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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예비교사의 창의·인성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공예교육의 인식 제고 방안*
류 재 만**

＜초 록＞
디자인과 공예는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디자인 공예교육은 미술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한다. 기존의 디자인공예교육이 단편적인 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 받고 있
다. 창의・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디자인공예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안으로 내러티브 구성하기,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를 교대생 3학년 2개 반(58명)을 대상으로
1학기 간 적용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서 디자인 공예교육에서 창의・인성지도가 어떻게 가능
한 지를 이해하고, 디자인 공예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변화를 통한 창의・인성 교수 역량을
강화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둘째, 본 강좌와 창의・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셋째, 본 강좌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역량 함양
정도 인식에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신념 및 동기인식, 교사의 자기계발, 창의적 성향 및
인성이 증가하였다. 넷째, 향후 창의·인성교육 관련 강좌의 요구 내용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사례와 창의성 교육방법의 제안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예
비 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주제어(key words): 디자인공예교육(Design and Graft Education), 창의·인성교육(creativity· character
education), 내러티브(narrative), 포트폴리오(portfolio)

I. 서 론
최근의 미술교육의 동향을 보면 ‘삶을 위한 미술교육’과 ‘시각적 내러티브’을 강조하
* 본 논문은 2013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김현철 외(2013). 창의・인성교육 선도 교원대학의
보고서 중에서 본인이 담당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본학회 회원, 서울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부교수, jmr3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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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삶을 위한 미술교육은 실생활에서 미술과 시각적인 사물, 시각적 행위들과
소통하고 향유하기 위해 미술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러티브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각하게 도와주며, 자신들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다른 사
람들과의 관계나 환경을 설명하도록 돕는다. 인간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기 위한 것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미술영역 중 하나가 디자인공예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신발, 옷, 컵, 접시, 스마트폰, TV, 광고, 간판, 교통표지
판, 자전거, 자동차 등을 매일 접하는 것은 우리는 디자인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디자인공예교육의 문제점으로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면에서 단편적인 기능
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노병득, 2003), 교과서 참고작품의 단순모방이나 변형 수준이며
(최현경, 2011; 인선양, 2012; 황지연, 2013), 교사 인식부족과 방임적 표현활동 위주(김
소현, 2013)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의 디자인공예교육이 제작기법이나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디자인공예교육이 실기 기능 중심 강의
에서 벗어나 창의·인성교육 관점에서 새로운 디자인공예지도의 모색이 요구된다.
최근 디자인공예교육의 새로운 연구 동향은 융합적 접근과 스토리텔링 접근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융합적 접근은 이운정(2014)의 연구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위한 디자인 수업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가 있다. 대전시 대덕연
구단지에 있는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원으로 인근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인 대덕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창의적
인 인재, 융합유형 모형의 이론을 적용하여 자전거에 연구소의 이야기를 담는 디자인
작업을 진행한 연구이다. 스토리텔링 접근은 강수연(2013)의 연구로 ‘디자인 사고를
적용한 어린이 스토리텔링 교육에 관한 연구’가 있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팀별로 ‘우리들의 이야기 책 만들기’와 개인별로는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의 주제로 등장인물의 감정지도를 몇 개의 장면으로 스토리보드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책을 만드는 것을 연구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최지현(2014)로
‘스토리텔링기법을 활용한 중학교 디자인 실습 제안 연구’가 있다. 중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발상 단계에서 콘셉트 매핑을 하고, 디자인 전개 단계에서는 스토
리보드를 작성한 것을 가지고 스케치하는 순으로 적용한 연구이다. 이러한 최근의 연
구들은 디자인공예 지도가 그동안 비판 받아온 제작기법 중심에서 융합과 스토리텔링
을 활용한 디자인공예교육으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예비교사들의 디자인 공예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디자인공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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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강좌의 창의・인성 교수 역량을 높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
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내러티브 구성하기와 포토폴리오 작성하기를 선택하였
다. 내러티브가 있는 디자인공예는 디자인 계획단계에서 선물할 사람을 먼저 선정하
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것으로, 삶 속에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의 관련된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게 된다.
내러티브를 통해 다른 사람과 관련시키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을 시각적 이미지를 형상
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창의성교육이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수업 중에 이루어진
교수 학습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는 활동에서 창의・인성지도가 이루어지는 과
정을 내면화 할 수 있고 또 포트폴리오 자체가 학교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도할 학습
교재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공예교육’ 강좌를 주차별 강의 계
획 및 내용을 개발하고, 내러티브 구성하기와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를 각 강의 주제에
적용하였다. ◯◯교대생 3학년 2개 반(58명)을 대상으로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1학
기) 적용하였고,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사전 사후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Ⅱ.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디자인공예교육의 방안
1. 창의·인성교육의 특성과 교육요소
창의・인성교육이란 21세기 글로벌 인재 양성에 필요한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기
위하여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
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
치와 풍토를 조성하고,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
기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문용린, 2010).
1) 창의성 특성과 교육요소
창의성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교육학용어 사전에 보면 창의성이

124 造形敎育 第52輯 2014

란 ‘새로운 관계를 지각하거나, 비범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또는 전통적 사고유형
에서 벗어나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思考)하는 능력’(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1995)이라
정의하고 있다.
창의성을 특성을 창의적 사고력, 창의적 성격, 창의적 환경의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
보면, 창의적 사고력의 하위요인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창의적 성격은
민감성, 개방성, 독자성, 상상력, 호기심, 과제집착력을, 창의적 환경은 긍정적이고 수용
적이며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김진숙, 김승보, 성은현, 2012, pp. 15-22)
창의성에 대한 명시적 이론 이외에도 일반인들의 창의성에 대한 암묵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연구결과에서도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은 인지, 성향, 동기로 구별할 수 있다
(김현철 외, 2013, p. 35).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창의성교육 요소의 구성
특성
인지

성향
동기

지식기반
사고의 확장
사고의 수렴
문제해결력
독립성
개방성
호기심/흥미
몰입

교육요소
최전선 네트워크
확산적 사고, 상상력/시각화 능력, 유추/은유적 사고
논리/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문제발견, 문제해결
용기,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복합적 성격,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감수성

출처: 김현철 외, 2013, p. 35

2) 인성교육의 특성과 교육요소
인성(人性)이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의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품은 ‘사람
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의미한다. 인성의 의미를 ‘성품’, ‘품성’, ‘인격’, ‘성격’ 등 학자
들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인성의 개념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들을 보면 다음
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동양적인 전인(全人)과 같은 것으로 보거나(김신일 외, 2001; 강선보 외, 2008; 손병욱,
2010), 심리적인 특성으로 보거나(최신일, 2008), 좋은 품성 또는 덕으로 보거나(윤영돈,
2009; 조강모, 2009), 인간 본연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장성모, 1996, 장성모, 류한구, 이
환기, 1998). 인성을 전인으로 보거나 인간 본연의 성격으로 보는 경우는 ‘인성’의 영어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고, 인성을 도덕적 품성으로 보려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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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로, 인성을 심리학적인 특성으로 보려는 경우는 인성을 ‘personality’로 보려는
경향을 갖는다(이명준, 외, 2011, pp. 6-7).

인성교육의 내용은 교육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인간을 길러낼 것인가에서 도
출되어야 한다. 인간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이나 요소에 관한
견해는 시대에 따라,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들이 있다.
“기존의 인성교육의 착한 도덕군자 양성, 이타성 강조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창
의성을 촉진하고 창의성을 발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으로서 인성’을 의미”(문용린
외, 2010, p. 18)한다. 이 인성교육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인성교육 요소의 구성
특성
인간관계 중심 덕목
인성적 판단능력

교육요소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
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

출처: 김현철 외, 2013, p. 42

2. 창의·인성교육 성공의 핵심은 ‘교사역량’
창의·인성교육은 실제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판
가름 나게 되어 있다. 결국 교실수업에서 창의·인성교육을 담당하게 될 교사의 역량
이 더욱 중요해 지게 되었다.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교사들은 ‘창의적인 산물’을
강조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도 창의적이며 인성을 갖춘 교
사인 경우가 많다. 특히 창의적 인재양성에 관심이 많은 교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현철 외, 2013, p. 5)
①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배우도록 격려한다.
② 상호 협조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적인 교수법을 활용한다.
③ 사실적 지식의 숙달은 소홀히 하지 않는다.
④ 그럴듯한 오류나 터무니없는 실수를 허용한다.
⑤ 자기 평가를 촉진한다.
⑥ 모든 질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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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⑧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⑨ 올바른 활동에 보상을 해주는 용기 있는 활동에도 보상을 제공한다.

결국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적이면서 인성도 갖춘 교사에 의해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과 더불어 미래의 예비 교사들이 양성 과정에서부터 창의·인성교
육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3.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디자인공예교육의 방안
예비 초등 교사들의 창의・인성교육의 교수 역량을 강화를 위한 디자인공예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제고를 위해 디자인공예교육의 새로운 접근 방안으로 ‘내러티브 구성
하기’,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를 이용하였다. 이 방안을 통해서 지도해야할 창의성 요
소는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시각화하는 구상에
서 구현되는 것을 직접체험을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 인성교육 요소는 내러티브를 구
성하는 과정에서 선물할 사람(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자신에
게 등)을 염두에 두고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내러티브에 맞게 제작된 작품을 선물하
는 일련의 과정에서 스스로 인식하게 된다. 또, 포트폴리오 작성 양식의 요소 중에
‘지도해야할 창의성 요소’와 ‘지도해야 할 인성교육 요소’를 직접 찾는 과정 속에서 디
자인 공예교육에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된다.
1) 내러티브 구성하기
내러티브는 어원은 라틴어 ‘narr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야기하다’, ‘말하다’의 의
미를 갖는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Polkinghorne(1988/2009)은 내러티브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한 개념으
로 정의하였다. 첫째, 내러티브는 이야기(stories)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것
은 인간 상호 간에 형성되는 이야기의 과정이나 역사를 의미한다. 둘째, 내러티브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삶 속의 이야기를 도식화하는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내러티
브는 단편적 인간관계에 의한 일회적 성격이 아닌 연속성을 지닌 시간 이해에 따른
역사(histories)를 포함한다(박남정, 201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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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lly & Clandinin(1992)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이고, 내러티브
는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한다.

단일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

‘이야기’를 사용하고 탐구의 방법(inquiry)을 언급하기 위해 ‘내러티브’를 사용한다. 삶
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고(story telling), 다시 이야기하는(story telling)과정을 통하여
경험의 의미는 끊임없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러티브를 구성하는 것은 일
련의 경험적 사건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조화하면서 해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
였다(추갑식, 2012 재인용).
스토리텔링이 남에게 알리고자하는 것을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
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내러티브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포함하며 이런 과정
들이 인과관계로 엮어진 일들을 연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내러티브는 디
자인하기 전에 먼저 선물할 사람을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선물할 사람을 선정하
는 과정에서 동기유발이 되고, 선물할 사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막연하게 디자인부
터 생각했을 때보다 그 내용에 알맞은 디자인이 더 쉽게 구상할 수 있다. 둘째, 디자
인 공예교육에서 내러티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전통그림에 구현된 이야기
가 자연을 빌어 상징성을 부여한 것을 이해하고, 이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 내러티브
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전통그림에 등장하지 않은 자연물에 대해서는 자연
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상징성을 부여하게 한다. 예를 들면 상감청자 필통 만
들기를 지도할 경우 내러티브를 적용하면 예전에는 필통 제작하는 방법과 장식 기법
을 위주로 지도했다면, 본 강좌에서는 필통을 선물할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선정
한 이유와 그 사람의 특성, 장점 등으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
성, 인품 등을 고려하여 장식할 무늬를 구안하여 필통을 제작하고 선물할 사람에게
직접 선물하는 것에서 내러티브가 있는 필통 제작이 가능해진다.
2) 포토폴리오 작성하기
포트폴리오는 자신이 쓰거나 만든 작품을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수집한 개인
별 작품집을 이용한 평가방법이다. 여기에는 학생이 학습한 것에 대한 진보, 수정, 자
기분석, 반성의 작업이 포함된다. 서면작업이나 예술적 작품들이 포트폴리오의 공통적
내용이지만, 가르치고 평가된 영역에서 학생의 학습을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포
함할 수 있다(한국교육심리학회, 2000). 이처럼 포토폴리오는 학습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디자인공예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포토폴리오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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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것은 예비교사들에게는 초등현장에서 지도할 학습 자료가 된다.
실습한 각각의 주제를 포토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제를 부여하였다. 포토폴리오의 구
성 내용은 강의 주제, 내러티브구성하기(선물할 사람, 선정한 이유, 문양 상징, 문양
설명), 제작과정, 지도 시 유의 사항, 지도해야할 창의성 요소, 지도해야할 인성 요소,
소감이다.
내러티브 구성에서 선물할 사람을 정하게 하는 것은 내가 제작한 작품이 선물할 대
상이 있기 때문에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고 실습 중에도 선물할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
성을 다해 제작하게 된다. 제작과정에서는 제작과정에 대한 서술과 함께 제작과정을
직접 사진을 찍어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진으로 제작과정을 직접 찍는 과
정에서 실습 내용을 명료화하게 된다. 지도 시 유의 사항은 본인이 직접 제작과정에
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유의 사항을 찾은 것이기 때문에 생생한 체험의 결과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교수 학습 시에 유의미한 정보가 된다. 지도해야할 창의성의 요소와
인성 요소는 교수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지도해야할 창
의성의 요소와 인성 요소를 스스로 찾아보게 하였다. 스스로 창의성요소와 인성요소
를 찾는 과정 속에서 예비교사들은 디자인공예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성과 인성지
도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지를 알게 하는 데 있다. 소감은 주어진 주제를 실습하면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하였다. 체험한 소감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
교수는 예비교사들의 반응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로 도움이 된다.

Ⅲ. 강좌 개발 및 실행
1. 강좌의 개발
1) 강좌 개요
본 강좌는 디자인공예교육을 다루는 강좌이다. 기존의 디자인공예교육이 단편적인
기법이나 방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디자인공예교육도 창의・
인성교육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디자인공예의 실기 기
능 중심에서 벗어나 내러티브가 있고 프로세스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 본 강좌는 디자인공예교육에서 창의·인성지도를 위한 내러티브가 있는 디
자인공예를 위해 먼저 전통 미술에서 상징성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을 통해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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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디자인공예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며, 실습을 결과를 포트폴리오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창의・인성 지도의 방안을 경험하게 되어 교수 역량강화를 위한 디
자인공예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제고하는데 있다.

2. 주차별 강의 계획 및 내용
1) 주차별 강의 계획
주

날짜

강의주제 및 강의내용

1

3/4

강의 내용과 강의 진행 과정 및 참고문헌 안내

2

3/11

내러티브 구성 방법 이해를 위한 전통 미술에서 상징성 이해
포트폴리오형식과 작성의 예

3

3/18

비고

내러티브가 있는 필통 구상하기
필통
디자인
하기

4

3/25

필통 성형하기(coiling 기법으로)

5

4/1

6

4/8

7

4/15

내러티브가 있는 유리창 꾸미기 디자인(한지이용)

8

4/22

내러티브가 있는 가방 디자인하기

9

4/29

내러티브가 있는 종이그릇 디자인하기(한지그릇)

10

5/6

내러티브가 있는 신발 디자인하기

11

5/13

유약시유 및 필통 소성하기

12

5/20

내러티브가 있는 손수건 염색하기(황토염색)

13

5/27

초등미술 교과서 디자인공예 영역 분석하기

포트폴리오 제출

14

6/3

창의·인성지도를 위한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지도안 작성 제출

15

6/10

기말고사

내러티브가 있는 창의적인 문양 디자인하기
(상감문양 새기기)

내러티브가 있는 핸드폰 고리 디자인하기(열가소성 플라스틱 필름
이용하여)

2) 주차별 강의 계획서의 예

강의주제

내러티브가 있는 핸드폰 고리 디자인하기

과학과 융합

(흰색 실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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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표

열가소성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창의적인 핸드폰 고리를 디자인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 이해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할 내러티브가 있는 디자인 구상하기
제작 과정의 이해 및 창의적인 제작
▸ 강의개요 소개
-내러티브 구성하기
-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성질 이해
열을 가했을 때 소성 변형이 이루어지는 플라스틱
- 고마운 사람에게 선물할 것으로 이야기가 담긴 디자인하기
- 핸드폰 고리 제작과정의 이해
① 열가소성 플라스틱 크기에 맞추어 흰 종이에 표시한 후 스케치를 한다.
② 스케치한 종이를 열가소성 플라스틱 아래에 놓고 유성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후
색칠한다.
③ 모양에 따라 가위로 자른 후 펀치로 적당 위치에 구멍을 뚫는다.
④ 미니오븐에 넣은 후 오그라든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펴질 때 꺼내어 책 사이에 집
어넣는다.
⑤ 구멍에 핸드폰 줄 고리를 걸어 연결한다.

강의내용

강의자료
과제

▸ 강의진행
- 내러티브 구성하기
고마운 사람 선정하기
그 이유는?
문양(무늬) 상징
문양의 의도와 내러티브 설명하기
- 제작하기
무늬 스케치하기
플라스틱필름에 유성 펜으로 옮겨 그리기
가위로 무늬를 오리고 구멍을 뚫기
미니오븐에 굽기
-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 강의결과물(수업결과물 등)
- 핸드폰 고리
- 개별로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미니오븐, 흰 종이, 열가소성 플라스틱, 유성 펜, 펀치, 가위, 핸드폰 줄 고리, PPT
자료 등
포트폴리오 작성하기

‣지도 시 유의 사항
-오븐에 넣은 뒤에는 크기가 약 1/5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 크기보다 더 크게 밑그
림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핸드폰 줄을 매달 구멍을 뚫어야하므로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리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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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븐에 굽는 작업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교사가 진행하도록 한다.
-구울 때 오그라들었다가 펴지는 순간에 꺼내야 형태의 변형이 적다.
-오븐 안에서 열에 의해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오그라들었다가 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3) 포트폴리오의 예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직접 과제 수행 중 각 요소별로 본인의 경험을 통해 체득된
내용을 작성한 것이다.
< 국어교육과정 ○ ○>
N0 : 1
강의 주제 존경하는 사람에게 선물할 이야기가 담긴 상감청자 필통 디자인하기
문양스케치
선물할 사람
동아리 선배

내
러
티
브
구
성

선정한
이유

동아리 활동을 하는 내내 잘 보살펴 주었고, 뛰어
난 음악적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좋아
할 만큼 인성도 좋은 사람이다. 올해 임용고사를
치는데 응원해주고 싶었다.

문양
상징

물결치는 오선보에서 뛰어오르는 수룡과 잉어,
거북이 두 마리, 바위, 구름

문양
설명

잉어 두 마리는 장원 급제를 뜻한다. 그런데 이 선배는 이미 뛰어난 음악적 능력이 있
기에 음악적으로는 이미 뛰어나다는 뜻에서 잉어 두 마리가 아니라 어룡 한 마리와
잉어 한 마리로 표현했다. 어룡과 잉어는 오선보에서 뛰어 오르고 있는데, 이는 음악
적 능력뿐만 아니라 교사로서의 능력도 좋아져서 좋은 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즉, 임용고사 1차와 2차 모두 좋은 성적으로 붙기를 바란다는 의미다. 바위는
장수를 뜻하고 거북이는 수호와 복을, 구름은 풍류를 뜻한다. 바위 위에 두 마리 거북
이 있는 것은 오랫동안 특별히 많은 복을 누리며 문화인으로서 살기를 바란다는 뜻이
다. 요약하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과 앞으로 가지게 될 교사로서의 능력을
모두 함양해 교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임용고사를 넉넉히 통과하고 평생 풍
류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제작
과정

지름 12cm 정도로 손바닥을 이용해 밀어서 왼손으로 누르면서 오른손 코일을 12cm 정도 쌓아
바닥을 만든다.
코일을 만들어 올린다. 으로 끌어 올린다. 안쪽은 올린다. 중간 중간 모양
반대로 끌어 내리면서 위 을 잡아준다.
아래 코일을 연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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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반을 잘라내어 적당히 굳으면 표면을 표면에 수직으로 깊게 10분 간격으로 화장
지우개를 꺼내기 쉬 도구를 이용해 정리한 문양을 새긴다.
토를 세 번 바른다.
운 구조로 만든다. 다.

24시간 정도 후에 도구 고운 사포로 표면을 정 물로 표면을 깨끗이 씻 소성하면 청자 필통
를 이용해 적당히 굳은 리하고 초벌구이 한다. 은 후 유약을 바른다. 이 완성된다.
화장토를 벗겨낸다.
-코일을 쌓아가다 보면 옆으로 벌어진다. 코일을 쌓을 때 기존 크기보다 작게 만들고,
중간 중간 밖에서 안으로 모아 모양을 잡아준다.
-필통을 위로 쌓아 올릴 때 두께를 동일하게 한다.
지도 시 유의
-문양을 깊이 파기 때문에 한 번에 화장토를 많이 바르면 깊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사항
3번 정도 바른다.
-화장토가 너무 안 마르면 문양이 뭉개지고 너무 마르면 깎기가 힘들다. 따라서 적당
히 굳었을 때 문양을 살피면서 깎는다.
-상상력: 자신이 생각한 의미를 상징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지도해야 할
-사고의 확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상상한 내용을 정신적으로 조작 할 수
창의성 요소
있는 능력 필요하다
-책임: 도자기를 만들 때, 화장토를 칠하고 벗길 때 등 주변이 더러워질 수 있다. 책임
감을 가지고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한다.
지도해야 할 -의사결정능력: 도자기 두께, 조각 깊이 등을 스스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행
인성 요소
동하는 능력 필요.
-존경심: 자신이 존경하는 분을 떠올리며 필통을 디자인 하면서, 존경심을 갖고 감사
하는 마음을 갖는 덕목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소감

도자기를 만드는 영상이나 교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쉬울 것 같았는데 직접 해 보니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내가 공들여 만들고,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의 필통이 다 똑같았는
데 문양을 넣으니 다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도자기 만들기를 하
는 내내 차가우면서 말랑말랑한 흙의 감촉에 행복을 느꼈다. 완성된 필통을 선배에게 나
의 의도가 반영된 문양의 상징성에 대해 설명을 하니 선배는 감동적인 선물이라 하면서
열공 하여 꼭 임고에 합격하겠다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선배가 기뻐하니 나도 행복했다.

3. 기존 강의 계획서와 차이
본 강의 계획서는 ‘내러티브와 포토폴리오’로 디자인 공예교육을 새로운 접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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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기존의 강의 계획서와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러티브’ 구성을 위해 전통미술 작품 감상을 통해 작품 속에 내러티브가 있
음을 알고, 그 내러티브가 자연을 빌어 상징성을 부여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한
다. 이 것을 바탕으로 디자인공예지도에서 내러티브를 구성하고 적용가능성을 모색하
는 점이다.
둘째, 디자인공예 강의에서 실습한 내용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강의 계획서에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직접 체험
한 것을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강의 내용을 내면화하고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교수 학습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셋째, 초등 미술 교과서 디자인공예 영역 분석하기를 다룬다. 예비교사로서 초등학
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미술교과서에서 디자인 공예영역 분석을 통해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앎으로서 현장의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넷째, 창의·인성지도를 위한 수업 지도안 작성하기를 다루는 점이다. 기존의 강의에
서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하는 것을 것의 다루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강의에
서는 내러티브가 있는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함으로써 새로운 디자인교육의 접근 현
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시킬 수 있다.

Ⅳ. 적용 결과 분석
예비교사를 위한 디자인공예교육을 ‘내러티브 구성하기’,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를
방안으로 개발된 강좌를 한 학기 적용한 후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
조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
인식조사의 대상이 된 학생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수강 과목명 : 디자인 공예교육
(2) 수강 기간 : 2013년 3월 4일 – 6월 10일
(2) 학년 : ◌◌교대 3학년 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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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별: 남 9명, 여 49명
(4) 전공: 사회과교육과 29명, 국어교육과 28명
(5) 조사응답자 : 사전 55 명, 사후 56명
단위 : 명
설문 참여 학생 수

강좌명

대상

디자인공예교육(2)

3학년 58명(남 9명, 여49명)

사전

사후

55

56

* ( )는 개설 강좌 수

2.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1)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강좌명
디자인공예
교육

구분

사전

사후

t

p

0.626

-7.92

<.0001

3.86

0.520

-6.35

<.0001

3.73

0.646

-9.78

<.0001

M

SD

M

SD

창의성교육

2.81

0.729

3.84

인성교육

3.07

0.749

창의․인성교육

2.37

0.808

수강자의 창의・인성교육 실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본 강좌 수강 이후 학생
들의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2.81에서 3.84로 증가(+1.03)하였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3.07에서
3.86으로 증가(+0.79)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37에서 3.73으
로 증가(+1.36)하여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 창의·인성교육의 실천 역량
5점 척도
강좌명
디자인공
예교육

구분

사전

사후

t

p

0.774

-2.85

0.0053

0.658

-1.03

0.3044

0.706

-2.77

0.0066

M

SD

M

SD

창의성교육

2.85

0.756

3.27

인성교육

3.31

0.742

3.45

창의․인성교육

2.91

0.727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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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 교육의 실천 역량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인성 교육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창의성 교육 실천 역량에 대한 인식 평균은 수업 이전
2.85에서 3.27로 증가(+0.42)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 실천 역량에 대한 인식 평균 역
시 2.91에서 3.29로 증가(+0.38)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인성 교육 실천
역량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31에서 3.45 로 소폭 증가하였다.

3. 수강과목에 대한 인식
1) 강좌와 창의·인성교육 간의 관련성 인식
5점 척도
강좌명
디자인공예
교육

사전

구분

사후

t

p

0.503

-6.64

<.0001

3.96

0.713

-6.24

<.0001

4.16

0.565

-6.79

<.0001

M

SD

M

SD

창의성교육

3.65

0.756

4.46

인성교육

3.15

0.656

창의․인성교육

3.39

0.627

본 강좌와 창의・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었음을 확인하
였다. 창의성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평균은 3.65에서 4.46 으로 증가(+0.81)하
였으며,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3.15에서 3.96으로 증가(+0.81)하였다. 창
의・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3.39에서 4.16으로 증가(+0.77)하여 모든 항
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2) 강좌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역량 함양 정도 인식
단위 : % / 점
강좌명

디자인
공예교육

핵심역량

아주
조금

조금

보통

매우
많이

M

많이

창의․인성교육 지식

0.00

1.82

21.82 63.64 12.73

3.87

창의․인성교육 신념 및 동기

0.00

0.00

10.91 67.27 21.82

4.11

창의․인성교육 수업설계 능력

0.00

1.82

23.64 65.45

9.09

3.82

창의․인성교육 수업운영 능력

0.00

1.82

43.64 49.09

5.45

3.58

창의․인성교육 수업평가 능력

0.00

1.82

47.27 45.45

5.45

3.55

창의적 성향 및 인성

0.00

0.00

14.55 70.91 14.55

4.00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계발

0.00

0.00

16.36 63.64 20.00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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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를 통한 창의․인성교육 역량 함양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창의․인성교
육 신념 및 동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평균(4.11)을 보였다. 이는 강좌를 수강한
결과 학생들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핵심역량 중 신념 및 동기 역량이 스스로 가장
많이 함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창의․인성교육 신념 및 동기가 ‘많
거나 매우 많이’ 함양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80 % 에 해당되었다. 이 외에도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계발 역량, 의적 성향 및 인성, 등이 각각 4.04 ,
4.00의 응답 평균을 보여 신념 및 동기 다음으로 높은 응답 평균을 보였다.
이 외에 창의․인성교육 지식 역량 함양에 대한 응답 평균은 3.87, 창의․인성교육
수업 설계 능력 함양에 대한 응답 평균은 3.82로 도출되었다. 학생들의 응답 백분율을
분석한 결과 약 75% 정도의 학생들이 본 강좌를 수강하고 해당 창의․인성교육 핵심역
량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함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창의․인성교육
수업운영 능력 및 수업 평가 능력 함양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을 보였다.

4. 창의・인성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에 대한 인식
1) 향후 창의․인성교육 관련 강좌의 요구 내용 (3가지)
단위 : 명(순위)
강좌명

디자인
공예교육

문항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사례
창의성 교육방법
나의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는 내용
인성 교육방법
창의․인성교육의 개념 및 교육요소
나의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
학습자에 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
창의․인성교육의 평가방법
교과지식

사전
27(2)
29(1)
24(3)
21(5)
23(4)
12(7)
15(6)
6(8)
2(9)

사후
35(1)
32(2)
26(3)
21(4)
14(5)
13(7)
14(6)
8(8)
0(9)

본 강좌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향후 창의․인성교육 관련 강좌로 개설되었으면 하
는 요구 사항을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문항 중 5개의 문항(창의․인성교육 사례, 창
의성 교육 방법, 창의성 계발 내용, 인성 함양 내용, 창의․인성교육 평가방법)에서
본 강좌 수강 이후 개설의 필요성을 응답한 학생 수가 증가하였으며, 세 개의 문항
(창의․인성교육 개념 및 교육 요소, 학습자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는 내용, 교과
지식)에서는 강좌 개설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 학생 수가 감소하였다. 인성 교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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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강좌 요구는 수업 사전과 사후 조사 결과가 동일하였다.
전체 아홉 개의 문항 중에서는 총 35명에 해당되는 학생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사례와 관련된 강좌의 필요성을 제안하여 가장 높은 응
답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창의성 교육 방법에 대한 강좌의 필요성이 32명으로 높
은 응답을 보였다. 창의․인성교육 사례 및 창의성 교육방법에 관한 강좌의 필요성은
본 강좌 수강 이전의 사전 검사에서도 각각 27명, 2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바 있다. 실질적인 교육 사례나 방법 등과 관련된 강좌 개설의
필요성이 교육요소, 내용, 지식 등에 관한 강좌 개설의 요구 보다는 사전, 사후 검사
에서 모두 높은 순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창의․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내용, 지식, 요소 등과 같은 이론적인 측면 보다는 교육 방법, 사례
와 같은 실제 교육활동에서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한 수업의 필요성을 보다 중요하
게 인식하고 있음으로 해석하여 볼 수 있다.

V. 결론
본 교육 사례는 초등 예비교사의 창의·인성교육 교수역량 강화를 위한 디자인공예
교육의 인식 제고 방안에 목적을 두고, 예비교사들의 디자인공예교육에서 인식제고
변화를 위한 방법으로 ‘내러티브 구성하기’와 ‘포트폴리오 작성하기’를 교대생 3학년을
대상으로 1학기 동안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창의성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2.81에서 3.84로 증가(+1.03)하였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응답 평균은
3.07에서 3.86으로 증가(+0.79)하였다.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2.37에
서 3.73으로 증가(+1.36)하여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본
강좌와 창의・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창의성 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 평
균은 3.65에서 4.46 으로 증가(+0.81)하였으며,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3.15에서 3.96으로 증가(+0.81)하였다. 창의・인성교육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은 3.39
에서 4.16으로 증가(+0.77)하여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변화가 있
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의·인성교육 역량 함양 정도 인식이 증가하였다. 특히 창
의·인성교육 신념 및 동기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평균(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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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이 강좌를 수강한 결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역량인 스스로 가장 많
이 함양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사의
자기 계발 역량, 창의적 성향 및 인성 등이 4.04, 4.00의 높은 응답 평균을 보였다. 넷
째, 향후 창의·인성교육 관련 강좌의 요구 내용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인성교육 사례와 창의성 교육방법의 제안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예비
교사교육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대학교 3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한 학기 적용한 것이기 때
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더 많은 교대 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와 초등학
교에서 적용 가능한지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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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Preservice Teachers to Raise
Awareness about Design-Craft Education and to Enhance
Teaching Competency for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Jae Man Ryu

Design-Craft education takes an important position in art education since
design and craft are closely connected to real life for the convenience of human
lives. However, Design-Craft education has been criticized for teaching only
technical aspects of skills. Nowadays narratives and process are required to
overcome the previous approach to Design-Craft education. Narratives make
students understand themselves and realize real life issues. Narratives help students
explain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ir surroundings. This study seeks for
new approach to constructing narratives and portfolios of two junior classes(58
preservice teachers) for one semester. The purpos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is to
understand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and to enhance teaching competency.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preservice teachers could raise the
awareness about Design-Craft education. Second, the preservice teachers could raise
the awareness of creativity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and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Third, the study reports increasing beliefs,
motivation,

self-improvement,

creative

disposition

and

character

among

the

participants. Fourth, the increasing needs of the participants in terms of the related
courses in this study have an implication for creativity·character education in the
preservice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