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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 은 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한 디자인 교육의 로그램을 개발하기 한 연구로 지역

의 유아교육 문가들을 상으로 디자인 교육에 한 인식을 실증 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의 주요 

내용은 창의성의 개념 인식과 이를 통해 유아교육 문가들이 생각하고 있는 유아들에게 필요한 디자인 교

육에 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다. 유아교육 문가들은 재의 디자인 교육은 아직까지 유아를 한 디자

인 교육이 체계 이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아교육 문가들은 체계 인 디자인 교육을 유아들의 

창의성 계발에 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와의 연계성을 갖는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다. 

재 유아교육에 필요한 디자인 교육에 한 인식과 문가의 부재로 기존의 미술활동 역과의 차별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련 문 교재의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 문가들도 유아교육을 

한 디자인 교육 콘텐츠 활용에 한 정 인 반응을 보 다. 본 연구의 결과로 유아교육 문가들이 

유아의 창의성을 계발하는데 디자인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로그램 개발을 요구하

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 중심어 :∣디자인∣창의성∣디자인 교육∣유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reate design education program for enlightenment of 

creativity in young child. We studied preschool education professionals for perspective of design 

education in young child. So the study contents of our paper are design education for 

enlightenment of creativity in young child. Preschool education professionals recognized that 

design education work unsystematic manner in present education program. They recognized the 

important factor for enlightenment of creativity in young chid. They need a relevant and 

contents for design education issues. Our studies show that they realized an absence of the 

perception of design education and design education professionals for young child. They could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onventional art activities and design activities. So they required a 

design teaching aids. We realized that they are respond to the design education in young child 

positively. Our study states that preschool education professionals need a contents of design 

education and development of a relevant programs for young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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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이론적 배경
최근 들어 창의성에 한 심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에 처하기 한 방법론  근으

로 두되고 있다.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기 해서는 창의성의 발휘를 요하게 

보고 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1964)는 미국의 창의성 

연구 학술 회에서 창의성의 개인  부여가 사회의 존

폐에 한 요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1]. 술  측면

에서 피카소는 창의성을 모든 창조행 는 일종의 괴

행 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경제학자인 슘페

터도 기업가정신을 창조  괴라고 정의하고 신의 

모티 로 제시하고 있다[2]. 이처럼 창의성은 지식정보

화 사회, 감성 지향  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한 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창의성의 개념

은 인지  능력, 정의  특성, 문제 해결 능력, 지 ·정

의  과정, 사회·문화    통합   등에서 오

랫동안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을 축 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개인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보고, 타인과 다른 독창

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하면서[3], 창의성에 한 교육에 심이 높아지

고 있다. 인재양성에 한 창의성과 련된 근은 인

간의 생애주기를 다양하게 근하고 있지만 특히, 유아

기의 교육에 그 요성을 주목하고 있다. 유아기가 성

인기의 창의성의 근원이며[4], 이후 창의성 발달에 매우 

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5][6]. 인지 , 사회  발달 

특성상 유아기는 능동 이며 호기심이 많아, 상에 

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하므로, 개인의 

창의  성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한 시기이다[7]. 

Torrance도 창의성은 4세부터 4세 반 사이에 정을 이

루며, 교육이 시작되는 5세경이 되면 서서히 감퇴한다

고 보고 있다[8]. 국내 연구에서는 경원은 만 4세에서 

5세 경 창의 인 사고가 발달하여 창의 인 행동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하 다[5]. 이처럼 유아기는 창의

력 능력의 토 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를 지원하는 노

력이 요구되므로, 체계 이고 구체 인 창의성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이에 

유아교육학계에서도 유아의 창의성 계발에 한 고민

이 제 6차 유치원 교육과정(교육부, 1998년)의 주요 구

성 방향의 지침으로 유아 창의성 함양과 감성 계발 교

육을 제시하고 있다[9]. 더욱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성격을 자율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한 

교육과정으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시 를 능동 으로 

주도할 수 있는 진취 인 사람을 목표로 모든 역에서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10].

그러나 유아 련 교육과정에서의 창의성은 주로 미

술교육과 련지어 논의가 되어왔다[11]. 유아기는 

술 인 창의성의 시작이자[12], 기반이 형성되는 주요

시기로 연구되어 왔다[13]. 유아들은 미술재료를 사용

할 때 창의 으로 근을 시도해보며, 작업을 마무리하

는 자연스러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연구결

과가 발표되었다[14].

미술은 미  체험을 통한 인 인 인격을 형성하는

데 궁극 인 목 을 두고 있으며[15], 표   감상활동 

등 실생활에 직  활용할 수 있는 교과이다. 보다 포

인 의미에서 미술교육은 인간의 내면세계를 구체화

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활동으로 상이 지닌 가치

나 의미를 인식하고 표 하는 것으로 창의성 교육의 일

환으로 보고 있다[16]. 그러나 재까지의 미술교육 

역은 회화나 조작, 화 등의 표 활동 주의 역을 

심으로 이루어져 왔다[17]. 이는 디자인이 갖는 교육

 특성과 장 을 제 로 살릴 수 있는 창의  교육  

미술지도 방법에 한 연구를 활성화되지 못한 실에

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8]. 이에 창의성 련 

교육에 있어서 요한 교재의 개발에 한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25].

디자인 교육은 유아의 확산 인 사고를 진하며, 창

의성을 표하는 감수성, 유창성, 융통성, 재조직력, 구

성하고 추상하며 조합하는 능력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디자인  사고는 확산 이며 

수렴 인 다양한 사고방식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 속에

서 창조성이 실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 

기법에 한 개발과 훈련이 디자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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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 할 당면과제로 두되고 있다. 이에 디자인 교육

은 창의 인 사고뿐만 아니라 다학제 인

(multidisciplinary) 특성을 내포한 일상에서 용 가능

한 교수방법이다. 한 디자인 교육은 다양한 문화 상

품들 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별하는 소비자를 길러 

낼 뿐만 아니라 문화선도자로서의 디자인 생산자를 배

출하는 잠재 인 기반이기도 하다. 이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도 직결되는 요한 이슈이기도 하다. 이처럼 

디자인 교육은 다차원  근을 통해 효과 인 디자인 

교육에 한 조기 교육의 정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하고 있는 개념  

근이 아니라 장에서 유아교육 문가들과 유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창의  계발을 한 실증 이고 탐색

인 연구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 될 수 있다. 기존의 미

술활동 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디자인 역을 고려해

서 차별화된 디자인  에서 디자인의 개념과 표

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의 계발을 한 로그램을 개발

하기 한 사 조사이며, 좀 더 세부 인 목 인 유아

의 디자인 교육활동에 한 구체 이고 실증 인 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Ⅱ. 본론

2.1 창의성의 개념과 등장배경 
창의성에 한 심이 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학

문 인 역으로서의 근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창

의성에 한 학문 인 심은 1950년에 이후의 일이다.  

Guilford가 자신의 지능구조모델(structure of intellect 

model)이라는 큰 틀 속에서 창의성을 포함시켰다. 그는 

모든 인간 인지를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조작하려고 했

다. 첫 번째 차원은 조작(operation)이며, 이는 모든 과

제에 필요한 정신  체조(mental gymnastics)를 의미

하고 한다. 두 번째 차원은 내용(contents)으로, 이는 일

반 인 과제 역을 말한다. 세 번째 차원은 산출물

(product)로 이는, 어떤 종류의 과제 재료를 가지고 일

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 실제로 생산하는 결과물을 말한

다. 즉, 새롭고 신기하고 독창 이며 유용한 산출을 만

들어 내는 능력, 문제와 연 성이 있고 효과 인 새로

운 사고나 산출물을 사용하는 능력 등을 창의성이라고 

정의한 후 이후에 창의성에 한 연구가 본격 으로 시

작되었으며, 1957년 스푸트닉 쇼크로 인해 창의성 교육

이 미국의 교육개 으로 강조되면서 1960년 에 창의

성에 한 개념이나 본질에 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1970년 에 창의성 계발을 한 지도방법과 다양한 

로그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 다[19]. 창의성에 한 

개념은 지 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해볼 수 있다. 인지심리학  측면에서의 창의성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과 생각을 통해 보다 색다

르고 참신한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보았

다[8]. 사회 심리학  에서의 창의  성취는 자신의 

사고에 신 인 시도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으로 보았다[20]. 세 번째

로는 통합 인 에서의 창의  개념의 근이다. 이 

개념에서 창의성 발 은 개인의 창의  능력뿐만 아니

라 사회  맥락, 문화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  사건

까지 여러 가지 요소들의 능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표 1. 창의성의 개념에 대한 정리
내용 주요학자

인지 
심리학적

창의성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경험과 생각을 보다 색다르고 참신
한 행동으로 문제 해결

Torrance[8] 

사회 
심리학적

자신의 사고에 혁신적이고 시도하
려는 능력 Creoply [20]

통합적 
관점

창의성 발현은 개인의 창의적 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 문화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적 사건까지 
여러 요소들의 능동적인 상호작용

Amabile[26],
Csikzentmihalyi[27],
Sternberg & 
Lubart[28]

2.2 디자인 교육
디자인은 우리 인간의 삶 혹은 문화사이의 계 방식

을 보여주는 분야이다. 디자인은 바람직한 삶을 한 

욕구와 욕망에 뿌리를 두고 역사상 거의 모든 역에서 

행해졌던 역이다. 한 디자인은 의미 있는 질서를 

창출하는 의식 이고 지속 인 노력이며, 목 을 달성

하기 한 행 개념으로 념의 실체화 과정이다. 

디자인은 심미 인 부분과 기능 인 부분의 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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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호작용하며 조화를 이루어 가는 역이다. 이러한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디자인은 상에 한 일치

성, 심미성, 경제성, 독창성  기능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역은 우리의 삶이 다원화 해

가면서 디자인의 용분야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지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이 새로운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창의 인 분야이고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지

까지의 디자인 교육은 디자인 산업인력 육성을 한 

문가 교육에 한정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디자인이 작업성이 배제된 

이해를 통해 자아를 찾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져야할 

역할을 비하게 하는 일반교육으로서의 디자인 교육

이 요시 되고 있다. 부르스 아치(Bruce Archer)는 디

자인을 인문학과 과학에 버 가는 세 번째 역으로서 

디자인 교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크로스(N. 

Cross)는 실 인 문제해결능력 구조  사고방식 그

리고 비언어  사고방식이 디자인 교육의 본질  가치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찰스 버넷(Charles Burnette)

은 디자인을 특별한 역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주제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일반 인 로세스라고 주장하

고 있다[21]. 이처럼 디자인은 문 교육 외에 일반교육

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창의 인 특성을 

제시하는 로세스인 것이다. 

2.3 유아를 위한 디자인 교육 
통 으로 디자인의 역은 심미  특징뿐만 아니

라 기능  특성을 발산하는 역으로 많은 활용을 해왔

다. 하지만 최근 들어 디자인을 통해 창의 인 사고와 

표 력을 확장시키기 한 방법으로 여러 학문과의 복

합  교류가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디자인 교육의 특징이 갖는 창의 인 교육의 특성과 

장 을 살려 디자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해

결능력과 디자인  사고와 태도  새로움에 한 도

은 유아의 창의성 계발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의미를 제

공한다. 실제로 유아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한 해결

책의 형태를 찾고 그 형태를 실 하기 해 생각하는 

과정을 경험하기 때문에 유아들은 디자인 심의 과정

을 통해 표 하고 사고하는 창조 인 문제해결능력과

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빅터 넥은 디자인이란 인간이 자신의 환경과 나

이가 그 자신까지도 창조 할 수 있는 인류에게 가장 강

한 도구이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은 은 세 들에게 가

르친 내용과 방법과 목 에 따라 사회와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디자인 교육은 등교육 이후의 직업

이고 업무 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유치원, 등학교, 

학교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0].

이러한 요성으로 인해 디자인의 조기교육과 시기

성을 강조하는 주장도 두되고 있다. 이 논리에 의하

면 디자인 교육은 등 교육 이후 직업 인 연구에 그

칠 것이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등, 등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상상력

에 한 많은 실험이 이미 19세가 되어버린 학생들에

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낭비이며 따라서 기  디자인

은 6세 정도의 유아시기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하고 있다[22]. 창조 인 사고능력과 디자인  태도의 

형성은 무엇보다도 그 기  단계가 요하다. 디자인 

교육은  그 기 과정에서부터 디자인  사고방법에 바

탕을 둔 구조 인 학습활동이 되어야 참다운 다자인교

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23]. 따라서 창의 으로 아이

디어를 계발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행하는 자질은 주

변에 한 강한 호기심과 유연한 사고를 펼치는 유아기 

아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오치규는 디자인 매니지먼트 교육에서 창의  아이디

어의 발상을 한 로그램 개발의 요성을 주장하고 

있다[24].

이러한 결과로 교육선진국에서는 디자인 교육이 단

순한 기술 훈련을 월해서 창의  사고와 문제해결 능

력을 신장시키기 한 기본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디자인 교육의 역이 극히 제한

이고, 유아  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존 미술과목에 

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 련 교재나 교육 로그램의 부재로 교

육 장에서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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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 연구를 통해 디자인 교육이 어린 시 부

터 감수성, 상상력  직 력을 계발하여 창의 인 인

격을 갖추고, 각종 정보와 지식을 조합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진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교육임을 

할 수 있다. 

국, 미국, 일본의 디자인을 기 로 한 교육은 미래 

디자인문화 발 에 기여할 수 있는 디자인  사고를 부

여함으로써 국가 체의 디자인 산업육성과 문화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발 을 한 교육  가치를 지니며, 

문제해결을 한 사고력 증진, 단력과 창의성 개발, 

주체성과 사회성, 동심을 기르는데 있어 일반교육으

로서의 디자인 교육의 가치를 두었다[29].

하지만 국내의 경우, 디자인의 요성을 인식하면서

도 제 7차 개정 미술교과서에는 디자인 역을 독립

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내용면에서 있어서는 여 히 공

인 특성을 바탕으로 한 꾸미기와 만들기 주의 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 우리 디자인 교육에 

한 황은 기존 연구를 종합해보면 디자인에 한 인

식, 디자인 문 강사  련 교재나 수업방법이 부족

하다. 한 학생들의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수업방식 

등에 한 보완 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등학교 

이 의 유아기 디자인 교육에 한 연구는 더욱 미진한 

생태이며, 이와 련하여 디자인 교육 로그램과 교재, 

교구, 교육과정  이를 활용 가능한 문 강사 등의 문

제 을 나타내고 있다. 

Ⅲ. 실증적 연구 분석 내용  

3.1 연구조사 방법
3.1.1 예비 연구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기존의 이론  배경을 기

반으로 유아교육에 담하고 있는 소재의 D 학 

병설 유치원 원장  선생님들과 연구에 한 취지를 

설명하고 장에서의 활동사례와 개선되어야할 역분

야를 통해 연구 주제를 공유하 다. 비연구는 2014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 다. 이를 기반으로 문

헌연구로부터 추출하여 구조화된 설문 문항들을 만들

고 연구에 용하 다. 

3.1.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하여 지역의 유아원  유

치원을 상으로 장에서 직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

육하는 선생님들을 그 상으로 선정하 다. 본 연구와 

부합되는 설문을 수거하기 하여 해당 유아원  유치

원에서 미술활동 역 로그램이 있는 유아교육기 을 

선정하여 설문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다. 본 연구

의 시간  범 는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실시하 다. 

조사기 은 사설 유아원  유치원, 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교)의 병설 유치원을 고루 조사하여 반

하 다. 본 연구의 조사 기 들은 개인이 운 하는 3

인 이하의 소규모 유아교육 문가들이 있는 유아교육

시설  보육시설은 조사 상에 배제하 다. 

3.1.3 심층면접의 설계 
본 연구 서두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자료에 의해 제기된 문제 의 실증연구로서 실시한 유

아 교육 문가들의 심층 면담은 질 인 연구방법 

(Qualitative field research) 가운데 하나인 개인면 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개인 면담을 실시한 이유는 

설문지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내용들이나 개인  의견

의 취합 등에 한 직 이고 부가 인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고 응답자의 자발  참여를 통해 질문의 순서와 

요도에 있어서도 조정이 가능하여 설문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심층면담은 조사자가 조사 상

자인 유아교육 문가로부터 정보를 얻기 해 목 을 

지닌 화를 심층 으로 이끌어 나가기 해 두 사람간

의 동등성과 친근성을 형성하려 조심스러운 근을 

해 노력하 다. 

3.1.4 조사 항목 및 내용 
본 연구를 조사하기 하여 지역의 유아교육 

문기 에 종사하는 유아교육 문가들을 상으로 유

아들의 창의성 계발을 한 디자인 교육에 한 내용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Vol. 14 No. 121052

해 설문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한 이 과정을 

통해 유아교육 문가들이 추구하는 내용들에 한 실

질 이고 실증 인 내용들을 악하 다. 본 연구에 사

용된 설문지는 크게 유아의 창의성과 디자인 련성에 

한 부분과 설문  인터뷰에 응답해  유아교육 문

가들의 인구통계학  사항으로 크게 두 분야로 구성하

다. 

유아의 디자인 교육과 창의성에 련된 항목은 기존

의 운  인 역의 운 에 한 조사, 련 활동 역 

담자, 교재 활용 여부, 역 수행에 있어서의 체계성, 

디자인 교육 수행 여부  교육 내용에 한 심층 분석

으로 구성되었다. 이 심층 분석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의 련 역활동에 있어서 향 여부, 디자인 교육의 

콘텐츠  차별  근 략 등을 담고 있다. 

3.1.5 조사 결과 및 내용 
본 연구를 수행하기 해 지역 유아교육 문 기

에 종사하는 유아교육 문가 146명을 상으로 설

문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종합 인 의견과 결과를 수

렴하 다. 이  본 연구에 부합되지 않거나 설문의 내

용이 불성실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35부를 본 연구

에 활용하여 응답률 92.5%의 응답률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마이크로소 트사의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2007) 로그램과 SPSS 

18.0을 사용해 분석하 다. 수집된 자료들은 평가 역

별 분석은 기술통계를 실시하 다. 조사된 평가 역에 

해 빈도분석을 통해 유아의 창의성 계발을 한 디자

인교육에 한 인식과 기본 인 통계자료들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  특징의 분포는 첫 번째로 시

설에 한 질문으로 사립의 경우가 93%, 국공립이 7%,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문가의 공이 98%가 유

아교육 문가 출신이었으며 2%는 타 공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하여  유아교육 문가의 직

는 원장 2%, 원감 2%, 주임교사 7%  교사 89%로 

조사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유아교육 문가들의 연령

은 40 가 18%, 30 가 18%, 20 가 64%로 20  유아 

교육 문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교육 문

가의 경력은 1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은 21%, 

2년 이상 4년 미만 27%, 4년 이상 6년 미만 9%, 6년 이

상 25%로 조사되었다. 

표 2. 대전지역 유아교육 시설 설문자 현황분석
항목 내용

시설* ·국공립 (7%), · 사립 (93%)
전공분야 ·유아교육 (98%), ·기타 (2%)
직위 ·원장 (2%), · 원감 (2%)

·주임교사 (7%), · 교사 (89%)
나이 ·20대 (64%), · 30대 (18%), · 40대 (18%)

경력

·1년 미만 (18%)
·1년 이상 2년 미만 (21%)
·2년 이상 4년 미만 (27%)
·4년 이상 6년 미만 (9%)
·6년 이상 (25%)

* 국공립 :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사립 : 사설 유아원 및 유치원, 대학 병설 유치원 등

본 연구의 주목 인 창의성 계발을 한 디자인교육

에 한 항목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 유아교

육 기 에서 미술활동 역의 존재 여부는 91%의 교육

기 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9%는 활동에 참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교육 기 의 

재 수행하고 있는 미술활동 역으로는 그리기 역 

37%, 입체(조형) 역 27%, 꾸미기 역 25%, 감상 

역 8% 그리고 기타 3%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

사된 유아교육 시설에서 미술활동 역 담교사의 재

직 여부는 재직한다 86% 재직하지 않는다 14%로 조사

되었다. 

재 유아교육 시설에서 디자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

는가에 한 질문에서는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다 69%, 

하고 있지 않다 31%로 조사되었다. 수업을 하고 있다

면 주간 디자인 수업의 횟수는 1회 42%, 2회 25%, 3회 

13%, 4회 12%, 5회 8%로 조사되었다. 수업진행에 따른 

디자인 수업의 내용은 재료  소재의 인지  활용분

야 54%, 기존 미술 수업 역의 일부로 인식 38%, 결과

물에 한 만족도 인지 8%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디자

인 수업이 재 체계 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한 조

사에서는 체계 이다 84%, 그 지 않다 16%로 조사되

었다. 이와 같은 유아 디자인 교육이 비체계 이라고 

단하는 이유로는 디자인 교육에 한 방법론  근 

자료의 부족 37%, 체계 인 로그램 부족 26%,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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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수업에 한 인식 부족 23%, 활용 가능한 재료  

소재의 한계성 14%로 조사되었다. 

유아교육 시설에서의 디자인 수업이 왜 요한지에 

한 인식에 한 근은 유아의 창의력 증진 77%, 통

합  사고인지 향상 21%, 문제해결능력 발달 2%로 조

사되었다. 한 유아교육시설에서의 디자인 수업이기

존의 미술활동 역과 차별  근 방법에 한 조사에

서는 창의력 증진 57%, 통합  사고인지 40%, 문제해

결 능력 3%로 조사되었다. 

재 유아교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활동 

역이 유아들에게 창의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는가에 한 조사에서는 매우 그 다 16%, 그 다 

73%, 보통이다 11%로 조사되었다. 유아 교육 장에서 

실제 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아 디자인 교육 콘텐

츠 개발 시 고려해야 할 내용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주

제학습과 연계된 로그램(색체, 조형, 발상, 감상 등) 

63%, 학습자 심의 환경  요인을 고려한 로그램 

24%, 체험 주의 다양한 로그램 11%, 문제 해결능력

을 한 아이디어 발상 로그램 2%로 조사되었다. 

재 유아 교육시설에서 디자인 역에 한 문 교재의 

활용  채택 여부는 없다 52%, 그 다 32%, 잘 모르겠

다 18%로 조사되었다.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창의성의 일환으로 디자인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유

아 디자인 교육의 단일 교과목 채택에 한 필요성은 

필요하다 38%, 필요없다 14%, 잘 모르겠다 48%로 조

사되었다. 유아 교육 시설에서 유아 디자인 교육 콘텐

츠가 있다면 활용여부에 한 내용에서는 활용하겠다 

66%, 아니다 4%, 잘 모르겠다 30%로 조사되었다. 

유아 디자인 교육이 실시된다면 어느 역에 많은 비

을 두는 것이 요한지에 한 질문에 공간 디자인 

50%, 에코디자인 32%, 산업디자인 10%, 시각디자인 

6%, 기타 2%로 조사되었다. (산업디자인 : 포스터, 심

벌, 캐릭터 등, 산업디자인 : 입체조형, 제품, 모형 등 만

들기 요소, 공간디자인 : 주변 환경을 새롭게 꾸미거나 

디자인 하는 수업, 에코디자인 : 재활용품을 이용한 환

경 친화  수업)

표 3. 조사결과에 대한 정리
설문내용 조사결과(%)

미술활동 영역 
여부 그렇다 (91) 아니오

(9)
미술활동 영역* 그리기

(37)
꾸미기
(25)

입체
(27)

감상
(8)

기타
(3)

미술교육전담교사 그렇다 (86) 아니다   
(14)

미술교육과 
창의성

매우 그렇다 
(16) 그렇다 (73)

보통
이다 
(11)

디자인 수업 여부 그렇다 (69) 아니다 
(31)

디자인 수업횟수 1회
(42)

2회
(25)

3회
(13)

4회
(12)

5회
(8)

독자적 디자인 
수업의 체계성 

여부
그렇다 (84) 그렇지않다 (16)

체계적인 디자인 
수업내용* 재료 및 소재 활용 (54) 기존 미술영역 

(38)

결과
물 
만족 
(8)

디자인 교육의 
비체계성*

디자인 교육 
방법론 부족 

(37)

체계적인 
프로그램 
부재 (26)

활용 
가능한 
재료의 
제한성 
(14)

디자인 
수업 인식 
부재 (23)

디자인수업의 
중요 요소* 창의력 증진 (77) 

통합적 
사고인지 향상 

(21)

문제
해결
능력 
(2)

기존 미술과의 
차별성으로 
디자인*

창의력 증진 (57) 통합적 사고 인지 
향상 (40)

문제
해결
능력 
(3)

유아 디자인 
콘텐츠 개발 
고려사항*

다양한 주제와의 
연계성 (63)

체험위주 
프로그램 
(11)

학습자 친화 
프로그램 (24)

문제
해결 
아이
디어 
발상 
(2)

디자인 전문 교재 그렇다 (30)
잘 

모르겠
다 
(18)

아니다 (52)

유아 디자인 교육 
과목  채택 필요성 그렇다 (38) 잘 모르겠다 (48)

아니
다 
(14)

유아 디자인 교육 
콘텐츠 활용 여부 그렇다 (66) 아니다 

(4)
잘 

모르겠다 
(30)

유아 디자인 교육 
영역* 공간 (50) 에코 (32) 산업 

(10)
시각 
(6)

기타 
(2)

 * : 중복 응답

Ⅳ. 결론 및 시사점 

4.1 결론
본 연구는 지역의 유아교육 기 에 종사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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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 문가를 상으로 유아들의 디자인 교육이 창

의성 계발을 한 로그램 개발에 향을 미치는지에 

한 내용을 조사하 다. 조사된 내용을 기반으로 유아

들의 창의성 계발에 한 근 방식이나 교과과정으로

서의 디자인 교육의 요성에 해 다시 한 번 재정립

하 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디자인 교육 방안에 한 

필요성  련 로그램의 개발이 요함을 실증 으

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목 이 

있다. 

본 연구를 해 설문과 심층면담에 응답을 해주신 유

아교육 문가들은 부분 유아의 디자인 교육을 창의

성 계발에 필요한 요한 교육으로 인지하고 활용방안

에 하서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나타났던 교육 문가들의 디자인교육의 

독립성과 조기교육에 하여 창의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지만 극 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

다는 연구결과[29]와는 다른 디자인 조기교육에 한 

수요와 인식을 확인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지역의 유아교육 기 에서 유아

들의 창의성 계발을 한 로그램으로 체계 인 디자

인 교육의 도입을 정 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지만 재까지 유아교육 문 기 에서 디자

인이라는 정식교과목 혹은 단독교과목을 채택하고 있

는 유아교육 문기 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의 시설은 황도 재까지 사설기 에 많

이 의존하고 있는 실로 조사되었다. 재 많은 등

학교에서 병설 유치원을 운 하고 있으나 아직 그 규모

나 시설 인 부분에서 일반 사설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비해 많은 부족함을 드러났다. 유아교육 문 기 에 

종사하는 교육자들의 공은 부분 유아교육을 공

한 문가들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임용교사라는 문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특수성을 반 하는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유아교육 문가들은 주로 장

에서 직  유아들을 실질 으로 상 하는 문가를 

상으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20 의 교사들이 많이 조

사 상이 되었다. 한 이들의 교육경력은 주로 5년 미

만의 경력자들이 조사로 밝 졌는데, 이는 조사된 기

이 사설기 이 많았는데 신설 교육기 과 기존 유아교

육 기 에서 많은 아이들을 상 해야하는 업무 때문  

다른 교육 문가들에 비해 낮은 처우 문제들이 연령이 

많은 문가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장하려는 부분인 유아에 한 디자인

교육과 창의성 련에 한 내용을 보면 재 유아교육

문기 에서 실시하고 있는 미술활동 역분야가 유

아들의 창의성 발달에 많은 도움을 다고 생각하고 있

다. 하지만 재 수행 인 미술활동 역은 그리기, 꾸

미기  입체(조형) 역에 제한 이고, 이들 과정에 

한 문성을 보유한 문가들이 유아교육 문기 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재 유아교육 문교육

기 에 재직 인 문가들은 학 재학 에 배운 과

목의 일부를 장에서 용하는 수 이었다. 이와 같은 

체능 로그램은 외부 문기 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 문교육기 에서 디자인 수업에 한 황은 

단편 인 수업의 근 방식으로 재 미술활동 역의 

일부로 생각하고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된 유아교육 문기 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교육 

내용은 재료  소재에 한 인지활동 내용과 기존의 

미술활동 역을 디자인 교육 역이라고 실시하고 있

었다. 한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문가들

도 디자인 수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유아 디자인 교육에 

한 체계 인 근방법론  인식이 부족하고 유아 디

자인 교육 로그램에 한 부재가 실 으로 수행하

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 디자인 교육에 

한 콘텐츠 개발 내용은 다양한 분야의 주제와 연계성을 

갖는 로그램과 학습자 즉, 유아 심의 환경  요인을 

고려한 로그램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유아 디자인 교육을 한 디자인 문교재에 한 내

용이나 활용방안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아 

문교육기 에서 유아 문 디자인 교육의 정규과목 

혹은 단독과목으로 채택에 해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유아교육 문가들이 기존

의 미술활동 역과의 차별성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이라도 하려는 것으로 체계

인 유아 디자인 콘텐츠 활용의사를 극 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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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유아교육 문가들

의 디자인 교육에 한 체계 인 교수법도 요구하고 있

다. 

유아 문교육기 에서 활용하고 싶은 디자인 역

은 유아들의 공간감  사고와 표 력을 증진시킬 수 있

을 것으로 기 되는 공간 디자인 역과 환경 분야에 

한 심 증가로 에코디자인 역  사물에 한 근 

방식으로서의 산업 디자인 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유아교육 문기 에서 근무하시는 문가들은 유아

교육과정을 공한 공자들이 부분이고 디자인이나 

미술활동 역에 한 문 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한

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아교육 장에서 유아들의 창

의성 계발을 한 로그램으로서 디자인 채택을 정

으로 혹은 극 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려는 마인드

를 보 다. 

4.2 시사점
미래는 창의성이 풍부하고 표 하는 사람들이 세상

을 리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술개발을 해 기존의 질

서와 규칙을 벗어나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인재의 출

을 기 한다. 새로운 인재의 출 을 한 기존의 개

념을 답습하고 반복하는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의 도 을 한 사고의 함양을 기 한다. 한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롭고 자발 인 학습기회를 

늘여주는 사고의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에서의 

디자인 교육은 새로운 시각을 창출시키며 극 이며 

자발 인 참여를 통해 사고의 균형과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외국의 경우 조기 디자인 교육을 통해 문인으

로서가 아닌 교양인 더나가 생활인으로서의 창의성과 

동심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다. 디자인은 창의 인 

사고를 발산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다. 디자인의 의

미와 개념을 포함한 유아 교육 로그램의 개발과 이에 

용 가능한 교구들은 유아들에게 아이디어의 발상과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근방법이 될 것

이다. 

이와 같은 목 으로 지역 유아교육 문기 에 

근무하고 계신 교육 문가들에게 디자인과 디자인 교

육에 한 인식을 조사하 다. 조사에 응답한 유아 교

육 문가들의 의견으로 디자인 교육의 조기 정착에 

한 정책   실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한 이러한 유아 디자인 교육에 합한 교육

문가의 양성도 필요하고, 문 교재의 개발을 통해 기

존의 미술활동 역과 차별화된 로그램으로 유아들

의 창의성 계발에 도움을 주는 역으로 많은 기 를 

나타냈다. 아직 문가 육성을 한 디자인 교재뿐인 

실에서 조 은 문인 교육용을 지양하여 교양인  

일상인으로서의 디자인  사고를 함양하기 한 교재

의 개발과 용이 시 하다. 한 다양한 디자인의 

역을 개발하여 유아들에게 합하게 개발하는 것도 필

요하다고 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문가  

미술활동 문가에 한 유아 교육을 한 디자인 교육

의 체계 인 교수법에 한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유아교육 문기 에 근무하

는 유아교육 문가를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한 조사에 응답한 유아교

육 문가들이 부분 20 의 은 그리고 교육경력이 

많이 않은 분들로 구성되어 실무 경력이 풍부한 유아교

육 문가들의 내용을 많이 담지 못하 다. 

추후 연구에서 이와 같은 단 을 극복하고 창의성 계

발을 한 디자인 교육  련 로그램 개발에 한 

실무  혹은 실질  내용을 연구하려 한다.

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신 인 디자인 

교육 로세스와 련 교재의 개발을 통해 유아들을 

한 조기 디자인 교육 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로

벌 리더로서의 창의 이고 신 인 인재의 양성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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