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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children's creativity

varies depending on gender and intelligence.

Method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100 five-to-six-year-olds from a

kindergarten in city 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 21.0

program. I conducted t-tests to examine differences in intelligence and creativity

according to gender, and used two-way ANOVA for inspecting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intelligence. Furthermore, I used additional one-way

ANOVA for inspecting the interaction-effect of gender and intelligence

concretely.

Results: As a resul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creativity according to a child’s

gender, but there are some variations in intelligence according to gender. In ad-

dition, the a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creativity and in-

telligence varies according to gender.

Conclusion/Implications: It is meaningful that this study determined that gender

and level of intelligence influence an improvement in creativity. This study sup-

plies variables and directions to be considered when an educational activity or

program is developed for young children.

❙key words creativity, gender, intelligence, young children

Ⅰ. 서 론

현대는 4차 산업 혁명의 사회로 급변하면서 한국 사회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

에 관심을 보이고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핵심역량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은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지식의 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독특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새로운 해결방법을 능동적으로 찾아내

는 능력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변화는 유아교육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7차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도 미래사회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는 창의력(Creativity),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on), 협업 능력(Collaboration)의 핵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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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4C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유아교육에 있어 창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전조작기인 유아기가 자율적이고 풍부한 환경에

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며,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상상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

다(Torrance, 1963). 창의성 연구는 195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초기에는 인간의 내적

인 요소들을 강조하였고, 1980∼1990년에는 새롭고 창조적인 사고의 주체인 인간의 역량과 외부

환경에 의해 산출되는 창의적 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Ryhammar & Brolin, 1999). 그러나

1990년 이후에는 창의성을 다원적,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시도와 함께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의 통합과 창의적 능력, 태도, 동기 등의 창의

적 성향의 통합으로 관점이 확대되어 왔다(Runco, 2004). 이경화(2002)는 창의적 산출을 얻기 위

해 개인적 환경(유전․가정환경)이 기초가 되어 발달한 창의적 사고(지능․사고력․지각)와 창

의적 성격(성격․동기)이 상호작용하면서 각 영역(문화․예술․수학․과학․정보통신)에서 창

의성이 발휘된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영역 및 간 학문적 융합형 인

재를 육성하고자하며, 이를 위한 기초 핵심역량은 창의적 문제해결이라고 하였다(이경화, 양혜

진, 2015). 창의성 발달은 창의적 문제해결을 통한 창의적 사고가 기초가 되며(Rhodes, 1961), 창

의적 사고는 창의성 발달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어 왔다(Davis,

1989; Nickerson, 1999).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을 창의적 사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자 한다.

Guilford(1967)는 인간의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두 지적 구조모형을 제시하면서, 확산

적 사고(divergent thinking)를 창의성과 관련되는 능력으로 보았다. 그는 창의성의 하위요인을 유

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재정의 및 재구성력 이라고 하였다. Torrance(1963)에게 있

어 창의적 사고란 지식의 결함과 부족한 요인 및 방해 요인 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가설을

세워 아이디어를 통해 그 가설을 검증하여, 이를 수정과 재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는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정교성 등으로

보았다. 전경원(1997)도 창의성이란 사회와 문화적으로 가치를 부여할 만한 산출물을 만들어내

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도출해 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며, 창의성의 하위요인

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상상력으로 보고 언어, 도형, 신체 영역을 통해 창의성을 파악하고

자 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지적 능력으로, 유창

성, 융통성, 독창성은 창의적 사고의 공통적인 구성요인으로 보인다. 전경원(2000)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Korean Comprehensive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CCTYC)는 창의성의 하

위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그리고 상상력으로 나누고, 언어, 도형, 신체 영역을 통해 창의

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므로 다양한 측면에서 창의적 사고능력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창의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의성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대한 연

구(변윤희, 현은자, 2004; Gerrard, Poteat, & Ironsmith, 1996), 창의성과 관련된 변인을 파악하고

창의성 차이의 원인을 밝히려는 연구(김수연, 2003; Bomba & Moran, 1988), 식역이론에 따른 창

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를 찾아보는 연구들(강현숙, 박병기, 2014; 한석실, 이경민, 2005; 황희숙,

강승희, 윤소정, 2003)이 있다. 선행연구와 같이 창의성이 어떤 변인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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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찾고, 그 영향력의 정도를 안다면

교사나 부모는 유아의 개개인의 창의성 발달을 위한 환경조성과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

을 것이다.

인간의 지적능력에 대한 관점, 연구의 접근방법, 그리고 학자 또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관점으로 지능을 정의할 수 있는데, Wechsler(1958)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라 하였고, Gardner(1983)는 주어진 상황에 처한 어려

움을 해결하는 능력, 효율적인 성과를 만드는 능력, 더불어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는 잠재력이라고 하였다. Sternberg(1986)는 자신이 처한

현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 주어진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 환경을 선택하는 능

력으로 보았다. Kaufman과 Kaufman(1983)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처리양식이

라고 하였으며, 사실에 관한 지식을 습득도 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능

은 주어진 상황에서 지식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능력으로, 상황에 적합한 해

결방법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능의 정의에 비

추어 볼 때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는 인지처리과정(순차처리와 동시처

리)과 지식 정도를 나타내는 습득도를 측정하여 개인의 인지처리양식뿐만 아니라 학습 차원에

서의 지식 습득 정도를 총체적으로 알려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검사도구이다. 한국에서는 문수백

(2014)이 KABC-Ⅱ(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Second Edition)로 표준화하였다.

창의성, 그 중에서도 창의적 사고는 지능과 관련성이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창의

성과 지능의 관계는 단일구조가설, 독립구조가설, 식역가설로 나눌 수 있는데, 단일구조가설은

창의성과 지능을 단일구조 또는 상호의존적인 구조로 보는 견해로, 창의성과 지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이나, 측정 방법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Burt, 1962). 그러나 Renzulli(2005)는

창의성과 지능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창의적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

다고 하였으며 단일구조가설 내 중첩가설을 주장하였다. 창의성과 지능을 별개의 독립적인 개념

으로 보는 두 번째 독립구조가설은 창의성과 지능이 약한 상관관계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

였다(Sternberg, 1986). 아동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과 지능 관계 연구(Torrance, 1963)도 두 능력 간

의 낮은 상관을 보고하였으며, 창의성은 지능검사로는 측정할 수 없는 독립적인 능력임을 강조

하였다. 세 번째 식역가설은 제한된 범위 내어서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일

정 수준 이상의 지능은 높은 창의성의 전제 조건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지능에서는 창의성과 지

능 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는 견해이다(Guilford, 1967). 즉, 지능 수준 120 이하에서는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120 이상에서는 높은 상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러나 식역이론을 지지하는 연구(황희숙 등, 2003; Fuchs-Beauchamp, Karnes, & Johnson, 1993)와

식역이론을 지지하지 않은 연구(이경화, 윤은정, 2004)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아 지능 수준에 따

른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일구조가설, 독립구조

가설 등 창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를 함께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창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 유아 창의성 및 지능과 관련된 유아교육 시장에서 올바른 교육프로그램 모

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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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지능은 개인적 변인과 외적인 변인 즉, 사회․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데, 외적인

변인과 관련하여 연구되는 개인적 변인은 성별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성 및 지능을 뇌 발달 측

면에서 살펴보면 유아기는 뇌의 가소성이 풍부한 시기이며(Chugani, 1998), 뇌 발달에 기여하는

성 호르몬은 공간 지능을 담당하는 신경기질을 발달시켜 남아가 공간 기술을 촉진하는 관련 놀

이에 참여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Geary, 1994). Torrance(1963)는 성별에 따른 창의성 차이는 사

회․문화적 가치나 가정환경의 상이함에서 기인한다고 보았고, Csikszentmihalyi(1996)는 성역할 고

정화 측면에서 창의적인 남아는 평범한 남아보다 더 섬세하고 덜 공격적이며, 창의적인 여아는

지배적이고 강한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다. Gardner(1983)는 문화적으로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창

조하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그 문화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생물․심리

학적 잠재력으로 지능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이나 지능은 출생이후의 외부 환경 즉, 교

육의 기회나 가정의 양육, 사회․문화의 분위기 등에 따라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

문에 사회․문화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 성별과 같은 개인적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변

인간의 영향력을 예측해볼 수 있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성별

에 따라 창의성 차이가 없다는 연구들(이은해, 조성연, 1987; Bachtold & Worley, 1986; Guilford,

1971; Scarano, 1980; Yamamoto, 1964)과 창의성의 하위 구성요인에 따라 성별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이경화, 2002; 전경원, 2000; Fu, 1977; Milgram & Milgram, 1976; Raina, 1969)이 동시에

존재한다. 성별에 따른 지능 차이를 살펴본 연구들도 차이를 보고한 연구들(김숙경, 2001; 김희

정, 임유경, 2014; 박새롬, 박혜준, 2010; 이봉순, 이영환, 2007)과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연구들

(금잔디, 박혜원, 박민정, 2014; 박혜원, 윤여홍, 1999; 최지현, 성현란, 2010)이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강현숙과 박병기(2014)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창의성과 지능의 상관효과에 대

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해당 연구에는 유아, 아동,

성인 모두를 다루고 있어 실제로 유아들의 창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성차의 존재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성차가 창의성과 지능에 미치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공존한다는 점

은 창의성과 지능의 관련성을 연구할 때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

성을 제기한다.

이에 창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고, 창의성과 지능에 대한 성차의

비일관적인 보고에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 창의성 중 창의적 사고와 지능 간의 관계, 특히 식역

이론에 근거한 창의성과 지능수준 간의 관계를 성별과 함께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선행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유아의 창의성이 지능과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하며, 이는 추후 창의성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변인들과 방향을 제

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문제1.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의 성별에 따라 지능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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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S시에 위치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6세 남아 49명, 여아 51명 총 100명

이며, 남아와 여아의 평균연령은 5년 7개월이었다. 만 5∼6세로 선정한 이유는 유아기는 창의적

사고와 창의성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Torrance, 1963), 지능 개발을 위한 적기임(이경화,

2008)과 동시에 초등학교 입학 이전 시기여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창의성과 지능

발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만 5, 6세의 연령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중 동일한 전조작기에 해당하며(Piaget, 1964), 실제로 통계검증 결과 창

의성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지능점수의 경우 연령 내 표준점수가 산출되므

로 연령 변인을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지능의 수준을 식역이론의

기준인 지능점수 120을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유아의 성별과 지능에 따른 분포는 표 1과 같다.

성별 지능집단 인원수 지능범위 지능평균

남 우수 19 121~150 129.5

보통 30 85~118 104.6

여 우수 25 121~157 135.1

보통 26 81~109 106.7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N = 100)

2. 연구도구

1) 유아의 창의성

본 연구에서는 전경원(2000)의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Korean Comprehensive Creativity Test for

Young Children, K-CCTYC)를 사용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였다. K-CCTYC는 언어, 도형, 신체

영역의 창의성을 종합한 검사로서 창의성의 주요 측정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측

정하고 있다. 이 검사는 언어, 도형, 신체 영역 세 가지를 함께 측정하며, 만 4∼6세 유아만을 측정

하도록 개발되어 있어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검사도구이다. K-CCTYC를 선

정한 것은 한 가지 영역으로 측정하는 도구들보다 언어, 도형, 신체 영역 세 가지를 함께 측정하

는 도구여서 창의적 사고를 다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K-CCTYC는

빨간색 연상하기(3분), 도형 완성하기(3분), 동물 상상하기(3분), 색다른 나무치기(7분)의 하위검

사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는 집단이나 개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2∼3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

다. 본 검사는 유아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아교육 현장경력 19년 이상의 훈련받은 검사

자에 의해 개별로 실시되었다. 신뢰도는 영역별로 언어 .89, 도형 .90, 신체 .89이고, 측정 요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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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유창성 .86, 융통성 .87, 독창성 .87, 상상력 .90이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5이었다.

영역 검사명 검사의 내용 측정요소

언어 소검사 1

빨간색 연상하기

빨간색 연상하기 검사에서는 빨간색과 연상되는 물건이나

느낌 및 생각을 적어보게 한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도형 소검사 2

도형 완성하기

태극기의 가운데 선(에스자 모양) 9개를 제시하고, 그 선

을 하나씩 사용하여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신체 소검사 3

동물 상상하기

전래동화나 우화에 나오는 동물 5가지를 등장시켜 상상하

게 하는 것이다.

상상력

소검사 4

색다른 나무치기

전통놀이의 비석치기와 같은 형식으로 세워져 있는 목자를

색다른 방법으로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표 2.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의 구성

2) 유아의 지능

본 연구에서는 문수백(2014)이 표준화한 한국판 KABC-Ⅱ(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Second Edition)를 사용하여 유아의 지능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만 3∼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개인지능검사로 정보처리와 인지발달을 측정할 수 있다. 만 5세 유아

를 대상으로 한 하위척도별 하위검사는 순차처리(수회생, 단어배열), 동시처리(관계유추, 삼각형,

형태처리), 학습력(이름기억, 암호해독), 지식(표현어휘, 수수께끼) 총 9개이며, 만 6세는 순차처

리에 빠른 길 찾기 검사가 추가되어 총 10개가 실시되었다. KABC-Ⅱ를 선정한 이유는 순차처

리, 동시처리, 학습력과 지식 검사를 통해 정보처리와 인지발달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

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본 검사는 유아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아교육 현장경력 19년 이

상의 훈련 받은 검사자가 유아를 개별적으로 검사하고 평가하였다. 지침에 따라 검사 중 연속으

로 4회 이상 답을 하지 못할 경우 문항을 중단하였으며, 실시된 하위검사의 점수를 하위척도별

로 합산하여 나온 환산점수를 표준점수로 나타냈다. 소요시간은 30분 이내였으며, 표준점수가

높을수록 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3. 연구절차

본 조사 실시 전 지능검사와 창의성검사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9월 4주에 만 5세

와 만 6세 각 2명, 총 4명을 대상으로 검사자가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

고, 검사자 교육을 위해 예비조사 과정을 VTR로 녹화하였다. 또한 예비조사 결과해석을 연구소

에 의뢰하여 예비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검사에 있

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자 교육은 2017년 10월 1주에 2차시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시 교육은 유아와의 라포 형성 방법, 지능검사와 창의성 검사 매뉴얼 배부 및 검사 도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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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검사 VTR 시청, 검사시 발생할 수 있는 유아들의 반응 대처 방법 및 검사 시 유의사항

안내 등이 실시되었으며,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2차시 교육은 검사자가 검사 매뉴얼을 숙지한

후 진행되었고, 실제 검사 상황처럼 시연해 보도록 하였으며,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본 조사는

2017년 10월 2주∼11월 1주 까지 4주 동안 만 5∼6세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KABC-

Ⅱ)와 유아 종합 창의성 검사(K-CCTYC)를 임의순서로 실시하였다. 특히, 지능검사의 경우 하위

검사가 9∼10개 이므로 검사 순서에 따른 영향을 방지하고자 유아마다 검사 순서를 다르게 하였

고, 검사는 오전 수업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자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지능과 창의성

의 차이를 보기위해 t - test를 실시하였으며, 성별과 지능집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

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지능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창의성 전체

점수 및 창의성 하위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언어, 도형 신체 모두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창의성

남 49 45.65 7.69
.50

여 51 44.88 7.64

유창성

남 49 44.23 7.24
1.22

여 51 42.46 7.21

융통성

남 49 44.47 7.24
.21

여 51 44.14 7.88

표 3. 유아의 성별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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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독창성

남 49 48.50 10.40
.21

여 51 48.09 8.77

상상력

남 49 51.46 8.59
1.10

여 51 49.54 8.87

언어

남 49 53.49 11.47
1.85

여 51 49.85 7.94

도형

남 49 46.62 10.30
-1.27

여 51 49.22 10.14

신체

남 49 43.11 5.48
.45

여 51 42.57 6.42

표 3. 계속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지능의 차이

유아의 성별에 따라 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지능 전체점수

에서 유아의 성별에 따라 지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44, p < .05.). 이는 남아는 평균

114.02(SD = 15.51)에 비해 여아의 평균 121.90(SD = 16.70)이 유의하게 높음을 의미한다. 지능의

하위점수 중 순차처리(t = -2.58, p < .05), 동시처리(t = -2.07, p < .05)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

타났고, 이는 여아의 순차처리 및 동시처리 점수가 남아보다 높음을 말해준다. 학습력과 지식에

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지능

남 49 114.02 15.51
-2.44*

여 51 121.90 16.70

순차처리

남 49 109.67 15.46
-2.58*

여 51 117.98 16.71

표 4. 유아의 성별에 따른 지능의 차이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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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

동시처리

남 49 111.59 16.09
-2.07*

여 51 118.02 14.90

학습력

남 49 112.63 16.74
-1.02

여 51 116.20 18.12

지식

남 49 110.84 13.01
-1.94

여 51 115.73 12.25

*p < .05.

표 4. 계속

3.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 차이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라 창의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주효과는 언어 창의성에서만 나타났다(F = 4.05, p < .05).

즉, 남아의 언어 창의성이 여아의 언어 창의성 보다 높았다. 지능에 따른 주효과는 창의성 총점

(F = 5.03, p < .05), 창의성의 하위인 유창성(F = 6.57, p < .05), 융통성(F = 5.56, p < .05), 독창성(F

= 8.51, p < .01), 도형(F = 7.72, p <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창의성 총점, 유창성, 융통

성, 독창성, 도형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창의성 상상력

남 남

우수 19 49.81 7.99 우수 19 51.43 9.01

보통 30 43.01 6.31 보통 30 51.47 8.47

여 여

우수 25 45.47 7.97 우수 25 47.94 10.08

보통 26 44.22 7.37 보통 26 51.08 7.40

유창성 언어

남 남

우수 19 48.39 7.44 우수 19 55.57 12.31

보통 30 41.59 5.82 보통 30 52.17 10.92

여 여

우수 25 42.66 6.68 우수 25 49.99 8.61

보통 26 42.27 7.81 보통 26 49.71 7.41

표 5. 성별,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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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구분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융통성 도형

남 남

우수 19 48.69 7.26 우수 19 52.60 11.21

보통 30 41.79 5.92 보통 30 42.84 7.72

여 여

우수 25 44.17 7.54 우수 25 49.84 10.80

보통 26 44.12 8.34 보통 26 48.62 9.63

독창성 신체

남 남

우수 19 53.74 11.83 우수 19 44.82 6.19

보통 30 45.19 7.94 보통 30 42.02 4.77

여 여

우수 25 49.28 9.06 우수 25 41.73 5.95

보통 26 46.96 8.51 보통 26 43.37 6.86

표 5. 계속

구분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창의성

성별 57.26 1 57.26 1.05

지능 273.68 0 273.67 5.03*

성별 ×지능집단 288.19 1 288.19 5.30*

유창성

성별 155.38 1 155.38 3.26

지능 313.63 1 313.63 6.57*

성별 ×지능집단 249.93 1 249.93 5.24*

융통성

성별 29.30 1 29.30 .56

지능 293.63 1 293.63 5.56*

성별 ×지능집단 284.93 1 284.93 5.40*

독창성

성별 44.07 1 44.07 .52

지능 719.87 1 719.87 8.51**

성별 ×지능집단 236.14 1 236.14 2.80*

상상력

성별 91.80 1 91.80 1.20

지능 61.85 1 61.85 .81

성별 ×지능집단 58.12 1 58.12 .76

표 6.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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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언어

성별 393.36 1 393.36 4.05*

지능 82.36 1 82.36 .85

성별 ×지능집단 58.67 1 58.67 .60

도형

성별 55.73 1 55.71 .59

지능 732.15 1 732.15 7.72**

성별 ×지능집단 442.55 1 442.55 4.67*

신체

성별 18.19 1 18.19 .52

지능 8.21 1 8.21 .23

성별 ×지능집단 119.60 1 119.60 3.40

*p < .05, **p < .01.

표 6. 계속

1)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 총점 차이

창의성 총점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 = 5.30, p < .05)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아,

여아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지능집단에 따른 창의성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F-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표 7과 그림 1에서와 같이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120점 이상인 집단과

120점 미만인 집단 간 창의성 총점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 10.96, p < .01), 여아 집단에서

는 지능 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과 창의

성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남아의 경우에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창의성을 보

인 결과이다.

그림 1.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 총점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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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아

집단-간 537.26 1 537.26 10.96**

집단-내 2303.53 47 49.01

합계 2840.80 48

여아

집단-간 .09 1 .09 .00

집단-내 2920.66 49 59.60

합계 2920.76 50

**p < .01.

표 7.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N = 100)

2)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 측정 요인 차이

창의성의 측정 요인인 유창성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 = 5.24, p < .05)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아, 여아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지능집단에 따른 유창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과 그림 2에서와 같이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120점 이

상인 집단과 120점 미만인 집단 간 유창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 12.74, p < .01), 여아 집

단에서는 지능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과

유창성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남아의 경우에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유창성

을 보인 결과이다.

그림 2.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유창성의 상호작용효과

창의성 측정 요인인 융통성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 = 5.40, p < .05)에 대해 구

체적으로 남아, 여아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지능집단에 따른 융통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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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아

집단-간 537.24 1 537.24 12.74**

집단-내 1981.19 46 43.07

합계 2519.15 48

여아

집단-간 1.89 1 1.89 .04

집단-내 2597.83 49 53.02

합계 2599.72 50

**p < .01.

표 8.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N = 100)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그림 3에서와 같이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120점 이상

인 집단과 120점 미만인 집단 간 융통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 13.24, p < .01), 여아 집단

에서는 지능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과

융통성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남아의 경우에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융통성

을 보인 결과이다.

그림 3.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융통성의 상호작용 효과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아

집단-간 553.34 1 553.34 13.24**

집단-내 1964.21 47 41.79

합계 2517.56 48

표 9.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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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여아

집단-간 .03 1 .03 .00

집단-내 3105.79 49 63.38

합계 3105.82 50

**p < .01.

표 9. 계속

창의성 측정 요인인 독창성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 = 2.80, p < .05)에 대해 구체적

으로 남아, 여아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지능집단에 따른 독창성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F-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그림 4에서와 같이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120점 이상인 집단과

120점 미만인 집단 간 독창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 9.21, p < .01), 여아 집단에서는 지능집단

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과 독창성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남아의 경우에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높은 독창성을 보인 결과이다.

그림 4.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독창성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아

집단-간 851.45 1 851.45 9.21**

집단-내 4343.75 47 92.42

합계 5195.19 48

여아

집단-간 68.85 1 65.85 .89

집단-내 3780.64 49 77.16

합계 3849.49 50

**p < .01.

표 10.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N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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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창의성 영역 차이

창의성의 영역인 도형 창의성에서 성별과 지능집단 간 상호작용효과(F = 4.67, p < .05)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아, 여아 집단 중 어느 집단에서 지능집단에 따른 도형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F-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1과 그림 5에서와 같이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120점 이

상인 집단과 120점 미만인 집단 간 도형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F = 13.04, p < .01), 여아 집단

에서는 지능집단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과

도형 간에 관련성이 없지만, 남아의 경우에 지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도형 영역의 높

은 창의성을 보인 결과이다.

그림 5.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에 따른 도형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변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남아

집단-간 1106.09 1 1106.09 13.04**

집단-내 3986.77 47 84.83

합계 5092.86 48

여아

집단-간 19.00 1 19.00 .18

집단-내 5118.30 49 104.46

합계 5137.29 50 　

**p < .01.

표 11. 유아의 성별과 지능집단(우수, 보통)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 (N = 100)

이상을 종합해보면, 유아의 창의성은 성별과 지능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양

상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남아의 경우 지능점수 120점을 경계로 지능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만 창

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에는 지능집단 점수와 창의성 간의 관

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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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과 지능 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하는 가운데 창의성과

지능에 대한 성차의 비일관적인 보고에 주목하여,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를 성별과 동시에 고려

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창의성과 지능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후, 성별과 지

능집단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첫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없다. 창의성 전체 점수와 창의성 하위요소를 살펴

보면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 영역에서 언어, 신체는 여아보다 남아가, 도

형은 남아보다 여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아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창의성에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들(이은해, 조성연, 1987; Bachtold &

Worley, 1986; Guilford, 1971; Scarano, 1980; Yamamoto, 1964)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경화(2002)

의 연구에서 성별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

사회가 다각적인 시각에서 광범위한 해결책을 창출하는 인재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유아

교육기관에서도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금잔디 등,

2014). 또한 이경화(2002)는「통합창의성검사Ⅰ: 유아용」(이경화, 이신동, 2002)으로 언어영역과

도형영역 구분하여 창의성을 측정하여 성차를 보고하였는데, 통합창의성검사Ⅰ(이경화, 2002)는

언어영역에서 상상력, 유창성, 독창성의 하위요인을, 도형영역에서 연속성, 완성도 주제, 새로운

요소 첨가, 비습관성의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경원(2000)의 도구는

언어, 신체, 도형의 영역에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성차가 나타나

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성별 변인으로만 창의성의 차이

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과 성별을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에도 성차가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지능의 차이가 있다. 지능 총점과 하위영역인 순차처리와 동시처리

점수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다. 박새롬과 박혜준(2010)의 연구에서 종합인지

지능집단검사(Cognitive Assesment System: CAS)를 사용한 결과 계획기능 및 순차처리 요인의 점

수가 남아에 비해 여아가 유의하게 높았고, 전체 점수에서도 유의하게 높았다. 유아기 지능발달에

있어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것은 여아들이 과제에 대한 계획기능이 높고(박새롬,

박혜준, 2010), 유아기 인지발달에 있어 여아가 남아보다 비교적 이르게 이루어진다는 연구를 결

과(Bornstein & Haynes, 1998)를 지지한다. 또한 유아기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언어습득 및 발달

정도가 빨라 검사 상황에서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양호하게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장보경,

이연규, 2009). 그러나 지능에서 성차를 발견하지 못한 연구들(금잔디 등, 2014; 박혜원, 윤여홍,

1999; 최지현, 성현란, 2010)도 존재한다. 이처럼 성차에 따른 지능 차이에 대한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는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한 연구도구의 차이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박새롬과

박혜준(2010)이 사용한 종합인지지능집단검사(Cognitive Assesment System: CAS)는 인지과정을 구

성하는 요인인 계획기능(숫자 짝찾기, 부호쓰기), 동시처리(도형유추, 언어공간관계), 주의집중(표

현주의력, 숫자 찾기), 순차처리(단어계열, 문장반목)의 점수를 측정하여 여아는 계획기능과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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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점수가 높고 통계결과가 유의함을 보고하였고, 남아는 주의집중에서 여아에 비해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봉순과 이영환(2007)이 사용한 K-ABC(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도 순차처리, 동시처리, 습득도를 측정하였는데, 습득도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높은 결과

를 보고하였다. 이는 종합인지지능집단검사와 K-ABC는 인지처리기능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유사

하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금잔디 등(2014)이 사용한

K-WPPSI-Ⅳ는 전체 지능 이외에 요인분석을 통해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

도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언어능력의 차이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는 수행능력의 차이를 고려한 검사도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박혜원, 서예나, 이진숙, 201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추후에는 성별이 지능

에 미치는 영향력이 연구도구에 따라 어떠한 양상이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유아의 창의성과 지능집단 간의 관계 양상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유아의 창의성은 지능

지수 120점을 기준으로 지능점수가 120점 미만인 집단보다 120점 이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성별을 동시에 고려하면 지능점수 120점 이상인 남아 집단에서만 지능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창의성이 높아지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창의성 총점과 측정요소인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하위영역인 도형 창의성 점수에서 동일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창의성과 지능

간의 다양한 가설에 비추어 논의해볼 수 있다. 먼저 이를 120점 지능지수 이상의 집단에서 창의성

과 지능 간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식역가설(Guilford, 1967)에 비추어 본다면, 여아의

결과는 일치하지만 남아의 경우는 창의성과 지능 집단 간의 관계성이 도출되어 상반되는 결과이

다. 또한 지능지수 120 미만의 집단에서만 지능과 창의성 간의 관련성이 있다는 식역가설은, 이

연구에서 120 미만의 모든 유아에게서 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지받지 못했다.

성별만 고려하였을 때 남아는 여아보다 지능이 낮았고 창의성에서는 여아와 차이가 없었지만,

높은 지능점수에서는 여아보다 높은 창의성을 보여준다. 이는 지능지수 132 이상의 영재 유아들

을 대상으로 한 황희숙 등(2003)의 연구에서 지능과 창의성의 상관이 보고된 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도형영역의 창의성 점수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5, 6학년의 공간지능이

창의적 사고력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는 유경훈(2013)의 연구와 수학적 문제해결 상황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공간에 관련된 전략을 자발적으로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McGuinness(1993)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지능 발달 양상이 창의성의 차이를 가져왔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다른 가설, 즉 지능과 창의성이 서로 중첩되는 개념일 수 있다는

중첩가설(Renzulli, 2005)에 더 힘을 실어준다. Renzulli(2005)의 영재성 삼환 개념에서, 영재성에는

평균 이상의 지능과 창의성 및 과제 몰입 함께 요구된다. 박숙희(2014)의 연구에서 영재 여학생

집단에서는 일상적, 학문적, 수행, 기계/과학, 그리고 예술의 창의성 영역별 분화가 발견된 반면

영재 남학생 집단은 창의성의 모든 영역 간에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고한 것과 같이, 유아기 영재

가 남아에게 나타나는 것은 높은 지능을 가진 남아가 창의성도 높을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지능과 창의성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지능 수준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한점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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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역의 한 기관의 유아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

며, 성별과 지능 수준 이외 여러 개인 및 환경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 있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범위 및 인원을 늘리고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기준의 지능점수에 따른 차이와 다른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결과의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창의적 사고의 인지적 측면만 다루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창의적 성격을

포함한 정의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경원(2000)의 도구는 창의성

을 다측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신체 영역 중 동물 상상하기 검사는 제시된 동

물의 특징을 상상하여 유아의 행동 수행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유아의 성향이나

검사 환경에 따라 유아의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므로 다른 창의성 도

구로 연구를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지능 발달은 개인적인 변인과 함께 사

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심사숙고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성별과 지능 수준에

따른 창의성의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성별과 지능 수준이 창의성에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별이나 지능 수준 등의 개인적인

변인을 고려한 창의성 증진 교육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유아의 창의성 발달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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