, 융

통성, 독창성과 더 유의한 상 (r=.39～.48)이 있었다(Kim. 2004).  

TTCT에 심이 있는 후속연구자들을 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TTCT는 객

식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채 자의 경험  축 과 문 인 지식이 필요하며 주 인 측면도 

다소 존재한다. 그러므로 채 자에 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며, 객 성 확보를 해 채 자

간 신뢰도를 구할 필요도 있다. TTCT가 개발된 기에 Chase(1985)에 의해 경험 인 기 가 

부족하고, 수 채  방식이 주 이라는 비 을 받았다. 이에 1984년부터 Torrance가 채 방

식을 보완하여 능률형 채  시스템(streamlined scoring system)을 강화한 바 있다. 본 자도 

Torrance의 제자인 Georgia 학교 Bonnie Cramond 교수로부터 TTCT 채 자 교육에 한 연

수를 받은 바 있지만, TTCT는 다른 척도보다 채 과 해석에 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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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강조하고 싶다. 한 서양의 도구를 그 로 용하는 것 보다 한국인의 정서에 합한 창

의성 도구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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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Cultural Influence on Originality Scores in 

TTCT-Figural Form A

2)Suh, Mee-Ock*

Torre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TTCT) has been most widely used test of creativity that 

translated into more than 35 countries. The TTCT-Verbal and TTCT-Figural have two parallel 

forms, A and B. Although there have several revision of manual, the TTCT-Figural test itself 

relatively has remained unchanged. The originality scores in subscale TTCT was meant unique, 

special and rare responses. Western and eastern groups had different culture and emotion. 

If same originality lists we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without cultural concerning, it was 

an undesirable thing. The originality scores would be changed among various demographics 

over time. The originality scores from 1998, which same lists as in 1984, so it was raised doubts 

about credibility of originality scores. This study was examined that originality scores lists 

of TTCT(1998) would be similar or not in Ko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91 

undergraduat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TCT-Figural Form A that consisted of 

thre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statistical frequency of various 

responses in originality were different between Korean and American. Originality lists would 

be changed adequate norm groups for each population their own country. It was suggested 

that although TTCT has been adequate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est of creativity, but it 

subsequently would be adjusted their own originality lists in Korean culture.

Key words: Creativity, Torre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TTCT), Originality, TTCT-Fig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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