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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  산출물에 향을 미치는 인지·정의·환경  변인들 간의 

구조분석 연구   

본 연구의 목 은 아동의 창의  산출물,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과 인지, 정의, 환경  변인들 간의 

계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교육 장에서 창의성 계발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들을 규명하려는데 있다. 이

러한 연구목 을 하여 338명의 아동을 상으로 지능, 학업성취, 성취목표동기, 가정환경, 교실환경 검사와 창

의  사고력검사, 창의  인성검사, 창의  산출물 평가를 실시하 다. 수집된 자료는 상 분석과 구조모형 검증

을 실시하 다. 상 분석결과, 창의  사고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간의 상 은 낮은 편이었으며, 다 지

능, 학업성취, 성취목표동기, 가정환경, 교실환경은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의 계모형검증 결과, 인지, 정의, 환경  변인들은 창의  산출물이 나오는데 

정  향을 미치며, 특히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을 매개로 간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밝 졌다. 

주요어: 창의 산출물, 창의 사고력, 창의 인성, 지능, 학업성취, 성취목표동기, 창의 환경

I.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 에는 지식과 과학기술이 개인과 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좌

우하고 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 사회를 비하여 우수한 잠재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조

 *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1)

** 숭실 학교 교육 학원 교수



기에 발굴, 육성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최 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사람의 창의  

인재의 육성활용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기에 지 의 창의성 교육은 시 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국제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강

화하는 길은, 첨단 과학기술의 고  인 자원을 토 로 신기술을 발명하는 길일 것이다. 2002년 

교육인 자원부는 교육을 통하여 세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기 지식의 강화와 함께, 창의성을 신장하여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  인 자원의 

구축이라는 궁극  목 을 실 시키고자 하 다. 

1950년  Guilford는 APA 회장 취임에서 창의성을 강조하 으며, 이후에 학계에 심을 받

기 시작하여, 창의 인 사람과 그 지 않은 사람들을 연속선상의 집단으로 보고, 창의  능력에

서의 개인차와 계발에 하여 연구하기 시작하 다(Guilford, 1971). 그러나 1990년  이후의 창

의성 연구 동향은 창의성을 한 가지 속성으로 설명하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의

식에서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창의성이 결정된다는 근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 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창의성 연구에 하여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창의, 창조’라는 

주제어로 학 논문을 검색해보면 80년  이 에는 총 12편이었던 논문이 80년 에는 159건, 90

년 에는 655건, 2000년 에는 3,332건에 이르고 있어 창의성 연구가 격하게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창의 인 사고능력, 창의 인 인성, 는 창의 인 산출물 

가운데 한 가지만을 창의성으로 정의하고 이와 함께 인지 , 정의 인 면과 련된 변인들 간의 

단순 상 을 살펴보는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최근의 경험 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성과 

지능, 학업성취, 확산  사고 등과의 계를 연구하거나( 를들면, 박병기, 유경순, 2000; 성은 , 

2003; 송인섭, 나장함, 2006; 유경순, 2001), 창의성과 정의 인 역인 내·외 동기, 기질이나 성격

특성, 학업동기와의 계 연구( 를들면, 김청자, 2006; 박병기, 이종욱, 2005; 유경훈, 2006, 2007; 

최인수, 이 주, 이화선, 2005; 하 , 2002), 창의성과 환경과의 계 연구( 를들면, 김혜숙, 

1999; 유경훈, 2008; 이순복, 귀연, 2006) 등이 있다. 

창의  사고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상 과 설명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창의성 련 연구들은 단편 인 계연구들만이 제시되어있는 경향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통합 인 창의성 연구가 강조되면서 제 변인들 간의 상 도 살펴보

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김혜숙, 최인수, 2003; 유경훈, 김청자, 2008; 유경훈, 2009). 그러나 이 

연구들 에서는 창의성 측정을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만을 측정하거나 창의  산출물 한 

가지만 측정한 이 제한 으로 제시되었다. 

창의성에 한 통합  근에 심을 두고있는 학자들은(Csikszentmihalyi, 1989; Sternberg 

& Lubart, 1993; Urban, 1996; Weisberg, 1999) 창의성을 최 로 계발하려면 인지 ·정의 ·환경

 측면을 고려한 다각 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창의성을 통합 으로 보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를 

통합  근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한 개인의 창의성과 련된 모든 요소들을 동시에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며,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모든 변인들 간의 계를 검증하는 일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우며 매개변인을 알아내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Lubart, 2003).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효과 으로 계발시키기 하여 창의성을 창의  사고력, 창

의  인성, 창의  산출물을 모두 포함시켜 종합 으로 살펴 과 동시에 이러한 창의  산출물에 

인지, 정의, 환경  변인들이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에 하여 통합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으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성을 인지, 정의, 산출물의 세 가지 

범 에서 실시하여 다각 인 측정을 통해 이들 간의 계  경로를 살펴보고자 한다. 

창의성 련 연구들은 단편 인 계연구들만이 제시되어있는 경향이며, 드물기는 하지만 최

근에는 통합 인 창의성 연구가 강조되면서 제 변인들 간의 상 분석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 를들면, 김혜숙, 최인수, 2003; 유경훈, 김청자, 2008; 유경훈, 2009; 박성익, 유경훈, 2010). 그러

나 이 연구들 에서는 창의성을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 혹은 창의  산출물 가운데 한두 

가지만 측정하여 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을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 창

의  산출물을 포함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창의성과 련된 인지 인 변인으로 다 지능(Gardner, 1998)과 학업성취도(성은 , 

2003)를, 정의 인 역에서는 성취목표동기를, 환경  변인으로는 가정, 학교 변인을 추출하여 

창의성과의 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다 지능은 9가지의 지능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창의성과 한 연 이 있

다고 단되는 언어, 논리·수, 공간의 지능에 한하여 측정 실시한 결과를 포함하 다. 내·외재동

기가 창의성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국내·외의 연구들이 있으나(Hennessey & Amabile, 

1999; Ryan & Deci, 2000; 하 , 2002), 최근에 제시된 동기유형과 창의성의 계를 다룬 경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성취목표동기는 학습동기이론으로 아동의 성취목표수행 목표가 어

떤 유형인가에 따라 창의성과 련성이 있을 것이다( 미미, 2000).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학습환경과의 계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환경 요인이란 무수히 많

은 변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모두 살피는 것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성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되는 가정, 학교 변인을 추출하여 환경 변인으로 설정하여 창

의성과의 계를 살펴보고자 하 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통합  이론에 근거한 연구는 아동의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인지

, 정의 , 환경  요인에 한 구체 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이는 기존의 창의  산출물을 

포함시키지 않았던 을 보완해  것이다. 한 아동의 창의성 련 요인들을 보다 통합 으로 

이해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간주되는 ‘창의성’이라는 개념  특성들을 하나의 통합  틀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 으로써 실 으로 장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는데 시사 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창의성 연구에 있어 통합  근모델들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발 되기 해서는 인지  요소는 

물론 정의 , 환경  요소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 하므로 창의성 연구에는 다양한 요소

들이 수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Urban, 1996; Weisberg, 1999). Amabile의 요소모델, Sternberg와 

Lubart(1993)의 창의성 투자이론, Urban(1996)의 창의성 요소모형, Csikszentmihalyi(1989)의 체계

모델에서 창의성은 인지  능력과 정의  특성 그리고 환경  요인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창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합  근 학자들의 이론을 수렴하여 살펴보면 이들 인지 인 면으로는 련지식  기능, 

지 능력, 사고양식, 확산  사고활동, 지식  사고기반 등으로 나타났다. 창의  사고에 지능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로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Vincent et al., 2002) 그들은 지능과 

지식이 창의  사고에 향을 미치고 이 요인들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완성시키는데 여하여 

창의  수행능력을 발휘하게 한다는 창의  수행의 일반구조 모델을 발표하 다. 

정의 인 면은 과제동기, 인성  특성, 동기  동기화, 과제 집착력, 개방성, 참을성 등을 제시

하 다. 창의성 연구가들은 창의  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창의  인성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하 다(성은 , 2003). 

한 환경 인 면으로는 창의 인 환경,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환경, 분야, 역 등을 들었다. 

이 가운데 많은 이론에서 공통 으로 언 한 인지 인 요인은 사고능력(지 능력)과 지식 요인이

며, 정의 인 역에서는 인성 인 측면과 동기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환경 인 

면이 공통 으로 언 되고 있는데, 이는 아이디어를 지원해주는 창의 인 환경이 창의성 발 에 

꼭 필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1) 인지  변인으로서의 지능과 학업성취

창의 과 련된 인지  변인  가장 많은 심이 집 되는 요인은  지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이 반드시 창의성이 높은 지에 한 연구는 지난 50여 년간 계속되었다. 창의성 

측정도구의 출 과 더불어 지능과 창의성 간의 계에 한 논쟁과 창의성과 지능과의 계에 

한 연구는 창의성 교육에 있어서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 

박병기, 유경순(2000)의 연구에서 창의성의 요인과 지능의 요인간의 정 인 계구조를 제시하

며, 창의성과 지능은 독립 인 계가 아닌 첩이나 포섭 의 한 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

하 다. Getzel과 Jackson(1962)은 지능이 높다는 것과 창의성이 탁월하다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

는 것이 아니므로 창의성과 지능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제시하 다(송인섭, 나장함, 

2006). 국내의 지능과 창의성과의 상  연구에서도 지능이 120 이상인 경우에는 창의성과 상 이 

없거나 매우 낮음을 밝히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박숙희, 1999; 송인섭, 나장함, 2006; 안홍표, 

2000). Gardner(1983)은 지능이 9가지 지능으로 분류됨을 제안하고, 지능을 다양성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는 창의성과 다 지능을 실제 으로 당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문제

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 즉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 측면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아동의 창의성이 다양한 지능들과 상 이 있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마다 가지는 높

은 지능의 역은 상이할 것이며 이는 어떠한 창의성을 발 시키는지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지식과 창의성과의 계에서 연구자들은 지식과 창의성의 계를 밝히기 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연구가들은 학생들을 상으로 할 경우 학업성 을 지식의 거로 사용하기도 

하 다(성은 , 2003). 학업성 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교과에 해 ‘아는 것이 많다’는 것(서술  

지식)과 ‘문제해결 략을 히 사용하 다’는 것(과정  지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성은

(2003)은 학업 성 과 창의  사고력이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고 하 으며, 유경순(2001)의 연구

에서는 학업성 이 창의  능력인 유창성, 유연성, 정교성과 상 을 보이고 있으며 창의  태도

인 개방성과도 상 을 나타냈다. 박상범과 윤정륜(2004)의 연구에서는 등학교 5, 6학년의 학업

성취와 창의성과의 상 이 .59로 나타났다. 

2) 정의  변인으로서의 성취목표동기

정의  변인에는 흥미, 동기, 자존감, 자아개념, 성격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있으나 창의성과 

련하여 동기와의 계는 매우 요한 변인으로 지 까지 다루어져 왔다.  성취목표동기는 학습의 

목표가 수행을 완성하는데 있는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학습하며 도 하는데 있는지를 악하여 

종류를 구분하는 것으로 수행목표와 숙달목표의 2분법 인 구분에서 시작하여 수행목표 동기유형

을 근과 회피유형으로 나  3분법  구분을 거쳐 최근 수행 근, 수행회피, 숙달 근, 숙달회피의 

4분법 인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창의성과의 상 연구로는 박병기와 강 숙(2006)의 연구에서 등



학생의 상 연구에서 창의성은 숙달 근과 강한 정 상 을 나타냈으며, 수행 근과는 정 상

을 나타내고 수행회피와는 약한 부 상 을, 숙달회피와는 부 상 이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 

박병기, 강 숙, 이 신(2006)은 등학생을 상으로 창의성과 목표지향성의 내재동기를 가장 

잘 반 하는 숙달 근과 외재동기를 반 하는 수행회피의 문항만을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숙달

근은 창의성과 정 인 상 이 있었으며, 수행회피는 부 인 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김청자(2009)

의 연구에서는 등학생들의 창의  인성이 숙달 근 동기와 한 상 이 나타났고, 최근 박성익, 

유경훈(2010)의 연구에서도 역시 성취목표 동기와 창의  사고력  그 하 요인들은 숙달 근동기

와 독창성, 추상성, 창의  사고력 평균과 의미있는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  

인성은 수행 근 동기, 숙달 근 동기와 의미있는 정 상 이 나타났다. 

3) 환경  변인으로서의 가정환경과 교실환경 

환경변인의 요성을 강조하는 창의성 학자인 Davis(1999), Tannenbaum(1999), Gardner(1993), 

Amabile(1983) 등은 창의성에는 유 보다 환경의 향이 크게 작용하며, 개인 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환경 심 변인과 개인 심 변인들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 창의성에 향을 주는 

환경 변인으로 가정, 교육기 , 직장, 사회 문화  배경, 국가와 역사  배경 등의 다양한 환경을 

언 할 수 있다(최인수, 2000; Csikszentmihalyi, 1989). 

창의 인 아동의 가정은 자유롭고, 편안하면서도 자극 인 분 기로 인하여 창의력 진이 

매우 유리하며(김정원, 2005; 박숙희, 1991; 경원, 2000), Lubart(2003)도 창의 인 아이디어를 

자극하고, 아동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격려해주고, 다양한 창의 인 행동에 보상해 주는 가정환경

의 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Mansfield와 Busse(1981)은 창의 인 업 을 이룩한 과학자들의 

환경  변수를 조사한 연구에서 그들이 자라난 가정에서의 ‘부모의 지 자극’, ‘부모의 자율성 

증진’ 등을 요한 환경변인으로 제시하 다. 

신재한(2007)은 등학생들은 부모의 심리  가정환경이 창의성을 통해 학업성 에 까지 연향을 

미친다고 하 으며, 이혜주(2005)는 6학년 아동의 창의  과학문제발견 능력과 가정환경요인이 

상 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로분석에서 직 인 향을 미치지 못하 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가정환경이 창의  문제발견에 직 으로 상 이 있거나 기여를 하는 변수가 아니라, 창의  

문제발견을 발시키는 인지 ·정의  변수와 더 연 된 변수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 다. 

교실환경에 있어서 Trickett과 Moos(1973)는 아동이 주 으로 지각하는 교실의 심리  사회  

특성이 아동의 행동과 응에 결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보고 교실환경의 주요한 요소를 교실의 

심리사회  환경(psycho social environment)으로 제시하 다. 교사의 향에 한 연구로 

Kanas(1994)는 아동의 능력을 인정하고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지도록 격려하고, 자기발견 학습상황, 



다양한 지도 략과 자료의 제공이 아동의 독립 이며 독창 인 해결을 추구한다고 하 다. 

박미연(2003)은 교실환경은 창의  사고와는 .24의 상 을 창의  인성과는 .27의 상 을 나타내

었다. 한 교실환경은 창의  인성을 매개로 창의  사고에 향을 주었으며(r = .23), 직 으로도 

향을 주는 것(r = .14)으로 나타났다. 

4) 구조모형 설정

창의성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계를 분석하고자 이론 으로나 경험 으로 가장 합한 모형

인지를 통계 으로 분석하기 하여 세 가지 가설 모형을 설정하 다. 우선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가설모형 1은 기존의 많은 단편 인 상 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 지능, 학업성취(Guilford, 1967; 

박숙희, 1999; 박병기, 유경순, 2000; 성은 , 2003), 성취목표동기(Chikszentmihalyi, 1996; 박성익, 

유경훈, 2010; 박병기, 강 숙, 2006), 가정, 교실환경(Runco, 2005; 유경훈, 김청자, 2008; 유경훈, 

강순미, 2009) 변인들이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과 상 이 있다는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모형이다. 가설모형 2는 의 모형에 동기변인이 인지능력과 창의  사고력, 창의  산출물에 

직 으로 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들(박성익, 유경훈, 2010; 유경훈, 김청자, 2008; 김혜숙, 

최인수, 2002)을 바탕으로 설정된 모형이다. 한 환경이 창의성에 직 인 향을 주기보다는 

인지 ·정의  변인을 매개로 하여 아동의 창의성에 향을 주는 것이라는 선행연구들(이혜주, 

2005; 김원경, 권희경, 제아, 2001; 박숙희, 1991)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다. 마지막 모형은 의 

연구들과 유경훈, 김청자(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서 환경  변인이 인지 ·정의  변인을 

매개로 창의성에 향을 주며, 한 창의성에 직 으로도 향을 주는 모형을 의미한다.

와 같은 연구목 을 달성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 다. 

1) 아동의 인지 (지능, 학업성취), 정의 (성취목표 동기), 환경  변인(가정, 교실환경)들은 

어떠한 경로로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에 향을 미치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가?

2) 아동의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과 각 련 변인들의 직·간 인 효과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1] 가설모형1   

[그림2] 가설모형2

[그림3] 가설모형3  

III. 

서울시에 치한 3개의 등학교를 편의표집하여 4학년 총 12개 학 의 약360명을 표집하여 검

사를 실시하 으며, 검사지는 연구자와 교사의 의 하에 학 별로 아동에게 직  실시하여 회수

하 다. 응답 자료는 무성의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338(남:161 여:177)부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1) 창의성 측정도구

Torrance에 의해 개발된 TTCT 도형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는 창의성의 인지  

사고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표 화된 한국  TTCT(김 채, 2002)가 사용되었

다. Torrance의 창의  사고능력 검사는 언어검사와 도형검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도형검사(TTCT-Figural A형)를 사용하 다. 언어검사(TTCT-Verbal)의 경우 문화 인 배경에 따라 

검사 수의 향을 받을 수 있고, 내용타당도 등의 문제가 Cooper(1991)에 의해 제기되었던 바, 

본 연구에서는 도형 검사만을 사용하 다(김명숙･정 련･이종희, 2002, 재인용). 본 검사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수를 표 수로 환산하여 합한 수를 해당 아동의 창의  사고능력 수로 

사용하 다. Torrance 창의  사고력 검사의 도형검사에 한 타당도는 구인타당도, 언타당도, 

공인타당도, 내용타당도가 선행연구들인 Alieldin(1978, 1982), Mourad (1976), Torrance,(1963, 

1972, 1979, 1984), Torrance와 Wu(1981) 등에 의해 산출되어 보고되었다(r=.22～.76). 본 검사의 

채 은 연구자가 워크샵 등을 통한 규  요강을 참조하여 직  실시하 다. 

본 검사의 채 은 연구자와 훈련을 받은 2명의 채 자가 함께 수행하 으며 채 자간 신뢰도는 

.87이었다. 

창의  성향검사는 하주 (2001)의 창의  인성검사(CPS)를 사용하 다. 본 척도는 8개의 하 요

인인의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2-.86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 요인별 신뢰도

는 호기심(.76), 자기확신(.76), 상상력(.79), 인내/집착(.79 ), 유머(.81), 독립심(.80), 모험심(.77), 개방

성(.78)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도는 .70 이상으로 나타나 검사도구에 있어 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Nunnally, 1978). 

아동의 창의  산출물은 일상생활에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발견 (heuristic)과제를 제시하고 

창의 인 수행을 측정하는 몇 가지 과제 의 하나인 ‘그림을 보여주고 이야기 구술하기’ 과제를 

실시하 다. 이는 Amabile(1985, 1996; Hennessey & Amabile, 1998, 1999)에 의해 지난 20년 동안 

꾸 히 연구되어 온 주  측정법을 사용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산출물(에세이)의 평가는 창의성이 독창 이면서도 요한 해결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차원들

을 곱해 하나의 지표(a single index)로 사용하는 방식을 용하 다. 이러한 평가방법은 Zhou와 

Oldham(2000) 그리고 Mumford, Feldman, Hein 와 Nagao(2000) 등이 시도한 바 있는 방법으로서, 

이는 산출물의 창의  특성과 산출물의 실용성 혹은 기술  특성을 구분하여 평정하던 기존 방식과

는 다른 근 방법이다. 

그림은 TAT검사에서 창의성 문가 3명이 합의하여 내용이 수 이 비슷한 두 가지 그림을 

선정하 으며, 두 개의 그림을 보고 각각 15분씩 짓기를 실시하 다. 이야기 쓰기 과제의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나 어  그림을 보고 재미있고 기발한 이야기를 지어보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을 써보는 거 요.” 수행된 과제는 등학교 교사, 동화작가, 

창의성 문가의 문가 집단에서 3명이 Amabile의 창의  산출물 채  기 에 의하여 채 하 다. 

문가의 종합된 측정결과는 비교  높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Baer, 1999). 측정자들은 본인의 주  에 의해 (1)창의성 차원, (2)기술  합성/심미안  

차원의 2개 하 차원으로 구분하여 수화 하 다. 하 차원 모두 5  평정척도로 각각 5  만 으

로 채 하여 두 차원을 곱하여 단일 지수를 산출 한 후 두 그림의 수의  평균을 내어서 이를 

분석에 이용하 다. 채 자간 신뢰도는 심미성은 차원은.82, 창의성은 .78 수 이었다. 

2) 련변인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Shearer(1996)에 의해 개발된 아동용 다 지능 발달 평가척도(My Young Child 

Multiple Intelligences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MADIS for KIDS)를 정태희(1998)가 번안 

수정하여 한국아동에게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언어  지능, 논리-수학  지능, 

신체-운동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지능, 인 계 지능, 개인 내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73～.88 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측정과 련이 있다고 단되는 언어, 공간, 

논리-수학 지능의 3가지 역의 29문항을 실시하 다. 각각의 신뢰도는 .73, .79, .76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은 5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학교에서 실시한 간, 기말 성취도 검사에서 국어, 사회 과목의 평균 수를 각 학교별로 Z 수로 

환산하여 사용하 다. 



Pintrich(2002)의 성취목표 개념을 근거로 이종욱, 박병기(2007)의 성취목표 지향성 척도를 사용 

하 다. 이 검사는 수행 근, 수행회피, 숙달 근, 숙달회피의 4개의 하 요인 16문항이며, 6  

평정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신뢰도는 .69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 를

들면, 김청자, 2009; 박병기, 2005; 유경훈, 2010)에서 창의  사고능력이나 창의  인성과 정  

상 이 나타난 수행 근( .82), 숙달 근( .78)의 2개의 하 요인 16문항을 사용하 다. 

Amabile(1989)의 ‘창의 인 가정환경 검사’와 Bradley와 Caldwell(1980)의 ‘ 등학생용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검사지’를 참고로 하여 ‘부모의 

지 자극(.82)’과 ‘부모의 격려와 지지(.91)’를 범주별로 각각 15문항 씩 총 30문항을 추출하여 요인분

석을 실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이혜주(2005)의 ‘가정의 지  자극  격려 검사’를 사용하 다. 

본 검사의 신뢰도는 .80, .82로 나타났다.

교실환경 검사는 Moos와 Trickett(1987)이 개발하여 다양한 환경연구에 사용되었던 교실환경검

사(CES)를 번안·수정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상에게 맞게 재구성한 최혜정(2001)의 척도에서 창의

성과 상 이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유경훈, 2008)를 바탕으로 교사의 심, 우 계인 두개의 

하 요인 10문항을 선택 실시하 으며, 하 요인별 신뢰도는 각각 .73과 .77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14.0)과 AMOS(7.0) 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첫째,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다 지능, 성취목표 동기, 가정환경, 교실환

경 변인 측정을 한 검사도구의 신뢰도(Cronbach )와 변인들의 경향 악을 한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 다. 둘째, 측정변인들 간의 계를 분석하기 하여 Pearson의 률상 계수를 산출하

다. 셋째, 창의  사고능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인지·정의·환경  요인과의 계구조에 

한 이론   모형이 수집된 자료와 합치되는지 검증하기 하여 구조모형 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용하 다. 이 연구의 표본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수행하기 한 한 

표본수인 200명 이상(Hoelter, 1983)이므로 경로분석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Ⅳ. 

창의  특성들과 인지, 정의, 환경의 하 변인들의 평균과 표 편차  상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표 1>과 같다. 창의  사고력 수는 유창성(70.82), 독창성(58.11), 추상성(40.52), 정교성

(34.20)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창의  인성의 경우는 자기 확신( 3.62), 상상력( 3.61), 개방성(3.58), 

호기심(3.41), 인내( 3.36), 모험(3.34)의 순서로 나타났다. 창의  산출물의 경우 심미 (5) 수와 

창의 (5) 수의 곱으로 산출되었는데 산물1과 산물2는 각각 5.82, 6.06의 수를 보 다. 

상 분석에서는 아동의 창의  사고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다 지능, 학업성취, 성취

목표동기, 가정·교실환경 변인들 간의 계를 악하기 하여 하 변인들 간의 상 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간의 상 을 살펴보면 유창성은 유머(r=.11, p<.05), 독창성은 모

험심(r=.12, p<.05), 개방성(r=.10, p<.05), 인내집착(r=.11, p<.05), 정교성은 유머(r=.12, p<.05) 요

인과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  산출물은 창의  사고력의 추상성(r=.23, p<.001), 정

교성(r=.13, p<.05)과 상 이 있었으며 창의 인성의 자기확신(r=.12, p<.05), 상상력(r=.16, p<.01), 

인내집착(r=.15, p<.01), 개방성(r=.12, p<.05)과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의 상 은 선행연구(성은 , 2004; 유경훈, 2006, 2007)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인지 변인으로서의 다 지능과 학업성취는 창의 인성의 모든 하 요인들과 의미있는 상

(r=.25~.59,  p<.01)이 있었으며 창의  사고력은 공간지능이 유창성(r=.15, p<.05), 독창성(r=.18, 

p<.01), 정교성(r=.14, p<.05)과 상 이 있었으며, 창의  산출물과 의미있는 상 이 나타나지 않

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창의  산출물은 인지 인 능력보다는 다양하고 독특하며 상상력이 

풍부하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지네 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취목표 동기에서 수행 근과 숙달 근은 선행연구들( 를들면, 박병기 외, 2006; 김청자, 

2009)에서처럼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의 하 요인들과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

의  산출물의 경우는 숙달 근과(r=.14~15, p<.05)는 의미있는 상 이 있었으나 수행 근

(r=-.08~.04, p>.05)과는 의미있는 상 이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변인의 가정환경과 교실환경은 창의  사고능력과는 정교성과 지 자극(r=.12, p<.05) 외

에는 의미있는 상 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과의 상 에서는 교사 심

과 산출물2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의미있는 정 상 이 나타났다.  이러한 하  변인들 간의  

계는 다음 <표 1>과 같다.  





1) 구조모형의 합도 분석

창의성에 향을 주는 변인들의 계를 분석하고자 이론 으로나 경험 으로 가장 합한 모형

인지를 통계 으로 분석하기 하여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가설 모형을 설정하여(그림 1, 2, 

3 참조) 경험  자료와 부합되는가를 구조방정식 모형의 합도를 검증하 다. 

 세 가지 모형의 합도 지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세 가지 모형에 한 합도 지수

2검증결과에 따르면 통계 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모형은 모두 기각되었지만 2검증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문제 이 있으므로 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모형의 합도를 평가하 다.  

세 가지 모형의 합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가설모형들이 비교  합한  모형임이 나타났으

나 도형의 간명성과 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가설모형3을 가장 한 모형으로 선택하 다. 매

개모형에 한 합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카이제곱/자유도 비율인 Q값이 5이하이면 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Taraka, 1987), 2-3 이하이면 매우 잘 맞는 합도를 나타낸다고 여겨

지고 있는데(홍세희, 2003) 가설모형 1, 2, 3의 Q값은 2.0 ～2.2로 나타나 체로 바람직한 합도

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모형에 한 반 인 부합도를 나타내는 GFI와 AGFI는 .90보다 높

을수록 바람직한데, 가설모형3에서 GFI는 .91로, AGFI는 .90으로 만족스러운 수 이었다. 

RMSEA는 오차의 평균을 말하는 것으로 값이 작을수록 좋은 합도를 나타내며 그 값이 .10보

다 크면 바람직하지 않은 합도를 나타낸다(Brown & Cudeck, 1993). 3모형이 df의 수치와 Q값

에서 가장 작은 수치 으며 이는 간명성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으며, RMSEA 값도 .05로 만족스

러운 수치를 보이고 있다.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는 증분 합지수인 TLI, NFI, CFI는 모두 .90 

이상이면 좋은 합도로 단하는데, 제시된 모형의 수치는 NFI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를 만족

하는 수 이었다. 

모형1,2,3의 합도를 비교하면 근소한 차이로 모형 3의 합도가 통계 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간의 차이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어서 모든 모형 모두 



합하다고 받아들여도 좋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면 가정·교실 환경은 인지변인과 동기변인에 

향을 주어 창의성에 간 으로 향을 미치며 한 직 으로도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

성, 창의  산출물에 도 향을 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모형이 모두 통계 인 합도

가 좋은 모형이고, 이들 간의 차이가 근소한 차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지나치게 의미있게 해석

하는 것은 유의해야한다(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6). 

2) 창의성과 련 변인들 간의 계에 한 경로분석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최종 인 모형은 [그림 4]와 같다. 창의성에 한 련변인이 

어떤 경로를 거쳐 아동의 창의  산출물을 설명해 주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각 변인들 간의 

계의 경로계수, 직·간  효과를 살펴보았다. 

아동의  창의성에 한 변인들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잠재변인 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창의  환경 → 인지 변인의 경로계수는 .86, 창의  환

경 → 성취목표 동기는 .41, 인지 변인 → 창의  사고력 .70, 성취목표동기 → 창의 인성 .26, 

창의  환경 → 창의  인성 .64, 창의  환경 → 창의  산출물 .20 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로들

은 모두 p < .05 수 에서 유의미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창의성과 련변인 간의 최종 모형



<표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분석

** p < .05  *** p < .01  *** p < .001

한 잠재변인과 측정변인과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인지 변인→다 지능(.63), 학업성취

(.34), 창의  사고력→유창성(.76), 독창성(.97), 추상성(.16), 정교성(.31), 창의 산출물→산출물

1(.58), 산출물2(.69), 성취목표동기→숙달 근(1.04), 수행 근(.39), 창의 인성→호기심(.72), 자

기확신(.79), 상상력(.69), 인내집착(.75), 유머(.53), 독립심(.46), 모험심(.80), 개방성(.75). 창의 환

경→지 자극(.92), 격려지지(.88), 교사 심(.49), 우 계(.43)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p<.0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창의  사고능력과 창의  인성, 인지, 정의, 환경  변인들이 아동의 창의  산출물



에 미치는 직·간 인 효과를 알아보는 인과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결과를 토 로 아동의 창의성에 한 인지 , 정의 , 환경  변인들에 한 

직·간  효과와 체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창의  사고력은 창의  산출물에 직 인 효과가 나타났으며(.082), 창의  인성도 직

인 효과를 나타냈다(.049).  한편, 인지  변인은 .058의 간 효과를 미치고 있었으며, 성취목표 

동기도 .013의 간 효과가 있었다. 창의  환경은 직·간 인 효과가 각각 .195, .045 로 나타났

다. 체 인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창의 환경(.249)이었으며 간 효과가 가장 큰 변인은 인지

 변인(.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창의  산출물에 한 제 변인들의 직·간   체효과

V. 

본 연구는 창의성 교육이 실히 요구되는  시 에서 아동의 창의성 교육에 한 요성과 

함께 교육 장에서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한 실질 인 시사 을 주기 해서 실시되었다. 창

의성의 요한 결과물인 창의 산출물에 한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과의 련성을 살펴

보고 이러한 창의  특성에 인지 , 정의 , 환경  변인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향을 미치는지에 하여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한 연구방법에도 이러한 통합  연구를 

한 도구로 구조  계를 보는 구조모형 방정식을 사용하여 아동의 창의성에 한 제 변인들의 

계를 직·간 으로 규명해보고자 하 다. 

연구 상으로는 서울시내 등학교 4학년 338명의 아동을 표집하 으며, 창의  특징을 측정

하기 하여, 창의  사고력, 창의  인성, 창의  산출물 검사를 실시하 고, 련변인들로는 

다 지능, 학업성취, 성취목표동기, 가정환경과 교실환경 등을 측정하 다. 측정 결과는 구조모

형 방정식을 이용하여 창의성과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의 경로계수와 공분산 측정에 의한 변인

들이 창의성에 어느 정도의 향을 주는지의 설명력과 이들의 직·간 인 효과를 분석하 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변인은 아동의 인지  변인인 지능과 학업성취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 지능은 

유 인 특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한편 훈련이나 교육에 의해 증진될 수 있다는 주장

(Cianciolo & Sternberg, 2004)에 따르면 환경의 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환경은 지능에 향

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 한 아동의 학습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경에 의해 아

동의 학업성취는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 지능과 학업성취의 증진은 창의

 환경에 의해 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들(박병기·유경순, 2005; 성은 , 2003)과 일치한다. 그

들은 가정에서의 지 인 자극과 수업과 연 된 가정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는 것 등은 아동들

의 학구 이고 지 인 발달을 진시키고 증가시킴을 지 하 다. 따라서 지 으로 자극을 주며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가정의 분 기나 교사가 심을 갖고 동 인 우들 간의 계 등의 

교실환경은 아동의 인지 인 변인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환경  변인은 아동의 정의  변인인 성취목표동기에 직 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환경 인 변인들이 정의 인 변인인 동기를 유지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 기존 창의성 학자들의 견해(Amabile, 1996)와 일치한다. 과제나 학습을 수행할 때 외부에서 

주어지는 동기보다는 개인 스스로 내 으로 유발되는 동기가 수행을 더욱 성공 으로 해결하도

록 돕는다. 그러나 동기가 자발 으로 유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돕기 하여, 동기유발의 

발 으로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격려와 지지를 받았을 때 더욱 발 될 수 있다(Eisenberger 

& Cameron, 1996). 한 교사의 학습에 한 격려나 칭찬, 우와의 동 인 수업 등이 아동의 

동기유발을 자극하여 동기를 유발하게 할 수 있다. 한 성취목표 동기에 있어 어떤 과제를 성공

으로 완수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흥미를 느끼는 수행 근과 숙달

근의 성취목표 동기들은 창의성과 상 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숙달 근, 수행 근 동기는 과제에 흥미와 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동기와 일

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재 으로 동기가 높은 유형의 아이들이 이러한 동기도 높은 경향이

라 할 수 있다. 

셋째, 인지 인 변인인 지능과 학업성취는 아동의 창의  산출물에 간 인 효과가 나타났

다. 창의성과 지능과의 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유경훈 외, 2008)에서는 직 이 상 보다는 간

인 향력을 밝혔는데 이는 지능검사도구를 다르게 사용하여 나타난 차이로 생각된다. 창의

성과 련있다고 여겨지는 지능의 언어, 도형, 논리수학 지능을 선택하여 측정한 결과 체 인 

계의 통합 인 구조모형 방정식의 결과에서는 의미 있는 상 이 나타났다. 창의성이 발 되기 

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지 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다 지능 이론에서는 인

간의 지능을 수, 언어, 도형 외에도 음악, 공간, 신체/운동, 개인이해, 자연탐구 등의 다양한 지능

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학업성취도 많은 과목을 다루고 있으나 본 연구의 창의  산출물을 에세이



에 두고 있어 이와 련 있는 국어, 사회를 측정하 는데 창의  산출물이 에세이 검사이므로 

련성에서 더 바람직한 결과가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정의 인 변인으로서의 성취목표 동기는 상했던 바와 같이 아동의 창의  산출물에 

의미있는 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밝 졌다. 창의  산출물과는 동기 변인에서도 내  동기가 

높을수록 창의성이 높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 이며 많은 선행연구들(Amabile, 1996; 하 , 

2002)에서도 이를 지지해주고 있다. 성취목표의 동기에서도 숙달 근과 수행 근 동기의 경우에

는 창의성과도 상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취동기와 창의성과의 계연구인 박병기 

외(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성취목표 동기가 창의  산출물에 간 인 향을 미치는 

정도는, 환경  변인의 향에 따라 동기가 창의  인성을 매개로 하여 창의  산출물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기가 창의성과 환경 간의 재역할을 한다고 본 

Amabile의 창의성 요소모델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의 창의

 산출물을 발달시키기 해서는 과제에 한 동기유발  내  동기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이 

요하며 동기는 창의성을 조성해 주는 데 효과 인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은 창의  산출물에 직 인 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창의성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들과 일치하며, 다양하고 독특하게 사고하

는 능력이나 창의 인 성향을 갖는 것이 창의 인 산출물을 더 잘 만들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환경 인 변인은 아동의 창의  산출물에 직·간 인 효과를 나타냈다. 구조모형 분

석에서 아동에게 제공되는 환경  변인은 인지 , 정의  변인을 통하여 아동의 창의성 발 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있어 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창의성과 환경의 련

을 지지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나, 환경과 창의성과 상 이 없다고 나타난 선행 연구의 경

우는 아마도 이러한 인지 , 정의  변인을 통합 으로 고려하지 못한 것에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다. 환경  변인들은 그 자체로서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도 있으며 한 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동의 인지 인 변인을 자극하고 정의 인 

변인인 동기 등을 유발시켜 함께 창의성 증진에 향을 주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아동의 창의  산출물의 증진을 해서는 환경  변인, 정의  변인, 

인지  변인이 통합 으로 향을 미치고 있으며,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을 매개로 향

을 미친다. 아동이 창의  산출물을 표 하는 것과 다양한 변인들과의 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창의성을 이해하는데 단편 인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 간의 계를 분석해 보는 통합

인 차원에서 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창의성의 개념정립에 있어 다양한 변인들

을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아동의 창의  산출물이 발 되기 해서 교사나 부모가 향을  수 있는 부분은 환

경 인 부분일 것이다. 지 인 자극을 주도록 다양한 경험을 데공하며, 아동이 하는 일에 하여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 학교에서는 교사가 심을 가지고 아동이 하는 일

에 심을 갖고 우들과 동 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제공함으로써 동과정에서 창의 인 아

이디어를 떠올리는 경험을 하도록 지도한다면 이러한 경험들은 아동의 지 능력을 증진시키며, 

동기유발을 가져와 창의  사고력과 창의  인성을 발달시키고 궁극 으로는 창의  산물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동의 창의  특성을 함양하기 해서는 과제나 학습을 성취하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 

될 수 있도록 학습에 한 흥미나 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숙달 근 동기와 

수행 근 동기를 유발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가정이나 교육 장에서 근지향 인 동기를 불

러일으키는 격려나 인정하는 말 등의 언어  칭찬 등을 사용하여 내재동기가 높아져 새롭고 독

특한 것을 생각하고 표 하고자 하는 정신과 태도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국가, 사회에서는 창의성은 환경에 의해서 신장될 수 있다는 을 알아채는 것은 창의성 

교육에 있어 매우 요한 시사 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 장에서 부모와 교사들

이 동기, 지능, 학업성취 등의 변인들을 진시키기 하여 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

며 이러한 구체 인 변인들을 상으로 하는 실험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 다. 

창의성에 향을 주는 인지 , 정의 , 환경  변인에서 특히 측정하기 어려운 환경  변인에 

한 세심한 심과 분 기 조성을 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인지 , 정의 , 행동  변인으로 선택한 변인들이 창의성의 모든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외에도 다른 변인들이 창의성에 여하고 있음

을 나타낸다. 따라서 창의성을 나머지 변량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서 연구가 더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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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tructural Analysis of the Variables 

on Children's Creative Product

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ultiple-intelligence, knowledge, 

Goal-oriented motivation and home, school environmental variables on children's creative 

thinking, creative personality, creative product by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in confluence approach.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338 4th graders, selected for a class of unit,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Korea. In this study, for children's creativity,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Kim, 2005), Creative Personality Scale(CPS: Ha, 2001), Essay by 

subjective assessment(Hennessey & Amabile, 1999) for creative product were used. And for 

relational variables written instrument collected measures of selected variables including 

cognitive (Multiple -Intelligence, Academic Achievement), affective (Achievement Goals 

Motivation) and environmental(home support, classroom environment)variables was also used. 

The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by using SPSS 14.0 and AMOS 7.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environmental variables 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multiple-intelligence, 

academic-achievement and achievement goal motivation. Second, environmental variables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creative product. Third, Creative thinking, creative 

personality directly affect children's creative product. Fourth, multiple-intelligence, 

academic-achievement and achievement goal motivation indirectly affected the children's 

creative product.

Key Word: Creative product, creative thinking, creative personality, intelligence, achievement 

goal motivation, environme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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