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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발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4학년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
식’ 3문항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개발에 대한 요구도’ 7문항에 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고, 자료분석은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의 지원을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절반 이상의 예비교사들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수강하겠다고 하였고, 2과목, ‘1학기 3시간 
10주’가 가장 적절하며, ‘창의성 교육요소 중 성향적 요소’를 많이 요구하였다. 또한, 그들은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을 
많이 요구하였으며, ‘영화와 음악’의 교수매체가 가장 적절하며, ‘포트폴리오 평가’를 많이 요구하였다. 

주제어 : 예비영유아교사, 창의성, 인성, 창의‧인성교육, 요구도 조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needs on development of lecture 
to promote creative·personality of pre-service teachers. The subjects were 161 students in 4th grade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department.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3 items of 'recogni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7 items of 'demand of development for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he 
data was analyzed frequency and percentage by descriptive statistics. In the results, first, most of 
pre-service teachers recognized the importance on development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support of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hey recognized that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was effective. Second, more than half of them responded that they would take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and this lecture was most appropriate 2 courses and 3 hours 10 weeks per 
semester. They demanded a lot of propensity element among creativity education elements, convergence 
classes in various fields, teaching medium for 'movie and music', and 'portfolio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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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사회나 기업체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역시 실무형인재
에서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과 가치
를 창출하는 창의 융합형인재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창의·
인성은 21세기 미래인재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강
조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1, 2]는 창의‧인성교육을 위
한 기본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유아기단계에서부터 창
의성과 인성 계발을 최우선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3]에서도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일환으로 교육학계에서도 융합인재양성을 
위해서 교과목 구분이 확실한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차
별화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4]는 창의성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에서의 
전공교육과정과 통합된 창의성 강좌가 필요하고, 대학생들
의 전공 및 학년에 따른 차별화된 창의성 강좌 및 교육시스
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예비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의 개발 및 운영은 예비영유아교사의 교육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교육의 수혜자인 영유아들에게 창의‧인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예비영유아교사가 받는 교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
의 교수실천으로 이어지고, 이는 영유아의 학습 효과에 영향
을 미치기 때문이다[5]. 따라서 창의·인성을 고루 갖춘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먼저 예비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한다.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 기
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둘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창의성의 발현을 촉진하고 인성과 사회문화적 가치와 풍토
를 조성하며,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까지 겸비한 창
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6]. 
이에 창의·인성의 두 역량이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이 역량
을 배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인성 강좌는 현 시점에
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창의‧인성 강좌는 구조적인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즉, 이는 엄선된 교육내용과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방법들이 설정된 교육철학관, 목적, 목표
의 달성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7]. 

국내의 영유아교사 및 예비영유아교사 대상의 창의‧인성
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치원교사들의 창의‧인
성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태 및 요구도에 대한 연구로는 유

아인성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 및 요구분석[8], 유
아 창의성교육에 대한 유치원교사의 인식 및 지도실태[9], 
유치원교사의 창의성교육에 대한 인식[10,11]를 포함하여, 
유치원 교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행 연구들
[12-14] 등이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교육현장의 영유아교사들
은 대부분 창의‧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높게 인식을 하
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활동의 실행 역시 최근 많이 증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의‧인성교육과 기존의 
창의성교육 또는 인성교육과의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형성되어있지 않으
며, 실제 교육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
다[12]. 또한, 교육목표를 넘어선 교수방이나 관련 교수매
체나 자료의 부족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실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15]. 

직전교육인 대학의 교육과정에서조차도 대학생의 창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반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생
의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결과 창의‧인성
교육의 기본개념 중 미래지향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고, 
창의성교육의 구성요소 중 성향적 요소를 가장 많은 학생이 
요구하였으며, 인성교육의 구성요소는 대인관계능력을 도
덕적 판단력보다 더 많이 요구하였다[16].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3학년보다는 4학년이 높
았고,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두 마친 학생이 정기적
인 관찰실습을 마친 학생보다 인식이 높았다[17].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초‧중‧고 교사들의 기대와 요구를 분석한 결과, 
교사들은 창의성과 인성은 상호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 필
수 능력으로 인식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이 인지‧정의‧정서
적 측면 모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인재, 인성 등 
다양한 측면에 효과가 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한 교
사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
나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
정이다[19]. 특히, 교직이수 학과에서조차도 창의․인성 강좌
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며, 예비영유아교사 대상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효
과적,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 먼저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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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그들을 대상으로 창의
‧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강좌의 교
육내용, 교육방법, 교수매체, 평가방법 등의 요구도를 조사
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경북‧대구‧부산‧대전에 위치한 7곳의 4년

제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 1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별 충북의 예비영유아교사는 20명, 경북 28명, 
대구 35명, 부산 50명, 대전 28명으로 분포되어있다. 예비
영유아교사의 성별은 남학생 7명과 여학생 154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보육실습 및 유치원 현장실습을 완료하고 졸업
을 앞둔 상태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에 대한 설문지는 대학생 대상
의 창의‧인성교육의 요구도 조사에 대한 선행연구들[16-18]
을 기반으로 문항의 내용을 본 연구에서 개발하였다. 문항 
구성은 크게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로 구성되었으
며,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식’은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관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대한 인식, 창의‧인
성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의 3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도’는 창의‧인성 강
좌의 수강 여부, 창의‧인성 강좌의 적절한 교과목 수, 창의‧
인성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 창의‧인성 강좌의 회기, 창
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법, 창의‧인
성 강좌의 교수매체, 창의‧인성 강좌의 평가방법 등의 7문
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연구절차
1차 작성된 인식 및 요구도 설문지는 문항의 적절성, 실

시 방법, 소유 시간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교육
과 3학년 15명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2일부터 3일에 걸
쳐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유아교육과 3학년 학생 15명에게 
예비조사의 목적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인
식 및 요구도에 대한 설문문항을 상세히 설명한 후 설문지
를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자가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
좌에 대한 문항내용을 예비영유아교사들과 검토하면서 의
문점을 직접 물어보고 그 의문점에 대해 연구자가 좀 더 구
체적으로 다시 설명한 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내
용에 따라 항목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지 내용은 설문지 양식에 관한 내용, 창
의‧인성교육에 대한 개념과 각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을 더 보완하였으며, 창의‧인성교육 전문가 대학교수 3인에
게 내용타당도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설문지 문항내용을 최
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예비영유아교사의 예비조사와 전문가 타당도 검사를 통
해 수정‧보완된 최종 설문지는 2017년 11월 10일부터 12
월 13일에 걸쳐 충북‧경북‧대구‧부산‧대전의 5개 교육지원청
에 소속되어 있는 4년제 대학 7곳을 선정하였으며, 유아교
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180부를 배부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170(94.4%))부였다. 이 중 설문
지의 응답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부실 기재된 설문지 5부를 
제외한 총 161(89.4%)부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검사
시간은 총 3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연구

대상의 일반적 배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예비영유아교사의 창
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과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
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
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
3.1.1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중요도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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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 %
① I will take classes. 85 52.8
②  I will not take classes. 9 5.6
③ I do not know. 67 41.6

 total 161 100.0

Table 1. The percep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I am very interested. 7 4.3
② I am interested. 70 43.5
③ It is normal. 73 45.3
④ I do not care. 11 6.8
⑤ I have no interest at all. 0 0.0
⑥ other 0 0.0

total 161 100.0

Table 1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중요도
는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3명(45.3%)으로 가
장 많았고, ‘관심이 있다’가 70명(43.5%), ‘관심이 없다’가 
11명(6.8%)의 순이었으며, ‘매우 관심이 많다’가 7명(4.3%)
로 가장 적었다. 

3.1.2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

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The perception for support of creativity·
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recognition education on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t
hrough school curriculum 24 14.9

② combining creativity·personality lecture  with learning 
and task of major subject 22 13.7

③ improv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supporting ava
ilable materials and teaching media 32 19.9

④ instruction for teachers of creativity· personality lecture 18 11.2

⑤ active promotion of local education office by the minis  
try of education 3 1.9

⑥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creativity·personality e
ducation of preservice Teachers 61 37.9

⑦ other 1 0.6

total 161 100.0

Table 2와 같이,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지원에 대한 인
식은 ‘예비영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
용’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1명(37.9%)으로 가
장 많았고,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교수매
체 지원’이 32명(19.9%), ‘교과를 통한 창의‧인성 강좌의 인
식교육’이 24명(14.9%), ‘전공교과의 학습 및 과제에 창의‧
인성 강좌를 결부시킴’이 22명(13.7%), ‘창의·인성 교수자 
교육’이 18명(11.2%), ‘교육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
가 3명(1.9%)의 순이었으며, 기타가 1명(0.6%)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1.3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효과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of creativity·
personality lecture

item N %
① It will be helpful. 29 18.0
② It will help. 102 63.4
③ I do not know. 28 17.4
④ It will not help. 2 1.2
⑤  It will not help at all. 0 0.0

total 161 100.0

Table 3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
비교사가 102명(63.4%)로 가장 많았고,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다’가 29명(18%), ‘잘 모르겠다’가 28명(17.4%)였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2명
(1.2%)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요구도
3.2.1 창의‧인성 강좌의 수강 여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수강 여

부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The needs of attendence on creativity·
personality lecture 

Table 4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수강 여
부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수강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85명(52.8%)로 가장 많았고, ‘잘 모르겠다’가 
67명(41.6%)이었고, ‘수강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예
비교사가 9명(5.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2.2 창의‧인성 강좌의 교과목 수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과목 수
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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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needs of numbers of subjects in the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1 course 18 11.2
② 2 courses 90 55.9
③ 3 courses 40 24.8
④ 4 courses 10 6.2
⑤ others 3 1.9

total 161 100.0

Table 5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과목 
수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2과목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
가 90명(55.9%)로 가장 많았고, 3과목이 40명(24.8%), 1과
목이 18명(11.2%), 4과목이 10명(6.2%)이었으며, 기타가 3
명(1.9%)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3 창의‧인성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실시기간 

및 시간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The needs of duration and time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1 semester 3 hours 8 weeks 25 15.5
② 1 semester 3 hours 10 weeks 66 41.0
③ 1 semester 3 hours 15 weeks 29 18.0
④ 1 semester 4 hours 15 weeks 9 5.6
⑤ 2 semester 2 hours 30 weeks 15 9.3
⑥ 2 semester 3 hours 30 weeks 8 5.0
⑦ over three semesters 9 5.6

 total 161 100.0

Table 6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실시 기
간 및 시간에 대한 요구도는 ‘1학기 3시간 10주’라고 응답
한 예비교사가 66명(41%)로 가장 많았고, ‘1학기 3시간 15
주’가 29명(18%), ‘1학기 3시간 8주’가 25명(15.5%), ‘2학
기 2시간 30주’가 15명(9.3%), ‘1학기 4시간 15주’와 ‘3학
기 이상’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각각 9명(5.6%)의 순이
었으며, ‘2학기 3시간 30주’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8명
(5%)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4 창의‧인성 강좌의 회기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회기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The needs of sessions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less than 8 sessions 33 20.5
② 9 to 11 sessions 66 41.0
③ 12 to 14 sessions 39 24.2
④ 15 to 17 sessions 16 9.9
⑤ over 18 sessions 7 4.3

total 161 100.0

Table 7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회기에 
대한 요구도는 ‘9~11차시’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6명
(41%)로 가장 많았고, ‘12~14차시’가 39명(24.2%), 8차시 
이하가 33명(20.5%), ‘15~17차시’가 16명(9.9%)의 순이었
으며, ‘18차시 이상’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명(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5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육내용

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 The needs of education cont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basic concept of creativity education 22 13.7

②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cognitive element 34 21.1

③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propensity element 53 32.9

④ creativity education element
 : motivational element 41 25.5

⑤ personality education element 11 6.8

total 161 100.0

Table 8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내용에 
대한 요구도는 ‘창의성 교육요소 중 성향적 요소’라고 응답
한 예비교사가 53명(32.9%)로 가장 많았고, ‘창의성 교육요
소 중 동기적 요소’가 41명(25.5%), ‘창의성 교육요소 중 인
지적 요소’가 34명(21.1%), ‘창의‧인성교육의 기본개념’이 
22명(13.7%)의 순이었으며, ‘인성 교육요소’라고 응답한 예
비교사가 11명(6.8%)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6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법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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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needs of teaching methods for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lecture-oriented class(class focused on creativity and p
ersonality) 3 1.9

② discussion and discussion classes through group activities 31 19.3

③ online(cafe, administration, smart phone usage), offline 
classes 19 11.8

④  fusion type classes in various fields 64 39.8

⑤ announcement of reports through aud 
iovisual classes and literature surveys 7 4.3

⑥ production of work through cooperative 
learning(actual practice-oriented class) 37 23.0

total 161 100.0

Table 9와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도 는 ‘다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64명(39.8%)로 가장 많았고,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제작’이 37명(23%), ‘조별활동을 통한 토론 및 토의수
업’이 31명(19.3%),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이 19명(11.8%)
의 순이었으며, ‘시청각 수업 및 문헌조사를 통한 보고서 발
표’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7명(4.3%)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3.2.7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매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매체

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The needs of teaching medium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books 
(picture books)

①  not suitable 119 73.9
② suitable 42 26.1

art(sculpture, painting, exhibition) ①  not suitable 83 51.6
② suitable 78 48.4

theater plays ①  not suitable 94 58.4
② suitable 67 41.6

specific physical 
material

①  not suitable 109 67.7
② suitable 52 32.3

produced parish ①  not suitable 126 78.3
② suitable 35 21.7

movie ①  not suitable 67 41.6
② suitable 94 58.4

music(concerts, 
musicals, operas)

①  not suitable 70 43.5
② suitable 91 56.5

advertising ①  not suitable 120 74.5
② suitable 41 25.5

newspapers, 
magazines

①  not suitable 136 84.5
② suitable 25 15.5

game machine ①  not suitable 124 77.0
② suitable 37 23.0

smart device ①  not suitable 134 83.2
② suitable 27 16.8

design (fashion, visual) ①  not suitable 106 65.8
② suitable 55 34.2

activity paper ①  not suitable 136 84.5
② suitable 25 15.5

other ①  not suitable 158 98.1
② suitable 3 1.9

total - 161 100.0

Table 10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매
체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교수매체 중 영화와 음악(음악
회, 뮤지컬, 오페라)이 ‘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비
적합하다’로 응답한 예비교사보다 더 많았다. 나머지 교수
매체는 모두 ‘적합하다’고 응답한 예비교사보다 ‘비적합하
다’로 응답한 예비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2.8 창의‧인성 강좌의 평가방법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평가방법

에 대한 요구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11과 같다. 

Table 11. The needs of evaluation method of creativity 
education lecture         

item N %
① descriptive evaluation 6 3.7

② assessment of essay method (expressin
g students' thoughts on a specific topic) 37 23.0

③ student peer evaluation through cooperat
ion and discussion learning 28 17.4

④ standardized inspection tool evaluation (c
reativity inspection, personality inspection) 31 19.3

⑤ performance evaluation 6 3.7

⑥ portfolio evaluation 53 32.9

⑦ others 0 0
 total 161 100.0

Table 11과 같이,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평가방
법에 대한 요구도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응답한 예비교
사가 53명(32.9%)로 가장 많았고, ‘에세이 방식 평가’가 37
명(23%), ‘표준화 검사도구 평가’가 31명(19.3%), ‘협력 및 
토론학습을 통한 학생 동료 평가’가 28명(17.4%)의 순이었
으며, ‘서술형 평가’와 ‘수행평가’가 각각 6명(3.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써 유아교육과 4학
년 161명을 대상으로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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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요구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연구문제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높게 인식하였다. 이
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 수준은 3학
년 보다는 4학년이 높았고, 학교현장실습과 보육실습을 모
두 수행한 학생이 관찰실습을 한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 연구결과[17]와 비교해 볼 때, 두 실습을 모두 완료한 4
학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의 경우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초‧중‧고 교사들이 창의성과 인성을 학생들
이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보고 창
의‧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결과[18]를 지지한다.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강좌의 지원은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을 중요하다고 인식한 예비교사들이 가장 많았
고, ‘교육환경 개선, 활용 가능한 기자재 및 교수매체 지원’, 
‘교과를 통한 창의‧인성 강좌에 대한 인식교육’ 등의 순으로 
예비교사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전공교과
의 학습 및 과제에 창의‧인성 강좌를 결부시킴’, ‘창의‧인성 
교수자 교육’, ‘교육부 지역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 등은 소
수의 예비교사만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교사
들은 창의‧인성 강좌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교실 확보 등의 
재정적인 교육환경 측면의 지원을 해야한다고 한 연구결과
[18]를 지지한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수
와 창의‧인성교육을 직접 경험을 통해 교사들과의 원활한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많은 예비교사들이 창의‧
인성 강좌의 개발과 적용을 가장 중요한 지원이라고 보았다
는 점은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된 강좌가 부족하며, 그들의 
요구를 반영한 강좌의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을 시사한다. 

창의‧인성 강좌의 효과는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이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의 창의‧인성 강좌가 인지‧정
의‧정서적 측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인재, 전인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18]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유치원교사 대부분이 창의‧인성교육을 중요
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12], 기관유형에 관계없이 유치원
교사들은 창의‧인성교육을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는 결과[13]
를 지지한다. 

둘째, 예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에 
대한 요구는 강좌에 대해 반 이상의 예비교사가 ‘수강할 것
이다’라고 응답하였고, 창의‧인성 강좌의 교과목 수는 2, 3
과목 정도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많았으며, 적절한 회기는 

‘9~11차시’ 정도가 가장 많았고, 실시 기간 및 시간은 ‘1학
기 3시간 10주’라고 요구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교에서 창의‧인성 교육과정이 별도로 2과목 정도 개설될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결과[13]와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예
비영유아교사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해 이들의 요구도를 고
려한 맞춤형 창의·인성 강좌를 개발해야 함을 시사한다. 

창의‧인성 강좌의 교육내용에 대한 요구는 창의성 교육
요소 중 ‘성향적 요소’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고, 
동기적 요소와 인지적 요소’라고 응합한 예비교사가 많은 
반면, ‘창의·인성교육의 기본개념’과 ‘인성 교육요소’는 적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한 연구결과[16], 비교해 볼 때, 창의성교육의 구성요
소 중 성향적 요소를 가장 많은 학생이 요구하였다는 결과
와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
육과 인성교육의 각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
시에 두 교육 간의 유기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본 점을 고려
할 때[6],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 시 예비영유아교사의 인성
교육요소를 어떻게 접목시켜 효과를 높일지는 추후 심각하
게 고려해 볼 만한 결과이다. 따라서 최근 인성교육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비영유교사들에게 창의‧
인성 강좌를 적용할 때,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목표가 
통합된 형태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교수법에 대한 요구는 ‘다
양한 분야의 융합형 수업’이라고 응답한 예비교사가 가장 
많았고,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제작’, ‘조별활동을 통한 토
론 및 토의수업’,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의 순으로 요구하
고 있었다.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창의와 인성의 유기적 결합이라고 볼 때[20], 창의‧인성교육
의 기본방향에 맞게 융‧복합교육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21]. 따라서 대학에서의 창의‧인성 강좌를 개발할 때, 
예를 들어, 교과 간의 융합, 하위요소 간의 융합, STEAM 
등의 융합형 교수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창의‧인성 강좌의 교수매체에 대한 요구로 가장 많은 선
호를 보인 교수매체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음악회, 뮤지
컬, 오페라), 실문자료 등이 있었으며, 창의‧인성 강좌의 평
가방법에 대한 요구는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응답한 예비
교사가 가장 많았고, ‘에세이 방식 평가’, ‘표준화 검사도구 
평가’, ‘협력 및 토론학습을 통한 학생 동료 평가’를 예비교
사들이 요구하였다. 

이에 예비영유아교사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강좌의 
인식 및 요구도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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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첫째,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대학의 창의‧인성 강좌는 
일회성 특강이나 단기 비교과 프로그램이 아닌 2, 3과목정
도의 11차시, 30시간정도가 적절하다. 둘째, 별도로 독립적
인 강좌를 운영할 경우 학년 및 수준별로 학습자 맞춤형 교
과목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성교육과 인성
교육을 별도의 교과목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유기적 결합을 
통한 두 영역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의 ‘다양한 분야의 융합
형 교수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창의‧인성 강좌 운영 시 
예비영유아교사들이 선호하는 교수매체로 영화, 애니메이
션, 음악 등 영상매체 및 예술매체를 활용한 강좌 및 교수법
의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평가방법으로는 강좌 운영 시 지
필식 시험보다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주로 활용하되, 에세이 
방식의 평가, 표준화 검사도구를 활용한 평가, 학생동료 평
가방법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함께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창의‧인성 강좌의 인식 및 요
구도만을 조사한 기초연구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한 
창의‧인성 강좌의 개발 및 적용한 후 교육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전국의 4년제 유아교육과 학
생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조사하였지만 그 수가 적고 전국분
포가 아니라 이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
문대학 유아교육과 및 보육관련 학과들을 포함하여 연구대
상의 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비교‧
분석하여 학년 및 수준별 창의‧인성 강좌의 요구도 조사 및 
강좌 개발을 위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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