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교신저자: Park, Mi-Jeong, Cheongdeok Middle School, Cheongdeok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i-Do 446-915, Republic of Korea
Tel: 031-282-6214, Fax: 031-282-6215, E-mail: lalala3@unitel.co.kr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012. Vol. 24, No. 3, pp.35-561)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 개발

-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박미정*1)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박사*

The Development Teaching Models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ing on the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ion’ -
Park, Mi Jeong*1)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and developed the teaching models elements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based on its identity and nature.

Above all, I investigated premises and assumptions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rough literary consideration, and then found out eighteen 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Thus, I 

proposed Practical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Creative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Inquiry Learning 

Model, and Role Playing Model(experience study) in ‘Clothing and self-expression’ unit.

The study identified that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meets natur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strengthens the basics of the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In the future, I 

recommend the activation of philosophical debating of the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various class 

models of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and follow-up study of the creative and personal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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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사회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꿈의 사회(Dream society)’(Jensen, 2001)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꿈의 사회’는 영화 ‘아바타(AVATAR, 2009)’로 대

표되듯이 감성과 스토리, 친밀함과 재미가 강조되며, 개인의 

창의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성’이나 ‘도덕성’이 중요

하게 강조되는 사회이다. 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가․사회적 요구를 창의․인성 교

육으로 보고 있다(So, 2010). 

같은 맥락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으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

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

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문화적 소양과 다원

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

람,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

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a)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암기 위주

의 지식 교육과 성적 향상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한쪽

으로 치우치거나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교육과학기

술부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

어 살면서 미래를 개척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의 목표 아래 창의․인성 교육을 ‘융합된 역량’의 형태로 도

입하였다. 즉,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으로, 인성은 ‘창의성을 사회 속에서 의미 있게 

발현시킬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하면서, 창의성과 인성을 구

성 요소나 함양 방법 등에 있어 상호 유사성과 보완성이 높

은 자질로 제시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b).   

하지만 창의성과 인성의 개념이 다양하고 모호함에 따라 

창의․인성 교육의 개념 또한 ‘융합된 역량’이기보다는 병치

나 병합의 상태로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각 교과에

서는 나름대로의 교과별 창의성과 인성의 개념과 요소를 다

양하게 접근하여 제시하고 있다(Kang & Choe, 2008; Park, 

2009; Sin, 2009; Cho, 2010). 이것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서 각 교과가 학생들의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교육이 창의․인성 

교육을 표방하면서 추진되는 방향은 자율과 경쟁이다. 학교

에서의 시간 편성도 결국은 학생들의 최적의 성장을 위해 어

떤 교과가 필요한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필요성을 느껴 선택하는 교과가 되지 않

는 한 학교 교과로서의 존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

이 학생들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교

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알맞은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시하여 개별 교과를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질 높은 학

습 경험을 제공해야한다(Cho, 2010).

그러나 가정과교육에서는 창의성과 인성 교육에 대한 각각

의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을 융합하여 살핀 연구

도 거의 없다. 앞으로 창의․인성 교육이 학교 교육의 주도

적인 흐름이 될 것이 자명하고, 변화의 방향이 바람직하며, 

가정과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에도 부합된다면 가정과교육에서

도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연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야 할 것이다.

Csikszentmihalyi(1996)는 창조적인 사람의 세 가지 요건으

로 전문 지식, 창조적 사고, 몰입에 주목하였다. 즉 모든 창의

성은 Weisberg(1993)의 10년 법칙 등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다(Kim, 2003 재인용). 이

에 따라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도 각 교과 내용을 기본 바탕

으로 하여야 하며, 가정과에서의 창의성 교육 역시 가정과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같은 책에서 칙센트미하이

가 노벨상 수상자 등 창의적 인물 100명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창의적 성취에 도움이 되는 특성 및 가치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인간관계, 가족, 내재적 동기, 사회에 

대한 관심, 독립성 순이었다. Csikszentmihalyi(1996)가 언급한 

인간관계와 가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개인과 가족의 사적인 

영역을 중심으로 현재와 미래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을 나, 

가족,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음

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주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

는 교과가 가정교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정과교육은 학습

자의 창의적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과

이며, 도덕성 함양과 인성 교육에도 역량을 지닌 교과이다. 즉, 

실천적 비판 패러다임에 근거한 가정과 수업은 우리나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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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도 비판적 사고력(Byun, 1999), 창의력(Lee, 1999), 

의사결정력(Chae, 1999), 도덕성(Mun & Chae, 2001; Kim & 

Chae, 2003; Chae et al., 2003)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

고하고 있다. 특히 Cha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과교

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책임, 협동, 신의, 타인 배려, 평등, 인

권존중, 공정성, 인류애 등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

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 및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탐색하고,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에서 활용 

가능한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연구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문헌을 고찰하여 가정과에서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

의 전제 및 특징을 도출한다.

둘째, Ministry of Edu.(2009b)의 창의․인성 교육 기본 

방안과 기술․가정과 중점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중심으로 

창의․인성 선행 연구 고찰 및 가정과 교육과정의 시기별 성

격과 목표, 실과(기술․가정)의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유목화

하고, 이를 가정교과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경력 20년 이

상의 가정과교사 7명으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보

완하는 과정을 통해 가정교과의 창의․인성 교육을 통해 발

현시킬 수 있는 창의․인성 요소를 도출한다.

셋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

징을 토대로 하여 가정과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발현시

킬 수 있는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개발한다. 

Ⅱ.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1.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

창의성은 창의력, 창조성, 창조력 등으로 불리며,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의 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창의성은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해내는 능력이고, 이 새로운 것은 쓸

모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생각에 기반하여 Lubart(1994)

는 창의성을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

들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Choe(1998)는 ‘특정 상황이나 과

제에 관하여 새로우면서도 적절한 아이디어를 생성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Kim, 2003 재인용). 

일반적으로 창의성은 그 수준에 따라 작은 창의성(Little-c 

creativity)과 큰 창의성(Bic-C creativity)으로 구분된다(Sin, 

2009). 작은 창의성은 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

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수준의 능력이며, 큰 창의

성은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과 같이 타인의 삶과 사고 및 정

서에 영향을 끼치는 수준 높은 창의성을 의미한다. 

Kim(2008)은 1998년 이후 10년간 국내 교육학 및 심리학 

관련 학술지에 실린 논문 204편에서 한국 창의성 연구의 동

향과 쟁점을 살핀 결과 개인적 수준의 작은 창의성에 관한 

연구가 9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

육 분야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작은 창의성의 계발 발현을 통

해 큰 창의성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할 것

이며, 각 교과별 특성에 따라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각 교과별 특성을 살린 창의성 개념을 

정리하는 연구가 과학과(Kang & Choe, 2008), 국어과(Sin, 

2009), 수학과(Park, 2009) 등 각 교과별로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그러나 가정과에서의 창의성 연구(Kwon & Shin, 

1998; Lee, 1999; Chung, 2002; Chung, Kim & Park, 

2005)는 양적으로도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교과 특

성을 살리는 경향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창의성 교육을 별도로 영역 독립적으로 하여야 하느

냐, 교과와 통합하여 영역 통합적으로 하여야 하느냐의 문제

는 이론적․실천적 관점에서 영역 통합적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구체적인 영역 기반적 지식 없이는 창의성이 발

휘될 수 없다는 이론적 이유 외에도, 교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영역독립적인 창의성 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실천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Sin, 

2009). 

창의성 연구는 창의적 사고를 발산적 사고, 또는 확산적 

사고로 정의하고, 얼마나 많이(fluency; 유창성), 다양하고

(flexibility; 융통성), 독특하게(originality; 독창성), 그리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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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게(elaboration; 정교성) 사고하는가를 중요하게 본 길포

드(Guilford, 1967)의 입장에서 주로 시작된다. 그러나 최근

에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 과제 관련 지식, 

창의적 태도 및 인성 등의 통합으로 보는 통합적 관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Hah, 2003).

Kim(2003)은 창의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창의성

을 ‘새롭고 유용한 것을 생성해 내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학

교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목표를 ‘각 교과 학습을 통하여, 문

제 상황에 맞는 새롭고 적절한 것을 생성해 낼 수 있도록 학

습자의 능력을 계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Kim(2003)은 그 동안의 창의성 연구가 개인의 지적 능력, 

지식, 사고 스타일, 성격 특성, 동기 등의 개인적 특성 중심

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인지적 요인(지적 능력, 지식, 사

고 스타일)과 정의적 요인(성격 특성, 동기)외에 여러 가지 

환경 요소들을 포함하는 환경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통합적이

고 체계적인 모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Csikszentmihalyi(1988)의 ‘체계 모형(systems model)’은 

개인의 창의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학습 동기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전을 돕고 

그가 산출한 결과물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인 

‘분야’와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현을 위해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적 ‘영역’이 통합적이고 체계적

으로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체계 모형에서 ‘영역(domain)’은 개인이 창의성 발현에 필

요한 기반 지식을 갖출 수 있는 정보의 원천이 되어 주며, 

사고나 아이디어에 ‘적절한’ 특성을 부여한다. 기반 지식은 

창의성 발달을 위해 특정 분야에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

인 역치2)로서 작용하고, 아이디어 생성 창고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즉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개인의 지식체계를 다양

하게 재조직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Kim(2003)은 교과서나 교육내용 구성시 ① 학습자가 학문의 

심층적 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구성하고, ② 

의도하는 내용을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술하며, ③ 교과서에 실린 이론 또는 원리의 형

성 및 발달 과정을 학습자에게 이해시킴으로써, 학습자가 현

재의 이론을 고정 불변의 진리가 아닌 변화하고 발전하는 역

동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체계 모형에서 학교는 개인의 창의성 발달을 돕는 ‘분야

(field)’로서 ‘학습자의 학습을 돕고 결과물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 창의적인 것으로 판단된 것들을 영역으로 전달, 보존케 

하는 곳’으로 정의되며, 교사에 의한 수업과 창의적 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정서적인 지지 등이 이에 해당된다.

Kim(2003)은 평가와 지원으로서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

는 학교 ‘분야’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① 결과보

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수행평가 방법을 사용하고, ② 평

가는 창의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평가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③ 수업이 교과 내용 자체의 학습과 더불

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창의적 사고 기

술을 전이시킬 수 있는 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 학습자의 기발한 반응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줌으로써 탐구심과 도전의식을 독려하는 교실 문화를 만들고, 

⑤ 학교장이 창의성교육을 이해하고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지

하며 이를 위하여 교사들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을 주지 않아

야 한다. 그리고 ⑥ 학교에서의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물

리적인 학습 환경을 최적화시키고 창의적인 학습자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체계 모형에서 학습자 ‘개인(individual)’의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습동기를 들 수 있다. 

특히 내재적 동기는 일에 대한 흥미와 탐구심을 갖게 하며 

그 결과 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몰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창의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교과목의 내용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교과지식 습득을 위하여 성

실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지침(UK National Curriculum 

Handbook: 11-12)에서는 학생들에게 광범위한 지식과 이해, 

2) Simonton(1984)은 창의성과 일반지식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92명의 창의적 인물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기간과 창의적 성취

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를 한 결과 두 요인 간에 거꾸로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적정 기간의 공교육을 통하

여 검증된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Weisberg(1993)는 모차르트, 피카소, 비틀즈 등 역사적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인물들의 생애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그들의 창의적인 작품이 탄생하기까지는 평균 10년 정도의 기본기 연마 기간이 있었음을 밝혔다(Ki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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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습득하고, 개발하며,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맥락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

각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자신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Cho, 2010 재인용). 여기

에서 지칭하는 지식이나 기능은 고정되고 죽어있는 단순한 

사실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이 아닌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창

출해 낼 수 있는 ‘생성적인’ 것, 개별적인 사실이나 기능으로

서가 아닌 다른 것들과 상호작용하는 집합체 혹은 복합체로

서 ‘상호 연계된’ 것, 그리고 그것을 활용코자 하는 사람들의 

삶이나 인식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탈맥락적인 것이 아닌 

그들의 삶이나 인식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맥락적

인’ 것의 속성을 지닌다(Cho, 2010).

가정과교육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이성에 근거한 폭

넓은 지식의 이해와 가치 발달, 거시적인 관점과 통찰을 통

해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학생들이 교육받

은 자의 특성을 지니도록 교육시켜 장기적으로 개인 및 가정

의 안녕과 복지 증진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가

정교육학의 목적에는 개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 상황에서 행

동을 이끌어주는 사고와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Park, 2006). 이러한 패러다임에 기초한 가정과

의 실천적 문제해결 수업은 비판적 사고력(Byun, 1999), 창

의력(Lee, 1999), 의사결정력(Chae, 1999)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진 바 있다. 즉, 가정과교육의 

수업은 삶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문제해결을 기본으로 

하기에 창의성은 물론 고차원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영역 통

합적 관점에서 가정과의 교과 내용을 기반으로 가정과 수업 

속에서 형성되고 신장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제와 특징

을 지녀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계발 

가능한 자질이다.

둘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가정과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고의 과정으로 교과 내용과 통합된 형태

로 제시되며,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창

출해내게 한다.

셋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대상

으로 ‘맥락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주로 발현된다.

넷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개별적인 사실이나 기능으로

서가 아닌 나, 가족, 사회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 또는 

복합체로서의 ‘상호연계’를 고려한다.

다섯째,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산물의 독창성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과정

의 질적 변화를 통해 평가된다.

2. 가정과교육에서의 인성과 인성교육

‘인성’은 인품, 인격, 성품, 기질, 성격, 인간성, 사람 됨됨

이 등의 의미로 쓰이고,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

적이다.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인성으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인격으로, 심리학 분야에서는 성격으로 통

용되고 있다(Hyun et al., 2009). 

‘인성’을 어떻게 개념화하느냐에 따라 ‘인성 교육’에서 추

구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성’과 ‘인성 교육’의 정의

는 매우 중요하다. Jang(1996)은 인성은 인성교육을 통해서 

기르고자 하는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한정하는 개념으로서, 

그것은 지식이나 도덕적 ‘사고과정’뿐 아니라 사회성이나 정

서 등 모종의 정의적, 행동적 특성 등을 포함한 일종의 심리

적 특성 또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같은 맥락

에서 Cho(2004)도 ‘인성’은 태어나면서 지니고 있는 성격이

나 특질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적 교육이나 학습에 의해 습

득하거나 변화가 가능한 인간의 성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

았으며,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학생들에게 함양시켜 줄 수 있

는 바람직한 성품을 ‘인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Hyun et al.(2009)은 선행연구로부터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개념을 종합하여, ‘인성 교육’을 ‘사람들이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 국가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데 도

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의 습관화를 위한 일련의 교

육’으로 정리하였다. 즉 인성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존중, 

정의, 민주 시민적 자질,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책임감 등

의 핵심 윤리적 가치를 이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

게 하는 학습과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기반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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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보증하는 태도와 행동을 형성

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Son(1999)은 앞으로 인성교육의 내용에는 우선 자신의 삶

을 사랑하며,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외 받은 자의 삶

에 적극 참여․연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줌과 동시에 민

주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소양을 갖추기 위한 민주시민

교육,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게 하는 국제 

이해 교육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정보화, 세계화의 문명사적 전환기에 인성교육의 방향도 결

국 나와 타인, 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의 차원까지 확대되

어야 함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OECD(2006)의 학습의 사

회적 성과(SOL: Social Outcomes of Learning) 프로젝트에

서는 인성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적 참여를 

교육의 사회적 성과의 핵심으로 꼽고 있다. 시민․사회적 참

여의 개념은 개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지식, 가치, 

태도와 실천들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

는 능력, 협동하는 능력,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Hyun et al., 2009 재인용). 

최근 우리나라 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연구(Hyun 

et al., 2009)에서는 중학생들에게 시급한 인성문제로 자발성 

부족과 타인배려능력 결여, 기초생활습관의 부재와 지나친 

이기주의,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증가, 주의력 결

핍과 정서 산만으로 인한 수업방해 학생의 증가, 욕의 생활

화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인성 덕목으로는 

성실, 정직, 용기, 인내심, 정의, 우정, 예절, 관용, 타인배려, 

열린 마음, 독립심, 준법, 책임, 협동, 공동체의식, 자기주도

성, 질서, 생명존중, 애국, 바른생활습관의 20개 요소였다. 

한편 미국의 인성 교육은 6대 덕목(신용, 존중, 책임, 공정, 

배려, 시민정신) 혹은 10대 덕목(신용, 타인존중, 책임감, 공

정/정의, 배려, 시민정신, 정직, 용기, 성실, 통합성)을 중심으

로 하고 있다(So, 2010). 

이와 같이 인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 ‘사람됨의 교

육’이고 학습자의 마음의 질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러한 마음

의 질적 변화를 처음부터 겨냥하고 있는 교과교육이야 말로 

인성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Jang, 1996). 가정과교육은 1970년대부터 가정학을 인간에

게 봉사하는 사명지향적 학문으로 분류(Brown, 1980)하면서, 

학생들의 도덕성 변화에 관심을 가져왔다. Laster and 

Thomas(1997)도 ｢Thinking for ethical action in families 

and community｣에서 도덕성 교육은 생활의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다루는 가정과교육에서 가장 적합함을 강조하였다. 왜

냐하면 도덕성은 객관적인 지식을 획득함으로 길러질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삶의 구체적인 상황

에서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그들은 가정학 문헌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 핵심으로 삼

아야 할 도덕성으로 타인 존경(respect for person), 돌봄

(caring), 이타주의(altruism)의 개념을 들었다. 즉, 실천비판교

과로서의 가정과교육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그 문화, 사

회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최선의 판단과 행동에 이르는 목표

를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익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근저로 하므로 도덕적 성격이 핵심이 된다(Chae et al., 

2003). 한편 Mun and Chae(2001)와 Kim and Chae(2003)

의 연구에서도 가정과 수업을 통해 중학생과 여고생들의 도

덕성이 향상됨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Chae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가정과 수업을 통해 책임, 협동, 신의, 타인배려, 

평등, 인권존중, 공정성, 인류애 등의 도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인성교육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Son(1999)은 1995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안에 ‘인성교육’이 거론되기 전까지 넓

게는 인간교육, 전인교육의 범주에서, 좁게는 도덕교육, 덕성

교육의 범주에서 인성교육이 논의되어 왔으며, 인간교육, 품성

/인격 도야 교육, 도덕성 함양 교육, 가치관 형성 교육, 덕성 

교육이 모두 인성교육의 범주 안에 포함됨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

은 도덕성을 포함하여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을 실천하는 더

불어 사는 시민교육으로서 다음과 같은 전제와 특징을 지녀

야 할 것이다.3)

첫째, 가정과에서의 인성은 사고, 정서, 행동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둘째,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은 인성의 기초가 되는 핵심 

윤리적 가치(배려, 보살핌, 책임감 등)를 증진시켜야 한다.

셋째, 가정과에서의 인성 교육은 ‘광범위하고 의도적이며, 

3) 미국의 인성교육협회인 CEP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의 원칙(Hyun et al., 2009)을 참고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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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행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넷째, 가정과에서의 인성 교육은 학생들에게 도덕적 행동

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은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은 학문적 교육과정을 의미

있게 함으로써 모든 학습자를 존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한다.

일곱째, 가정과에서의 인성교육은 장기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살핀 창의․인성 

교육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를 살

펴보면 1차 교육과정시기부터 ‘바람직한’ 가치관을 중시하고, 

미덕을 기르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학생(2차 교육과정)을 길러내는 교과 특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덕성을 함양(3차 교육과정)하고, 근로의 존엄

성을 인식하며(4차 교육과정), 협동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교

과(5차 교육과정)이며, 6차 교육과정부터는 지속적으로 실천

적 경험과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을 교과의 핵

심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협동심, 의사

소통능력, 인간관계기술,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가 추가적으

로 강조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자주적 생활 능

력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천적 문제해결능력, 진로

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과 자립적이고 친환경적인 생활 실천

이 추가적으로 강조되었다(Park, 2006; 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http://www.ncic.re.kr/).

창의․인성 교육은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며,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 당

면 문제를 창의․인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습

득(So, 2010)’하게 한다는 목표가 있다. 이러한 창의․인성 

교육의 목표는 ‘삶의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문제 해결’과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서 사고와 인성을 변화시키고 행동

하게 하는’ 가정과교육의 목표와 많은 부분 중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과교육의 특성이 있었기에 창의․인

성 교육의 기틀이 마련되기 전에 이미 가정과교육단체에 

의해 ｢‘배려’와 ‘행복’을 위한 신가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The Korean Feder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s Association, 2007)의 연구가 기획되어 수행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

성 교육은 사회 변화에 따라 그 강조점은 달라졌지만 가정과

교육의 역사에서 꾸준하게 추구해왔으며 가정과교육의 성격

과 목표와도 매우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가정과교

육의 창의․인성 수업은 삶에서 당면한 문제를 창의․인성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 도출

그동안 별개로 강조되어왔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이 창의․

인성 교육으로 병치 혹은 병합을 시도하면서 개념상의 혼란

이 생기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창의성과 인성, 각각

의 개념이 학계와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규정되는 상태이

며, 때로는 창의성에 인성의 개념이 포함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성이 창의성의 개념을 포괄하기도 한다. 

심리학적 접근이기는 하지만 창의성과 인성을 통합하여 개

발된 창의적 인성 검사(Hah, 2000, 2003)가 있다. 이 검사의 

8개 하위 요인으로는 호기심, 자기 확신, 상상, 인내 및 과제

집착, 독립성, 모험심, 개방성, 유머감이 있다.

Mun and Choe(2010)는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인간상

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제시하며, 창의성 교

육 요소로 인지적(지식/사고기술, 최전선 네트워크, 문제해결

력), 정의적(독립성, 개방성, 모험성, 협동성), 동기적 요소(몰

입, 호기심, 흥미)를, 인성교육의 요소로 인간관계 덕목(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과 도덕 판단력(도덕적 예민성, 

도덕적 판단력, 의사결정능력, 행동실천력)을, 문화 및 풍토 

요소로 학급 요소(교육방법, 교육철학)와 학교 요소(학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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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ality elements
creativity elements

Cognitive elements Affective elements

Responsibility 4.99 Imagination 4.92 Interest 5.11

Care 4.92 Divergent Thinking 4.88 Diversity 5.06

Possession 4.66 Problem Solving Skills 4.87 Curiosity 5.02

Appointment 4.54 Problems found 4.83 Joy 4.99

Fairness 4.53 Visualization capabilities 4.69 originality 4.96

Honesty 4.16 Logical analytical thinking 4.30 Openness 4.94

Critical Thinking 4.06 Tenacity 4.93

Metaphorical thinking 4.05 Autonomy 4.83

Complex nature 4.79

Passion 4.74

Independence 4.61

Immersion 4.54

Courage 4.44

Sensibility 4.26

patient about the ambiguity 4.18

Note.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0). School of Teacher Training Kit pilo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apply, p.66

Table 1. Survey results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화 및 분위기, 학교운영방식)를 제시하고 있다. 

Mun and Choe(2010)의 연구는 기존의 창의성 교육에서 

강조해 온 내용 요소와 인성 교육에서 강조해 온 내용들을 

분석하여 이들 간에 상호 관련 있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재

구성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교과별로 중점적인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Table 1>과 

같이 기술․가정과에서는 책임, 배려 등의 인성 요소와 상상

력,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등의 창의성 인지적 요소, 그리

고 흥미, 다양성, 호기심 등의 창의성 정의적 요소가 강조됨

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Mun and Choe(2010)의 연구나 Ministry of 

Edu.(2010)의 기술․가정과 중점 창의․인성 교육 요소는 

모두 교과별 내용 체계와 관련짓고 있지 않거나 그 관련성이 

매우 미약(So, 2010)하기 때문에 가정과교육의 특성에 적합

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가정과교육을 통해 함양되어야 할 창의․인성 교

육 요소는 무엇일까? 

가정과 교육과정 시기별 성격과 목표에서는 시민의식, 덕

성, 근로의 존엄성 및 일에 대한 건전한 태도, 협동, 실천적 

경험, 의사결정능력,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자

주적 생활 능력, 진로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친환경적인 생

활 실천 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실과(기술․가정)의 핵심

역량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국제사회문화이해, 진로개발능력,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다문화이해의 10가지 요소가 제시되었다

(Choi et al., 2010).

본 연구는 Mun and Choe(2010)의 기본안과 <Table 1>의 

기술․가정과 중점 창의․인성 교육 요소, 가정과 교육과정

의 시기별 성격과 목표, 실과(기술․가정)의 핵심 역량을 포

함하여 유목화하였다. 유목화한 창의 요소와 인성 요소는 경

기도 중등가정교과연구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가정과 창의․

인성 교수학습자료 개발 팀의 경력 20년 이상의 가정과교사 

7명으로부터 타당도 검증을 받아 수정․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가정과에서의 창의 요소는 유창성

(융통성), 상상력, 유추성, 정교성, 논리․분석적 사고,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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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Definition of the element (1) (2) (3) (4)

Creativity 
 elements

Fluency
(Flexibility)

Thinking skills to create a variety of new possibilities 
and idea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
Creativity

○
Creativity

Imagination Thinking skills that you can draw things in your mind's 
eye, and manipulate a mental image or thought ○

Analogy
Thinking skills to figure out the inner relevance
between objects or phenomena, or a complex 
phenomenon

○

Sophistication Ability to develop more refined the ideas first proposed

originality The ability to produce unique ideas ○

Curiosity (Interest) Inclination with incessant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surrounding objects or phenomena

○
Curiosity, 
Interest

○
Curiosity, 
Interest

Immersion
(Empathy) Their complete involvement in it ○

Immersion
○

Immersion

Autonomy
(Independence)

Ability to make your own decisions about what to do 
rather than being influenced by someone else or told 
what to do

○
Autonomy, 

Independence

○
Independence

○
Independent 
living skills

Diversity
(Openness,
Sensitivity)

An open mind to accommodate a variety of ideas and 
positions

○
Openness,
Diversity

○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ultural 
understanding

Logical․Analytical 
thinking 

Thinking skills, leading to the reasonable conclusion and 
judgments based on objective and reasonable grounds

○
Logical 

analyticalthin
king, Critical 

Thinking

Problem Finding 
Ability

Looking for a new problem, the formation, and the 
creation ○

Problem Solving Skills
A series of complex thinking activities, Aware of the 
problem and proceed in order to reach the goal state 
from the current state

○ ○ ○

Table 2. 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in Home economics education

사고, 문제발견능력, 문제해결능력, 개방(민감)성, 독창성, 호

기심(흥미), 몰입(공감)의 12가지 요소를 도출하였고, 인성 요

소는 신뢰(정직, 약속), 협동(배려, 공정), 책임감(소유), 의사

결정능력, 실천력, 자율성, 자기관리능력, 시민의식, 글로벌역

량, 진로개발능력, 환경친화능력의 11가지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의 창의성 요소와 인성 요소를 별도로 

도출하는 과정에서 창의성과 인성 요소가 중복되기도 하고, 

요소가 너무 많아서 명료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Table 2>와 같이 자율성을 독립성과 결합하여 창의성 요소

로 포함시키고, 논리․분석적 사고 안에 비판적 사고를 포함

시켰다. 인성 요소였던 글로벌 역량은 다문화 이해 및 국제

사회이해의 특성을 지닌 개방(민감)성과 통합하여 ‘다양성’으

로 요소명을 수정하였다. 의사결정능력은 대인관계능력을 포

함하는 의사소통(결정)능력으로 수정하였으며, 다른 요소와 

중복되는 특성을 지닌 환경친화능력, 자기관리능력, 진로개발

능력은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는 유창(융

통)성, 상상력, 유추성, 정교성, 독창성, 호기심(흥미), 몰입(공

감), 자율성, 다양성(개방성, 민감성), 논리․분석적 사고, 문

제발견능력, 문제해결능력, 신뢰(정직, 약속), 협동(배려, 공

정), 책임감(소유), 실천력, 시민의식, 의사소통(결정)능력의 

18개 요소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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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Definition of the element (1) (2) (3) (4)

personality 
elements

Trust
(Honesty,

Appointment)

According to objective criteria, acknowledge and accept 
the results, to fulfill the role given to him

○

Honesty,
Appointment

○

Honesty,
Appointment

Cooperation
(Care,

Fairness)

The ability to elicit the desired results in seek 
cooperation for the common good

○

Care
Fairness

○

Care
cooperation*

○

Responsibility
(Possession)

Perform the task, and active ownership, to recognize 
and respect other people's intellectual and physical 
abilities, achievements, etc

○

Responsibility,
Possession

○

Responsibility,
Possession

Practical ability Ability in practice and can be seen as a direct action, 
after you have selected the desired behavior

○

Behavioral
Practical 
ability

○

Practical 
experience

Citizenship Community and moral attitude to life or attitude of 
mind of civil society and people's ○ ○

Ability to communicate
(Decision-making)

The ability to communicate and select a value that 
matches the behavior

○

Decision
-making

skills

○

Ability to 
communicate

(Decision
-making),

Interpersonal 
skills

○

Ability to 
communicate,
Interpersonal 

skills

Note. (1) Creativity and personality elem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2) The basic framework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3) The nature and objectives of Home economics curriculum
(4) The core competencies of Technology․Home economics 

*: Case of classified as an element of the other side(Creativity/personality elements), in the previous study

창의․인성 교육은 기존에 해왔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

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창의성의 배양과 발휘를 촉진하는 교

육철학 및 교육전략을 의미한다(So, 2010). 따라서 가정과교

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은 기존에 해왔던 가정과 수업에 

의도적으로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추가하여 수업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창의․인성 교육 요소

의 강조가 기존 수업과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전략이며, 

교사 입장에서는 창의․인성 요소를 고려하면서 보다 민감하

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Ⅳ.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

수업 모델(teaching models)은 수업의 방향과 구조를 안내

하는 일종의 청사진으로서 특정한 수업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한 처방적 수업 전략들이다. 수업 모델은 수업을 위한 일

반적 안내로서 우수한 교사의 수업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과

적으로 만듦으로써 교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Eggen & Kauchak, 2001).

Ministry of Edu.(2010)에서는 창의성 요소에 따른 교육방

법으로 탐구/발견학습, 협동학습,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문

제중심학습, 프로젝트 수업, 역할놀이가 효과적이며, 인성 

요소에 따른 교육방법으로는 토론 학습, 프로젝트 수업, 협

동학습, 체험활동 등이 효과적임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So(2010)는 교과별 교육과정 개발시 창의․인성 교육 요소

로써 인성적 판단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 함양은 물론 

행동하고 실천하기, 문제해결하기, 창의적 산출물 만들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가정과교육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은 ‘삶에서 당면

한 문제를 창의․인성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천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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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Forms of learning Activities

Goal Setting Class
Individual - Drawing my image want to express through dress

⇩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the problem

Individual 

Group

Class

[Activity1] To think sensitively
- To think sensitively about different standards of beauty in every culture 
[Activity2] Buzz discussion
- Why different standards of beauty depending on the era and region
- Reviewing my standards of beauty
[Activity3] My image making 
- Learning where and when appropriate attire, principles of design

⇩

Problem solving․alternative 
arrange Individual - Express my image want to express through dress

⇩

Results considering Individual - To imagine the look that reflects a positive self-image

⇩

Announcement․
Practice act Class - Announcement․Practice

Figure 1. Practical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in ‘Clothing and self-expression’ unit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앞 장에서 도출한 가정과교육

에서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을 토대로 하여,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로써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탐구학

습, 역할놀이(체험학습)의 4가지 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들은 모두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기에 적합하다고 강조

(Ministry of Edu., 2010)된 유형들이며, 특히 가정과의 실천

적 문제해결학습 모델은 실천 비판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

여 비판적 사고와 삶에서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가정과 고유의 수업 모델로서, 앞 장에서 살핀 것과 같이 창

의성과 도덕성 향상의 수업 효과가 검증되었으며, 영국의 국

가 교육과정에서 강조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의 특성과도 잘 부합된다. 또한 이 모

델들은 대부분 협동학습을 기본으로 할 수 있으며, 수업 모

형 안에 토의, 토론, 조사, 분석, 실험․실습 등의 요소를 포

함시킬 수 있고, 프로젝트 학습 모형으로도 연계가 가능하다

는 특징이 있다.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은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을 중심으로 개발하였다. ‘옷차림과 자기 표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은 물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동일

한 단원명으로 제시되어 가정과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내

는 단원이라고 볼 수 있다.

1. 가정과의 창의･인성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가정과의 창의․인성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모형을 ‘옷차림

과 자기 표현’ 단원에 적용하여 구안한 예는 <Figure 1>과 

같다.

학습 주제는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나’로써 옷차림을 통

해 표현하고 싶은 나의 이미지를 목표로 제시한 후, 아름

다움의 기준이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민감

하게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옷차

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습함으로써 상상력, 다양성, 논

리․분석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실천력을 기르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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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는 가정과의 창의․인성 실천적 문제해결학습을 

실제 수업에 적용한 학습과정안과 학습 활동지의 사례이다. 

4) 이하 제시되는 학습과정안과 학습활동지의 사례는 경기도중등가정교과연구회 (2010)에서 본 연구자가 개발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다.

Figure 2. Practical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of Learning plan and learning activity sheet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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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Forms of learning Activities

Problem recognition․ 
goal discovery Class - To introduce a ‘cool nifty movement’

- Presented to the learning objectives

⇩

Fact-finding Group

[Activity1] Healthy attire?
- Mind-map drawing 'healthy dress for I, family, or the world' 
- Groups announced
- Added to the new ideas of the other group

⇩

Problems found Class - Uniforms design of saving the environment and healthy

⇩

Ideas found․
Solution found Group

[Activity2] Proposal of healthy school uniform 
- Brainstorming li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ealthy school uniforms'
- Design of uniforms that reflect the list of ideas

⇩

Acceptance measures 
considering

Group
Class

- Design evaluation through PMI techniques 
- Consider practical ways to design uniforms
- Groups announced

Figure 3. Creative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in 'Clothing and self-expression' unit

2. 가정과의 창의･인성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가정과의 창의․인성 수업을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옷 입

기’를 주제로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모형으로 구안한 예이다. 

<Figure 3>, <Figure 4>와 같이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에 따라 환경을 살리는 건강한 옷차림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러한 발견들을 바탕으로 교복을 디자인하고 실용화를 모색

해봄으로써 시민의식, 유창성, 독창성, 협동,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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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reative Problem Solving Learning Model of Learning plan and learning 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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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Forms of learning Activities

Problems presented Class  - Why did humanity dressed?

⇩

Explore Individual 
Group

 [Brainstorming activity]
- To explo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clothes

⇩

Hypothesis Individual  - Set of hypotheses about the origins of the clothes

⇩

Basis Find/
Data collection Individual  - Find a Basis for his/her hypothesis

⇩

Hypothesis evaluation Group

 - To announce the hypothesis
 - Find a problem for the hypothesis through [Reverse brainstorming]
 - To describe objections
 - To create a learning activity sheets

⇩

Announced․
Arrangement

Group
Class

 - Groups announced
 - To arrange learning contents
 - Think raising: Diverse cultures and dress

Figure 5. Inquiry Learning Model in 'Clothing and self-expression' unit 

3. 가정과 창의･인성 탐구학습 모형

‘인류는 왜 옷을 입었을까’를 주제로 한 가정과 창의․

인성 탐구학습 모형이다. <Figure 5>와 <Figure 6>과 같이 

옷의 기원에 대해 학생들이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탐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옷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학습하고, 유창성과 유추성, 상상력, 다양성, 

논리․분석적 사고,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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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quiry Learning Model of Learning plan and learning 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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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process Forms of learning Activities

Motivation Group - Guide you through the situation with foreign friends who took part in the 
'global village Costume Culture Festival'

⇩

Role selection Group - Determine the role of foreign friends and interpreters

⇩

Role-play Group

[Activity1] Introduction to traditional clothing
- Introduction to the investigation by the traditional clothing of foreign 

friends
- Tell a Friend foreign features and beauty of the hanbok

⇩

Activities Group

[Activity2] Hanbok Booth Activities
- [Experience1] Tie a coat string battle
  ; Selected a coat string tied group in the fastest time
- [Experience2] Hanbok nifty contest
  ; To evaluate the proper wear and deportment in a hanbok within the time 

limit 
- [Experience3] Add a hanbok memories with friends
  ; Taking pictures and memories to hold with a friend dressed in hanbok

⇩

Arrangement
Group

Class

- To arrangement the features and beauty of the hanbok, how to properly 
wear and posture

- Group Award and to encourage

Figure 7. Role Playing Model(experience study) in 'Clothing and self-expression' unit

4. 가정과 창의･인성 역할놀이(체험 활동) 모형

가정교과는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을 직접 체험5)하면서 학

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수업 모형은 역할놀이를 활

용한 체험 학습을 가정과 창의․인성 수업에 적용한 사례이

다. <Figure 7>과 <Figure 8>과 같이 외국인 친구와 함께 

복식문화축제에 참가한 상황을 설정하여 역할놀이 형태로 외

국의 전통의복과 한복을 소개하고, 한복 입기 및 맵시 콘테

스트 등의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상상력, 다양성, 몰입, 협동, 

의사소통능력, 실천력 등을 기르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5) 지식과 달리 능력은 몸에 새겨지고 배인 것으로서 당장 주어지는 삶의 과제들을 실천해낼 뿐만 아니라, 지식보다는 오래 남아 계속 ‘내 것’이 된다. 이 맥락

에서 ‘공부다운 공부’는 경험(經驗, Erfahrung)의 차원이 아닌 체험(體驗, Erlebris)의 차원을 요구한다. 경험은 신체와 상황의 외면적, 객관적 만남이다. 반면

에 체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신체가 변화하는 내면적, 주관적 과정이다.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할 수는 있어도, 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다. 잘 배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다양한 상황에 직접 처해보는 것이다(Cho,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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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ole Playing Model of Learning plan and learning activity she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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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가정과

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을 탐색하고, 가정과에

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도출한 후,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한 가정과

교육에서의 창의성의 전제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선천적 

재능이 아니라 계발 가능한 자질이며, ② 가정과 교과 내용

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고의 과정으로 교과 내용과 

통합된 형태로 제시되며, 교과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

적인 것을 창출해내게 하는 것이다. ③ ‘개인과 가족의 문제’

를 대상으로 ‘맥락적인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주로 발현되며, 

④ 개별적인 사실이나 기능으로서가 아닌 나, 가족, 사회와 

같이 상호작용하는 집합체, 또는 복합체로서의 ‘상호연계’를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가정과에서의 창의성은 ⑤ 산물의 독

창성을 절대적 기준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평가되는 것이 아

니라, 사고 과정의 질적 변화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과교육에서의 ‘인성’은 사고, 정서, 행동을 종합

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하고, 가정과에서의 인성 교육

은 ① 인성의 기초가 되는 핵심 윤리적 가치(배려, 보살핌, 

책임감 등)를 증진시켜야 하고, ② ‘광범위하고 의도적이며, 

친행동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③ 학

생들에게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④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정

과에서의 인성 교육은 ⑤ 학문적 교육과정을 의미있게 함으

로써 모든 학습자를 존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하

고, ⑥ 장기적이고 광범위해야 하며,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정과교육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는 창의․인성 

기본안, 창의․인성 선행연구 고찰 결과, 가정과 교육과정 시

기별 성격과 목표, 실과(기술․가정)의 핵심 역량 등을 포함

하여 요소를 추출하였다. 이를 유목화한 후 경기도 중등가정

교과연구회 연구 위원들로부터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창의 요소 12가지, 인성 요소 11가지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가정과교육의 창의성과 인성 요소가 중복되기도 하고, 요소

가 너무 많아서 명료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다

시 유목화와 분류 작업을 거쳐서 가정과 창의․인성 교육 요

소로 유창(융통)성, 상상력, 유추성, 정교성, 독창성, 호기심

(흥미), 몰입(공감), 자율성, 다양성(개방성, 민감성), 논리․분

석적 사고, 문제발견능력, 문제해결능력, 신뢰(정직, 약속), 협

동(배려, 공정), 책임감(소유), 실천력, 시민의식, 의사소통(결

정)능력의 18개를 도출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육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은 ‘옷차림과 자

기 표현’ 단원에서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창의적 문제해

결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 역할놀이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들은 대부분 협동학습을 기본으로 할 수 있고, 학습 

모형 안에 토의, 토론, 조사, 분석, 실험․실습 등의 요소를 

포함시킬 수 있으며,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을 구현

하기에 적합한 특성들을 지녔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의․인성의 개념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상태

에서 시도하는 탐색적 연구이기에 가정과에서의 창의성과 인

성의 개념과 요소 도출에 있어 철학적 깊이나 학문적 논의가 

부족한 태생적 한계와 연구 방법이 세밀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

육에 대한 심도있는 철학적 고찰, 창의‧인성요소 도출 및 유

목화 과정의 타당도 검증, 가정과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개

념의 명료화,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 모델의 제시 및 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창의․인성 교육이 가정과교육의 

본질과 부합되는 개념임을 탐색하고, 가정과에서의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 창의․인성 요소를 도출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의 기초를 마련

한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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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가정교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의 특징과 요소를 탐색하여 도출하고, 가

정교과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문헌 고찰을 통해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을 탐색하고,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18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정과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의 전제와 특징, 창의․인성 교육 요소를 발현하기에 

적합한 가정과의 창의․인성 수업 모델로서 실천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창의적 문제해결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 역할놀이(체

험학습) 모형을 ‘옷차림과 자기 표현’ 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창의․인성 교육이 가정과교육의 본질과 부합되는 개념임을 확인하고,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수업의 기초를 마

련한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가정과에서의 창의․인성 교육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활성화, 가정과교육에서의 창의․인성 교육 

요소에 대한 다양한 검증, 다양한 창의․인성 수업모델 제시, 창의․인성 수업 후 학생들의 변화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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