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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용 공간 시각화 검사지 개발 및 표준화*

박 성 선 (춘천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총 24문항으로 구

성된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를 개발하였으며, 초등

학생 1482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신뢰도와 타당

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용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794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검사

지의 24문항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

인분석을 한 결과, 검사지의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셋째, 검사지 24문항에 대한 문항난이도는 .200에

서부터 .886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문항난이도는 .544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는 신뢰도와 타당도

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초등학생들의 공간시각화 능

력을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I. 서론

Lohman(1994)의 정의에 따르면, 공간 능력은 잘 구

조화된 시각적 이미지를 생성하고, 기억하고, 재생하고,

변환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간 능력은 기하학적 세계

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서, 공간

능력과 수학 성취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

으며(Battista, 1990), 수학 성취도에서 개인차를 설명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Wai, Lubinski &

Benbow, 2009). 또한, 공간 능력은 2차원과 3차원 도

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도형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

식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며, 공간 능력을 바탕으로

한 시각적 표상은 여러 수학 분야에서 직관적 관점과

직관적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학 학습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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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하다(Krutetskii, 1976; Usiskin, 1987).

Del Grande(1987)는 공간 능력 중에서 특히, 공간

지각력은 기하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데 반드시 필

요한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NCTM(2000)에서도 기하

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수학교육에

서 공간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즉,

기하는 공간과 관련된 기호 체계를 취급하는 공간 과

학이라는 측면에서, 공간 능력은 기하 학습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중요한 능력이다

(Freudenthal, 1973).

공간 능력은 공간 감각, 공간 지각력, 공간 시각화

등과 같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공간 능력이라는 표현 대신에 공간 감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공간 감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공간 감각은 자기 주위의 상황과 그 물체에 대한

직감의 일부분으로, 공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학생

들은 기하적 관계, 공간에서의 물체의 방향, 도형이나

물체의 상대적 모양에 초점을 둔 경험을 학습해야 한

다”(교육인적자원부, 1997). 7차 교육과정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도형 영역에서 공간 감각이라는 항

목을 신설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학교교육에서

강조되었던 Euclid의 정적인 기하에서 동적인 기하의

배양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능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공간 능력은 지능

(intelligence)의 한 영역으로 고려되어 왔으며 영재성

의 한 분야로 그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인식해 왔다.

첫째, 공간 능력은 Gardner(1993)의 다중지능이론에 근

거한 인지능력의 하나이다(Gardner, 1993; Plucker,

Callahan & Tomchin, 1996; Reid, Udall, Romanoff &

Algozzine, 1999). 둘째, 공간 능력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의 수행능력을 예측 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Humphreys, Lubinski,

& Yao, 1993; Lubinski & Benbow, 2006; Wai,

Lubinski & Benbow, 2009; Webb, Lubinski &



박 성 선160

Benbow, 2007; Wheatley, 1983). 셋째, 비언어 능력인

공간 능력은 문화, 언어,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받

지 않는 독립된 인지 능력이다(Chan, 2010; Lohman,

2005; Naglieri & Ford, 2003).

최근에 영재 교육과 관련하여 공간 능력과 STEM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의 성취도 및 업

적과의 연관성이 강조된 연구 결과가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Lubinski & Benbow, 2006; Wai, Lubinski &

Benbow, 2009; Webb, Lubinski & Benbow, 2007). 예

를 들면, Lubinski와 Benbow(2006)는 1970년대부터

Stanley(1996)에 의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시작된 수

학영재 연구 프로그램(SYMP, 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에 등록된 만 12-13

세 영재 학생들의 언어, 수학, 그리고 공간 능력을 측

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 학생들이 성년이 된 뒤

사회생활에서의 성취도와 업적을 35년 동안 추적, 분

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12-13세 때 측정된 공

간 능력이 성인이 되어 STEM 영역에 종사하는 영재

들의 성취도와 업적을 예측하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였다. 연 이은 Lubinski와 Benbow의

연구진에 의한 연구는 공간 능력이 전통적인 잣대로

선출된 영재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STEM 영역

에서의 성취도를 예측하는데 언어와 수학보다 더 효과

가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보고한 것이며, 21세기

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STEM 영역에 뛰어

난 인재를 육성하는데 공간능력의 측정의 중요성을 강

조한 것이다(Wai, Lubinski & Benbow, 2009).

이처럼 공간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Gohm,

Humphreys & Yao, 1998),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추어, STEM 영역에

서 재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인재를 판별하기 위해 공

간능력의 측정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수행하고 있다

(Chan, 2010; Lohman, 2005; Naglieri & Ford, 2003).

이러한 공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연구자들

은 이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왔다

(Eliot & Smith, 1983). 그 중 공간 시각화의 하위 요

인인 3차원 공간 회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검사 도구는 ‘Purdue Spatial Visualization Tests:

Visualization of Rotations, PSVT:R’(Guay, 1976), 최

근 개정판인 ‘The Revised PSVT:R’(Yoon, 2011)과

Shepard & Metzler(1971)가 고안한 도형으로 구성된

‘Mental Rotations Test: MRT’(Vandenberg & Kuse,

1978)와 그 개정판인 Redrawn MRT (Peters, Laeng,

Lathan, Jackson, Zaiouna, & Richardson, 1995)가 있

다. 이 검사도구들은 공간 시각화의 하부 요인들 중에

서 3차원 회전의 시각화 능력에 초점을 두어 3차원의

도형을 머릿속으로 마음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

킬 수 있는 인지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만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중

MRT/Redrwan MRT는 심리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연

구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반면, PSVT:R/Revised

PSVT:R은 STEM 분야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공간 능력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공간 능력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여러 검사

문항들이 개발되었으나, 이 검사 도구들은 대부분 성

인이나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사도구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만 13세 이하 즉, 초등학생용을 대

상으로 한 공간 시각화 검사 중 3차원 공간 회전 능력

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표준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를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검사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를 추정하여 공간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 도구로서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II. 공간 시각화 능력의 개념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공간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인 공간 시각화 능력을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공간 능력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McGee(1979)

는 공간 능력을 ‘이미지로 제시된 대상을 머리 속으로

조작하거나, 회전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으로 정의

하고, 그 하위 요인으로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와 공간 방향화(spatial orientation)를 제

시하였다. McGee(1979)의 공간 능력 구성 요소와 그

하위 요소들을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한편, Lohman(1979)은 McGee(1979)의 두 가지 하

위 요인에 공간 관계(spatial relation)를 추가하였다.

Linn & Peterson(1985)은 공간 능력을 ‘주어진 공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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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머릿속으로 가시화하여 그려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그 하위 요인을 공간 지각(spatial

perception), 공간 회전(mental rotation), 공간 시각화

(spatial visualization)의 3가지 범주로 제시하였다.

[그림 1] McGee의 공간 능력 분석틀

[Fig. 1] Spatial Ability of McGee(1979)

또한, 황정규(1984)는 공간 능력을 ‘공간 속에 있는

내적 표상을 기호화하거나 만들거나 기억하며, 이것을

다른 사물이나 공간 위치에 관계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상의 정의를 정리하면, 공간 능력이

란, ‘사람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머리 속에서

상(image)을 형성하는 능력과 그 상을 머릿속에서 조

작하는 능력으로써, 어떤 대상을 시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그것에 관한 이미지를

정신적으로 생성하고 회전하고 방향을 바꾸고 재배열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류현아 외, 2007).

공간 능력에 대한 이상의 정의를 보면, 공간 능력에

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취급되는 하위 요인이

바로 공간 시각화이다. 공간 능력의 하위 구성 요인을

공간 시각화, 공간 방향화, 공간 관계로 보았던

Lohman(1979)에 따르면, 공간 시각화는 공간적인 관계

와 공간적인 방향의 두 특징을 함께 가지는 능력이라

고 하였다. Fennema(1975)는 공간 시각화를 물체나 움

직임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이며, 물체 그 자체의 변화,

혹은 물체의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Clements(1981)는 공간 시각화를 공간적 요인의 하나

로서 3차원 대상들의 운동을 상상하는 능력, 시각적인

상을 마음 속으로 조작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Tartre(1990)와 Kersh & Cook(1979)는 공간 시각화를

회전(mental rotation)과 변화(mental transformation)

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자 하는 공간시각화 능력의

개념 모형은 Carroll(1993)의 위계적 모델(hierarchical

model)에 근거하고 있다([그림2]). Carroll(1993)은 공

간 능력을 공간 시각화(spatial visualization), 공간 관

계(spatial relations), 완결 속도(closure speed), 완결

융통성(closure flexibility), 지각 속도(perceptual

speed)와 같은 5가지 하위 요소로 세분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Burton과 Fogarty (2003)는 시각적 이미지 요

소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Tartre (1990)는 공간

시각화를 회전(mental rotation)과 변환(mental

transformation)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Tartre

(1990)의 연구를 바탕으로 Ho & Eastman (2006)는

회전 능력을 2차원 회전 능력과 3차원 회전 능력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 공간 능력 계층 모델(Park & Yoon, 2012)

[Fig. 2] Hierarchical Model of Spatial Ability

초기 지능이론의 역사를 통해 볼 때 회전 능력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 되어 왔지만, 본 연구

에서는 회전 능력을 3차원의 사물을 머릿속으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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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을

공간시각화 능력으로 개념화하였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1년 9월 10

일～2011년 10월 19일까지 유층표집을 통하여 서울에

서 2개 지역교육청, 강원도에서 1개 지역교육청을 먼

저 선정하였다. 서울의 2개 지역교육청별로 각 1개 초

등학교를, 강원도의 지역교육청에서는 2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1505명이었으나

무응답자와 부적절한 응답자는 분석에서 제외하여 최

종적으로 148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대상을 성별, 학년별, 지역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구분 N

성별
남학생 779

여학생 703

학년

4학년 470

5학년 473

6학년 539

지역

학교별

서울 A초교 322

서울 B초교 378

춘천 C초교 456

춘천 D초교 326

[표 1] 공간시각화검사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N=1482)

[Table 1] Demographic Profiles of the Participants(N=1482)

2. 검사지의 개발

(1) 검사 문항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간 능력 중 3차원 회전

의 공간 시각화에 초점을 맞추어 문항을 개발하였다.

또는, 회전 능력을 3차원의 사물을 머릿속으로 마음대

로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 있는 인지 능력으로

정의하여 공간 시각화 능력의 측정 모형으로 설정하고

자 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공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공간 시각화의 개념과 모형을 설정한 후, 공간시각

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예비

검사 과정을 거쳐 수정 보완된 24문항을 최종 검사 문

항으로 선정하였다.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진 공간시각화 검사지에 대하

여,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서 주어진 도형이 보기에 제

시된 방향과 똑같이 회전된 도형을 5가지 선택 중에서

찾아야 한다. 공간시각화 검사의 예시문항을 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예시문항

[Fig. 3] Example of the Spatial Visualization Test

(2) 검사지의 형태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는 한 검사자가 동시

에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집단

검사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검사지는 5지 선택형으로

작성되었으며, 초등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하

여 검사 시간을 30분으로 하였다.

(3) 검사지의 문항 특성

검사지의 문항은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각만큼 회전하는 것을 의

미한다([그림 4]). 회전각, 회전축에 따라, 24문항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Ⅰ: X축, Y축, Z축 중 한

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90°, 180°, 270° 회전(문항

1~문항12 ), 유형Ⅱ: X축, Y축, Z축 중 서로 다른 두

축을 중심으로 90°씩 회전, 90° 회전과 180° 회전, 180°

회전과 270° 회전(문항13~문항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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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Z

Y

[그림 4] 3차원 공간에서 X축, Y축, Z축을 중심으로 회전

[Fig. 4] x. y. z Axes in 3-Dimensional Space

검사지의 문항별 회전 특성(회전축, 회전각)을 요약

하면 [표 4]와 같다.

회전

유형

첫 번째
회전

두 번째
회전

첫 번째
회전

두 번째
회전

문항회전축 회전각 회전축 회전각 회전축 회전각 회전축 회전각

유형

Ⅰ

1 X 90˚

2 Y 90˚

3 Z 90˚

4 X 180˚

5 X 180˚

6 Y 180˚

7 Y 180˚

8 Z 180˚

9 Z 180˚

10 X 270˚

11 Y 270˚

12 Z 270˚

유형

Ⅱ

13 X 90˚ Y 90˚ Y 90˚ Z 270˚

14 X 90˚ Y 180˚ X 270˚ Z 180˚

15 X 90˚ Y 270˚ Y 270˚ Z 90˚

16 X 180˚ Y 90˚ Y 90˚ Z 180˚

17 X 270˚ Y 90˚ Y 90˚ Z 90˚

18 X 270˚ Y 180˚ X 90˚ Z 180˚

19 X 270˚ Y 270˚ Y 270˚ Z 270˚

20 X 90˚ Z 90˚

21 X 90˚ Z 270˚

22 X 180˚ Z 90˚ Y 180˚ Z 270˚

23 X 180˚ Z 270˚ Y 180˚ Z 90˚

24 X 270˚ Z 270˚

[표 4]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문항별 회전 특성 및 유형

[Table 4] Analysis of Rotation in the Spatial Visualization Test

3. 검사 절차 및 자료 분석

2011년 9월 10일～2011년 10월 19일까지 서울 지역

에서 2개 초등학교, 강원도에서 2개 초등학교)의 4학

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가 실

시하였으며, 검사시간은 30분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을 실시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범위 등을 구하였

다. 검사지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7.03

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를 구

하였다. 타당도 검사로는 같은 유형의 공간 능력 검사

인 Revised PSVT:R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연구

결과, 잠재변수가 1개인 것이 드러났으므로(Park &

Yoon, 2011), 본 연구에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만을 실

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로는 변

수를 처리하는데 우월성을 보이는 구조방정식 모델 프

로그램인 Mplus 6 (Muthén & Muthén, 1998-2010)를

사용하였다.

Ⅳ. 결과 분석

1. 검사지의 기술 통계치

[그림 5]는 연구대상자 1482명에 대한 공간시각화검

사의 점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으로서, 히스토그램에

나타난 종형 곡선을 보면,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 1482명에 대한 통계적 정보로는 성별, 학

년별(4, 5, 6), 지역학교별로 공간시각화검사의 평균 및

표준편차([표 6])과 점수의 빈도([표 5]를 제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전체의 평균은 13.05, 표준편차는 4.668

이었다. 검사점수는 0점에서 24점까지로 나타났으며,

1482명 중 4명(0.3%)이 만점(24점)을 기록하였다. 만점

자 성별 비율을 보면, 남학생(0.3%)이 여학생(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로는 5학년과 6학년에

서 각각 2명씩 만점을 기록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

중 남학생(779명)의 평균은 14.23, 여학생(702명)의 평

균은 11.74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t=10.673, p<.001)로서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더 우수하였다. 4학년(470명)의 평균은

11.70, 5학년(473)의 평균은 12.98, 6학년(539명)의 평균

은 14.28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년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검증

을 한 결과, 각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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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점수 빈도 퍼센트 유효% 누적%

0 1 .1 .1 .1

2 7 .5 .5 .5

3 15 1.0 1.0 1.6

4 21 1.4 1.4 3.0

5 26 1.8 1.8 4.7

6 50 3.4 3.4 8.1

7 52 3.5 3.5 11.6

8 78 5.3 5.3 16.9

9 102 6.9 6.9 23.8

10 117 7.9 7.9 31.6

11 108 7.3 7.3 38.9

12 120 8.1 8.1 47.0

13 121 8.2 8.2 55.2

14 111 7.5 7.5 62.7

15 97 6.5 6.5 69.2

16 96 6.5 6.5 75.7

17 75 5.1 5.1 80.8

18 73 4.9 4.9 85.7

19 64 4.3 4.3 90.0

20 56 3.8 3.8 93.8

21 40 2.7 2.7 96.5

22 21 1.4 1.4 97.9

23 27 1.8 1.8 99.7

24 4 .3 .3 100.0

계 1482 100.0 100.0

[표 5] 공간시각화검사의 빈도

[[Table 5] Frequency of Spatial Visualization Test

로 나타났다(F=40.598, p<.000).

[그림 5] 공간시각화 검사의 결과를 나타낸 히스토그램

[Fig. 5] Histogram of Spatial Visualization Test

N M SD

성별
남학생 779 14.23 4.887

여학생 702 11.74 4.029

학년

4학년 470 11.70 4.407

5학년 473 12.98 4.588

6학년 539 14.28 4.633

지역

학교별

서울 A초교 322 13.67 4.412

서울 B초교 378 13.17 4.601

춘천 C초교 456 12.55 4.765

춘천 D초교 326 12.99 4.793

전체 1482 13.05 4.668

[표 6]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집단별 평균 및 표준편차

[Table 6] Descriptive Statistics of Spatial Visualization Test

2.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검증

공간시각화 검사지에 대한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Cronbach's α=.794로 높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공간시각화 검사지는 적절한 신뢰도를 갖추

었다고 할 수 있다.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공간시

각화 검사지의 각 문항과 나머지 전체 문항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수정된 문항-전체 상관관계(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는 .213에서 .482로 나타났다. 적

절한 문항 적합도라고 볼 수 있는 .30보다(Field, 2009)

작게 나타난 문항은 문항 2, 3, 8, 9, 16, 21, 23, 24, 25

이었다. 그러나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s

α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문항을 제

거하지 않아도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신뢰도는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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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s α

1 .365 .785

2 .272 .789

3 .213 .792

4 .482 .778

5 .381 .784

6 .303 .788

7 .322 .787

8 .263 .790

9 .278 .789

10 .465 .779

11 .453 .780

12 .342 .787

13 .368 .784

14 .344 .786

15 .351 .785

16 .238 .791

17 .316 .787

18 .342 .786

19 .396 .783

21 .280 .789

21 .382 .784

22 .242 .791

23 .251 .791

24 .282 .789

[표 7] 문항내적일관성 신뢰도 분석(문항-전체)

[Table 7] Item-to-Total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alysis

3.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 검증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델의 적합도는 다음의 [표 8]과 같다.

모형 χ2 df RMSEA CFI TLI

공간시각화 611.374 252 .031 .947 .942

[표 8] 공간시각화검사에 대한 모형 적합도(N=1482)

[Table 8] Goodness of Fit Model Indexes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잠재변수가 1개인 것을

모델로 하였을 경우 모델의 적합도가 다음과 같이 검

증되었다. 절대 적합지수(fit index)로 χ2(CMIN) =

611.374, df = 252, p=000과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031로 나타났으며, 증

분적합지수(incremental fit index)로 CFI(comparative

fit index) =.947과 TLI(Tucker-Lewis index)=.942 로

나타났다. 적합지수 CMIN은 유의확률 .05에서 .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RMSEA는 .031으로 .05보다 작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FI=.947과

TLI=.942는 모두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모델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는 잠

재변수가 1개인 모델이 양호함하다고 볼 수 있다.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

석 모형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공간시각화검사지의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

[Fig.. 6] Model of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박 성 선166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여 집중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집중타당성은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

들의 일치성 정도를 나타낸다. 만약, 측정항목들이 구

성개념을 일관성 있게 잘 측정하였다면 항목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집중타당성

이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집중타당성 검증

을 위해 요인부하량과 C.R을 살펴보았다.

[표 9]에는 요인부하량, 표준오차, C.R, 유의확률

(p-value)와 같은 비표준화 모형과 표준화 모형의 결

과가 제시되어있다.

비표준화 모형 표준화 모형

문항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요인

부하량

표준

오차
C.R p

1 1.000 0.000 0.542 0.029 18.534 0.000

2 0.801 0.070 0.435 0.035 12.472 0.000

3 0.594 0.075 0.322 0.036 8.918 0.000

4 1.261 0.083 0.684 0.026 26.758 0.000

5 1.009 0.074 0.547 0.028 19.217 0.000

6 0.974 0.079 0.528 0.035 14.963 0.000

7 0.897 0.075 0.486 0.032 15.430 0.000

8 0.702 0.071 0.381 0.034 11.312 0.000

9 0.851 0.078 0.461 0.035 13.158 0.000

10 1.249 0.079 0.677 0.025 27.498 0.000

11 1.190 0.075 0.645 0.025 25.442 0.000

12 1.153 0.089 0.625 0.036 17.517 0.000

13 0.967 0.075 0.524 0.030 17.275 0.000

14 0.905 0.072 0.491 0.031 15.672 0.000

15 0.921 0.078 0.500 0.033 14.965 0.000

16 0.665 0.081 0.361 0.039 9.176 0.000

17 0.819 0.074 0.444 0.032 13.718 0.000

18 0.868 0.072 0.471 0.031 15.418 0.000

19 1.037 0.080 0.562 0.032 17.619 0.000

20 0.722 0.070 0.391 0.033 12.042 0.000

21 1.015 0.074 0.550 0.028 19.626 0.000

22 0.623 0.070 0.338 0.034 9.869 0.000

23 0.652 0.069 0.354 0.033 10.708 0.000

24 0.721 0.072 0.391 0.033 12.011 0.000

Note. 24 문항에 대한 요인부하량은 유의수준 p<.05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함.

[표 9] 비표준화 모형 및 표준화 모형의 추정치

[Table 9] Unstandardized and Standardized Parameter Estimates

요인부하량은 최소 .05이상이어야 하고 .95이하이면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공간시각화검사의 표준화 모형

의 결과를 보면, 24문항에 대한 모든 요인부하량은

.322(문항 3)부터 .684(문항 4)이었으며, 유의수준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C.R 값도 모두 1.965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결과, 요인부하량도 좋고, C.R 값도 유의미하기 때문

에 공간시각화검사의 각 문항들은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문항의 난이도 분석

<표 10>은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를 문항의 순

서, 문항난이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가장 어려웠던

문항은 문항 16과 문항 3으로서 문항난이도(P)는 각각

.260과 .281이었다. 공간시각화검사 24문항에 대한 문

항 난이도는 가장 쉬운 .886(문항 12)에서 .260(문항

15)으로 나타났으며, 24문항의 문항난이도 평균은 .540

이었다. 문항변별도는 문항 점수와 검사 총점수 간의

상관계수(rpb)로 표현되며 －1.0에서 ＋1.0 사이의 값

을 갖는다. 이 값이 ＋1.0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높은

문항이고, 0에 가까울수록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이

다. 일반적으로 문항변별도가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

야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다. 24문항에 대한 문항

변별도는 .304(문항 3)에서 .562(문항 4) 사이로서 24문

항 모두 .30 이상이므로 좋은 문항변별도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회전의 복잡성 즉 유형Ⅰ(X, Y, Z축 중 한 개의 축

을 중심으로 회전)과 유형Ⅱ(X, Y, Z축 중 두 개의 축

을 중심으로 회전) 사이의 문항 난이도를 비교한 결과,

유형Ⅰ(문항 1～문항 12)의 평균 문항난이도는 .639이

었고, 유형Ⅱ(문항 13～문항 24)의 평균 문항난이도는

.448로서 유형Ⅰ이 유형Ⅱ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전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회전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시간이 증가한다는 Shepard &

Melzler(1971)의 연구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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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순서 문항난이도의 순서

문

항

문항

난이도(P)

문항변별

도(rpb)
문항

문항

난이도(P)

문항변별

도(rpb)

1 .699 .448 12 .886 .402

2 .761 .355 6 .845 .373

3 .281 .304 9 .812 .354

4 .462 .562 2 .761 .355

5 .576 .470 7 .707 .408

6 .845 .373 1 .699 .448

7 .707 .408 21 .681 .466

8 .416 .360 10 .667 .542

9 .812 .354 23 .596 .348

10 .667 .542 5 .576 .470

11 .565 .535 11 .565 .535

12 .886 .402 20 .519 .377

13 .443 .459 18 .516 .435

14 .399 .435 4 .462 .562

15 .341 .439 13 .443 .459

16 .260 .326 22 .430 .340

17 .407 .410 8 .416 .360

18 .516 .435 17 .407 .410

19 .374 .482 24 .406 .377

20 .519 .377 14 .399 .435

21 .681 .466 19 .374 .482

22 .430 .340 15 .341 .439

23 .596 .348 3 .281 .304

24 .406 .377 16 .260 .326

[표 10] 고전적 검사이론(CTT)에 기초한 문항 모수

[Table 10] Item Parameters based on CTT

Ⅴ. 결론

본 연구는 공간 능력의 공간 시각화 능력을 측정하

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타당화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공간 시각화 능력 중 3차원 회

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로 24문항을 개발하였으

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

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문항내적일

관성 신뢰도는 Cronbach's α=.794로 다른 연구들

(Guay & McDaniel, 1978); 박성선, 2012, Sorby &

Baartmans, 2000; Battista, Wheatley, Talsma, 1982;

Branoff, 2000)보다 다소 낮았으나, 0.8정도에 근접했기

때문에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

항과 나머지 전체 문항의 상관관계는 .213에서 .482로

나타났다. 적절한 문항 적합도라고 볼 수 있는 .30보다

(Field, 2009) 작게 나타난 문항은 문항 2, 3, 8, 9, 16,

21, 23, 24, 25이었다. 그러나 각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s α가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들

문항을 제거하지 않아도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신뢰도

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24문항에 타

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검

사지의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등학생

용 공간시각화 검사지를 초등학생 14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모델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RMSEA, CFI,

TLI 지수를 고려했을 때 잠재변수가 1개인 모델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하

여 잠재변수를 측정하는 관측변수들의 일치성을 나타

내는 집중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요인부하량도 좋고,

C.R 값도 유의미하기 때문에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각

문항들은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초등학생용 공간시각화 검사지의 24 문항에

대한 문항난이도는 가장 어려운 .260에서부터 가장 쉬

운 .886으로 나타났으며, 문항변별도는 .304에서 .562로

양적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문항변별도가 적어도 .30 이상이 되어야 좋은 문항이

라고 할 수 있는데, 24문항에 대한 문항변별도는 .304

(문항 3)에서 .562(문항 4) 사이로서 24문항 모두 .30

이상이므로 좋은 문항변별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문항별 난이도와 회전 특성(각도, 방향, 회전축) 사

이의 관계에서는 회전의 복잡성이 문항의 난이도에 어

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전의

복잡성이 따라서 Revised PSVT:R 검사(한글판)의 문

항별 난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회전의 복잡

성이 증가함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항의 난이도에 미치는 회전의 복잡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밝힐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

하다.

넷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용 공간 시각화 검사지를

개발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게 될 초등학생용 공간 시각화

검사는 초등학생들의 인지적 특성을 확인하여 학생들

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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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절한 학습방법을 선택하도록 지원하는데 유용

한 자료로 쓰일 것이다. 또한, 본 검사의 결과는 초등

학생들의 공간 능력을 파악하는 진단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간 능력 검사 문항의 난이도, 변별력과 같

은 문항 수준에 대한 정보는 학생들의 공간 능력을 파

악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간 능력은 영

재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의 STEM 영역에서의 성

취도를 예측하는데 언어와 수학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검사 결과는 공간 능

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는 판별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1세기의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잠재적인

영재 학생을 판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더 나아가 공간 능력이 강한 아동과 그렇지 못

한 아동의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공간 능력을 향상시

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과 같은 영재 프로그램

에서 학생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데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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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patial Visualization Tes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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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tial ability has been valued as one component of intelligence and as an talented domain. And it 
is associated with the achievemen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disciplines. So, the instrument for measuring spatial ability is very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patial Visualization Tes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examin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vidence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at instrument. For this purpose, 'The Spatial Visualization Tes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as administered to 1482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 a result, this study show that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evidence using Cronbach' alpha 
showed item consistency and construct validity evidence from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in the Spatial 
Visualization Tes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also, this study show ed that item difficulty 
and item discrimination of the Spatial Visualization Test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were within 
an acceptable r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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