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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첫 글
21세기에 이르러 창의성(creativity)만큼 강조되는 말
이 또 있을까? 어느 국가든 조직사회든 성공적 미래를
여는 키워드로 창의성을 꼽고 있다. 최근 우리 교육사
회에서 창의성이 화두가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창의성
에 대한 정의는 아직 일정하지 않다. 분야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교육계 입장
만 봐도 교과 관점(물론 동일 교과 내에서도 학자 간
견해가 다양하지만)에 따라 그 해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수학교육에서는 창의성을 ‘특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 능
력’(김판수, 2005; 조석희, 2003; Fouche, 1993; Krulick
& Rudlick, 1999; Sheffield, 2006)으로 보는데 대체로
동의한다. 과학교과는 ‘다양한 생각이나 자료들을 통
합해 하나의 새로운 형태로 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
하는 능력’은 물론 ‘문제발견력’까지 포함시킨다(박종
원 2004; Shanahan & Nieswandt. 2009; Newton &
Newton, 2009). 사회교과는 ‘직면한 사회현상의 문제
를 알고 정보를 수집해 확산적 사고로 해결방법을 제
시하는 협동능력’(김보경, 2008; Baloche, 1994; Sewell,
Fuller, Murphy, & Funnel, 2002)으로 이해한다. 또
음악교과는 ‘음악을 창작하고 연주하며 분석할 수 있
는 유능성’(Mark, 2003; Maud & Peter, 2001; Peter,
1990)을 창의성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 많은
교과에서도 자신들의 전공특성에 알맞은 창의성 개념
을 찾고 그 교육적 실현을 위해 분주히 고심하고 있
다.





그렇다면 체육교과의 창의성 관련 움직임은 어느
수준일까? 그간 체육의 경우 무용영역에서 거의 독보
적 입장으로 이 분야를 다뤄왔다. 이 연구들은 미리
개발해 둔 창작무용 프로그램이나 즉흥적으로 전달받
은 소리나 주제를 표현하는 활동이 학습자의 창의성
계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밝혔다(예를 들어, 김화숙,
1989, 2000; 배소심과 김인실, 2000; 조은영, 2007;
Cone, 2009; Donna, 2006; Kerry, Anna, Linda, &
Veronica, 2009). 이러한 노력들은 체육에서 창의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공헌했다. 그러나
일반교과의 관점에서 해석해 둔 창의성의 다양한 개
념들을 연구자마다 서로 달리 활용했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학교체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실현은 더욱 요원하
다. 초등학교의 많은 교사들(53.3%)은 안전사고를 유
발하기 쉽고,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약하
며, 특히 실기시간을 줄이면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체육수업에서 창의성교육을 외면하고 있다(손준구,
2010). 이는 체육교과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신체발달과 기능향상에 집착하려는 교사들의 그릇
된 가치정향 탓도 있지만(손준구, 2006, 2008; 유정애,
2002; 최의창, 2007), 창의성 개념을 인지적 영역으로
만 바라보려는 관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이 글은 체육교과 특성에 맞는 창의성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촉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이 글은 2009년도 부산교육대학교 대학원전공 연구과제 지원에 의한 것임.
** june@b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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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체육교과 창의성의 시작과 한계
앞서 언급했듯이 체육의 존재이유를 신체발달과 기
능향상에서 찾는 교사들이 많다. 그렇지만 이미 지난
세기에 체육교과의 이념과 패러다임이 전환됐음을 장
황하게 재론할 필요가 있을까? 19세기까지 ‘신체의 교
육(education of the physical)' 또는 ’신체를 위한 교육
(education for the physical)'으로만 여겨왔던 체육이
‘신체를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the physical)'으
로 바뀌면서 해야 할 일들이 대폭 늘어났다(Almond,
1989; Hellison, 1985; Van Dalen & Bennett, 1971). 무
엇보다 신체건강(physical fitness)이나 운동기능
(psychomotor) 영역 외에도 도덕성과 사회성 등의 인
성교육(character education)과 인지력과 표현력 등의
지적 교육(intellectual education) 목표들을 추가하고
그 이론체계를 서둘러 마련했다(Bucher, 1975).
교수방법도 크게 달라졌다. 19세기 초 Jahn의 독일
체조 이래 체육은 100여 년 이상 신체훈련의 성격을
띤 채 직접적이고 형식적인 지도방법을 적용해 왔다.
당시 지도자들은 학습자의 체력과 운동기능을 향상시
키는데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Gallahue, 1987; Van Dalen 등, 1971). 그러나 직접지
도방법으로는 새롭게 바뀐 체육이념을 실현하기 곤란
했다. 체육학자들은 당시 타 교과에서 유행했던 간접
교수, 문제해결, 탐색교수, 유도발견 등의 인지기능을
자극하는 방법들을 적용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
법들은 직접지도방법의 대안적 수단이긴 했지만, 체육
교과 패러다임의 모든 과정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 방
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Metzler, 1999).
이렇듯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탐색하던 중에 Laban과
Lawrence(1947)의 움직임교육(movement education)이 주
목을 끌었다. Laban 등은 이를 효율적 무용동작을 탐색
하는데 목적을 두었지만, Logsdon, Barrett, Ammonds,
Broer, Halverson, McGee, 그리고 Roberton은 그 개념을
인지적 교육을 위한 틀로 다듬었다(Jewett & Bain, 1985
에서 재인용). 이 움직임교육은 나중에 Metzler(1999)가
탐구수업모형(inquiry teaching model)을 개발하는 근거
가 됐다. 탐구수업모형에서 창의성 개념은 교사의 발문을

통해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또 움직
임교육처럼 창의적 신체활동을 명시해두고 있지만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이 모형은 비록 인지기능을 제1
목표로 삼아 심동적 영역을 위축시켰다는 비판도 있지
만, 체육교과 창의성의 가능성을 진단하는 계기가 되기
도 했다(Gallahue, 1987; Hall, Sweeny, & Esser, 1980).
1960년대에 이르러 Mosston(1966)은 교수 스펙트럼
(spectrum of teaching style)을 통해 체육교과에서 창의
성 교육을 수행할 보다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교수-학습 과정을 ‘3가지 의사결정(과제활동 전, 과제활
동 중, 과제활동 후)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전제했다.
그리고 이 결정과정마다 교사나 학생 중 어느 쪽 권한
이 더 큰가에 따라 체육수업 유형을 11가지로 나눴다
(Mosston 등, 2002에서 재인용): 지시형(command style),
연습형(practice style), 상호학습형(reciprocal style), 자
기점검형(self-check style), 포괄형(inclusion style), 유도
발견형(guided discovery style), 수렴발견형(convergent
discovery style), 확산발견형(divergent discovery style),
자기설계형(learner-designed individual program style),
자기주도형(learner-initiated style), 자기학습형(self-teaching
style).
교수 스펙트럼을 현장에서 적용해 본 체육교육학자
들은 확산발견형을 창의성 계발을 위한 가장 좋은 접
근법으로 꼽고 있다(Cleland & Pearse, 1995; Hinson,
1998; Pica, 1998a, 1998b; Todorovich & Curtner,
1998). 특히 학자들은 Mosston의 감환과정(P-F-D 과정)
에 관심을 가졌다. 교사가 학습자에게 문제해결에 필
요한 여러 가지 가능한(Possible) 방법들을 찾게 하고,
이 가운데 실행할만한(Feasible) 방법들을 고른 다음
가장 바람직한(Desirable) 방법을 다시 정하도록 돕는
학습활동이야말로 체육교과의 창의성을 실현하는데 크
게 기여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Mosston의 확산적 사고개념은 현재 일반교과에서도
인지적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인정하
고 있다(김보경, 2008; 김판수, 2005; Baloche, 1994;
Krulick & Rudlick, 1999; Maud & Peter, 2001; Newton
& Newton, 2009; Sheffield, 2006; Swell 등, 200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Logsdon 등의 움직임교육
개념, Mosston의 확산발견형, 그리고 Metzler의 탐구

손준구

수업모형은 체육교과의 창의성 교육을 위한 중요한 시
도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Mosston도 자신의 확산발
견형에서 창의성은 정의적 영역이나 심동적 영역과는
거리가 멀다는 제한점을 남겼고(Mosston 등, 2002에서
재인용), 움직임교육에 기초한 Metzler(1999)의 탐구수
업에서도 인지적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아쉬
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체육교과에서 창의성을 인지적 영역에서 이해하려
는 관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학교체육
의 경우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서 창의적 신체표
현의 목표를 명시하고 제5차 교육과정(1987-1992)에서
효율적인 운동수행의 탐구능력 배양을 강조하며 창의
성 교육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교육부, 2001). 또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신체활동가치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한 전인교육’을 총괄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
해 건강지식과 실천능력, 도전능력은 물론, 창의적 사
고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교육부, 2006).
그러나 정작 체육교과 창의성의 개념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이끌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창의성은
곧 인지적 영역으로서 고등사고의 핵심’인 것으로 해
석하거나 아무런 부연설명 없이 ‘창작무용을 위한 요
소‘ 정도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체육교과에서 창의
성은 인지기능으로만 그쳐서도 안되며 무용단원의 한
부분에만 국한시킬 수도 없다.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목표를 포함해야 하며 모든 이론 및 실기단원의 특성
과 내용에 부합해야 한다.
주지위주의 일반교과마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창의
성을 과연 인지적 영역으로만 봐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을 벌여 왔고 최근 그 개념을 정의적 영역까지 확
대시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크다. 연구결과들에 따르
면(성은현 & 김명소, 2003; Davis, 2000; Eisenberger &
Cameron, 1998; Plucker, 1999; Sternberg, 1988; Urban,
1995; Weisberg, 1999), 동기, 인내, 모험, 책임감, 개방
성 등의 정의적 영역은 창의적 사고와 연관성이 깊다.
창의적 사고를 발현하고 이를 지속하며 완성에 이르도
록 돕는 것이 정의적 능력이다. 이 때문에 이 영역을
창의적 인성이라 부르기도 한다. 심동적, 인지적, 정의
적 영역의 통합교과인 체육에서 그 영역별 창의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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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서둘러 정립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III. 그 한계극복을 위한 논의
Guilford(1950)가 창의성을 ‘유창성(fluidity), 융통성
(flexibility), 독창성(originality)이라는 인지요소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확산적 사고
력’(Csikszentmihalyi, 1999; Torrance & Ball, 1984) 이
라 정의를 내린 후 60년이 흘렀다. 그렇지만 창의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게다가 그
견해들이 일치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다양하게 해석
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교과교육 관점이
나 창의성을 Guilford가 말한 인지적 요소뿐 아닌 정
의적 요소까지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구체적 예다.
이런 점에서 체육 창의성을 논의하기 쉬운 일이 아니
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체육
교과 창의성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하나는 보편적 관점으로서 Guilford 이후 여러 학
자들이 주장했던 보편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방법이다.
교과교육의 관점이나 학자 간 입장이 무엇이든 창의
성을 ‘새롭고 가치가 있는 것을 유창하게 만들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는데 이견은 없다(Mark, 2003;
Newton & Newton, 2009; Sheffield, 2006; Swell 등,
2002). 여기에는 Guilford가 제시했던 유창성과 독창
성 외에 가치성이 기본개념으로 수용돼 있다(Amabile,
1997; Cropley, 2000; Csikszentmihalyi, 1999; Davis,
2000; Eisenberger & Cameron, 1998; Sternberg, 2001;
Torrance 등, 1984; Urban, 1995; Weisberg, 1999). 따
라서 우리 체육교과에서도 독창성(originality), 가치
성(value), 유창성(fluency)을 근간으로 창의성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첫째, 독창성: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이나 형태로 체
육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둘째, 가치성: 체육과제를 해결하거나 우수한 성과
에 기여하는 능력
셋째, 유창성: 복잡하고 다양한 체육과제를 능숙하
게 수행하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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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교과적 관점으로서 체육목표를 이루는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부합하는 하위요소들을
추려내 그 용어들의 정의를 새롭게 내리는 방법이다.
이 하위요소들은 체육교과의 창의성 개념을 구성하는
구체적 요소가 된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들을 근거로
그 요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동적 영역의 창의성으로 Jewett 등(1985)이
Simpson(1966)과 Goldberger 등(1982)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체육목표 분류체계에서 추출한 7개 요소(아
래의 4개 요소 외 인지, 유형, 적응을 포함함) 가운데
창의성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4개 요소를 추
려낸 것이다.
① 세련성(refining): 복잡한 조건 속에서 정확하고
숙련된 운동수행 능력
② 다양성(varying): 성공적인 운동수행에 기여하는
다양한 신체능력
③ 즉흥성(improvising): 예고 없이 변화하는 운동
상황에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신체능력
④ 구성력(composing): 기존의 운동요소들을 결합하
거나 변형해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하는 능력
둘째, 인지적 영역의 창의성이다. 지금까지 체육교
과의 목표는 Bloom(1956)이 일반교육에서 제시했던 지
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는 6개 요소를 그대
로 수용하는 경향이 컸다(Bucher, 1975; Jewett 등,
1985). 그러나 이 글에서는 체육교과 창의성 연구에 기
여한 Mosston 등(2002)의 발견 영역 9개 요소들 가운

데 그 의미가 연관되는 요소들을 묶어 4개로 재구성했
다(정렬, 범주, 설계를 하나로 묶어 설계로 명함. 상상,
가상, 해석을 하나로 묶어 상상으로 명함. 문제해결과
가설을 하나로 묶어 문제해결이라 명함. 그리고 정당
화의 명칭은 그대로 활용하고 개념은 그 의미를 요약
해 재진술함).
① 설계(designing): 움직임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이
나 공통적 속성에 따라 그 순서를 정렬하고, 분류하는
설계하는 능력
② 상상(imaging): 주어진 움직임 기준을 해석해 독
특한 정신적 이미지로 형성하는 능력
③ 문제해결(problem solving): 움직임의 다양한 방
법들을 발견하고 가설을 세워 비교분석해 가장 활용성
높은 방법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④ 정당화(justifying): 자신이 창조한 움직임 방법을
뒷받칠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셋째, 정의적 영역의 창의성이다. 이 영역은 최근
창의적 인성(creative personality)에 속하는 요소들을
근간으로 삼았다. 창의적 인성에는 비협조, 탈규범, 개
인주의 등의 부적 요소들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Davis,
2000; Lingeman, 1982; Torrance 등, 1984), 체육이념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정의적 특성들도 포함돼 있다.
Amabile(1997), Csikszentmihalyi(1999), Davis(2000),
Sternberg(2001), Torrance 등(1984), Weisberg(1999)의
공통적 요소들을 가려내 그 정의를 재정립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체육교과 창의성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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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기(motivation): 외적 보상보다는 성취욕이나
자기만족의 내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에 의해 적
극 참여하는 태도
② 모험심(adventure): 새로운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지고 위험이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
③ 심미력(aesthetic appreciation): 미적 움직임을 추
구하고 표현하며 감상하는 능력
④ 책임감(responsibility): 개인과 집단의 목표를 위
해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
이상에 따라 체육교과 창의성은 ‘체육의 특정한 과
제해결에 필요한 가치가 있고 독특하며 숙련된 인지
적, 심동적 능력은 물론, 그 능력을 발휘하려는 욕구와
태도’라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를 체육교과의 창의적 인간이라 이해할 수 있다. 이
러한 체육교과의 창의적 개념과 영역별 요소들을 <그
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V. 끝 글
체육분야에서 창의성 연구가 부진한 것도 교육실현
이 요원한 것도 그 개념을 독자적으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체육은 신체교육이 아니다. 신체발달과
기능향상에 집착했던 전통적 가치정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구호에 그쳐왔던 인지적, 정의적 교육의 이념도
함께 실현해야 한다.
이제 교사주도하에 학습자가 이리저리 수동적으로
이끌리는 교육이 환영받는 시대도 아니다. 스스로 문
제해결에 필요한 원리와 방법들을 상상하고 설계하는
학습자. 새로운 움직임에 적극 참여하며 개인과 집단
의 목표를 완수하는 학습자. 다양한 운동과제를 자신
만의 방법으로 세련된 동작으로 수행하는 학습자. <그
림 1>에서 그려보려는 독창적이고 가치적이며 유창한
인간, 즉 창의적 체육인의 모습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 여러 학자들이 밝힌 창의성의 다
양한 개념 및 요소들을 근거로 체육교과의 창의성 개
념을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들을 예로서 제시해 봤다.
그렇지만 이 개인적 견해를 우리 교과에 그대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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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예시적 개념들에 대한 정당
성 논의가 반드시 뒤따르기 기대한다. 가감할 요소들
을 따지거나 용어의 정의를 가다듬기 위한 논의는 체
육교과 창의성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그 개념을 정립
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이 바
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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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Discussion on Creativity Concept in Physical education
Son, Jun-Gu(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having been unable to define its own viewpoint of creativity, has uncritically
accepted the concept from other fields till now. Therefore, this study analysed common factors for creativity
many researchers suggested, and reconstructed them in accordance with physical educational viewpoint. These
are unique, cognitive and psychomotor skill worthy of physical educational problem solving, and a desire and
attitude for exhibiting them. Also, factors of domain are as follows:
First, the psychomotor domain includes refining, varying, improvising, and composing. Second, the cognitive
domain includes designing, imagining, problem solving, and justification. Third, the affective domain includes
motivation, adventure, aesthetic appreciation, and responsibility.
I do not adhere to applying these concepts to the physical educational field. The concepts necessarily need
to be under justified discussion. I hope there would be debate on analyzing variable factors or refining the
definition of terminology.
※ Key words : physical educational creativity, originality, value, fl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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