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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실 내 창의적인 학생 응답에 대한 교사의 인정과 지지는 학생

의 창의적 잠재성을 계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교실 상황에

서 교사는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나 산출물

의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 교실 내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학생의 성취수준, 교사의 믿음, 산출물의 내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가변적인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

가와 관련된 요인으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성

장 마인드셋을 설정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학생의 창의적 아이

디어 유형별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과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교실 맥락을 고려하여 창의성장 마인

드셋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방식을 탐색하고

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

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미

치는 영향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

인하였다.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고성취와 저성취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의 성장 마인드셋 합산

점수로 설정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

셋 개입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

학년 과학 수업 상황이라는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실제 학생 응답

을 예비교사에게 제시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비교사의 반응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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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내었다. 다음으로 학생 아이디어를 독창성 및 관련성 수준에 따

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예비교사가 각 유형별 학생 응답의 창의성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교실 맥락에 맞게 초점화하였다. 창

의성장 마인드셋을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과 관련된 능

력 초점 개입과 교실 수업 상황의 창의적 산출물인 학생 아이디어

와 관련된 아이디어 초점 개입으로 구분하였다. 그 다음 조작 과

제를 통해 각 초점화된 개입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온라인 설문에 예비교사 153명, 연구 2에서 온라인 실

험에 예비교사 154명이 참여하였다. 예비교사는 초등교사를 양성

을 위하여 설립된 교육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 연구 1에서

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이디어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예

비교사가 특성으로서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2는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으로 구분된 창

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연구 2에서 각 개입

방식이 예비교사가 고성취자 또는 저성취자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미치

는 영향과 두 변수 간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의 주효

과와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저성취 학생이

이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예비교사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예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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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지녔을 때 심

화되었다.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

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 성취수준의 주효과와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연구 1의 가설

과는 별도로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주효과

가 나타났다.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높을수

록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

가하였다. 둘째, 연구 2에서 학생의 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라 창의성 평가 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독창성과 관련

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학생의 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

인드셋 개입 간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되었다. 사후분석으로 확인

한 결과, 아이디어 초점 조건에서 예비교사가 고성취 학생에게 저

성취 학생보다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

다. 다음으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아

이디어 초점 집단이 능력 초점 집단보다 이 유형의 아이디어에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부여하였다.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에서는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 간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창의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교실 내로 확장하여 학생의 창의

적 잠재성 계발과 관련하여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중요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교사 교육을 비롯한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창의성에 대한 유연한 인식론적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성의 본질과 계발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을 다

룰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창의성에 대한 단순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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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만으로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교실 내 변인이 창의성 평

가에 미치는 영향이 학생 아이디어 유형별로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여, 앞으로 산출물의 유형을 고려한 창의성 연구와 개입이 진행

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가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교실

맥락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할 수 있을 때,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

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교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창의성장 마인드셋,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적 아이디어,

예비교사, 창의성 평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학 번 : 2015-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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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창의성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다. 창의성의 계발가능성에 대한 개

인의 믿음인 창의적 마인드셋은 창의적 수행과 산출물의 창의성에 대한

평가 모두와 관련이 있다(Karwowski, 2014; O’Connor, Nemeth, &

Akutsu, 2013). 때문에 교실 상황에서 창의적 잠재성 계발에 유익한 창

의적 마인드셋을 증진시키는 것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에 비하

여 창의적 수행 및 창의성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

관적으로 보고되었다(안지현, 손영우, 정은경, 2019; 소연희, 2016;

Karwowski, 2014; O’Connor et al., 2013). 교사는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

계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신종호, 민지연, 김수향, 권수진,

2013; Beghetto, 2021), 교사가 지닌 창의적 마인드셋은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 인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 창의성 계발과 관련하여 중요

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Yeager와 Dweck(2020)은 교실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은 물론 교사를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를 어떻게 극대화할지가 앞으로 마인드셋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창의성의 계발 가

능성에 대한 신념, 즉, 창의적 마인드셋이 구체적으로 교실 내 다른 변인

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와 창의적 마인드셋을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

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 변인을 포함하여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과와 교사의 창의성 인

식 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마인드셋과 더불어 교사의 학생 산출물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학생의 성취수준이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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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창의적인 학생의 특징으로 높은 성취수준과 지능을 언급하였으며

창의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특성은 저성취 학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Chan &

Chan, 1999; Karwowski, 2010; Runco, Johnson, & Baer, 1993). 또, 교

사들은 교과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의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9;

Guo, Tong, & Pang, 2021; Hoff & Carlsson, 2011). 이는 교사가 교실

수업 상황에서 학업 능력이 우수한 고성취 학생의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저성취 학생의 것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학생의 성취수준은 교사가 학생 산출물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도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과 학생 산출물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의

관계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며, 이는 교사가 지닌 능력에 대한 신념에 의

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고정관념 확증 편향(stereotype

confirmation bias) 개념에 따르면,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제시한 사람

의 특성이 평가자의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합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창의적 산출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Proundfoot,

Kay, & Kov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교실 상황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제시한 학생의 특성이

교사의 기대에 부합한다면,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를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교사가 지닌 능력에 대한

신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학생이 능력을 가졌

는가(have) 또는 더 우수한가와 관련된 교수자의 신념은 이들이 지닌 고

정 마인드셋에 의하여 강화되어, 학생과의 의사소통 방식과 평가를 포함

한 차별적인 교수행동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Canning, Muenks,

Green, & Murphy, 2019; LaCosse, Murphy, Garcia, & Zirkel, 2020). 앞

서 설명한 일련의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추론해볼 때, 평가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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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성취수준은 학생 산출물과 관련된 교사의 고정관념을 형성하며,

이러한 고정관념은 교사가 어떤 학생이 창의적인가와 관련된 마인드셋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

은 아이디어가 고성취 학생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고정 마인드셋

을 지닌 교사는 이 학생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저성취 학생이 제

시했을 때보다 더욱더 높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연구 1에서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이

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

여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학생의 성취수준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

의 평가 간 관계에서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과에 차

이가 나타남을 알아봄과 동시에, 평가자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긍

정적인 영향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개입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교실이라는 맥락(context)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개인의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노력으

로 계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성장 마인드셋 개입 시에는

연구참여자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비유(metaphor)를 제시하고(예: “뇌는

근육과 같아서, 노력하면 뇌가 더 똑똑해질 수 있다.”), 연구참여자가 짧

은 에세이나 편지를 쓰게 함으로써 성장 마인드셋을 내면화하도록 한다

(Yeager & Dweck, 2020).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실시하였을 때, 참여 학생의 수준이나 교실 내 분위기(climate) 등에 따

라 개입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Broda et al., 2018; Paunesku et al.,

2015; Yeager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Yeager와 Dweck(2020)은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실시

할 때 반드시 맥락(context)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다른 집단

에 성장 마인드셋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상황, 학생 수준, 학습 영역

등을 고려하여 마인드셋 개입을 맞춤 제공(customization) 해야 한다는

것이다(Bryan, Tipton, & Yeager, 2020; Walton & Yeag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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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ger & Dweck, 2020). 교사를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할 때

도 교사가 처한 상황과 지도하는 학생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입을 맞

춤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연구 2에서는 예비교사를 대

상으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실 내에서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 방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교사가 지닌 창

의적 마인드셋을 교실이라는 맥락과 학생의 성취수준을 고려하여 효과적

으로 활용할 방안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접근을 취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초기 탐색을 진행하여 그

논의를 실제 교실까지 확장하고자 하였다. 예비교사를 연구참여자로 선

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예비교사는 일종의 준전문가, 즉, 전문가

로는 인정되지 않고 집중적 훈련 경험이 10년 이하인 사람들이지만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인 교사의 적절한 대체자가

될 수 있다(Kaufman, 2016, Kaufman & Baer, 2012; Kaufman, Baer,

Cropley, Reiter-Palmon, & Sinnett, 2013; Kaufman, Gentile, & Baer,

2005). 다음으로 교실 창의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는 예비교사를 대상

으로 초기 탐색을 진행하고, 이를 현직 교사에 대한 논의로 확장한 사례

가 다수 존재한다(Beghetto, 2006, 2007, 2008, Benedek et al., 2016;

Eckhoff, 2011; Bonden, Harries, & Newton, 2010; Kampylis, Berki, &

Saariluoma, 2009; Lee & Kemple, 2014). 마지막으로 예비교사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동안 이

들이 가진 창의성에 대한 신념을 파악하고 교실 창의성 계발에 도움이

되는 신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입을 계획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

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서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적 마인드셋의 조절효

과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의 주효과

또는 창의적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창의적 자기개념 및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았다(소연희, 2016; 표정민, 2019; Hass, Katz-Buonincontro, &

Reiter-Palmon, 2016; Karwowski, 2014; Karwowski, Roys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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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er-Palmon, 2019; Puente-Diaz & Cavazos-Arroyo, 2017). 반면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따라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

사의 창의성 평가 간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역할을 기존 연구에

서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

사의 창의성 인식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교실 맥락에서 교사가 지닐 수

있는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편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교사의 창의성

인식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은 연구자가 교사에게 창의적인 아동과

창의적이지 않은 아동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창의적인 학생

에 대한 교사의 선호를 알아보는 형태로 진행되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Johnson, & Baer 1993; Torrance,

1963, 1995; Westby & Dawson, 1995). 그러나 이와 같은 명시적인 질문

의 문제는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암묵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Mueller, Melwani, & Goncalo,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Tsay

와 Banaji(2011)의 연구와 Tsay(2016)의 연구에서 사용한 조작 방식을

참고하여 동일한 학생 산출물을 제시하되,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

생 집단에 따라 서로 다른 정보를 연구참여자인 예비교사에게 제공하였

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학생 아이디어를 7점 만점 이내에서 빠른 속도

로 평가하게끔 하여,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의식의 영향을 최소하고자

하였다.

넷째,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독창성과 관련성 수준에 따라 유형화

하여 아이디어 유형별로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창의성 정도를 확인하였

다. 학생의 성취수준이 학생 산출물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탐색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산출물의 유

형이다. 창의성은 독창성과 관련성의 조합이므로(Amabile, 1996; Barron,

1955; Plucker, Beghetto, & Dow, 2004; Runco & Jaeger, 2012; Stein,

1953), 각 요소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창의적 산출물이 구분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산출물은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것, 독창



- 6 -

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것,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것, 독창

성과 관련성이 모두 낮은 것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다(Beghetto, 2007).

한편, 학생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교사가 각 유

형의 산출물을 적합하다고 여기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교사가 인식하

는 학생 성취수준과 산출물의 적합성 정도는 창의성 평가에도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Proundfoot, Kay, & Kov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각 학생 산출물의 유형마다

교사가 인식하는 창의성 정도를 별도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실 내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개입방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기존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창의적 마인드셋 개입은 ‘창의력은 근육과 같아서 노력

을 통해 기를 수 있다.’와 같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능력 계발 메시지를

전달한다(안지현 외, 2019; O’Connor et al., 2013). 최근 연구자들은 성장

마인드셋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교실 상황, 학생 수준, 학습 영역 등을

고려하여 마인드셋 개입을 맞춤 제공(customization) 해야 한다고 지적하

였다(Bryan et al., 2020; Walton & Yeager, 2020; Yeager & Dweck,

2020). 교사를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실시할 때 교실 맥락 및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입을 맞춤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제안에 따라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개입(intervention) 방식을

세분화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Karwowski(2014)는 창의성에

다양한 양상(aspects)과 수준(levels)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성의 형

태별로 개인은 서로 다른 창의적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다양한 양상에 따라 창의적

마인드셋의 세분화된 유형을 구분하여 실험연구의 조작 과제를 구성하였

다. 즉,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사람(person)’과 관련이 있는 능력 초

점, 또는 ‘산출물(product)’과 관련 있는 아이디어 초점의 두 가지 유형으

로 구분하였다. 능력 초점은 ‘창의력은 근육과 같아서 누구든지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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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초점은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더 훌

륭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창의적 마인드셋의 개입 초점과 학생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

는지를 확인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

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 간 관계를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실 맥락에서 예비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인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

라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

1-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저성취)이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

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 간 관

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연구 2.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른 창의

적 아이디어 평가의 차이

2-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저성취)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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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용어 정의

가. 창의성 평가

1) 창의적 아이디어

창의성은 독창성과 관련성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Amabile,

1996; Plucker, Beghetto, & Dow, 2004; Runco & Jaeger, 2012; Stein,

195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더라

도, Kaufman과 Beghetto(2009)의 4C 모형에서 제시한 mini-c, 즉 ‘경험,

행위, 사건에 대한 새롭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을 창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디어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mini-c 수준의 아이디어

가 의미 있는지 또는 얼마나 창의적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Beghetto & Kaufman, 2007).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생의 아이디어를 mini-c 수준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설정하

고, 교사가 각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2) 창의성 평가

창의성 평가란 산출물의 창의성 정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한

다(안지현 외, 2019). 창의성은 해당 영역 전문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

해 평가될 수 있다(Amabile, 1996; Hennessey & Amabile, 1999).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상황의 전문가로서 교사가 주관적으로 인식

하는 수업 내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정도’를 창의성 평가로 설정하였

다.

나.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목 영역에서 학생의 인지

적·정의적 성취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심완익, 김효남, 2013).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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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Renzulli(2016)가 제안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

인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 측면의 우수성 정도에 따라 고

성취 학생과 저성취 학생을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 과학성취수준은 편

의상 ‘성취수준’이라는 용어와 번갈아 기술하였다.

1) 고성취 학생

이 연구에서 고성취학생은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집착력, 창의성을

가진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2) 저성취 학생

이 연구에서 저성취학생은 평균 이하의 능력, 보통 이하의 과제집착

력, 보통 이하의 창의성을 지닌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하위 유형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의미한다. 창의적 마인드셋은 ‘창의성의 변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믿음’이다(Karwowski, 2014; Karwowski et al., 2020). 창의적 마인

드셋은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지현 외, 2019; Karwowski, 2014; O’Connor et al., 2013). 또, 본

연구에서는 교실 맥락에서 효과적인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알

아보기 위하여 능력 초점 개입과 아이디어 초점 개입을 구분하였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1) 창의성장 마인드셋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마인드셋의 하위 유형 중에서 성장 마

인드셋을 의미한다. 창의적 마인드셋은 노력을 통해 창의성 수준이 향상

될 수 있다는 성장(malleable/growth) 마인드셋과 창의성 수준은 변화될

가능성이 낮다는 고정(fixed/stable) 마인드셋으로 구분된다(Karwow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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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Karwowski et al., 2020; Kaufman, 2016).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총점이 높은 경우 성장 마인드셋에 해당하며, 창의성장 마인드

셋 총점이 낮은 경우 고정 마인드셋에 가깝다고 해석할 것이다.

2)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

Karwowski(2014)는 창의성의 수준(levels)이나 양상(aspects)에 따라

서로 다른 종류의 창의적 마인드셋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능력 초점 개입은 ‘일반적이

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에 초점이 있는 기존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안

지현 외, 2019; Karwowski, 2014; O’Connor et al., 2013)과 동일하다. 능

력 초점은 창의성의 3Ps(Kaufman, 2016; 이선영, 2014) 가운데 ‘창의적

인 사람(creative person)’과 관련이 있으며, ‘창의력은 근육과 같아서 누

구든지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유형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아이디어 초점이다.

아이디어 초점은 창의성의 3Ps 중에서 ‘창의적 산출물(creative product)’

과 관련이 있으며,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더 훌륭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다. 아이디어 초점은 Elmore와 Luna-Lucero(2017)가 제안한 아이디어

산출 과정과 관련된 두 가지 비유 중, 아이디어가 노력을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씨앗 비유(the seed metaphor)’

에서 차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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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

드셋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있

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주제인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창의성의 관계,

창의적 마인드셋,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의 창의적 마인드셋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개관하였다.

1.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창의성 평가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산출물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창의성은 해당 영역 전문가의

주관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다(Amabile, 1996; Hennessey &

Amabile, 1999). 학습 영역의 전문가인 교사는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

또는 산출물의 창의성을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Kaufman, 2016). 교

사가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또는 수행을 평가할 때, 산출물의 특성,

학생의 특성, 교사의 성향, 그 밖의 환경적 요인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Gawronski &

Bodenhausen, 2006, 2011; Runco & Charles, 1993; Zhou et al., 2017).

산출물의 내적 특성은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다. 전통적으로 창의성 평가는 두 가지 기준, 즉, 독창성(originality)과

관련성(relatedness)을 고려하여 왔다. 독창성 또는 참신성(novelty)이란

새롭고 드문 것을 의미한다(Runco & Charles, 1993). 관련성은 유용성

(usefulness), 효과성(effectiveness) 또는 타당성(plausibility)과 유사한

개념으로(Long, 2014), 주어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Runco & Charles, 1993). 산출물에 내재한 독창성과 관련성은 각기 다

른 방식으로 창의성을 평가하는 개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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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drich et al., 2015; Runco & Charles, 1993).

독창성과 창의성에 서로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되지만, 관련성(또는 적절성, 유용성)과 창의성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Runco

& Charles, 1993). Runco와 Charles(1993)는 미리 수집된 확산적 사고

과제 응답을 독창성과 관련성 수준에 따라 다른 아이디어 그룹으로 묶은

뒤, 그룹별로 묶인 아이디어들을 대학생 71명에게 주고 독창성, 적절성,

창의성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였다. 추세 분석 및 회귀 분석 결과, Runco

와 Charles는 아이디어 그룹에 독창적이면서 적절한 아이디어의 비율이

증가할 때, 또는 독창적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아이디어의 비율이 높아질

때 이 그룹이 창의적이라고 판단되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

다. 그러나 아이디어 그룹에 적절하지만 평범한 아이디어의 비율이 증가

할 때, 창의성은 낮게 판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

으로 평가자들이 창의성을 평가할 때, 아이디어가 적절성은 만족하지만

독창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창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Diedrich 외(2015)는 1,500명의 참여자로부터 확산적 사고 과제 응답

을 수집한 뒤, 18명의 평가자들에게 각 응답의 참신성(novelty), 유용성

(usefulness), 창의성(creativity)을 평가하게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참신

성은 창의성을 강력하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참신성과 유용성

의 부적 상관관계를 통제하였을 때, 유용성 또한 창의성을 예측하기는

했지만 그 강도는 참신성보다는 약했다. 구체적으로, 참신성은 창의성과

강한 정적 관련성이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더 참신할

수록, 더 창의적이었다. 그러나 유용성의 경우에는 창의성과 비선형적 관

계가 나타났다. 낮은 유용성과 높은 유용성 모두 낮은 창의성과 관련이

있었으며, 중간 수준의 유용한 아이디어가 창의성을 더 잘 예측하였다.

또한 참신성과 유용성의 상호작용 관계를 탐색한 결과, 유용성은 아이디

어가 매우 참신할 때만 창의성을 예측하였다. 결론적으로 참신성은 창의

성의 1차 기준(first-order criterion)이며, 유용성은 창의성의 2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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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order criterion)이었다.

Caroff와 Besançon(2008)은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95명의 학부생과 대학원생에게 자동차 광고의 창의성을 평

가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광고에 대한 개인의 창의성 평가는 창의성의

두 가지 요소인 독창성과 적절성의 수준, 평정자의 창의적 능력, 창의성

평가에 대한 훈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창성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창의성 평가 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적절성의 경우에는 창의성과의 관계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광고의 적절성이 중간이거나 높을 때보다 광고의 적절성이 낮

을 때 독창성이 창의성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즉, 적절성은 독창

성이 창의성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평가자가 지각하는 산출물의 창의성 수

준을 결정하는 주된 요소는 독창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Runco & Charles, 1993). 이는 외

부적 요인에 의해 독창성 또는 참신성에 대한 평가자의 지각이 변하는

경우 창의성 수준에 대한 인식도 그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황이나 개인특성에

반영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증가할수록 사람들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Gawronski &

Bodenhausen, 2006, 2011; Mueller et al., 2012; Zhou,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Amabile(1996)는 사람들이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아이

디어가 아닌 평범한 아이디어를 결국 선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이디어가 독창적일수록 그것이 실행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해지며, 이

에 따라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즉,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

디어는 위험을 연상시키며, 이는 사람들이 평범한 주류의 아이디어를 선

호하게끔 한다. 한편, Gawronski와 Bodenhausen(2006, 2011)은 연상적

평가(associative evaluation)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외부 자극에 의

해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예를 들어, 창의성이나 새로움에 대한 긍정적인 연합이 자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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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은 이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대상을 좋아하게

되며, 아이디어를 더욱 창의적이거나 참신하다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불확실성 지각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창의성에 대한 연상

적 평가(associative evaluation)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

구로 Mueller, Melwani와 Goncalo(2012)의 실험이 있다. Mueller,

Melwani와 Goncalo는 상황적 요소에 의하여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감소

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될 때, 새로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활성

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편견은 산출물에 대한 낮은 평가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연구참여자를 불확

실성이 높은 상황 또는 낮은 상황에 배정하여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연

합 과제(Implicit Association Test, IAT)를 수행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조건의 참여자에 비

하여 창의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더 많이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Mueller, Melwani와 Goncalo는 두 번째 실험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 조건 또는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인내 조건에 연구참여자를

배정하고 관련 과제를 수행하게 한 뒤, 첫 번째 실험에서와 같은 창의성

에 대한 암묵적 연합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 연구참여자에게 새로

운 발명품 아이디어(예: 발을 식히고 물집을 줄이기 위해 천 두께를 조

절한 나노 기술이 적용된 운동화)의 창의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분석 결

과, 불확실성에 대한 낮은 인내 조건의 연구참여자가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인내 조건의 연구참여자보다 새로운 발명품의 창의성을 더 낮게 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초점은 위험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곧 창의성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Herman과 Reiter-Palmon(2011)은 105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촉진초점(promotion focus)과 예방초점

(prevention focus)을 측정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아이디어 평가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Herman과 Reiter-Palmon의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는

조절초점 상태(regulatory focus state) 문항에 응답하고, 이어서 마케팅

문제해결 과제를 수행한 뒤 자신이 과제에서 응답한 내용의 창의성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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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응답을 평가한 점수와 전문가가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였을 때, 촉진초점 상태에 있던 연구참여자가 예방초점 상

태에 있던 연구참여자보다 더 정확하게 자신이 생각해낸 창의적 아이디

어의 독창성을 평가하였다. Herman과 Reiter-Palmon은 연구 결과에 대

하여 촉진초점이 연구참여자에게 위험(risk) 또는 불확실성(uncertainty)

에 대한 선호(preference), 그리고 유연성(flexibility)을 증가시켜 창의적

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더욱 유연한 관점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으로 설

명하였다.

자기해석 수준 또한 불확실성 지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해석

수준에 따라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자의 지각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Mueller, Wakslak과 Krishnan(2014)은 연구참여자의 자기해석 수

준 마인드셋(construal level mindset)을 조작함으로써 창의적 아이디어

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자기해석 수준 이론에서

는 낮은 자기해석 수준이 구체적인 사고(concrete thinking)와, 높은 자

기해석 수준이 추상적인 사고(abstract thinking)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

한다(Trope & Liberman, 2010). Mueller, Wakslak과 Krishnan은 낮은

자기해석 수준과 높은 자기해석 수준을 공간적 거리감과 자기해석 마인

드셋 점화 등의 방식으로 조작한 뒤 같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험 결과, 높은 자기해석 수

준 마인드셋 조건에 있던 연구참여자가 낮은 자기해석 수준 마인드셋 조

건에 있던 참여자보다 창의적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Mueller, Wakslak과 Krishnan은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하

여 Mueller, Melwani와 Goncalo(2012)의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낮은 자기

해석 수준 점화가 연구참여자가 갖는 불확실성에 대한 느낌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낮은 자기해석 수준에서 구체적인 ‘방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사회적, 전략적, 논리적 측면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암묵

적 연상(implicit association)을 활성화시켜 결국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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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ou 외(2017)의 연구에서는 평가자가 처한 환경이나 이들의 개인

특성에 나타나는 조절초점(regulatory focus)이 창의성과 참신성을 평가

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Zhou, Wang, Song과

Wu는 첫 번째 실험에서 길 찾기 과제를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조절

초점을 촉진초점 또는 예방초점으로 유도하였다. 그 다음 연구참여자에

게 서로 다른 모양의 외계인 그림과 원 그림을 보여주고 참신성을 평가

하게 하였다. 그 결과, 촉진초점과 예방초점이 모두 참신성을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특히 촉진초점과 참신성 지각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욱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진행된 연구에서 Zhou, Wang, Song과

Wu는 평가자의 안정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조절초점과 창의성, 참신성

지각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각 조절초점은 창의성 및 참신성과 상호작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촉진초점 성향이 높은 연구참여자는 대상의

창의성 및 참신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반면 예방초점 성

향이 높은 연구참여자는 대상의 창의성 및 참신성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진행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설문, 이득-손실

프레이밍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요약하면, 상황이나 개인 특성으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지각

수준이 평가자가 산출물의 독창성 또는 새로움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

치며, 이는 산출물에 대한 전반적인 창의성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절변인으로 설정된 창의성장 마인드셋 또한 불확실성에 대한

지각을 낮추는 일종의 촉진초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능

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이 촉진초점 목표지향(promotion-focused goal

orientation)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 고정 마인드셋은 부적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ou, Masuda, & Li, 2017; Mathur, Jain, Hsieh,

Lindsey, & Maheswaran,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이러한 결

과에 근거하였을 때, 교실 맥락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학생의 독창적

인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불확실성 지각을 낮추고 이들이 학생 산출물

의 창의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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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의 학생 창의성 인식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학생 산출물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을 설정하였다.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창의성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크

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창의적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연구(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Chan & Chan, 1999; Karwowski, 2010; Runco, Johnson, & Baer,

1993)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가 평가한 학생 창의

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Guo,

Tong, & Pang, 2021; Hoff & Carlsson, 2011)이다.

창의적인 학생에 관한 교사의 인식을 탐색한 연구에서는 교사에게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을 물어보았을 때, 높은 성취수준이나 지능을 포함

하여 언급하는 경향이 있음을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Chan & Chan, 1999; Karwowski, 2010; Runco

et al., 1993).

Aljughaiman과 Mowrer-Reynolds(2005)는 교사들이 가진 창의성 개

념과 창의적인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36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창

의적인 학생들이 높은 지능, 언어적 능력,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사들에게 ‘창의적인 학생에 대해 생

각해보라.’라고 했을 때, 교사들은 몇 가지 창의적인 특질들을 소유한 고

성취자(high-achievers)를 자주 언급하였다. 이처럼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에 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특성을 지니고 성적이 좋은 학생을

떠올렸다. 반대로 교사들은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특성이 있는 학생이

나 저성취 학생들에 대해서는 창의성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Chan과 Chan(1999)은 초등 및 중등교사가 지각하는 창의적인 학생

과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의 특성을 각각 조사하였다. 개별 교사는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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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학생 또는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을 묘사하는 4개에서 5개의 특성을

언급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으로 33가지의 표현, 창의

적이지 않은 학생의 특성으로 33가지의 표현이 수집되었다. 교사가 가장

많이 언급한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은 ‘지적 능력이 뛰어난’, ‘상상력이 뛰

어난’, ‘항상 질문하는’, ‘응답이 재빠른’ 등이었다. 반면 창의적이지 않은

학생의 특성은 ‘소심한’, ‘자신감이 부족한’, ‘관습적인’이 언급되었다.

Chan과 Chan의 연구에서 교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바

람직한 특성을 지닌 학생을 창의적인 학생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Runco, Johnson과 Baer(1993)는 교사가 가진 창의성의 개념에 주목

하여 이들이 창의성에 두는 가치와 실제 인식 간의 간극을 확인하였다.

연구자들은 300개의 형용사를 제시하여 창의적인 아동과 창의적이지 않

은 아동의 특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지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학부모와 교사 간에 창의적인 아동의 성격 특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일

치(67%)가 있었다. 그러나 교사가 인지하는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에는

더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socially desirable) 특성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활발함, 상냥함, 여유로움 같은 것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이 인지하

는 창의적인 아동의 특성에는 더 개인적인 특성들이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근면함, 충동성, 자신감이었다.

Karwowski(2010)는 교사가 지닌 창의적인 학생과 좋은 학생에 대한

암묵적 이론을 탐색하였다. 연구자는 60개의 형용사 목록을 교사에게 주

고 각 학생 유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으로

더욱더 지적이며, 역동적이고, 흥분을 잘 한다는 등의 형용사를 언급하였

다. 유사 선행연구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Karwowski의 연구에서도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에 대해 더 똑똑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나

타났다.

보다 최근에는 창의적인 학생에 대한 교사의 암묵적 이론 또는 인식

을 알아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교사가 가르치는 학생의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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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게 하고 학생 성취수준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가 진행되었다(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 이들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사가 지닌 성취 편향(achievement

bias), 즉, 학생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이들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또한 창의적 수행 검사를 사용하여 학생의

창의성을 측정하였을 때의 점수는 교사가 인식한 학생 창의성과 거의 관

련이 없었다.

Ai(1999)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학업성

취와 창의성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3종의 창의적

수행 검사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학생의

창의성을 유연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측면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연

구 결과,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은 교사가 평가한 학생의 창의성과 관련

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 평정 이외에 창의적 수행 검사 4종으로 평가한

학생 창의성은 학업성취와 거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off와 Carlsson(2011)은 초등교사와 이들이 가르치는 학생을 대상

으로 학생의 창의성 수준, 학업 성취, 심리적 적응 등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활동 설문(The Activity Questionnaire), 창의적 기능 검사

(The Creative Functioning Test), 대안적 용법 검사(The Alternative

Uses Test), 내가 생각하는 나 검사(How I Think I AM)에 응답하게 함

으로써 학생 개인의 창의성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교사에게는 교사 평가

척도(Teacher Rating Scale)를 제시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학

생의 학업성취 수준, 협동 능력, 심리적 적응은 학생 창의성에 대한 교사

평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지만, 그 밖의 창의성 척도로 측정한 점수와

는 연관성이 없었다. 또, 교사는 창의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과 비전

형적인 특성 모두가 그들의 창의성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평가

하였다.

Gralewski와 Karwowski(2013)는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창의성을 어느 정도로 인식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고등학생

을 대상으로 창의적 능력, 창의적 태도, 창의적 활동, 내재적 동기, 지능,



- 20 -

학교 성적, 대회 참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각 학생의 창의성을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에서 평가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학교에서 우수한 학

생들을 실제로 창의적인 학생들보다 더 창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교사들은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행동이 올바르며, 각종 대회에 많이

참여하는 학생을 더 창의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Guo, Tong과 Pang(2021)은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교사 인식이 학생

성취수준과 교실 내 부적절한 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였

다. 연구자는 중국의 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자료 수집에 사용된 도구는 성취 점수, 동료 지명, 확산적 사고 검

사, 자기 평가 아이디어 생성 척도, 교사 평정 등이었다. 연구 결과, 학생

성취수준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창의성 정도의 연관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교사들은 학생의 창의성을 그들의 학업 수행과 거의 동일시

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취 편향(achievement bias)의 결과 중 하나로, 저

성취 학생이 매우 창의적일 때조차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을 과소평가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가 인식한 학생의 창의성은 수행 검사

와 자기 평정 척도에 의해 측정된 창의성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종합하면,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을 더욱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은 1개 문항 내외의 짧은 교사 평정

도구를 사용했을 때 나타났다. 반면 보다 객관적인 수행 검사로 측정한

학생 창의성 점수는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2019;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 선행연구에 근거하면 본 연구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는 학생의 학업성취가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

의성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다. 교사가 지닌 성취 편향

(achievement bias)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에도 작용할

수 있다. 즉, 학생의 학교 성적이 높으면 성적과 관련 없는 다른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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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교사가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Guo et al., 2021). 이와

관련하여 Graleski와 Karwowski(2019)는 학생의 전반적인 창의성을 평

정하게끔 구성된 교사 평정 도구는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암묵지에 의존

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의 창의성 평가 간에 유의한 관련성

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의 암묵지는 학생의 창의적

잠재력을 고려하기보다 이들의 학업성취, 지능, 학교 적응과 같은 속성을

포함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교사가 지닌 암묵지가 학생의 전반적인 창의성

을 평가할 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과학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질문에 대해 어떤 학생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였

을 때, 학생의 지적 능력이나 교과목 성취수준에 따라 예비교사가 인식

하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둘째로, 학생의 학업성취는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

성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Graleski와

Karwowski(2019)의 메타연구에서는 교사에게 구체적으로 구성된 교사

평정 척도, 체크리스트, 창의적 행동 목록에 응답하게 하였을 때의 교사

평정점수가 실제 학생이 지닌 창의성과 더 상관이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

였다. 이처럼 창의적 수행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내용을 포함한 도구를

활용하였을 때 교사가 창의성을 더욱더 정확하게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Graleski와 Karwowski는 교사가 명시적인 이론(explicit theory)에 근거

하여 학생의 창의성 수준을 지각하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예비교사는 학생의 성취수준과는 관계없이 교과 영역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기준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

다.

셋째로, 학생의 학업성취가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

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아이디어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다.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는 독창성과 관련성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

으로 구분될 수 있다(Beghetto, 2007). 따라서 어떤 성취수준의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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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아이디어 유형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

적 태도에 따라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지각하는 정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Proundfoot, Kay와 Koval(2015)은 실험과 온라인 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특정 대상에 대한 평가자의 고정관념이 창의성 평가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밝혔다. Prondfoot, Kay와 Koval은 독창성이 남

성적 특성이라고 인식하는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발견하였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똑같은 창의적 행동이나 아이디어도 여성보다 남성

이 제시했다고 설정된 경우에 평가자들이 이를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이

라고 인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고정관념 확증 편향

(stereotype confirmation bias)은 특정 예술가가 예술과 관련된 고정관념

적 기대에 부합할 때(stereotype-consistent), 그렇지 않을 때

(stereotype-inconsistent)에 비하여 그의 작품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여준 선행연구(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와도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가 학생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도 고정관념 확증 편향이 작용한다면 특정 성취수준의 학생에게 특정

아이디어 유형이 더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똑같은 아이

디어라도 어떤 성취수준의 학생이 제시했느냐에 따라 예비교사가 인식하

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종합하면, 교과 성취수준이 높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인 인식

은 이들이 학생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편향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

다. 또한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창의성의 관계를 탐

색할 때, 어떤 성취수준의 학생이 특정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할 가능

성이 높은지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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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의적 마인드셋

가.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 동향

창의적 마인드셋이란 창의성의 변화가능성 여부에 대한 개인의 믿음

을 의미한다(Karwowski, 2014). 창의적 마인드셋은 노력과 환경의 영향

을 통해 창의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성장 마인드셋

(malleable/growth mindset)과 창의성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향상될

가능성이 낮다는 고정 마인드셋(stable/fixed mindset)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창의적 마인드셋은 Carol S. Dweck이 제안한 마인드셋 이론에서 유

래하였다. Carol S. Dweck은 성취동기 모델을 제시하고 개인이 가진 지

능에 대한 관점을 고정 이론(entity theory)과 증진 이론(incremental

theory)으로 구분하였다(Dweck, 1999, 2006; Dweck & Leggett, 1988).

고정이론은 지능이나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며,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것

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반대로 증진이론은 지능이나 능력이 노력이나 환

경의 영향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지능에 대한 관점은

개인의 목표와 귀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 과제에 대한 태도는 물론 성취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개인의 경

우 결과를 더욱더 통제 가능하다고 지각하며(Dweck & Molden, 2008),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Pekrun, 2009), 개인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지니는지에 따라 과제수행,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과

제의 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Carol S. Dweck

이 제안한 마인드셋 이론은 지능은 물론 창의성, 성격, 도덕성, 사회성

등 다양한 개념에 대한 마인드셋으로 세분화되어 연구되고 있다(Dweck,

Hong, & Chiu, 1993; Knee, Patrick, & Lonsbary, 2003).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지만, 최근에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다양한 탐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주로 창의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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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드셋과 창의적 수행과의 관계, 또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힌 연

구가 진행되었다(소연희, 2016; 안동근, 권유선, 표정민, 윤선인, 2020; 안

지현, 손영우, 정은경, 2019; 이명숙, 최병연, 2014; 표정민, 2019; Hass,

Katz-Buonincontro & Reiter-Palmon, 2016; Karwowski, 2014;

Karwowski, Royston, & Reiter-Palmon, 2019; Katz-Buonincontro,

Hass, & Reiter-Palmon, 2016; O’Connor et al, 2013;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Tang, Werner & Karwowski 2016).

창의적 마인드셋의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인 O’Connor 외(2013)의

연구는 설문과 실험을 모두 활용하여 창의적 마인드셋과 창의적 수행 간

의 관계를 최초로 밝혔다. O’Connor 외(2013)는 먼저 23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여 창의성의 본질에 관한 암묵적 신념(고정 마인

드셋, 성장 마인드셋), 창의성에 대한 자기 지각, 창의적 사고에 대한 흥

미, 확산적 사고 과제 수행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자는 창의적 마인

드셋을 측정하기 위하여 5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제작하였다. 이 도구

는 고정 이론 3문항(예: ‘나의 창의성 수준은 생애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성장 이론 2문항(예:‘창의성은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발

전시키고 증가될 수 있다.’)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고정 마인드셋은

창의적 사고에 대한 흥미, 자기보고 창의성, 확산적 사고 과제 수행 수준

과 유의한 부적 관련이 있었다. 한편, O’Connor 외(2013)는 추가적인 연

구에서 창의적 마인드셋 점화가 창의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27명의 대학생 연구참여자를 고정 마인드셋 점화 조건 또는 성

장 마인드셋 점화 조건에 참여하게 하였다. 창의적 마인드셋 점화 과제

는 창의적 마인드셋 각 유형의 내용이 포함된 유명인의 격언을 읽고 문

제 풀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점화 과제를 수행한 다음, 연구참여

자는 연구자가 제작한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는 5문항에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를 고정 마인드셋 점화 조건 또는 성장 마인드셋 점화 조건에

참여시킨 결과,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조건의 연구참여자가 더

높은 수준의 확산적 사고 점수, 자기보고식 창의성,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은 지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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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성장 마인드셋과도 분명히 구별되었으며,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

은 일반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창의적 문제해결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O’Connor et al., 2013).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를 최초로 수행한 O’Connor 외(2013) 이후,

Karwowski(2014)의 연구를 필두로 창의적 마인드셋과 인접 변인과의 관

계를 탐색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창의적 마인드셋과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정체성 등의 창의적 자기 개념(creative

self-concept)과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 창의적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

재집단을 도출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Creative Mindset Scale)를 개발한

Karwowski(2014)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growth-creative

mindset)과 고정 마인드셋(fixed-creative mindset)의 2요인으로 구분하

였다. Karwowski는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Creative Mindset Scale)를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 5문항은 성장 마인드셋에 해당하는

문항(예: ‘누구나 특정 수준까지 창의적 능력을 계발할 수 있다.’)이었으

며, 나머지 5문항은 고정 마인드셋에 해당하였다(예: ‘어떤 사람은 창의

적이고,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다. 연습으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

Karwowski가 제안한 창의적 마인드셋의 2요인 모형은 개인이 동시에 2

개 이상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Karwowski(2014)는 29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과 창의적 자기개념(creative self-concept)의 관계를 확

인하였다. 창의적 자기 개념에 대한 창의적 마인드셋의 예측 모형에서,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자기개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

였다. 고정 마인드셋 또한 창의적 자기개념을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

였으나,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Karwowski는 403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창의적 마인드

셋과 통찰 문제 해결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창의성에 대한 고

정 마인드셋은 통찰 문제 해결 효율성과 약한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성

장 마인드셋은 통찰 문제 해결 효율성과 약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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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Karwowski는 창의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이 창

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개인 정체성, 통찰 문제 해결과 같은 관련 변인

에 서로 상반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창의성의 복잡한 성질로 인하여 창의성의 수준이나 양상별로 다양한 종

류의 창의적 마인드셋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제안했다는 점에

서도 의의가 있다.

Karwowski(2014) 이후, 이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의적 마인드

셋과 창의적 자기 개념, 창의적 성취 등 인접 변인과의 간의 관계를 탐

색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Hass, Katz-Buonincontro와

Reiter-Palmon(2016)은 창의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창

의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들은 Karwowski(2014)의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를 사용하여 창의적 마인드셋을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의 2요인으로 나누었으며, 경영대학 재학생 648명을 대상

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창의적 마인드셋의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간에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성장 마

인드셋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고정 마인

드셋은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

이 지닌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이 창의적 역량에 대한 자기 인식과

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창의

성에 대한 암묵적 이론 또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성장 관점으로 촉진하는

것이 창의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창의적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Hass et al.,

2016).

집단 간 창의적 마인드셋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2개 이상의 집단을 유형화하여 특징을 알아본 연구도 있다. Tang,

Werner와 Karwowski(2016)는 폴란드 학생들과 독일 학생들의 창의적

마인드셋 차이를 비교하였다. 다양한 연령대의 폴란드 학생 429명과 독

일 학생 332명이 Karwowski(2014)의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와 Triandis

와 Gelfand(1998)의 문화적 지향성 척도(Cultural Orientation Scal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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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독일 학생들은 폴란드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장

마인드셋과 더 낮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폴란드 학생들은 창의성을 고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독

일 학생들보다 더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ng Werner와

Karwowski(2016)는 이러한 결과가 개인주의가 고정 마인드셋과 정적 관

련이 있고, 집단주의가 성장 마인드셋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

(Dweck et al., 1995; Lillard, 1998)와 부합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Puente-Díaz와 Cavazos-Arroyo(2017)는 경영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적 마인드셋과 수행목표, 흥미,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은 과제접

근목표, 창의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수행/노력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은 타인지향목표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적 마인드셋 유형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

는 것이 고정 마인드셋을 갖는 것보다 더욱 적응적인 동기와 수행 결과

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Karwowski, Royston과 Reiter-Palmon(2019)은 Karwowski(2014)가

제안한 창의적 마인드셋의 2요인 모델에 따라 약 4천명의 성인을 대상으

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창의성의 고

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따른 네 가지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창의

적 자기개념과 창의적 성취 등에 있어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

색하였다. 이들이 도출한 잠재집단은 고-성장 마인드셋·저-고정 마인드

셋 집단, 저-성장 마인드셋 집단·고-고정 마인드셋 집단, 고-성장 마인

드셋·고-고정 마인드셋 집단, 저-성장 마인드셋·저-고정 마인드셋 집단

이었다. 이 중에서 고-성장 마인드셋·고-고정 마인드셋 유형이 가장 높

은 수준의 창의적 자기효능감과 창의적 정체성을 지니고, 중간 수준의

창의적 활동과 성취, 상대적으로 낮은 창의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이명숙과 최병연(2014)의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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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화 연구를 시작으로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활용한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명숙과 최병연(2014)은

Karwowki(2014)가 제안한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Creative Mindset

Scale: CMS)를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타당화하였

다. 이명숙과 최병연은 Karwowski(2014)가 제안한 성장 마인드셋과 고

정 마인드셋 모형에 따라 10문항의 척도를 먼저 개발하였고, 이 도구를

활용하여 대학생 83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요인구조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9문항을 확정하였다. 이명숙과 최병연(2014)

의 연구 이후, 연구자들은 이들이 개발한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를 활용

하여 창의적 마인드셋과 인접 변인의 관계 및 잠재집단을 확인하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창의적 마인드셋과 인접 변인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 중 하나로, 소

연희(2016)가 사범대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마인드셋, 학습참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있다. 그는 창의적 마인드셋, 학습참

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으로 구성된 가설 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사범대생

335명의 자료를 수집한 뒤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

성의 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높은 상관이 있었다. 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직접 영향과 동시에 학습 참여를 매개

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 또한 주고 있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은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참여와 정

적 상관이 있었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학습참여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소연희(2016)의 연구는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예비교사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과 학습참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 맥락에서

창의적 마인드셋의 역할과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

여준다.

이어서 표정민(2019)은 대학생이 지닌 지능 마인드셋과 창의성의 성

장 마인드셋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학습 몰입에 집단 간 차

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였다. 지능 마인드셋 척도, 창의적 마인드셋 척

도를 활용하여 수집된 대학생 28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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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도출되었다. 3개의 집단은 지능성장·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모두 높

은 수준인 집단, 지능성장·창의성장이 모두 중간 수준인 집단, 지능성장·

지능고정·창의성장·창의고정 마인드셋 점수가 모두 비슷한 균형 집단이

었다. 이 중에서 지능성장·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모두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학습 몰입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

습 몰입의 하위 요인인 정서적 요인과 몰입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났으며, 지적호기심이나 시간흐름의 변화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안동근 외(2020)는 개방성의 하위요인과 영역특수적 창의성, 창의성

의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자는 대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개인이 과학, 예술, 학문, 수행, 일상에서 발현하는 창

의성을 측정하는 영역 창의성 척도(Kaufman Domains of Creativity

Scale; Kaufman, 2012)와 개방성 척도 등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성의 하위요인 중 신기와 감수성이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감수성은 창의성의 성장 마인

드셋을 매개로 하여 예술적 창의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실험을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이 창의성 수행 및 평가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본 안지현 외(2019)의 연구는 앞으로 창의적 마인드셋 연

구가 다양한 방법과 맥락을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안지현 외(2019)는 창의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이 창의성 수행 및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

다. 이들은 첫 번째 실험에서 대학생 37명에게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기사를 읽게 하고, 이후 TTCT 검사에 응답하게 하였

다. 연구 결과, 성장 마인드셋 조건의 참가자들이 고정 마인드셋 조건 참

가자보다 TTCT 검사의 수행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실험에서

연구자는 O’Connor 외(2013)가 제작한 문항으로 대학생 53명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측정하였고, 이어 디자인 제품 10종의 창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창의성 평가의 대상으로 사용된 것은 일상에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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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이었는데, 뇌 모양 램프, 나뭇잎 포스트잇과 같이

일반 생활용품이지만 흔하지 않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실험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들이 창의적 산물의 창의성을 더욱더

높게 평가하며, 제품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가 주로 창의적 수행이나 창의적 자기개념과의 관

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안지현 외(2019)는 창의적 마인드

셋 연구를 창의성 평가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처럼 창의적 마인드셋 관련 선행연구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

으로 설문연구를 통해 관련 변인을 탐색하거나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소연희, 2016; 안동근 외, 2020; 안지현 외, 2019;

이명숙, 최병연, 2014; 표정민, 2019; Hass et al., 2016; Karwowski,

2014; Karwowski et al., 2019; Katz-Buonincontro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Tang et

al., 2016). 때문에 기존 연구결과를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 계발과 관련된

학교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

의성의 성장 마인드셋, 즉,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일종의 촉진초점으로 작

용하거나(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누가 창의적인가에 관한 교사의 고정관념적 태도를 조절하는 요

인일 수 있다(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따라서 이 시점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창의적 수행과 창의성 인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학교 상황을 설정하고 창의성장 마

인드셋이 학생 산출물 평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 실험연구를 통해 창의적 마인드셋 개입 또는 훈련이 창의

적 수행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더욱더 통제된 상황에서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개입이 학생의

창의적 수행 또는 교사의 창의성 평가와 같은 교육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관련 선행연구는 다음 부분에 기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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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유형

Karwowski와 Brzeski(2017)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창의성의 근원과

본질에 대한 사람들의 암묵적 이론’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들은 창의적 마

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이 두 가지 이상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동시에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Karwowski와

Brzeski(2017)는 ‘전문성 가설(expertise hypothesis)’과 ‘복잡성 가설

(complexity hypothesis)’을 제안하였다. 전문성 가설은 창의성에 대한

개인의 역량 및 경험과 연관되며, 복잡성 가설은 개인이 지각하는 창의

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거나 반대인 것은 아니다

(Karwowski & Brzeski, 2017).

전문성 가설에서는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가

질 수 있는 이유가 개인이 지닌 창의성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 창의적

영역과 연관된 전문성, 창의적 활동에서의 정서적 개입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창의성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창의성으로 가는 경로와

창의성의 다양한 양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때문에 창의성과

관련된 더 많은 경험, 즉 전문성을 가진 이들은 창의성의 뒤얽힌 본질을

이해하고 창의성을 동시에 고정되고 유연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Karwowski, 2014; Karwowski & Brzeski, 2017). 한편, 복잡성 가설

은 개인에 의해 지각되는 창의성의 특징과 연관되어 있다. 복잡성 가설

이란 개인이 지닌 창의성의 특정한 양상(specific aspect)에 대한 초점 또

는 창의성에 대한 이해에 따라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창의적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Karwowski & Brzeski, 2017).

전문성 가설과 복잡성 가설에 나타나 있듯, Karwowski와 Brzeski

(2017)는 창의적 마인드셋의 범위 또는 유형을 한정짓지 않았다. 그들은

창의성이 little-c, Big-C와 같은 수준(levels), 여러 가지 영역(domains),

양식(styles) 등으로 분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창의적 마인드

셋을 더욱더 복합적으로 조작화·이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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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wowski & Brzeski, 2017). 이와 같이 창의적 마인드셋에 다양한 층

위와 유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Karwowski(2014), Karwowski와

Brzeski(2017)의 입장을 받아들인 연구자들은 개인이 지닐 수 있는 창의

적 마인드셋의 유형을 다양화, 세분화하여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창의적 마인드셋의 유형을 다양화하여 탐색한 연구는 창의적 마인드

셋의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잠재집단을 도출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본 것이 대표적이다. Karwowski, Royston과

Reiter-Palmon(2019)은 창의적 마인드셋에 따라 약 4천명의 연구참여자

를 고-성장 마인드셋·저-고정 마인드셋 집단, 저-성장 마인드셋 집단·고

-고정 마인드셋 집단, 고-성장 마인드셋·고-고정 마인드셋 집단, 저-성

장 마인드셋·저-고정 마인드셋 집단의 4집단으로 구분하였다.

Karwowski, Royston과 Reiter-Palmon은 이러한 마인드셋에 따른 집단

별 창의적 자기효능감, 창의적 정체성, 창의적 활동 및 성취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Katz-Buonincontro 외(2016)는 창의적 마인드셋과 관련 변인의 관계

를 대학의 전공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탐색하였다. 그들은 484명의 연구

참여자가 Karwowski(2014)의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와 Kaufman(2012)의

K-DOCS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창의적 마인드셋과 창의적 행동의 관계

가 학문 영역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K-DOCS는 자기보고식

문항을 통해 개인의 일상, 학문, 연주, 수학/과학, 예술 창의성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이다. 또한 Katz-Buonincontro 외(2016)는 연구참여

자 전공에 따라 이들의 집단을 예술 및 인문, 경영, 교육, 생명과학, 사회

및 행동과학이라는 5개의 학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

으로 고정 마인드셋과 일상적 창의성의 부적 상관이 있었지만, 이러한

관계의 강도(strength)는 다섯 가지 영역의 연구참여자 집단에 걸쳐 서

로 다르게 나타났다. 성장 마인드셋의 경우에는 일상적 창의성과 일반적

으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이러한 관계의 강도는 영역별 연구참여자

집단마다 달랐다.

한편, 지능에 대한 신념과 관련되지만, Yeager와 Dweck(2020)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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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인드셋 개입의 혼재된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

(Mindset)×맥락(Context)의 틀을 이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관점

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즉, 맥락이 개인에게 마인드셋에 따라 행동할 기회를 제공

해야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마인드셋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개입이 성

공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인드셋×맥락 이론(Mindset×Context

Theory)은 어떠한 종류의 개입이든지 그것이 다른 집단(예를 들어, 일

터, 더 나이가 많은 학생들, 교사들, 또는 새로운 영역에서)에 주어지기

전에, 더 맞춤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ryan, Tipton, &

Yeager, 2020; Walton & Yeager, 2020; Yeager & Dweck, 2020).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개입의 효과를 높이려면 창의성에 대한 성

장 마인드셋 개입을 교실 상황에 맞게 세분화·맞춤화하여 교사 또는 학

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창의성에 대한 성

장 마인드셋 개입은 지능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 계발 메시지를 전달한

다(안지현 외, 2019; O’Connor et al, 2013). 기존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

시에는 일반적으로 과제를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기억에 남을만한 비유

(metaphor)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연구참여자에게 창의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뇌는 근육과 같아서, 노력하면 뇌가

더 똑똑해질 수 있다/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와 같은 내용의 글이나 영

상을 시청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개입

대상의 성취 수준, 교실 내 분위기(climate) 등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

이었다(Broda et al., 2018; Paunesku et al., 2015; Yeager et al., 2016).

따라서 교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개입을 계획한

다면, 교실 상황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창의성을 이해하는 방식 중 많이 사용되는 접근법

은 3Ps이다(Kaufman, 2009; 이선영, 2014). 여기서 세 가지 유형의 P는

창의적인 사람(creative person), 창의적 과정(creative process), 창의적

산출물(creative product)을 가리킨다. 창의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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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접근법이 달

라질 수 있다(이선영, 2014). 또한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요소

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김동일 외, 2012).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기존의 창의적인 사람(creative person)과 관련된 ‘능력 초점’ 메시

지를 전달하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과 더불어, ‘아이디어 초점’ 개입

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아이디어 초점은 창의성의 3Ps 가운데 창의적 산

출물(creative product), 그리고 교실 수업 맥락에서 학생이 제시하는 창

의적 아이디어와도 관련이 있다. 이 연구에서 아이디어 초점 개입은

Elmore와 Luna-Lucero(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이들은

Dweck(2006)의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 개념을 ‘창의적 아이디

어 생성(creative ideation)’에 적용하였다. 본래 이들의 연구 목적은 창의

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구(light bulb)’에 비유하느냐 또는 ‘씨앗

(seed)’에 비유하느냐에 따라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개인에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표 II-1> 참고). ‘전구 같은 아이

디어’는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훌륭한 아이디어는 갑자기 떠오르는 것

이다.’라는 생각과 연결되며, ‘씨앗 같은 아이디어’는 ‘개인의 꾸준한 노력

을 통해 아이디어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관점을 함축하고 있다(Elmore

& Luna-Lucero, 2017). 본 연구에서 설정한 능력 초점 메시지와 아이디

어 초점 메시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능력 초점 메시지가 일반적이

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의 계발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면, 아이디어 초

점 메시지는 교실 맥락에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의 개선 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다.

<표 Ⅱ-1> 아이디어에 대한 씨앗 비유와 전구 비유 (Elmore & Luna-Lucero, 2017)

구분 아이디어를 ‘씨앗(seed)’에 비유
아이디어를 ‘전구(light bulb)’에

비유

아이디어의 특성 유익한, 유용하지만 전형적인 훌륭하고 뛰어난, 예외적인

아이디어 창조 노력을 통해 창조 느닷없이 나타남

아이디어 창조자
개인이 노력하여 아이디어를

가꾸어 기름

개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아이디어가 떠오름

시기 느리고 시간이 걸리는 빠르고 갑작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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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성취수준, 교사의 창의적 마인드셋, 창의성

평가의 관계

앞 절에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촉진초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특정 유형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합하는 경우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날 수 있다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는 점을 살펴보

았다. 이어서 본 절에서는 학생의 성취수준과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 아

이디어의 창의성 간 관계를 교사가 지닌 창의적 마인드셋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적 마인드셋과 유사한 지능에 대한 마인드셋의 최근 연구(Canning,

Muenks, Green, & Murphy, 2019; LaCosse, Murphy, Garcia, & Zirkel,

2020; Seo & Lee, 2021)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학생이 특정 분야

와 관련된 능력을 소유했는지(have)와 관련된 교수자의 인식은 고정 마

인드셋, 즉, 개인이 지적 능력을 타고나며 이것이 고정된 것이라는 믿음

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강화된 인식은 교수자의 교수행동으로

나타나, 결국 학생의 성취와 심리적 적응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Canning 외(2019)는 미국의 과학기술분야 대학교수 150명과 학부학

생 15,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들은 대학교수가 지닌

지능에 대한 신념과 학부 학생들의 학업 수행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자

료 분석 결과,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교수의 STEM 수업을 수강한 학생

들의 성적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교수에게 배운 학생보다 과목 성적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수의 고정 마인드셋은 백인과 아시

아계 학생들보다 흑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의 낮은 과목 성

취와 더 강력히 연관되어 있었다. 평균적으로 백인과 아시아계 학생은

흑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보다 평균 0.14점(4.0 만점) 더 높은

점수(GPA)를 얻었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교수가 가르치는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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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러한 차이가 0.19 GPA 포인트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성장 마인

드셋을 지닌 교수가 가르치는 과정에서는 성취 격차가 0.10 GPA 포인트

로 줄어들었다. 또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교수는 동기부여가 덜한 교

수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러한 방식의 교수방법은 특히 흑

인, 라틴계, 아메리카 원주민 학생들의 낮은 과목 점수와 관련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Canning, Muenks, Green, Murphy는 교수자가 지

닌 고정 마인드셋이 집단과 관련된 능력 고정관념을 두드러지게(salient)

만들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즉, STEM 분야에서 어떤 학생이 더 뛰어

난지에 대한 교수의 신념이 차별적인 교수행동으로 나타나 대표자가 불

충분한 소수(underrepresented minority) 학생에게 더 큰 장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LaCosse 외(2020)는 18세에서 25세까지의 대학생 연령 연구참여자

2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험 연구를 실시하였다. LaCosse, Murphy,

Garcia, Zirkel은 연구참여자에게 대학수학 온라인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

였다. 연구참여자는 고정 마인드셋 교수 조건 또는 성장 마인드셋 교수

조건 중 하나에 배정되었으며, 강의 첫 날에 촬영한 것이라고 소개된 짧

은 영상을 감상하였다. 고정 마인드셋 조건 영상에서는 교수가 성공적인

학생은 ‘고정되고 타고난 능력(fixed, innate ability)’을 가진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성장 마인드셋 조건 영상의 교수는 성공적인 학생들이

란 ‘많은 노력을 하고 도전하는 학생’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영상 시청

후, 연구참여자는 수업에서 기대하는 것, 개인적인 마인드셋 등의 항목에

응답하였다. 연구 결과, STEM 교수의 마인드셋은 학생의 심리적 경험

기대, 기대 수행, 과목 흥미를 형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수

학 교수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닐 때, 여학생이 더 부정적인 심리적 경험

을 하고 더 낮은 과목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가 지닌

고정 마인드셋의 해로운 효과는 여성에게 22%에서 73% 까지 더 크게

작용하였다. 거의 비슷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후속 연구에서는 342명의

대학생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후속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STEM 교수가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을 때, 학생들은 불공정하게 취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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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 대해 더 걱정하였고, 학급에 소속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였

으며, 교사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자신이 수행을 잘 하지 못할 것

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STEM 교수의 고정 마인드셋은 여학생에게 더

큰 심리적 위협과 낮은 흥미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eo와 Lee(2021)는 139명의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

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뇌 가소성에 대해 배우는 개입 집단

(intervention group)과 뇌 기능의 국지성에 대한 읽기 활동을 하는 통제

집단(control group)에 배정되었으며, 활동 전후로 기본 정보와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학생들이 그들의 교사

가 고정 마인드셋을 보인다고 인식할 때, 학생들은 더 높은 고정관념 위

협(stereotype threat)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관념 위협은 이

어서 흑인 및 라티노 남학생과 백인 여학생의 고조된 불안을 매개로 나

중의 수학 성취를 예측하였다.

종합하면, 어떤 학생이 능력을 가졌는지와 관련된 고정관념은 교수

자가 지닌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일련의 믿음은 교수자의 차별적인 교수행동으로 나타나 학생의

교과 성취와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Seo & Lee, 2021). 선행연구를 통해 추론해

볼 때, 어떤 성취수준의 학생이 더 창의적인가 또는 어떠한 유형의 아이

디어를 제시하는가와 관련된 고정관념은 교사가 지닌 창의성에 대한 고

정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될 수 있다. 반면 누가 창의적인가에 관한 교사

의 고정관념은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에 의해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화된 인식은 이어서 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하

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교사의 창의적 마인드셋은 학생의 성취수

준과 교사의 창의성 평가 간 관계에서 조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다. 앞으로 교실 맥락의 창의성에 초점을 둔 연구를 통해, 교사가 학생

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에 창의적 마인드셋이 구체적으로 어떠

한 역할을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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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1

이 연구는 온라인 설문과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

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 1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아이디어 유형별로 알아보고,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적 아이

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 간 관계를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

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어서 연구 2에서는 실험을 설계하

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라 창의적 아이

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교실 맥

락에서 효과적인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

구 1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주제 및 가설

연구 1의 목적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학생의 과학

성취수준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 간 관계를 창의성

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학생의 성취수준은 교사가 이들의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는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으로 높은 성취수준과 지

능을 언급하는 경향이 있으며(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Chan & Chan, 1999; Karwowski, 2010; Runco et al., 1993), 학생의 교

과 성취수준에 따른 창의적 수행에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교사가 고성취

학생의 창의성을 저성취 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2019;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 반면, 교사들은 저성취 학생에 대하여 창의성과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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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멀거나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et al.,

1993). 따라서 학생의 성취수준은 예비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창의적 마인드셋과 창의적 수행, 창의성 평가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구

체적으로,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비하여 창의적 능

력에 대한 자기 지각(Hass et al., 2016; Karwowski, 2014; O’Connor et

al., 2013;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창의적 과제 수행(소

연희, 2016; 안지현 외, 2019; O’Connor et al., 2013;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에 더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적으

로 보고되었다. 또한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개인은 창의적 산

출물의 창의성 정도를 더욱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안지현 외

2019).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일종의 촉진초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이

처럼 창의적 수행 및 창의성 평가에 대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영향이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확인되고 있기에, 교실 상황에서 교사

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산출물의 창의성을 평가할 때도 유사한 결

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에 근

거한 교사의 기대에 따라 창의성 평가를 할 때 다르게 작용할 여지가 있

다. 예를 들어, 창의적 산출물이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기대와 부합하

는 경우 평가자가 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또한 어떤 학생이 창의

적인지 또는 어떤 학생이 특정 유형의 창의적 산출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지와 관련된 고정관념은 교사의 창의적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창의성 평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

해 추론할 수 있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요약하면,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과 교사가 지닌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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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인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교실 상황에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나

산출물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연구 1에서는 이전 연구에

서 다루어지지 않은 측면과 교실 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소를 포함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과학 수업 상황을 설정하고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창의적 아이

디어를 제시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학생 아이디

어의 창의성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을 초등학교 과학 교과목 영역에서 학생의 인지

적·정의적 성취수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고(심완익, 김효남, 2013),

Renzulli(2016)가 제안한 영재성의 세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을 고성취 학생과 저성취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

서 고성취 학생은 과학 과목과 관련된 평균 이상의 능력, 과제집착력, 창

의성을 보여주는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저성취 학생은 과학 과목과

관련하여 평균 이하의 능력, 보통 이하의 과제집착력, 보통 이하의 창의

성을 보이는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

생의 과목 성취수준이 학생의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

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

가에 미치는 영향을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평가 대상 학생의 성취수준은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2019;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 또, 학생의 창의적 산출

물이 교사가 가진 창의적인 학생에 대한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합하는 경

우, 그렇지 않을 때에 비하여 산출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더 나아가, 이 관계는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의 성장 가능

성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성취수준에 따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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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사의 기대가 산출물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더

불어, 두 변인 간 관계가 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에 의해

조절될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독창성과 관련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아이디어 유형별로 예비교사가 평가하는 창의성 정도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창의성은 독창성과 관련성의 조합이므로(Amabile, 1996; Barron,

1955; Plucker et al., 2004; Runco & Jaeger, 2012; Stein, 1953), 독창성

과 관련성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유형의 산출물을 구분할 수 있다

(Beghetto, 2007). 이 연구에서는 독창성과 관련성을 기준으로 창의적 아

이디어를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것,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것,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것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

였다. 이렇게 질적으로 구별되는 학생의 창의적 산출물이 예비교사에게

제시되었을 때,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산출물이

예비교사의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예비교사가 인식하

는 학생 산출물의 창의성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교실 상

황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생 산출물이 나타나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 시점

에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변인이 창의성 평가

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의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설정

하였다.

연구 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

라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

1-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저성취)이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

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1-2.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 간 관

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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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형

에 따라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에서 고

정관념 확증 편향(stereotype confirmation bias)을 증명한 선행연구에 근

거했을 때(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제시한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창의성 평가 점수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독창성과 관련성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고성취 학생이 제시한 경우 저성취 학

생일 때보다 예비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사가 창의적인 학생의 특성으로 높은 성취수준과

지능을 언급하였으며, 이들을 긍정적인 특성과 관련짓는 경향이 나타났

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Chan & Chan, 1999;

Karwowski, 2010; Runco et al., 1993). 또, 학생의 성취수준이 높을수록

더 창의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2019;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 선행

연구에 근거할 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고성취 학생에 대한 교사

의 고정관념적 기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성취 학생이 이

러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저성취 학생의 경우보다 예비교

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반면,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저성취 학생이

이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고성취 학생일 때보다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다. 교사들은 저성취 학생의

경우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거나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et al., 1993). 또한 교사들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는 부적절하거나 교실에서 방해가 된다고

인식하였다(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Kennedy, 2005). 선행연구

를 통해 추론해 볼 때,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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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취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를 충족하여 상대적으로 저성취 학생 아

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의 관

계에서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어떤 학생이 능력을 지녔는가와 관련된 교수자

의 믿음은 이들의 능력에 대한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되어 학

생 평가 및 의사소통 방식을 포함한 차별적인 교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구체적

으로, 이 연구에서는 아이디어 유형별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

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가 지닌 학생의 성취수준에 대한 기대가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낮을 때(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울 때)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높을 때 학생의 성취수준이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으로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각 아이디어 유형별로 예상되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창성

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와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

디어의 경우, 고성취 학생이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예비교사의 고정관념에 부합한다고 예상하였다. 이러한 예비교사의 고정

관념은 이들이 지닌 고정 마인드셋(낮은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의하여

강화되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

다. 반대로, 교사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을 때(높은 창의성장 마인드셋),

성취수준에 따른 창의성 평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저성취 학생

이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예비교사의 기대를 충족한

다고 예상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교사의 기대는 고정 마인드셋에 의

하여 강화되거나 성장 마인드셋에 의하여 약화되어 창의성 평가 점수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종합하면, 학생의 과학



- 44 -

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 두 변인에

대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 패턴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유

형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실 내에서 예비교사가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

는 산출물을 평가할 때,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실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 연구참여자

연구참여자는 전국 교육대학 및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이

거나 졸업 후 임용 대기 중인 초등 예비교사 153명이다. 연구참여자 수

는 유사 선행연구(안지현 외, 2019)를 참고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뒤, 설문 탈락률을 고려하여 20%를 추가하고 확정하였다. 연구참

여자 중, 모든 문항에 똑같은 번호로 불성실 응답한 경우와 조작 점검

문항에 부적절하게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14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

으로 139명(남자 20.1%, 여자 79.9%)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초등 예비교사는 교육대학 재학생 1학년에서 4학년 이상까지

모두 분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 평균 연령은 만 나이로 21.17세(SD =

2.38)였다.

나. 연구 절차

자료수집은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설문의 형태로 진행되었

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만 18세 이상 성년자를 대

상으로 하고 온라인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에 되도록 온라인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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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서 한 번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2) 화면 사이즈 문제로 휴대폰으로 응답할 수 없습니다. 노트북, 데스크탑 등을 활용하

여 설문에 응답해주세요.

(3) 설문 참여 도중에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을 사용하라.’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랐다. 온라

인 설문은 Google Survey 도구를 활용하여 고성취 학생 평가 설문지,

저성취 학생 평가 설문지의 2종으로 개발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초등

예비교사 29명(남 8명, 여 21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사이트 상에서 응답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여부와

설문 지시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예비 실험

참여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 사이트의 지시문과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연구자는 온라인 설문에 신청한 연구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설문 링

크를 전송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각자 편한 시간에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여 시간제한 없이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설문 링크에

접속하면 온라인 설문 2종 중 1개가 무작위로 배정되도록 설정되었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 연구참여자용 설명문과 동의서가 제시되어 연구참

여자가 ‘연구에 참여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예’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가 나타났지만,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설

문이 자동 종료되도록 세팅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응답 환경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전에 연구참여자에게 <표 III-1>와 같은 유의사항을 모집문건

과 함께 안내하였다. 온라인 설문 시작 직전, <표 Ⅲ-1>의 유의사항을

한 번 더 제시하였다.

<표 Ⅲ-1> 연구 1 참여자 안내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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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설문은 5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응답에 평균 25분이 소요되었

다. 온라인 설문 내용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을 받았으며, <표 III-2>와 같이 구성되었다.

<표 Ⅲ-2> 온라인 설문 절차(연구 1)

단계 설문 내용 소요 시간

[1단계]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

연구개요 안내

연구참여동의서 응답
3분

[2단계]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 응답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에 응답

(총 5문항, 7점 Likert 척도)
2분

[3단계]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 응답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 소개글 읽기

학생 3인 개인별 프로필 읽기

학생 과학 산출물 6개 감상

조작 점검 문항 응답

5분

[4단계] 창의성 평가

과제 수행

평가 대상 학급 소개글 읽기

연습 문제 응답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

(총 18문항, 7점 Likert 척도)

10분

[5단계] 기초 설문

개방성, 성실성 문항 응답

과제 동기 문항에 응답

기본 정보 문항에 응답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

5분

온라인 설문 1단계는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설문 사이트에 접속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페이지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연구개요 안내 및 연

구참여 동의를 확인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동의

서, 연구 개요 요약 이미지가 사이트 상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하였

다. 설명문을 통해 연구의 취지 및 방법을 먼저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참

여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온라인 설문 페이지를 닫

아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설명문

과 동의서를 읽은 뒤, ‘연구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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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로 응답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동의 여부를 표시한 뒤, ‘다음’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 설문의 2단계가

시작되도록 설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 척도 5문항을 제

시하여, 연구참여자가 각 문항에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에서 응답

하게 하였다. 자세한 문항 내용은 다음 부분에 설명하였다.

온라인 설문의 3단계에서 연구참여자가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에서 연구참여자는 먼저 고성

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 소개글과 개별 학생 3인의 개인 프로필을 읽

었다. 다음으로 개별 학생의 과학산출물(과학 동시, 과학 상상화) 작품 6

편을 감상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는 조작 확인 문항에 응답하였

다.

온라인 설문의 4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과학 수업 상황에서 나온

학생 응답의 창의성을 교사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

다. 본 과제 시작 전, 2단계에서 나왔던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

소개글을 다시 제시하여 창의성 평가 대상 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을 연구

참여자가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연구참여자는 창의성 평가

연습 문항에 응답하였다. 4단계의 본 과제에서는 총 6학년 과학 과목의

3개 수업 상황을 제시하였다. 각 수업 상황에는 평가 대상 학급, 수업 주

제, 교사 질문, 학생 응답 6개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제시 형식은 [그림

III-1] 참조). 연구참여자는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은 얼마나 창의적인가요?’라는 질문에 7점 리커르트(Likert) 척

도 상에서 응답하였다(1-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7-매우 창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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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 창의성 평가 연습문제 예시

온라인 설문 5단계에서 연구참여자는 기본정보 등을 측정하는 24문항

에 응답하였다. 5단계 설문은 개방성 3문항, 성실성 6문항, 과제동기 3문

항, 과학 관련 전공 여부 등을 포함하였다. 기본 정보 문항은 성별, 나이,

소속 학교, 이메일주소를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하

면 온라인 설문 사이트 하단의 ‘제출’ 버튼을 누르고 과제를 마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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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처치

예비교사의 학생 과학성취수준 인식 조작을 위하여 온라인 설문 상에

‘학생 특성 파악하기’라는 제목의 과제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참여자가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

성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 조건은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의 두 가지

조건이었다. 과제 내용은 교육심리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초등 현직교사

3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과제 조건별로 형식은 같지만 내용

이 서로 다른 학급 소개글, 학생 소개글, 과학 산출물을 제시하였다. 학

급 소개글에는 수업명, 연령, 선발 기준 및 방법을 포함하였다. 학급 소

개글 다음에는 각 학급 소속 학생의 개인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개인 프

로필에는 이름, 나이, 창의력 수준, 장래 희망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그

림 III-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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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소개글 학생 개인 프로필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

[그림 III-2] 학급별 소개글과 학생 개인 프로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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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

로 과학산출물(과학 동시 3편, 과학 상상화 3편)을 감상하게 하였다. 과

학 산출물은 김민지와 강훈식(2019), 이지영과 강훈식(2015)이 과학영재

학생과 일반학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개한 것 중에서 초등 현직교사

3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그림 III-3] 참고).

과학 동시 과학 상상화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

[그림 III-3] 학급별 과학산출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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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점검 문항은 ‘영재반(또는 방과후반) 학생의 전반적인 과학적 잠

재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이며, 연구참여자가 7점 리커

르트(Likert) 척도 상(1-전혀 뛰어나지 않다, 7-매우 뛰어나다)에서 응답

하게 하였다.

라. 연구 도구

1) 창의성장 마인드셋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하여 O’Connor 외

(2013)가 제작한 창의성의 암묵적 이론 문항을 안지현 외(2019)가 번역

한 것을 활용하였다. 척도는 총 5문항으로, 문항 내적 일치도는 .80이었

다. 성장 마인드셋 2문항은 ‘창의성은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발전

시키고 증가될 수 있다.’, ‘창의성은 연습과 교육을 통해 증가되기 쉽다.’

이었다. 고정 마인드셋 3문항은 ‘나는 일정한 양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는 처음부터 지니고 태

어난 창의성의 양 만큼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다.’, ‘나의 창의성 수준은

살아가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이었다. 각 문항에 대해 연구참

여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1점-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7점–매우 동의한다)에서 응답하였다. 분석 시에는 먼저 고정

마인드셋 3문항을 역코딩으로 채점하여 성장 마인드셋 2문항과의 합산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총점을 창의성장 마인드

셋 점수로 사용하였다.

2)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도구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수집한 교실 토론 주제

27개 중에서, 연구 1의 목적에 적합한 교사 질문 12개를 선정하였다. 다

음으로 각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을 독창성 및 관련성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유형별로 구성하여 학생 응답 풀(pool)을 만들었다. 이 단계에서

창의성 연구 경험이 있는 초등 현직교사 2인이 유형별로 2개 이상의 학

생 응답을 수집하거나 유형에 맞게 구성하였다. 학생 응답 풀(pool)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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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사 질문 학생 응답

태양계

와 별

나침반과 지도 없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방향을 보

고 남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이끼가 그늘에서 잘 자라는데, 바위에 이끼

가 두꺼운 면을 보고 북쪽을 알 수 있습니다.

고-독창성

저-관련성

- 방향을 알고 있는 철새 등을 잡아다 훈련을

시켜서 알려주게 합니다.

- 강아지가 똥 싸기 전 빙글빙글 돌다가 멈추

면 엉덩이 쪽이 북쪽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확인하면 동쪽과 서

쪽을 알 수 있습니다.

- 밤하늘에서 북극성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

곳이 바로 북쪽입니다.

화산과

지진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집안에 지진 감지기를 설치해두고 지진이

오면 에어백 같은 게 터지게 만듭니다.

- 신축성 있는 이음 도로를 만들어서 지진이

와도 도로가 부서지지 않도록 대비합니다.

<표 Ⅲ-3>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도구 내용

사 질문 12개, 그와 관련된 학생 응답 342개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교사 질문마다 독창성 및 관련성 수준에 따른 네 가지 유형별 학생 응답

을 5개씩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별된 240개 학생 응답에 대

하여 17명의 초등 현직교사가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상에서 독창성과

관련성을 각각 평가하도록 하였다. 채점자 간 일치도는 독창성이 .96, 관

련성이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학생 응답의 독창성, 관련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였다. Z점수를 기준으로 교사 질문 1개당 총 8개

의 응답이 선정되었다. 이어 중등 현직 과학 교사 1인이 교사 질문 6개

와 학생 응답 40개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과학 교실

수업 상황과 관련된 교사 질문 3개, 학생 응답 18개를 연구 1 설문에 포

함하였다(<표 III-3> 참고). 저-독창성·저-관련성 유형의 학생 응답은

설문에 포함되었을 경우 고성취 학생을 평가하는 상황에서 학생의 과학

성취수준 인식에 대한 조작을 방해할 수 있어 최종 버전에서 제외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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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창성

저-관련성

- 지진이 나기 전에 진원을 찾아서 미리 폭파

시킵니다.

- 개인별 방공호를 판매하여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

리 파악해 둡니다.

-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

기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캠핑장에 태양열을 모아 요리할 수 있는 장

치를 만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고-독창성

저-관련성

- 우주 공간에 초대형 거울을 설치해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켜 온난화 현상을 줄입니다.

- 우리나라에 산이 많으니까 공기 중의 이산

화탄소를 모아 산에 굴을 파서 저장합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

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별한 교사 질문과 학생 응답을 [그림

III-1]의 예시와 같은 창의성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설문에 포

함하였다.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과제는 연습문제와 본과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각 학생 응답을 읽고 7점 리커르트(Likert) 척

도상(1점–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7점–매우 창의적이다)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시에는 학생 응답의 3개 유형별로 합산 점수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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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 139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측정변인 간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하여 먼저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과

학성취수준이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영

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조절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

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전, 학생의 과학성취

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곱하여 상호작용항으로 만들었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is)을 실시하여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이 때 비표준화된 경

로계수와 상수를 사용하여 원점수 회귀방정식을 구성하였으며,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평균과 비교하여 1표준편차 아래 점수를 창의성장 마인드셋

의 저수준으로, 평균에서 1표준편차 위의 점수를 고수준으로 사용하였다

(Cohen, Cohen, West, & Aiken, 2003).

3. 연구 결과

가. 통계적 가정 및 성공적 조작에 대한 확인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의 기본 가

정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든 종속변수가 정규성 검정 결과

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2 미만이므로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Snedecor & Cochran, 1980 참고), 연구

참여자 수가 30명 이상으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를 적

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종속변수로 설정된 학생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등분산성에 대한 검정 결과와 관련하여 모든 종속변수의

값이 전반적으로 골고루 퍼져있는 모양으로 나타나, 분석자료의 등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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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만족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독립성에 대한 검정 결과, 모든 종속

변수의 Durbin-Watson 값이 1-3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더불어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에 대한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였다. 온라인 설문에서 조작 점검을 위하여 예비교사에

게 제시된 학생의 과학적 잠재력을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로 묻는 문

항이 포함되었다. 분석 결과,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M = 5.61, SD =

1.05)은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M = 4.68, SD = 0.98)보다 학생의 과학

적 잠재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에 따라 온라

인 설문에 참여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에 대

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나.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창의성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창의성 평가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표 Ⅲ-4>에 제시하였다. 학생의 과학성취수

준은 창의성장 마인드셋,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각각 r(139) = .07,

ns., r(139) = -.02, ns., r(139) = -.08, ns., r(139) = -.12, ns.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r(139) = .28, p < .01. 그러나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

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각각,

r(139) = -.03, ns., r(139) = .10, ns.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는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139) = .25, p < .01., r(139) = .43,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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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1 2 3 4 5

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51(0.50) -

2. 창의성장 마인드셋 25.49(4.97) .071 -

3. 고-독창성·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30.89(4.80) -.02 .28** -

4. 고-독창성·저-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30.46(5.92) -.08 -.03 .25** -

5. 저-독창성·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20.09(6.37) -.12 .10 .43*** -.04 -

.001.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는 저-독창성·고-관련

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9) =

-.04, ns.

<표 Ⅲ-4>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 = 139)

Note: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 = 저성취, 1 = 고성취, **p < .01. ***p < .001.

다.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 평가 점수의 관계에서 창

의성장 마인드셋의 고유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학생 응답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미치

는 독립적인 영향력 및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 평가의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표 Ⅲ-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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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예측변인 R²(Adj.R) ΔR² F β t

고-독창성·
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1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0(-.01) .00 0.05 -0.02 -0.22

2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04 -0.48

창의성장
마인드셋 .08(.07) .08** 6.01** 0.29 3.46**

3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A) -0.07 -0.16

창의성장
마인드셋(B)

0.28 2.47*

A×B .08(.06) .00 3.98** 0.03 0.07

고-독창성·
저-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1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1(-.00) .01 0.88 -0.08 -0.94

2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08 -0.96

창의성장
마인드셋 .01(-.01) .00 0.50 0.03 0.36

3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A) -1.42 -3.26**

창의성장
마인드셋(B) -0.21 -1.86

A×B .07(.05) .07** 3.61* 1.40 3.12**

저-독창성·
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1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1(.01) .01 1.94 -0.12 -1.39

2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13 -1.48

창의성장
마인드셋 .02(.01) .01 1.65 0.10 1.16

3단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A) 0.10 0.22

창의성장
마인드셋(B) 0.14 1.20

A×B .03(.00) .00 1.18 -0.24 -0.51

<표 Ⅲ-5>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및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창의성 평가 점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계

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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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ΔR² = .00, p = .823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투입한 단계 2에서는 창의성 평가 점수 변량의 8%

를 추가로 설명하였다, ΔR² = .08, p = .001. 구체적으로, 예비교사의 창

의성장 마인드셋은 고-독창성·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하였다(β = 0.29, t = 3.46, p = .001). 단계 3에서 새로 투

입된 상호작용 항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Δ

R² = .00, p = .941.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에 대한 각 독립변수의 효과를 보다 명료

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및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평

균에서 1표준편차 상하 점수를 기준으로 창의성 평가 점수를 도출하여

[그림 III-4]를 구성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가 나타났다.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 평가 점수(창의성장 마인드셋 고

32.64, 창의성장 마인드셋 저 28.07)와 고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 평가 점

수(창의성장 마인드셋 고 32.13, 창의성장 마인드셋 저 27.60)는 공통적으

로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III-4]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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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단계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

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ΔR² = .01, p = .350.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투입

한 단계 2에서도 변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ΔR² = .00, p = .723. 단계 3

에서 새로 투입된 상호작용 항은 창의성 평가 점수 변량의 약 7%를 추

가로 설명하였다, ΔR² = .07, p = .002. 구체적으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간 상호작용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β =

1.40, t = 3.12, p = .002. 또한 단계 3에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되자 학생

의 과학성취수준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부적으로 예측하였다,

β = -1.42, t = -3.26, p = .001.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에 대한 독립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및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상하 점수를 기준으로 창의성 평가 점수를 도출하여

[그림 III-5]를 구성하였다.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장 마

인드셋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창의성장 마인드셋 고 28.21, 창의성

장 마인드셋 저, 33.23) 창의성 평가 점수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가 대상이 고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창의성장 마인드셋 고 30.67, 창의성장 마인드셋 저 25.60)

창의성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5]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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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결과, 단계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

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ΔR² = .01, p = .165.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투입

한 단계 2에서도 변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ΔR² = .01, p = .247. 단계 3

에서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에도 변량이 유의하지 않았다, ΔR² =

.00, p = .610.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와 독립변수의 상

호작용 효과를 그래프 상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및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평균에서 1표준편차 상하 점수를 기준으로 창의성

평가 점수를 도출하여 [그림 III-6]을 구성하였다.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보다(창의성장 마인

드셋 고 21.00, 창의성장 마인드셋 저, 18.31)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 점

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평가 대상이 고성취 학생일 때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창의성장 마인드셋

20.20, 창의성장 마인드셋 18.70) 창의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는 양상

을 보였다.

[그림 III-6]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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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논의

연구 1의 목적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학생 아이디어 평

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

평가 간 관계를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연구 1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아이디어를 제시한 학생에

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이 서로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예비교사가 평

가하는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수준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먼저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

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고성취 학생이 제시한 경우 예비교사가 학생 아이

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반면,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는 저성취 학생이 이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을 때 고성취 학생일 때보다 예비교사가 상대적으로 학생 아이

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 학생의 과학성

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예비교사가 지

닌 창의성에 대한 고정 마인드셋 또는 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달라질 가

능성이 있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따라서 학생

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두 변

수 간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 1에서는 초등학교의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의 과학성

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그리고 두 변수 간 관계가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

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

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 지지

되었다. 먼저,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학생 아이디

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선행연구에서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창의적 수행의 차이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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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고성취 학생의 창의성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한 결과(Ai, 1999; Graleski & Karwowski, 2013, 2019; Guo et al.,

2021; Hoff & Carlsson, 2011)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성 평가 도구

의 특성 때문으로 보인다(Graleski & Karwowski, 2019). Graleski와

Karwowski(2019)는 학생의 창의성을 1개 내외의 간단한 문항으로 평가

하는 도구는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암묵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

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교사의 기대, 즉, 성취 편향

(achievement bias)이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창의성 평가에도 반영되며,

교사가 고성취 학생의 창의성을 저성취 학생에 비하여 더 높게 인식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체크리스트, 창의적 행동 목록, 산출물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였을 때, 평가자는 명시적 이론에 근거하여 창의

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도

구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과 상관없이 교사가 평가

한 학생의 창의성과 실제 학생의 창의적 수행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Graleski & Karwowski, 2019). 본 연구에서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 응

답을 실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학생 아

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사가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

사의 평가에 충분한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

의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 과학성취수준의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 학

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예비교사는 저성취 학

생이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에 고성취

학생의 경우보다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교실 맥락

에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는 부적절한 아이디어이기

도 하다. 교사는 독창성이 높고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다른 유형에

비하여 선호하지 않으며(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Kenne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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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저성취 학생이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특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et

al., 1993). 고정관념 확증 편향(stereo confirmation bias)과 관련된 경험

적 연구에 따르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그것을 제시한 사람의 특성이 평

가자의 고정관념과 부합할 때, 평가자는 아이디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선행연구에 근거할 때, 어떤 학생이 독창성이 높

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느냐에 관한 예비교사의 고정관념

이 저성취 학생인 경우와 서로 부합하여 더 높은 창의성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의 관

계에서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

날 것이라는 가설이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 지지되었다. 독창성이 높지

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저성취 학생이 제시한 것으로 설정된 경

우, 예비교사가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울 때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대로 평가 대상이 고성취 학생일 때 예비

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운 경우 더 높은

창의성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어떤 학생이 능력이나

특성을 지녔는가와 관련된 고정관념은 교수자가 지닌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며 차별적인 교수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추론해본다면, 독창성이 높

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예비교사가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

어가 저성취 학생에게 더 적합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어 예비교사의

고정관념이 낮은 창의성장 마인드셋(고정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어 결

과적으로 더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고성취 학생의

경우 예비교사의 고정관념적 기대가 낮았기 때문에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효과가 저성취 학생을 평가할 때와는 상이한 패턴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별도로,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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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창

의성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정적으로 예측한 결과가 나타났다. 평가 대

상이 고성취 학생인지 또는 저성취 학생인지와는 상관없이,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점수가 높을수록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

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닐 때 고정 마인드셋을 지닐 때보다

창의적 수행에 대한 더 긍정적인 평가(Hass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와 창의적 디자인 제품에 대한 더 높은 평가(안지현 외, 2019)

를 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교실맥락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

장 마인드셋은 새로움에 대한 불확실성 지각을 낮추어, 예비교사가 독창

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학생 아이디어를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

는 일종의 촉진초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반면 독창성은 낮지

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주효과가 유의하

지 않았다. 평가자가 지각하는 산출물의 창의성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독창성이다(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Runco &

Charles, 1993).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일종의 촉진초점으로 작용하여(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평가자

가 지각하는 불확실성 수준을 낮추고 독창성 또는 새로움에 대해 긍정적

인 관점을 갖게 한다(Gawronski & Bodenhausen, 2006, 2011; Mueller

et al., 2012; Zhou, et al., 2017). 그러나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정답’에 가깝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인식하는 불확실성

수준이 처음부터 높지 않았고,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에 따

른 영향을 받지 않아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연구 1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

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따라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고, 두 변인 간 관계를 창의성장 마인드

셋이 조절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으로 설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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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성취 학생일 때보다 예비교사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학

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저성취 학생이 제시한 경우, 예비교사의 창의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울 때 성장 마인드셋에 가까울 때

보다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반대로 고성취 학

생이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우, 예비교사가 고정 마인드셋

을 지닐 때보다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을 때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낮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

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에서 창

의성장 마인드셋은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연구 1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모든

아이디어 유형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는 흔히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잠재적

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이기도 하다(Beghetto & Karwowski, 2018). 연

구 1을 통해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 계발을 위하여 모든 유형의 학생 아

이디어에 대해 교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창의적 마인드셋 개입

방식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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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 2

1. 연구 주제 및 가설

연구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

의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와, 두 변인 간 관계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학생 아이디어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이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예비교사의 창의성

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학생

아이디어에서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은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독립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독창성이 높지만 관

련성은 낮은 학생 응답의 경우에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

디어 평가에 미치는 영향과 두 변수의 관계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

인드셋의 조절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1의 결과로부터 도출한 시사

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과는 관련 없이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종류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교실 맥락(context)을 고려하

여 맞춤화(customization)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구 2는 연구 1을 심

화 및 확장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

입(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에 따른 예비교사의 창의적 아이디어 평가

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교실 맥락에서 더 효과적인 창

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 유형을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과 고

정 마인드셋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연희, 2016; 안동근

외, 2020; 안지현 외, 2019; 이명숙, 최병연, 2014; 표정민, 2019; Hass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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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6; Karwowski, 2014; Karwowski et al., 2019;

Katz-Buonincontro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Tang et al., 2016). 또, 선행연구에서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과 비교하여 창의성 평가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관적으로 확인되었다(안지현 외, 2019; Hass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 그러나 연구 1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비

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효과가 산출물의 유형과 학생 성취수

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어떠한 방식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유의미하고

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연구 2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를 교실 내에

서 극대화할 수 있는 개입(intervention) 방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

셋을 점화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안지현 외,

2019; O’Connor et al., 2013). 그러나 마인드셋 연구자들은 성장 마인드

셋 개입을 실시할 때, 교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마인드셋 메시지를

맞춤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Bryan et al., 2020; Walton &

Yeager, 2020; Yeager & Dweck, 202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 수업 상황이라는 점과, 마인드셋 메시지를 제공받을 대상이 교사라

는 점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능력 초점’은 기존의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

셋 개입 방식과 같다. 창의적 마인드셋은 Dweck(1999, 2006)이 제안한

지적 능력에 대한 신념에서 확장되었기 때문에, 창의적 마인드셋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개입 방식으로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점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안지현 외, 2019;

O’Connor et al., 2013). 보통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창의

력은 근육과 같아서 노력을 통해 기를 수 있다.’와 같이 일반적이고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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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인 능력 계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능력 초점’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창의적인 개인(creative

person)의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에 초점이 있다. 이 연구에

서 새로이 제시한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은 ‘아이디어 초점’으로

명명하였으며, 이는 교실 맥락에서의 창의적 산출물(creative product)에

해당하는 학생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다. 아이디어 초점은 창의적 아이디

어 생성(creative ideation)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을 최초로 제시한

Elmore와 Luna-Lucero(2017)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아이디어

초점은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아이디어든지 더 훌륭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는 아이디어 성장 메시지를 전달한

다.

연구 1의 결과와 선행연구에 대한 탐색을 통해 나온 문제의식을 바탕

으로 연구 2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2.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른 창의

적 아이디어 평가의 차이

2-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저성취)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

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 2를 통하여 기대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과학성

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라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

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 2

에서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연구참여자에게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아이디어 초점 집단이 능력 초점 집단에 비

하여 전반적으로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 높게 평가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또,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따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창의

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가 대상이 고성취 학생인 경우, 능력 초점 집단 보다는 아이디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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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서 학생 아이디어의 더 창의성을 더 높게 인식할 것으로 예상하였

다. 반면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인 경우 능력 초점 집단과 아이디어

초점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즉, 저성취 학생

을 평가할 때 능력 초점 집단과 아이디어 초점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

날 것으로 예상하였다.

둘째,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른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아이디어 유형별로 다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 2는 연구 1과 유사하게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

입의 효과가 독창성이 높은 학생 아이디어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날 것이

다. 반면 다른 아이디어 유형과 비교하여,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

은 아이디어의 경우 개입 집단 간 차이와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라 창의

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의성은 독창성과

정적 관련이 있으며(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Runco & Charles, 1993),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촉진 초점

(promotion focus)을 점화하여 불확실성 지각을 낮추고 이에 따라 독창

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일 수 있다(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이렇듯 창의성이 기본적으로 독창성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는 특성 상,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

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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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연구참여자

전국 교육대학 및 4년제 대학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초등 예비교사

154명이 온라인 실험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유사 선행연구(안

지현 외, 2019)를 참고하여 G-power 프로그램으로 산출한 뒤, 설문 탈락

률을 고려하여 20%를 추가하고 확정하였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로부터 승인받은 절차에 근거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각 대학 커

뮤니티 게시판에 온라인 실험 참여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연구 참여에

관심 있는 초등 예비교사를 공개모집하였다. 모집 문건을 통해 연구 참

여 시 연구자와 Zoom을 통해 일대일로 만나 온라인 실험 사이트 링크를

전송받고 실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에

게 사례로 커피전문점 e-gift card 10,000원권을 지급하였다.

전체 연구참여자 중, 불성실 응답과 조작 확인 문항에 부적절하게 응

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19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5명(남자 13.1%, 여

자 86.9%)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 예비교사는 교육대

학 재학생 1학년에서 4학년까지 모두 분포하고 있었으며, 졸업생 중 임

용 준비중인 예비교사도 포함하였다. 평균 연령은 만 나이로 21.37세(SD

= 2.83)였다.

온라인 실험은 4개 조건으로 구성하였으며, 엑셀 프로그램으로 난수표

를 생성한 뒤 연구참여자를 4개 조건 중 하나에 무선으로 배정하였다.

불성실 응답과 조작 확인 문항에 적절히 답변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

실험 참여자 정보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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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온라인 실험 참여자 정보(연구 2)

집단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상
계

능력 초점/고성취 학생 8 11 7 4 30

아이디어 초점/고성취 학생 16 7 7 6 36

능력 초점/저성취 학생 6 14 6 6 32

아이디어 초점/저성취 학생 13 11 13 0 37

전체 43 43 33 16 135

나. 연구 절차

실험은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의 2×2 피험자간 요인설계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 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고 온라인 자

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능한 온라인 자

료수집 방법을 사용하라.’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랐

다. 온라인 실험 사이트는 Google Sites와 Google Survey 도구를 활용하

여 개발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초등 예비교사 29명(남 8명, 여 21명)을

대상으로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 실험 사이트상에

서 응답이 제대로 입력되는지 여부와 실험 지시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예비 실험 참여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온라인

실험 사이트의 지시문과 오류 등을 수정하였다.

본 실험은 온라인 실험 사이트를 이용하여 6단계로 진행하였다. 온라

인 실험 1단계에서는 연구담당자가 Zoom 미팅을 통해 연구참여자와 만

나 연구개요 및 동의 방법을 안내하였다. 또, 연구담당자는 Zoom 채팅창

을 통해 연구참여자에게 난수표를 이용하여 배정된 온라인 실험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 과정에는 약 5분이 소요되었다. 눈가림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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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어, 연구참여자에게는 본 연구를 ‘멘토링 편지 쓰기 효과를 확인’

하고자 하는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참여 시 유의사항으로 온라인 실험

사이트 상에서 지시문을 잘 읽고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화면의 ‘다음으

로’ 버튼을 눌러 순서대로 과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이

어 온라인 실험 사이트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실험 과제, 동의 방법, 연

구 참여 후 e-gift card 지급 관련 내용을 설명하였다.

온라인 실험 2단계에서 ‘멘토링 편지 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IV-1] 참고). 시작 화면에서 연구참여자인 예비교사가 ‘1:1 비대면

멘토링’을 가정한 상황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에게 편지

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제시하였다. 멘티 어린이 편지 읽기, 신

문 기사 읽기, 동영상 시청, 멘토링 편지 쓰기 순으로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실험 처치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그림 IV-1] 멘토링 편지 쓰기 과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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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험 3단계에서 ‘학급 특성 파악하기’ 과제에 참여하도록 하였

다([그림 IV-2] 참고). 조건 별로 학생 소개글을 달리하여 제시하였다.

학급 소개글 읽기, 학생 개인별 프로필 읽기, 학생 과학 산출물 감상, 조

작 확인 질문에 응답 순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각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실험 처치 항목에서 설명하였다.

[그림 IV-2]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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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험 4단계에서 초등학교 과학 수업에서 나온 학생 응답의 창

의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그림 IV-3] 참고). 본 과제 시작 전, 온라인

실험 3단계에서 나왔던 학급 소개글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연

구참여자가 창의성 평가 대상 학급의 특성을 재차 파악하게 하였다. 그

다음 창의성 평가 연습 문항에 응답하게 하였고, 본 과제에서는 총 3개

의 6학년 과학 수업 상황과 관련된 학생 응답 18개의 창의성을 평가하도

록 하였다(제시 형식은 [그림 IV-10] 참조). 수업 상황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은 얼마나 창의적인가요?’라는

질문에 7점 리커르트 척도상(1점-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7점-매우 창의

적이다) 에서 개별 학생 응답의 창의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수업 상황별

학생 응답은 연구도구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림 IV-3]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과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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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실험 내용 소요 시간

[1단계] 연구개요 안내

및 연구참여 동의

연구개요 안내

연구참여동의서 응답
5분

[2단계]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과제

수행

멘티 어린이 편지 읽기

능력 초점 또는 아이디어 초점 관련 신문 기사

읽기, 동영상 시청

멘토링 편지 쓰기 과제 수행

15분

[3단계]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 응답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 소개글 읽기

학생 3인 개인별 프로필 읽기

학생 과학 산출물 6개 감상

조작 점검 문항 응답

5분

[4단계] 창의성 평가

과제 수행

평가 대상 학급 소개글 읽기

연습 문항

과학 수업 상황에서 학생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

(총 18문항, 7점 Likert 척도)

10분

[5단계] 기초 설문

조작 점검 문항 응답

개방성, 성실성 문항 응답

과제동기 문항에 응답

기본 정보 문항에 응답

(총 24문항, 5점 Likert 척도)

5분

[6단계] 디브리핑 연구 개요 소개 및 디브리핑 3분

온라인 실험의 5단계에서 조작 점검 문항을 포함한 기초 설문에 응답

하게 하였다. 기초 설문은 총 24문항이며, 개방성, 성실성 문항, 과제동기

문항, 기본 정보 문항이 포함되었다.

온라인 실험의 마지막 단계인 6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사후설명문

을 읽고 원래 연구 목적과 연구 개요를 이해하게 하였으며, 연구참여 재

동의 항목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실험 참여를 종료한

후, 연구담당자는 Zoom을 통해 연구개요 및 사례 지급에 대한 추가 설

명을 하였다.

<표 Ⅳ-2> 온라인 실험 절차(연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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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험 처치

1)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온라인 실험 사이트 상에서 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 조건 별로 서로 다른 내용의 멘토링 편지 쓰기 조건, 잡지 기사, 동

영상을 제시함으로써 조작하였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과제는 ‘1:1

비대면 멘토링’이라는 과제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Aronson, Fried &

Good, 2002) 구성한 어린이의 편지를 읽은 뒤([그림 IV-4] 참고),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편지 쓰기 안내문을 읽었다(<표 IV-3> 참고). 멘토링

편지 쓰기는 Aronson, Fried와 Good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능의 성장

신념을 갖도록 점화할 때 사용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펜팔 상황을 가정하여 예비교사가 어린이에게 보내는 편지글

을 쓰도록 하였다.

[그림 IV-4] 멘토링 편지 쓰기 과제 중 어린이 편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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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쓰기 안내문

능력 초점

- 양윤서 어린이에게 어렵더라도 노력해서 창의력을 길러보도록

격려해주세요.

- “창의력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창의력이 낮은 사람도 연습을

통해 창의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 추천 기사 또는 영상에 나온 예시를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아이디어 초점

- 양윤서 어린이에게 작은 아이디어에도 관심을 갖도록 격려해

주세요.

-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작고 엉뚱한 아이디어도 훌

륭한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 추천 기사 또는 영상에 나온 예시를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능력 초점 조건의 경우 ‘창의력은 근육과 같아서 누구든지 연습을 통

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요지로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

게 하였다. 이는 Aronson 외(2002)의 연구에서 지능 계발을 근육 키우기

에 비유하여 성장 마인드셋을 점화한 방식과 안지현 외(2019)의 연구에

서 창의성의 성장 마인드셋을 조작하기 위하여 제시한 뇌 가소성 개념을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아이디어 초점 조건의 경우 ‘아이디어는 마치 씨앗과 같아서 어떤 아

이디어든지 더 훌륭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자랄 수 있다.’라는 메시지

를 요지로 어린이에게 편지를 쓰게 하였다. 이는 아이디어를 씨앗에 비

유하여 아이디어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촉발한 Elmore와

Luna-Lucero(2017)의 연구에서 활용한 메시지를 본 연구에 맞게 변형한

것이다.

<표 Ⅳ-3> 조건별 처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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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기사 추천 영상

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

온라인 실험 사이트에 편지 쓰기 안내문을 제시한 뒤, 각 초점별 메시

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추천 기사와 영상을 보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안지현 외, 2019; Aronson et al., 2002)에서 마인드셋 메

시지 강화를 위하여 활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온라

인 실험 환경에 알맞게 기사와 영상을 구성하였다.

추천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각 조건별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심리학 잡지 기사 형식의 글을 읽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기존 기사를 변형하여 950자 분량의 잡지 기사

를 구성하였다. 능력 초점 기사의 경우 <창의력 발달에 대한 이해>를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능력 초점 기사의 요지는 ‘운동을 하면 근육을 키

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뇌가 가진 창의력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

하고 발달할 수 있다.’였다. 한편, 아이디어 초점의 경우 아이디어 성장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이디어 성장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의 잡

지 기사를 제시하였다. 아이디어 초점 기사의 요지는 ‘아이디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어떤 아이디어든지 훌륭한 아이디어로 성장할 수 있다’였다

([그림 IV-5] 참고).

[그림 IV-5] 초점별 추천 기사와 영상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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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영상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연구자가 추천 기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3분 내외 분량의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능력 초점에서는

<창의력 근육은 어떻게 길러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

다. 능력 초점 메시지의 동영상은 ‘노력을 통해 창의력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요지와 ‘연습을 통해 창의력 근육을 키운 봉준호 감독’을 예시로

포함하였다. 한편, 아이디어 초점에서는 <아이디어 씨앗은 어떻게 자랄

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아이디어 초점 메시지의 동영

상은 ‘기존 아이디어를 조금씩 바꿔보면, 어떤 아이디어든지 훌륭한 아이

디어로 자랄 수 있다.’는 요지와 ‘아이디어 씨앗을 키워 한 편의 영화로

완성한 봉준호 감독’을 예시로 포함하였다([그림 IV-5] 참고).

연구참여자가 추천 기사와 추천 영상을 시청한 뒤 멘토링 편지 작성

페이지를 제시하여 어린이에게 편지글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편지 작성

페이지에는 앞서 제시된 어린이의 편지와 편지 작성 안내문을 다시 나타

나게 하여 연구참여자가 각 조건별로 안내문에 맞추어 15문장 내외 분량

의 편지글을 쓰도록 하였다([그림 IV-6] 참고). 멘토링 쓰기 편지 과제에

서 시간제한은 없었으며, 연구참여자가 정해진 분량을 다 채웠다고 생각

하면 편지 작성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눌러 다음 과제로 이

동할 수 있었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과 관련된 조작 점검 문항은 온라인 실험의

‘기초 설문’ 과제에서 6문항으로 제시하였다. 능력 초점 이해 3문항(예:

‘나는 창의성 평가 과제를 할 때, 노력하여 창의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

을 고려했다.’), 아이디어 초점 이해 3문항(예: ‘나는 창의성 평가 과제를

할 때, 아이디어를 더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

을 포함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각 문항에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상(1

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7점–매우 동의한다)에서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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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6] 멘토링 편지 작성 페이지 화면

2)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조작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조작을 위하여 ‘학생 특성 파악하기’라는 제목으

로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를 통하여 연구참여자가 고성취 학생 또는

저성취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특성 파악하기 과제 조건은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의 두 가지

조건이었다. 교육심리학 석사 학위를 소지한 초등 현직교사 3인의 자문

을 바탕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과제 화면에서 조건별로 서로 다른 학

급 소개글, 학생 소개글, 과학 산출물을 제시하였다. 학급 소개글에는 강

좌명, 수강자 수, 연령대, 선발 기준, 선발 방법을 포함하였다. 그 다음에

는 각 학급 소속 학생의 개인별 프로필을 제시하였다. 학생 개인 프로필

에는 이름, 나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및 창의 인성 수준, 장래 희망 등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그림 Ⅳ-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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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 소개글 학생 개인 프로필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

[그림 IV-7] 학급별 소개글과 학생 개인 프로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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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건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

급 및 학생 개인 프로필 정보 외에 추가로 학급별 과학 동시 3편과 과학

상상화 3편을 감상하도록 하였다. 과학 산출물은 김민지와 강훈식(2019),

이지영과 강훈식(2015)의 연구에서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제시된 것 중에서 현직 초등교사 3인의 자문을 거쳐 선정하였

다([그림 Ⅳ-8] 참고).

과학 동시 과학 상상화

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

[그림 IV-8] 학급별 과학산출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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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 조작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제 마지막 부분

에 조작 점검 질문을 제시하였다. 조작 점검 문항은 ‘영재반(또는 방과후

반) 학생의 전반적인 과학적 잠재력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

요?’이며,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1-전혀 뛰어나지 않다, 7-매우

뛰어나다)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라. 실험 환경

연구 참여에 관심이 있는 초등 예비교사가 모집 문건 상의 연구자 연

락처로 개별 연락하여 참여 일시를 예약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 시 통

제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가 실험에 방해받지 않는 독립

된 공간에서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가 노트북 또는 데

스크탑으로 온라인 실험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였다. 실험 참여 전날

연구참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Zoom 링크와 연구참여자용 설명문, 온

라인 실험 참여를 위한 준비물 목록을 발송하였다.

본 실험 직전, Zoom 미팅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가 만났다. 먼

저 연구참여자가 실험에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더

불어, 노트북 또는 데스크탑으로 온라인 실험 사이트에 접속 가능한지

여부를 Zoom 화면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참여자가 Zoom 화면상에 자

신의 얼굴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온라인 실

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실험 과제와 과제수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

하고, 연구담당자가 Zoom 채팅창을 통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온라인 실험

사이트 링크를 전송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실험 사이트 링크를 받

으면 그것을 클릭하여 바로 실험 참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

시작 직전, 다시 한 번 온라인 실험 참여 시 유의사항을 화면을 통해 안

내하였다([그림 IV-9] 참고). 연구참여자가 온라인 실험과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실험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Zoom을 통해서 연구담당

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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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9] 온라인 실험 사이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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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 도구

1)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서 교실 토론 주제 27개를

수집하였다. 27개 주제 중에서 연구 2의 온라인 실험 목적에 적합한 교

사 질문 12개를 선별하였다. 다음으로 각 교사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을

독창성 및 관련성에 따른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하였고, 그에 따라 학생

응답 풀(pool)을 만들었다. 응답 풀(pool) 생성 단계에서 창의성 연구 경

험이 있는 초등 현직교사 2인이 유형별 학생 응답을 수집 또는 직접 구

성하였다. 학생 응답 풀(pool)은 교사 질문 12개와 학생 응답 342개로 구

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수업 주제마다 유형별 학생 응답을 5개씩 선별하

였고, 240개의 대표 응답을 구성하였다. 대표 응답에 대하여 17명의 초등

현직교사에게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상에서 독창성과 관련성을 평가

하도록 하였다. 채점자 간 일치도는 독창성이 .96, 관련성이 .96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 단계에서 독창성 및 관련성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였다.

Z점수를 기준으로 5개 주제에 대한 학생 응답 8개씩, 총 40개의 응답을

선별하였다. 저-독창성·저-관련성 유형 응답은 실험에 포함했을 경우 고

성취 학생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에 대한 조작을 방해

할 수 있어 최종 버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현직 중

등 과학 교사 1명이 각 주제와 학생 응답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과

학 수업 상황의 교사 질문 3개, 학생 응답 18개를 연구 2 온라인 실험의

창의성 평가 도구에 포함하였다(<표 IV-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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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교사 질문 학생 응답

용해와

용액

장을 담글 때에는

적당한 진하기의

소금물이

필요합니다.

진하기가 다른

소금물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소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금속이 잘 녹슬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넣고 열감지 카메라로 찍어

봅니다.

- 소금물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구를 켜고 밝

기를 비교해봅니다.

고-독창성

저-관련성

-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를 소금물에 넣어보고

어느 소금물에서 잘 사는지를 비교합니다.

- 굶으면 미각이 더 예민해지니, 며칠 굶었다가

소금물을 먹어봅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계란을 띄워서 뜨는 정도로 진하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염도 측정기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측정합니다.

물의

여행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원소 결합을 통해 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습

니다.

-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수

도꼭지를 사용합니다.

고-독창성

저-관련성

- 세금을 돈 대신 물로 걷으면 됩니다.

- 동물들처럼 물 대신 진흙으로 목욕합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세탁기를 돌릴 때 옷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

합니다.

-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합니다.

생물과

환경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독창성

고-관련성

- 건물 간판에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해 도시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게 합니다.

- 미세먼지를 수집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스스

로 분해하는 친환경 도로를 만들어서 설치합니

다.

고-독창성

저-관련성

-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공

폐를 만들고 수명이 다 되면 수술해서 바꿉니다.

- 비행기에서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비행

기 항공편의 가격을 세 배로 올립니다.

저-독창성

고-관련성

- 자동차를 타는 대신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

거를 타고 갑니다.

-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

을 닫습니다.

<표 Ⅳ-4>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도구에 포함된 교사 질문과 학생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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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선별한 교사 질문과 학생 응답을 [그림

IV-10]과 같은 창의성 평가 문항으로 구성하여 온라인 실험 과제에 포

함하였다.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과제는 연습문제와 본과제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참여자가 각 학생 응답을 읽고 7점 리커르트(Likert) 척

도상(1점–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7점–매우 창의적이다)에서 응답하게

하였다. 분석 시에는 학생 응답의 3개 유형별로 합산 점수를 계산하였다.

[그림 IV-10] 창의성 평가 연습문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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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제 변인

개인차 통제 변인으로 과제동기, 개방성을 선정하였다. 과제동기는

유사 선행연구인 안지현 외(2019)의 연구에서 사용한 3문항(예) ‘나는 이

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했다.’)으로 측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과제동기

문항에 7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였다. 개방성은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개발

한 간편형 한국어 Big Five Inventory 중, 개방성에 해당하는 3문항(예)

‘나는 독창적이며 새로운 생각을 잘 떠올리는 사람이다.’)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개방성 문항에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 상(1

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에서 응답하였다.

바. 자료 분석

연구참여자 135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인

학생특성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이원 공분산분석(two-way ANCOVA)을 실시하였다. 독

립변수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고성취 학생, 저성취 학생), 창의성장 마

인드셋 개입(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이었다. 종속변수는 고-독창성·고

-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였다. 개인차

변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론적, 통계적 가정을 확인한 뒤 공변수로 과

제동기와 개방성을 포함하였다. Bonferroni-corrected p-value 이외의 유

의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집단 간 비교 시 Bonferroni correction을 사

용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의 유의수준은 .025로 설정하였다.

공분산분석의 통계적 가정 충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성, 정

규성, 등분산, 기울기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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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가. 통계적 가정 및 성공적 조작에 대한 확인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공분산분석의 통계적 가정인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 기울기 동일성, 공변량과 종속변수간 선형성을 충족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개인별로 무선할당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으므로 독립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 수준별 종속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

다. 표본수가 클 경우 왜도와 첨도 절대값이 2 미만이면 정규분포를 따

르며(Snedecor & Cochran, 1980 참고), 집단별 연구참여자 수가 30명 이

상으로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종속변수가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다. 학생 응답 유

형별 창의성 점수를 각각 Levine의 등분산 가정으로 검정하였다. 그 결

과,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F(3, 131) = 0.16, p

= .923),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F(3, 131) =

0.15, p = .927),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F(3,

131) = 0.89, p = .449) 모두 등분산 가정을 충족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공변수가 기울기 동일성 가정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울기 동일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와 공변수간 관계의 상호작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모두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독립변수와 공변수 간의 상호작

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울기 동일성 가정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가 공변량과 종속변수간 선형성을 충족

하였다. 공변수인 과제동기와 개방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선형 관계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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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공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지를 다중공선성 진단을 통

해 알아보였다. VIF값이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

단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모든 VIF가 1.0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더불어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대한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M = 6.05, SD = 1.00)은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M = 4.63,

SD = 1.24)보다 학생의 과학적 잠재력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p < .001). 이에 따라 온라인 실험에 참여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학

생의 과학성취수준 인식에 대한 조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다

음으로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관련 조작 점검 문항을 분석하였다. 능

력 초점 이해 점검 문항에서 능력 초점 집단(M = 12.44, SD = 1.59)이

아이디어 초점 집단(M = 8.64, SD = 3.00)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

가 나타났으며(p < .001), 아이디어 초점 이해 점검 문항에서 아이디어

초점 집단(M = 12.42, SD = 1.46)이 능력 초점 집단(M = 8.80, SD =

2.61)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초점 조건별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판단하였다.

나.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창의성

평가 점수의 상관관계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창의성 평가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표 <표 Ⅳ-5>에 제시하였다. 학생의 과학

성취수준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

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각각

r(135) = .01, ns., r(135) = .14, ns., r(135) = -.04, ns., r(135) = -.0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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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1 2 3 4 5

1.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46(0.50) -

2.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0.51(0.50) .01 -

3. 고-독창성·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32.34(4.63) .14 .03 -

4. 고-독창성·저-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29.47(5.65) -.04 .21* .32*** -

5. 저-독창성·고-관련성
창의성 평가 점수

19.70(6.35) .08 .08 .42*** .27** -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

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5) = .03, ns.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r(135) = .21, p < .05.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135) = .08, ns.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는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각각, r(135) = .32, p < .001., r(135) = .42, p

< .001.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는 저-독창성·고-관

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r(135) = .27, p <

.01.

<표 Ⅳ-5>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 (N = 135)

Note: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0 = 저성취, 1 = 고성취,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0 = 능력 초점, 1

= 아이디어 초점,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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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SS df MS F p partial
η²

공변수

(과제동기)
315.63 1 315.63 17.43 .000 0.11

공변수

(개방성)
75.07 1 75.07 4.15 .044 0.03

주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21.53 1 21.53 1.19 .278 0.01

주효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3.82 1 3.82 0.21 .647 0.00

상호작용 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80.41 1 80.41 4.44 .037 0.03

오차 2336.10 129 18.11

수정합계 2870.33 134

다.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고-

독창성·고-관련성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F(1, 129) = 1.19, p = .278, η

² = 0.01).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았다(F(1,

129) = 0.21, p = .647, η² = 0.00).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

드셋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F(1, 129) = 4.44, p = .037, η²

= 0.03).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과

를 <표 Ⅳ-6>에 제시하였다.

<표 Ⅳ-6>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과

R² = .19 (수정된 R² = .16)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

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창의성장 마

인드셋 개입이 능력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Ma = 31.81, SD

= 4.68)과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Ma = 32.58, SD = 4.91)의 차이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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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Ma SD SE

고성취 학생 62 33.03 32.77 4.67 0.54

저성취 학생 73 31.75 31.96 4.54 0.50

능력 초점 66 32.20 32.20 4.77 0.53

아이디어 초점 69 32.48 32.53 4.52 0.51

고성취 학생/능력 초점 30 32.30 31.81 4.68 0.79

고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2 33.72 33.73 4.63 0.76

저성취 학생/능력 초점 36 32.11 32.58 4.91 0.72

저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7 31.41 31.34 4.19 0.70

하지 않았다(p = .471). 한편,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아이디어 초점

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M a = 33.73, SD = 4.63)이 저성취 학생 평

가 집단(M a = 31.34, SD = 4.19)에 비하여 창의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p = .023). 평가대상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동일할 때,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p = .082 ~ .217,

<표 Ⅳ-7>, [그림 IV-11] 참고).

<표 Ⅳ-7>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평균과 교정평균

Ma : 교정평균

[그림 IV-11] 고-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 95 -

변량원 SS df MS F p partial
η²

공변수

(과제동기)
245.02 1 245.02 8.25 .005 0.06

공변수

(개방성)
1.80 1 1.80 0.06 .806 0.00

주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20.62 1 20.62 0.70 .406 0.01

주효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173.96 1 173.96 5.86 .017 0.04

상호작용 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21.92 1 21.92 0.74 .392 0.01

오차 3829.99 129 29.69

수정합계 4279.66 134

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고-

독창성·저-관련성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대한 창의적 마인

드셋의 개입의 주효과(F(1, 129) = 5.86, p = .017, η² = 0.04)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는 상관없이 아이디어 초점

집단의 창의성 평가 점수가 능력 초점 집단의 점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의 주효과(F(1, 129) = 0.70, p = .406, η²

= 0.01)는 유의하지 않았다. 창의적 마인드셋 개입과 학생의 과학성취수

준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F(1, 129) = 0.74, p = .392, η

² = 0.01).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

과를 <표 Ⅳ-8>에 제시하였다.

<표 Ⅳ-8>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과

R² = .11 (수정된 R² = .07)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

를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고성취 학생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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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Ma SD SE

고성취 학생 62 29.26 29.02 5.86 0.70

저성취 학생 73 29.66 29.81 5.51 0.64

능력 초점 66 28.29 28.27 5.64 0.67

아이디어 초점 69 30.61 30.56 5.46 0.66

고성취 학생/능력 초점 30 27.67 27.46 6.26 1.01

고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2 30.75 30.57 5.11 0.97

저성취 학생/능력 초점 36 28.81 29.08 5.10 0.92

저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7 30.49 30.54 5.82 0.90

할 때, 아이디어 초점 집단(Ma = 30.57, SD = 5.11)과 능력 초점 집단

(M a = 27.46, SD = 6.26)의 창의성 평가 점수 차이가 .025 수준에서 유의

하지 않았다(p = .029). 저성취 학생을 평가할 때, 아이디어 초점 집단

(M a = 30.54, SD = 5.82)과 능력 초점 집단(Ma = 29.08, SD = 5.10)의 창

의성 평가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p = .260). 그 외의 집단 간 차

이도 유의하지 않았다(p = .241 ~ .978, <표 Ⅳ-9>, [그림 IV-12] 참고).

<표 Ⅳ-9>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평균과 교정평균

Ma : 교정평균

[그림 IV-12] 고-독창성·저-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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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SS df MS F p
partial

η²
공변수

(과제동기)
12.19 1 12.19 0.32 .574 0.00

공변수

(개방성)
396.53 1 396.53 10.34 .002 0.07

주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29.19 1 29.19 0.76 .385 0.01

주효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47.62 1 47.62 1.24 .267 0.01

상호작용 효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12.83 1 12.83 0.33 .564 0.00

오차 4949.31 129 38.37

수정합계 5410.55 134

마.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저-

독창성·고-관련성 응답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에 대한 학생의 과학

성취수준의 주효과(F(1, 129) = 0.76, p = .385, η² = 0.01)와 창의성장 마

인드셋 개입의 주효과(F(1, 129) = 1.24, p = .267, η² = 0.01)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의 상호작용 효과 또한 유의하지 않았다(F(1, 129) = 0.334, p = .564, η²

= 0.00).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과

를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Bonferroni correction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 창의성 평가 점

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255 ~ .844, <표 Ⅳ-11>, [그

림 IV-13] 참고).

<표 Ⅳ-10>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의 창의성 평가 점수 공분산분석 결과

R² = .09 (수정된 R²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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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M Ma SD SE

고성취 학생 62 20.21 20.19 6.77 0.79

저성취 학생 73 19.26 19.25 6.00 0.73

능력 초점 66 19.18 19.12 6.53 0.77

아이디어 초점 69 20.19 20.32 6.18 0.75

고성취 학생/능력 초점 30 19.73 19.28 6.99 1.14

고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2 20.66 21.10 6.63 1.11

저성취 학생/능력 초점 36 18.72 18.97 6.19 1.04

저성취 학생/아이디어 초점 37 19.78 19.53 5.84 1.02

<표 Ⅳ-11>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평균과 교정평균

Ma : 교정평균

[그림 IV-13] 저-독창성·고-관련성 응답 창의성 평가 점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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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논의

연구 2는 연구 1을 심화 및 확장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

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 개입(능력 초점, 아이디어 초점)에 따라 예비교사

의 창의성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학생 아이디어의 유형별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와 관련하여 학생 과학성취

수준의 주효과와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를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

서 확인하였다. 연구 2에서는 교실이라는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사

에게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맞춤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Yeager와

Dweck(2020)의 제안에 따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을 세분화하였

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일반적인 창의

적 능력과 관련이 있는 ‘능력 초점’과 교실 맥락의 창의성인 학생 산출물

이나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는 ‘아이디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2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평가 점수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및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였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

입이 능력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과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

의 창의성 평가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1에

서 예비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높을 때, 학생의 과학성

취수준과는 상관없이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 것과 일치

한다. 반면, 연구 2에서 아이디어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이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보다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

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동일한 학생 성취수준 내에서 능

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 간 창의성 평가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으나, 평가 대상이 저성취 학생인 경우 능력 초점에서, 고성취 학생인 경

우 아이디어 초점에서 창의성 평가 점수가 더 높은 패턴이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Yeager와 Dweck(2020)이 성장 마인드셋 개입을 계획할

때 반드시 학생 수준이나 수업 상황 등과 같은 맥락(context)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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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추후 더욱 잘 통제된 연구를

통하여 평가 대상 학생이 같을 때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조건에 따라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으로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평가 점수

와 관련하여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주효과는 유의하였으나, 학생 성

취수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은 촉진초

점으로 작용하여 평가자가 아이디어의 독창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인식하

도록 만들기 때문에(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능력 초점 개입과 아이디어 초점 개입은 평가자가 산

출물의 창의성을 더 높게 인식하도록 한다. 더 나아가, 아이디어 초점 개

입에서 활용되는 ‘아이디어에 대한 씨앗 비유’는 아이디어의 질 측면을

개선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끔 하는데, 여기에는 유용성(usefulness)도

포함된다(Elmore & Luna-Lucero,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아이디어

초점 개입을 통해 ‘어떤 아이디어든지 더 훌륭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

다.’라는 관점을 평가자에게 점화하였을 때, 평가자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유용성

측면을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자인 예비교

사는 아이디어 초점 조건에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학생 아이

디어의 창의성 정도를 능력 초점 조건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

게 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인정이나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피드백

을 더 많이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부은주 외, 2020; 이

안나, 한기순, 2017; Gajda, Beghetto, & Karwowski., 2017; Kettler,

Lamb, Willerson, & Mullet, 2018; Westby & Dawson, 1995)에 근거할

때,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응답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아이디어 초점 개입을 활용할 가능성을 보

여주는 부분이다.

셋째,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창의성 평가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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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주효과와 상호

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독창성에 대한 인식

에 영향을 미치므로, 연구 1의 결과에서 보듯 관련성 수준과는 관계없이

독창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한 인식과 더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이와

유사하게, 연구 2에서도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경

우 이미 독창성 수준이 낮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

입이 독창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 아이디어 초점의 경우 아이디어의 유용성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다(Elmore & Luna-Lucero, 2017). 관련성이 높은 학생 응답

의 경우 이미 관련성 측면이 갖추어진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초

점 개입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독창적이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개입 조건 간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교실 맥락의 조건에 따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선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능력 초점 개입일 때 고성취 학생

과 저성취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비슷하게 평가하였지만, 아이디어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이 제시한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저성취 학생의 것

에 비하여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보

았을 때, 교실 맥락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을 다르게 맞춤화할 필요가 있

다는 Yeager와 Dweck(2020)의 제안이 타당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도

하는 학생의 특성에 맞추어 교사가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초점을 달리하

여 실천할 때,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을 계발할 수 있는 보다 지지적인

교수행동이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

이디어의 경우,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는 상관없이 아이디어 초점 조건

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창의성을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 1의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듯, 기존의 능력에 초점을 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

념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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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부은주 외, 2020; 이안나, 한기순, 2017; Gajda et al., 2017; Kettler

et al., 2018; Westby & Dawson, 1995)을 개선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 2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교실 내에서 학생의

창의성으로 표현되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 인식을 낮출 수 있다. 특

히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더욱더 지지적인 피드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부은

주 외, 2020). 따라서 교실 내에서 학생이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

하였을 때, 교사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둔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채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의적 학습을 위

하여 확장, 심화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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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종합 논의

1. 주요 결과 요약 및 논의

이 연구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

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동시에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

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 간 관계를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

인드셋이 조절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실 맥락에서 예비교

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효과적

인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유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온라인 설문 형태의 과제를 통해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예비교사

가 특성으로서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예

비교사의 창의성 평가가 달라지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어진 온라인 실험

을 통해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에 따라 예비교

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1과 연구 2에서 공통적으로 교실 내에서 학생 산출물에

대한 예비교사의 주관적 평가는 산출물의 내적 특성은 물론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같은 외적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창의성 평가에 다양한 맥락적 요소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Caroff & Besançon,

2008; Diedrich et al., 2015; Gawronski & Bodenhausen, 2006, 2011;

Runco & Charles, 1993; Zhou et al., 2017)와도 일치한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지닌 창의성장 마

인드셋, 그리고 교실 내 학생 성취수준에 따라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교

사의 주관적 평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창의

적 능력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같이 창의성장 마인드셋을 적용하는 초

점에 따라 산출물에 대한 평가자의 인식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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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둘째, 연구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에 미치는 주효과는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만 나타났

다.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 독창성은 낮지만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에서는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이

연구에서 실제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식의 도구를 사용

했기 때문에 예비교사가 더욱더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Graleski & Karwowski, 2019). 또한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선호가 기본적으로 높기 때문에(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평가에 영향을 줄 만큼의 강력한 요인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이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

사의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창의적 산출물이 그것을 만든 사람

의 특징에 부합할 때, 평가자는 창의적 산출물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경향이 있다(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또한 교사는 저성취 학생이 창의적이지만

부정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et al., 1993), 교사가 지닌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Beghetto, 2007;

Kennedy, 2005)은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가 저성취 학생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각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의 경우 저성취 학생이 이 아이디어를 제

시했을 때 고성취 학생일 때보다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

로 해석된다.

셋째, 연구 1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적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사의 평가 간 관계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조절효과는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서만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교사

가 지닌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경우 저성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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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더 창의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

정관념 확증 편향(stereo confirmation bias)을 확인한 선행연구에 따르

면, 창의적 산출물과 그것을 만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이 서로 일치할

때 평가자가 산출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Proundfoot et al., 2015; Rudman & Fairchild, 2004; Van Tilburg &

Igou, 2014). 또한 이러한 고정관념은 교수자가 지닌 고정 마인드셋에 의

해 강화될 수 있었다(Canning et al., 2019; LaCosse et al., 2020).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연구 1에서도 예비교사가 지닌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와 저성취 학생에 대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그

들이 지닌 고정 마인드셋에 의해 강화되어 저성취 학생의 아이디어를 상

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연구 1에서 설정한 가설과는 별도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주

효과가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평가와 관

련하여 확인되었다.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수준이 높을수록 독

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더욱더 높게 평가하였

다. 이는 창의성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이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평가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Hass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와 일치한다.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일종의 촉진초

점으로 작용하여(Lou et al., 2017; Mathur et al., 2013; Timpone &

Hostutler, 2012), 예비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독창성을 긍정적으로 인

식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예비교사가 독창성과 관련성

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높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연구 1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독창성은 낮고 관련성이 높은 아

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평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는 독창성이 낮아 평가자가 지각하는 불확실성 수준 또

한 낮기 때문에, 불확실성 지각 수준을 낮추는 것과 관련된 창의성장 마

인드셋의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연구 2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과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유형 간 상호작용 효과는 독창성과 관련성이 모두 높은 아이디어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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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이 능력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

단과 저성취 학생 평가 집단의 창의성 평가 점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

는데, 이는 연구 1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아이디어 초점일 때

고성취 학생 평가 집단이 저성취 학생 집단보다 학생 아이디어에 부여한

창의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장 마인드셋 개

입을 고려할 때 학생 성취 수준과 수업 상황 등 교실 내 맥락을 고려해

야 한다는 Yeager와 Dweck(2020)의 제안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여섯째, 연구 2에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응답과 관련하

여, 아이디어 초점일 때 능력 초점일 때보다 예비교사가 학생 응답의 창

의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연구 1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능력에 초점

이 있는 기존의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교

사의 부정적인 인식(부은주 외, 2020; 이안나, 한기순, 2017; Gajda et al.,

2017; Kettler et al., 2018; Westby & Dawson, 1995)을 개선하는 데 크

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편, 연구 2의 아이디어 초점 개입에서 활용한

‘아이디어에 대한 씨앗 비유’는 아이디어의 질(유용성) 측면을 개선 가능

하다고 인식하게 한다(Elmore & Luna-Lucero, 2017). 또한 아이디어 초

점 개입은 산출물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도록 하여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과는 상관없이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교

사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 1과 연구 2에서 공통적으로 독창성은 낮고 관련성

이 높은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유의한 효과가 확

인되지 않았다. 연구 1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주효과와 조절효과가

일부 아이디어 유형에서 나타났지만, 독창성은 낮고 관련성이 높은 아이

디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유형의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연구 2에

서도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유형에 따라 예비교사의 학생 아이디어 평

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창의성장 마인드셋은 촉진초점의 역할을

하여 평가자가 지각하는 새로움에 대한 불확실성 수준을 낮추고 산출물

의 독창성 측면을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Mathur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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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pone & Hostutler, 2012). 산출물의 독창성 측면에 대한 펑가자의 긍

정적인 인식은 더 높은 창의성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독창성은

낮고 관련성이 높은 아이디어의 경우 교사가 인식하는 불확실성 수준이

처음부터 높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독창성 인식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국 개입 조건 간 창의성 평가 점수에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교실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

추고, 종래 현상 파악 연구를 넘어 학생의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주관적

인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했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교육적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 응답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교실 내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창의성 평가 관련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

조절초점, 자기해석 수준, 조직풍토, 이득-손실 프레이밍 등 다양한 외부

적인 요인들이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개인의 창의성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Gawronski & Bodenhausen, 2006, 2011;

Mueller et al., 2012; Zhou et al, 2017).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실

상황에서 교실 내 다양한 요소가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의 창의성을 인식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실에

서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 계발을 위해 필수적인 교사의 지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증진시킬 수 있으려면, 학생의 창의적 산출물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적절히 개

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마인드셋에 대한 논의를 교실 내로 확

장시켰으며, 창의성장 마인드셋이 창의적 산출물을 평가하는 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창의적 마인드셋에 관한 연구

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이전까지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는 주로 대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창의적 수행, 창의적 자기 지각과의 관

계를 알아본 연구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Hass et al., 2016; O’Connor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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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3; Royston, & Reiter-Palmon, 2019; Katz-Buonincontro et al.,

2016;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Tang et al., 2016). 이 연

구에서는 구체적인 교실 수업 상황을 설정하여 창의적 마인드셋의 역할

과 다른 교실 내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창의성

장 마인드셋이 창의성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

(Hass et al., 2016; O’Connor et al., 2013)는 연구 1의 교실 상황에서도

드러났다. 이를 통해 교사가 지닌 창의성의 계발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학생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인식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사가 학생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중요한 이유

는 교사의 인식에 따라 피드백과 같은 교수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부

은주 외, 2020). 교사의 창의적 교수행동은 학생의 창의적 잠재성 계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누리, 이희현, 김효원, 2015; 민지연, 김명섭,

2020),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수강은 교사들이 지닌 창의성에 대한 신념

과 실천 방법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순미, 2020; 오

한나, 이영애, 2017).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할 때, 앞으로 대학교

육과 교사 연수 등을 통하여 교사 대상의 다양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이 실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 교육을 통해 교사가 창의성에 대한 유연한

인식론적 신념을 갖고 실제 교실에서 창의적 교수 방법을 활용할 때, 학

생의 창의적 잠재성 계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의 초점을 달

리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교사 대상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교사는 독창성이 높지

만 관련성은 낮은 학생 아이디어를 선호하지 않으며(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Kennedy, 2005), 창의성의 부정적인 측면이 저성취 학생

의 특성과 가깝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Aljughaiman &

Mowrer-Reynolds, 2005; Runco et al., 1993). 연구 1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기존의 ‘능력’ 성장에 초점을 둔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으로는 학생

이 제시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에 대한 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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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이어지는 연구 2에서 아

이디어 초점 개입은 교실에서 독창성이 높지만 관련성은 낮은 아이디어

와 관련된 교사의 부정적 반응을 낮추고 이러한 유형의 아이디어가 지닌

창의적 잠재성을 더 높게 인식하게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석영과

이정민(2019)의 메타연구에 따르면 기존의 성인 대상 창의성 교육은 창

의적 문제해결, 프로젝트학습, 창의력 개발 프로그램, 창의인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주된 목

표는 창의성, 문제해결력, 창의적 성향, 창의적 리더십 계발 등이다. 그러

나 창의성의 본질, 계발가능성과 같은 기본적인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그 효용에도 불구하고 창의성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창의성의 계발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초점

전환만으로도 개인의 창의성 지각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창

의성의 개념과 계발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

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사가 명시적 기준

에 근거하여 창의성을 바라볼 때, 보다 객관적으로 학생의 창의성을 지

각할 수 있다(Graleski & Karwowski, 2019). 또, 교사가 창의성을 다양

한 각도로 바라보고 학생 아이디어의 잠재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칭찬과 인정 같은 긍정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확장하려는 노력

을 할 수 있을 것이다(Beghetto, 2020).

끝으로, 이 연구는 창의적 마인드셋 개념과 개입의 확장가능성을 탐

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창의적 마인드셋 연구는 창의적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2개 유형으로 파악하였으

며, 거의 모든 선행연구가 이 틀 안에서 수행되었다(소연희, 2016; 안지

현 외, 2019; 이명숙, 최병연, 2014; 표정민, 2019; Hass et al., 2016;

Karwowski, 2014; Karwowski et al., 2019; Katz-Buonincontro et al.,

2017; O’Connor et al, 2016; Puente-Díaz & Cavazos-Arroyo, 2017;

Tang et al., 2016). 최근 들어 안동근, 권유선, 이희현, 표정민(2018)이

창의성장 마인드셋 작용의 영역특수성을 탐색하였으며, 김명섭과 민지연

(2021)이 창의성 수준(levels)과 영역(domains)을 고려한 창의적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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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앞으로 창의적 마인드셋이

다양한 층위와 분야를 고려하여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새로운 연구 흐름과 함께 한다. 또한 이 연구는 교실 맥락

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 개입 방식이 창의성의 양상에 따라 구분될 수

있으며 그 효과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일반

적이고 포괄적인 창의적 능력과 관련된 ‘능력 초점’과 교실 내 학생의 창

의적 아이디어와 관련된 ‘아이디어 초점’이 포함되었다. 앞으로의 연구에

서는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개입 유형과 관련한 개념적 근거를 보충하고

개입의 효과와 관련된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에 나타난 한계를 토대로 후속연구 방향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교사가 아닌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창의성장 마인드

셋,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교실 창의성과 관련하여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

하며(Beghetto, 2006, 2007, 2008, Benedek et al., 2016; Eckhoff, 2011;

Kamplylis et al., 2009; Lee & Kemple, 2014), 예비교사와 같은 준전문

가의 창의성 평가도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Kaufman, 2016, Kaufman & Baer, 2012; Kaufman et al., 2005;

Kaufman et al., 2013). 그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보다 정

확하게 현상을 포착하고 교실 창의성 계발을 위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와 같은 결과

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교실 창의성 계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

요가 있다. 또한 현직교사 개인의 창의성과 창의성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포함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면 창의성 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조은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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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실제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 학생의 과학성

취수준, 학생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과 온라인 실험을 통해 교실 수업 상황

을 가정하고 예비교사의 반응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 나타난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따른 창의성 평

가의 차이 패턴을 실제 교실 상황으로 확장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이 교실 상황을 가정하여 예비

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연구가 있지만(부은주 외, 2020;

Beghetto, 2007), 가상의 상황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교실 상황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실

상황에 가깝게 실험 과제를 보완하거나, 수업 상황에서 대화 자료를 녹

화하여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방법 (Glăveanu & Lahlou, 2012;

Neves-Pereira, 2019)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개선

된 방법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학 교과목이 아닌 다른 교과 수업 상황에서 교사의 창의적

마인드셋, 학생의 교과 성취수준, 학생 응답에 대한 교사의 창의성 평가

간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과학

수업에 한정하여 예비교사의 창의성장 마인드셋과 학생의 과학성취수준

에 따라 학생 응답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를 확인하였지만, 그 결과가 다른 교과목의 수업 상황에서도 나타날는지

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교과 영역에 따라 창의성에 대한 개념도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어, 사회, 수학, 미술 등 또 다른 수업 상황에

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

가 있다.

넷째, 성별, 연령 등으로 학생 특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교사가 평가하는 학생 창의성과 관련된 학생 특성을 학생의 과

학성취수준으로 설정한 뒤, 이를 고성취 학생과 저성취 학생으로 나누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의 과학성취수준에 따른 예비교사의 창의성

평가의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앞으로 교사가 학생의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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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할 때 편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성별, 연령, 인종 등의 보다 다

양한 학생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세분화된 개입 방법으로

제시한 능력 초점과 아이디어 초점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증거가 더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 맥락을 고려하여 더욱더 효과적인 성장 마

인드셋 개입 방식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는 Yeager와 Dweck(2020)의 제

안을 바탕으로 창의성장 마인드셋의 개입 방식을 각각 능력 초점과 아이

디어 초점으로 구분하였다. 추후 연구를 통하여 각 개입 초점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가 다른 실

험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연구윤

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든 설문과 실험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이

에 따라 연구참여자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며, 안전하게 설

문과 실험을 실시하여 자료수집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화상 회

의 도구와 온라인 기반 실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실험 참

여 환경을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 시

도한 온라인 실험을 통해 비대면 실험 방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참여 조건을 균일하게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보다 더 통제된 상황

에서 실험을 수행하도록 과제를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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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측정 도구

1. 창의적 마인드셋 (안지현, 손영우, 정은경, 2019; O’Connor,

Nemeth, & Akutsu, 2013)

다음 제시된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에 표시해주세요.

1.

창의성은 개인적인 노력과 수고를 통해 발전시키고 증가될 수 있다.

1 2 3 4 5 6 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매우 동의한다

2.

창의성은 연습과 교육을 통해 증가되기 쉽다.

1 2 3 4 5 6 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매우 동의한다

3.

나는 일정한 양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1 2 3 4 5 6 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매우 동의한다

4.

나는 처음부터 지니고 태어난 창의성의 양 만큼 창의성을 발휘할 것이다.

1 2 3 4 5 6 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매우 동의한다

5.

나의 창의성 수준은 살아가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될 것이다.

1 2 3 4 5 6 7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 ○ ○ ○ ○ ○ 매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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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 주제 <태양계와 별>

[교사 질문] 나침반과 지도 없이 어떻게 방향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밤하늘에서 북극성이 있는 곳을 찾으면 그곳이 바로 북쪽입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2.

이끼가 그늘에서 잘 자라는데, 바위에 이끼가 두꺼운 면을 보고 북쪽을 알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3.

강아지가 똥 싸기 전 빙글빙글 돌다가 멈추면 엉덩이 쪽이 북쪽이라고 들었습

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4.

해가 뜨고 지는 방향을 확인하면 동쪽과 서쪽을 알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5.

지붕 위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방향을 보고 남쪽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6.

방향을 알고 있는 철새 등을 잡아다 훈련을 시켜서 알려주게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과학 수업 주제 <화산과 지진>

[교사 질문]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7.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8.

집안에 지진감지기를 설치해두고 지진이 오면 에어백 같은 게 터지게 만듭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9.

지진이 나기 전에 진원을 찾아서 미리 폭파시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2.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도구 (연구 1)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은 얼마나 창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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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진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파악해둡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1.

신축성 있는 이음 도로를 만들어서 지진이 와도 도로가 부서지지 않도록 대비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2.

땅에 풀을 많이 발라서 땅이 딱딱해져서 못 움직이게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과학 수업 주제 <여러 가지 기체>

[교사 질문]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3.

우리나라에 산이 많으니까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모아 산에 굴을 파서 저장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4.

캠핑장에 태양열을 모아 요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

게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5.

에너지 효율이 좋은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6.

우주 공간에 초대형 거울을 설치해서 태양 에너지를 반사시켜 온난화 현상을

줄입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7.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꾸는 장치를 개발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8.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다닙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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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수업 주제 <용해와 용액>

[교사 질문] 장을 담글 때에는 적당한 진하기의 소금물이 필요합니다.

진하기가 다른 소금물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1.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를 소금물에 넣어보고 어느 소금물에서 잘 사는지를 비교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2.

소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금속이 잘 녹슬기 때문에, 알루미늄을 넣고 열감지

카메라로 찍어봅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3.

소금물에 전기를 통하게 해서 전구를 켜고 밝기를 비교해봅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4.

굶으면 미각이 더 예민해지니, 며칠 굶었다가 소금물을 먹어봅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5.

계란을 띄워서 뜨는 정도로 진하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6.

염도 측정기로 소금물의 진하기를 측정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과학 수업 주제 <물의 여행>

[교사 질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물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7.

양치나 세수를 할 때 물을 받아서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8.

동물들처럼 물 대신 진흙으로 목욕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9.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디지털 수도꼭지를 사용합니다.

1 2 3 4 5 6 7

3. 학생 응답 창의성 평가 도구 (연구 2)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 응답은 얼마나 창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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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0.

원소 결합을 통해 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짓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1.

세금을 돈 대신 물로 걷으면 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2.

세탁기를 돌릴 때 옷을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과학 수업 주제 <생물과 환경>

[교사 질문]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13.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을 닫습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4.

건물 간판에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해 도시의 미세먼지를 흡수하게 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5.

비행기에서 배기가스가 많이 배출되니까 항공편의 가격을 세 배로 올립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6.

자동차를 타는 대신 가까운 곳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7.

미세먼지를 수집하고 대기 오염 물질을 스스로 분해하는 친환경 도로를 만들어

서 설치합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18.

미세먼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인공 폐를 만들고 수명이 다 되면 수

술해서 바꿉니다.

1 2 3 4 5 6 7

전혀 창의적이지 않다 ○ ○ ○ ○ ○ ○ ○ 매우 창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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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온라인 실험 화면 (연구 2)

1. 공통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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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건별 제시 화면 (연구 2)

1) 능력 초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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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URL) https://youtu.be/PolxhUdhl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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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초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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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URL) https://youtu.be/GsoUCGG_N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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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and

Preservice Teacher Creative Growth Mindsets on

Student Idea Creativity Ratings

Eunjoo Boo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eacher recognition of and support for creative student responses

can assist in developing creative potential, with teachers generally

evaluating creative student ideas based on their own subjective

criteria, such as student achievement, their beliefs, and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This study set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and

preservice teacher creative growth mindsets as factors linked to the

preservice teachers’ student idea creativity ratings. The firs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on

preservice teacher creativity ratings and the role their creative growth

mindset ha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variables, and the

second study explored possible interventions that could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f creative growth mindsets.

The study was focused on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RQ1. Does the moderating effect of preservice teacher creative

growth mindsets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udent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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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ievement levels and preservice teacher creative idea ratings?

RQ2. Do preservice teacher creative student idea ratings differ

depending on the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and the creative

growth mindset interventions?

The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were classified as either

high or low, and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e growth mindsets

were calculated by the sum of the growth mindset scores on the

malleability beliefs in creativity scale. To elicit more realistic

responses, sixth-grade science class student responses were presented

to the preservice teachers, the student ideas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based on originality and relevance, and the creative

individual student responses rated by the preservice teachers. As

recommended in previous studies, the creative growth mindset

intervention was focused on a specific classroom context, and to

represent the creative class outputs, the associated manipulations

were divided into ability-focused intervent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general, comprehensive creative student abilities, and idea-focused

interventions, which were related to the student ideas. After the

participants completed a series of tasks, the effects of each

intervention on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ity ratings were

analyzed.

In Study 1, 153 preservice teachers responded to an online

questionnaire, and in Study 2, 154 preservice teachers participated in

an online experiment. The elementary school preservice teachers were

enrolled in national education colleges in South Korea. In Study 1, the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 effects on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e idea ratings were analyzed by idea type,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reative growth mindset analyzed. Study 2 explored the

creative growth mindset manipulation effect of ability-foc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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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entions and idea focused interventions, with the analysis focused

on the effects of the interventions on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ity

ratings for the high-achievers and low-achiever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Study 1 found that the student

science achievement effect on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e idea

rating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reative growth mindse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ppeared only in a certain

idea types; for example, the main effect of the student science

achievement level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reative growth

mindset were significant for highly original, low relevance ideas, that

is, when a low-achieving student presented this type of idea, the

preservice teachers gave higher creativity ratings. This tendency was

found to intensify when the preservice teachers had fixed creative

growth mindsets. However, the main effect of the student

achievement level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creative growth

mindset were not significant for highly original, highly relevant ideas

and low originality, highly relevant ideas. Additionally, a main effect

for the growth creative mindset was found; the higher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e growth mindset, the higher the ratings for the highly

original, highly relevant student ideas.

Study 2 found that the differences in the preservice teacher

creativity ratings depended on the student achievement levels and the

creative growth mindset interventions. An interaction effect was

found between the student achievement levels and the creative

growth mindset intervention and the highly original, highly relevant

student ideas. The post-hoc analysis of the idea-focused intervention

condition found that the preservice teachers tended to give higher

creativity ratings for the high-achievers’ ideas than for the

low-achievers’ ideas. Next, preservice teachers tended to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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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ratings for the highly original, low relevance student ideas

in the idea-focused intervention group than in the ability-focused

intervention group.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und

in the creativity ratings between the two intervention groups for low

originality, highly relevant student ideas.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explored the various conditions

and factors that could affect teacher creativity perceptions in

classroom situations, with the main implications being as follows.

First, this study extended research on classroom-based creative

growth mindsets and confirmed that the creative growth mindset

needs to be seen as an important factor when seeking to develop

creative student potential. Therefore, creativity focused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included in teacher education to allow for the

development of flexible epistemological beliefs in preservice teachers.

Second, a simple change of creativity focus can affect the perception

of creative ideas. In particular, as the influence of the variables on

the creativity ratings appeared to differ for each type of student idea,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into creativity interventions. When

teachers are able to properly utilize the creative growth mindset in

the classroom context, they will be able to positively recognize the

creative potential of their students and begin to develop creativity

focused classes.

keywords : growth creative mindset, students science achievement

level, creative idea, preservice teacher, creativity rating,

growth creative mindset intervention

Student Number : 2015-3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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