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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교육은 미래인재양성과 관련하여 주요 핵심요소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한민국
의 창의인성교육은 2010년 1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 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 지역사회 및 기업에 이르기 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창의인성교육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2009년 12월 23일에 발표된 2009 개
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영역을 새롭게 신설하여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학교 급별 및 학년별로 창의인성교육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하였다. 이를 위해 자율활동 및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이 밖에도 진로 및 봉사활동을 통
해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개인의 잠재력 계발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2010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을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연구는 창의인성교육의 정의, 창의인성교육의 방향, 창의인성교육의 전략 등 창의성과
인성이 결합된 창의인성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창의인성에 대학 교육 현장의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의인성교육은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다. 먼저
미국의 경우 IMSA(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및 NSRC(The National Science
Resources Center)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
하고 있으며(최지연 외, 2013) 영국은 CCE(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를 통해 문화 속에
서 창의적 잠재력이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CCE, 2018). 또한 싱가포
르는 NIE(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최지연 외, 2013). 일본은 문제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한 체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김홍
희, 한기순, 2011).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교육현
장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창의인성
개념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다양하다. Cskiszentmihalyi(1996)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연구하
는 학자로서 그는 창의성이 인성적 측면과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Cropley(2001)
역시 창의성 요소에 윤리적 측면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반대로 Peterson과 Seligman(2004)의
연구, Bull, Montgomery와 Baloche(1995)의 연구를 살펴보면 인성 요소에 창의성을 포함한다.

이들은 인성을 완성시키기 위한 요소 중 하나로 창의성을 설명하고 있다. 최현주, 최연철
(2017a)은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로운 아이디어를 생산하여 유용하게 실천할 수 있는 성품으로 창의인성교육이란 이를 함양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창의성과 인성의 결합에 대한
관점을 다르지만 창의성과 인성이 서로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창의인성교육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창의인성에 대한 관련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창의인성이란 더불어
살아가는 공통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
어를 산출하고 이를 맥락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맥락에 적절한 방법이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과 주변 환경이 모두 고려된 방법이
다. 따라서 창의인성 요소는 창의성요소(독창성, 유창성, 융통성, 정교성, 다양성, 비판적 사
고, 분석적 사고, 종합적 사고 등)와 인성요소(공감, 배려, 인내, 책임, 예의, 협동, 책임, 등)
를 모두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현주, 최연철(2017b)은 효과적인 창의인성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요소 27개를 도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창의인성요소는 문제에 관심
갖기, 대안모색, 행동실천 등 3개의 유목과 6개의 세부유목(사회문제 인식능력, 탐구능력,
다양성 수용능력, 구체적 판단능력, 자기행동 조절능력, 관계형성능력)으로 구성되었다. 한
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발표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문용린 외,
2010)에 의하면 창의인성요소를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창의성요소와 인간관계덕목, 인성판단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성요소를 중심으로 이와 더
불어 학급요소, 학교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문화 및 풍토요소를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창
의인성교육이 모든 교육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유아기에 경험하는 것들은 이후 학교생활 및 더 나아가 사회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다(장은숙, 2008). 따라서 유아의 인지능력 및 정서, 사회성 등 인간이 갖춰야 하는 기본적
인 능력이 고루 발달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 중 창의인성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미래인재가 갖춰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창의인성을 언급하고 있다(WEF, World Economic Forum, 2016). 유아기는 창의인성
의 기틀이 형성되고 교육효과도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크기 때문에 유아기에 형성된 습관
및 태도가 평생을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 역시 유아기부터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고등교육의 대중화 및 질 개선을 우선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인재를 양성하여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

과 중국의 GDP가 16배 증가하고 1인당 소득이 12배 증가하는 등 경제가 급성장하는 엄청
난 변화가 나타났다(하버드대학 중국연구소, 2018). 그러나 유아교육은 국가발전을 위한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공립 유아원의 수가 줄고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비싼 사립 유아원의 수가 늘면서 결
과적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교육의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유아교
육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졌으며 중국정부는 유아교육 불평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중장기 교육개혁(2010-2020)을 발표하여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을 늘리고 유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대동, 오경희, 2016).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은 2020년 유치원의 취원율을 학전 3년
75%, 학전 1년 95%까지 상승시켜 거의 모든 유아가 학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표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유아교사 양성과 관련한 제도적 장
치 역시 강화하고 있어(이경자, 구자억, Xu Hui, 2007) 중국은 유아교육 기관의 확대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수준 역시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사회구조는 수직의 등급관계를 중요시 하는 계급구조, 개인은 반드시 집단에 복
종해야 하는 집단기능, 공통의 것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 설계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 2006). 이는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
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중국 사회구조의 특징은 교
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중국 학교는 자유민주 정신을 배려하기보다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급을 중심으로 서로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계급 및 직위의식을 강화시킨다(고효
단, 2007).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게 되는 중국의 교육현장은 학습자가 지식을 수동적
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결국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의 기회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을 조사한 연구들(짜오만통, 정정희, 윤미승, 2014; 최
인수, 임미정, 표정민, 2011;

, 2010)에 따르면 중국의 일반인, 대학생, 교사 등 중국 사

람들은 창의적인 사람의 특징으로 열정, 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 상상력, 용기, 독립적,
통찰 등과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IQ가
높은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의적인 직업으
로 ‘정치인’을 가장 높은 단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중국은 사회문화적
으로 창의성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과 같은 일반적 특징과 함
께 지적 능력 또한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및 지도 강요를 안내하고 있는 ‘중국 아동 발전 요강(201
1 2020)’에 따르면 유아의 학습능력과 창의력을 발달시켜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는 것을 교
육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 2010). 또한 ‘3 6세 아동 학습 및 발전 지침’ 역시 유아교

육의 목표 중 하나로 유아의 호기심, 상상력, 창의력 증진을 제시하고 있다( .

, 2012).

하지만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 지식은 유아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의 유아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함께 참여하기보다 교사가 주도적으로 놀이에 대해 설명하고 이끌어가는 경
우가 많다(张燕, 2004). 중국은 21세기 사명으로 창의적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올바른 지식과 태도 함양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반면 중국의 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달리 모든 교육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이기적인 사
람들이 많아지고 사회 고위층 자제들의 마야복용,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행, 협박, 강탈 등
과 같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률 증가(이근진, 2012; 임연정, 2015) 등과 같은 사회적 문
제로 인해 인성교육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주석으로 활
동하고 있는 시진핑은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한 공자의 유교사상을 부
활시켜 사회 각 계층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임연정, 2015). 그
결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지식배양에만 집중되어 있던 영재교육에 덕을 수양하는 인재양
성을 중요시하고 3생교육(생명교육, 생존교육, 생활교육)을 보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
에도 생명존중 및 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근진, 2012; 이수진. 2016). 중국은 급격
한 경제 성장으로 인성교육이 주춤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면서 다시 인성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은 별개로 다뤄지고 있으며 창의성과 인성을 동시에 교육
하고자 하는 노력은 선행연구에서 찾기 힘들다. 다만 관련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교육현장
에서 창의성은 공동체의식에 초점을 두어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교육이 실
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현 외, 2007). 또한, 중국의 유아교사는 유아 창의성 교수학습 방법으로 개방식 질문, 독특한 사고에 대한 토론 등과 같은 창의성 함양 중심 교수-학
습 방법뿐만 아니라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의 문화체험과 같이 인성을 함께 발현할 수 있
는 교수-학습 방법 역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짜오만통, 2012). 이와 같이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미뤄봤을 때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중국 유아교사의 인식은 부족하지만
유아교육 현장에서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이 일부분 함께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실태를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와 같이 창의인성교육은 미래인재가 갖춰야 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이

다. 하지만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과학발전을 이루었지만 체계적인 창
의성교육에 대한 한계가 있으며 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별개로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
국 유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중국의 유아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방향
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중국 유아의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중국 유아의 대안모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1-3. 중국 유아의 행동실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대상은 중국 연변지역에 소재한 S유치원과 H유치원의 학전 유아 51명이다. S유치원
과 H유치원은 모두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중심
으로 영역 별 활동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역시 전문대학 이상의 교사양성과정
을 통해 교사 자격을 부여 받은 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중국 연변지역은 조선족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으로 선정된 두 유치원의 유아들 역시 조선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일상생활
에서 평소 조선어를 주로 사용하는 가정의 유아들이 80% 이상이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
상 유아는 대부분 중국의 4선도시1)(Four-tier City)인 연변지역의 중산층에 해당되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유아들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
는 동일한 유치원의 유아들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한 유치원에 다
니고 있는 학전 유아의 수가 본 연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한 유아의 수(실험집단 유아 20명
이상, 통제집단 유아 20명 이상, 예비연구 집단 유아 20명 이상)가 부족하여 교육과정, 교사
자격, 유아의 생활수준 등 최대한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들로 구성된 유치원
1) 4선 도시(Four-tier시티)는 도시 규모, 경제 사회 발전 수준, 교통 건설이 일반적인 중간 도시이다.

두 개를 섭외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의 구
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구분

평균월령(개월)

남아(명)

여아(명)

총인원(명)

실험집단

71.04

12

12

24

통제집단

73.70

14

13

27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선정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은 K대
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서현정 외, 2018)으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존중의
가치를 반영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으로 개발되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만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명 존중 및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소중해요’, ‘함께해요’, ‘나누어요’ 총 3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제는 3개
의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성된 총 9개의 소주제는 각 소주제마다 6개, 총 54
개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활동은 창의인성요소[유아 창의인성 검사도구 참조]
를 중심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전략(11개) 및 교수-학습단계(4단계)를
중심으로 구현되어 있다. 교수-학습전략은 하나의 활동에 적절한 전략이 한 개 혹은 두 개가
활용되었으며[표 3, 표 4의 내용 참조], 교수-학습단계 역시 각 활동의 주제와 관련하여 단계
별로 중심 내용이 활동 계획안에 제시[표 4 참조]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도구로 활용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정보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총 54개의 활동 중 중국 유아
의 심리적, 발달적,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연구에 참여한 S유치원의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16개의 활동을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활동을 중심으로 2018년 3월 26일부터 5월 19
일까지 약 8주간 실험집단 유아 24명에게 매주 2회씩, 총 16회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하였다.
각 활동의 소요시간은 대략 30 40분이었으며 미술 활동의 경우 유아의 개인차에 따라 마
무리 시간이 약 5 10분 정도 추가로 소요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아 창의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은 <표 3>과 같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실험집단 유아에게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

구분

내용
소중해요: 음식은 소중해요, 우리집은 소중해요, 에너지는 소중해요

활동주제

함께해요: 나와 너 함께해요, 동식물과 함께해요, 자연과 함께해요
나누어요: 물건을 나누어요, 행복을 나누어요, 어려움을 나누어요
문제에 관심 갖기: 사회문제인식능력, 탐구능력

창의인성요소

대안모색: 다양성수용능력, 구체적판단능력
행동실천: 자기행동조절능력, 관계형성능력

교수-학습전략

거꾸로 생각하기

시네틱스(연결점 찾기)

두 줄 생각

신호등 토론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목마

사물과의 대화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속성열거법

희망열거법

시각화/심상
교수-학습단계

주제

인식

탐색

행동

발전

회기

활동날짜

활동명

창의인성요소

활동유형

1회

3월28일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대안모색

미술

시네틱스

2회

3월30일

지렁이, 지롱이

행동실천

음률

두 줄 생각

3회

4월2일

에너지가 뭐예요?

문제에 관심 갖기

이야기 나누기

4회

4월4일

지구지킴이 자동차

대안모색

신체표현

거꾸로 생각하기

5회

4월9일

행복한 불끄기

행동실천

미술

희망열거법

6회

4월11일

우리의 마음이 보이니?

행동실천

신체표현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7회

4월16일

서로 다르지만 같은 우리

문제에 관심 갖기

이야기 나누기

8회

4월18일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문제에 관심 갖기

신체표현

두 줄 생각

9회

4월23일

동물원 이야기

대안모색

이야기 나누기

신호등 토론

10회

4월25일

침침이와 팬팬이의 하루

행동실천

음률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11회

5월2일

어떻게 나눌까?

대안모색

토의

신호등 토론

12회

5월4일

행복 오감 딱지

문제에 관심 갖기

언어, 미술

거꾸로 생각하기

나

13회

5월7일

어려움을 나누는 쿠폰

행동실천

언어, 게임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누

14회

5월9일

스티커 나누기

행동실천

게임

거꾸로 생각하기

15회

5월14일

문제에 관심 갖기

미술

16회

5월16일

대안모색

게임

소
중
해
요

함
께
해
요

어
요

걱정인형아
나의 걱정을 부탁해
행복의 말을 전해요

교수-학습전략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목마

속성열거법
시각화/심상

사물과의 대화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신호등토록
희망열거법

며, 통제집단 유아는 평소 유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을 적용하도
록 하였다. 중국의 국가 수준 유아교육과정은 건강(체육, 신체건강, 정서적 안전, 위생, 안전
관련 활동), 언어(중국어와 민족어 관련 활동), 사회(해내기, 책임감, 부모 및 선생님, 조국에
대한 사랑 관련 활동), 과학(감각기관을 활용한 손과 뇌를 움직여 문제를 탐구하는 활동),
예술(미술, 음악 활동을 중심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할 수 있는 활동) 등 5개의 영역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활동의 예는 표 4와 같다.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5세 유아 창의인성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만
5세 유아 창의인성 검사도구는 국내 K대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검사도구(서현정 외, 2017)로
유아의 창의인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검사는 검사자와 유아가 일대일로 진행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본 검사를 시작하기 전 유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비검사를 위한
문항이 3개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만 5세 유아 창의인성 검사도구는 최현주, 최연철(2017b)이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의 유
기적 결합을 시도하여 도출한 창의인성요소를 기초로 한다. 창의인성요소는 선행연구를 통
해 수집된 창의성요소 31개(사고 및 인지 영역 14개, 태도/행동 및 성향 영역 17개)와 인성
요소 32개(사고 및 인지 영역 14개, 태도/행동 및 성향 영역 18개)를 기초로 동일한 영역 내
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들 중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에 대한 결합을 바탕으로
도출되었다.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의 유기적 결합은 1단계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의 영역
별 분류하기, 2단계 동일한 영역에서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의 유기적 결합 시도하기, 3단
계 문제해결과정에 따른 창의인성요소의 유목화하기, 4단계 문제해결과정 각 유목 내에서
세부유목화하기 총 4단계를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창의인성요소는
유목 3개, 세부유목 6개, 세부요소 27개로 구성되어 있다. 창의인성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 5와 같다.
창의인성요소를 바탕으로 구성된 유아 창의인성 검사도구는 문제에 관심 갖기 9문항, 대
안모색 6문항, 행동 실천 9문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도구는 4점 척도로
검사자와 유아가 일대일로 개별 질문을 하고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조금 그렇지 않다’ 2
점, ‘조금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채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검사도구의 전체
Cronbach α계수는 .85로 나타나 검사도구의 문항이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창의인성 검사 도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표준화 된 검

활동명

활동유형

창의인성요소

교수-학습 전략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미술

대안모색

시네틱스

구분

내

용

활동

⁎ 건강한 생활을 위해 음식이 필요함을 안다.

목표

⁎ 다양한 음식 사진을 활용하여 우리 몸을 창의적으로 구성한다.

활동자료

동화자료, 음식 사진, 가위, 풀, 도화지

단계

주요 내 용

인식

⁎ 길동이와 ‘냠냠’도깨비 동화 감상하기

탐색

⁎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행동

⁎ 음식의 특성을 탐색하여 동시로 표현하기

발전

⁎ 메뉴판에 재미있는 이름 짓기

<소중해요 마을의 냠냠 도깨비>
길동이가 눈을 떠 보니 처음 보는 집의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지?’하며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냠냠 도깨비가 길동이를 반기며 말했어요.
냠냠 도깨비: 안녕! 깨어났구나. 몸은 괜찮니?
길동이가 깜짝 놀라 말했어요.
길동: 어.... 근데 넌 누구야? 여긴 어디야?
냠냠도깨비: 응. 난 냠냠도깨비. 여기는 ‘소중해요’ 마을이고, 나는 우리 마을 제일 유명한 요리사지. 네
가 바닷가에 쓰려져 있어서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 먼저 이것 좀 먹어 봐. 내가 끓인 야채죽이야.
길동이가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말했어요.
길동: 야채죽? 으악, 싫어, 싫어. 난 죽도 싫고, 야채는 정말 싫은데....!
주제
동화

냠냠도깨비: 안 돼. 아프니깐 먹어야 해.
길동: 싫어, 싫어, 안..... 먹...... 어.........
길동이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길동: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냠냠도깨비: 길동아! 이렇게 먹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걸?
길동이는 생각했어요.
길동: (기운이 하나도 없어. 배도 너무 고프고... 하지만 난 야채죽은 정말 싫은걸?)
그 때, 고소한 야채죽의 냄새가 길동이의 코를 찔렀어요. 길동이의 배에서는 ‘꼬르륵 꼬르륵 꼬르르르
륵~’ 소리가 나네요.
길동: 그러면 딱 한 숟가락만 먹어볼까? 암~ 냠냠냠~
길동이의 생각과는 달리 야채죽은 너무나 부드럽고 맛이 있었어요.
길동: 이거 정말 맛있다. 야채죽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냠냠도깨비야 내가 이거 다 먹을게. 길동
이는 냠냠도깨비가 요리한 야채죽을 남기지 않고 냠냠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
1) 동화의 내용을 회상한다.

활동

- 길동이는 누구를 만났나요?

방법

- 길동이는 왜 야채죽을 먹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 그런데 길동이는 왜 다시 야채죽을 먹으려고 했을까요?

활동명

활동유형

창의인성요소

교수-학습 전략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만들어져요.

미술

대안모색

시네틱스

구분

내

용

2) 음식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 친구들도 길동이처럼 음식을 먹기 싫었던 적이 있었나요? / 왜 먹기 싫었어요?
- 만약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 우리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 채소(고기, 과일, 밥, 우유 등)는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3) 미술활동을 소개하고, 우리 몸을 표현할 수 있는 음식을 생각해 본다. (시네틱스)
- 이렇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여러 음식들로 우리의 몸을 만들어 보아요.
- 얼굴(머리카락,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 등)을 표현하려면 어떤 음식이 어울릴까요?
-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 우리의 얼굴(머리카락, 눈, 코, 입, 팔, 다리, 몸통 등)은 어떤 음식과 닮은 것 같아요?
- 어떤 점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활동

4) 다양한 음식 사진을 활용하여 우리의 몸을 콜라쥬로 표현한다.

방법
[활동방법]
마음에 드는 음식의 사진을 선택하여 가위로 오린다.
오린 사진을 도화지 위에 올려놓고 우리 몸의 형태로 구성한다.
풀로 붙여 완성한다.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추가한다.

5)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함께 감상한다.
- 어떤 음식들로 만든 사람의 모습인가요?
- 왜 이 음식들로 표현해 보았나요?
- 이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이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요?
확장활동

몸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분류해 본다.

사 도구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선정
한 유아 창의인성 검사 도구가 중국 유아에게도 적절한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대상이 아
닌 동일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전 유아 2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
비 검사는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함께 실시하여 검사 도구 및 평정 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았으며 이 과정을 통해 중국 유아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3개의 문항(‘나는 좋

유목

세부유목

사회문제
인식능력

세부요소

문항내용

타인생각 수용능력

1. 나는 우리 반에서 생긴 일에 관심이

사회문제 이해
다각적 사고
다양성 이해
외부자극 인식

문제에

문항수

Cronbach α

9

.62

6

.62

9

.75

24

.85

있다.
2. 나는 친구가 좋아하는 놀이와 싫어하
는 놀이를 안다.
3. 나는 우리 반 친구 모두에게 관심이
있다.

관심

4. 나는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집중력

갖기

적극성
탐구능력

5. 나는 활동이 힘들어도 끝까지 하려고
한다.

질문하려는 자세

6. 나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민감성

7. 나는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다.

긍정적인 열정

8. 나는 처음 보는 거에 관심이 많다.
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좋아한다.

다양한 문제 발견
다양성
수용능력

탈맥락성
자율적 문제해결
이타적 사고

대안
모색

도덕성에 기초한 분
구체적
판단능력

석적 사고
도덕성에 기초한 비
판적 사고
구체화된 선택

1.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놀이할 수 있다.
2. 나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
3. 나는 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
4. 나는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을 구
분할 수 있다.
5. 나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6.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친구에게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다.

개방적 탈고정관념

1. 나는 친구의 말을 잘 들어준다.

자기행동

책임감

2. 나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조절능력

자기주도성

3. 나는 친구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자기조절

노력한다.
4. 나는 좋아하는 놀잇감을 더 가지고 놀고
싶어도 기다리는 친구에게 양보한다.

행동

의사소통능력

실천

인내와 협동
관계
형성능력

민감한 반응
지도력
공정한 판단력
원만한 인간관계

5. 나는 맡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까지
잘한다.
6. 나는 우리반을 위해 힘든 일도 한다.
7. 나는 혼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놀자고
한다.
8. 나는 친구의 부탁을 잘 들어준다.
9. 나는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전체

아하는 놀잇감을 더 가지고 놀고 싶어도 기다리는 친구에게 양보한다.’, ‘나는 속상해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나는 왜 약속을 잘 지켜야 하는지 말할 수 있다.’)을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문항이 의미하는 내용이 변화되지 않는 수준에서 중국 유아가 이해하기 쉽게 변
형(‘나는 친구에게 양보한다.’, ‘나는 슬픈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나는 약속이 중요한 이
유를 설명할 수 있다.’)하였다.
예비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자는 담임교사에게 유아 창의인성 검사 도구에 대한 이
론적 배경 및 검사문항의 구성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담임교사가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고 검사가 끝난 뒤 교
사와 함께 검사 방법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하며 유아 창의인성 검사를 위한 교사 훈련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사후 유아 창의인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유아 창의인성 검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각 집단의 사전 사후 검
사 평균 및 표준편차를 분석하였으며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
하였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가 실시된 동일한 S유치원의 학전 유아 23명(남아 13명, 여아 10명)으
로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 된 실험집단 유아 및 통제집단 유아에 해당되지 않는 유아들이
다. 예비연구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총 16
개의 활동 중 3개의 활동을 선정하여 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3차에 걸쳐 시행되었
다. 예비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
났다. 다만 유아가 사용하는 언어를 고려하여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 한국어와 중국어를 동
시에 사용하여 활동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언어로 인해 유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연구자가 다른 언어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활동과 달리 활동의 소개 및
진행 방법에 있어 생소해 하는 부분을 체크하여 담임교사와 상의 한 후 다음 활동을 진행
할 때 참고하였다.
본 연구는 2018년 3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약 8주간 실시되었다. 본 연구가 시작되

기 전 연구자는 실험집단 유아와 통제집단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창의인성 사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가 끝난 뒤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유아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은 연구자 본인이 직접 시행하였다. 따라서 연구자는 예비연구를 실
시하는 동안 본 연구에 참여하는 실험집단 유아의 교실에서 매일 한 시간 이상씩 함께
활동하며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연구자는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유아의 특정 행동 및 상황을 연구자 노트에 기록하고 연구결과 분석을 위한 참고자료
로 활용하였다.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
전 사후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6>과 같다.

요 소

검사
사전검사

창의인성
사후검사

집단

M

SD

실험집단

3.17

.198

통제집단

3.11

.271

실험집단

3.40

.242

통제집단

3.25

.231

t
.978
2.293*

*

p<.05

<표 6>과 같이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창의인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창의인성은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M=3.17, SD=.198)과 통제집단(M=3.11, SD=.27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978, p>.05),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40,
SD=.242)과 통제집단(M=3.25, SD=.231)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293,
p<.05). 즉,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인성 하위요소 별 즉, 문제에 관심 갖기 능
력, 대안모색 능력, 행동실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문제에 관심 갖기 능
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7>과 같다.

요 소

검사
사전검사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
사후검사

집단

M

SD

실험집단

3.15

.209

통제집단

3.03

.319

실험집단

3.41

.285

통제집단

3.15

.209

t
1.556

2.678**

**

p < .01

<표 7>과 같이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문제
에 관심 갖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
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3.15, SD=.209)과 통제집단(M=3.03, SD=.319)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나(t=1.556, p>.01),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41, SD=.285)과 통제집단(M=3.15, SD=
.209)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678, p<.01). 즉,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
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문제에 관
심 갖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대안모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결과는 <표 8>과 같다.

요 소

검사
사전검사

대안모색
능력
사후검사

집단

M

SD

실험집단

3.18

.506

통제집단

3.25

.436

실험집단

3.41

.336

통제집단

3.11

.428

t
.538

2.780**

**

p < .01

<표 8>과 같이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대안
모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대안모색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
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모색 능력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M=3.18, SD=.506)과 통제집
단(M=3.25, SD=.43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538, p>.01), 사후검사
에서는 실험집단(M=3.41, SD=.336)과 통제집단(M=3.11, SD=.428)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t=2.780, p<.01). 즉,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
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대안모색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고 볼 수 있다.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행동실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사전 사후검사 결과는 아래의 <표 9>와 같다.
표 9와 같이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행동실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의 행동실천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요 소

검사
사전검사

행동실천
능력
사후검사
***

p < .001

집단

M

SD

실험집단

3.20

.286

통제집단

3.10

.337

실험집단

3.58

.236

통제집단

3.19

.353

t
1.153

4.622***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실천 능력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M=3.20, SD=.286)과 통제집단
(M=3.10, SD=.337)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1.153, p>.001), 사후검사
에서는 실험집단(M=3.58, SD=.236)과 통제집단(M=3.19, SD=.353)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t=4.622, p<.001). 즉,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행동실천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행동실천 능력은 앞서 살펴본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과 대안모색 능력
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효과를 나타낸 창의인성 하위요소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를 대상으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중국 유아교육현장
에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
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중국 유아에게 적용하고 창의인성 검
사를 실시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중국 유아의 창의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는지 분석
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p<.05)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
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유아에게도 창
의인성교육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의 효과는 성인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Schweinhart, Barnes, & Weikart, 2004)
유아기에 경험하는 모든 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은 아무
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의인성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다. 창의인성은 인간이 생활하는
주변 환경에서 끝임 없이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데 필요한 인간의 성품이다. 중국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언어유형과 유아의 창의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고산(2018)의 연구에 의하면 어
머니의 언어유형 중 인성 지향적 언어유형이 유아의 창의성 중 유창성 및 융통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어머니와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창의성과 인성의 관련성을 나타내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역시 창의인성교육이 유
아기부터 일상생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
라서 창의인성교육을 동시에 시도한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육 현장에 매우 의미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중국 유아교육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한국의 창의인성교육은 정책적으로 제시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아교사의 대부분이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은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개념 이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실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창현, 김성희, 2012;
최일선, 김정신, 2014). 하지만 창의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의 시작점인 유아교육에서 출발해
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창의성 요소와 인성 요소가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이은경, 2017; 이은희, 김수향, 2016)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한국 역
시 효과적인 유아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인성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
고 수업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
이다.
반면 중국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창의성과 인성이 각각의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을 뿐
두 영역을 결합하여 동시에 교육하고자 하는 시도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급속하
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임연정, 2015)로 인해 국가 차원에서 강조했던 창의성교육
뿐만 아니라 최근 공자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교육과정 속에 다시 포함(이수진,
2016)시키도록 한 것이 작은 변화일 것이다. 즉, 한국은 유아 창의인성교육의 발전 및 심
화 단계에 있다면 중국은 인식 및 관심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유아 창의인성
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해 동일한 아시아권 국가인 한국의 유아 창의인성교육을 바탕
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 유아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을 것이다.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은 국내 만5세를 대상으
로 유아 창의인성 함양에 대한 효과가 검증된 프로그램이다(서현정 외, 2018). 국내에서 개
발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유아뿐만 아니라 중국 유아에게도 유의미한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유아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인성 하위요소 각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인성 하위요소 인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p<.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제에 관심 갖기 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서 나타나는 작은 문제부터

사회 혹은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이다(최현주, 최연철, 2017). 따라서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은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나와 다른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며 다각적으로 사고 할 수 있
는 사회문제 인식능력과 집중, 적극적인 자세, 호기심 등을 기초로 하는 탐구능력을 포함한
다. 창의인성이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를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
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해결해 갈 수 있는 인간의 성품으로써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능
력이라고 볼 수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중국은 정치적으로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직
의 등급을 중요시하는 계급적 사회구조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효단, 2007;

,

2006). 이러한 사회적 특징은 당연히 교육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가 스스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금은 함께 공감하고 배려하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 빈곤, 전쟁 등 지구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세계
인들은 함께 공감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고민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지만 인구 세계 1위(2018 통계청 기준), 면적 세계4위(CIA 기준), GDP
세계 2위(2018 IMF 기준) 국가(NAVER 국가정보, 2018년 7월 3일 검색)로써 세계적으로 나
타나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심 국가 중 하나이다. 즉, 교육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필
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기부터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기초 능력
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들은 관련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여 교
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인성 하위요소 인 대안모색 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p<.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대안모색이란 다양한 시각에서 관심 주제를 바라보고, 발견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
결할 수 있도록 자료탐색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생성해 내는 과정이다(최현주, 최연철,
2017b). 대안모색 능력은 다양성 수용능력과 구체적 판단능력을 포함한다. 즉, 맥락에서 벗
어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모색되는 방안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유익한 것이어야 하며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어
야 한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요구되는 능력 중 대안모색 능력은 앞서 언급된 문제에 관심 갖기

능력과 뒤에 언급 될 행동실천 능력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즉,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창의인
성 관련 교육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유아 창의성 교육의 목표를 호기심 육성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짜오 만통, 2012), 중국 현행 유아교육과정의 목표설정에 있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일들
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해보는 경험보다 모범 답을 찾기 위한 훈련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김경철, 김효단, 2017). 따라서 중국의 유아교육은 유아가 문제 해결
을 위해 스스로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과정이 대부분 생략되거나 제공되지 않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을 스스로 모색하고 구체적으로 생성해 갈 수 있는 교육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되길 기대
한다.
셋째,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창의인성 하위요소 인 행동실천 능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수준(p<.00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행동실천 능력은 다른 창의인성 하위요소 중 가장 높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실천이란 사고를 통한 선택 및 평가와 관련된 의식적이고 계획
적인 활동으로써, 상황에 맞게 자신의 행동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
한 다양한 노력을 의미한다(최현주, 최연철, 2017b). 따라서 행동실천 능력은 사회적 규범
및 공동의 선과 일치되도록 자신의 감정 및 행동 등을 바꾸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
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이다. 특히,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상황에 적절
한 의사소통하기, 인내하기, 협동하기, 공감하기 등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중국은 교사 중심적 교수방법과 집단활동을 강조한다(Pang & Richery, 2007). 또한 중국은
산아제한정책과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부모의 자녀 과잉보호 및 부모의 교육과정 운영 간
섭 등 교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소신 있는 교육을 저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성희,
고을심, 사영숙, 2009).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부모의 간섭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유아교사는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사 주도형 수업을
많이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아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도 극히 드물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 과정 속 놀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현황을 분석한 연구(이성희, 고
을심, 사영숙, 2009)에 따르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국교사와 중국교사 모두 매우 높
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놀이를 지속하는 시간이 중국은 한국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유아교사는 놀이 계획의 방해 요인으로 과다한 학습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학습 프로그램은 주로 교사 주도로 진행
되는 주입식 교육을 뜻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유아는 자신이 판단하고 행동하기보다 지
시에 따른 수동적 행동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과 중국 유아교육기관의 거친 놀이 실태 및 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연구(

,

나귀옥, 2016)에 따르면 중국의 유아교사가 한국의 유아교사보다 거친 놀이를 더 많이 허용
하고 심지어 중국 교사가 한국 교사 보다 유아의 거친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거친 놀이는 장난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으르렁 등 동물소리를 내고 쫓고 쫓기는
놀이를 하는 등과 같은 놀이를 일컫는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제시한 연구와 상반되는 결
과로써 중국 유아교육 현장에서도 교사 주도가 아닌 유아 주도로 이루어지는 놀이 중심 활
동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교실 내에서는 자유선택활동보다
주로 교사 주도의 활동이 중심이 되며 거친 놀이는 하루 60분정도 제공되는 실외놀이에서
만 허용된다(

, 2013)는 한계가 있다. 물론 이 두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유아교육 현장의 모든 면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살펴봤
을 때 중국 유아가 창의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기회는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성 안에서 인성을 강조하는 학자들(Cskiszentmihalyi, 1996; Cropley, 2001; Wilber, 2006),
반대로 인성 안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Bull, Montgomery & Baloche, 1995; Peterson &
Seligman, 2004) 모두 창의인성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르지만 창의성과 인성이 함께 함양되
어야 함에 동의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유아 창의인성교육은 중국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중국의 세계화를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론에 제시한바와 같이 중국은 아직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중국인들 대부분은 창의적인 인물로 정치가를 꼽는 등
창의성을 인지적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최인수 외, 2011; Yue, 2003)을 고려할 때 창의
성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창의성과 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
된 창의인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유아교육에서 효과적인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한다면 중
국 유아교육의 질적인 발전, 더 나아가 중국 교육현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유아교육의 형평성이 개선
되고 있으나 여전히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유

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은 교사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등 유아교
육 현장의 실질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국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학문적 실천적 지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양국 간 유아교육 발전에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연구대
상으로 선정된 유아는 중국의 연변지역에 위치한 S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들이다. 중국은
나라의 특성상 지역에 따른 경제 및 교육 수준의 차이가 크고 중국 각 지역의 사회 문화
적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중국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유아를 대
상으로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된 지속가능발전지향 유아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총 54개의 활동 중 16개의 활동을
선정하여 적용하였다. 유아 창의인성교육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에 동의한 S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약 8주간 시행되는 것
에 그쳤지만 총 54개의 활동을 모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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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tion of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cusing on Chinese Young Childre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n the creativity-character of Chinese young children and
their responses, by apply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oriented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program to
Chinese young children. For this, selecting total 51 young children(24 children for experimental group, 27 for
control group) of S kindergarten in Yanbian, China as the research subjects, the researcher applied the 16
sessions of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to the young children of the experimental
group for about eight weeks. On top of conducting the creativity-character test before/after applying the
program, all the responses of Chinese young children shown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program were
transcribed/analyze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sustainable development-oriented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developed in Korea had effects on the creativity-character of Chinese
young children in the significant range. Also, the responses of Chinese young children were changed throughout
total three stages during the program. The stage1 shows the unfamiliarity and fear while the stage2 shows the
conflict between hesitation and challenge. The stage3 shows the courage and practice. In other words, in the
initial application of the program, Chinese young children felt unfamiliar and difficult to express their own
thinking. As the program was progressed, however,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activities.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ffect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for Chinese young children.

주제어(Key Words) 창의성(creativity)
인성(character)
창의인성(creativity-character)
창의인성교육(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중국 유아(chinese young childr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