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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중 학교의 수업환경을 중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종단조사 2013(KELS)의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수업방식과
교사특성이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초등학
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식, 교사특성(교사지원, 교사열의, 성취압력), 수업분위기는 창의성
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설정한 연구모형
에 따라 교사의 수업방식과 교사특성은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교사의 수업방식은 학생의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교사특성 중 교사지원과 교사열의는 창의성에 정적인 영향을, 성취압력은 창의
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교사의 지원과 열의는 수업분위기를 매
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및 논의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교사들에게 초등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수-학습방법, 학급경영,
교실환경 조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수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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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창의성 관련 연구들의 흐름을 살펴보면, 하
나의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의 창의
성 연구는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창의적 특성
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적이고 단편적인 관점
에만 국한되어 창의성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최근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 뿐만 아니라 정
의적, 환경적 변인들이 통합적이고 복합적
으로 상호작용하며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는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다(김미숙, 최예솔, 2014; 성은
현, Kaufman, 2012; Urban, 1995; Woodman &
Schoenfeldt, 1990). 특히 Csikszentmihalyi(1988)의
체제이론은 개인(individual), 분야(field), 영역
(domain)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을 설명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이론 역시 창
의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데, Sawyer(2003)는 창의성을 개인들의 복
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
어지는 발현과정이라 보고, 개인적인 창의성
(personal creativity)을 사회적, 상황적 요소들로
부터 분리시키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사회
적 구성주의자들과 비고츠키 학파 역시 개인
의 지식이 어떻게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학습되어지는가에 초점을 두었으며, 협동학
습은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신장시켜 줄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으로 보았다(Sawyer,
2006). Sarmiento와 Stahl(2008)도 사회적 상호
작용 속에서 나타나는 창의성에 주목하였
고, Sawyer(2003)는 구성주의의 기본 통찰은 학
습에 있어 즉흥적인 창의적 과정에 있다고 보
았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내 창의성 연구
경향도 창의성의 인지적 측면에만 집중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창의성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연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창
의성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연구 역시 점차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김미숙, 최예솔,
2014; 성은현,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의
성 연구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
창의성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의
창의성과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중 학교
의 수업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학
교의 수업환경은 교사, 친구의 차원에서 각각
인지적, 정의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박병기, 박상범, 2009; 이경화, 2001). 예를 들
어, 수업의 과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물리적 지지가 있고(김혜숙, 1999), 교사차원에
서 새롭고 다양한 생각을 독려하는 인지적 지
지(민지연, 최인수, 2008)와 학생의 의견을 존
중하고 신뢰하며 실패에 대해 위로와 격려
를 제공해 주는 정의적 지지(박병기, 박상범,
2009)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을 분
석한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교과지식을 충
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시킨 후 그들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
해 주는 것으로 학습의 이해, 내면화를 촉진
시킬 수 있다(조연순 외, 2011). 학생들의 지식
의 구성이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잠재적인 창의성을 발달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경직된 분위
기의 수업 환경을 제공해 주거나 학생들로 하
여금 위험스러운 일은 회피하도록 가르치며,
다양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오히
려 문제아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점차 조심스러워지고 참여자
에서 관망자로 바뀌게 되어 창의성을 발휘하
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

- 18 -

김누리․이희현․김효원 /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수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와 창의성과의 관계

순미, 성은현, 이정규, 2008; John-Steiner, 1997).
반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
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거나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엉뚱한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은 그들의 창의성 발달에 도움이 됨을 보고
하고 있다(민지연, 서은진, 2009; 성은현 외
2012; Dreyer & Wells, 1996). 뿐만 아니라
Kim(2005), Kim과 Michael(1995), Wollam(1992)
은 학생들에게 논쟁과 토론, 심화활동의 기회
를 많이 주는 환경이 창의적인 환경이며 이러
한 환경 속에서 창의성이 발달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학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창의적 인
지 및 정의적 특성이 학습자의 창의성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들(구
정화, 2001; 김선아, 2004; 조연순 외, 2011)과
교사가 어떻게 수업환경을 창의적으로 조성하
는지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연구(한순미, 성은
현, 이정규, 2008; Csikszentmihalyi, 1999)로 구
분된다. 이 밖에도 학생이 교실 내에서 이루
어지는 심리적 환경에 대한 지각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ames & Strong, 1999)
및 창의적 학교환경에 대한 인식이 창의적 성
취 또는 창의적 성향과 관련됨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조선미, 2012; Amabile, 1996;
Williams, 2001)처럼 학생의 인식과 지각을 중
심으로 창의적 환경과 창의성과의 관계를 살
펴본 연구들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학생
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업환경에서 그
들이 지각하는 수업방식과 교사특성이 창의성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조적인 관계를 확
인해 보고자 한다. 그 이유로는 Beghetto(2010)
에 의하면 교사들의 다양한 창의적 수업방식

과 자율적 수업분위기가 학생들의 창의성에
매개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몇몇 연
구(김호, 2008; 최미정, 2007)에서는 교사의 창
의적 교수․학습 방법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도 있다고 하여 연구의
결과들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대규모의 종단연
구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교
사의 수업방법과 교사특성이 수업분위기가 그
들의 창의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학
생들의 창의성을 증진시켜주기 위해 실질적인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
이며, 학생들을 독려하고 지지하는 방법은 무
엇인지, 교실의 수업환경은 어떻게 조성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연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
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는 창의성과 관
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
업방식, 교사특성은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창
의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 한
국교육종단연구 2013(KELS)의 자료를 이용하
였다. 이는 2013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7,312명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5학년의 교육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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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연구 참여자의 특성
구분
특별시
대도시
소속지역 중소도시
읍면지역
일반
학교규모 소규모
학교유형 국공립
사립
남자
성별
여자
총계

N

%

1,300

18.8

1,634

23.6

2,610

37.7

1,382

20.0

6,579

95.0

347

5.0

6,578

95.0

348

5.0

3,412

49.3

3,514

50.7

6,296

100

험과 교육활동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최
종분석에 사용된 참여자는 응답이 불성실하거
나 무응답 한 학생자료를 제외한 6,296명으로
남학생 3,412명(49.3%), 여학생 3,514명(50.7%)
이다.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수업
환경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의 설문지 문항을
이용하였다.
수업방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인 교사의 수업방
식은 한국교육종단연구 설문 문항 중 ‘개별
화’와 ‘상호작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이중 개별화 수업방식은 학생의
1)

특성을 파악하여 교사가 그에 맞는 수업을 운
영하는 것으로 문항은 ‘나의 장단점을 잘 알
고 있다’, ‘나의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신다’,
‘수업시간에 나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신다’,
‘나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내주신다’의 4개로
구성되었다. 반면에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
고 기회를 제공하는 상호작용 중심의 수업방
식은 ‘나에게 발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칭찬을 자주 해주어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한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도전하도
록 격려해 주신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친
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신다’의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은 모두 5점 척도로 제
시되어 있으며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
는 각각 .89로 나타났다.
교사 특성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및 사회심리
적 환경으로서 교사특성을 들 수 있는데, 이
들 교사특성은 창의성에 주는 영향과 관련하
여 정적특성과 부적특성으로 구분된다. 정적
특성으로는 ‘교사지원’과 ‘교사열의’로, 먼저
교사지원은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
(예,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 주신다’, ‘학생들
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 주신다’)을 의미하
며 교사열의는 수업과 학생지도에 대한 교사
열의(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본받
을 점이 많으시다’)를 포함하고 있다. 반면,
부적 특성인 성취압력은 (예, ‘숙제검사를 철
저하게 하신다’, ‘시험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
에 들 것을 강조하신다’)등이다. 각각 6문항,
5문항, 4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이에
대한 문항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3, .70,
.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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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분위기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KELS)
의 설문지 문항들 중에서 수업과 학습활동에
대한 학급 분위기를 묻는 수업분위기 8문항
중 4문항(‘수업에 집중한다’, ‘질문을 자주 한
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과제를 잘
해온다’)을 이용하였으며, 문항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는 .82로 나타났다.
3)

창의성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창
의성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KELS)의 설문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창의성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연결시키는 역량으로(임현정
외, 2011) 문항의 예는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
어 생각한다’ 등이다. 총 5문항이며, 문항 내
적 합치도(Cronbach’s α)는 .87로 나타났다.
4)

3. 연구모형

[그림 Ⅱ-1] 연구모형
4. 분석방법

프로그램과 AMOS 1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으로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의 평가
는 χ²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SPSS 18.0

Approximation), CFI(Comparative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선행변인
으로 선정한 수업방식과 교사특성(교사 지원,
성취압력, 교사 열의)이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수업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수업분
위기는 다시 학생들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특히, 교사특성 중에는
창의성에 도움을 주는 변인과 창의성을 방해
하는 부정적인 변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
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한 연구모형은 [그림 Ⅱ-1]과 같이 제시하
였다.

Fit

Index),

의 적합도 지수가 사용

TLI(Tucker-Lewis Index)

되었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치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변인들의 기술통
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Ⅲ-1>, <표 Ⅲ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구
조방정식모형에서의 정상분포 조건(편포도<2,
첨도<4)을 만족시키므로(Hong, Malik &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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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주요변인의 기술 통계치
변인
개별화
수업방식
상호작용
교사지원
교사특성
성취압력
교사열의
수업분위기
창의성

(N=6,296)
첨도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15.55

3.41

-.55

.11

15.56

3.56

-.61

.06

24.13

4.89

-.70

.40

17.18

3.66

.10

-.19

16.93

2.84

-.75

.32

13.74

3.14

-.06

.10

17.53

3.88

-.08

-.03

<표 Ⅲ-2> 주요변수 간 상관분석표
(N=6,296)
구분
개별화 상호작용 교사지원 성취압력 교사열의 수업분위기 창의성
개별화
1
상호작용
.78
1
교사지원
.72
.79
1
성취압력
.07
.03
.05
1
교사열의
.59
.61
.66
.14
1
수업분위기 .41
.43
.45
.08
.38
1
창의성
.36
.33
.29
.13
.27
.29
1
**

*

p< .05,

**

**

**

**

**

**

**

**

**

**

**

**

**

**

**

*

**

**

**

**

**

p< .01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음을 r=.45, 교사열의와는 r=.38의 정적상관을 보였
확인하였다.
으며, 성취압력과도 r=.08로 약한 수준이지만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p<.01).
면, 창의성은 개별화 수업방식과 r=.36, 상호
작용 수업방식과 r=.33, 교사지원과 r=.29, 성 2.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취압력과 r=.13, 교사열의 r=.27, 수업분위
기와는 r=.29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연구모형의 주요 적합성 지수는 <표 Ⅲ
(p<.01).
-3>과 같다. χ²은 274.19(df=8, p<.000)로 영가
수업분위기는 개별화 수업방식과 r=.41, 상 설이 기각되었으나, χ²검증은 영가설의 내용
호작용 수업방식과 r=.43의 정적상관을 보 이 너무 엄격하고 표본크기의 영향을 반영하
였으며(p<.01), 교사 특성 중 교사지원과는 기 때문에(홍세희, 2000), 모형의 간명성을 고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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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²
연구모형
274.19

(N=6,296)
df

CFI

TLI

RMSEA

8

.988

.968

.069

려한 CFI, TLI, RMSEA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
을 판단하였다. CFI와 CLI의 경우 그 값이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판단하며, RMSEA
값은 .05 이하이면 좋은 적합도, .05～.08 이상
이면 적합한 적합도, .10이상이면 부적절한 적
합도라고 판단한다(Brown & Cudeck, 1993). 이
러한 기준에 근거할 때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
으로 나타났다.

수 추정치는 <표 Ⅲ-4>와 같으며 최종 분석
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교사의 수업방식은 수업분위기에 .15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그 영
향력은 개별화 수업방식이 .85, 상호작용 수업
방식이 .92의 순이었다. 또한 창의성에 .8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교사가 학생의 요구에 맞춰 수업을 진행할수
록, 수업과정에서 학생들을 칭찬하고 격려하
고 기회를 많이 제공할수록 수업분위기가 좋
1) 수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 창의
아지고 학생의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의
성과의 관계
미한다.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결과, 최종모형의 모 정적교사특성은 수업분위기에 .34의 영향을
<표 Ⅲ-4> 모형의 모수 추정치
구분
수업방식
→
수업분위기
정적교사특성
→
수업분위기
성취압력
→
수업분위기
수업방식
→
상호작용
수업방식
→
개별화
정적교사특성
→
교사열의
정적교사특성
→
교사지원
수업방식
→
창의성
수업분위기
→
창의성
정적교사특성
→
창의성
성취압력
→
창의성
*

p<.05,

**

p<.01,

***

비표준화
회귀계수
.144

(N=6,296)
표준화 표준오차 임계치
회귀계수
.151*
***

.070

2.074

.519

.340

.115

4.525

.287

.121*

.121

2.378

.009

97.238

.031

70.394

***

1.00

.921

.883

.850***

1.00

.723***

2.172

.914***
***

1.00

.848

.139

.113***

.030

4.606

1.042

***

.356

.278

3.741

-1.071

-.567***

.034

-31.642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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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본 연구의 최종 모형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1), 그 영향력
은 교사지원이 .91, 교사열의가 .72의 순이었
다. 이는 수업에서의 학생의 학습활동에 대한
교사의 지원이 높고, 수업에 대한 교사열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는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적교사특성은 창의
성에 .36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교사의 높은 열의와 교사지원
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신장시키는데 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
취압력은 수업분위기에 .12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창의성에는 -.57
의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이는 숙제검사와 성취도에 대한 교
사의 압력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생들의 창
의성은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수업방식과 정적교사특성은 수업
분위기와 학생들의 창의적 태도를 높이는 요

인으로, 성취압력은 창의적 태도를 낮추는 요
인으로 작용하였다.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한 수업방식, 교
사특성, 창의성과의 관계
앞서 분석한 연구모형에서 수업분위기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시행한 결과는 <표 Ⅲ-5>과 같다. 이를 위하
여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효과와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곱에 대
해여 Z검증을 실시하였다. 구해진 표준오차값
(  )을 이용해 구해진 매개효과 검증치(  )
가 1.96보다 크다면, 유의수준 .05수준에서 매
개효과는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
적교사특성은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5>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하는 경로계수
구분
수업방식
→
수업분위기
정적교사특성
→
수업분위기
성취압력
→
수업분위기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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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296)
→
→
→

창의성
창의성
창의성

Z
0.45
3.23*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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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
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와 창의성과의 관
련성을 살펴보고 이들이 어떤 구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초등
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식, 교사특성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심리적 환경인
수업분위기가 매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초등학생
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
위기는 창의성과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
를 가지고 있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수업방
식과 자율적 수업분위기가 학생들의 창의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장재윤, 2006; 조
연순 외, 2011; 최미정, 2007; Beghetto, 2010)
선행연구 결과들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모형으로 설정한 완전매개모형
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수업방식은 학생
의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수업활동이 학생의 창
의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높다는 선
행연구들(김호, 2008; 최미정, 2007)에는 일치
하였으나 교사의 교수활동 다른 변인들을 매
개로 학생의 창의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도 있다는 연구들(서혜애, 조석희, 김홍원,
2002; 임철일, 홍미영, 이선희, 2011)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가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반면,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이를 보인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사특성은 창의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수업분위기를
매개로 창의성에 간접적인 영향 모두 이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발문, 사
고촉진 지원 등이 긍정적 수업분위기로 학생
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
과(민지연, 서은진, 2009)와 맥을 같이 하고 있
다.
다음으로 창의성에 대한 각 예측변인들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법은 교사
의 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떻게
교사가 수업을 운영하는가?’가 학습자의 창의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같은 결
과를 보이고 있다(조연순 외, 2011; Halliwell,
1993). 즉,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
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그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교사
의 적극적인 개입 또는 성취에 대한 압력은
학생들의 창의성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다(정옥분, 김경은, 박
연정, 2005; 한순미, 성은현, 이정규, 2008;
John-Steiner, 1997). 선행연구에서도 교사의 평
가, 감독보다는 심리적 지원, 비계설정 등이
학생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청자, 2008; 황신영, 정영란,
2014). 그렇지만 적극적인 수업태도와 수업참
여가 매개된다면 이 역시 학생의 창의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수업
에서의 활동으로 연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창
의적인 능력을 개발함에 있어 도움을 받는 것
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된 결과들을 토대로 초등학생
의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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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 학생들
이 수업시간에 교과 지식에 대한 이해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학습
의 개인적 이해, 즉 내면화를 촉진시켜주어야
할 것이다(조연순 외, 2011). 둘째, 본 연구 결
과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법은
직접적으로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토론, 토의, 협
동학습 및 체험과 경험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서혜애, 조석희,
김홍원, 2002; 조연순 외, 2011; Halliwell, 1993)
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각 교과영역에서 창
의적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이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
셋째, 교사의 적극적인 관여는 긍정적인 수
업분위기를 통해 학생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인지
적 지지 및 정의적 지지를 제공(민지연, 최인
수, 2009; 박병기, 박상범, 2009)해 주거나 학
생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학
생 자신의 생각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이경화, 2001). 이를
위해 교사는 수업의 설계, 준비, 운영, 평가의
과정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연구 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
과 초등학생이 지각한 교사의 수업방식과 특
성, 수업분위기를 측정하였기에 창의성 전문
가 입장에서 판단하는 교사의 실질적인 특성
과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가 뿐만 아니
라 학생, 교사자신의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교
사특성 및 수업환경을 평가해 볼 필요성이 제
기된다. 둘째, 학생이 지각하는 교사의 특성과
수업환경, 창의성 그리고 실질적인 교사의 특
성과 수업환경, 학생의 창의성 간의 차이가
어떠한지 비교해 봄으로써 학교에서의 효과적
인 창의성 교육을 위한 함의점를 찾아보는 것
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에서 제공된 초등학생 대상의 종단자료를 활
용한 것으로 추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교
사의 수업방식, 교사특성, 수업분위기와 창의
성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비교해 보는 것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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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hip among the Elementary Student's Perceived Class
Method, Teacher Characteristics, Class Atmosphere and Creativity

Kim Noo Ree (Gwangju University)
Lee Hee Hyun (KEDI)
Kim Hyo Won (Sahmyook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class environment of school focused on the environmental context affects the
creativity of elementary school. For the study 7,280 students' data from data of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KELS)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teaching method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teachers, teacher characteristics, class atmosphere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Second, the teaching methods of teachers and teacher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model studies were identified affect the creativity of the students
mediating a class atmosphere. As a result, the teaching methods of teachers showed that only a direct
impact on the creativity of the students. Teachers enthusiasm and teacher support gave a positive effect
on creativity, achievement pressure influenced a negative effect on creativity. In particular, the positive
characteristics of teachers appeared to affect creativity to mediate the class atmospher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formulated several educational suggestions with respect to creative class environment
Key Words : teaching method, teacher characteristics, class atmosphere,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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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지
구분

KELS

문항

L2Y1S1201

개별화

L2Y1S1202
L2Y1S1203
L2Y1S1204
L2Y1S1205

상호작용

L2Y1S1206
L2Y1S1207
L2Y1S1208
L2Y1S1401
L2Y1S1402

교사지원

L2Y1S1403
L2Y1S1404
L2Y1S1405
L2Y1S1406
L2Y1S1501

성취압력

L2Y1S1502
L2Y1S1503
L2Y1S1504
L2Y1S1505
L2Y1S1601

교사열의

L2Y1S1602
L2Y1S1603
L2Y1S1604
L2Y1S1305

수업분위기

L2Y1S1306
L2Y1S1307
L2Y1S1308
L2Y1S0401

창의성

L2Y1S0402
L2Y1S0403
L2Y1S0404
L2Y1S0405

내용

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계신다.
수업시간에 나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신다.
나의 능력에 맞게 과제를 내주신다.
나의 수준에 맞게 설명을 해 주신다.
칭찬을 자주 해주시어 공부할 마음이 들게 해주신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도 내가 도전하도록 격려해 주신다.
나에게 발표할 기회를 충분히 주신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면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주신다.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신다.
학생들의 과제를 도와주신다.
학생들이 이해할 때까지 계속 설명해 주신다.
모든 학생들의 공부에 관심을 보이신다.
학생들이 의견을 표한할 기회를 주신다.
학생들에게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하신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하신다.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싫어하신다.
시험에서 우리 반이 상위권에 들 것을 강조하신다.
모든 학생이 숙제를 다 해 오도록 강조하신다.
숙제검사를 철저하게 하신다.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신다.
본받을만한 점이 많으시다
담당 교과에 대한 지식이 많으시다.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신다.
수업에 집중한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
과제를 잘 해온다.
질문을 자주 한다.
나는 다른 친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을 잘 한다.
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잘 떠올린다.
나는 부분적인 내용만 듣고도 전체 내용을 상상할 수 있다.
나는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용들도 잘 연결지어 생각한다.
나는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생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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