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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명의 초임 유아교사들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이들이 구성한 창
의적인 유아와 창의적인 교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참여한 초임 유아 교사는 각 각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교사가 된 지 1년, 2년째 되는 초임 유아 교사들이다. 이들은 기
관에서 실행한 창의성에 대한 교사교육을 4주 동안 받은 후,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16주
동안 실행하였다.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함께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논의하
고, 각자 반에서 실행을 하고 난 후, 매 주 모여서 함께 평가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디오
를 보고 자기 평가를 하거나 반성적 저널을 썼다. 본 연구의 자료는 두 명의 교사가 쓴 반
성적 저널, 개인 인터뷰, 교육계획안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초임 유아 교사들이 구성한 창의적인 유아는 남과 다른 생각
이나 행동을 시도하며, '지금 현재'의 놀이에 몰입하는 유아라고 인식하였다. 창의적인 수
업을 하는 교사는 과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융통성을 갖고, 실천하는 교사
라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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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의적인 사회의 기초는 교육에 있다... 아동들에게 왜(know-why)에 대한 질문 뿐 만 아니
라 어떻게(know-how)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우리의 교육방법이 변화되어야만 한다”

(Higgins, 1994)

빠르게 변화해가는 지식 정보화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변화되고 있
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 하는 능력보다 수 많은 정보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새롭게 조직하고, 생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도 단순히 지식 전달의 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교육으로 변
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 2009년에 개
정한 교육과정에는 창의 · 인성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배려와 나눔
을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2009. 12. 17. 개정 교육과정)의 개념
이 강조되었다. 2013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3-5세 누리과정에서도 창의성은 기본생활 습관,
전통문화와 함께 모든 교육과정 영역에서 강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추구하는 인간상도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이 포함되어 있다(2012, 교육과학부).
창의성에 대한 정의나 수준은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Rhodes(1961)는 개인(person)의
인지적 능력이나 정의적 능력, 과정(process), 산출물(product), 환경(place)적 측면에서 창의
성을 살펴보았고(Cropley, 1992), Csikszentmihalyi(1999)나 Sternburg & Lubart(1992), 그리
고 Urban(1990)은 이러한 요소들이 함께 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나타난 것을
창의성이라고 이라고 보았다. Urban(1990)은 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창의성 교육은 총체적으
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창의성 요소들이 상호 독립적 체제를 구성하지
만, 각 요소 간에 상호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환경적 관점에서 창의성을 바라본

Csikszentmihalyi(1999) 역시 창의성이란 문화적 규칙의 시스템 내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개
인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투자이론을 강조한 Sternburg와 Lubart(1992) 도 통합적인 관점을 갖
고, 개인의 지적 능력, 지식, 사고유형, 성격특성, 동기와 환경 요소들을 함께 결합해서 살펴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몇몇 학자들은 무엇을 창의성으로 볼 것인지 그 수준을 구분하여 창의성 개념을 정의하
였다(Kaufman & Beghetto, 2009; Kozbelt et al., 2010; Richards, 1990; Runco, 2004). 대체
로 누구나 동의 할 수 있는 명백한 창의성을 큰 창의성이라고 칭하였고, 일상적인 맥락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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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맥락 안에서 접근하는 창의성을 일상적 창의성(Richards, 1990), 개인적 창의성(Runco,

2004),

혹은 작은 창의성(Kozbelt

et

al.,

2010)이라고 칭하였다 또한,

Kaufman과

Beghetto(2009)는 큰 창의성(Big-C creativity), 전문적 창의성(Pro-C creativity), 작은 창의
성(little-c creativity), 미니 창의성(Mini-C creativity)으로 구분하였다. 즉, 누구나 알 수 있
는 명백한 수준을 큰 창의성(Big-C creativity)으로, 아직 모든 사람이 알 진 못하지만 전문
가 집단에서 인정을 받는 전문적 창의성(Pro-C creativity)으로,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
판단되는 창의적인 산출물을 작은 창의성(little-C creativity)으로,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험과
행동, 그리고 사건들에 대해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선하게 해석을 보이는 미니 창
의성(Mini-C creativity)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구분된 창의성의 종류는 바뀔 수 있다. 미니
창의성에서 작은 창의성으로, 혹은 전문적 창의성이나 큰 창의성으로 바뀔 수 있지만, 중요
한 것은 창의성의 시작이 되는 미니 창의성에 대한 민감성과 이에 대한 적절한 자극을 제공
해 주는 것이다(Beghetto & Kaufman, 2007). 특히 개인적인 수준에서 미니 창의성이 작은
창의성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 새롭고 유용한 것이라고 동의를 해주어야 한
다. 이처럼 창의성 개념은 강조하는 것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한편,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창의성 교육에 대해 Jeffery와 Craft(2004)는 창의성 수업

(teaching creativity)과 창의적인 수업(teaching creatively)으로, Cremin(2006)은 창의성을
위한 수업(teaching for creativity)과 창의적인 수업(teaching creatively)으로 구분하였다. 여
기에서 창의성 수업(teaching creativity)이나 창의성을 위한 수업(teaching for creativity)은
교사가 유아들의 창의성이나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하는 가에 초점을 맞
춘 것이다. 유아 ‘개인’ 의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 창의성 교육이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과정’이나 ‘산출물’을 강조하는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진다. 유아들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교
사의 역할 수행 (박상희, 김경의, 이효숙, 2006),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윤정혜,
이연선, 박지영, 박선미, 2006), 그리고 학급 분위기나 교사들의 태도나 행동에 따라 유아들
의 창의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선행연구들에서 밝히고 있다(Cropley, 1992; Dababneha

et al., 2010; Fairweather & Cramond, 2010; Plucker, Beghetto, & Dow, 2004; Rubenson &
Runco, 1995; Sternberg, 2010; Sternberg & Lubart, 1999).
반면에 창의적인 수업(teaching creatively)은 교사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를 위해 교사의 자율성과 스스로 반성의 시간을 갖는 것
이 강조된다(Eisner, 1985).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선행연구
들은 유아교사들의 성격이나 의사결정 양식과 관련시켜 창의성을 살펴보고 있다(장영숙,

2008; 정미영, 안효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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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양적인 측면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교사들의 인식들을 살펴보
았다. 그러나 실제 유아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을 직접 실행하면서 자신들이 경험한 창의성의
개념이나 자신들의 창의성 교육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없다. 또
한 제안된 창의성의 개념이나 방식에 따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용하여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김영채, 2007; 이동원, 2004; 최석민, 2004), 초임 교사인 경우는 더욱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초임 교사인 경우 습득한 지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력 교사와 차이가
있다고 한 Carter(1990)의 연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임 유아교사들이 창의성 프로
그램을 실행하면서 유아들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의 과정과 교사들이 스스로 구성한 창의성
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임 유아교
사들이 구성한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둘째, 초임 유아교사들이 유아의 창
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스스로 구성한 교사들의 창의적인 수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도 C시 대학 부설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2명, Y
교사와 C 교사였다. 두 명의 교사는 4년제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한 후, 유아교육기관에서
근무한 초임교사였다. 만 5세반 Y 교사는 처음으로 교육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만 4
세반 C 교사는 2년째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였다.

Y 교사는 창의성 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지만, 창의성 수업 경력이 7년이 넘는 전문
교사와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이 함께 창의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만 5세반의 창의성
수업은 전문 경력 교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Y 교사와 대학원생은 전문 경력 교사와 함
께 창의성 활동을 진행하였다.

C 교사는 만 4세반 담임교사로 경력 2년의 교사로, 창의성 수업을 1년 동안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C교사가 담당한 반의 창의성 수업은 C교사가 창의성 활동을 주도하여 진행
하였으며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 1명이 함께 활동을 도와 수업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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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절차
학기 초 3월, 4주 동안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성에 대한 교사 교육을 실시하였다. 실
시한 교사교육의 내용은 창의성 교육의 철학, 개념, 목표, 실시방법, 교사의 역할 등에 관
한 것이었다. 교사교육을 실시한 강사는 창의성 수업을 7년 이상 실시한 외부 전문 경력
교사였다. 본 연구에서 선별한 창의성 프로그램은 이영 및 김온기(2001)가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기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기준을 활용하였다. 즉, 유아들의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고, 유아들의 교육과정 속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기
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교육 목표는 인지적 측면, 정의적 측면, 과학적 개념과 과학의 과
정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선별하였다. 특히, 교육내용은 유아들의 발달 및
흥미 상태를 고려하여 총 16개의 활동으로 교육내용을 선정하였다. 선정한 창의성 교육 프
로그램의 내용은 <표 1>에, 전개 방법은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1> 실시한 만 4, 5세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만4세 프로그램 명
나를 소개합니다.
신문지 놀이
으아악 거미다.
녹말가루 비
그림자 놀이
빨간 단추
호기심 정원
색팽이
야채즙 만들기
꿈틀이를 찾아줘
탑을 쌓아요.
미역 불리기
바다로 간 편지
세모가 모여서
어떻게 만들지?(비누)
비가 오는 날엔

만 5 세 프로그램
나를 소개합니다.
그림자 놀이
소시지, 소시지
색동 밀가루
빨간 단추
탱탱볼 만들기
호기심 정원
신문지 놀이
꿈틀이를 찾아줘
동물원을 만들어요.
탑을 쌓아요.
반으로 나누기
바다로 간 편지
세모가 모여서
어떻게 만들지?(비누)
보물선

<표 2> 실행한 창의성 교육의 일부 활동의 예
활동명: 휴지놀이
준비물

- 휴지, 물, 볼, 절굿공이, 절구통, 체, 깔때기, 우유팩 및 몰딩할 수 있는 폐품.

준비물 배치

- 교실 바닥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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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 책상에 재료를 배치해 둔다.
- 휴지의 특성을 이해하고 휴지를 물에 넣어 휴지의 형태, 농도, 질감의
활동목표

변화를 알아본다.

- 젖은 휴지에서 물을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탐색한다.
도입

- 휴지를 보여주며 이야기 나눈다.
- 휴지를 물에 넣고 변화를 탐색한다.

전개

- 젖은 휴지를 손으로 뭉쳐보거나 짜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기를 제거해
본다

확장

마무리

- 여러 모양의 용기를 이용해 몰딩 해 본다.
- 활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마무리 한다.

4월부터 7월 초까지 총 16주 동안 창의성 교육프로그램이 매 주 1회 씩 만 4세반과 만
5세 반에 각 각 실행하였다. 만 5세 반은 Y교사, 전문 교사, 유아교육 전공 대학원생 1명
이 함께 창의성 수업을 진행하였고, 만 4세반은 C교사, 유아교육전공 대학원생 1명이 함께
창의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매 회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한 후, 두 명의 교사는 창의성 교육에 대한 평가
를 각 반별로 하였다. 그러나 만 4세와 5세 프로그램의 내용 중 비슷한 활동의 경우는 전
문 경력 교사와 함께 두 반의 교사가 함께 평가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의 내용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되면서 경험한 개별 유아의 활
동내용에 대한 교사의 관찰내용 및 유아들의 반응, 교사-유아 간의 상호작용, 유아-유아
간의 상호작용, 수업 진행 상 느낀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이었다. 평가의 마무리단계에서는
다음 주에 진행될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때, 사전에 결정한 활동은 상황에 따
라 유아의 흥미나 활동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순서가 조정되기도 하고, 다른 활동으
로 바꾸어 활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참여한 2명의 초임 유아 교사는 매 회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전, 실행 후,
평가 활동 후, 혹은 자신의 비디오를 본 후 자신의 수업에 대한 반성적 저널을 썼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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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이들이 쓴 반성적 저널과 인터뷰 자료, 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했던 교육계획안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되었다. 자료 수집과 동시에 자료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자들이 초임 유아 교사들의 저널을 교사별로 정리하고, 저널을 읽으면서 초기 코
딩을 한 후, 다시 여러 차례 읽으면서 자료를 유형별로 수집하였다. 동시에 인터뷰 자료
및 교육 계획안 등의 자료도 함께 분석하였다. 유아의 창의성과 교사의 창의성의 의미와
관련된 단어 및 개념을 포함한 저널의 에피소드 및 면담 내용을 정리하고, 이 과정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한 주제별로 부호화를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적으로 작성된 연구물을 연구 참여자들에게 읽어보게 하였으며, 연구자들의 결과 해석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구성원 체크를 하였다. 또한 삼각 기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높였다.

Ⅲ. 연구 결과
유아들에게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두 명의 초임 유아교사가 구성한 유아
의 창의성에 대한 의미와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자신들의 시도를 통해 교사가 구성한
창의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들은 우선, 창의적인 유아는 남과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시도하며, 지금 현재의 놀이에 몰입하는 유아라고 보았다. 둘째, 교사의 창의성은 과제 중
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와 창의적 융통성을 갖고 실천하기로 보았다.

1. 유아 창의성- 창의적인 유아의 모습

(1) 남과 다른 사고나 행동을 시도하는 유아
창의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하지만, 초임 유아 교사들은 일상적인 놀이 활동 속에서
유아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
었다. 창의성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동안 다른 유아들과 달리 독특한 언어적 표현, 신체적
표현,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경우 창의적이라고 표
현을 하였다. 다음의 사례는 실제 놀이 상황에서 초임 유아 교사들이 창의적이라고 표현한
경우이다.
<사례 1>
바다로 간 편지라는 활동은 각자 편지를 쓴 후, 작은 통 속에 넣고 편지가 물에 젖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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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었다.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대부분 좋아하는 친구
나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지만, 그 중 한 유아는 해적에게 편지를 썼다. 그 유아는 보물지도
를 유리병에 넣어서 어떻게 보내면 좋을 지, 그리고 해적이 이 보물지도를 보고 어떻게 찾
아올 것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가 설명한 내용이 놀라웠다.

(Y 교사, 반성적 저널)
<사례 2>
밀가루를 입으로 후~ 부는 행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현: (손으로 밀가루를 비비면서) 하얗고 눈처럼 떨어져요.
빈: (손으로 꾹꾹 누른 후 그 모양을 보고)벌집이에요.
연: 아빠가 부는 담배연기요.
연이가 말한 내용은 다른 유아들과 다른 독창적인 내용이었다. 밀가루를 입으로 불었을
때 연이는 담배연기가 생각났던 것이다. 이처럼 유아들이 표현한 것을 격려하고 자신의 생
각과 느낌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구성주의 교사가 지녀야할 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C교사, 반성적 저널)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임 유아교사들은 같은 맥락 속에서 다른 유아들과 달리 표
현하는 경우나 교사 자신이 인식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왔을 때, 놀라워하기도 하고 독창적
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유아가 표현하는 참신성

(Cropley, 2001)의 요소가 창의성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개개 유아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표현하는 새로움, 그리고 주어진 정보에서 다른 정보를
조합하거나 연결시키는 과정 및 결과들이 유아의 창의성이라고 정의하였다.

(2) 지금 현재의 놀이에 몰입하는 유아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푹 빠짐’ ‘몰두하고 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완전히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몰입은 활동을 실행하면서 나타나지만, 매번 나타나지는 않는다.
몰입은 활동과 분리된 것이 아니다. 몰입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관심사가 되는 어
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예견된 결과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에 몰두하는 것이다(최석민, 2004). 이처럼 알고자 하는 내적 동기에
의해 (Amabile, 1996) 유아가 자신의 활동 자체에 푹 빠져 몰두하는 모습에 대해 초임 유
아 교사들은 창의성이라고 보았다. 다음의 사례는 유아들의 창의성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초임 유아 교사들이 창의적이라고 표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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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유아들과 그림자에 대해 탐색하고, 그림자놀이를 하였다. ․․․유아들은 그림자에 대한 굉
장한 관심과 흥미를 보였다. OHP를 제시하자, 유아들은 빛으로 나아가 신체를 움직이거나
손 그림자를 만드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에게 자신이 만든 손 그림자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유아들도 있었다. ․․․ 유아들이 신체로 그림자를 잡거나 움직일 때 사용할 밀대와 계단
을 만들어보려고 준비한 색깔판은 내가 준비했던 용도와 전혀 다른 의도로 활용되었다. 유
아들은 자기 스스로 요술봉, 전갈, 피카츄, 막대사탕, 칼 등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고, OHP
에 이것들을 올려서 그림자를 관찰하였다.

(Y 교사, 반성적 저널)

<사례 4>
보물선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이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볼 수 있
었다. 한 유아는 처음으로 혼자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였고, 동전을
올릴 때 물이 들어갈까 조심조심하면서 성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일상을
함께 하는 유아들이라 무뎌질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
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Y 교사, 반성적 저널)

<사례 5>
찰흙을 아주 납작하게 만들고 있던 영이에게 다가갔다.
교사: 무엇을 만드니?
영이: 이거요. 납작하게 만들어요.

(납작하게 했다가 다시 다 떼어내며) 신기하죠?
영이는 힘을 가하면 찰흙은 납작해 질 수도 있으며 다시 손으로 모았을 땐 원래 모양으로
뭉쳐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냈던 것이다.

(C 교사, 반성적 저널)

위의 사례를 보면, 유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교사나 친구들에 의해 외적인
동기에 의해 놀이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 동기에 의해 놀이 활동을 참여하고 있었
다. 이들에게 나타난 순수한 즐거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가 표현되고
있다. 또한 개별적인 유아가 갖고 있는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될 때 까지 노력을 하였다. 특히, 찰흙 놀
이를 하는 영이의 모습에서 교사나 제 3자가 인정해주는 창의성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궁금증에 대해 유아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하고, 그 궁금한 점을 찾아
서 알아가는 작은 창의성의 수준을 이해하고 있었다. 즉, 개인적이고 잠재적인 성향인 미니
창의성(Kaufman & Beghetto, 2009)에 대한 이해를 초임 유아 교사가 민감하게 바라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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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유아 스스로가 스스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대상에 대한 자신의 의미
부여 과정이며, 자기 구성의 과정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Dewey, 1916).

2. 창의적인 교사- 교사의 창의성

(1) 과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창의성에 대
한 인식수준이 높거나 창의적인 교사는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강영선,

1998; 차미정, 1999). 창의적으로 가르치기에 대해 초임 유아 교사들은 과제 중심적 사고에
서 벗어나서 유아들에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모든 것
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체크를 하는 것에 익숙한 과제 중심
적 사고에 익숙했던 초임 유아교사들은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다음
은 초임 유아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사례 6>
나는 창의성 수업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알면서도 나는 자
꾸만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 같다. 유아들이 반죽을 탐색하도록 시간을 줘야겠다고 생각하
지만, 자꾸 반죽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다. 이로 인해 유아들이 자신들의
사고를 확장하지 못하고, 점점 흥미가 떨어진 것 같다.

(Y 교사, 인터뷰)

<사례 7>
창의성 수업시간에도 그러한 태도로 인해 자율적인 관계가 아닌 타율적인 관계로 수업을
해 나갔던 것 같다. 물론 일상생활보다는 마음을 개방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아들에게 권
위 있는 선생님으로 유아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 위한 선생님으로 보이길 바랐던 것 같
다. 이번 시간을 통해 이제는 유아들에게 강요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유아들의 생각을 미
리 읽고 공감하며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
을 하게 되었다.

(C 교사, 인

터뷰)

<사례 8>
유아들에게 일방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가기 보다는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부분에 더욱
깊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C 교사, 반성적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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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임 유아 교사들은 유아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을 갖고, 유아의 모호한 태도를 허용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태도와 성향을 가져야
만 한다고 생각한다(신건권, 2001). 그러나 실제 활동에서는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고자
하지만 활동 과정 속에서 자꾸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 갈등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행동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유아들에게 나타나는 다름이나 참신성에 대해 수
용의 폭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유아들이 교사가 예측하거나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사고를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경우, 혹은 놀이에 빠져서 자신에게 직면한 문제를 스
스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까지 유아들의 다름을 받아들어야 하는 가에 대해
갈등하게 되었다. 다음은 초임 유아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사례 9>
활동을 시작할 때, 유아들의 반응을 보고, ‘아 이렇게 시작하면 정말 유아들도 즐겁고 나
도 즐겁게 오늘 이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유아
들이 활동에 몰입하면서 점차 유아들이 많이 흥분을 하였기에 나는 자칫 미끄러져 다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신은 양말을 벗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유아들이 몰입하여 놀이를
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이렇게 기분 좋은 상태에서 공을 회수해야 공 만드는 욕구가 더
커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반대로 ‘이렇게 기분 좋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을 뺏으면 기분이 나빠져 더 이상 활동을 하기 싫어하지 않을까?’하고 고민하였
다. 결국 나의 고민의 해결책은 공을 회수 하는 것이 아닌 페트병을 회수하고, 자리에 앉
아 공을 굴리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나름대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중간 정도
의 활동을 택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조용해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C 교사, 반성적 저
널)

<사례 10>
나는 머리로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은

‘내가 계획한대로 해주길 바래.’ 라고 외치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나와 상호작용이 잘
되는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하였다.
널)

<사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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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유아들이 자신의 생
각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만약 나라면 아이들이 저
렇게 자유분방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유아들과 함
께 자유분방 하게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만 당황하였을 것 같고 유아들에게 어느
정도의 제한의 가하였을 것 같았다.

(Y 교사, 반성적 저

널)

위의 사례처럼 초임 유아 교사들은 유아들이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용
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실제 어느 선까지 창의적 행동
과 사고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수용하는 수준과 어떠한 교수행동을 선택 할 것인
지 갈등 하고 있다. 유아들이 활동에 몰입을 하면서 직접 탐색을 하고, 실험을 하는 중에
때로는 교실 안에서 지켜야 할 규칙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교사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도달하는 경우들이 있다. 창의적 행동과 사고의 허용에 대한 기준을 상황에
따라 결정하고, 그에 따른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인식하였다. 때로는 유
아들의 창의적 사고와 행동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로서 부담되거나 불편
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또 다른 걸림돌이 되는 것은 기다림의 어려움이다. 유아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유아들에게 지금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여유 있고, 민감하게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
하지만, 교사가 활동을 진행할 때 계획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초임 유아 교사들의 생각이다.
<사례 12>
유아들의 생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을 줄어야할 것 같다. 유
아들의 생각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교사의 발문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다.

(Y

교사,

인터

뷰)

<사례 13>
‘유아들을 기다려주면, 유아들은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유아들의 활동
시작을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꼈다. 나도 모르게 유아들이 자신들의 독특한 생각
으로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의 생각대로 유아들
을 이끌어 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빨간 단추 활동을 할 때,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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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는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유아들이 자유롭게 생각해보고 만들 수 있도록 지켜봐주
는 것이 교사에게 필요할 것 같다.

(C 교사, 반성적 저널)

위의 사례에서처럼 초임 유아 교사들은 민감하게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면 유아들
과 좀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교사는 주변세계에 대한 예민
한 감각을 가지고, 유아들의 경험에 함께 공유함을 통해 이들의 창의성을 격려하는 것(신
건권, 2001)을 이해하지만, 이를 위해 유아들에게 시간을 주고, 이들의 행동이나 사고에 대
해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였다. 특히, 일방이 아닌
쌍방의 관계를 맺기 위해 민감한 접근을 위해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2) 창의적인 융통성을 갖고 실천하기
교사가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융통성(inventive flexibility)이 요구된
다(Halliwell, 1993). 창의적인 융통성이란 필요에 대한 명백한 이해,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 사건을 평가하고 모니터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
다. 이러한 창의적인 융통성을 실천하는 과정은 지속적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였다.
반성적 사고란 정신 속에서 사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중시하고, 그 문제를 연속
적으로 사고하는 것(Dewey, 1933)이다. 반성적 사고는 직면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도구
로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험을 재조직하고, 변형시키는 과정이다.
초임 유아 교사들이 창의적인 융통성을 실행하는 것에 걸림돌처럼 느끼는 것은 자신들
이 과연 창의적인 교사인가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다. 다음은 초임 유아 교사들의 이야기이
다.
<사례 14>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나 역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고정 관념을 깨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한다면 어떨까?’라는 의
문을 가지고 유아들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갈등 과정을 해결 해 나간다면 나와
유아 모두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Y 교사, 반성적 저

널)

<사례 15>
창의성이라 하면 나와 거리감이 느껴진다. 무언가 새롭고 특별함만이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나와는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내게도 과연 창의성이 내재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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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까,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얼마나 발휘하는 교사 일까?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창의적인 교육과정과 수업전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일까?’하는 궁금증을 늘 가지고 있었으며 나와 창의성이 과연 관계는 있
는 것인지 평소 ‘창의적이다’라는 얘기를 들어 본적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성은
나와는 별개라고 생각 했다. 그러나 처음 긴장했던 것과는 달리 유아들의 자유로운 생각
을 나의 생각, 또 나와는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드리고, 그러한 생각들을 격려하는 과
정 속에서 그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부분들을 찾을 수 있었다.

(C 교사, 반성적

저널)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Y 교사나 C 교사 모두 자신의 창의성에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고민은 자신이 과연 유아 창의성 교육을 가르칠 수 있을까? 라는 부담감이 생
겼다. 이에 대해 Y 교사는 스스로 창의적으로 사고를 하는 연습을 하면서 창의성을 기르
고자 노력을 하였다. C 교사는 유아들의 다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이러한 다름에 대한 격
려를 하는 가운데 이들의 창의성을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커지고 있음을 스스로 경험하
였다.
초임 유아 교사들의 창의적 사고의 폭이 넓어지도록 한 것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생각
하면서,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과정으로 가능했다. 이들은 기존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을 실시하지만, 이들은 계획- 실행- 평가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교수 행위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 과정을 실행하였다. 다음의 과정은 초임 유아 교사들이 창의적인 가르침을
하기 위해 실행했던 과정들이다.
<사례 16>
‘그림자 수업’을 실행하기 전, 나는 그림자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그림자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빛에 관련된 다른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
었는지 찾아보았다. 그림자 탐색을 확장하는 방법, 그림자 탐색 방법, 손 그림자 모양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나라면 그림자 수업을 어떻게 진행 할지 고민 해보았고, 나는 정
보를 토대로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고 나의 생각으로는 유아들이 그림자 인형극을 제안해
야겠다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 유아들은 그림자를 잡기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망사 끈을 묶는 모습과 색깔판과 셀로판지를 반사판이 아닌 빛에 직접 올려놓고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 그 때 교사가 동의와 인정을 해주었지만 어떻게 더 활동을 확장시
키거나 빛보다는 반사판에 올려놓고 보도록 유도하는 것과 반사판 위에 망사를 올려둔다
면 어떨지에 대해 발문을 하여 활동을 확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교사가
나름대로 미리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활동을 할 때는 그 분야의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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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교사, 반성

적 저널)

<사례 17>
휴지놀이 활동을 초기 계획할 때는 책상에서 활동을 하려 했으나, 직접 준비를 할 때 유
아들의 동선을 생각해 보니 책상을 움직이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자칫하면 유아들이
어수선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동적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정적
인 활동으로 바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활동은 교실 바닥에서 하기로 하였다. 나
는 유아들이 편안하게 교실 바닥에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아세테이트지를 바닥에 깔았
다.

(C 교사)

<사례 18>
나는 충분히 탐색을 한 후 물을 넣으려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상치 못하게 유아가 밀가루
에 물을 넣는 것을 보고, 순간 당황하였다. ‘어떤 발문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떤 태도를 보
여야 할까?’ 갈등하다가 ‘그래, 이왕 물을 넣게 되었으니 물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꾸고, 그에 맞는 발문을 하기 시작하였다.

(C 교사)
<사례 19>
오늘 활동을 한 후, 내가 미리 계획했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통성 있게 시
간을 배분하는 것도 교사가 지녀야 할 능력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정해진 시
간에 빨리 수집을 하러 나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유아들이 하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해
주지 못했고, 더 큰 호기심을 보였던 유아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 그 당
시에는 몰랐는데 녹화한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 비디오를 본 후 나는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는 태도로 활동에 임해야겠다는 생각과 여유를 가지고 유아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
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C 교사)

위의 사례는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 초임 유아 교사들은 실행하
기 전, 실행하는 과정, 그리고 실행 후 자신들의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반성적인 사고를
실행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기본 매뉴얼에 있는 활동의 내
용을 단순히 수동적으로만 따르지 않고, 유아들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을 하고, 사전에
관련된 다른 자료들을 찾아 활용을 하였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Y 교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던 지식의 부족함을 인식하였다. 이들은 창의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매뉴얼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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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되었지만, 조금 더 유아들에게 창의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직접 찾아보았다.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유아들의 흥미나 관심을 불
러일으키고, 이들의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았다. 또한 실행을 하
는 과정 속에서는 교수 활동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하며 의사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 수업이
끝난 후 스스로 비디오 분석을 분석하거나 함께 평가회를 갖으면서 자신들의 창의적 교수
활동으로 전개 되도록 하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두 명의 초임 유아교사들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들이 구성한 유아의 창의성과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
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두 명의 초임 유아 교사들이 구성한 유아의 창의성의 의미는 Rhodes(1961)가 강조했던
개인(person)적인 측면과 과정(process)과 산출물(product)이 포함되어 있었다. 초임 유아
교사들은 각 개인의 유아가 얼마나 많은 발산적 사고(Guilford, 1950)를 하며, 다양하고, 독
특한 아이디어를 시도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근거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인식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도를 통해 나타난 결과물은 독특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산해 낸
것과는 다르다(Sternberg, 1994)는 것을 내포하며 표현을 하였다.
또 다른 중요한 초임 유아 교사들이 구성한 유아 창의성에 대한 의미는 교실 맥락 속
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창의성(Richards, 1990), 개인적 창의성(Runco, 2004), 혹은 작은 창
의성(Kozbelt et al., 2010)에 대한 이해였다. 초임 유아 교사들에게 유아 창의성이란 어떠
한 위대한 창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했으며, 새로운 사고를 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은 Kaufman과 Beghetto(2009)이 구분했던 창의성
의 수준 중 ‘작은 창의성(little-c creativity)’과 ‘미니 창의성(mini-c creativity)’에 대한 의
미 부각이다. 초임 유아교사들은 교실에서 유아들이 만든 결과물이나 개인 유아가 갖고 있
는 지금 현재의 궁금증에 대해 유아가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입하고, 그 궁
금한 점을 찾아서 알아가는 과정을 창의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뿐 만 아니라 개인적이고 잠
재적인 성향인 ‘미니 창의성’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 초임 유아 교사들이 보여
준 작은 창의성이나 미니 창의성에 대한 발견과 지원은 후에 전문적 창의성이나 큰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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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창의성의 시작이 되는 미니 창의성을 민감하게 아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미니 창의성에 대해 적절하게 양육되지 않는다면 이는 없어질 수 있다

(Beghetto & Kaufman, 2007). 그러므로 교사로서 유아들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미니 창의성이 작은 창의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은 점차 더
커다란 의미의 창의성의 수준으로 변환될 것이다.
둘째, 초임 유아 교사들이 인식한 교사의 창의성은 과제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초임 유아 교사들은 유아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사자신, 참신성에 대한 수용, 격려, 인정하기, 그리고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Cropley, 2001)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실제 교수 상황에서는 어려움을 경험하
였다. 이러한 과정은 초임 교사가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이 있지만, 이들은 유아들의 참신
성에 대한 생각이 존중되고 상호간에 우호적이며 새로운 생각이 공유되도록 하는 교실분
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참신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유아들의 반응을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
문에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초임 유아 교사들은 유아가 자신의 독특하고 엉뚱한 생각들조
차 거부되지 않고 서로에게 수용된다는 느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였지만 이를 실제 교실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임 유아 교사들은 창의적인 융통성(inventive flexibility)을 표방
하며 교수 활동을 실행하였다(Halliwell, 1993). 초임 유아 교사는 유아들의 창의성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를 했
으며, 실제 교수 상황에서는 유아의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실행하는데 따르는 희생을 감수
하면서 실행을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초임 유아 교사들이 보여준 창의적인 융통성은

Dewey의 반성적 사고와 연관이 있다. 즉, 반성적 사고 과정을 통해 창의적 가르침을 실행
하고자 하였다. 결국, 초임 유아교사들이 구성한 창의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는 좀 더 흥
미 있고, 유아들이 참여하고, 즐겁고,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
다.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가르침은 유아의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
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때,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창의적인 가르침을 포함한
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에게 두 가지 형태 모두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안 할 수 있다. 우선, 초임 유아 교사들이 구성
한 유아 창의성의 의미를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에 대한 기준을 과연 무엇으로 보고, 어떻
게 유아 교사들에게 창의성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인지적인 창의성 측면을 강조하고 있었다. 즉, 유아들의 사고나 행동이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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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참신한 것이 창의성의 준거가 기준이 되어 유아의 창의성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창
의성 교육도 개인의 인지적인 측면의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
이 인지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유아 교사들
에게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창의성 개념 뿐 만 아니라 사회-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통
합적으로 접근하는 창의성의 개념으로 확장시켜 주는 창의성 교육이 요구된다. 교사가 교
실 환경을 적절하게 제공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구성되는 사회-환경적인 측면
에서의 유아 창의성 뿐 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 환경적인 측면을 모두 ‘통합’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창의성 교육으로 확장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임 유아 교사들이 구성한 교사 창의성의 의미를 통해 현장의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창의성 교육내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의
창의성은 Jeffery 와 Craft(2004)가 주장한 유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가르침

(teaching creativity)과 유아를 창의적으로 가르침 (teaching creatively)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나타났다. 이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창의성은 유아 창의성 교육을 실행하면서 나타난
어려움이나 자신의 수업을 창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없다. 그 보다 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육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명의 초임 유아 교사의 생각을 질적으로 다룬 연구이기 때문에 이에 추후
의 연구에서는 양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 상황에 알맞은 창의성에 대하여
재 정의하고 있는 연구들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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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creativity of children and teachers from two
no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spectives. Each novice early childhood teacher
implemented a creative education program in her classroom for 16 weeks after getting
a teacher training about children's creativity. At the end of each session of creative
education program, each teacher had an evaluation time and wrote their reflective
journals. Date sources were reflective journals, in-depth interviews, and several
artifact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 meaning of children's creativity related
to children'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inking and acting differently as well as
engaging fully in their current play. 2) The meaning of teachers' creativity related to
teacher's personal characteristics, such as escaping from task-oriented tendencies as
well as implementing with inventive flexibility.

▶Key Words : novice early childhood teacher, children's creativity, teacher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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