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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ATSC (Task-based Assessment Tool for Scientific Creativity) and apply them to elementary-school students. To do this, fifteen TATSC tasks were developed
and applied to 24 elementary-school students, and 3 teachers assessed the results. From the application, high content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obtained. From students’ activities that were done
by using the TATSC, the aspects that should be guided for more successful TATSC performance
were identified, and from teachers’ responses through interviews, several aspects that needed to be
considered for more effective use of the TATSC were found.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TATSC can be used as a tool for assessing scientific creativity. Finally, an application of
TATSC for improving students’ scientific creativity was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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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형 과학 창의성 평가 도구의 개발과 적용
- 물리 내용을 중심으로 이경학 · 박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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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13일 받음, 2017년 11월 22일 수정본 받음, 2017년 11월 22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과제 수행형 과학적 창의성 평가 도구 (task-based assessment tool for scientific creativity, TATSC) 를 개발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15종의 TATSC를 개발하여
24명의 초등학생에게 적용하고 3명의 교사가 평가하였다. 이러한 적용을 통해, 높은 수준의 내용 타당도와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분석하여, 어떠한 측면들이 성공적인
TATSC 수행을 위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면담을 이용한 교사 반응을 통해서는 TATSC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TATSC는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TATSC를 과학 창의성 계발을
위해서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PACS numbers: 01.40.eg, 01.40.gf
keywords: 과학적 창의성, 평가 도구, 과제 수행형 평가, 초등과학, 영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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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창의성 평가를 위해서는 창의성이 영역 의존적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4]. 즉 어느 한 영역에
서 뛰어난 창의성을 보이는 사람이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도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6–8]. 예를 들어,
Conti, Coon & Amabile [6]에 의하면, 언어 영역과 예술
영역에서 창의적 과제를 수행한 결과들 사이에 상관이 평균
0.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과학 분야에서 실시한 창의성 평가 연구로, Hu & Adey
[9]는 과학적 창의성 검사지 7개를 이용하여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였고, Lin, Hu, Adey, & Shen [10]은 그것을 활용
하여 인지가속 프로그램 [11]이 창의성 계발에 미치는 지
를 조사하였다. 이 외에 과학 창의성 평가 연구로, 영국과
중국 학생들의 나이에 따른 과학 창의성 변화에 대한 연
구 [12], 과학 탐구기능 지도가 과학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13], 과학적 가설을 제안하는 상황에서
과학 창의성을 평가한 연구 [14], 과학적 문제를 제안하는
상황에서 과학 창의성을 평가한 연구 [15], 그리고 과학적
설명을 이용해 과학 창의성을 평가한 연구 [16]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지필형 평가였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과학 창의성을 평가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관심은 과학 분야에서의 과제
수행형 창의성 평가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과제 수행이
란,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과정, 학생이
결과물로 제시한 산출물이나 작품, 과제 해결 과정에서 드
러나는 태도나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 [17].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인지적 측면에 한정하여, 과제 수행형 평가를 “학생 스
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산출물은 만들 때, 그 과정과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 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 수
행형 과학적 창의성 평가 도구 (task-based assessment tool
for scientific creativity, TATSC) 는 과제 수행형 평가에
과학적 내용과 창의적 사고가 추가로 포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과학 창의성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 사고과정이나 산출물뿐
아니라, 창의적 행동특성이나 동기 및 태도 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창의적 행동 특성을 위해
Shin & Park [18]은 6명의 물리학자들의 어린 시절 행동
특성을 조사하여 30개의 요소들, 예를 들면, ‘만들기를 좋
아한다’, ‘철학 등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등의 요소들을 추출한 바 있다. 또 Oh [19]는

20세기 초의 대표적인 과학자의 생애 분석을 통해 9개의
공통적인 행동 특성 요소, 예를 들면, 말이 적고 생각에 잠
겨있는 성격, 패턴이아 유사성 찾기에 대한 취미나 관심이
있음 등의 요소를 정리한 바 있는 데, 이러한 요소들이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또 Williams [20]가 호기심, 상상력, 위험에 대한 도전,
복잡함에 대한 선호도를 이용해 창의적인 느낌 행동 (feeling
behavior) 을 측정하고자 한 경우나, Basadur & Hausdorf
[21]가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방식으로 도전하기를 즐기는
태도나 창의적인 사고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태도
등과 같은 24개 항목을 이용해 창의적 태도를 측정하고자
한 경우도 창의성 평가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과제를 해결하여 특정한
산출물을 내도록 하였을 때,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 그리고 산출물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에 한정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때 창의적 사고를 얼마나 잘 활용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Kampylis & Valtanen [22]은 창의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고,
Plucker, Beghetto, & Dow [23]도 창의성 연구에서 창의
성을 명확하게 정의한 연구들이 38%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창성, 융통성, 비관습성,
통합성, 정합성, 단순성, 유사성 추론, 비유사성 추론, 독창
성, 정교성, 가치를 11개 과학 창의성 요소로 정하고, 각각
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 (예를 들면, 정합성을 ‘아이디어에
과학적 근거가 있고, 아이디어들 간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연결이 된 경우를 의미한다’ 로 정의하였다) 를 내린 Park
[24]의 연구를 활용하였다.
평가 도구 개발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평가 도구의
현장 활용성이다 [25]. 즉 평가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
도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이
개발된 평가 도구 사용을 원하는지, 또 실제로 활용했을 때
신뢰롭게 채점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은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활용 가능성이나 활용상의 어려움 등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평가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학습에 미치는 강한
되먹임 (feedback) 이다 [26]. 즉 평가는 학습의 방향을 결
정짓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가 도구에서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나 활동 내용들이 과학 창의성 계발을 위한 학습 활
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평가 도구를 적용하면서 학생들의
실제 활동을 관찰하여, 창의적 과제를 수행할 때 어떤 행동
특성들이 있는지를 추출하고, 과학적 창의성 계발을 위한
지도를 할 때 어떠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이에 본 연구 목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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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Overall contents of the research.

Fig. 2. Data collection and the types of results.
• 과학적 창의성 평가를 위한 과제 수행형 평가 도구
(TATSC) 를 개발한다.

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본 연구에서 TATSC를 학생에게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 개발된 TATSC의 내용 타당도와 신뢰도를 조사한다.
• 개발된 TATSC를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여 TATSC 수
행 중에 나타난 행동 특성과 TATSC에 대한 태도와
인식 (참여도, 어려움, 도움 정도 등) 을 조사한다.
• 참여교사를 대상으로 TATSC의 현장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평가의 적절성, 적용시 어려움 점, 개선
사항 등) 을 조사한다.
본 연구와 관련해서 Lee & Park [28]은 TATSC의 구성
(과제에 대한 안내서, 보고서, 평가표로 구성되어 있음) 과
평가방식 (학생이 주어진 과학적 창의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고, 수행과정과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식) 등에 대해 소개
하고, TATSC의 활용을 돕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 긍정적

II. 연구 방법 및 절차
전체적인 연구 내용은 Fig. 1 과 같이 TATSC 개발과
적용으로 되어 있다. 개발된 TATSC는 중학생용 8종과
초등학생용 7종이었다. TATSC는 24명의 초등학생에게
적용하였는데, 그룹 A와 B으로 나누어 A그룹에게는 과제
2와 4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룹 B에게는 과제 3과 5를 수
행하도록 하였다. 적용 결과에 대해 3명의 교사가 TATSC
를 수행하는 과정과 산출물에 대해 평가하였다.
그리고 Fig. 2 와 같이 자료 수집을 통해 TATSC 의
타 당 도 를 구 하 고, 과 제 분 석 을 실 시 하 였 는 데, 과 제
분 석에 는 평 가 자 간 일 치 도 를 통 한 TATSC 의 신 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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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pics of the TATSC.
Group
Group A
Group B

Task
4
2
3
5

Activity
Individual
By group
Individual
By group

TATSC Topic
Making my own creative boomerang.
Designing energy conversion dominoes.
Making a ‘bending laser light’
Minimizing the impact of falling eggs.

Year
5
5
5
5

No. of students
12
12
12
12

Hours
2H
2H
2H
2H

Fig. 3. Evaluation sheet and evaluation standard for the TATSC.
분석과 학생들의 점수 분포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그리고 학생들의 TATSC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관찰하여 TATSC 사용을 위해 필요한 도움을
분석하였고, 학생용 설문지를 통해서는 TATSC 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TATSC 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을 추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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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terview questions for teachers participated in
TATSC evaluation.

하였고, 한 과제는 개인별로, 그리고 다른 한 과제는 조별 (2

No.
Interview Question
1 Was the evaluation time appropriate?
What difficulties were there in the process of
2
evaluation?
3 W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TATSC improvements?
What need to be considered for the use of TATSC
4
in schools?

시간씩이었다. 적용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1

인 1조) 로 수행하였다. 과제 수행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2
과 같다. TATSC 적용 시, 학생들에게는 과제 수행에 필요
한 준비물 뿐 아니라, 과제 수행을 위한 안내서와 과제 수행
결과 보고서 양식도 함께 제시하였는데, 안내서 및 보고서
양식은 이전 연구에서 소개한 바 있어 [27],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은 생략하였다. TATSC 수행은 초등학교에서 2회씩
이틀간 실시하였고, 영재교육 지도 경력이 있는 본 연구자
중 한 명이 과제 수행을 진행하였다.

1. TATSC 개발
TATSC는 과학 창의성 모델 [29]을 활용하여 개발되었고,
1차 개발된 TATSC는 교수 1인과 박사과정 4인, 석사과정
3인을 대상으로 총 20여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수정
보완되었다. 수정 보완을 위해 소요된 기간은 2009년 3
월∼2011년 2월까지 약 2년이었으며, 평균 참여 인원은 5
인이었다. 또한 영재교육 관련 학회 발표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4. TATSC의 평가 요소와 평가 기준
과제에 대한 평가는 교사 3인이 실시하였다. 평가는 크게
과제 수행 ‘과정’ 에 대한 평가와 ‘산출물’ 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Fig. 3). 과정 평가는 과제에 포함된 과학
창의성 요소 (예를 들면, 유창성, 독창성, 정합성 등) 를 중심
으로 이루어졌고, 산출물 평가는 발표와 결과물이 목표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평가 배점은 과정을
20점, 결과를 10점으로 하여 과정을 결과물보다 중시하여

2. TATSC의 타당도

평가하였다. 그러나 과정과 결과물 영역에 각각 포함된 평

타당도 확보를 위해 [29], 15종의 TATSC에 대해 과학교

가요소들에 대해서는 요소별 배점을 모두 일정하게 하였다.

육 박사 2명, 박사수료생 2명, 그리고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과학 창의성 요소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는 과학 창의성

1인의 영재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 타당도 검사를 실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 [24]를 활용하였다. 예를 들면, 유

시하였다. 내용 타당도는 크게 2 영역으로 조사하였다 : (1)

창성은 ‘아이디어의 수’ 에 해당되므로, ‘에너지 전환 도미노

TATSC 각 과제별 타당도, (2) TATSC 각 과제에 포함된

설계하기’ 과제의 경우에 ‘설계도에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

과학 창의성 요소별 타당도.

를 적용하였는가?’ 를 평가 내용으로 하였고, 평가 기준은

(1) 을 위해서는 TATSC 과제별로, ‘00 과제가 과학 영재

‘설계에 사용한 아이디어당 1점씩’ 으로 하고 ‘4개 이상은

교육 대상자 선발에 적절한지’ 와 ‘00 과제의 내용과 수준이

4점을 만점’ 으로 제시하였다 (Fig. 3). 또 독창성 평가 기

적절한지’ 를 조사하였다. (2) 를 위해서는 TATSC 과제에

준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가 5% 범위 안에 드는가?’ 를

포함된 과학 창의성 요소별로, ‘00 과제에 포함된 과학 창

사용하였는데, 이는 Hu & Ady [9] 등의 연구에서 활용한

의성 요소 (유창성, 독창성, 정합성 등) 들이 적절한지’ 를

독창성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다. 즉 100명 중 5명 이내의

조사하였다. 예를 들면, 유창성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에,

학생들만 제안한 아이디어나 산출물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00 과제가 유창성을 평가하는데 적절한지’ 를 조사하였다.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2점 = 매우 적절, 1점 = 적절, 0점 = 보통, -1점 = 부적절,
-2점 = 매우 부적절.

에 독창성 점수를 부여하였다. 물론 5%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보다 엄밀한 선발을
위해서는 3%와 같이 낮출 수도 있고,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들을 보다 격려하기 위해서는 10%와 같이 높일 수도 있다.
또한 퍼센트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주어 평가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5%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퍼센트에 따른

3. TATSC의 적용
초등용으로 개발된 TATSC 7개 중에서 4개 (과제 번호,
2, 3, 4, 5) 를 임의로 선택하여 24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

가중치는 사용하지 않았다.

5. TATSC의 신뢰도

생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참여에 동의한

24명의 학생에게 적용한 4개의 TATSC 과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일반 학생들이었다. 각 학생은 2개의 과제를 수행

3명의 교사가 채점한 결과를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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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opic and scientific creativity elements of the each TATSC.
Task
TATSC 1
TATSC 2
TATSC 3
TATSC 4
TATSC 5
TATSC 6
TATSC 7
TATSC 8
TATSC 9
TATSC 10
TATSC 11
TATSC 12
TATSC 13
TATSC 14
TATSC 15

TATSC Topic
Making a balloon rocket and flying it far away
Designing energy conversion dominoes
Making a ‘Bending laser light’
Making my own creative boomerang
Minimizing the impact of falling eggs
Making a ‘Magnet toy’
Making a ‘Paper cup arrow’
Moving helium balloon back and forth
Making creative science toys with used CDs
Making fast and safe boat using PET bottles
Designing a device to move beads safely
Making musical instrument producing various sound
Balancing the mobiles
Finding a phase change creatively using mirror blocks
Performing complex functions using switches

Creativity*
O, F, C, I
O, F, C, S, E
O, C, I, E
O, F,C, I, E, Fl
O, F, C, E
O, C, I, Co
F, C, U, E
O, F, C, I, E
O, F, C, I,E
O, F, C, Co
F, C, I, U
O, F, C, I,E
O, F, C, Fl, E
F, Fl, C, E
F, O, C, S

Type
By group
By group
Individual
Individual
By group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Individual
By group
By group

Hour
3
2
2
2
2
2
2
2
2
3
2
3
2
2
2

* O = Originality, F = Fluency, C = Coherence, I = Integration, S = Simplicity, E = Elaboration, Fl = Flexibility, Co =
Connection, U = Unusualness.

로 신뢰도를 구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재 지도 경력이 있는

“(과제 수행 중)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 선생

초등학교 교사들이었고 교직 경력은 평균 7.3년이었다. 분

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

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18.0 (PASW) 분석 프로그램을

“과제 수행은 잘 되고 있니? 과제를 수행하면서

이용하였다.

어려운 점은 없니? ”

6. TATSC 과제 수행에 대한 학생의 반응
TATSC 과제를 수행한 후, 학생을 대상으로 TATSC 과
제의 수준 (흥미도, 난이도, 과제 수행시간, 수행상의 어려
움), 참여도 (참여 태도, 수행 집중력, 수행 중 잘한 점), 도움
정도 (과학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학교에서의 과학적 창의성
평가에 활용, 사고능력 향상에 주는 도움 정도), 안내서의

8. 앞으로의 TATSC 활용을 위한 제안
TATSC가 앞으로 다른 교사나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효
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한 3인의 교사를 대상
으로 Table 2와 같은 내용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참여 교사 1인당 약 50분이었다.

이해 수준, 보고서 작성의 편리성을 조사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7. TATSC 과제 수행을 위해 학생에게 필요한 도움
TATSC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과제를 어

1. 개발된 TATSC

떻게 해결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

본 연구에서 개발한 15종의 TATSC의 주제와 각 주제에

움이 있는 지 등을 관찰하여, TATSC를 보다 더 잘 수행할

포함된 과학 창의성 요소, 그리고 수행 형태와 소요 시간은

수 있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Table 3과 같다.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고 녹화하면서 비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 사용된 질문의 예는 다음과

2. TATSC의 내용 타당도

같다.
TATSC 타당도를 조사한 결과 (2 = 매우 적절, 1 = 적절,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0 = 보통, -1 = 부적절, -2 = 매우 부적절), 과제별 타당도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

0.7∼1.8이었고, TATSC 4(0.7) 번 과제와 9(0.9) 번 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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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 validity for each TATSC topic (n = 5).
Validity
The TATSC is appropriate for
science gifted student selection
The level and contents of the
TATSC are appropriate
Average

TATSC Topic
7
8
9

10

11

12

13

14

15

1.4

1.6

1.2

1.2

1.8

1.2

1.0

1.2

1.6

1.8

1.33

1.4

1.4

1.4

1.4

0.6

1.4

1.2

1.0

1.2

1.4

1.8

1.24

1.3

1.4

1.5

1.3

0.9

1.6

1.2

1.0

1.2

1.5

1.8

1.29

1

2

3

4

5

6

1.4

1.6

1.2

0.6

1.2

1.2

2.0

1.4

0.8

1.3

1.8

1.3

0.7

Average

Table 5. Content validity of the each scientific creativity element in TATSC (n = 5).
TATSC
TATSC 1
TATSC 2
TATSC 3
TATSC 4
TATSC 5
TATSC 6
TATSC 7
TATSC 8
TATSC 9
TATSC 10
TATSC 11
TATSC 12
TATSC 13
TATSC 14
TATSC 15

F
1.2
1.8
0.8
1.4

1.4
1.4
1.8
1.6
1.4
1.6
1.8

O
1.6
1.6
1.6
1.0
1.4
1.4
1.4
1.2
1.4
1.8
1.4
1.2
1.4
1.4

Fl

0.4

1.0
1.6

Creativity Element*
C
I
S
1.6
1.0
1.6
0.8
1.6
1.4
0.8
0.8
1.6
1.2
1.6
1.2
1.2
1.6
1.0
1.2
1.4
1.2
1.6
1.4
1.4
1.6
1.4
1.6
0.8

Co

E
1.4
1.6
1.4
1.0
1.4

U

1.8
1.6
1.2

1.6

Average

1.6

1.6
1.6
1.2
1.4
1.2

1.36
1.48
1.50
0.80
1.45
1.45
1.50
1.40
1.24
1.65
1.40
1.36
1.36
1.45
1.40

* F = Fluency, O = Originality, Fl = Fluency, C = Coherence, I = Integration, S = Simplicity, Co = Connectopn, E =
Elaboration, U = Unusualness

제외하고는 모두 1.00 이상이었다. 전체적으로는, TATSC
가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적절 (1.33) 하고, 내용과
수준도 적절 (1.24) 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1.28), 개
발된 평가 도구가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는데 타당하다고 볼
수 있었다 (Table 4).

3. 신뢰도
신뢰도를 Cronbach’s alpha로 구한 결과 (Table 6), 전체
평균이 0.90이고, 평가 요소별로도 0.84∼0.92로 매우 높게
나타나 TATSC로 객관적이고 신뢰로운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제에 포함된 창의성 요소별 타당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빈 칸은 그 과제에 해당 창의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요소별 타당도를 보면, 15개
과제에 포함된 총 68개 요소들 중에서 6개 요소에 대해서만
1.0 이하로 나타났고, 나머지 경우는 모두 1.0 이상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과제별로 보면, TATSC 4번 과제를 제외하고
는 (0.80) 1.0 이상으로 나타나 (1.24∼1.65), 과제에 포함된
창의 요소들도 모두 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제
4의 경우에도 타당도 평균이 0.7이므로, 1점 (적절) 보다는
약간 낮지만, 0점 (보통) 보다는 높으므로, 평가 도구로 부
적절한 것은 아니었다.

4. 평가점수 분포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 (A와 B) 이 각각 2개의 TATSC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룹 A와 그룹 B(Table 1) 의 점수를
점수순으로 나타내면 Fig. 4와 같다. Fig. 4에 의하면, 그룹
A의 경우에는 26.1점 ∼ 68.4점으로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까지 점수폭이 넓게 잘 분포되어 있었다. 그룹 B의 경
우에는 38.3점 ∼ 58.9점으로 상대적으로 점수폭은 작지만,
낮은 점수에서 높은 점수까지 점수들이 차이가 있게 분포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각 그룹에서 창의성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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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ronbach’s alpha of the TATSC evaluation result by three teachers.
Evaluation Element
Originality
Fluency
Coherence
Integration
Elaboration
Flexibility
Simplicity
Presentation
Output

Creative
thinking

Product
Average

TATSC 2
.89
.98
.93
.96
.90
.95
.96
.81
0.92

Cronbach’s Alpha
TATSC 4
TATSC 3
.47
.96
1
.93
.80
.96
.86
.94
.92
.97
.94
0.87

.89
.85
0.90

TATSC 5
.86
.76
.96
.91

.61
.95
0.84

Average
0.80
0.91
0.91
0.96
0.90
0.95
0.92
0.86
0.89
0.90

Fig. 4. Scores for group A and B.
서열화하여 창의성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었다.
5. TATSC 과제에 대한 학생의 전반적 반응
과제를 수행한 후에 TATSC의 수준과 참여도, 도움 정도
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학생들은 TATSC 과제
수행에 흥미 (4.42) 가 매우 높았으며, 그 이유를 많은 사고
(생각) 를 하여 산출물을 만들어서 (n = 4), 과학적 원리를
이용하고 직접 적용하므로 (n = 3), 전에 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 (n = 2) 이라고 답하였다.
둘째,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통해 느끼는 TATSC 난이도
는 3.38로 적절했다.
셋째, TATSC 과제 수행 시간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
들이 보통 이상 (3.17) 으로 적절하다고 하였다.
넷째, 학생들의 TATSC 참여 태도 (4.21) 와 과제 수행
집중력 (4.0)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대한 연

구들에 의하면, 능동적인 참여와 과제 집착력을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30]. 그러한 점에서 설문에서
나타난 높은 참여 태도와 과제 수행 집중력은 TATSC가
과학적 창의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도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TATSC는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 적절
(3.96) 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학교에서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TATSC
를 사용한다는 의견에는 매우 긍정적인 (4.25) 반응을 보
였다.
일곱째, TATSC 수행이 과학적 창의성 사고능력 향상
(4.25) 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여덟째, TATSC 안내서(4.0)와 보고서(3.17)를 이해하고
작성하는데 편리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보고서 작성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과제 수행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사고
과정이 복잡하고, 제한된 재료와 실험기구만으로 산출물을
제작하는 것이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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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udents’ responses after completing the TATSC (n = 24).
Category
Level

TATSC
Performance

Participation

Help
TATSC
Materials

Guidance
Report

Content
Interest
Difficultly
Time for performing
Difficulty (descriptive)
Attitude of participation
Concentration in performing
Good points in performing (descriptive)
Good for selecting science gifted students
Good for evaluating scientific creativity in schools
Good for improving thinking ability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guidance
Convenient format for report writing

Average
4.42*
3.38
3.17
4.21
4.00
3.96
4.25
4.25
4.00
3.17

* 5 = strongly agree, 3 = neutral, 1 = strongly disagree.

이상으로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종합하면, 몇 몇 학생이
보고서 작성이 어렵고, 복잡한 사고 활동과 산출물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점이 어렵다고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
분의 항목에서 TATSC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과제 수행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행착오적으로
실행을 먼저 수행한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먼저 자신의 아이디어
를 제안하고 이를 정교화 하는 계획 단계를 거쳐서 실행에
옮길 것을 기대하였으나, 많은 학생들이 과제 수행 계획
없이 시행착오적으로 먼저 실행부터 시작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6. TATSC 과제 수행에서 부족한 측면
TATSC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
는지를 알면, 이러한 측면을 과학 창의성 계발을 위한 지도
에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제
수행과정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관찰하면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7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사례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1) 안내서와 보고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
학생들이 과제 수행에만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과제 수행

“교사 : (TATSC 3: 휘어지는 레이저 빛 만들
기에서 30분이 지난 뒤) 00야, 휘어지는 레이저
빛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
“ES2 : 그냥, 레이저 빛을 물이 있는 곳, 수조,
유리컵에 계속 비추고 있어요.”
“교사 : 그럼, 지금까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
떻게 해결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었니?”
“ES2 : 네, 먼저 (이것 저것) 다 해보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에 대한 안내 정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교사 : (TATSC D: 에너지 전환 도미노 설계
하기에서) 친구와 둘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니?”
“ES1 : 에너지 전환 도미노를 창의적으로 설계
하는 것을 (보고서) 어디에 기록하는지 이야기
했어요?”
“교사 : 안내서와 보고서를 확인했니? ”
“ES1 : 아니요. 거기에 그것이 나와 있나요?
다시 읽어 볼께요.”

(3) 정답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다양하고 가능한 아이
디어를 제안하는데 방해를 주었다.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기 보다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교사 : (TATSC 2: 에너지 전환 도미노 설계
하기에서) 00야, 무엇을 고민하고 있어?, 선생
님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니?”
“ES3 : 선생님, 구슬이 잘 굴러가도록 했는데,
이 구슬의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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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충격에너지로 바뀌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풍선이 터진다고 썼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맞
아요? 과학적으로 맞는 답을 써야 하는 거죠?
이것이 맞지 않으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4) 주어진 조건과 재료 안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과제를 수행할 때, 주어진 과제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또 창의성의 한
요소인 통합성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교사 : (TATSC 3: 휘어지는 레이저 빛
만 들 기 에 서) 과 제 수 행 은 잘 되 고 있 니?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어?”
“ES6 : 선생님, 저는 제 생각을 많이 적었는데
이것을 다해야 하나요?”
“교사 : 그 중에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정리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시간이 적게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을 선택하기가 힘들어?”
“ES6 : 총 5 가지를 적었는데 3 가지는 너무
하 기 가 힘 들 어 서 해 결 하 다 가 포 기 했 어 요.
그래서 2가지만 제대로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주어진 재료도 다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반대로,
주어진 재료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주어지지 않은 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
우는 과제 수행에 있어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수행이 가능한
지에 대한 판단도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교사 : 왜 손들었니? 선생님에게 질문할 내용
이 있니?”
“ES4 : (TATSC 2: 에너지 전환 도미노 설계하
기에서) 선생님, 저는 너무 복잡한 것이 싫어서
그냥 쇠구슬을 굴려서 풍선을 터트리게 하려구
요. 그렇게 해도 괜찮나요?”
“교사 : 주어진 재료를 최대한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ES4 : 선생님 저는요, 많은 재료를 사용하면

(6) 창의적인 수행 과정보다는 수행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참여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보다는 수행 결과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TATSC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배점과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는 것이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ES7 : (TATSC F: 제한된 재료를 활용하여
달 걀 의 충 격 량 을 최 소 화 하 여 라) 선 생 님,
달걀이 깨지면 어떻게 되요? 점수가 많이
깎이게 되나요?”
“교사 :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제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창의적으로 사고하느냐도 중요한데?”
“ES7 : 그럼, 창의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미노가 복잡하게 될 것 같아서 재료 3가지에
서 4가지 정도만 사용할께요. 너무 복잡하면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ES5 : (TATSC 3: 휘어지는 레이저 빛 만들기
에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선생님, 여기요.
선생님, 뜨거운 물과 얼음이 필요합니다.”
“교사 : 필요한 준비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 .”
“ES5 : 선생님, 뜨거운 물과 얼음이 있어야 실
험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교사 :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5) 아이디어를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쉬운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수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쉽게 아이디어를 포기하거나,
아이디어를 완성시키기 위한 집착력이 부족한 경우를 관찰
할 수 있었다.

(7) 과제 수행 계획과 결과를 보고서에 작성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초등학생들은 결과 보고서에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작성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으며,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며) 과제 수
행 계획과 결과를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적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야 평가할 때 선생님이 쉽게
이해하고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ES10 : 선생님, 저는요. 오늘처럼 실험 (과제
수행) 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이런 보고서를 써 본 경험이 없어요.”
창의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된 위의 7가지 부족
한 사례는 TATSC 사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성은 아닐
것이다. 즉, 보다 다양한 적용을 통해 보다 일반화된 특성들
을 추출하는 연구가 추후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에 한정하여 TATSC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고려할
점들을 과제 수행 단계별로 정리해 보면 Table 8과 같다.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Task-Based Assessment Tool for Scientific · · · – Kyounghak Lee · Jongwon Park

81

Table 8. Recommendations for each step of the TATSC.
Step
Preparation

Performing
Reporting the result

Recommendations for better the TATSC Performing
• Identify the given guidance, check the materials, and try to solve the task within the given
materials and conditions.
• (without trial and error) Make plans at first and carry out the task.
• Suggest a variety of possible ideas rather than trying to find a right answer.
• Do not give up your ideas easily, but try to revise and supplement them.
• Recognize that not only the products but also the processes are evaluated.
• Drill basic skills necessary for report writing.

7. TATSC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사의 제언
개발된 TATSC는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앞으로 TATSC 과제를 이용해 과학 창의성 평가를
수행할 사람들은 교사이므로,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로부터
TATSC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면, 앞으로 TATSC가 보다
잘 활용되기 위한 측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실시한 면담 결과,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1) 평가를 반복할수록 평가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
다.
“연 구 자 : TATSC 평 가 를 하 는 데 있 어 서
시간은 어땠나요?”
“T1: ... 처음에는 평가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평가를 진행할수록 평가 속도가
빨라졌어요.”
“T2: 36 개를 평가하는데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이 조금 못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적게 걸린 것 같아요.”
“T3: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2) 학생들의 답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이를
위한 개선점으로 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연구자 : 선생님께서는 평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T1: 학생들이 보고서에 기록한 내용을 이해
하기 어려웠습니다. . . . 학생들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써 놓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자 : TATSC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T2: TATSC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생
들이다 보니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보고서 작성
요령과 안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야 할 것 같습니다. ”
“T3: 초등학생들이 실험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연습을 많이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교
육도 선행이 필요합니다.”
(3) 창의성 요소와 평가 방법의 이해가 어려웠다는 의
견과 함께 교사의 평가표 작성 연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자 : 선생님께서는 평가하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T2: 과학적 창의성 요소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제가 연수를 받았고 의미는 어
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어려웠어요. TATSC
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이드가 있었으면
합니다.”
“T3: 독창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 .
학생들이 과제를 모두 수행하고 난 뒤 맨 먼저
독창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예를 들어서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네요.”
“연구자 : TATSC 개선 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
주세요.”
“T2: 연수 때 TATSC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 평가표를 보
고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
니다.”
(4) TATSC 활용을 위한 제반 사항으로 과학적 창의성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TATSC와 유사한 탐구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연구자 : TATSC 활용을 위한 제반사항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세요?”
“T3: 과학적 창의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하였으나 평가 기준에 준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니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 . . 교사들이
TATSC를 적용한다면 과학적 창의성 평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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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commendations for more effective use of the TATSC.
Category
Teacher
aspect
Student
aspect

•
•
•
•
•
•
•

Recommendations for effective use of the TATSC
Concrete guides and examples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evaluation methods of each element of creativity.
Evaluation time can be reduced through practice.
This practice is necessary before actual evaluation.
Teacher training program is necessary for more wide and effective use.
Guides are necessary to write the report clearly.
Students need guidance and practice on how to write reports.
Students need experiences similar to the TATSC performance.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영재 관련 연수에서 말이죠.”
“T1: 평가가 잘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이 영재
수업이나 과학 수업에서 이러한 문항 (과제) 과
비슷한 다양한 활동을 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 창의성을 길러주는데도 도움이
되고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ATSC 평가에 참여한 현장 교사 3명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TATSC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 보면, Table 9와 같다. Table 9에서 교사의
연습과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이경
학과 박종원 [27]은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연구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학 창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제 수행형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전 연구에서 제안된 과학 창의성 모델과 과학 창의성
요소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활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개발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특징, 평가 자료의 타당도
와 신뢰도, 적용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도구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 (1) 창의성의 특징과 구성 요소는 예
술이나 과학 또는 문학 등의 영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과학적 소재를 활용하고 과학 개념이 포함된 과학적 창의
성을 평가한다, (2) 실제로 학생이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수행 결과를 평가하는 과제 수행형 평가 도구를 개
발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개발한 과제 수행형 과학 창의성
평가 도구는 총 15종이었고, 24명의 초등학생과 3명의 교

사가 적용에 참여하였다. 개발된 TATSC 도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채점 후 점수 분포를 살펴본 결과
창의성이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 행동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설문을 통해서는 학생들이
TATSC에 대해서 흥미와 과제집착력, 학생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만족하고 있으나, 보고서 작성, 복잡한 사고 활동,
수행을 통해 산출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평가에 참여한 교사와 면담한 결과, 평가
시간은 연습을 통해 줄일 수 있지만, 평가 요소와 채점 기준,
채점표 작성법에 익숙하지 않아 적절한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고, 보고서 작성법에 대한
사전 연습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TATSC와 유사한
탐구 활동을 학교에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TATSC는 과학적
창의성 평가가 가능하여 과학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과제 수행형 과학 창의성 평가 도구
는 이전 연구 [27]에서 소개한 TATSC의 기본 구조 (안내서,
보고서, 평가표로 구성) 와 평가 방식 (과학적 창의 과제를
수행하고, 과정과 산출물을 평가하는 방식) 을 참고하면, 그
기본 구조와 평가방식을 유지하면서 내용과 소재를 바꾸어
계속 개발되어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창의적인 나만의
부메랑 만들기’ 과제는 ‘창의적인 나만의 종이비행기 만들
기’ 로 내용이나 소재를 바꾸어 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형이 가능하므로, TATSC는 매년 다른 내용과 소재로 활
용될 수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검사 도구라기보다는 평가
상황과 평가 대상에 따라 내용과 소재를 바꾸어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 도구가 평가에만 한정되어 활용되기보다 과학
창의성 계발 프로그램이나 과학 창의 캠프 및 일반학교 과학
수업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가 과제가 가지는 이러한 유연성은 평가가 학습에 미
치는 되먹임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즉 평가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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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에 따라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평가 도구를 학생을 구분하고 선발하는 데에만 활용하기
보다, 평가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학생이 학습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과학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과 산출물에 대해서만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 과제
수행형 평가에서 다른 여러 가지 영역이 추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두어, 학생들이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계획을 어떻
게 수립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의미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과제 수행 중 나타나는 정의적 측면이나 태도 등에 대한
평가도 의미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포함하는
과제 수행평 평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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