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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저학년 학생의 창의·정서 함양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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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ated Program Development for Creativity 
and Emotion of Elementary Lower Grad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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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창의·정서능력증진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성격을 함양하고,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을 길러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우선, 창의적 사고 요소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민감성과 창의적 성격의 호기심, 민감성향, 모험심, 유머, 독립심, 과제집착력, 문제해결리더십을 포함한
다. 창의성을 계발시키기 위하여 선정된 창의성 기법은 강제결합법,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육색모자기법, 희망열거법,
스캠퍼기법, PMI기법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정서 교육 요소로는 자기 및 타인 이해, 자기표현, 감정조절, 존중 및 협동
의 4가지 요소를 추출하였다. 통합 프로그램은 총 12개의 주제 및 차시로 구성하였으며, 한 차시의 수업 시간은 초등 
교육과정과 같은 40분으로 설정하였다. 구성한 프로그램은 경력 10년 이상의 초등 현직 교사에 의해 모의 수업의 형태
로 실시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반영 후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integrated program to improve the creative and
emotional ability of lower grade students. This program aimed to cultivate creative thinking and creative
personality for problem solving, and to learn how to interact positively with others by developing 
emotional expression and control. Creative thinking ability includes fluency, flexibility, originality, 
elaboration, imagination, and sensitivity. Creative personality includes curiosity, sensitivity, adventure, 
humor, independence, task commitment, and problem solving leadership. We selected 6 creative thinking
skills such as mind-map and brainstorming. Emotional factors consist of self /other understanding, 
control of emotional effect, self-expression emotionally, and respect for others for cooperation. The 
integrated program consisted of 12 themes, and the class time was set to 40 minutes, which is the same
as the elementary curriculum. The program was conducted by a teacher with 10 years' experience.

Keyword : Creative thinking ability, Creative personality, Emotional ability, Elementary lower grade school
students, Integrate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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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예전과 다르게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

으며 미래학자들의 예측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나[1] 
정확히 예측하기에는 관련된 요인들이 매우 복잡하며 학
생들에게 미래에 대하여 예측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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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오히려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이러한 변화에 따
른 적절한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간은 과거의 기
억을 기반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하는  ‘상상
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창의성’ 의 하위 요인 중 하나
이다. 또한 미래에 만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
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것도 ‘창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사회를 언급할 때 ‘희망’ 이나 ‘행복’ 과 같
은 긍정적인 수식어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단어는 정서적인 
의미를 함축한다는데 특이점이 있다. Mayer, Salovey, 
Caruso와 Sitarenios[2]는 고도로 기계화된 미래사회를 
살아갈 후손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함께 협동하며 원활히 
소통하며 상호작용하는 능력이며 이를 위해서 ‘감성 지능
(Emotional Intelligenc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의
성과 더불어 미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강조되는 키워
드는 ‘정서’ 나 ‘감정’인 것이다.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 이란 자신과 타
인의 감정 조절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능
력을 뜻하며, 감정지능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예측가
능한 미래가 아닌 새로움과 낯선 시간들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는 인지저인 사고능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사고처리
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집중력과 끈기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집단 지성  등의 안정적인 정서상태
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을 
발휘해야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잠재능력을 극대
화시킬 수 있도록 정서적인 면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목적도, 이를 위한 수단도 감정 
및 정서와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다. Yuval Harari[3]가 
주장하는 ‘감정지능’ 교육 또한 수학이나 과학처럼 인류
가 이제까지 쌓아온 지식보다, 그러한 지식을 밝혀내는 
힘의 중요성을 언급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마음의 균형
(Mental Balance)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민지연, 박수원, 신종호[4]의 연구에서 행복과 창의성
의 관계에서 행복과 창의성은 서로 정적인 영향력을 미
치는 관계임을 밝히고 별개가 아닌 병행 교육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행복한 학생은 창의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다. 이와 비슷하게 긍정적 정서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 
및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부정적 정서
가 높을수록 이 두 가지 능력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5]
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사고력과 
정서는 서로 별개의 능력으로 분리되어 다루어졌다면 창
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이 최근에는 동등한 관점에서 인
식되고 있는 경향이며, 2009년 국가교육과정에서부터 
통합된 것을 보아도 사회적 요구와 주류를 알 수 있다[6].

이상에서와 같이 주어진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
는데 필요한 감정 및 정서 지능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인 ‘창의성’ 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능력임을 알 수 있으며, 두 가지 능력은 뇌의 구조 
및 기능상으로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7].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
육현장에서 통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아들을 대상
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시된 통합 프로그램은 찾아보
기 힘들다.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단계에는 사고력
과 정서능력이 함께 개발되어야하는 시기이며 매우 결정
적인 시기로 여겨지며 이를 고려하여 추후 초등학교 현
장에서의 본 프로그램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반영된 프로그램을 고안한다면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연 학생들에게 보
편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연구 문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하였다.

1.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
의 교육목표 및 요소는 어떠한가?

2.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
의 교수-학습 내용은 어떠한가?

2. 프로그램 개발과정

2.1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
램의 목적 및 목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창의
성 및 정서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살
펴보면, 사회적 창의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8]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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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학생들에게 확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및 지식 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창의성과 창의적 성향 및 동기의 요소
를 포함하는 정의적 창의성을 함양시키고자 하였으며 초
등학생들에게 적용한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
생들의 대인관계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9]. 김광수와 이시화[10]는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을 개
발하여 초등학생들의 정서의 지각과 표현 능력, 사고에 
대한 정서 촉진, 정서 정보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정서의 
조절을 포함하는 갈등해결 전략 및 또래관계능력 향상을 
돕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의 구체
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 기법이 반영된 창
의적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기른다. 둘째, 주어
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성격을 함양한
다. 셋째,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을 길러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
을 익힌다.

2.2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
    램의 구성 요소 추출

일반적으로 창의성이란 창의적 사고능력은 수렴적인 
사고와 한께 확산적 사고력을 포함하는 능력이며 정의적
인 요소로서 창의적인 성격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창
의성의 인지적 특성을 ‘창의적 사고’ 로, 정의적 특성을 
‘창의적 성격’ 으로 명명하였다. 이나희, 문성환[11]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창의성 신장 연구에서 창의성 검
사의 하위 요인으로 창의적 성격, 사고, 동기의 3가지 범
주로 분류하였으며 창의사고력에 ‘상상력과 환상’ 요인을 
추가하였다. 박인영 외[8]의 사회적 창의 증진 프로그램
은 창의성을 인지적 창의성과 정의적 창의성으로 분류하
고, 인지적 창의성에 확산적사고(상상력,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수렴적사고, 지식 요소를 정의적 창의성
에 창의적 성향(민감성, 개방성) 및 동기(호기심, 몰입) 요
소를 포함하였다. 

이경화[12]의 연구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영역의 측정 
요인으로 아이디어를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생각해내는 
능력인 유창성,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여 다양한 관
점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융통성,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
어를 생각해내는 독창성,  아이디어를 치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정교성, 경험해보지 않은 생각을 마음속으로 묘사 
및 표현하는 상상력, 주변의 환경에 대해 민감한 관심을 
보이고, 이를 통해 새로운 탐색영역을 넓히는 민감능력을 
제시하였다. 

창의적성격으로는 주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는 성향인 호기심, 섬세한 감각을 통해 주
변 사물이나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민감성향, 결과를 예
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모험심, 문제에 대해 
제약 없이 생각하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유머, 스스로 행
동하려는 독립심, 과제에 주의 집중하여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집착력 및 문제해결 리더십의 7가
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의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
상으로 창의성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미있는 증진
효과가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13], [14].

정서지능이 뛰어난 아동이 또래에서 인기가 있고 대인
관계를 우호적으로 형성해 나가며 친화적이라고 평가받
는 다는 연구[15}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는 또래관계 등의 
인간관계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로 교사나 부모의 말보
다도 친구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인 Gang age
에 해당하며 아동기의 정서지능은 이후의 인지발달 및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므로 그 중요성이 더해진다. 국
내의 유아용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 개발연구[16]는 유
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서교육과 관련된 지능의 요소를 살펴보면 김광수와 
이시화[10]는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를  
정서인식 및 표현, 감정이입, 정서의 사고 촉진, 정서활
용, 정서조절의 5가지 요소를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위의 5가지 요소
에 주관적 안녕감이라는 인지 및 정서 요소를 추가하여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17]. 신지예와 홍
성두[9]는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요인으로 정서인식, 정서
표현, 정서지식의 이해, 정서의 반영적 조절, 사고에 대한 
정서의 촉진 요소를 포함한 초등학생용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의 정서지능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공통점을 수렴해보면 Mayer, Salovey, Caruso와 
Sitarenios[2]의 연구에서 제시된 정서지능 요인들을 기
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의 구성 요소는 
정서의 인식과 표현, 조절, 정서활용능력으로 구분된다 
정서인식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타인의 정서에 공감
하는 자기이해와 타인이해를 포함하며, 정서표현은 자신
의 정서를 몸짓, 행동, 언어 등으로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
이며, 정서조절은 상황이나 맥락에 맞도록 정서를 변화 
및 유지시키는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서활용은 존중 및 협동의 능력으로 정서를 실제의 삶
에서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 및 과제를 해결하는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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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말한다. 피아제의 인지발달론에 따른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학생들의 인지 발달이 자신을 중심으로 인식과 
표현이 이루어진 후에 타인의 감정 등에 관심이 이르는 
순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 

본 연구의 정서 교육 요소 또한 자아의 이해와 표현, 
조절 능력을 기본으로 타인과 소통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단계를 설정하였다.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이 초등 교육 현장과 연결되
어 적용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5개정 교육과
정에서 제시하는 과목별 기능을 각 수업 차시에 적용하
였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 중 
수학을 제외한 국어 및 통합 교과(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에서 익혀야 하는 기능을 각 차시별 
활동에 연관시켜 차후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규 교
육과정 시간에 본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본 프로그램과 학교 교육 간의 연계성을 높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국어 교과의 영역은 모두 5가지
이나, 읽기 및 쓰기 영역과 관련된 기능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에서 관계가 깊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2015개정 교육과정[19],[20]에서 제시하는 과목별 기능
을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국어의 듣기와 말하기에서는 맥
락이해, 활용하기, 청자 분석하기, 내용생성 및 조직하기, 
표현·전달하기, 평가·감상하기, 경청·공감하기, 상호 교섭
하기 등의 역량과 연결되며 문법에서는 문제 발견하기, 
비교·분석하기, 분류·범주화하기, 언어생활 성찰하기 등
이 연관되며, 문학에서는 몰입하기, 감상·비평하기, 성찰·
향유하기, 모방·창작하기, 공유·소통하기 등의 역량을 포
함하고 있다.

통합교과인 바른생활에서는  되돌아보기, 스스로하기, 
내면화하기, 관계 맺기, 습관화하기와 연결지을 수 있으
며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관찰하기, 무리 짓기, 조사하기, 
관계망 그리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즐거운 생활에
서는 최근 교육과정에서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놀이하기, 
자유롭게 표현하기, 감상하기 등의 역량과 연결되어 적용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였다. 

2.3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
    램의 교수-학습

본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내용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
의 창의성 및 정서능력을 함께 함양시키기 위한 통합 프
로그램인 만큼, 각 차시별로 계발 목표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도입 단계:  수업 주제 관련 동기 유발 및 해결

할 문제상황 제시하기 이다.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수업
에 응하고자 하는 준비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동기 유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동기 유발 활동의 내용은 전개 단
계의 주요 활동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하여 본 차
시 활동과의 연계성을 참조하였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특성에 맞도록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림 및 동영상 자료 
시청이나 간단한 게임, 노래 부르기 활동 등을 활용하였
다. 또한 학생들의 수업 몰입도 증진을 위하여 문제 상황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둘째, 전개 단계: 창의성 기법이 포함된 개인 및 모둠 
활동과 차시별 목표인 정서 요소 함양을 위한 주요 활동
하기이다. 이 부분에서는 창의 및 정서능력 요소를 함양
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들로 구성하였다. 먼저 창의적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여러 가지 ‘창의적 사고 기법’을 교
수-학습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교수-학습 단계에 사용한 
대표적인 창의적 사고 기법은 강제결합법, 마인드맵, 브
레인스토밍, 육색 모자 기법, PMI 기법, 희망열거법, 스
캠퍼 기법 등이다.

1차시 수업에 활용된 ‘강제결합법’ 은 주어진 소재나 
요소 등을 연결시켜 하나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방법이다. 
요소들 간의 연관성을 발견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산출하
는 창의성 기법이다. 3, 5, 7차시 수업에 활용된 ‘브레인
스토밍 기법’ 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생각을 하도록 유
도하는 창의성 기법으로, 창의적 사고 능력 중 ‘유창성’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2, 4, 8차시 수업에 활용된 
‘마인드맵 기법’은 핵심개념 단어를 기준으로 관련된 아
이디어들을 방사 형태로 뻗어나가며 연상력 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시각적 형태를 통해 개념을 심상화, 조직
화, 맥락화 하는 마인드맵 기법은 좌뇌와 우뇌를 유기적
으로 연결하여 양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효과적
인 창의성 기법이다[21].

9차시 수업의 ‘육색 모자 기법’은 파랑, 노랑, 빨강, 하
양, 검정, 녹색의 6가지 색깔의 모자를 돌려쓰면서, 각 색
깔이 나타내는 아이디어발상과 질문을 활용하는 방법이
며,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여 ‘융통성’
과 연관이 있다. 10차시 수업의 ‘희망열거법’ 은 기존의 
물건이나 아이디어 등에 대해 희망하는 내용을 나열함으
로써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가는 기법이다. 

11차시 수업의 ‘스캠퍼(SCAMPER) 기법’ 은 대체, 결
합, 수정, 확대, 축소, 다른 용도, 제거, 반대로 하기 등의 
방법을 통해 기존의 아이디어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마지
막으로 12차시의 ‘PMI 기법’ 은 현상이나 아이디어의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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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점(Plus)과 부정적인 점(Minus), 재미있는 부분
(Interest)을 나누어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초등 저학년 
학생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강경아, 윤지현, 
강성주[22]도 이러한 장점을 내세우며 그들의 연구에서 
대표적인 창의성 기법으로 선택하였다. 또한 이 기법이 
초등학생들의 유창성 및 독창성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
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18].

이러한 창의적 사고 기법들의 각 특징에 따라 창의적 
능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개인 및 모둠 활
동의 형태를 결정 및 구성하였다.

또한 창의성과 동시에 정서 능력 함양을 위해서 각 정
서 요소별로 3차시 분량에 해당하는 수업을 구성하였다. 
먼저 1, 2, 3차시 수업에서 정서 인식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해, 동물의 의사소
통 방법 탐구, 캐릭터의 감정 추측 활동을 구성하였고, 4, 
5, 6차시 수업에서는 정서 표현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활
동으로 감정 표현 단어 및 문장을 학습하기 위한 만들기, 
게임 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나아가 7, 8, 9차시 수업에
서는 정서 조절 능력 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입장 바꿔 생
각하거나 행동 선택에 따라 미래에 벌어질 일 추측하기, 
갈등 상황에서의 역할극 활동 등의 실생활과 밀접한 활
동으로 구성하였으며, 10, 11, 12차시 수업에서는 정서 
활용 능력 함양을 위해 실제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하거나 감정을 직접 이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활용하였다.

셋째, 정리 단계: 그날의 활동 정리, 대화를 통한 성찰 
및 앞으로의 실천 다짐하기이다. 활동을 마무리하거나 반
성하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문제 상황에서 직접 실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로 설정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팀 발표를 통해 교실 환경에서 배
운 내용을 가정 및 실생활과 연계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스스로의 학습을 정리하고 동료들과 함께 한 내용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3. 최종 프로그램의 구성

3.1 초등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
    램 구성 체계

앞의 과정에서 설정한 교육 목적 및 목표를 중심으로 
추출한 창의성 및 정서 교육 요소, 초등 교과목별 기능 
요소 및 창의성 기법을 포함하여 12차시 분량의 창의·정
서교육 통합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각 차시는 40분 수

업이며, 도입, 전개, 정리의 교수-학습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차시별 주요 활동 주제 및 내용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부합하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소재로 설정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는 12개의 활
동명과 창의.정서 교육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
과 같다. 

1차시는 <우리들의 몬스터 파티>로 창의·정서 교육요
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정교성 민감성, 
유머,독립심, 과제집착력이며 정서요인은 정서인식(자기/
타인이해)이다. 

2차시는 <티피와 동물들>로 창의·정서 교육요소는 창
의성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민감성, 모험심, 유머이
며 정서요인은 정서인식(자기/타인이해)이다. 

3차시는 <오늘의 기분은?>으로 창의·정서 교육요소는 
창의성의 , 호기심, 민감성향, 모험심이며 정서인식 (자기
/타인이해)이다. 

4차시는 <감정에도 이름이 있어요>로 창의·정서 교육
요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정교성, 민감성
향, 유머, 독립심, 과제집착력이며 정서요인은 정서표현
(자기표현)이다. 

5차시는 <I'm OK. 난 이제 괜찮아>로 창의·정서 교육
요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정교성 민감성
향, 유머, 과제집착력,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인은 
정서표현(자기표현)이다. 

6차시는 <You're OK. 너도 이제 괜찮아>로 창의·정
서 교육요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민감성, 
민감성향, 유머, 과제집착력,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
인은 정서조절 (감정조절)이다. 

7차시는 <너와 나의 체인지>로 창의·정서 교육요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민감성, 민감성향, 모
험심, 유머,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인은 정서조절(감
정조절)이다. 

8차시는 <그 다음 장면은?>으로 창의·정서 교육요소
는 창의성의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민감성, 모험심, 유
머, 독립심,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인은 정서조절(감
정조절)이다. 

9차시는 <돌발 상황 미션 해결!>로 창의·정서 교육요
소는 창의성의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정교성, 민감성
향, 모험심, 과제집착력,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인은 
정서조절(감정조절)이다. 

10차시는 <내 물건이 말을 해요!>로 창의·정서 교육요
소는 창의성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민감성향, 모험
심, 유머, 과제집착력이며 정서요인은 정서활용(존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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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다. 
11차시는 <세상을 바꾸는 장난감 만들기>로 창의·정

서 교육요소는 창의성의 독창성, 상상력, 정교성, 민감성, 
모험심, 과제집착력이며 정서요인은 정서활용(존중/협
동)이다. 

12차시는 <감사합니다>로 창의·정서 교육요소는 창의
성의 유창성, 독창성, 상상력, 민감성향, 유머, 과제집착
력, 문제해결리더십이며 정서요인은 정서활용 (존중/협
동)이다. 

3.2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 예시활동
이러한 구성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한 수업 지도안에는 

활동 주제와 목표, 형태, 영역별 기능 및 창의·정서 계발 
요소, 준비물을 비롯하여 교수-학습 단계별로 이루어져
야 하는 내용과 관련 예시를 자세히 기술하였다. 수업 지
도안을 토대로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초등 교사가 모의 
수업을 실시하였고, 실시 및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을 3차시 분의  ‘오늘의 기분은?’ 이라
는 주제의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실시하는 과
정은 다음과 같다.  

도입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인사
이드 아웃’ 의 영상을 활용하여 수업 주제에 대한 주의를 
이끌어내고, 영화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기쁨, 화남, 슬픔, 
두려움, 짜증남의 다섯 가지 기분의 종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개 부분에서는 첫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이 평소에 느꼈던 감정과 관련된 경험을 
창의성 기법 중 ‘브레인스토밍’’을 활용하여 2-3분간 자
신의 생각을 말하거나 적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평소 자
신의 감정을 반추하는 바른 생활의 되돌아보기 기능이 
연계되는 활동이다. 이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융통
성, 창의적 성격의 민감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의도하였
다. 이후에 학생들이 브레인스토밍 산출물을 토대로 앞서 
살펴본 다섯 가지 기분 중 가장 비슷한 감정을 선택하여 
캐릭터 가면을 쓰고 그 감정과 감정을 느꼈던 상황에 대
해 발표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을 국어과 표현·
전달하기 기능과 연계되며, 발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감정에 집중하며 창의적 성격 중 독립심을 함양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활동으로 ‘케니 샤프’ 의 그림을 도입하여 학
생들이 그림의 여러 가지 표정을 통해 더욱 다양한 감정
을 접하고, 각각의 표정이 어떤 감정인지 추측하는 활동
을 구성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창의적 사고 중 

상상력, 정교성, 사고의 민감성을, 창의적 성격 중 호기심
을 기르도록 의도하였으며, 국어과의 추론하기, 경청·공
감하기, 슬기로운 생활의 관찰 및 예상하기 기능과 연계
성이 있다. 

세 번째 활동으로 이번 차시에 학습한 감정 중, 가장 
인상 깊거나 공감되는 감정을 선택하여 그 감정을 잘 표
현할 수 있는 색깔의 클레이로 직접 얼굴표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이 활동은 즐거운 생활의 놀이 및 표현하
기 기능과 연계된다. 마지막으로 정리 단계에서는 친구들
이 만든 표정들을 감상하고 어떤 감정인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추측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창의성 및 
정서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창의·정서 통합 프
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창의성 프로그램과 정서증진 프로
그램들에 관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되었는데 특히 사
회적 창의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정서지능 교육프
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8], [9], [10]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의성 기법이 반영된 활동을 통해 창의적 사고 능력을 
길러 주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창의적 
성격을 함양하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정서 
표현 및 조절 능력을 길러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는 것을 본 프로그램의 교육목
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창의성은 
‘창의적 사고’ 와 ‘창의적 성격’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창
의적 사고 요소에는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 상상력, 민
감성의 6가지 요소와, 창의적 성격 요소로는 호기심, 민
감성향, 모험심, 유머, 독립심, 과제집착력, 문제해결리더
십의 7가지로 설정하였다. 또한 정서 능력은 인식, 표현, 
조절, 활용의 4단계로 구분하였고, 자기/타인 이해, 자기 
표현, 감정 조절, 존중 및 협력 요서를 각 단계의 하위 요
소로 정하였다. 더불어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
성을 위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국어 및 
통합교과의 영역별 기능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통합 프로그램의 교수-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수-학습 단계는 도입, 전개, 정리
의 3단계를 기본 과정으로 하여 총 12차시의 주제에 대
한 수업을 개발하였으며, 각 수업 차시는 40분으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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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서 능력의 4단계에 따라 인식, 표현, 조절, 활용의 
각 단계별로 3차시의 수업을 차례로 구성하여 각 차시 
수업의 연계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하였다. 또한 수업에서의 소재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
생들의 발달 단계 수준과 관심사에 알맞은 다양한 주제
로 선정하였으며, 수업 구성 시 창의성 함양을 위해 강제
결합법,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희망열거법, 스캠퍼 기
법, PMI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12차시 수업
은 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초등 교사에 의해 모의 수업
의 형태로 실시되었고, 수업 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내
용을 반영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창의성 및 정서 요소를 모두 고려하였
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에 맞도록 구성되었으며,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과
의 연계성까지 고려했다는 장점이 있다. 총 12차시의 분
량으로 적용된다면, 이제까지 개발되었던 기존의 유사 프
로그램보다도 높은 교육적 효과를 보일 것으로 개대한다.

본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
발한 통합 프로그램을 실제 학생들에게 적용해 본 후 효
과성에 대해 논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개발한 프로
그램에 대한 모의 수업은 사전에 실행해 보았으나, 학생
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확히 
측정[23]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실험 설계를 동반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개발 프로그램을 현장
에서 실행할 때에는 교사의 역량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과 취지를 잘 이해하고 수업에 임하
는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하며, 다양한 문제상황
에 처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흥미를 갖고 수업
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교수지도가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본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활동을 반드시 모두 실행하려는 과업위주의 수업보다 적
절하게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
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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