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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사실이나 지식에 대한 단순한 수용이나
암기보다는 창의력과 같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기존의 지식들을 종합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의 실험과 많은 연구들은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창의성을, 그리고 IQ나 학업성취도 같은 인
지적 역량을 넘어서 성실성, 끈기, 활력, 자기조절 등 비인지적 역량이 중요하다는데 주목
하고 있습니다.
학습자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해 단순히 지식경쟁을 넘어서 비인지적 역량을 개발함으로
써 미래의 성공적인 삶을 준비하고 매일 매일 생활 자체에서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교
육으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교육적 성취를 이
루어 왔던 선진국들은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다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으로
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위한 창의 인성교육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시리즈물로 비인지적 역량 개
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진들은 주요국들의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최근 동향과 창의인성교육의 역사 문화적 배경 및 정책 등에 관한
비교, 미래 창의 인성교육을 위한 비인지적 역량 중심 교육(교사교육, 교육과정, 교육평
가, 교수학습 등) 사례 비교 등을 통해 한국교육의 수준과 위상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사례분석 등 국내외 현지조사 및 연구 수행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국내외 전문가, 학부모, 학생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구 수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은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4년 12월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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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창조경제 사회의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에서는 창의적 인성(creative character)
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며, 이러한 맥락
에서 본 연구는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주제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
였다.
최근에 비인지적 역량이라는 용어는 성격특성, 인성기술, 인성강점 혹은 사회 정서적
능력 등의 용어로 대체되거나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인지적 역량을 통한 창의인성교
육이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창의성과 인성이 서로 균
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 틀에 기초하여 다양한
국제 사례에서 발견되는 창의인성교육 개혁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을 통하여 21세기 글로벌 환경 분석 및 비인지적 역량, 창의성, 인
성교육의 개념정의와 관계분석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OECD 등 국제기구, 주요국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의인성교육 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조사와 전문가 교류를 통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가 사례분석 대상
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2011년 발표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GCI: Global Creativity Index)를 근거로 GCI 점수와 국가들을 지역적 안배를 고려
하여 뉴질랜드, 싱가포르, 핀란드, 미국이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는 2002년 교육법 개정을 통해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생애 핵
심능력을 채택･보완하고,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창
의인성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유아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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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 ‘창의성’,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기
초하여 사고(thinking), 언어, 상징, 텍스트의 사용(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타인과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역량과 비인
지적 역량이 조화롭게 발달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에서 핵심역량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TNIS), Karori Normal
School(KaNS), Kelburn Normal School(KeNS)을 분석하여 소개하였다.
싱가포르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최근 동향은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21세기 역량(The 21st Century Competencies)의 모델에 잘 나타나있다. 이 모델은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인성(Character)이 자
리하고 있다. 한편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적 그리고 혁신적 사고는 타인
에 대한 존중, 책임감, 통정, 보살핌, 복원력, 조화와 같은 인성, 즉, 비인지적 역량이 뒷
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싱가포르에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인성 시민 교육
(CC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에 대한 강조는 급격히 변화하는 자국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통합과 국가시민의식을 교육에서 초점을 두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인성 시민 교육에서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 사회에
대한 인식(social 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 사
회정서역량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핀란드는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로 현재 개정중인 2016 국가핵심
교과과정 안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대한 교육 및 혁신에 대한 사항을 핵
심적인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창의성을 교육의 수월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관점
이 아닌 협동이나 평등, 즉, ‘개인적 창의성’보다는 ‘집단 창의성의 관점’에서 ‘모든 평생학
습자의 창의성 구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를 ‘공공선’이나 ‘다문화
주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같이 과목중심이 아닌 ‘주제중심’으로 운영하고, 평가방식
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self-assesment)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및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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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교수방법 개발하는 ‘학습 연계(Learning Bridge)’, ‘융합교육 루마떼(LUMATE)’,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와 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진로발달 및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나의 기업도시(Yrityskyl)’ 프로그램 등과 학교 사례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2018년까지의 교육전략계획을 통해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 개
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조기교육에 교육정책의 초점을 두고 유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의 건강, 사회･정서적, 비인지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아교사 및 전문 노동력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편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
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의 성취 격차 해소 및 인종, 민족, 국적,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 영어 능력,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 등에
기초한 장벽 제거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키며 이를 위한 교
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 편견해소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등 인성교육의 한 범주로서 시민교육에 대한 강
조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누어 동부와 서부에서 비인지
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성공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학교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국제기구 및 주요국 분석을 통하여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공통적
인 교육개혁의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요국들은 창조경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핵심역량이나 가치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
지적 역량이 조화롭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의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
다. 둘째, 미래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투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이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수월성의 관점에서보다 평등성의 관점에서 보고, 자아실
현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복지정책에 대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 인성교육은 평등성 교육이라는 일대일 대응관계에서 벗어나 창의인
성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
교 밖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성과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학습자 자기평가 및 평가방식의 다양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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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상의 시사점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째, 창의인성교육을 위
해 비인지적 역량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개편 논의
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둘째, 한국의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지
필검사 위주의 평가방식이나 교사 중심의 평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한국의 학
교 안팎에서 청소년기에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직업교육 및 진로교육
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제 간 융합교육
이 요구된다. 다섯째, 교육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차원의 창의인성교육환경 조
성을 위한 교육투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령기만의 교육이 아닌 평생학
습의 관점에서 보는 창의인성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일곱째, 교사의 권한(empowerment)
을 보장하고 교사자격의 정비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비인지적 역량, 창의성, 인성, 창의인성교육,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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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현재가 ICT, 디지털 기술의 지속적인 진보를 통해 성장한 사회라면 미래는 이렇게 진보
된 기술에 창의적 인재가 융합되어 고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창조경제 사회이
다(김태준, 2014). 또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로 21세기에는 새로운 가치와 혁신
을 창출하는 이른바 창조계급(creative class)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핵심 견인주체로
인식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는 노동력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공급하는
교육환경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의 성
공적인 수행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모방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성과 같은 특성이 교육을 통해 길러지
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친 지식, 입시 위주의 교육만을 강조한 나머지 한국 학생
들은 지식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습에 대한 동기나 관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신뢰, 사회참여와 같은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과 같은 비인지 영역
의 점수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태준 외, 2010; 이미경 외, 2007). 더욱
이 최근 뇌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Feist & Barron, 2003; Feist, 2010; Katz,
1986; Kim, 2005; Martindale et al., 1984)에서 창의성이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비인지
적인 측면의 인성특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핵심역량(key competency) 개발의 관점에서 창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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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다(OECD, 2003, 2005, 2014; 한국교육개발원 & World
Bank Group, 2014).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인지적(cognitive) 측면 뿐 만 아니라 비인
지적(non-cognitive)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핵심역량을 지식과 기술 및 태도를 별도의 구성요소로 보지 않고 인
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이 상호 융합되어 개인의 인성 특성으로 창출된 산물로 본다.
이는 단순히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
며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 같은 생애에 걸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심
역량은 창의성, 비판적 사고, 나아가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
한다는 것이다(Rychen & Salganik, 2003).
최근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에서 상위권을 점유하고 있는 미국
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도 핵심역량에 대한 교육은 인지적 역량을 넘어서 비인지적 역량 개
발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창의인성교육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김
태준 외, 2011; Florida et al., 2011; Heckman, Stixrud & Urz a, 2006). 예컨대, 지난
십년간 미국은 지식 우선주의나 애국심만을 강조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왔던 이전 정부와
는 달리, 오바마 정부에서는 글로벌 사회의 성공을 이끄는 열쇠가 창의인성교육이라는 기
치 아래 혁신적 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Paul, 2013).
한편, 뉴질랜드는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공교육 체계 전환 및 학교교
육 분야의 전면적, 의무적 실시를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교과나 특정 기술만을 습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비전 공유에서부터 학생 개인의 생
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양심, 성실성, 자기 관리, 타인과 협력적 관계 맺음, 적극
적 사고력 증진 등 다양한 주제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의인성교육으로 변화하기 위한 시도는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
에서 시작하여, 2009년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의 종합적인 방안
및 실행정책을 제시하였다(최상덕 외, 2011; 김진숙 외, 2010). 최근에는 창의･융합형 교
육과정 개편을 통해 교과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교육
과정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논의에 까지 이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한
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5년간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창의인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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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실태분석 및 방안을 제시하거나(김경훈 외, 2012; 김순남 외, 2013; 김희경 외,
2013; 양정실 외, 2013; 조진일 외, 2013; 차성현 외, 2012; 최상덕 외, 2013; 현주 외,
2013), 관련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연구들(김경은, 2012; 김진숙 외, 2012; 박춘성, 2010,
2011; 이은승, 2012; 홍배식, 2010) 혹은 개념적 문제를 다룬 연구들(류성창, 2012a; 최
석민, 2013)이었지만 비인지역량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창의인성교육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창의성이 비인지적 역량이나 인성과 관련된 특질들과 밀접히 관
련하여 발달한다고 볼 때, 미래 사회에서 창의인성교육은 독특한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발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교육이 창의인성교육으로 크게 발돋움하기 위하여 비
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차원의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과 우리의 위상
을 점검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
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인지적 역량
과 창의성 및 인성교육을 키워드로 국제기구 등이 선도하고 있는 활동들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요국들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
써 한국이 향후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한 시사점이 무
엇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가. 비인지적 역량, 창의인성교육 개념 정의 및 관계 분석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및 연구동향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통해 비인지적 역량과 창
의인성교육 개념을 설정하고, 주요 개념 간의 관계를 검토하며,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개
념 분석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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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제기구 등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동향 분석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E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등 국제
기구 및 세계의 창의인성교육정책 관련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조직 및 프로그
램(Martin Prosperity Institute: Global Creativity Index,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University of Chicago: Non-Cognitive Skills Research, CASEL: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Program, ASPEN
Institute Forum for Community Solution, IEA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의 분석을 실시하여 글로벌 교육개혁 차원에서 창의인성교육개혁 동
향을 알아보았다.

다. 주요국의 정책 및 국가별 사례 분석
미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핀란드 등 주요국의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 상황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과 관련된 문헌 자료 분석 및 현지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하여 주요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국가의 선정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가 2011년
에 발표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GCI)를 근거로 최근 10년간 창
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정책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
였고 영미권, 유럽, 아시아 대륙별 지역 안배를 고려하였다. 따라서 유럽의 경우 핀란드
(GCI, 3위), 오세아니아의 경우 뉴질랜드(GCI, 6위),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GCI, 9위),
영미권의 경우 미국(GCI, 2위)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정책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비인지적 역량 개발의 관점에서 창의인성교육의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국제
기구 및 주요국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여 향후 교육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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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방법
앞서 살펴본 연구의 내용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가. 문헌 분석
먼저 국내외에서 수행된 창의성 교육 및 인성교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창의인성교육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며,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창의인성교육 정책 및 운
영 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나. 창의인성교육 연구 네트워크 구축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연구팀, IEA: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연구팀, World Bank, UNESCO/ Brookings
연구소: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orking Group 등과 같은 국제기구와 창의인성
교육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주요국인 뉴질랜드(Ministry of
Education/ Comparative Education Research Unit), New Zealand Council for
Educational Research), 미국(시카고 대학 Non-cognitive skills 연구팀, Pacific Rim
Charter School, Northeastern University), 싱가포르(국립교육연구원: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핀란드(Tampere University)의 연구기관과 창의인성교육 정
책 연구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 자료를 제공받는 한편 현지 방문에 대한 협조를 얻었다.

다. 주요국 현지 방문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자료 조사
주요국의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하여 미국과 핀란드 2개국의 기관 방문 및 정책 담당자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하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수학습 및 교사교육에 관한 자
료를 수집하였다. 아래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 방문에서는 두 나라의 교육정책
수립과 운영결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연구기관, 대학 및 실제 정책을 주도하는 전문가들
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우수 학교 방문에서는 현지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주로 면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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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으며 교실 및 학교 투어를 통해 학교와 수업 상황을 파악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현지 방문은 OECD가 교육혁신도시로 선정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핀
란드의 대표적인 교육혁신도시의 모델인 탐페레 지역의 관공서, 대학, 연구센터,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의 현지조사는 주로 동부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교육열과
학업성취도가 높고 세계 우수 랭킹 대학과 학교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보스턴
지역의 주요 대학, 연구기관, 중고등학교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미국은 방대한 지역의 특성상, 자료 분석에서 크게 동부와 서부 두 지역으로 나누어 살
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동부 쪽에서 획득된 정보에 기초하여 볼 때, 서부지역의 경우에
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주요 학교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들 학교와 관련된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역시 현지 방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문헌분석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에 내방하였던 현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최신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다. 예컨대, 2014년 2월에 대구에서 개최된 ‘뉴질랜드･싱가포르 전
문가 초청 역량기반교육 도입을 위한 국제포럼’의 각국 초청 인사들을 별도로 만나 본 연
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대한 도움을 정중히 요청하였다. 또한 이들은 한국 방문 후에도
이 메일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미국과 핀란드 현지조사의 방문기관, 면담자, 면담절차 및 면담내용을 간략히 표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현지 방문기관, 주요 면담자, 면담절차 및 면담내용
방문 국가

핀란드

8

방문 기관

City of Tampere
탐페레 시청

면담자

면담절차 및 내용

∙ 최근 창의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소개
(프리젠테이션 자료 활용)
Dr. Riitta Juusenaho ∙ Learning Bridge, 융합교육 루마떼
(TOP School
(LUMATE), 나의 기업도시(Yritysky l) 등
교육담당과장)
프로그램 소개
∙ 핀란드 교육의 성공비결과 비전, 한국교육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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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국가

방문 기관

Tammerkosken Lukio
in Sampola

핀란드

면담자

면담절차 및 내용

Matti Hännikäinen
(교장)

∙ 교장 면담, 학교시설 및 교실 관찰, 수업 중
학생 및 교사와 대화
∙ 시각예술 및 공예 특성화를 통한 창의인성교
육을 구현 및 평생학습 관련 논의
∙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방식 현황 브리핑 및
중요성 논의 등

∙ 융합교육 센터 소장의 현황 프리젠테이션
LUMATE 융합교육 Prof. Markku Kulomaa,
∙ 핀란드 융합교육의 의미, 역사, 방법론 등
(센터장)
센터
소개
Tampere University Ms. Susanne Petäjistö
∙ 과학, 수학, 공학 연계 프로그램 시연
of Technology
(수석 연구원)
∙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 소개 등

TREDEA Learning
Bridge

Steiner School

Boston University

Ms. Elina Harju
(기관 대표)

∙ 사업 현황 및 비전 소개(대표 및 소속 연구원
등 배석)
∙ 현재 개발 중인 프로그램 소개(학습자 중심의
교수, 상호학습, 행동, 탐구기반 학습, 선행
학습 인증 포트폴리오, 협력과 협동학습 등)
및 창의인성교육 논의
∙ 프로그램 소개 및 국내(정부, 지자체), 국외
(EU, 태국, 중국교육부) 네트워크 소개

Jyrki Honkonen,
Miia Bergman
(교장)

∙ 생활경영과 예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스타이
너 교수법 소개 및 논의
∙ 유기농 점심식사, 자연친화적 학교시설, 디자
인 소개
∙ 수업관찰 및 각종 예능작품 감상 및 학생, 교
사의 작품 설명

Prof. Scott Seider
(인성교육
담당교수)

∙ BU 인성교육 연구 및 교육부 종단연구 소개
∙ 한국, 핀란드, 미국, 싱가포르 등 교육의 성
공비결 및 문제점 등 관련 국제비교 연구, 관
련 서적 내용 논의
∙ 풀뿌리 인성교육, 교사의 질문기술, 학습동기
유발 등 관련 자료 소개

미국
∙ 학교 핵심가치, 비전, 현황 등에 대한 소개
∙ 교장 안내로 학교 방문 및 수업참관
Academy of the
Susan J. Thompson
(“Gambatte”, “Kaizen” 등 인내, 성실, 발전
Pacific Rim Charter
(교장)
등을 학교 핵심가치로 반영)
Public School
∙ 핵심가치 평가 루브릭 소개
∙ 취업 등 지역사회, 기업 연계 현황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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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국가

방문 기관

면담자

면담절차 및 내용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Prof. Jeremy
Szteiter
(창의성 교육
담당교수)

∙ UMB의 특화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소개
∙ 프로그램 관련 대학 활동 및 창의성 연구
소개
∙ 창의성과 발달심리학, 윤리학의 간학문적 협
력 연구 및 교육적 시사점 논의

미국
Northeastern
University

Prof. Johnson
∙ 대학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인지적
Tristan
역량 측정도구개발 연구 현황 소개
(비인지적 역량
∙ 산학협동 프로그램에의 적용, 국제비교 연구
교육효과 연구 수행
현황 및 한국 적용 가능성 논의 등
중)

라. 집담회를 통한 연구진 및 전문가 검토
본 연구의 국제동향 및 주요국의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집담회를 통해 연구
진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첫째, 주요 개념 및 연구 설계에 대한 논
의, 둘째,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국제동향 분석에 관한 논의, 셋째,
주요국 사례분석 결과가 주는 시사점에 대한 논의, 넷째, 연구결과를 통한 향후 정책 비전
및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및 연구 추진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Ⅰ-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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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연구 내용 및 연구 추진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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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가능성과 그 실천 방안에 대한 탐색을 위해
서 선행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창의성의 개념적 의미와 성격에 대한
파악일 것이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
법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특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그렇게 파악된 핵
심 특징이 창의인성교육에 던져주는 함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의 가능성과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핵심 특징을

‘창의성(혹은 인성)은 인지적(cognitive)인가 비인지적(non-cognitive)인가’하는 물음으
로부터 출발한다. 인지적 교육내용과 비인지적 교육내용에 관한 논의는 교육철학이나 교
육과정의 주된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존의 자유교육적인 교육
과정이 전통적인 인지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1930-40년대에는 그 반대급부로 생활중
심교육을 통한 비인지적 능력의 개발이 주목을 받았고(Schubert et al., 2002: 107-112),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닉(Sputnik)호 발사 이후 수학과 과학의 지적 교육이 주목을 받
게 되자(Schubert et al., 2002: 153-154), 이후 1960-70년대에는 그 반대급부로 인성
교육이 강조되기도 하였다(Schubert et al., 2002: 204-205). 창의성 및 인성의 성격이
인지적인지 비인지적인지를 파악함에 따라 그 교육의 가능성과 방법까지도 구상해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창의성(인성)이 인지적으로 치우쳐 있다면 지적 능력의 개발을 통하여,
그 반대라면 비인지적인 방법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장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주제인 ‘창의인성교육’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탐구하여 국
제사례를 검토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 정의를 위해서 작성되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
의 관련 연구물을 배열하는 데에서 벗어나, ‘비인지적 특징이 두드러진 창의인성을 교육
하기 위해서는 창의인성의 비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교수･학습을 운영해야 한다.’는
논지를 정립하여 이후 국제사례의 유용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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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의성의 의미와 종류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의 개념은 관련된 연구나 저술에 있어서 다양한 조건 및
특징이 거론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두세 가지의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있
다. 우선 두 가지의 특징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정의하는 경우, 독창성(uniqueness)과 유
용성(usefulness)을 그 핵심 성격으로 규정하여, 이러한 성격을 모두 보이는 경우 창의적
인 것으로 간주한다(Feist, 2010: 114). 반면 유용성을 보다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에서 탁
월한 수준을 보일 조건(being good)과 해당 분야에 적절해야 할 것(being relevant)으로
나누고 독창성 내지는 새로움(being novel)을 거기에 추가하여 세 가지 조건으로 창의성
을 규정하기도 한다(Kaufman & Sternberg, 2010: xiii). 과거 17세기에는 ‘상상력
(imagination)’, 18세기에는 ‘천재(genius)의 자유로움’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던 것이
(Runco & Albert, 2010: 9), 인지심리학의 발달 과정에서 1967년 Guilford가 인간의 중
요한 지적 능력 중 창의적 사고(creative thinking)를 하나의 중요한 단위로 인정하면서
창의력은 중요한 하나의 능력 개체로 인정받기 시작하였다(Kyung Hee, K. et al, 2010:
400). Guilford 이론의 영향으로 추후 창의적 사고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도구
(예: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Wallach and Kogan Divergent Thinking
Tasks, Guilford Divergent Thinking Tasks 등)가 개발되기도 하였다(Kyung Hee, K.
et al, 2010: 400).
창의성은 그 적용되는 대상에 따라 사람(person), 절차(process), 환경(place) 그리고
결과물(혹은 작품; product), 즉 소위 Four P’s에 대해서 흔히 적용되는 개념이다
(Kaufman & Sternberg, 2010: xiii; Kozbelt et al., 2010: 24). 최근에는 창의적인 것
의 대상을 확대하여, 수행(performance)과 잠재력(potential)을 추가하여 Six P’s로 논의
하는 경우도 있다(Runco, 2008). ‘독창성과 유용성’, 혹은 ‘새로움, 탁월함, 적절성’ 등으
로 최소 조건이 규정될 수 있는 이러한 창의성 개념은 Four P’s 혹은 Six P’s에 실제로
적용되는 유형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Big-C Creativity”라 불리는 매우 혁신적이고 영향력이 지대한 창의성(Kozbelt et al.,
2010: 23)과 일상생활에서 기존의 것을 약간 변형하여 발휘할 수 있는 “little-c
creativity”를 구분하기도 한다(Richards, 2007). 추가적으로, 작은 수준에서 발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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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c creativity 중에서도 지극히 주관적이거나 감성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갖는 창의성을 mini-c creativity로 구분하기도 하고(Beghetto & Kaufman, 2007), 전
문직 분야나 전문예술분야에서 종종 발휘되는 창의성 중 Big-C Creativity와 little-c
creativity의 경계선상의 애매한 종류의 창의성을 구분하기 위해 Pro-c creativity를 구
분해 내는 경우도 있다(Kozbelt et al., 2010: 24).
창의성과 관련된 이론은 그 학문영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발달심리
학, 인지심리학, 심리측정학 등 각 학문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창의성 이론을 여기에서 모
두 검토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거시경제학에
있어서의 창의성 관련 논의를 검토하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었을 때의 경제적 효과(수익; benefits)나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 소요
되는 비용(cost)을 중심으로 연구하는데, 보통의 경우 기존의 관행이나 전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창의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지 않은 실행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가므로, 경제적인 맥락에서 창의성이 직접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
다(Rubenson & Runco, 1995). 또한 큰 집단의 일부분으로 활동하는 경우 작은 집단에서
보다 창의적으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그에 따라 창의성의 비
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Kozbelt et al., 2010: 30).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면, 경제 분야에서 창의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기업 등 경제 활동 환경
이 보다 높은 수준의 관용(tolerance)을 토대로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을 권장하거나 인정
해 주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한다(Florida, 2002).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때, 창의성을 격려하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회문화 분위기가 있지
않은 이상, 대체적으로 창의성은 격려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특히, 창
의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태도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사
회적 맥락에서의 창의성은 보통 탈선, 반항, 대담함, 그리고 독립성 등의 반-보수적인 가
치와 맞물려 이해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Cropley, 1996; Keniston, 1960; Moran,
2010; Sternberg & Lubart, 1995). 물론 집단적으로 창의성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향악단과 같이 집단으로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창의성을 공동으로 추구할 수도 있
을 것이다(Colligan,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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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
창의성은 인지적인가 혹은 비인지적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성과 인성의 관계에 기초하여 창의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창의성
이 발휘되는 절차를 인지 활동에 기반하여 분석하면, 새로운 해답이 필요한 문제를 인식
하는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해당 문제에서 벗어나 있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관점
을 무의식적으로 품고 잠재적인 해결을 암묵적으로 구상하는 구상단계(incubation
stage), 해당 문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해결방법이 다소 갑작스럽게 인식되어 깨닫
게 되는 순간 혹은 “A-ha moment”가 발생하는 깨달음의 단계(illumination stage), 그
리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유용한지, 관련 분야에 적절한지, 가치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평가단계(verification stage)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Kozobelt et al., 2010: 31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창의성이 인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발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발현 절차
중 구상단계(incubation stage)나 깨달음의 단계(illumination stage)와 같이 논리적, 단
계적, 계산적인 기존의 인지 능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창의력의 요소로
서 인지적이지 않은, 즉 비인지적인 영역이 작용하고 있음을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리고 창의성에 관여하는 비인지적인 요소는 ‘인성(Characters)’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categorized)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Feist & Barron, 2003). 왜냐하면, 인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만의 독특한 사고나 행동 방식(unique patterns of thinking and
behavior)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될 때(enduring or consistent) 그 존재가 인정되
는 것으로서(Feist, 2010: 114), 전통적인 개념의 지적 활동을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
되는 사고와 행동 유형(pattern)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의 비인지적 요소를 표현하기 적합
한 개념이 될 수 있다.
창의성이 인지적인가 비인지적인가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인지적-정의적-심동
적(cognitive-affective-psychomotor) 영역으로 교육목표를 나눈 Bloom의 교육목표 분
류학이나 이와 유사하게 인지-정서-행동(cognition-affection-action)으로 영역을 나
눈 Berkowitz(2011)의 분류를 바탕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Seider,
2012: 22에서 재인용).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비인지 영역’이라 함은 정의적 영역과 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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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행동) 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적인 활동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현되는
감정이나 정서, 혹은 필요에 따라 바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여러 종류의 몸의 움직임이 비
인지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적이고 심동적인 요소를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논의하려 한다.
사실 인성, 창의성, 그리고 인지-정서-행동 등의 개념은 이 중 어떠한 개념이 더 포괄
적인지 혹은 어떤 개념들이 하위의 소속 개념인지 등에 대해서 서로 복합적인 관계를 보
인다. 예를 들어, 인성을 정의함에 있어서 인지-정서-행동의 3대 요소를 논하는 경우도
있고(Seider, 2012: 33), 인성의 한 종류로서 창의성을 논하는 경우도 있으며(Peterson
& Seligman, 2004: 110-111),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서 지성과 인성 등을 포함하는 경우
도 있다(Feist, 2010: 114-115).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개념이 다른 개념들
보다 더 포괄적이라든가 더 상위의 개념이라는 것을 정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작업보다는,
관련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인 방식의 개념화를 시도하여 적용하는 일일 것
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창의성의 비인지적인 요소를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묶
어 논의하는데, 인성의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은 안정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점(stable
patterns)과 상황 및 교육 여하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possibility
of change)이며(Peterson & Seligman, 2004: 10), 따라서 창의성과 관련된 활동들이 모
종의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패턴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바로 창의적 ‘인성’ 혹은 ‘창
의인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창의성･인성 및 비인지적 역량의 관계
사실 인지적과 대비되는 비인지적 역량이란 용어는 Heckman에 의해 학계에 등장했다.
그는 학생들이 졸업 후에 다양한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영향을
주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과연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
했던 학생들이 사회에서도 성공하게 되는가? 그는 종단적 분석을 통해 한 개인이 학창시
절에서 보였던 다양한 특성들이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 그들의 성공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Heckman & Masterov, 2007; Heckman, Moon & Pinto, 2010).
그 결과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개인의 지능이나 학업성취도와 같은 인지적 역량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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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끈기, 성실성, 호기심, 인간관계, 자신감, 자기조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인성요인이었다.
한편 글자 그대로 볼 때, 비인지적 역량이란 인지적 역량의 범위 이외의 부분을 지칭하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신선함과는 달리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사실 때문에 비인지적 역량이라는 말은 학자들이나 학문영역에
따라서 성격특성(personality traits), 인성강점(character strengths), 인성기술
(character skills) 등과 같은 용어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다(OECD, 2006; Paul, 2013).
창의성의 발현에 있어서 왜 비인지적인 특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관련 연구에 따르면 창의성은 기
본적으로 인지 및 비인지적인 활동이 모두 필요한 것이나, 특히 인성과 관련된 비인지적
인 특질이 지능 등 인지적인 특질보다 더 많은 예상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Feist & Barron, 2003). 특히 인지적인 활동은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의 방향이 창의적인 인지 활동이나 창의적이지 못한 인지 활동
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그 발현 절차에 있어서 ‘활동의 습관적인 패턴’이라는 인성, 즉
비인지적인 요소가 보다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Feist,
2010: 120).
둘째, 창의성과 지능(intelligence)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창의성의 수준과 지능점
수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im, 2005), 지적능력이 창의성 발현의 핵심
이 아님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사람의 뇌는 단순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뇌의 더 많은 부
분이 활성화되지만(Jausovec, 2000), 결국 우뇌의 활동이 보다 주도적이고 두드러지게
창의적 활동을 관장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Katz, 1986; Martindale et al.,
1984). 이렇게 볼 때, 창의성은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4. 본 연구의 관점: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화두는 국내외적으로도 이미 많이 강조된 바 있다. 먼저 창의성
의 경우 학계에서는 이미 Guilford(1950)나 Torrance(1959), Vygotsky(1967, 2004) 등
에 의하여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이 역설된 바 있다. 최근에 들어 미래사회가 급변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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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동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이 주요 교육내용으로 강조되고 있는데(Wells & Claxton,
2002), 현재 영국의 경우 창의성을 매우 중요한 교육정책의 사안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Craft, 2005). 유아교육에 있어서는 창의성의 개발이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
래 되었는데, 일찍이 스위스의 Pestalozzi, 독일의 Froebel, 그리고 미국의 Peabody와 같
은 이론가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Feldman & Benjamin, 2006).
창의성의 교육은 크게 교육내용,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평가라는 세부 항목들로 이루
어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관점은 학습 그 자체가 창의적 과정이라
는 관점이다. 교육내용, 방법, 평가의 세부 항목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적
창의성 교육’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학습 그 자체를 창의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본
질적 창의성 교육’이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질적 창의성 교육의 관점은 창의성 개념
을 최초로 연구하였던 Guilford(1950)가 ‘창의적 활동 그 자체가 학습의 행위이며, 따라
서 모든 학습이론은 창의적 절차를 핵심적인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에서 핵
심 논리를 발견할 수 있다. Vygotsky(1967, 2004)가 ‘창의적 상상력과 학습경험은 기본
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라고 지적하였던 경우에서도 그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발생적 인식론(Genetic Epistemology)을 주장했던 Piaget의 제자 Duckworth(1972,
2006)는 이와 같은 관점을 다소 극단적인 구성주의적 방법으로 발전시켜 주장한 바 있다.
Critical exploration(Duckworth, 2006: 157)으로 불리는 이 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생의
모든 학습은 그 마음에 학습활동의 결과로서 학습내용이 생성되며, 그 생성과정 자체가
학생 자신의 기존 지식, 성향, 관심, 이해력 등에 따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생
겨나게 된다. 또한 학습의 내용은 학습자 개인에게 있어서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롭고 독창
적인 내용이므로 학습자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학습의 내용은 매우 창의적인 성격을 갖
게 되며, 따라서 학습 그 자체가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Duckworth, 2006: 1-30).
이러한 학습이야말로 진정한 학습이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교사는 질적 연구를 수
행하는 연구자와 같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고 같은 수준에서 탐구하여, 학생 스스로 창의
적인 생각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Duckworth, 2006:
157-192). 현재 지나치리만큼 시험성적이라는 가시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학생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즉 창의적인 활동을 제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활용
하여 해답을 찾아내어야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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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질적 창의성 교육’의 관점은 단순히 창의성 교육만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창의성 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물론 인지와 비인지적 내용의 복잡한 연결구조(류성창,
2012b)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인지냐 비인지냐의 문제로 교육과정 논의를 진행시킬 수
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인지와 비인지 사이의 스펙트럼이 있다면 진자와 같이 그 사이를
왕복하며 교육내용의 시기적 강조점에 따라 어느 쪽이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창의성이 인지적인가 혹은 비인지적인가, 혹은 인지적인 특성이 강한가 아니면 비인지
적인 특성이 더 강한가에 대한 파악은 실질적으로 그 교육의 가능성과 그 방법을 탐색함
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점을 줄 수 있는데, 그와 비슷한 논의가 전개된 도덕성 교육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도덕성(미덕)은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실로 플라톤의 메논
(Meno)으로부터 시작하여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논쟁이지만(Elgin, 1999), 인지-비인지
논점에 기대어 도덕성 교육의 이론을 구분해 보면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과 같은
인지적 특성을 강조한 이론과 비인지적 특성을 강조한 Aristotle이나 Kant의 주장을 검토
해 볼 만하다. 인습을 기준으로 하여 ‘인습 이전-인습 수준-인습 이후’단계로 도덕성의
발달이나 수준을 인습보다 더 넓고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그 수준
을 구분하는 Kohlberg의 이론에 따르면 도덕교육은 결국 인지적 능력의 발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반면 도덕성 그 자체를 발휘함에 있어서 역지사지할 수 있
는 폭넓은 사고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행함(learning by
doing)을 통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Aristotle나 도덕의 신념들(catechism of
right)을 반복학습을 통하여 그저 아동으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는 도덕교육방법이 마
땅하다고 주장한 Kant의 경우 지적인 활동보다는 비인지적인 과정을 통하여 도덕교육이
가능함을 역설한 바 있다(Fullinwider, 1989).
전술된 바와 같이, 창의성은 다양한 대상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념으로,
그 최소한의 조건은 독창성, 탁월성, 적절성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 개념
은 심리학에서는 특히 인지적인 능력과 관련되어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인지적인 측면이
없는 창의력이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그 핵심 조건인 독창성, 유용성,
탁월함, 적절성 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활동 자체가 인지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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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창의력이 필요로 하는 인지적인 능력은 주의집중, 기억력, 확산적 사고
(divergent thinking), 연상(association), 메타인지(meta-cognition) 등의 가시적인 능
력1)이나 무의식, 암묵적 사고, 비의도적인 구상 등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부지불식
간 작동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인지적인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Kozbelt et
al., 2010: 31). 창의성을 ‘지능(intelligence)’의 핵심 요소 혹은 가장 높은 수준의 지능으
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Gardner(1995)는 8가지 다중지능 중 가장 고차원적이고 다면적
인 지적 활동이 바로 창의지능 혹은 창의성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창의성을 구성하
는 요소로서 지능을 중요한 것으로 논의한 경우도 있는데, Sternberg와 Lubart(1991)는
창의성의 6가지 구성요소로 지능, 지식(정보), 사고방식, 인성, 동기, 그리고 환경을 들기
도 하였다.
창의성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인성은 주로 내재적 동기, 폭 넓은 관심, 다양한 경험에의
개방성, 그리고 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제시되기도 하고(Barron, 1995; Helson, 1972),
자신의 창의성에 대한 자각, 독창적인 인성, 독립성, 위험 감수(risk taking), 열정
(personal energy), 호기심, 유머, 복잡성과 새로움에 대한 호의(attraction to
complexity and novelty), 예술적 감각, 개방적 태도,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필요
인식(need for privacy), 높은 수준의 감각적 인식(heightened perception), 내향성, 의
심성, 자신감, 자기수용(self-accepting), 높은 동기부여, 야망적인 성격, 지배하고자 하
는 성향, 적대감, 충동성 등이 논의되는 경우도 있다(Davis, 1992).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대체적으로 이러한 창의성 관련 인성 특질들은 ‘개발이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어(Nie & Zheng, 2005), 창의성과 관련된 비인지적 인성의 발달을 위한 교육의 가
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창의성은 각각의 인지적 및
비인지적 능력이 개발 가능하므로, 결국 창의성 자체 역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창의성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할 것인가, 즉, 인지적인 능력의
개발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비인지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
1) 문헌에 따라 수렴적 사고(convergent thinking) 역시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에 중요한 사고능력으로 꼽는 경우도 있으나, 인
지심리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수렴적 사고는 전통적이거나 관행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확산적 사고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수행되는 반면, 수렴적 사고는 기존의 기준이나 가치관에
맞추어 해답을 일치시키고 종합하려는 사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Mednick, 1962; Torrance, 1995; Cropley,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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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개발되거나
발현되는 과정에 있어서 인지적인 능력과 비인지적인 요소 중 어떠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
나 영향력이 많은지 혹은 더 먼저 작동해서 다른 부분을 이끌어내는지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창의성은 비인지적 특성이 더 먼저 작동하고 더 영
향력이 많으므로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비인지적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가
설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뇌과학적인 발견을 참고하면 창의성에 있어서 비인지적 특성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것,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해
석적인 활동이나 포괄적인 활동(사고)이 일어나는 곳은 인간의 뇌의 부분 중 우뇌(right
hemisphere)에 해당하며, 일상적인 활동, 분석적인 활동, 그리고 집중적인 활동 등은 좌
뇌(left hemisphere)가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Feist, 2010: 118). 특히 창의적인 활
동을 하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관찰하면 우뇌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감지되는 것으로 보아,
창의성이라는 것은 뇌의 모든 부분이 관여하며(Kaufman, 2010: 221), 특히 창의적인 사
람의 뇌는 단순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뇌의 더 많은 부분이 활성화되지만
(Jausovec, 2000), 결국 우뇌의 활동이 보다 주도적이고 두드러지게 창의적 활동을 관장
하는 것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다(Katz, 1986; Martindale et al., 1984).
다만, 집단이나 사회는 변화를 일으키기가 힘들고 기존의 틀이나 기준을 계속 유지하려
는 속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창의성이 권장되는 환경은 아니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창
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 기존의 사회 유지에 미칠 영
향을 신중하게 고려한 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맥락에서의 창의성은 특별한 필
요, 사명감, 혹은 의무감 없이 시도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Gardner(2007)와 같은 학
자는 사회적 창의성을 사회적 책임감이나 사명감과 같은 맥락에서 논의하기도 하였다
(Moran, 2010: 77).
따라서 창의성의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관련 비인지적
특성(혹은 창의적 인성, 창의인성, 창의적 비인지 역량)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창의적 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이 보다 유동적이어야 하
며, 교육의 방법이 학생의 학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의 평가가 창
의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 시험(standardized test)은 학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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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한하고 학습의 방법을 고정시키므로 창의성 개발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음에도(McNeil, 2000), 우리 교육현실은 시험 중심의 양적 평가(quantitative test)
가 주를 이루고 있어 창의성을 길러내기에는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
다. 무엇보다 이러한 전반적인 교육환경이 창의적인 학습결과를 인정하는 환경으로 설정
되어야 학생들이 보다 자유롭고 폭 넓게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창의성은 환경
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탐구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거나 독창성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환
경에서 보다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Amabile, 1990; Witt &
Boerkem, 1989).
창의성 교육과 관련된 하나의 실례를 생각해 보자:
어느 날 나의 수학 수업시간에 5 × 13이라는 문제를 학생들에게 주었다. 어느 학생이 벽에
걸린 아날로그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답은 65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나는 그 학생에게 정답
을 맞힌 것을 격려하며, 왜 시계를 들여다보며 문제를 풀었는지 물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시
계 읽는 것을 배울 때, 각 숫자는 5분을 의미하며, 맨 위의 12는 따라서 60분을 의미한다고 배웠
습니다. 그래서 13이라는 것은 60분이 지난 다음에 5분만큼 더 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65분,
즉 65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Smith & Smith, 2010: 250, 연구자 의역).

위 상황은 미국의 어느 고경력 교사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우리나라
의 교육은 이러한 수학적 사고방식을 권장하거나 격려 혹은 최소한 인정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가? 우리의 수학교사는 위와 같은 문제해결 과정을 중요한 학업성
취로 인정할 수 있는가? 우리의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면서 위와 같이 폭 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가? 주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기교에 의해서 풀어내야만 하
는 우리의 수학 교실에서는 위와 같은 학습이 이루어지기 쉽지는 않을 것이다.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창의성
과 관련된 비인지적 역량을 개발한다고 할 때, 과연 모든 비인지적 창의인성을 교육의 내
용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창의성과 관련된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전술된 바와 같은 창의성 관련 인성 특성들이 과도하게 권
장될 수 있는데, 기존 사회문화 및 전통적 가치에 대한 반대나 반항, 탈선, 지나친 자신
감, 지나친 내향성 등은 과연 현 시점에서 우리 교육이 강조하여 길러내야 할 인성 특질인
가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내용에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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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결과에 따르면, 창의적인 사람의 경우 냉담하고, 적대적이며, 괴
팍하고, 충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많고(Eysenck, 1995), 심한 경우에는 정신분열
적인 성향(schizotypal personality disorder)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Martindale,
2007), 감성 장애, 사고력 장애 혹은 약물 중독과 같은 병리학적인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Kaufman, 2010: 383), 이러한 인성을 집중적인 교육의 내용으로 삼아 길러내도록
할 것인가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뇌과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창의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는 우뇌
의 경우(Kaufman et al., 2010: 220), 뇌의 특성 상, 좌뇌나 우뇌 중 한 부분이 지나치게
활동이 집중되어 발달되면 그 반대 부분의 뇌는 자연스럽게 약화되거나 도태되는 성향을
보이게 되는데(Bogen & Bogen, 1988; Carson et al., 2003; Feist, 2010), 우뇌가 매우
발달한 사람의 경우 좌뇌가 약화된 결과로 인하여 중요 핵심 정보를 다루는 능력이 떨어
지거나 논리에 집중하는 능력이 감퇴되는 사례가 있어, 창의성 혹은 창의성 관련 비인지
적 역량을 강조하여 우리 교육의 중점 내용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루
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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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환경 변화와 창의인성교육 동향
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
왜 현재 이 시점에서 인지적 역량보다 비인지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 창의인성교육이 글
로벌 교육 개혁에서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가? 그 해답은 먼저 국내외 환경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창의인성교육의 필요는 국내외 고용환경이나 노동시장의 변
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한국이 나가야할
발전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공급사이드에 있
는 교육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창의인재육성’을 중요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 황수경(2014)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의직업(creative jobs)에 소
요되는 창의인력은 2012년 294만 명으로 약 4년 동안 30만 여명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
며, 이는 같은 기간 증가한 총 일자리 수의 약 25%를 차지했다. 창의인력의 인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이 전체 창의인력 중 27.6%에 불과하긴 하나 실제로 창의산업 내
문화 창의직업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적게는 44%, 많게는 57%에 달하여 여성의 참여가 높
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구조 측면에서는 비창의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청년층의
진입이 활발한 편이며, 창의직업과 대학의 전공분야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수경, 2014: 73 재구성).
창조경제 사회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는 단지 우리나라의 일 만은 아니다.
Richard(2014)의 분석에 따르면 1960-2009년 사이 미국에서 비정형화된 의사소통
(unscripted

communication)이나

비구조화된

문제해결(solving

unstructured

problems)에 관한 일의 경우에는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일상적 매뉴얼이나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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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routine manual and cognitive tasks)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 Richard(2014)에 따르면 비정형화된 의사소통에 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
찰, 경청, 비판, 해석능력 등이 필요하며 비구조화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암기가 아닌 관
계성에 대한 이해, 메타인지, 그리고 적극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도 요구된다고 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는 글로벌 사회의 노동시장이 급속하게 창의적 인성을 갖춘 인재를 요구
하는 고용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창의성을 갖춘 인재란 어떤 사람인가? 21세기 글로벌 사회는 하루에도 수없이
생겼다 사라지는 직업과 예측할 수 없이 빠르게 발전하는 각종 테크놀로지의 진보, 그리
고 지식의 심화와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전정신,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기반으로 한 창의성이 요구된다.
통계청(2011)의 자료를 가지고 2000년 이후의 10여년간 한국의 고용전망에 관한 고영
선 외(2012)의 분석에 의하면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용률과 동시에 실업률도 함께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년층 중에서 노동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
유는 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잠재실업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잠재실업자
는 고시학원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다니거나 혼자 취업준비를 하는 취업준비자들이며, 이
들은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에서 8.1%, 특히 25-29세 연령층에서는 25%에 달한다. 취업
준비자는 2003년 이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업준비자가 누
적되어 취업준비기간 또한 점점 길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영선 외, 2012: 381-386
재구성).
이러한 분석결과로 볼 때, 도전적이고 창조적인 직업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만을 선호
하고 ‘스펙 쌓기’와 같은 비효율적인 진로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은 창의인성교육을 통하
여 개혁해야할 중요한 교육적 목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볼 때에도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일터에서 존중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유영만(2011)은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모든 분야에 능통
한 전문가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
이나 태도는 도전정신이나 기업가 정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틀에 박힌 사고나 기존의
지식을 거부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과 매뉴얼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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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식으로 접근하여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탈출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브리
콜라주(bricolage)’형 인간이라고 명명하고 21세기 인재 상으로서 제안하고 있다.2)
창의인성교육에서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청년층
만의 일자리와 연관된 것만은 아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에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욱 악
화되고 있는 고용환경은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자들을 양산하고 전문적 지식이나 일자리
가 없는 대부분 사람들은 소기업 창업의 경쟁적, 그리고 희박한 성공을 담보해야 만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추구하
는 ‘이모작 교육’의 저변에 바로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창의인성교육이 평
생학습의 장에서 전개될 필요가 있다.
21세기 글로벌 환경의 변화는 새로운 창의적 인재상에 대한 요구와 더불어 창의성 자체
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이는 개인적 창의성에서 집단적
창의성으로의 변화이다. Glavenau(2010)와 Hanna(2005),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정모
(2011)와 같은 창의성 분야의 연구자들은 원래 창의성이란 공동체의 전통, 역사, 문화, 그
리고 이를 구성하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관계에서 생성된 개념이라고 본다. 따라서 창의
성의 본래적인 모습은 개인적 지식으로서의 ‘I-창의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협업으로
서의 ‘We-창의성’이다(이정모, 2011: 110-112). 김창경(2011)은 애플사의 혁신이나 창의
성 촉진을 위한 전략을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또는 집단적 창의성(collective
creativity)이 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집단 지성의
형성을 촉진하는 지식 플랫폼(knowledge platform)―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출현은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김창경, 2011: 71).
물론 이러한 창의성의 개념의 변화에는 그 본질이나 성격과 더불어 21세기 글로벌 사회
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 부익부 빈익빈 등 사회 양극화와
이민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이질적인 사회 계층 간의 갭을 극복하려는 사회
통합의 노력이 다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2011년에 발표된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에도 창의성의 측정 요소로서 관용(Tolernce)과 같이 사회통합을 염두
2) 본래 브리콜라주라는 말은 인류학자 레비스트로(Levi-Strauss, 1962)가 저술한 야생의 사고라는 책에 나오는 말이다. 브
리콜라주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일에 손대기’ 또는 ‘수리’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다(유영만, 2011: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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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요소가 테크놀로지, 재능(Talent) 요인들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다(Florida et al.,
2011).
그러면 21세기 글로벌 사회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
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의 개념을 교육과 관련
하여 하나의 인성 특성, 즉 비인지적 역량으로 보고 이러한 인성을 교육을 통해 발전시키
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에서 잘 드러난다. 예컨
대, OECD(2014)는 비인지적 역량 요인을 인성기술(character skills) 혹은 인성강점
(character strength)으로 보고 있는 Heckman 등(2014)의 이론에 기초하여 교육과 사회
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를 주제로 하는 프로젝트를 2010년부터 현재까
지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비인지적 역량 혹은 사회
정서적 역량에 주목하고 21세기 창의인성교육에서 비인지적 역량의 역할에 초점을 두고
교육에서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전략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동향은 최근 한국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한 글로벌 교육혁신
에 관한 연구 심포지엄의 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 World Bank Group, 2014)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이 자료집에서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변화를 다섯 가지 주제
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들 중 세 가지 주제(“Creativity is dealt as a competency in
creative education”, “Emphasis on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ies with
cognitive competencies in creative education”, “Strengthening art and physical
education’ in creative education”)에서 글로벌 사회에서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개념 변
화가 인지적 역량 보다는 비인지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한국
교육개발원 & World Bank Group, 2014: 146-148).
이렇게 창의성 교육에서 인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은 최근 주요국의 교육정책으로
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교육부는 최근 싱가포르의 21세기 핵심역량
에 관한 청사진에서 인성(character)을 핵심가치(Core Values)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판
적 그리고 혁신적 사고와 같은 창의성 역시 존중, 책임감, 통정, 보살핌, 복원력, 조화 등
과 같은 인성적 특성에 의해 뒷받침된다(underpinned)고 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
World Bank, 2014: 146 재인용).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싱가포르 교육에 있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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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조를 인성 시민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으로 전환하고 있다
(Cristine, 2014).
요약하면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에서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관심은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고령화, 이민, 양극화, 노동시장의 유동성 등 21세기 글로벌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를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본
질적으로 창의적 인재상의 개념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다시 창의성
개념에 대한 변화, 더 나아가 창의인성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 논의
를 촉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우리나라의 창의인성교육 추진 동향
국내에서 창의성교육 혹은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새롭게 나타
난 현상은 아니다. 기존의 협소한 교육내용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능력과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시도나 학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과거 국가교육과
정은 7번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고, 2007년 이후에는 수시 개편이 가능하도록 몇
차 교육과정과 같은 대대적 개편이 아닌, 연도별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방식으로
도 실행되어 왔다.
일찍이 제1차 교육과정은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에 공포되어 실시되었고, 일제 식민
지 시대의 교육을 극복하고 미국 등 서구의 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구
성되었다(이홍우 외, 2003: 429-430). 이러한 과정에서 1차 교육과정은 당시 미국에서
중요시되던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소 포함한 방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핵심 원리로 뚜렷이 설정하여 실시한 것은 1963년에 제정된 제2
차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이홍우 외, 2003: 430).
반면, 1973년에 시도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당시 미국에서 Bruner 등에 의하여 중요
성을 인정받던 ‘학문중심 교육과정’ 이론이 적용되어 각 교과의 학문성을 탐구할 것이 강
조되기도 하였고, 1982년에 제정된 제4차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의 교육’을 천명하며 학
급량의 과다를 극복하고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이
재편되었다(이홍우 외, 2003: 432-434). 이후 제5차 교육과정부터 제7차 교육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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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과의 유용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제정되어
운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홍우 외, 2003: 435).
이후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개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기존의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학
생들의 다양한 필요나 재능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교육과정 변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교육과정 사에서
도 비슷하게 발견되는 현상인데(Schubert et al., 2002). 지적 능력 중심의 교육과 비인
지적 능력(생활력, 경제력, 학생의 흥미나 필요, 그리고 미래 역량) 중심의 교육에 대한
강조점이 진자와 같이 왕복하며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실행된다는 점이다.
한편 그동안 추진되어 온 창의성 혹은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시각도 있
다. 최근 김진숙 외(2010)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창의성 교육’은 그동안 교육과정
문서에서 항상 강조해왔으나, 지금까지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거나 창
의성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추진되었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으며 동
시에 창의성 교육을 새로운 정책으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창의성 교육은 영재 교육이라는 특수교육의 형태로 발전하여 영재 교
육 중심의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었으며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야 교육과정
과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강조하는 창의인성교육 정책이 시작되었다
고 보고 있다(김진숙 외, 2010: 15-18 재구성)
물론 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자유학기제
등 창의적 체험활동의 확대, 창의경영학교,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등과 같은 사업들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이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창의인성교육에서 본래 추구하고 있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더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국내에서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다수의 관련 프로그램 개
발이나 연구들도 진행되어 왔다. 먼저, 최근 창의･인성 교육, 역량 중심 교육과 관련한 설
문조사 및 현장 관찰이 이루어지거나 사례를 분석한 연구로 양정실 외(2013), 김희경 외
(2013), 조진일 외(2013), 김순남 외(2013), 차성현 외(2012) 등이 있었으며, 대체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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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들의 경우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 교육의 관계성을 분석한 최석민(2013)과 같이 창의성, 인성, 역량
등 주요 개념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로 류성창(2012a), 정지은･조연순
(2012), 송윤숙･이경화(2012), 김은경･이경화･유경훈(2010), 김청자(2009) 등이 있었다.
한편, 김경은(2012), 이은승(2012), 김진숙･김승보･성은현(2012), 박춘성(2011; 2010),
홍배식(2010), 김순남(2004), 심옥화(1997)는 프로그램 분석 또는 평가 도구 개발을 통한
다양한 역량의 교육 가능성을 점검하기도 하였다. 그 외 최상덕 외(2013), 김경훈 외
(2012), 김순남･이병환･황향숙(2003)은 전반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되어 온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창의성과 인성,
그리고 역량의 개념을 분리된 것으로 보거나 동일 수준의 개념으로 보았다. 따라서 마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연구,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 역량교육에 대한 연구가 별개의 교육정
책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원래 창의인성교육이란 용어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중요한 키워드로 탄생하였
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교육에서 취해야야 할 두 가지 가치인 수월성과 평등성의 맥락에
서, 창의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 그리고 인성 교육은 평등성 교육으로 치환하여 양자 간의
균형적인 교육을 추구하는 목표로 해석하기도 한다(김진숙, 2013).
그러나 국제기구나 주요국들에서 추진하고 창의인성교육과 관련한 주요 동향을 살펴보
면 창의성 교육과 인성 교육, 그리고 역량교육(혹은 역량기반교육) 등은 분리된 정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21세기 글로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하나의 전략으로 각 국
가의 문화적 맥락에 맞게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역량기반교육의 개념적 관계 역시 통합적인 개념 틀 속에서 해석하거나
창의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으로, 인성교육은 평등성 교육으로 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서 Ⅱ장에서는 창의성, 인성과 창의인성의 개념을 비인지적 역량개발의 관점에서 살
펴봄으로써 이러한 개념적 혼란을 보다 명료화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다음
장부터는 비인지적 역량개발 통한 창의인성교육에 대하여 국제기구들이나 주요국들의 교
육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이들의 교육적 노력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창의인성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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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기구 등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동향
가.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OECD의 비인지적 역량에 관한 연구는 ｢핵심역량의 정의와 선정(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DeSeCo)｣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OECD에서 1997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가 제안될 때 PISA는 학생들의 인
지적인 학력을 평가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성취를 넘어서 지적능력 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인 태도, 가치, 행동 등을 포괄하는 능력의 융합체로서 핵심역량을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방향 설정을 해야 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DeSeCo에서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뿐 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 속에서의 성공과
사회의 성공(잘 기능하는 사회)을 잘 조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개인과 기관의 역량은 어떠
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개인 역량을 집단 목표에 기여하도록 하려면 어떤 역량이 요구
되는지를 광범위하게 살펴봄으로써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개인의 성공은 일자
리와 수입, 건강과 안전, 정치 참여, 그리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으로 볼 수 있고, 사
회의 성공은 경제적 생산성, 민주적 과정, 사회적 통합, 공정성과 인권, 그리고 생태적 지
속 가능성 등으로 볼 수 있다.
DeSeCo에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성공에 기여하기 위해 도출된 세 가지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소통
하는 능력, 그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은 한 개인 안에 내재된 능력이므로 세 가지
핵심역량은 항상 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역량이 갈등 없
이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들 역량이 서로 가깝게 중첩되어 작용하여야 하고, 이렇게 되
면 가운데 부분인 생활의 도전에 대한 반성적 사고(reflectiveness)영역이 커지게 되면서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생활의 도전은 세 가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깊은 통찰을 해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DeSeCo에서는 개인이 상황과 맥락에 따라 반성적･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이것은 개인이 자신을 지적･도덕적으로 성숙한 개체라고 생각
하고, 자신의 학습과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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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OECD, 2003).
상기한 바와 같이 1997년부터 실제 삶에서 필요한 비인지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
DeSeCo 프로젝트 이후에 DeSeCo에서 규명된 역량들이 사회적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규명하는 Social Outcomes of Learning(SOL) 프로젝트를 거쳐, OECD에서는 현
재 학습 환경-역량-사회적 결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교육과 사회진보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ESP)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젝
트들은 인지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의 배양을 통해 개인의 창의성, 행복과 사회의 진보를
함께 추구한다는 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교육과 사회진보(ESP) 프로젝트는 학습 환경이 인지 및 비인
지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이 사회진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인과 관계를 진단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창의인성교육의 발전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1~2012년까지 수행된 1단계 연구를 통해 각국의 기존 데이터(예: 우
리나라의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등)를 활용하여 역량 관련 변수들과 사회적 결과 관
련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김태준 외, 2011; 김태준 외, 2012), 2013년부터 시작
된 2단계 연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종단연구에 대비하여 설문조사도구 개발을 그 목
적으로 하였다. 또한 OECD 주최의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학습 환경, 역량 및 사회진보를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현재는 2014년까지의 예비조사를 통해 설문조사 도
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2015년부터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이 이루어질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김미숙 외, 2013).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ESP 프로젝트에서는 교육에서 인지적 역량과 더불어 중
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비인지적 역량들을 일련의 인성 기술들(character skills)이나 사
회 정서적 측면에서의 성격 특질(personality traits)로 보고 있다. ESP 프로젝트에서 다
루는 역량은 크게 인지 역량과 사회정서 역량으로 구분된다. 인지역량은 기억과 같은 기
본적 인지 역량, 해석 및 추출과 같은 지식이 요구되는 역량, 반성과 추론 등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 추론 역량으로 구성된다. 사회정서 역량은 자기 조절, 인내, 목표에 대한 열정
과 같은 성취 목적, 타인을 존중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중심 역량, 그리고 자신
감, 낙관과 같은 감정 조절 역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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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인지 역량 및 사회정서 역량의 개념화
출처: OECD(2014). Skills for Social Progress: 24

DeSeCo 프로젝트부터 시작하여 최근 ESP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OECD에서 수행되는
프로젝트들은 모두 인간이 타고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인
간이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러한 능력을 학교교육 및
가정교육과 같은 학습 환경을 통해 배양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OECD의 연구들에서 주목할 점은 인간의 능력은 인지적 역
량과 더불어 비인지적 역량의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는 믿음
이며, 교육에서 그동안 간과되어온 비인지적 역량의 역할을 규명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OECD는 창의인성교육에 인간이 성공적인 삶을 만들고 사회적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인지적 역량에 비해 비인지적 역량이 창의인성교육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효과적인 역량 배양을 위해 어떠한 학습 환경이 보다 바람직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OECD에서는 이제까지 수행된 학습 환경, 인지
및 사회정서 역량 및 창의인성과의 관계를 진단하는 작업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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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GCI(Global Creativity Index)
글로벌 창의성 지수(이하 GCI)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
가 2011년에 발표한 지수이다(Florida et al., 2011). 이 지수의 산출근거가 되는 지표 구
성항목들은 90년대부터 개념을 정립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2004년에도 이 지표에 근
거한 국가 간 비교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011년 보고서에서는 총 82개국을 대상으로 이
GCI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경제성장률이나 경제적 불평등지표, 인간
개발지표, 그리고 삶의 질이나 행복과 같은 기존의 통상적인 지표와 이 GCI 간의 상관관
계도 함께 분석했다.
이 지표는 단순히 경제성장률이나 국가생산성과 같은 현재의 수행지표가 아니다. 그보
다는 직업을 창출하고, 임금을 올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정기적이고 지속가능
한 국가의 번영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들이다. GCI에서는 이와 같은 가능성을 사회적, 경
제적, 문화적 기반에서 기술(Technology), 재능(Talent), 관용(Tolerance)을 뜻하는 3T
요인으로 축약했다. 각 요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기술(Technology): 기술은 경제적 발전의 핵심요인이다. 소프트웨어, 로봇공학, 생
명공학과 같은 새로운 발명에서부터 제조공정과 시스템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기술은
경제와 사회를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러한 기술 요
인을 이 지표에서는 크게 다음 3가지로 측정한다.
- R&D에 대한 지출(GDP 대비 R&D 투자 비율)
- R&D분야 노동자비율(인구 백만 명 당 인원수)
- 발명특허율(1인당 특허 출원 수)
이 지표에서는 핀란드가 1위, 일본이 2위,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스웨덴이 3,4,5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8위로 상위권에 포함되었다.

∙ 재능(Talent): 한 국가나 조직이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진취성을 갖
춘(즉, 재능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이끌어 들이고, 지속적으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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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I에서는 한 국가의 재능을 두 요인의 조합으로 측정했다. 국민들의 평균 교육수준
과 창조계급이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특히 창조계급
(Creative Class: 과학기술뿐 만 아니라 경영 경제, 건강관리와 교육, 예술, 문화, 엔
터테인먼트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본다.
최종적으로 이 지표에서는 핀란드(1위), 스웨덴(2위), 덴마크(4위), 노르웨이(6위) 등
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 외에 싱가포르(3위), 뉴질랜드(5
위), 호주(7위), 미국(8위), 그리스(9위), 슬로베니아(10위) 순이었다. 한국은 24위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이수자의 비율은 89.8%로서 핀란드(90.8%) 다음으로 높았으나
창조계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60위권 이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창조계급의 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이상인 나라는 조
사대상 82개국 중에서 14개국으로 싱가포르가 1위,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
아,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캐나다 순이었다.

∙ 관용(Tolerance): 관용이 경제 성장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요인인 이유는 한 국가
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사람들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끌어들임으로써 나머지
두 요인(재능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
기서는 관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변인을 사용했고, 타인종과 소수민족에 대한 관용
성과,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관용성이 그것이다. 이 두 변인에 대한 갤럽조사결과
를 기초로 관용 지수를 산출한 결과, 캐나다가 1위,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호주, 스페인, 스웨덴, 미국, 우루과이, 영국이 10위권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이 지표
에서 62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한국보다 관용성이 낮은 나라들은 터
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로 종교적 성향이 강한 국가들이었다. 참고로 일본
은 61위로 한국과 비슷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3T 지표결과를 종합한 순위에서 가장 상위의 국가는 스
웨덴으로 2004년에도 1위를 차지했었다. 미국은 2004년에는 4위였으나 이번에는 2위로
상승했으며, 3위와 4위는 핀란드와 덴마크로 나타났다. 오스트레일리아가 5위, 뉴질랜드
가 6위, 캐나다가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7위,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9위와 10위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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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RIC 국가들은 러시아가 31위로 가장 높았고, 브라질이 46위, 인도가 50위, 중국이
5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 종합순위에서는 27위로 중위권에 포함되어 있었다. 앞서 기술
한 바와 같이, 한국은 기술(Technology) 부문 순위는 8위를 기록했으나, 재능(Talent)에
서 24위, 관용(Tolerance)에서 매우 낮은 62위를 기록한 결과다.
GCI 보고서에서는 이 GCI 지표와 다른 지표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그 결과, [그림

Ⅲ-2]에서 볼 수 있듯 GCI는 각 국가의 경제적 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과
.84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3T 중에서 GDP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지표는 재
능(.78)이었고, 기술(.72), 관용(.63) 순이었다.

[그림 Ⅲ-2] GCI와 경제적 성취 간의 관계
출처: Florida, R.외, 2011: 18

GCI는 또한 경제적 불평등 지표인 GINI 계수와도 체계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림

Ⅲ-3]에서 볼 수 있듯, 전체적인 GCI 지수와 GINI 지수의 상관계수는 -.43이었으며, 특
히 재능(-.52), 기술(-.47)와 부적상관관계가 높았다. 반면에 관용과의 상관계수는 -.06
으로 이는 나머지 지표와는 달리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았다.
GCI는 또한 삶의 만족도 혹은 행복과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Ⅲ-4]에서
볼 수 있듯이 갤럽에서 15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삶의 질 국제비교조사(Gallup, 2010)
결과와 GCI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CI 종합지수는 행복도와 .74의 유의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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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였으며, 3T 요인들 중에서는 관용이 .66으로 가장 높고, 재능과 기술은 모두 .65로
그 다음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Ⅲ-3] GCI와 소득불평등지수 간의 관계
출처: Florida, R. 외 2011: 23

[그림 Ⅲ-4] GCI와 삶의 만족도 지표와의 관계
출처: Florida, R. 외 2011: 2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GCI 점수가 높으면 경제적 성취나 행복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높고, 경제적 불평등은 낮았다. 경제적 성취, 불평등 해소, 삶의 만족도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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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궁극적으로 행복사회 구현은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의 최종 목표들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GCI는 본연구의 사례분석을 위한 국가 선정의 좋은
지표라고 판단되었다.

다.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
CCR(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은 21세기형 생활을 위한 새로운 학습방식을
이끄는 네 가지 핵심요소―지식활동, 사고의 활용, 디지털 생활방식, 학습 탐구―를 CCR
프리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CCR은 아래 그림과 같이 새로운 프리즘을 통해 21세기가
교육에 대해 요구하는바, 새로운 세계적 지식 경제와 지식적 활동(전통적 지식에서 현대
적 지식으로의 변화), 디지털 도구 및 생활 방식의 집중력, 현대 학습과 탐구, 우리 시대
에 가장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역량인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성, 혁신,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과 고등정신기능으로서 메타인지 그리고 성과와 관련된 인성(적응성, 지속성, 탄력성
등)과 도덕과 관련된 인성(성실성, 정의, 공감, 윤리의식 등)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림 Ⅲ-5] CCR Prism
출처: http://curriculumredesign.org/

이를 토대로 그들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 3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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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rilling & Fadel, 2009). 학습 및 혁신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직업 및 생활역
량이 그것이다.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전문가적 사고), 의사소통 및 협력(복합적
의사소통), 창의성과 혁신(응용 상상력 및 발명) 이상 3개의 세부 역량(능력)을 포함하는
학습 및 혁신 역량은 말 그대로 미래의 평생학습과 창의적 활동의 문을 여는 열쇠다. 새로
운 세계는 과거보다 전문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과 복합적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한다. 21
세기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자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은 중요한 물음을 제기하고 답하
는 능력과 어떠한 주제에 관한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문제를 제기하
고 해결하는 것, 학습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 등이다. 더 나은 세상
을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지식과 혁신을 이루는 것은 항상 학습과 혁신의 중심
에 위치했다.
CCR을 이끌고 있는 Trilling & Fadel(2009)은 창의성과 혁신은 질문과 인내심,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개방적 태도, 높은 신뢰, 실수와 실패로부터 배우는 태도를 키우는 학습
환경에서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의 인지과학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교수
(teaching) 명제를 폐지했다고 본다. 즉, 어떠한 지식을 활용하기 전에 그 내용을 먼저 숙
지해야 한다는 명제였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식을 배우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내용 지식에 대한 창의성과 같은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학습 동기를 증가시키고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육은 언제
나 좋은 의사소통의 기본(정확한 발표, 유창한 읽기, 명쾌한 쓰기)과 깊은 관련이 있어 왔
다. 그러나 디지털 도구와 현 시대의 요구는 함께 학습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더욱 폭넓
고 깊은 수준의 개인 의사소통 능력과 협동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역량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방식으로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세부적으로 정보, 미디어, 정보통신기술 리터러시를 통칭하는
말이다. 21세기에는 모든 사람의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가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접근, 비판적이면서 능숙한 정보 평가, 정확하고 창조
적인 정보 활용은 필수적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센터(Center for Media Literacy)는 미
디어를 “다양한 형태로 된 메시지에 접근, 분석하여 평가하고 창조하기 위한 틀이자, 정보
탐색 및 자기표현을 위한 필수적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틀”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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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직업 역량에는 유연성 및 적응력, 진취성 및 자기주도성, 사회적 및 다문화적
상호작용, 생산성 및 책무성, 리더십 및 책임감이 서술되어 있다. 문화적･사회적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이용하여 한층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은 부연할 필요 없이 앞으로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다.
위에 제시된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적절한 평가로 기술 기반 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이
평가는 학생 수행성과 평가 시 번거로운 단순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어 역량 성과를 평가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의 장문 에세이, 교사의 휴대용 기기에 대
한 관찰 지시문, 온라인 즉석 설문조사, 퀴즈, 투표, 블로그 댓글, 온라인 가상 도전 및
설계 문제해결 과정 관찰, 현행 프로젝트 작업 및 프로젝트 중간 검토 포트폴리오 평가,
지역사회 내 진행 중인 인턴십 봉사활동 전문가 평가 등 방법이나 기법은 다양하다. 21세
기 평가는 ‘전인적 학생’이 갖추어야 할 완전한 능력에 대한 훨씬 큰 그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그림에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조직에 소속되고, 충분한 지원을 받으며, 긍정
적인 측면에서 도전받는 학생의 인지적･감성적･육체적･사회적･윤리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Trilling & Fadel, 2009).
CCR이 제시한 핵심역량을 세부 내용까지 포함하고 중첩되는 내용을 조정하면 다음의
7가지 역량(7C’s)으로 정리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Critical) 사고 및 문제해결능력, 창의성
(Creativity) 및 혁신, 협력(Collaboration), 팀워크, 리더십, 다문화적(Cross-cultural)
이해, 의사소통(Communications), 정보, 미디어 활용 능력, 컴퓨터(Computing)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 활용 능력, 직업(Career) 및 자기주도 학습이다. 결국 그들이 제시한 핵심
역량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인지적인 능력(인지적인 역량을 강조하는)보다는 비인지적인
(비인지적 역량을 강조하는)능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CCR(The Center for Curriculum Redesign)은 OECD, CERI(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와 함께 2014년 10월 22일-24일(스위스 제네
바) 간 ‘Character Education for a Challenging Century’라는 주제로 글로벌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점점 공동체화, 글로벌화 되는 사회에서 ‘삶과 직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창의성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네바 국제 학교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루
어졌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CCR의 대표이자 의장이며, ‘21세기 핵심역량(2012)’의 저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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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es Fadel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OECD 교육과 역량 부서장인 Andreas Schleicher
의 ‘OECD와 모든 국가들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to OECD and all countries)’이라는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한편 인성 특성에 대한 철학
적 논의로서 브리스톨 대학(University of Bristol) Richard Sandford 교수의 ‘Human
Enhancements redefining what it means to be human’ 발표와 고난과 역경을 딛고 성
공에 이른 ‘Wilful Blindness’의 저자이자 TED 강연가인 Margaret Heffernan의 ‘Wilful
blindness and the need for deep integrity’ 발표가 있었다.
한편 국제기구와 대학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성특성 및 교육에 대
한 발표가 있었는데 CERI 부서장인 Dirk Van Damme이 ‘사회적, 감정적 역량에 관한
OECD 연구(OECD’s Research on “Social and Emotional Skills”)’, 시카고 대학의 ‘인성
평가(Assessing Character)’, 하버드 대학에서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의 도덕적, 사회적
발달 우선순위(Moral and social development priorities in child-raising)’에 관한
Richard Weissbourd의 발표와 스텐포드 대학에서 Eduardo Brice o 교수가 ‘마인드 셋의
중요성(The importance of Mindset)’에 대하여 발표했다(http://curriculumredesign.
org/character/program).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의 저명한 교육자, 정책담당자, 전문가, 정신적 지도자들과 함께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창의적 인성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
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향후 CCR이 주요 국제기구 및 선
도적 연구자들의 협력관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의 글로벌 의견 수렴에 대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라. University of Chicago, Non-Cognitive Skills
University of Chicago의 경제학자인 Heckman(2006)은 학생의 학창시절에 보였던
다양한 특성과 성인이 된 후의 성공여부와의 관계에 대해 종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공
을 이끄는 데는 개인의 지능이나 학업성취도 같은 인지적 역량 보다 성실성, 호기심, 인간
관계, 자신감 등과 같은 개인의 성격 특성들(personality traits)이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
실을 밝히고 이를 비인지적 역량(non-cognitive skills)이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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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지적 역량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시카고 대학의 연구팀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Heckman, Humphries & T. Kautz, 2012; Heckman,
Humphries & T. Kautz, 2014; Heckman & T. Kautz, 2014), 최근에는 비인지적 역량
교육에 대한 생애 초기 개입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Heckman &
Masterov, 2007; Heckman, Moon & Pinto, 2010; Heckman, Moon & Pinto, 2014;
Heckman, Moon, Pinto, Savelyev & Yavitz, 2010).
앞서 언급한 OECD ESP 프로젝트나 CCR의 최근 동향도 시카고 대학의 비인지적 역량
연구를 기반으로 국제기구들 간의 협력적 연구를 통하여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바, 즉 인지적 역량에 대한 교육을 넘어서 비인지적 역량
에 대한 교육이 다다라야할 목표가 창의인성교육이라고 볼 때, 이러한 문제제기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미래 학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과학, 교육, 예술 등
에 관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ASPEN포럼에서 2013년에 작년에 핵심 주제 중 하
나로 다루었던 ‘Can characters be taught?’(비인지적 역량 혹은 인성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The Aspen Institute Forum for Community
Solutions. http://aspencommunitysolutions.org/).
이 주제는 시카고대학에서 비인지적 역량 연구팀의 공동연구진이며 미국 뉴욕 타임즈
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Paul Tough에 의해 발제되었으며 그의 저서 ‘How children
succeed?’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는 도덕적 인성교육(moral character education)
과 수행적 인성교육(performance character education)을 구분하고 그동안 미국사회에
서 인성교육의 의미가 지나치게 도덕적 인성교육에 치중하고 있었음을 비판하고 있다.
즉, 도덕적 인성교육이란 윤리, 사회적 규범, 애국심 등에 대한 교육이며 현재 미국에서
이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교육이라는 것이다. 한편, 수행적 인성교육은 학생 개인이 직업
세계나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인 삶을 어떻게 영위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
라서 수행적 인성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인성교육과는 달리 개인의 끈기, 성실성, 인내, 호
기심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육성함으로써 개인이 성공적인 삶
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인성교육의 방향이 도덕적 인성교육에서 수
행적 인성교육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Tough, 2013).
한편 미국에서는 비인지적 역량을 학교 장면에서 혹은 프로그램 응용 측면에서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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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직접 학생의 지적 능력과는 별개로 사회정서능력의 발달에 관심을 보인 프로그램도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Weissberg 교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학업･사회정서학습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CASEL)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국외로까지 소개되어 1,000여 개 이상
의 학교가 도입･운영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거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정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한다면 비인지적 역량 육성을 위해 사회정서학습부
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http://casel.org).

마. IEA의 ICCS(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인성교육이란 영어로 ‘Character Education’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인성교육의 개념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인성교육을 크게 도덕적 인성교육(moral character education), 시민
인성교육(civic character education), 수행적 인성교육(performance character
education)으로 구분하고 있다(James C. Kaufman, & Robert J. Sternberg, 2010;
Seider, 2012).
따라서 시민교육은 인성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국제학업성취평
가협회(IEA: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에서는 1999년에 시작되었던 세계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에 이어 10년 만인 2009년에 시민교육에 관한 세계적인 조사 ICCS 2009를 실시
하였으며 한국도 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ICCS는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의 약자로 시민교육을 주제로 한
인성교육 분야에서 전 세계 38개국이 참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은 전 세계를 유럽,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의 세 개의 지역 모듈로 나누고 각 지역
모듈의 문화차이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CCS 2009는 청소년의 시민
적 인성 역량을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 두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아래 표는
ICCS 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민적 인성 역량에 대한 평가 틀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연구는 시민사회와 체계, 시민사회의 원리, 시민 참여, 시민적
정체성의 4가지 내용영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인지영역에서의 특성과 정의행동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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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측정하고 있다. 즉, 인지영역에서는 4가지 내용영역에서 각각 개발된 측정 문
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지식과 추론 및 분석능력을 측정하고 있는 반면 비인지적 영역에서
는 학생들의 가치나 신념, 태도, 행동 및 행동의도에 대하여 측정하고 있다.
ICCS 2009는 38개국의 참여국에서 5,000개가 넘는 학교가 참여했으며 14만 명이 넘는
8-9학년, 13-14세 학생들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단일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종단적인 연구라고 할 수는 없을 지라도, 1999년 CIVED와 비교하
여 지난 10년간 동안 청소년의 시민적 인성역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참여국들
간의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Ⅲ-1> IEA ICCS 2009의 시민적 인성 역량의 개념구조
내용영역
시민사회와 체계
인지
영역

지식
추론과
분석

∙ 시민의
∙ 시민의
∙ 시민의
∙ 시민의

가치/신념
정의-행동영역

시민사회의 원리

역할
∙ 평등
권리
∙ 자유
책임
∙ 사회 통합
기회와 능력

∙ 민주주의의 가치/
신념
∙ 시민적 가치/신념

태도

시민 참여

시민적정체성

∙ 의사결정
∙ 영향력 행사
∙ 공동체 참여

∙ 시민의 자아상
∙ 시민 유대감

미래 행동 의도

∙ 투표참여의사
∙ 자신, 타인, 기관,
∙ 의견표현의사
정책에 대한 태도
∙ 정치적항의

실제 행동
∙ 학생활동참여
∙ 지역공동체 활동참여
∙ 교내 시민활동 참여

출처: 김태준 외, 2010: 15-30 재구성

한국의 경우, 지식과 추론 및 분석력을 측정하는 인지적 역량에서는 핀란드, 덴마크에
이어 3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태도, 기관에 대한 신뢰, 학교 내외 활동에 대
한 참여, 미래 투표에 대한 의도 등 비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국제 평균치보
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김태준 외, 2010).
이러한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교육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인지적 역량을 육
성하는 것에는 효과적이지만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서 비인지적 역량을 길러내는 것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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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질랜드
가. 교육 개혁 동향
뉴질랜드는 2002년 OECD의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능력 정의에 기반을 두고, 1998
년 교육법(Education Act with Amendment)에 기초하여 설정･적용하고 있던 국가교육
과정의 핵심 영역과 기술을 재정의하였고, 이 생애 핵심능력을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연계하였다(김태준 외, 2008: 77 재인용). 2003년 5월
에 뉴질랜드 정부는 1989년에 시작된 15년의 교육개혁을 평가하고, ‘뉴질랜드의 교육 우
선성(Education Priorities for New Zealand)’에 의한 교육개혁을 재시도하였으며,
2004년 핵심능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으로서 유아교육과 직업 교육 영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전략 토론 보고서(A Schooling Strategy Discussion Document)’에 기초한
법률 및 행동 제도를 구축하였다. 2006년 뉴질랜드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는
1993년에 정의된 8가지 ‘핵심기술(essential skills)’을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되도록 5가지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즉, 사고, 언어 및 상징, 텍스트 사용
(인지적 역량), 자기관리, 대인관계, 참여 및 공헌(비인지적 역량)으로 대치하였다.
이를 위한 뉴질랜드의 법적 근거로써, 뉴질랜드의 교육 우선성(2004)은 첫째, 미래 학
습을 위한 강한 기초를 제공, 둘째, 모든 학교 졸업자에게 높은 성취 수준을 확립, 셋째,
생애 학습의 참여와 높은 기술의 작업 역량 계발의 기반을 확립, 넷째, 국가 발전의 핵심
영역에 대한 지식 기반에 강력하게 기여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Education
Amendment Act(2006)는 생애 초기의 핵심역량 개발의 시작으로 21세기의 새로운 유아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 체제의 규정과 국가의 생애 주기에 적합한 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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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Student Number)와 같은 주요 정책 변화에 적용하고, 뉴질랜드 교육을 위한
교사 위원회(The Teachers Council)과 평 위원회(Boards of Trustees)의 행정 관리에
의한 교육 체제의 효율적 관리와 국제 교육 및 직업 교육 체제의 정책 변화의 적용하며(정
미라, 2007:121 재인용), 1989년 이후 교육 수정법 이후, 뉴질랜드 교육 체제에서 삭제되
거나 신체제에 불필요한 법령을 통합하였다.
뉴질랜드는 교육법(Education Act with Amendment)에 의하여 1998년 뉴질랜드 국민
이 유아기부터 성인기의 유아교육에서 대학 및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핵심 학습
영역과 기술을 설정하였다. 1999년 뉴질랜드는 교육법에 기초한 7가지 핵심학습영역
(essential learning areas)과 8가지 핵심기술(essential skills)을 설정하여 만 3세에서
시작하는 유아교육에서 성인기의 대학 및 직업교육과정에 적용하였고, 2002년 뉴질랜드
는 교육법에 의하여 설정한 8가지 핵심기술을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된
생애 핵심역량으로 대치하였다. 2002년 OECD DeSeCo에서 정의하여 설정한 3가지 생애
핵심능력과 기존의 8가지 핵심기술을 연계하여 5가지 ‘핵심능력(key competencies)’을
설정하고, 7가지 핵심 학습영역과 연계된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였으며, 뉴
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에 적용되기 위하여 정의된 생애 핵심역량은 2002년 교육과정 현
황조사 보고서(Curriculum Stack Report)에 기초하여 1999년 뉴질랜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교육 방향을 반영하였다(김태준 외, 2008:81-82 재인용). 2002년 뉴질랜드 교육
과정 현황 보고서는 유아교육에서 대학 및 직업교육에 적용할 모든 국가 교육과정 영역에

‘창의성’ 및 ‘태도(attitudes)’와 ‘가치(values)’를 핵심 기술 내용에 포함하도록 권고함으
로써 창의인성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뉴질랜드 핵심역량과 학교 및 대학교육, 유아교
육과의 연계를 통해 생애초기 인성 및 창의성을 평생 학습자로서 성인교육까지 지속되도
록 설정하였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정부의 핵심 목표인 강력한 경제적 성장과 뉴질랜드 국민을 위한 향
상된 결과를 야기하는 더 나은 공공 서비스의 보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특히,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을 강조하며 학습자는 교육 시스템 전반
에 걸쳐 성과 향상을 지켜보고, 관련 정책, 자금, 규제 의사 결정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이
야기 한다. 교육적 성취는 학습자가 최선의 시작, 높은 질의 학습 경험, 긍정적인 고용 결
과를 이끌어내는 자격 획득의 기회를 가지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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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뉴질랜드 교육부의 2012-17년 전략적 방향: 뉴질랜드 학습경로
출처: http://www.minedu.govt.nz/theMinistry/PublicationsAndResources/
StatementOfIntent/SOI2012/StrategicDirection.aspx

또한 전략적 방향의 의제로 높은 질의 조기 교육 참여는 학교에서 저학년의 교육 참여
와 성취를 위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한다. 조기 교육은 십대의 교육 참여와 성취에 대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문해 능력, 수리능력과 같은 핵심 기술의 조
기 교육은 교육과정의 모든 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학습자에게 필수적이며, 이는 학습
과정에서 자격을 얻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NCEA(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2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은 이후의 교육이나 직업현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으로 간주되고, 제3차
교육과 기술 교육은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및 지
식과 함께 젊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노동시장의 필요에 더 반응하고
경제적 성장 목표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을 요구한다. 전략 방향 다이어그램은 우리의 우
선순위, 교육 부문 성과와 대상, 정부의 목표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Ⅳ-2] 뉴질랜드 교육부의 2012-17년 전략적 방향: 우선순위 1
출처: http://www.minedu.govt.nz/theMinistry/PublicationsAndResources/
StatementOfIntent/SOI2012/StrategicDirec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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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뉴질랜드 교육부의 2012-17년 전략적 방향: 우선순위 2
출처: http://www.minedu.govt.nz/theMinistry/PublicationsAndResources/
StatementOfIntent/SOI2012/StrategicDirection.aspx

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현황
1)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의 조화
뉴질랜드의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핵심 역량은 사고(thinking), 언어, 상징 및
텍스트의 사용(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인지적 역량), 자기관리(managing
self), 타인과의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비인지적 역량)의 5가지로 구분된다.
사고하기는 정보, 경험,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창의적, 비판적, 메타인지적인 과
정의 사용에 관련된 역량이다. 이러한 과정들은 이해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
을 취하고 혹은 지식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목적에 적용된다. 사고가 원활하고 문제 해결
이 가능한 학생들은 지식을 탐색하고, 사용하며 창조한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학습을 반
성하고, 개인적 경험에 의지하며, 질문하고, 가정(assumptions)과 인식(perceptions)의
근원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
언어, 상징 및 텍스트의 사용은 지식이 표현되는 코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작업하는 것
에 관련된 역량이다. 언어와 상징이 정보, 경험,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한
체계이고, 우리는 언어와 상징을 글, 말, 이미지, 수학, 과학, 기술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
하고 있다. 언어, 상징 및 텍스트를 잘 사용하는 학생은 단어, 숫자, 이미지, 움직임, 비
유, 기술 등을 맥락에 따라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자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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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언어, 상징 및 텍스트가 타인이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할
수 있으며 언어, 상징 및 텍스트의 표현을 위해서 ICT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기관리는 자발성(self-motivation)과 “할 수 있다”는 태도와 같은 비인지적 측면과
관련된 역량이다.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학생들은 스스로를 능력 있는(capable) 학습자로
인식하고 이는 자기 평가와도 연관되어 있다. 자기관리 역량을 가진 학생은 진취적이고,
지략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유연하게 행동한다.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
우며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높은 기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동시에 도전을 받아들여 대
응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생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파
악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과 관련된 비인지적 역량이다. 이 역량은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관점을 인지하며,
협상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과도 연관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학생
은 새로운 학습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며 상황에 맞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할 수 있고, 경쟁할 때와 협동할
때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으며,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접근, 아이디어, 사고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참여와 공헌은 가족, 학교, 사회 등의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비
인지적 역량이다. 참여와 공헌 역량을 가진 학생은 그룹의 일원으로서 적절하게 공헌하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권리, 책임, 및 역할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롭게 유지하는지에 대해 알
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경제적 환경의 질(quality)과 지속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

2) 핵심 역량 교육 과정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교육과정을 전국의 학생들에게 적용하고 있으
며 국가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학교교육과정(the school curriculum), 학
급교육과정(the classroom curriculum)의 3단계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교육
과정은 학교교육과정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일반적인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
의 설립유형, 규모, 지역 등의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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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발되며 이러한 과정이 학교교육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특
수한 요구, 흥미, 재능에 기반하여 국가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된다. 국가교육과
정은 학교교육과정 개발의 프레임워크이며 정합성(alignment)를 고려해야 하지만 교육내
용과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flexibility)이 허용된다. 1-10학년
까지는 영어, 예술(the arts), 체육, 수학과 통계, 과학, 사회 및 기술과목을 배워야 한다.
국가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의사 결정(curriculum decision making)의 기초가 되는 원
리(principle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은 학교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가치
(values),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학습영역(learning areas)에 반영되어 있다. 국
가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가치, 역량, 지식 및 기술
(skills)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학교는 교육과정 개발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핵심역량은 학습의 초점이자,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을 통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즉,
학습의 수단이자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학생들이 성장하고, 일하고, 지역사
회와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capabilities)이다. 학교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
습영역, 그리고 나아가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기르도록 직업프로그램 혹은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도 스스로의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습기회를 기획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첫째, 개인적 목표를 세우
고, 시간과 활동을 관리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아이디어에 반응하고, 반성해야 한다(자기
관리). 둘째, 많은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작용하며, 타협하는 경험을 가져
야 한다(타인과의 관계). 셋째,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를 활동을
위한 기초로 활용한다(참여와 공헌). 넷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분석하고 고려한다(사고하기). 다섯째, 학습영역과 관련 있는 언어와 상징을 사용하여 아
이디어를 공유하고 기록하는 텍스트를 창조한다(언어, 상징 및 텍스트의 사용). 학교는 학
교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핵심역량이 제대로 반영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교사들
은 학생이 자기감독(self-monitoring) 및 평가를 하는 데 있어 적절한 안내와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에 있어 학습영역(learning areas)은 성취목표(achievement obj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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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기 보다는 학생이 경험해야 할 학습영역에 대한 필수적인 특성과 학습영역이 학생의 전
반적인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를 포함한다. 학습영
역은 학생의 요구와 흥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학습영역에
기초하여 학교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성취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학습영
역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인 이슈들과 관련한 지식과 이해를 기르고, 아울러 학생의 재
정적 능력과 생애에 걸쳐 재정적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초점을 둔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영역, 가치, 핵심역량을 적절하게 관련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학생의 미래와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중 핵심 이슈들은 지속성(sustainability),
사회와 환경의 정치적･경제적 실제, 시민의식(citizenship), 진취성(enterprise), 국제화
(globalization)이다.
성취목표(achievement objectives)는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에서 학습과정(learning
processes), 지식 및 기술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학교교육과정 개발시에는 학
생의 학습요구에 적합한 학습영역과 그에 부합하는 성취목표를 선택해야 한다. 성취목표
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과정을 인식하고, 측정하고, 논의하고, 기록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장 및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생
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어야 한다. 특별한 요구(special needs or
talents)를 가진 학생들은 능력에 맞는 학습기회를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성취목표는 단
기적이고 개별적인 목표의 성취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궁극적인 학습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급별 교육과정은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되도록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유치원 과정(Early childhood learning: ‘Te Whāriki’)은 권한 위임(empowerment),
전인적 발달(holistic development), 가족 및 지역사회, 관계의 네 가지 원리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탐색(explor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웰빙(well-being), 공헌
(contribution), 소속감(belonging)의 다섯 가지 교육과정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Ⅳ-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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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구성 요소
출처: http://nzcurriculum.tki.org.nz/The-New-Zealand-Curriculum/
The-school-curriculum-Design-and-review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과정은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확인(affirm)
하며, 학습경험을 형성하고,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경험을 고려하고, 가족과 마오리족을
포용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뉴질랜드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가치, 핵심역량,
학습영역의 폭과 깊이를 모두 성취하기 위한 학습경험을 가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학
생들은 신체적, 사회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관여하기, 성인과 긍정적인 관계 맺기, 참된 학습경험을 갖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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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학생들은 졸업 후의 진로를 위하여 선택을 해야 하고 그에 따
라 자신에게 맞는 학습경험과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를 위
해 어떠한 능력과 기대를 갖고 있는지에 부응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학생은 자신
의 미래를 위한 선택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고 학습경험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고등교육 혹은 직업교육(tertiary education) 단계에서는 고도로 전문화된 기술이나 지
식(예: ICT, 의학)을 제공하거나 지식 창조를 위한 이론적, 응용적 지식 및 이해를 제공하
기도 한다. 고등교육에서는 사고(thinking), 도구사용(using tools interactively), 자발
적 행동(acting autonomously),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기(operating in social groups)
가 핵심역량으로 간주되며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핵심역량을 통해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
뉴질랜드 교육과정의 평가는 학습자와 교사가 평가에 의하여 제공된 평가정보의 반응
자로서 학습자의 학습과 교사의 교수 역량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둔다. 학습자의 학습을
증진하기 위한 평가는 교수와 학습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는 진행과정(ongoing
process)으로서 이해하며, 뉴질랜드의 각 급 학교는 학교 급의 평가 자료의 수집과 분석
에 의한 평가 정보를 학습자의 학습에 주는 효과를 인식하여 제공한다. 또한, 학교 급의
평가는 정책,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교수 실제의 변화를 위한 기초로서 활용되도록 구성
한다.
뉴질랜드는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NQF), 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NCEA)의 평가 개혁을 통하여 핵심역량 표준에 기초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평가는 관찰, 면담, 포트폴리오, 수행 중심의 평가 등의 다차원적 평가
방법을 제안하며, 특히 학습자의 참여를 통한 자기보고, 자기 평가를 포함한다. 뉴질랜드
의 핵심역량 기반 평가는 관찰이나 외부자의 질문과 면담에 의한 평가 및 자기 보고식,
자기 평가식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이를 위하여 뉴질랜드의 교육과정 평
가는 다차원적 소양으로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김태준 외,
2008).

Ⅳ.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가별 사례 분석

61

다.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사례
본 절에서는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의 맥락에서 역량 기반 교육과정
을 적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학교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소개된 학교 사례
는 Boyd & Watson(2006)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초기에 도입한 여섯 개 학교를 대상으
로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창의인성 개발과 관련이 높아 보
이는 활동에 주력한 세 개 학교를 선정한 것이다. 소개된 학교들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교육과정과 학교마다 갖고 있는 사정을 고
려하여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한 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
여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절은 크게 세 개의 학교 사례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따르고 있다. 첫째,
간략한 학교 소개와 더불어 학교가 기존의 학교 환경 및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어떻게 새
로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도입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둘째,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
용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명한다. 셋째,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교수-학습에의 적용 및 평
가방법을 소개한다.

1)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TNIS)
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적용
TNIS는 오클랜드의 북쪽에 위치한 비교적 교육기대수준이 높은 학교에 속한다. 전체
학생은 대략 600명 정도이고, 약 3분의 1은 아시아계이고 나머지는 뉴질랜드 본토 출신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40% 정도의 학생들은 영어를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다. 24명의 교사와 6명의 전문가 (테크놀로지, 드라마, 과학, 사서 교사 등)이 재직 중
이다.
핵심 역량 교육과정이 시작되고 5년 동안 TNIS에서는 교사들에게 핵심 역량의 적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제공되는 연수는 탐구학습(inquiry
learning), 사회적, 정서적, 학습 요구에 대한 지원, 문해력, 형성평가, ICT, 산술능력
(numeracy) 등의 전문가를 보유한 기관에 의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TNIS의 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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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연구 프로젝트(action research project)를 통해 교수-학습 실제의 발전을 도모하
기도 한다. 이 때 주로 고려되는 것은 고차원 사고(higher-order thinking skills), 개별
화 학습(differentiated learning), 질문하는 방법(questioning techniques), 통합학습
(integrated learning) 등이 있다.
TNIS가 핵심 역량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데 있어 중요시 하는 점은 자기반성 기
술(reflection skills), 고차원 사고, 통합 및 탐구학습이다. 첫째, 자기반성 기술은 학생
들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강조되는 측
면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과정을 명확히 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해
주인의식(ownership)을 갖도록 하는 것을 중시한다. 둘째, 창의인성을 가능하게 하는 고
차원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하여 블룸의 분류 체계(Bloom’s Taxonomy), 사고하는 모자
(Thinking Hats), 마음의 습관(Habits of Mind) 학습 스타일, 그래픽 오거나이저
(Graphic Organizer) 등을 이용한 다양한 사고 전략을 사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통
합 및 탐구학습 역시 핵심 역량을 학교의 기존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미지의 목적지(unknown destination)이라
는 탐구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지를 탐험하거나 지역사회를 방문하는 등의 경험을 갖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관심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학습(authentic
learning)을 경험하게 되고 아울러 이러한 진정한 학습은 학생이 창의성을 발현하도록 이
끌어 준다.

나)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구체적 적용 단계
다음의 <표 Ⅳ-1>은 TNIS의 교원들이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를 이루
고 있는 핵심 역량을 학교의 실제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의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수-학습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해석
하는 과정부터 참여하게 된다. 일지쓰기와 같은 작업은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사고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의인성을
기르는 데 있어 중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은 핵심 역량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을 팀별로
수행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신의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검증받
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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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TNIS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 적용 과정
Step 1

핵심 역량 소개하기:
각 학급의 교사들은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핵심 역량에 대해 토론과 브레
인스토밍을 시작함

Step 2

일지 쓰기(Developing reflection diaries):
학생들은 다섯 가지 핵심 역량에 대하여 일지를 작성하게 됨. 일지에는 교사가 알려준 핵심 역량
에 대한 설명, 학생이 생각하는 핵심 역량에 대한 글 혹은 그림, 그리고 각 핵심 역량에 대한 구
체적인 예시 등이 포함될 수 있음.

Step 3

핵심 역량과 미래와의 관련성 파악하기(Seeing the future relevance of the KCs):
학생들의 생애적 관점과 더불어 학부모들에게 핵심 역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사들
은 핵심 역량 과제를 KnowledgeNET3)에 공유함. 학생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핵심 역량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들이 가정에서 핵심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함.

Step 4

핵심 역량 이해 공유를 위한 직소 방법(Jigwas approach) 활용(Using a Jigsaw approach to
developing a shared understanding within the KC team):
교사들은 핵심역량 팀(KC team)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핵심 역량을 이해하도록 지원하기 위하
여 5회의 수업을 계획함. 팀내의 교사 1명은 1개의 핵심 역량을 담당하도록 함. 한 학급은 다섯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각 그룹은 각 핵심 역량을 담당한 교사들에게 배정되어 핵심 역량을 이
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침. 이 과정 후에 각자의 학급으로 돌아가 발
표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발표와 피드백을 반영한 자기평가(self-assessment)를 실시함.

Step 5

학교 전체의 핵심 역량 이해 공유(Developing a shared school-wide understanding):
학교 전체적으로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하여 학생들은 교사 회의에 출석하여 발표
를 하기도 하며 이러한 발표는 녹화되어 향후에도 활용될 수 있음.

출처: Boyd & Watson, 2006: 44

다) 교수-학습에의 적용 및 평가
다음은 학생들이 작성한 핵심 역량 중 참여 및 공헌하기에 대해 작성한 자료이다([그림

Ⅳ-5] 참조). 학생들은 왜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지에 대해 ①타인
이 나를 돕는 것과 같이 나도 타인을 도울 것이다; ②타인의 웰빙과 행복을 위하여; ③타
인의 지역사회와 국가를 도울 것이다; ④사람들의 요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⑤지역사회에
대해 알릴 것이다; ⑥모든 아이디어와 주장은 고려되어야 하며,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이
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학생들은 인지적 그리고 비인지
적 역량으로서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교사들은 핵심 역량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 언어들을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3) 학교 내에서 공유하는 홈페이지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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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참여 및 공헌하기에 대한 학생 발표 자료
출처: Boyd & Watson, 2006: 45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핵심 역량의 평가는 교실평가(classroom
assessment)와 보고서(reporting)의 두 가지 창의인성교육 평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실평가는 학교에서 본래 시행되던 형성평가의 범위 내에서 시행되는데 자기평가와 동
료평가, 제한 없는 반성 질문들(plenary reflection questions) 등이 활용된다. 예를 들
어, 학생은 미지의 목적지에 대한 탐험 과정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핵심 역량을 발휘했는
지에 대해 반성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평가를 통해 창의인성을 개발할 기회를 갖는다.
두 번째 평가의 형태인 보고서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교실평가와 더불어 학부
모들에게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기르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핵심 역량 관련 용어들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
는 과정을 거쳐 학생 주도의 컨퍼런스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이용한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완전히 확신하고 있지는 못한 편이다.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가시화하기(Making the KCs visible in school life)
위하여 교사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KnowledgeNET을 통해 학생들이 핵심 역량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어 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KnowledgeNET에서 자신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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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업로드 할 수 있다. 학교관계자들은 핵심 역량과 관련된 포스터 시리즈를 개발하여
전시할 계획도 갖고 있다. 또한 예비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도 고려하고 있다. 핵
심 역량을 소개하는 세션을 계획하고, 이 세션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해한 핵심 역량
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핵심 역량 팀에 소속된 현직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이
함께 작업하는 기회를 갖기도 한다.

2) Karori Normal School(KaNS)
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적용: 통합 학습(Integrated Learning) 교육과정 개발
KaNS는 웰링턴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75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대부분의
학생은 유럽계 뉴질랜드인이며, 39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학부모들의 교육기대수준
은 높은 편이고, 자녀의 학습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 학교 및 지역사회의 활동에도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4명의 학급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와 사서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KaNS의 교사들은 핵심 역량의 프레임워크를 생애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고, 핵심 역량
이 학생들이 갖춰야 하는 인간상을 반영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핵심
역량 교육과정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그리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전반을 점검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핵심 역량 프레임
워크가 학년별로 제대로 구성되는지, 교육과정의 폭과 깊이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을 진단하였다.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를 반영하기 위하여 KaNS에서는 분절된 토픽에 의한 접근보다는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통합적 접근은 보다 학생의 요구와 흥미를 반영하고 학생의
학습에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학생중심 교수-학습 실제를 만들어 가는 데 효과적일 것이
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2005년 말 KaNS는 전체적인 세 개의 주제로 과거, 현재, 미
래를 설정하고,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교육과정의 구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
가(a specialist curriculum leader)를 고용하여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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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구체적 적용 단계
KaNS에서는 학령기의 교육뿐만 아니라 생애적 관점에서의 학습을 중시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는 교사의 날을 지정하여 교사들이 학교의 교육과정을 리뷰하는데 온전히 하
루를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들이 차후 어떠한 요구를 갖게 될지를 브레인 스토밍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들이 향후 교사연수, 교육과정 개발, 평가 계획 등에 반영된다. 또한 KaNS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핵심 역량 교육과정 관련 활동들을 학교 전체에서 더 나아가
인근 학교들과 연계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관리자들은 타학교의
연수에 참여하거나 타학교 방문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교실 실제를 관찰하고 KaNS에 돌
아와 평가방법, 비판적 사고 전략, 협동학습 전략, ICT 등의 영역에 반영하기도 한다. 다
음의 <표 Ⅳ-2>는 KaNS의 교원들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학교의 실제에 어떻게 적용했
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표 Ⅳ-2> KaNS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 적용 과정

Step 1

학교 전체 교사연수(Whole-school PD4) on student and teacher outcomes):
학교 관리자들은 핵심 역량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교사들에게 핵심 역량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짐. 교사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KaNS 학생과 교사의 요구를 고려하여 핵심
역량이 적합한지를 진단함.

Step 2

학교 전체 토론(Continuing whole-school discussion):
교사들은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핵심 역량을 교수-학습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
적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핵심 역량과 마음의 습관 연계를 위하여 핵심 영역을 설정함.

Step 3

토론 종합(Syndicate discussions):
학교관리자 및 교사들은 Step 1과 Step 2에서 진행되어 왔던 토론들을 종합하여 학교 전체에
핵심 역량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함.

Step 4

자기 관리를 위한 시범 루브릭 개발(Development of a trial rubric for Managing Self):
교육과정 팀은 교사가 자기 관리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은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루브릭을 개발함.

Step 5

종합적 관점에서 핵심 역량 실행의 시도(Trialling approaches at a syndicate level):
교사들은 핵심 역량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실 실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토론하고
아울러 자기 관리 루브릭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 논의함. 각 그룹에 속한 교사들은 자신
의 그룹에서 개발한 실제적 접근 방법을 소개하고 다른 그룹의 교사들과 공유함.

출처: Boyd & Watson, 2006: 57
4) Profess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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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수-학습에의 적용 및 평가
KaNS의 1-2학년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동물원의 동물들을 구분하는 협동작업
을 제안하면서 자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했다. 비인지적 역량으로서의 자기
관리와 타인과 관계 맺기를 강조하면서 교사는 타인과 협동하면서 작업하는 점의 중요성
을 설명하고, 협동적인 행동의 특성, 자기 시간 관리와 계획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장려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제의 내용, 팀워크, 그리고 자기 관리에 대해 스스로 반성
하는 시간을 갖고, 과제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모든 지시를(instructions)를 이행했다”,

“나는 나의 그룹과 협동하였다”, “나는 내 시간을 잘 관리하였다”, “나는 내 행동에 대해
생각했다”의 네 가지 행동에 대하여 1~5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3-4학년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자기반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 관리 루브릭을 사용하
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그룹별로 네 가지 행동에 대해 자기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며 교사
와의 협의를 통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배정되도록 하였다([그림 Ⅳ-6] 참조). 다른 학급
에서는 잘 되고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구분하여 학급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보
다 원활해지도록 하는 전략을 개발하였으며 다른 학급에서는 학생들의 워크북에 자신의
목적과 전략을 기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그림 Ⅳ-6] 자기 관리에 대한 학생 평가
출처: Boyd & Watson, 200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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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S가 초점을 두는 자기 관리 역량의 평가를 위하여 교육과정 리더들은 자기 관리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평가 루브릭을 개발하였다. 루브릭은 네 가지 측면과 네 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가지 측면은 자주성 발휘(exercising initiative), 개인 목적
의 설정(identifying personal goals), 행동에 책임지기(taking responsibility for
actions), 위험 감수(risk-taking)인데 초보자(novice), 견습생(apprentice), 실행가
(practitioner), 전문가(expert)의 네 단계로 평가된다.

3) Kelburn Normal School(KeNS)
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적용
Kelburn Normal School(KeNS)은 20명의 교사와 약 350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
며 학생들은 대부분 유럽계 뉴질랜드인이다. KeNS는 음악, 공연예술, 미술, 제2외국어의
전문가 교사(specialist teachers)를 고용하여 학생들이 창의적인 기술을 배울 기회를 확
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KeNS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화 학습(differentiated
learning)으로 학생들은 능력과 요구에 따라 그룹을 지어 핵심 역량의 영역에 따라 학습
기회를 갖게 된다.
KeNS의 교사들은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이 조화된 핵심 역량 프레임워크를 평
생학습적 관점에서 보고 학생이 바람직한 학습자이자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역할을 맡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에 약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하여 교수와 학습에 핵심 역량을 통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메타인지 및 비판적 사고: 학교관리자들은 학생들의 메타인지 개발을 위하여 형
성평가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KeNS의 교사들을 형성평가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사연수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스스로의 사고 기술을 심화시키도
록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발된 모델은 핵심 역량
중 사고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② 탐구 및 통합학습: 교사들은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의 비율을 늘려나갔다.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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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탐구 모델(an integrated inquiry-based model)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
하고 그러한 경험이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메타인지의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핵심 역량에 대해
탐색하는 작업이 학교의 통합 탐구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핵심 문해력과 산술능력의 학습에 있어 어떠한 학생 요구가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③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 학생의 창의적 기술을 배양하기 위한 KeNS의 또 다른
전략은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학교의 예술 프로그램은 학생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기 위해(예: 예술 작품 및 공연) 기존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
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사-학생간의 대화를 통해 이러한 과정을 반
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들은 이러한 학생 중심 활동들이 핵심 역량에 부합하도록
고려하고 있다.

나)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구체적 적용 단계
KeNS의 학교관리자들은 핵심 역량을 교수-학습에 적용하기 위하여 모든 교원이 주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원과 학생이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과정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은 <표 Ⅳ-3>과 같다.
<표 Ⅳ-3> KeNS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 적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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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팀의 구성: 핵심 역량별 팀을 구성하되 팀은 다양한 교직 경험을 가진 교사들로 구성

Step 2

정보 수집: 각 팀은 핵심 역량 혹은 핵심 역량과 유사한 수행(performances)에 대한 정보를 수
집. 이러한 정보들은 Normal Schools Forum등의 다양한 인터넷 소스를 활용하여 수집됨.

Step 3

전체 교원 연수: 핵심 역량 팀은 교원연수를 통해 핵심 역량에 대해 발표회를 가짐.

Step 4

두 번째 교원 연수에서 교원들은 각 핵심 역량에 대해 교육과정에 적용할 네 가지 주제를 브레인
스토밍 함. 예를 들어, 사고하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문하기(ask questions)를 제안하고 있으
며, 타인과 관계 맺기는 협동(co-operation)과 협상(negotiation)을 제안함.

Step 5

학교 전체로 확대하기: 핵심 역량 팀은 제안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핵심 역량에 부합하는 요소들
을 개발하고, 어떠한 기술과 행동이 각 학년에 적합한지 제안하여 매트릭스를 작성함.

Step 6

추가 교원 연수: 작성된 매트릭스는 학교 관리자에 의해 점검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 내
교사에게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를 진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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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핵심 역량의 소개: 각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의 소개 방안을 개발하여 학생에게 전달한
다. 이 때 학생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있는 지에 대해 의견을 말할 수 있
고, 학생 의견은 수집되어 학교 전체 교원연수에 반영된다. 핵심 역량 팀은 교원 연수시 학생이
제안한 주제들에 대해 진단하는 과정을 가짐.

Step 8

학생과 교사의 관점 결합: 타인과 관계 맺기, 사고하기에 대해 교원과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
어와 단어들을 결합하여 매트릭스를 개발한다. 이 매트릭스는 각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포함.

출처: Boyd & Watson, 2006: 101-102

다) 교수-학습에의 적용 및 평가
KeNS의 사례에서는 비인지적 역량으로서 타인과 관계 맺기 역량을 어떻게 교수-학습
에 적용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은 네 가지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 맺기 역량을 브레인스토밍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학급 내 그룹은 “나는..”으로 시작
되는 문장을 만들어 포스터에 게시하는 경험을 갖는다. [그림 Ⅳ-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나는 팀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I can be a team player)”, “나는 타인을 포용한다(I
include others)”, “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I can take an responsibility)”와 같은 문장
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타인과 관계 맺기 역량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Ⅳ-7] 타인과 관계 맺기 역량의 학생 이해
출처: Boyd & Watson, 2006: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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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법으로 KeNS의 교사들은 교사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디스커션을 조장하는
방법, 역할극(role play),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이 핵심 역량과 관련된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격려가 필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KeNS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에서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활동이다. 학생들은 특히 사이언스 페어의 프리젠테이션
데이, 드라마 만들기, 탐구 유닛과 같은 활동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학생들은 이
러한 활동을 통해 내용과 기술을 모두 배울 수 있다.
KeNS의 교사들은 핵심 역량의 평가 과정에 있어 학생이 중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형성적인 평가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자기평가
(self-assessment), 동료평가(peer-assessment), 교사-학생 대화(teacher-student
dialogue)를 사용하고 있다. 자기평가를 위해서 교사들은 학생, 동료, 교사가 완성할 수
있는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를 디자인한다. 타인과의 관계 맺기와 같은 요소는 학생과의
브레인스토밍과 디스커션을 통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기평가에
대한 관점을 갖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학생 스스로 반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사들은 디
스커션에서 프로젝트가 의도한 바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완수하였는지에 대
한 질문을 한다.

라. 시사점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TNIS), Karori Normal
School(KaNS), Kelburn Normal School(KeNS)가 어떻게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
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뉴
질랜드의 창의인성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이 잘 조화되도록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정의하는 활동부터 시작한다는 점이다. 사례를 소개한 세 학교 모두 학생이 참여하여 이
들 역량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
해 학생들은 자기반성, 내러티브, 동료 평가와 같은 창의인성이 발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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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인 역량의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의 발현을 위해 교사 지
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사들
이 교육과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내용을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Cohen, 1990;
Hill, 2001). TNIS, KaNS, KeNS 모두 교사들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돕
기 위해 학교 단위의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수 과정 역시 일방적인 강의식
내용 전달이 아닌 교사들이 팀 혹은 그룹을 이루어 핵심 역량을 이해하고, 그러한 핵심
역량을 교수-학습 및 평가에 적용하기 위한 브레인스토밍 등을 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
은 때때로 학생들과 함께하는 디스커션, 브레인 스토밍 등과도 연결되어 있어 학생들의
창의인성 발현에 또한 도움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비인지적인 핵심 역량 개발을 학령기뿐만이 아닌 생애적
인 관점에서 비인지적 역량과 인지적 역량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 및
실행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만 핵심 역량과 이를 통한 창의인성의 발현이 중요한
것이 아닌 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직업 활동과 자신의 개인적 삶을 통해 핵심 역량
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교육과정의 실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은,
특히 학령기 이후 인지적 능력 및 학습 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실제(OECD,
2013)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2. 싱가포르
가. 교육 개혁 동향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한 이래 천연자원이 부족한 작은 섬나라라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해외로부터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선택하였
고 이에 따라 1970-80년대에 걸쳐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교육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뒷받침되고 있다. 싱가포르 학교 교육의 역
사는 1960년대의 독립초기부터 1979-1987년의 효율 지향기, 1987-1997년의 능력 지향
기, 그리고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창조성 지향기로 구분되고 있다(Gopinathan,
2012). 산업기반형 경제에서 지식기반형 경제로의 이동이 진행되었던 능력 지향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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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의 중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창의적인 사고를 중시하는 사고하는 학교, 학습하
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TSLN)과 ICT 마스터플랜이 제안되었다.
이어지는 창조성 지향기에는 TSLN을 발전시키는 형태로 2004년 덜 가르치고 더 학습
하자(Teach Less Learn More: TLLM)라는 교육개혁을 통해 ICT 기반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 비판적, 창조
적 사고를 강조하는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창의인성교육의 출발점이 되었다. TLLM은 이
전까지 싱가포르 교육을 지배하던 교수자 중심,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탐구 및
문제해결력을 중시하며 학습자가 주도해 나가는 학습을 중시하도록 계획되었다. 새로운
교육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전까지의 단기적으로 행해져 왔던 교원연수를 지양하고,
교사학습공동체(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를 통해 현직교사들의 전문성 발달
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학제는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4년 그리고 대학에 가기 직전 교육의 주니
어 칼리지 2년의 6-4-2제를 유지하되 중등학교 이후부터는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취업
을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진학할 수 있다. 초등학교 6년은 의무교육 기간
이며 모국어와 영어의 습득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이다.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초중등교육에서는 각자의 모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교육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전기 중등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으로 나뉘는데, 전기 중등교육을 위해서는
대부분이 Secondary schools이라는 4년제 중학교에 진학한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인
문계(academic)와 전문계(vocational)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문계는 다시 속성
과정(express)과 보통과정(normal)으로 분리된다. 한 과정에서 다른 과정으로의 이동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가능할 수 있다. 속성과정의 학생들은 중등학교 4학년 말에 ‘O’
level 시험에서 6~8과목을 통과해야 하며 우수한 학생들은 9과목까지 가능하다. 인문계
보통과정과 전문계 보통과정의 학생들은 ‘N’ level examination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인문계 보통과정에서 ‘N’ level 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5학년으로 진급하여 ‘O’
level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N’ level 시험에서 적절한 성적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전문대와 유사한 폴리테크닉(polytechnic)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전문계 과
정을 마친 학생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문계 4학년으로의 진학이 가능하다. 전기 중
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들 중 대학진학을 희망하는(혹은 자격 요건이 되는) 학생들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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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중등학교 중에서도 대학 직전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주로 주니어 칼리지) 진학할 수
있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싱가포르의 정규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가져야 하는 교육 결과를 의
도한 교육 결과(Desired Outcomes of Education: DOE)로 정의하고 창의인성교육을 통
한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다. DOE는 싱가포르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염두에 두
어야 하는 교육 목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신감 있
는 사람(confident person)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이 있으며 자신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있다. 또한 독립적,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다. 둘째, 자기 주도적 학습자(self-directed
learner)는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학습을 추구함에 있어 질문하고, 반성하
며, 인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셋째, 활동적 기여자(active contributor)는 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하고, 작업을 주도하며 위험을 감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혁신적이
고 탁월함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의식 있는 시민(concerned citizen)은 강한 시민의식
을 가지고 있으며 주변에 있는 타인의 삶이 개선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DOE는 싱가포르의 초중등 및 고등교육의 체계 내에서 단계별로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은 싱가포르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여, 중등학교에 진학하여 싱가포르라는 국가에 중요한 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등교육 기관에 진학한 후에는 글로벌 맥락에서 싱가포르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방식으로 DOE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학교 급에 따라 각각 7가지의 교육 결과가 설
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Ⅳ-4>와 같다.

<표 Ⅳ-4> 학교 급에 따른 단계별 교육 결과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구분 한다.

도덕성 지니기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는 도덕적
용기를 갖기

자신의 강점과 성장 가능한 영역의
인지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변화에
대응하기

역경에 맞서는 유연성을 갖추기

타인과 협력, 공유, 배려

팀으로 작업할 수 있고 타인에게 간문화적으로 협동할 수 있도 사회적
공감하기
책임감 갖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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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사물과 현상에 대한 호기심 갖기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탐구하는
정신을 갖기

혁신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기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설득력 있게
의사소통하기

스스로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건강한 습관 및 예술에 대한 관심
갖기
국가에 대해 알고 사랑하기

스스로의 학습에 대해 책임감 갖기 수월성의 추구에 있어 결단력 갖기
육체적 활동을 즐기고 예술을
이해하기

건강한 삶의 습관과 미학에 대한
이해를 갖기

싱가포르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국가를 신뢰하고 국가에 중요한
세계와의 관련성을 통해 싱가포르를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이해하기

출처: http://www.moe.gov.sg/education/desired-outcomes/

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현황
1) 창의성 교육
싱가포르는 특별히 창의인성교육을 지향하고 있지 않으나 창의성 교육과 인성 시민 교
육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교육과정 혹
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창의성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에서 창의성 교육이 주목을 받게 된 계기는 1980년대 글로벌 경제의 중요성이
대두와 더불어 교육이 시장화 되면서부터이다. 이때부터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다수의 독립학교(independent schools)가 탄생하게 되었다. 독립학
교들은 학생 모집 및 배치, 교육과정, 재정, 운영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받게 되었고 학
생과 학부모는 원하는 학교에 지원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학교들
은 엘리트 중심의 문화를 만든다는 점에서 비판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는
자율학교(autonomous schools)를 설립하게 되었다. 자율학교는 독립학교보다 저렴한 학
비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싱가포르가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식기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
해서는 창의성과 혁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97년부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여 실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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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정책은 생각하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 (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
TSLN)이다. TSLN은 싱가포르의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가진 적극적인 학습자로서 활
동하고, 학교의 창의적, 비판적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비판적 창의적 사고 역량을 위한 교수; ②교과 내용 감소; ③평가
방법의 개선; ④학교에서의 평가 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전략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창의성 및 혁신을 추구하기 위한 두 번째 정책은 교육의 정보기술을 위한 마스터플랜
(the Masterplan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 Education: MITE)이다. MITE를 통
해서 학교에서의 교수와 학습에 IT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정보
는 학교 내에서 최소한 학생 두 명이 한 대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사 두 명이
한 대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MITE는 1997년부터 2002
년까지 교과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시간의 30%정도까지 IT를 이용한 수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학 입시의 개선을 들 수 있다.
이전까지 싱가포르의 대학 입시는 주니어 칼리지를 졸업하면서 치러야 하는 ‘A’ Level 시
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으나 수학능력시험(Scholastic Assessment Test (I): SAT (I))
의 결과와 더불어 학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 교과 외 활동 참여 등도 대학입시 사정의
요소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이러한 평가 요소의 변화가 싱가포르 학생들의 호
기심, 창의성,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팀워크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의 발달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인성 교육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
싱가포르의 인성 교육은 인성 시민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
이하 CCE)이라는 명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싱가포르의 교육부 장관인 Mr.
Heng Swee Keat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Work Plan Seminar에서 가치와 인성을 싱가
포르의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재를 길
러내기 위해서 존경, 책임감, 배려(care), 타인에 대한 감사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의 육성
이 싱가포르 교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Mr. Heng은 아울러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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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역경의 시대에 있어 통합의 정서를 배양하기 위한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학생
중심 가치 기반 교육을 위해 첫째,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생 중심 교
육, 둘째, 학교와 교사를 비롯한 교육자들이 학생 각각을 위한 최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
는 학교 중심, 교사 주도의 수월성, 셋째,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에 초점을 두
고자 하였다.
비인지적 역량 육성을 위한 학생 중심 가치 기반 교육(Student Centered Value
Education)은 이전의 싱가포르에 존재하였던 시민 도덕 교육(Civic and Moral
Education: CME, 1992), 국가 교육(National Education: NE, 1997), 지역사회 참여 프
로그램(the Community Involvement Programme: CIP, 1997), 사회 정서 학습(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2005) 등과 맥을 같이 한다.
CCE는 비인지적 역량으로서 자기 인식(self-awareness), 사회에 대한 인식(social
awareness), 자기 관리(self-management),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책
임감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의 사회 정서 학습 역량
(Socio-Emotional Learning competencies)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회정서 역량
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서(emotion)에 대한 인식 및 조절, 타인에 대한 고려 및 배려, 책임
감 있는 의사 결정,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 맺음, 어려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
(skills)이 필요하다. CCE에 필요한 사회정서 역량의 구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인식(self-awareness): 스스로의 감정(emotion), 강점, 성향 및 양성을 이
해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기개념(self-concept)과 자아존중감(self-worth)을 개
발할 수 있다.

②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 정한 규칙(self-discipline)을 실행하며 확고한 목적
설정(strong goal-setting) 및 조직 기술(organizational skills)을 발휘한다.

③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responsible decision making):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을 하는 사람은 건전한 도덕적인 고려를 기반으로 한 결정이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인지하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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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회에 대한 지각: 사회에 대한 지각을 가진 사람은 다양한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
고 다양성을 인지 및 이해하며 타인에 대해 공감과 존경을 보여줄 수 있다.

⑤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관계를 관리하는 사람은 효과적인 커뮤
니케이션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할 수 있으며 분쟁(conflicts)을 해결하
기 위해 타인과 함께 작업할 수 있다.

[그림 Ⅳ-8] 21세기 역량과 학생을 위한 싱가포르 교육 프레임워크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12a: 1

가)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인성 및 시민 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안내
(Guiding Principles for Teaching and Learning)
① 모든 교사는 인성 시민교육을 위한 교사이다(Ever teacher a CCE teacher)
교사는 학생들에게 핵심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롤모델로서 행동해
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확신, 복원력, 배려, 타인에 대한 동정을 가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이 좋은 인성을 가진 싱가포르 시민으
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교사연수(Professional
Development: PD)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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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치는 교수되는 동시에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Values are taught and caught).
인성 시민교육이 의도한 결과(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지식과 기술로서의 가치는 가르쳐
지는 것이다. 또한 가치는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혹은 롤모델이나 주변의 중요한 인물에
서 발견될 때에는 획득되어지는 것이다. 교사-학생 관계의 질과 배려하는 환경은 학생의
인성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③ 학생은 다양한 형태의 학습을 통해 참여한다
(Engaging students through varied modes of delivery).
학생은 교수, 기술의 연습(skills practice), 교사나 동료에 대한 역할 모델링, 정규 수
업에서의 긍정적인 강제(reinforcement) 등을 통해 가치를 배운다. 교사들은 국가 기념
일, Values in action(VIA), 공통 교과활동 등과 같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④ 학부모는 주요 동반자이다(Parents as key partners).
학교와 학부모가 서로 협조할 때 학생은 최상의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
교는 학부모가 가정에서 학생들을 돌보고, 지원하며 강화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
여 학부모와 협조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교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학부모들이 보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 인성 및 시민 교육과정
초등학교의 인성 시민 교육은 다음의 네 가지 요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첫째, 인성시민 교육 수업(CCE lessons)에서는 모국어5)로 가치, 지식, 기술을 가르친
다. 저학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연간 30시간, 초등학교 4학년에서는 45시
간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45시간 CCE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교사 안내 시간(Form Teacher Guidance Period: FTGP)에는 사회정서 역량을
5)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 초중등학교에서는 공용어인 영어와 더불어 학생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국어를 함께 배우도록 하
고 있다. 싱가포르 학교교육에서 인정되는 모국어에는 중국어, 타밀어, 말레이어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인성 시민
교육에서는 모국어로 가치(values), 지식 및 기술(skills)을 가르치되 앞서 언급된 모국어에 해당하지 않는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은 영어로 인성 시민 교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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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게 되는데 이 때 사회정서 역량에는 건전한 사이버 활동을 위한 교육(cyber
wellness and education)과 진로 지도(Career Guidance)가 포함되며 교사-학생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FTGP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년 1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셋째, 학교기반 인성 시민 교육(school-based CCE)는 인성 시민 교육과 연계된 학교
자체의 조례 프로그램(assembly programme)을 만들고, 학교의 가치에 기반한 수업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연간 15시간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에서는 연간 11시간의 학교기반 CCE에 참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성 시민교육 안내 모듈(CCE Guidance Module)은 성교육(sexuality
education: SEd)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SEd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과 관련된 내
용을 포함하며 인성 시민교육 안내 모듈은 고학년인 초등학교 5-6학년 시기에 연간 15시
간동안 이루어진다([그림 Ⅳ-9]).

[그림 Ⅳ-9] 싱가포르 초등학교의 인성 시민 교육(CCE) 시간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12a: 7

중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행하였던 교사 안내 시간(FTGP)를 제외한 CCE 수업,
학교기반 CCE, 그리고 CCE 안내 모듈을 통해 인성 시민 교육이 실행된다. 매주 2시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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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총 60시간을 인성 시민 교육에 할애하며 20시간의 CCE 수업, 13시간의 CCE 안내
모듈, 그리고 27시간의 학교 기반 CCE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Ⅳ-10]).

[그림 Ⅳ-10] 싱가포르 중등학교의 인성 시민 교육(CCE) 시간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12a: 6

다) 인성 및 시민 교육의 평가
싱가포르의 교육은 상당 부분 시험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서 중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졸업시험(Primary School Leaving Examination:
PSLE)에 응시해야 하고, 중등학교에서 주니어 칼리지로 진학하기 위해서 ‘O’ 레벨 시험
과 ‘A’레벨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시험의 결과들은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
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Hogan(2010)은 싱가포르에서의 평가가 교실에서 일어
나는 교수-학습을 결정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사중심의 수업 활동과 암기 위주의 학
습(rote learning)의 원인을 평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찾고 있다. 특히 시험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은 21세기에 요구되는 역량을 기르는 데 있어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
고 있는 바, 이에 싱가포르 교육부는 학습한 내용의 평가(assessment of learning)과 학
습을 위한 평가(assessment for learning)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대안적인 평가 방법으로 프레젠테이션, 프
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고자 하고 있으며 수행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지필평가와 달리 수행평가에서는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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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고, 학생들 역시 실제적인 방식으로 개념적인 이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성 시민교육 평가 학생들이 인성 시민 교육을 통해 배운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 그리고 사회정서 역량 및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한 기술이 어느 정도 발달했
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의 과정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학생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적극적
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과정에서도 학생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
장되어야 한다. 우선 학생은 자가 진단 평가를 수행한다. 자가 진단을 위해서는 자기반성
(reflection)과 저널 쓰기 등의 활동을 하며, 체크리스트, 루브릭, 저널, 행동 지표
(behavioral indicators)가 사용된다. 또한 동료평가를 통해 서로에 대해 공식적인 피드
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동료평가에서는 서로에게 비판적이거나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 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동료평가를 위해서 학생들은 서로에게 질
문하기(peer-to-peer questioning), 동료에 의한 관찰,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및 공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 순환과정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평가도구로는
체크리스트, 루브릭과 더불어 행동 지표가 활용된다.
인성 및 시민 교육의 평가에서도 교사의 평가를 빼놓을 수 없다. 교사는 학생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총괄평가와 형성평가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다. 교사의 평가
에서 사용되는 전략으로는 명확화하기 위해 질문하기, 교사 관찰, Teachable moment,
순환과정 등이 사용되며 사용되는 평가도구는 체크리스트, 루브릭, 행동지표 및 전체 보
고 카드(holistic report card)이다.

다.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위한 창의인성교육 사례6)
이 절에서는 싱가포르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인성 시민 교육(CCE)의 적용 사례
를 2014 초중등학교의 인성 시민 교육 실라버스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인성 시민 교육의
적용은 비인지적 역량으로서 정체성, 관계, 선택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
6) 인성 시민 교육(CCE)의 적용 사례는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발행한 “2014 Syllabus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Primary”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며 필요에 따라 “2014 Syllabus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Secondary”의
내용을 덧붙여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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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주요 개념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시놉시스, 주요 이해 그리고 주요 질문들
은 다음과 같다. 시놉시스에서는 정체성, 관계, 선택이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에게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학생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스
스로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구축한 관계는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
고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의 정체성
및 관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인성 시민 교육은 정체성(Identity), 관계
(Relationships), 선택(Choices)의 세 가지 주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개
념을 통해 학생들은 핵심 이해(key understandings)를 개발할 수 있다. 정체성이 잘 갖
추어진 학생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특별함(uniqueness)을 알 수 있으며 대체로 8
세에서 11세에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발달이 이루어진다. 정체성의 개발
을 통해 학생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며 타인과의 관
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 관계를 통해 학생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학
생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왜 그들은 타인에게 중요한 사람들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가치는 학생이 자신의 선택을 하는 데 안내를 해 주고 선택은 그 사람의
특성과 가치 체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학생은 선택을 하고 왜 어떠한 선택이 옳고
그른지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의 가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택은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적용하고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은 정체성 개발을 위해 정체성이 복잡하고, 인식(perceptions)과 관계를 형성한다
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정체성 개발을 위한 핵심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who am I?),
나는 무엇이 다른가(what is different about me?), 나는 내 주위 사람들과 세계를 어떻
게 보고 있는가(how do I see people and the world around me?)이다. 두 번째로 관계
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은 관계가 삶에 있어 근본적이며 관계는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관계 개발을 위해 나는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how do I define
relationships?), 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why build relationships?), 내가 맺고 있
는 관계들은 타인과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how do my relationships affect
others and me?)라는 핵심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위해서
학생은 선택이 인성(character)을 형성하고, 선택이 자신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
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핵심 질문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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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be?),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what choices do I make?), 나는 어떻게 선
택을 결정할 것인가(how do I make choices?)이다.
정체성, 관계, 선택의 개발은 자신,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가, 세계의 6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역별 핵심 질문들은 <표 Ⅳ-5>와 같다.

<표 Ⅳ-5> 주요 개념 개발을 위한 영역별 질문
핵심 질문

영역

정체성(Identity)

관계(Relationships)

선택(Choices)

자신이 되고 자신이 될 ∙ 나는 타인과 어떻게 비 ∙ 내가 스스로를 인식하 ∙ 어떻게 타인과 나에게
슷한가?
고 나를 관리하는 방식 이로운 선택을 할 수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있는가?
자신 (Being who I am and ∙ 나는 타인과 어떻게 다 은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Becoming who I can 른가?
미치는가?
be)
∙ 우리 가족 안에서 나는 ∙ 가족 안에서 어떻게 관 ∙ 나의 행동은 어떻게 나
누구인가?
계를 형성하고 유지하 의 가족과 내 자신에게
는가?
영향을 미치는가?

가족 가족 연대 강화

∙ 나는 남들에게 어떠한 ∙ 나의 친구는 어떠한 사 ∙ 친구와의 우정에서 내
친구인가?
람들인가?
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
건강한 우정과 단체정 ∙ 우리가 팀으로 작업할 ∙ 우리는 어떻게 함께 작 가?
학교
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 업하는가?
∙ 팀을 만들기 위해 우리
신(team spirit) 형성
인가?
의 강점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
지역
를 이해하고 포용적
사회
(inclusive) 사회 건설

∙ 우리에게 포용적 사회 ∙ 포용적 사회에서 우리 ∙ 포용적 사회 건설을 위
란 무엇인가?
는 어떻게 타인을 이해 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
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인가?
가?

국가 정체성 및 국가
국가
건설에 대한 감각 개발

∙ 무엇이 우리를 싱가포 ∙ 내가 타인과 맺는 관계 ∙ 우리는 싱가포르의 웰
르인으로 만드는가?
는 어떻게 국가 건설에 빙을 위하여 우리의 공
공헌하는가?
헌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는가?

∙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 글로벌화 된 세계의 요
활동적인 시민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과 구(needs)에 부합하기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상호작용하는가?
위하여 우리의 강점과
세계
활동적인 시민이 되기
는가?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12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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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성 시민 교육(CCE)의 교수-학습
인성 시민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은 구성주의적 이론을 기반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과
정 중심(process-based)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왜” 그리고 “어떻
게”에 초점을 두는 방식을 중시하고 있다. 교수방법은 학습자의 자기 반성 및 행동
(action)을 통한 역량의 학습과 가치의 내면화 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성 시민 교육
의 과정 중심 방법을 구현하는 구체적인 방식(approaches)은 스토리텔링, 사고
(consideration), 인지발달(cognitive development),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수정 가치 명확화(modified values clarification) 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
로는 역할놀이(role-playing), 대화(dialoguing),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반성
(reflection), 명확화, 감각화, 영향 질문 프로세스(Clarify- Sensitise-Influence(CSI)
questioning process), 사고의 일상화(thinking rounties), 그룹 활동(group work), 순
환 프로세스(circle process) 등이 있다. 과정 중심 교수-학습 방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스토리텔링 방식은 픽션과 실제 삶 모두를 이야기 하는 방식으로 가치의 내면화를 조
정하고자 하는 방식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문화적 스토리, 영웅 이야기, 일상적인 삶
을 통해 학생들이 좋은 가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또한
학생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의 연령과 흥미에
적합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은 타인의 경험과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연관시키고, 스스로의 이야기를 만들
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개방형 질문, 명확화하기(clarifying), 각자의 기여(each
person’s contributions), 상대방이 반응하도록 격려하기(encouraging students to
respond to one another) 등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 사고(Consideration)
사고는 공감을 형성하고 배려하는 인성(caring personality)을 개발에 목적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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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관점을 정리하기 위한 중요 질문은 “네가 만약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낄 것인
가?”이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학생은 도덕적 의사 결정은 그 결정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우고 타인의 관점을 적용해 봄으로써 타인의 감정
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시도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균형 잡힌 관점을 발달시킬
수 있다. 역할 놀이나 질문하기 등을 통해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경험 학습을 통해 학생은 경험, 관찰, 반성, 적용의 순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
에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 개념, 아이디어를 반성할 수 있는 경험과 플랫폼을 제
공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이 실제 상황에서 학습한 역량과 지식을 적용하여 가치
를 내면화 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로부터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학생은 보다 자신
의 학습에 대해 주도권을 갖게 되고 자신의 학습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내면화한 가치를 통해 반성하고, 평가하고,
의사 결정을 실행하게 되며 가치를 자신의 행동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 인지 발달(Cognitive Development)
인지 발달은 Kohlberg의 도덕 발달 이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학생들은 현실 혹은
가상의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응할 기회를 얻고 그들의 반응은 Kohlberg의 도덕 발
달 단계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에 잠재되
어 있는 동기(motive)를 진단할 수 있고 자각의 수준(level of self-awareness)을 높
일 수 있다. 교사들은 분류체계를 통해 학생의 도덕적 논증의 수준을 진단하고
CSI(Clarity-Sensitise-Influence)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자기 중심적 관점(selfcentered perspective)에서 도덕 발달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수정 가치 명확화(modified values clarification)
마지막으로 수정 가치 명확화 방식은 학생이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단계별(step-by-step) 과정이다. 학생들은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 패
턴을 진단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가치를 명확히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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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대화(dialoguing),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과 같은 전략을 통해 교
사들은 학생들이 건전한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안내한다.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과정(The Responsible Decision Making)은 선택지를 파악하고 평가
하기, 의사 결정하기, 신념에 따라 입장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 인성 시민 교육(CCE)의 평가
인성 시민 교육에 있어 학생은 활동적인 참여자(active player)로서 스스로의 학습을
주도해 나가고 학생들은 평가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참여할 것이 권장된다. 따라서 인성
시민 교육의 평가는 학습을 위한 평가를 지향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에 대한 시의적절하
고 종합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의 인성 시민 교육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
성 시민 교육 평가의 개괄적인 과정은 다음의 [그림 Ⅳ-11]과 같다.

[그림 Ⅳ-11] 인성 시민 교육(CCE)의 평가 모형
출처: Ministry of Education, 2012a: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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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싱가포르의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 분야에
서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비인지적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인성 시민 교육은 비
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맥락에서 볼 때, 사용되는 방식 및 교수-학습
전략이 창의성 교육에서 사용되는 방법들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저널 작성하기, 동료 간 건전한 피드백 주고받기, 스토리텔링, 사고, 인
지 발달 등의 방식은 학생이 건전한 가치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을 형성해 나
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싱가포르의 인성 시민 교육의 강점은 정체성, 관계, 선택 영역이 자신, 가족, 학교, 지
역사회, 국가, 세계 수준에서 어떻게 각각 적용될 수 있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질문들이 필요한지 교육과정 수준에서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뉴질랜
드의 경우 국가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으
나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는
인성 시민 교육에 필요한 지식, 역량, 가치에 따라 그리고 각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대응
해야 할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실행을 돕고 있다는 데에서 그 시사점
을 찾을 수 있다.

3. 핀란드7)
가. 교육 개혁 동향
1) 핀란드 학제 및 교육과정
1970년대까지 핀란드의 교육 시스템은 이른바 사회적인 계급의 경계를 반영하는 평행
구조 형태의 투 트랙 시스템(two-track system)이였다(Simola, 2005). 1950년만 해도
대다수의 핀란드 청소년들은 6년 과정의 기본교육만 마쳤으며 도시나 큰 지자체에 사는

7) 핀란드 현지 전문가인 이동섭(University of Tampere)의 원고 용역 결과물을 수정･보완하고, 연구진의 핀란드 방문 현지조
사에 기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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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만이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재의 독일처럼 11세에 학문지
향적인 트랙이나 실습 지향적인 트랙으로 따로 나뉘어져 이른 시기에 인생의 경로가 미리
정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 6년을 마친 학생들 대부분은 일반계 중
학교로 진학할 수 없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학교에 지원하여 2~3년간 추가적인 수
업을 받았다. 그나마 큰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직업학교가 있어 후기 중등단계인
2~3년간의 후속직업교육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었다(Rinne, 2011).

[그림 Ⅳ-12] 1970년대 종합학교 이전과 이후의 핀란드 학교체계
출처: Sahlberg, P., 2011:20-22 재구성

위의 [그림 Ⅳ-12] 왼쪽을 보면 학문 지향적인 트랙을 밟을 경우, 초등학교 4년을 바로
마친 후 5년간의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인문계 중등학교에 진할 할 수 있다. 그 이후
3년의 인문계고(gymnasium)를 마치면 대학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혁 이전 인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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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서는 학생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1/4만이 인문계고에 진할 할 수 있었으며 초등학교
는 모든 자녀들에게 무료였다. 하지만 인문계 중학교의 2/3는 사립으로 수업료를 부과하
였다. 실제로 모든 이들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없는 이런 구조는 학생들의 능
력이 사회에 불균등하게 분포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평등과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가 널리 퍼졌던 1960년대 중반
사민당은 모든 이들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학교제도(peruskoulu)를 1970년
대 초부터 개편 발전시킨다. 기저에 깔린 의도는 기존의 인문계 학교(grammar school)와
시민학교, 초등학교를 하나의 종합학교 체계로 만들어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특권과는 관
계없이 지역 교육당국이 하나로 관장하여 기본교육체제에 등록시키는 것이었다. 1972년
북부 핀란드에서 시작된 기존의 평행구조에서 단일 종합학교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여러
도전들을 받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 1976년에는 남부의 밀집된 지자체와 마을
로 퍼져나갔다. 새로운 체제에 대해 서로 다른 지적 환경을 지닌 자녀들이 같은 교육적인
기대를 갖기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개혁의 반대자들은 발전된 산업국가로서
의 핀란드의 미래가 전체적으로 재능이 부족한 학생들을 맞추기 위해 하향조정해야 한다
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단일 종합학교 체제로 일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종합학교를 위한 국가적인 핵심교과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수백 명의 교
사가 참여한 기본교과과정의 개편은 5년(1965~1970)이 걸렸다. 종합학교의 일부 비판을
가라앉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능력과 흥미에 대한 차이를 인정하여 고학년의 수학이나
외국어와 같은 일부 교과목에서 학급별 차별화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학교는 시민학교에
서 제공했던 기본적인 수준과 이전의 인문계 학교에서 제공했던 고급수준과 함께 기본,
중급, 고급과 같은 과목에 따른 3단계 학업수준으로 수업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능력별 반 편성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다 폐지되었으며 1998년 초 저학년과 고학년
이 함께 기본교육으로 결합되었다(Sahlberg, 2011).
핀란드의 기본의무교육은 2015년부터 초등교육 이전의 1년간의 취학 전 예비기초교육
에서부터 중등교육 I 단계까지인, 대개 만 6세에서 17세까지, 한국의 중등학교까지의 연
령에 해당한다.8) 특히 기본교육 안에는 학업에 뒤쳐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과정인
8) 2015년부터 교육평등에 근간하여 기본의무교육법 개정으로 기본의무교육은 초등교육 이전의 1년간의 취학 전 예비 기초교육
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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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년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교육을 마친 이후 학생들은 적성과 진로에 따라 후기
중등교육에 해당하는 인문계고와 직업계고로 진학하거나 노동시장으로 바로 진출한다.
2012년 기준으로 9학년을 마친 후 인문계고에 진학한 학생은 50%, 직업고는 41%, 진학하
지 않은 학생은 9%였다(핀란드 통계, 2014). 특히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인문계고와 직업
계고를 한 캠퍼스 안에 위치시켜 공동의 트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실행하
고 있으며 인문계고와 직업계고에서 직업자격을 동시에 이수할 경우 학업기한은 대략 4년
이 소요된다.
고등교육은 크게 “연구와 이론중심”의 일반 대학이나 “직업과 실용”을 지향하는 전문대
학(Ammattikorkeakolou)으로 나뉜다.9)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 수
능에 해당하는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examination)을 치러야 하며 매년
33,000여명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각 학과별로 실시하는 본고
사를 합격한 학생들이 동년 가을에 18%는 일반 대학으로, 18%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한다.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진학하는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일반 대학보다 전문대학
(AMK)으로 진학하는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교육의 밖에 남겨진 학생은 최근에 반 이
상이 늘었으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을 새로 치룬 학생의 75%
가 일반 학위과정에 진학하지 못하고 개방대학이나 비형식교육훈련 형태인 인문 및 직업
성인 교육센터에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학문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동섭,
2014 출간예정).

9) 일반대학은 볼로냐 프로세스에 따라 2005년도부터 학부학생들이 학사과정(1st Cycle)에 들어오면 중도 탈락(drop-out)하지
않고 석사과정(3+2)까지 마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석사과정을 마치기전에 노동시장에서 전공과 관련된 3-6개월의 실무
연수(internship)를 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학부과정부터 R&D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은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3~4.5년의 전문학사를 마치기 이전 6개월의 현장실무연
수를 기업이나 지자체관련기관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현장 실무연수는 인턴과정동안에는 직종에 따라 급여를 받으며 만일
부족한 경우(600유로가 되지 않으면) 사회복지기관인 껠라(KELA)가 이에 대한 부족분을 메워 준다. 전문대의 학기수업은
대부분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project-based learning)으로 이루어지며 2년간의 석사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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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3] 핀란드의 현행 학교체계
출처: Opetushallitus, 2014 재구성

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현황
1) 비인지적 역량 교육 정책
1960년 당시만 하더라도 핀란드 성인의 10%만이 9년간의 기본교육 이상을 마쳤으며 고
등교육학위자는 그리 흔치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핀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
가들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PISA)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육수준과 학업성취가 말레시아나 페루와 같은 수준이었고, 다른 스칸디나비아 국가인
덴마크나, 노르웨이, 스웨덴보다 훨씬 낮았던 핀란드가 지난 50년에 걸쳐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교육 강대국으로 탈바꿈 하였던 요인들은 특별히 무엇일까? 핀란드는 기술농업
국가에서 근대혁신에 기반한 지식경제사회로 탈바꿈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수월성 교육
이 강조되었으며 연구자들은 그 요인을 높은 수준의 교사교육에서 찾고 있다(Soin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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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t al., 2014).
핀란드의 비인지적 역량교육 정책은 초국가적인 영향을 크게 받아 왔다. 핀란드의 비인
지적 역량교육정책의 출발점은 1997년 OECD의 역량에 대한 정의와 선정(DeSeCo) 프로
그램과 국제학업성취도 프로그램에 따라 역량이란 지식과 기술만이 아닌 특정맥락에서
사회심리적인 요소들인 기술과 태도들을 끌어내어 복잡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역량에 관한 재 정의를 내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OECD,
2011). 유럽연합의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Cedefop)는 역량이란 교육이나 일, 개인이나
전문개발과 같은 정의된 문맥 하에 적절하게 학습결과를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며, 기술이
란 과업을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수준에서
2006년 정의된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역량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여 변화를 잘 관리하고
혁신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자와 적극적인 시민으로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학습자의 역할을 반영하고 있다.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는 다양한 나라에서 자격의 기준을 고려한 핵심기술을 검토하여 핵
심역량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하는지 강조하고 있다(Cedefop, 2011).10) 결국 역량이란
이론이나 개념, 혹은 암묵적인 지식을 포함한 인지적인 요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술
적인 기술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비롯한 사회조직기술과 같은 상호간의 자질과 윤리적인
가치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Ananiadou & Claro, 2009; Rychen, Saganik &
McLaughlin 2003).
2005년부터 시작한 OECD의 학습의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 프로
젝트는 교육과 사회선진화 프로그램(ESP programme)의 배경이 되고 있다. 2005년만 하
더라도 유럽연합은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었으나 2008년 세계 경제난 이후
사회통합과 빈곤감소를 위해 교육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월성을 함께 중시하고 있다. 최
근 유럽연합은 모든 이들이 고등교육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이민자들의 사회 참여를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두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회통합과 복지라는 개
념으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역량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고자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개인의 인지적인 기술과 삶을 관리하는 기술(life management
10) OECD의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는 근로생활을 하는 성인들의 일상생활의 기술과 노하우, 생활관리들을 측정하고 있다.
문해, 수리력, 문제해결방법, 정보기술이용과 같은 측정하고자 하는 핵심기술들은 학습과 정보사회, 일상 근로생활의 참여
하는 평생학습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중요한 도구이다(OEC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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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ll)을 어떻게 계발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 교육과 복지를 이해하기 위해 학교의 학
습과 그 역할뿐만 아니라 학습이 사회참여와 보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아
보았으며, 그 결과 교육은 지식과 인식, 동기의식, 태도에 영향을 받고, 보건행위는 거주
지나 소득수준, 가족 내의 태도와 기술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교육
과 사회선진화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평등이라는 OECD의 새로운 교육지표
(Education at a Glance 2011)는 교육의 사회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
경제와 이민자의 지위, 성과 관련하여 국제학업성취도 결과를 검토하고, 보건과 교육, 타
인과의 신뢰가 중요한 교육지표라는 것을 포괄하고 있다.
핀란드는 교육훈련의 사회적 영역을 조사하기 위해 2010~2013년까지 헬싱키 지역에서
복지와 학습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사회경제적 수입에 따른 계층분리와 차별이 어떻
게 일어나는지 알아보았다. 국가 교육위원회는 처음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
교생활과 보건복지 지표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초등과 중등학교의 보건복지와
학교생활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반복하였다.
핵심 연구문제 가운데 하나는 개인과 공동체의 수준에서 복지라는 근본적인 요인이 잠재
적인 안녕과 보건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녀 성장의 격차 및 사회적 배재와 어떻게 상호작
용을 하고 있는지 보았다. 그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건강 습관은 학교생활의 성공
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Rimpelä & Bernelius 2010).
초기의 교육과 사회선진화 프로젝트는 일부 인지와 비인지적 기술을 정의하는데 문제
가 있다. 우선 교육이란 개인에게 권한을 줌으로써(empowering) 독서기술과 문제해결능
력과 같은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훈련이란 자신의 능력에서 자긍심과 신념과 같은 비인
지적 기술의 강화를 재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인지와 비인지 기술들은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주며, 역으로 부족하면 난관에 처할 수 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그 결과는 누적되며, 자긍심을 가지면 학습이 향상되고 학습이 향상되면 더욱 더 자긍심
을 갖게 된다.
학습의 사회적 결과 프로젝트가 보건과 사회통합촉진을 위한 학습의 역할을 평가할 때
교육과 사회선진화 프로그램은 지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 인지적 기술을
계발하는데 사회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개방성, 양심, 자기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안과 밖의 환경에 필요한 적절한 기술들을 어떤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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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도구는 정책입안자들이나 학교
운영자들이 취약한 학생들을 확인하여 어떤 기술을 강화해야 할지 실제적인 도구들을 개
발하여 정책입안자들에게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OECD 프로젝트는 참
여국들이 참가비를 내야하고, 참여회원국들에게 세금을 매기며, 참여 국가들의 사회 경제
적 처지가 너무 유사하여 이들 국가들 모두가 교육과 복지의 모범적인 국가로 묘사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특히 비인지적인 기술이라는 개념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과
비인지적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
다. 따라서 결과와 해석이 너무 단순화 되어 있고 모호할 수 있고, 단순화의 틀 또한 그러
하다. 예를 들어 항목들이 삶의 하위내용들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 다음 <표 Ⅳ-6>을 보
면 서로 다른 여러 국가들의 관심들을 함께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6> 교육과 사회진보(ESP) 프로그램의 문맥과 삶의 측면 검토
영역

측정
∙ 건강한 생활방식(음주, 흡연, 칼로리 소비, 운동, 마약사용, 피임기구 사용)
∙ 건강 결과(예상수명, 사망률, 자가 보고된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 비만, 정신병)
∙ 예방관리[선택] (진단테스트)

보건

사회참여

∙ 시민참여(시민단체에 자발적인 참여와 회원가입)
∙ 정치참여(투표와 정치에 대한 관심)
∙ 문화 참여[선택]

가족통합

∙ 10대 임신
∙ 이혼과 별거[선택]
∙ 삶의 만족(여러분이 삶에 어떻게 만족하는가?)
∙ 행복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주관적인 복지

∙ 상호간의 신뢰(사람들 간의 신뢰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인가?)
∙ 관용(이민자의 권리확산을 수용)
∙ 기관간의 신뢰[선택]

신뢰와 관용

∙ 범죄(폭력, 투옥, 상습적 범행)
∙ 집단 놀림과 폭력
∙ 교통안전(교통위반) [선택]
∙ 자연재해에 대처 [선택]

공공안전

∙ 생태행위

환경
출처: OECD, 2011a: 6

특히 핀란드의 관점에서 흥미로운 것은 범죄와 용인, 건강한 생활방식, 사회참여항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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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핀란드의 사회맥락에서 적절치 못한 것은 10대 임신과 공공기관의 신뢰와 안전에
관한 항목들이다. 물론 다른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반영하고 있으나 10대 임신은 영
국의 문제이고 공공기관의 신뢰와 부패는 다른 신진 EU국가의 문제이다. 이처럼 여러 하
위부문들의 항목들로 나누어진 치밀한 분석은 별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문맥의 상황에서 실제로 필요한 역량이란 매우 다를 수 있다. 물론 지식은 한 분야에
서 다른 분야로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배우고 계발하고자 하는 태도와
인식이다. 최종적으로 큰 도전은 양적 자료의 이용이다. 프로젝트는 종단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이 어려울 수 있다. 핀란드에서 이러한 자료들
은 학교보건조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안에 보건적인 행위, 주관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실업과 관련된 정보들이 있다. 프로젝트가 끝날 때에 또 하나의
도전은 처해진 상황마다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이다. 각 문화권
마다 바람직한 행동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훌륭하고 적극적인 시민성의 경우, 그 개
념은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시각이 고려되어야 한
다. 결국, 교육과 사회선진화 프로그램은 핀란드에서 사회통합과 사회보호과정에서 교육
의 역할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이용되었으며 학생들의 핵심역량과 유연한 학업경로와 사
전경험학습과 인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2)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핀란드의 맥락 안에서 창의성이란 국가적인 수준의 2011~2016 교육과 연구 5개년 개
발계획(Education and Research 2011–2016: A development plan)11)안에 언급되어 있
으나, 현재 개정 중인 2016 국가핵심교과과정 안에 기업가 교육 및 혁신과 더불어 그
내용이 보다 더 자세히 포함되어 있고, 교과과정 전반에 걸친 교과목 연계(crosscurricular) 안에 창의성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반면, 개별문화적인 개념이 함축된 인
성교육이란 유아교육부터 초중등교육의 학교 일상생활과 교과과목 안에 그 내용과 철학
이 포함되어 있어 국가적인 수준에서 별개의 내용으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교육의
평등한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 계획인 2011~2016 교육과 연구 5개년 개발계획

11)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2012). Education and Research 2011–2016: A development plan.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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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창의성을 협력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역량과 교육에 관한 성별의 차이를 줄이고,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교육에서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의 처지를 호전시키는데 있다. 모든 개인들이 창의와 지식, 서로 다른 재능들을 계발
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을 막고 교육을 통해 인식하도록 한다(p.10). 기본교육(basic education)
의 목표는 자녀들이 윤리적인 책임을 지고 인간다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데 있다(p.26).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들은 직업교육체제
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역할을 늘리고 직업교육훈련의 창의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에
서 활동하는 직업교육기관들과 긴밀한 협조를 한다. 직업교사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혁신하고
이를 인식하여 생산화 한다(p.47).

인성 교육의 개념은 기본교육법(628/1998)12) 안에 교수의 목적은 학생들이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Finlex, 2014). 무엇보다도 기본교육 교과과정은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자기 관
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핀란드 입법과 국가교과과정
안에는 사회의 서로 다른 행위자들의 관점을 이해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며,
적극적인 시민성 함양뿐만 아니라 생활과 환경관리 측면들도 인성교육의 한 면으로서 중
요하게 취급된다.
적어도 창의인성의 문제는 정부문서에 포함되어 있지만 전략적인 의도와 현장에서의
실천, 그리고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해당사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책과 실천은 별개의
문제로 나타나기도 한다. 2020 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과 현장
의 실천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고 기본 교육법에 제시한 대로 기본교육이 다양한 성장과
학습, 자긍심과 같은 부분에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Ⅳ-7> 기본교육 강화를 위한 교장과 교사, 학생의 공유내용
교장과 교사, 학생이 공유하는 비율

내용

83-87%

기본지식과 관리기술

41-44%

공동체의 삶과 함께 살아가는 기술

37-37%

정체성, 삶의 경영과 운영기술

23-32%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 윤리, 책무

12) 1998년을 맞이하여 기본교육법은 628번째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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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과 교사, 학생이 공유하는 비율

내용

17-27%

지식과 다양한 적용

21-29%

다양성

8 -14%

갈등해결

출처: OKM, 2010: 74

결국, 핀란드의 맥락 속에서 창의인성교육을 자세히 들어다 보기 위해서는 2016년까지
개편되는 국가교육과정과 학교 안와 밖에서 창의와 인성교육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가) 국가교과과정 개편과정
국가핵심교과과정은 1970년에는 중앙집권화 되어 있었지만 1990년 경제난 이후 지방
분권화되었다. 1970년 이후 1985년, 1994년, 2004년, 2014년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고
있다. 2014년 개정이전 2010에는 초기 개입전략으로 개정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핀란드
핵심교과과정을 설정하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서로 다른 과목들의 목표와 핵심내용
뿐만 아니라 학생평가의 원칙, 특별지원교육, 아동복지와 교육상담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
고 있다. 핵심교과 안에는 바람직한 학습 환경, 지도방향뿐 아닌 학습의 개념도 들어있다.
법 조항은 모든 학생들이 공부해야할 핵심교과목을 결정하고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인 목표와 각 과목에 배정된 수업시수를 정하고 있다(Finlex, 2014).

나) 국가교과과정의 틀과 개혁의 목적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2014년 8월까지 국가교과과정을 개편하여 2016년까지 각 지
자체와 단위학교에 맞는 교과과정을 추가하거나 특화시켜 실행할 예정이다(Kuuskorpi,
2014). 형식교육과 무형식 교육을 연계를 강화시키기 위해 이번 교과과정 개혁에는 대안
학교인 스타이너(Steiner)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과 교수방법을 적극 수용하여 비인
지적인 역량을 강화시켰으며 평가방식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자기평가
(self-assesment)방식을 강화시켰다(Kuuskorpi, 2014). 또한 국가교과과정은 교육 체계
와 별개로 교수학습 철학과 실천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핀란드 교육정책의 중요한 핵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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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개념이 들어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이란 단순한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데 있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학교 교과과정 개편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핀란드 국
가교육위원회는 다음의 내용들을 핵심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Kuuskorpi, 2014).

∙ 학습자의 성장단계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성장과 학습의 지속성을 강화 시킨다.
∙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 10학년의 추가교육에서 현재의
강점을 찾고 이를 더욱 개발한다.

∙ 학생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타인에 대
한 존경과 상호작용 안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업무를 재 정의
하며 가치와 원칙에 따른 교육문화를 발전시킨다.

∙ 과목 간 협력을 강조하고 미래의 시민양성과 다양한 지식과 필요한 기술들의 목표
들을 정의한다.

∙ 다양한 학습 환경과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와 협력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학습의 개념을 심화시킨다.

∙ 기본적인 개념을 분석하고 축소함으로써 본질에 초점을 맞추는 학습을 증강한다.
∙ 지역의 상황에 맞춘 학습 공간을 만들고 지원한다.
∙ 지역과 국가의 전략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에 대한 교과과정을 함께 수반할
수 있는 수업을 권장한다.

∙ 교육제공자들에게 유연한 교과과정의 도구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 교과과정을 실행한다.
∙ 교과과정의 틀은 방과 후에 학교 공동체 안에서 개선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 교과목 연계(Cross-curriculum) 주제와 활동 및 교수법
국가교육위원회는 2014년에 개편되는 핵심교과과정에 교과목 연계 주제와 활동 및 교
수법을 안내하고 있다(Kuuskorpi, 2014). 교과목 연계 주제는 단위학교의 문화적인 특성
과 학습 환경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공공선이나 다문화주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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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과목중심이 아닌 ‘주제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특정 주제의 날
을 정해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토론과 발표학습을 한다(이동섭,
2014). 교과목 연계 프로그램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이동섭, 2014 재인용).

∙ 인간으로 성장: 학생들의 전체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스스로 삶을 주관할 수 있음.
∙ 문화적 정체성과 국제적인 감각: 핀란드와 유럽의 문화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문화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며 국제적인 사고능력을 계발함.

∙ 의사소통과 미디어기술: 상호기술과 미디어 문해력을 이해하고 계발함.
∙ 시민과 기업가의 참여: 학생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인지하고 기업가로서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들을 계발함.

∙ 환경과 복지, 미래의 학습에 관한 책임: 학생들이 환경과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
동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과 교통: 안전에 관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양상을 이해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 인간과 기술: 학생들이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의미를 찾도
록 함.

라) 자기평가(self-evaluation)
경쟁 구도 내 교육의 수월성만을 강조하는 맥락 안에서 인성교육은 어떻게 재현될 수
있을까? 핀란드의 기본 교육은 학교나 학생들이 서로 경쟁구도를 갖기 보다는 자기 자신
과의 경쟁으로 서로 다른 방식의 평가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과정 1~3학년
까지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는 학부모와의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
며, 이를 평가에 반영한다. 학업성취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
점을 파악하여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으며 평가를 통해 개
인이 지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란 교육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
자의 시각에서 접근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려서부터 시작된 자기평가를 통해 학생들
은 스스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자기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석사학위가 필요하며 교사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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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평가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는 교장의 책임 하에, 교
장과 교사 간에 1년에 적어도 2번의 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교사의 일과 적성, 재능,
교수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과 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해 공유한다. 본 연구의 연구진이
핀란드 현지조사에서 탐페레 시청을 방문했을 때, Top School 교육담당과장인 Riitta
Juusenahosms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핀란드 학교는 학생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기 평가방법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기보단 자기 자신을 평가함으로써, 자신의 약점이나 강점이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죠. 학부모와의 면담에서 학생들의 자기 평가를 활용
하고,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요. … 특히 이러한 평가방식에 있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핀란드 학교 교사들은 다양한 교사 교육 프로그램들을 거치거나 석사학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교사양성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 뿐 아니라 동기 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 Riitta Juusenaho(탐페레 시청)

결국 핀란드의 학교에서 평가는 성적표의 형태로 보고하기보다 논의를 통한 자기평가
방식으로 수행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서 워크북이나 매뉴얼에 매달리기보다 교사의
높은 능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높다.
그리고 기본교육에서는 같은 담임교사가 같은 학생을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가르치고 학
교마다 5~6학년까지 같은 학생을 오랜 기간 동안 맡기 때문에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의
교감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3년마다 1회씩 주
관하는 평가 시험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표준화 되어있지 않고 연령대별로 무작위로 선
택하여 영어, 핀란드어, 과학 시험이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연령대가 획일적인 시험을 보
지 않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학교들이 서로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 환경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평가이지 학교간의 경쟁을 위한 평가방식은 아니다.

다.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사례
1) 학습 연계(Learning Bridge) 프로그램
탐페레(Tampere)시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EU의 공동 협력으로
2009년부터 학습연계(Learning Bridge)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Tre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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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가령, 탐페레 시의 학습연계 네트워크는 유럽사회기금과 삐르깐마 지역(우리나라
의 행정구역으로 도(道)에 해당)의 교육훈련 제공자 및 20여개의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공
동으로 교수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수, 상호학습방법, 행동기반 학습,
탐구기반 학습, 미래학습, 디지털 스토리 학습,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개발,
선행학습 인증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법, 협동학습, 성인교육자로서 역량개발과 같은 혁
신적인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학습 연계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오삔빠야 기업(Opinpaja Oy)의 매니저 Elina
Harju는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이 광범위한 네트워크(<표 Ⅳ-8>
참고)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탐페레의 학습 연계(Learning Bridge) 프로그램은 2009년 시범사업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
재 유럽사회기금과 삐르깐마 지역의 다양한 교육훈련 제공자와 20여개의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 참여한 학교 및 대학, 기업, 국제협력자들의 프로그램을 오삔빠야 기업(Opinpaja
Oy)와 탐페레 지역 경제 개발 사무소에서 조정합니다.”- Elina Harju(오삔빠야 기업)

학습연계에 참여한 이해 당사자들로는 학교와 대학, 기업, 국제협력자, 탐페레 시이며
오삔빠야 기업(Opinpaja Oy)과 탐페레 지역 경제개발 사무소(Tampere Region
Economic Development Agency Tredea)가 프로그램을 조정하였다.
<표 Ⅳ-8> 학습 연계(Learning Bridge) 프로그램 네트워크
학교와 대학

기업 네트워크

∙ University of Tampere (UTA)
∙ Tampere University of Technology (TUT)
∙ Tampere Univesity of Applied Sciences
(TAMK)
∙ Tampere Vocational College Tredu
∙ Tampere Adult Education Centre (TAKK)
∙ H me University of Applied Scineces
(Hamk)
∙ Valkeakosken ammatti- ja aikuisopisto
(VAAO)
∙ L nsi-Pirkanmaan koulutuskuntayhtym
(LPKKY)
∙ Summer University of Tampere

∙ Citynomadi Oy
∙ Council for Creative Education Oy (CCE Finland Oy)
∙ Finnish Education Group Oy (FEG)
∙ Futurable Oy
∙ Gemilo Oy
∙ Haltu Oy
∙ Intoloop Oy
∙ JJ-Net Group Oy
∙ Kinda Oy
∙ Mediamaisteri Oy
∙ Mobisociety Oy
∙ OFinn International Education Center
∙ Partnos 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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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대학
∙ Finnish Onlin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기업 네트워크
∙ Sininen kolmio Oy
∙ Somea Oy
∙ Sustainable mobile Oy
∙ Taju Games
∙ Valopi
∙ WordDive
∙ Zento Interactive Oy

국제 협력자

지자체

∙ City&Guilds, UK
∙ City of Tampere
∙ Governance International, Birmingham, UK
∙ Kingston University, UK
∙ University College Zealand, Denmark
출처: Learning Bridge project 웹사이트 재구성 http://projektit.tredea.fi/learning-bridge/learning-bridge/network/

2) 융합교육 루마떼(LUMATE)
핀란드의 융합교육 정책은 경제침체기인 1990년대 이후부터 정부와 고등교육기관을 중
심으로 시행되었다(이동섭, 2014 재인용).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1996년부터 2002년
까지 핀란드의 과학교육과 역량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교육개발 프
로젝트인 ‘루마(LUMA)’를 헬싱키대학교 사이언스 학과에서 처음으로 진행하였다. ‘루마
떼(LUMATE)’란 자연과학(Luonnontieteet)과 수학(Matematiikka), 기술(Tekniika)의
합성어로 13~17세의 아동과 청소년의 공식교육과 비공식교육을 연결하여 학생들이 수학
과 자연과학, 기술에 관한 관심과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연구에 기반한 지식 활동
을 통하여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사들의 역량개발을 지원하며 학부모들이 과학과 기술교
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LUMATE, 2014). 루마는 2002년도에 공식적
으로 끝났지만, 2007년 이후 여러 대학교에서 지역 산업과 기업, 초･중등학교들을 연계하
여 융합연구기반의 교사교육을 할 수 있는 지역과학교육센터인 루마를 설립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방과후 활동 지원과 함께 현재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이동섭, 2014).
지역 루마 센터들로는 오울루대학교의 OuLUMA, 오보대학의 Resurscentrum, 핀란드
동부대학, 위바스끌라 대학, 탐페레대학교와 탐페레공과대학교의 LUMATE, 알토대학,
라뻬란따 공대의 LUMA Centre Saimaa, 꼬꼴라대학 치데니우스 컨소시움의 L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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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 of Ostrobothnia, 뚜르끄 대학의 LUMA Centre of Southwestern Finland 등
10개의 지역 센터들이 있으며 각 센터들마다 융합교육에 대한 접근방법은 다르다. 대부분
의 재원은 교육문화부와 관련 기업 산업별 협회들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주관하는 대학과
지자체들이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이동섭, 2014).
탐페레대학교(TaY)과 탐페레공과대학교(TTY), 경제정보원(TAT), 핀란드 기술산업연
맹, 탐페레 상공기술회의소가 2011년 함께 설립한 탐페레 루마떼는 13~17세 학생을 대상
으로 최근의 과학과 기술교육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수학과 자연과학, 기술
에 관심을 가지도록 수학, 자연과학, 기술교육 및 스포츠 등을 융합하여 아동과 청소년들
의 방과 후 활동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동섭, 2014).
본 연구에서는 핀란드 현지 조사를 통해 탐페레 루마떼 융합 교육 센터장인 Markku
Kulomaa교수를 인터뷰하였으며, 그는 이 프로그램이 좀 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
들에게 다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 저희는 탐페레 공대와 탐페레 대학교의 생의학 기술학과, 정보과학과, 교육학과가 참여하
여 초중등학교, 기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 그 외에도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
는 과학캠프나 클럽활동 등을 실시하고, 방학을 이용한 교사 훈련, 워크숍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요. 또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카페(Science Cafe)도 열
고 있어요.” -Prof. Markku Kulomaa(루마떼 융합교육 센터)

루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서 과학캠프 및 클럽활동, 아동을 위한 상호웹진과 출판을
통해 수학과 자연과학, 기술을 연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학과 과학 예비
교사들을 위한 체험의 장으로써 학업과 더불어 학위과정이 연구와 통합되어 있어 예비교
사들은 클럽과 캠프안내 활동을 하며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또한 교과목교사
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평생학습을 장려를 위해 재직교사훈련, 워크숍, 여름학기, 기
타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활동들에서 나온 새로운 연구결과물들은 평생학습을 지
원하는 핵심역할을 한다.

3) 루마 수오미 프로그램 2014~2019
루마 수오미 2014~2019는 6~16세의 학생들이 자연과학과 수학에 동기를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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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일상생활과 연계된 학생중심의 탐구기반 학습 프로그램이다(Hirvonen. P., 2014).
프로그램은 현재 개편되는 국가핵심교과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취학 전과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6학년, 중등학교 7~9학년, 3단계로 나누어 학생과 예비교사들을 위해 창의
교육의 모델이 되는 교수법과 자료들을 개발하게 된다(Hirvonen. P., 2014). 이미 교사
와 연구자, 교수와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140개의 개발 제안서를 받아 2014~2016년
에 시범기한을 두고 이에 대해 평가한 후 선정된 우수 활동들은 2017~2019년까지 핀란드
전역의 학교에 도입되어 실행할 예정이다(Hirvonen. P., 2014).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
교 교사들은 수업내용과 탐구기반학습의 지식들을 계발할 수 있고 중등학교 교사들은 학
생중심으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로부터 새로운 방법과 경
험을 나눔으로써 수업에 활용하며 과학과 수학에서도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기존의 학제와 공간적인 면에서 루마 프로그램들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7~9학년의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통합교과적인 프로그램들로 개발하는 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동섭, 2015 출간예정).

4) 통합 학교의 날(Intergrated School days)
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과 함께 핀란드에서 도입된 통합 학교의 날은 아이들이 혼자 있
는 시간을 최소화 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현재 학교 안이 중심이 될 것인지, 학교 밖이 중
심이 될 것인지 교육주체 간의 논쟁이 있지만, 그 속에서 방과 후 활동과 클럽에 관한 교
육적인 혜택은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핀란드 학교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학교 안 교육만으로는 매우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
만 정책입안자들은 교육평등을 강조하여 재능 있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안의 창의성 교육
을 더욱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의도는 2016년 국가핵심교과과정개편 안에 그대로 드
러나 있다.13)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와 비인지에 관한 영향은 주로 미국에
13) 지자체의 재원부족과 교육비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은 지자체에서 창의성 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재정만큼은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모든 정당 간의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정책결정은 핀란드교원노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령 탐페레 시는 모든 재정 가운데 20%가 교육부문에 지출된다. 핀란드에서는 임기 기한동안 교육에
대한 성과를 내려하기보다는 국가교육연구개발 5개년 계획 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음 정부에게도 교육정책의
큰 노선은 그대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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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석되었다. 활동에 대한 참여가 자녀나 청소년들의 성장에 바람직한 도움을 준다는
생태체계이론은 방과 전 후 활동이 학교와 가정 안에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집단
에의 소속감과 참여의식, 공동체의식,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발달시킨다고 주장
하였다(Fischer, N. et al. 2014). 이러한 연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Metsäpeltoa와
Pulkkinena는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한 학생과 참여하지 않는 1~7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한 결과, 방과후 활동이 2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한 9~10세 학생들의 사교
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밝혀냈다. 후속 분석에서 활동에 대한 장기간의 참여는
사교성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규칙적인 참여와 너무 많은 활동들은 긍정적인 영향
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학교성적에도 활동의 유형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활동
의 유형과 활동의 양에 따라 그 효과 또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Metsäpeltoa, R.
& Pulkkinena, L. 2011). 이러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에 대하여 탐페레 시청
의 교육과장 Riitta Juusenaho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탐페레 시는 기본교육 외에도 스포츠나 예술 교육을 학교 안에서 넓은 범위로 제공하려고 노
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성화 교육으로 지정하고 학교 교과과정 안에 포함시키는 방법 뿐 아니
라 특별활동 교육을 위한 전문가들이나 교사 지원도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 Riitta
Juusenaho(탐페레 시청)

탐페레 시는 방과 후 활동이나 방과 후 클럽을 통하여 학교 밖에서 교육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학교교과과정 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활동 수업시수를 늘리고 있다. 특별
활동 교육은 교사가 아닌 사회복지사나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지역공동체에 속한 전문가들
이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교사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그들 자신의 교과목에 치중하기 때문
에 이러한 전문적인 특별활동 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또한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더욱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5) 나의 기업도시(Yrityskylä)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와 사회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 대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혁신 학습 프로그램인 나의 기업도시는 핀란
드에서 2009년에 시작되었다. 세계 혁신 교육상(World Innovation Summi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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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을 수상한 나의 기업도시는 기본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모듈로 6학년
(12~13세) 교과과정 안에서 기업체험을 시작한다. 지자체마다 특성 있게 대기업, 중소기
업, 우체국, 공장, 시장 등 작은 마을을 조성하고, 이 마을이 곧 학습 공간인 나의 기업도
시는 현재 핀란드의 큰 지자체에 5군데가 있다. 6학년 학생들은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된
학습공간에서 교사와 대학생과 함께 10시간동안 근로 체험을 한다. 나의 기업도시는 학
생들이 근로생활을 시작했을 때 올바른 전문 직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체험
은 지자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자금의 이동, 세금과 경제에 대한 정보, 사회에서 다른 행
위자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나의 기업도시는 비정부기관으로 학교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으로부터 재원을 지원받는다. 탐페
레 시의 올해 주제는 전자기업도시이며 이를 조성 중에 있다. Riitta Juusenaho는 나의
기업도시 프로그램이 ‘타인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 ‘사회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 개
발을 통한 인성교육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장 특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바로 나의 기업 도시입니다. 현재 핀란드의 큰 5개의 지자
체에서 각 지자체마다 특성 있게 운영되고 있어요. 크고 작은 기업들을 포함해서, 공장, 시장, 우
체국, 경찰서 등 작은 마을을 만들어놓고, 6학년 학생들이 이 학습공간에서 10시간동안 근로체
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사와 대학생이에요. 이들 간의 인간관계
속에서 나의 기업도시는 학생들의 직업 체험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을 이해하는 인성
적인 교육의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Riitta Juusenaho(탐페레 시청)

또한 기본교육과정 안에 포함된 9학년 기업 현장학습 프로그램은 단위 학교별로 모든
학생들이 근로생활을 하는 회사나 기업을 돌아다니며 4주간 현장학습을 하는 프로그램이
다(이동섭, 2014).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후기중등단계의 인문계고와 직업계고의 선택
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성인직업교육기관은 이 학생들을 안내할 지도교사들을 양성
하기도 한다.

6) 탐페레 스타이너 학교
68명의 교사가 근무하는 대안 학교인 스타이너 학교는 취학 전 아동부터 후기중등학교
학생까지 45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으며 후기 중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격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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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편이다. 후기 중등교과과정으로 진학할 시에 학생의 70%는 스타이너 학교에 남고
30%는 다른 인문계고로 진학한다. 학문적인 교과목 성취에 목표에 두지 않고 생활경영과
예술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이 스스로 교과목을 만들어 나간다.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교
재는 학생들 스스로 그린 그림과 텍스트들로 창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머리, 가슴, 손이
라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론과 예술, 체육(공예)에 맞대어 비교하며, 신체는 이른바, 인지
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스타이너 교수법이 모든 수업에 반영
되어 있다. 다른 일반 인문계고와 별다르지 않게 교과과정은 하나의 인생의 여정으로 1학
년부터 12학년까지 이어진다.
연구진과의 인터뷰에서 스타이너 학교의 교장인 Miia Bergman은 PISA(국제학업성취
도)와 같은 성적보다 학생들의 창의성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수업을
제공하고, 비인지적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라고 설
명했다.
“우리는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윤리와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교사는 매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학생들을 이끌어 주며 학생들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학생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돌봐주는 것이 교사의 임무입니다. … 국제학업 성취도(PISA)에서 좋은 결과
를 내기위해 여러 OECD 국가들이 안달해 있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이 존재하는지, 학생을 위
해 학교가 존재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Miia Bergman(스타이너 학교)

7) 땀메르 꼬스끼 고등학교(Tammerkosken Lukio)
시각예술과 공예를 특성화하고 있는 52년 전통의 땀메르 꼬스끼 고등학교는 10~12학
년까지 후기중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부터 모든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
습 학교의 모델이 되고 있다(Hännikäinen, 2014). 핀란드 일반계고는 무학년제로 빠르면
2년, 늦으면 4년 동안에 걸쳐 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학생 그룹으로 구
성되어 있지는 않다. 땀메르 꼬스끼 고등학교는 1년간 190일간의 수업일수가 있으며, 1년
간 5학기로 나뉘어져 있다. 각 학기는 7~8주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들은 개인학습계획
(HOPS)에 따라 개인에 맞은 학습모듈을 구성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다. 수업은 75분 수
업으로 8시 15분에 첫 수업이 시작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수업이 1주일에 3회씩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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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핀란드는 국가적인 수준의 정부문건 안에서 수월성과 연관 지은 교육과 학습을 강조하
고 있으나 지자체나 단위 학교 및 각종 교육훈련제공기관에서는 창의인성을 각자 나름대
로 재 정의하여 수월성과 형평성을 균형감 있게 실천하는 창의인성교육을 하고 있다. 특
히, 2016년에 실행될 국가핵심교과과정개편안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삶의 의
미를 찾고, 학교가 사회와 환경의 변화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교사와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간의 협력과 다양한 연계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특
히, 지자체와 관련 기업 및 대학들이 함께 참여하여 학습자 중심교육, 과정 중심의 문제해
결학습, 탐구기반학습, 미래융합학습, 상호 협력과 협동학습과 같은 창의인성을 위한 각
종 도구와 교수 방법들을 개발하고 있다.
결국 핀란드의 창의인성교육 운영과 실제를 통해 다음의 시사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
다. 첫째,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평가를 통한 영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정책보다 모든 이들
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즐겨 배울 수 있는 비인지적 역량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는 점이다. 교사와 교직원 학부모들이 유기적인 협력 하에 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사결정은 동료 간, 선후배 간, 교실 간, 학년 간의 공동 프로젝트나
상담지원을 통해 교과과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단위학교의 핵심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둘째, 생애 단계별로 서로 다른 개별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을 위해 학습일기(learning
diary)와 같은 도구들은 개별 학습계획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성찰을 통하여 삶의 정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셋째,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에서도 학부모와 교사,
학생 간의 대화를 통한 자기평가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창의성이란 인지적으로 뛰
어난 재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한 개인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
인지적인 역량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핀란드는 기본교육 안에서 4~5년 동안 같은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간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부모와 교사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의미 있는 학습과 건전한 사회발전뿐만 아니라 개별 학생들에게 더욱 관
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학제간의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넷째, 창의인성이란 인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인을 특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의 학교 교육 안에서 예술, 음악, 스포츠, 직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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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와 같은 교과목들과 직접 고안한 학생들의 교과서는 창의성을 더욱 신장시킬 수 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폭넓은 학습지침을 제공하는 핀란드의 국가핵심교과과정은
교사로 하여금 전체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개별학생들에 맞춘 학습계획을 균형감 있
게 재고안하여 학습능력을 고취할 수 있는 구성주의식 교과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끝으로, 핀란드의 창의교육 모델이 되는 융합교육은 지자체와 학교, 기업이 함께 생애
주기와 학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교수법과 실천 자료들을 함께 개발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융합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예비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훈련
과 탐구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교수법들을 서로 개발하고 나누어 학생중심의 수
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4. 미국
가. 교육 개혁 동향
미국 교육부는 오늘날 글로벌 경제에서 교육이 개인의 성공과 공동의 번영 모두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과 직업, 점점 더 경쟁
력 있고 상호연결적인 사회 안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 잡힌 세계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교육부는 교육에 있어서 비판적 사고, 협업, 커뮤니케이
션 등을 아우르는 학술과 기술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교육개혁은 “K-12 개혁14)(K-12 reforms)”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추
진되었다. 2014-18년도 미국 교육부의 교육개혁 전략 역시 12학년 개혁의 연장선에서 교
육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비전에 맞추어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 우선순위 등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교육부의 2014-18년 전략 계획에서는 다음 6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고등교육, 직업기술 교육, 성인교육에 있어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고등교육 및 평생학습
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대학에의 접근성, 경제성, 대학의 질과 대학교육의 완성도를 높이

14) K-12는 유치원 교육(kindergarten)부터 12학년(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에 걸친 교육을 의미하며,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초중등교육이라 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본래의 K-12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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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두 번째 목표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있어 지속적으로 엄격한 학업 기준에 맞
추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성취와 기회의 격차를 줄이고, 반드시 모든 학생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college) 또는 직업 준비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
공하도록 초등 및 중등 교육 시스템을 개선한다. 셋째, 조기 교육을 통해 특히 높은 요구
(needs)가 있는 모든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에서 대학, 직업 준비로 이어지는 궤도에 있
을 수 있도록 출생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건강, 사회적 정서, 인지적 성과
를 향상시킨다. 넷째, 형평성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성공을 위해 잘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소외된 학생과 차별 감소를 위한 교육적 기회의 증가시킨다. 다섯째, 광범위하고 더
나은 데이터의 활용과 연구, 평가, 투명성, 혁신, 기술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교육
시스템 능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
적 계획을 구현하기 위하여 미국 교육부 부서의 조직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림 Ⅳ-14] 미국 교육개혁 개요
출처: http://www.ed.gov/k-12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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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현황
상기한 바와 같이, 2018년까지의 전략적 계획에는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
성교육과 관련된 목표와 하위 목표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 및 중등 교육단계에서는 창의성 증진을 위하여 STEM 과목 교육 및 학습
(STEM Teaching and Learning)을 강조하고 있다. STEM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의 약자로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향후 10
여 년간 미국 내에서 이들 STEM 분야의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해 이공계열 교사의 질과 수를 증가시키고, 학생들을 위한 STEM
과목의 풍부한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적 차원에서 향후 노동시
장의 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는 진로나 직업에 대
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자연과학 및 공학에 대한 흥미나 경력발달(career
development)을 위해 개인의 정체성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는 핀란드가 LUMATE 프로그램을 통하여 자연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학습자의 동기나
흥미, 정체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을 극대화시켜 창의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조기 교육에 대한 강조이다. 이를 위해 유아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린 아이들의
건강, 사회･정서적, 비인지적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 기술,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기 교육을 위한 유아교사 및 전문 노동력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 성과, 준비의 측정(Measuring Progress, Outcomes, and Readiness)
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셋째, 형평성 측면에서 공정한 교육 기회(Equitable Educational Opportunities)를 제
공하고, 이를 위해 모든 학생들의 성취 격차 해소 및 인종, 민족, 국적, 성,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장애, 영어 능력,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지리적 위치 등과 같은 장벽 제거
에 초점을 둔 교육적 기회를 늘리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이를 위한 교육
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 편견해소와 같은 비인지적 역량 육
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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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시민교육의 시민권 준수(Civil Rights Compliance) 차원에서 시민으로서
의 의무 준수와 대중들의 시민권에 대한 지식 향상과 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한 범주로서 시민교육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다.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사례
미국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은 기성세대의 신세대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기성세대는 미성년의 생각이나 능력을 믿지 않았다. 산업사회의 원
리에 따르면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1세기의 정보통신환경에서는 관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었다.
Kelly(2012) 등은 현재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새로운 기술 환경을 당연하게 여기고 성장
한 세대이고 이 기술을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세대라고 지적한다. 이전과는
달리 이들 어린 세대를 존중하며 그들의 생각과 동기를 믿고, 그것이 비록 어른의 관점에
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지라도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원해주려는 태도가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Kelly, 2012: 3). Kelly(2012)가 말하듯이 청소년들의 자율적 동기와
잠재력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미국 교육은 그 나라의 영토와 인종만큼이나 범위가 크고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동부 보스턴 지역 현지 조사를 통해 획득한 사례들과
Kelly(2012)가 소개한 미국 서부 지역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다른 지역에도 존재하고 있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모두 다루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1) Pacific Rim Charter School
Pacific Rim Charter School은 다중지능이론을 제안했던 하워드 가드너가 서문을 쓰
고 그의 제자인 Scott Seider가 2012년에 발표한 <Character Compass(인성의 방향)>’에
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우수사례로 등장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는
미국 보스턴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보스턴은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세계 우수 랭킹 대학과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중고등학교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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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는 도시이다. 특히 전통적인 보스턴 구시가를 둘러싸고 주변 20~30km 반경
인 Great Boston 지역에는 다양한 공립, 사립학교 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특
색을 가지고 창의인성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지역의 창의인성교육 사례를 답사
하고 국내 창의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진은
Pacific Rim Charter School을 방문하여 본 학교의 교장인 Susan J. Thompson과 면담
을 갖고 그의 안내를 받아 학교현황을 파악하고 수업 관찰에 참여하였다.

가) 교육이념
이 학교는 1997년에 개교하여 수행적 인성 강점(performance character strength)인
인내(persistence)를 핵심가치로 한 교육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 학교 교장인 Susan J. Thompson은 인
터뷰에서 이 같은 인성교육들의 교육 이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저희는 ‘Gambatte’, ‘Kaizen’라는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를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이념으
로 하고 있습니다(전자는 인내, 성실 등을, 후자는 새로움, 발전 등을 의미함). 미국에서 동양적
인 가치를 기반으로 교육한다는 것이 다소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학교가 개교할 당시
도요타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높은 성과를 내는데
무엇이 원동력이 되었는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Susan J. Thompson(Pacific Rim Charter
Public School 교장)

그녀의 말과 같이 Pacific Rim의 학생들이 습득해야하는 핵심적인 역량은 하루 이틀 만
에 표어나 슬로건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학교의 개교와 함께 오랜 시간동안 시행착오
를 거쳐 체득된 것이다. 이는 전 직원의 인내와 성실을 주요 가치로 하며 새로운 것에 대
한 도전과 발전을 중시하는 일본 대기업의 가치를 표방하여 그 원리를 학교 경영과 학습
자의 태도 발달 지도에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내(persistence)가 이 학교의 핵심가
치로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나) 교육내용
학교의 핵심 가치는 학생들의 태도교육 뿐 만 아니라 학과목 내용에도 응용되어 학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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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예컨대, 교내 복도를 비롯한 교실 어디에서나 ‘Gambatte’, ‘Kaizen’을 상징하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일본풍의 각종 그림이나 포스터 등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으며 학생
들은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학교의 핵심가치를 충분히 내면화할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한편 이 두 가치는 학습 과정뿐만 아니라 학습의 평가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교실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하여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평가하는
평가도구로 활용된다.
“‘Gambatte’는 과제의 완성도, 수업 준비도, 교사의 지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의 여부, 학생
참여도, 그리고 잡담이나 주의가 산만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성실히 임했는지를 보는 거죠. ‘Kaizen’은 학생들이 평소 공손하게 말했는지, 경청했는
지, 그동안 학습해 온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행동했는지, 타인 보다 뛰어난 행동을 보여주었는지,
학습 공간을 잘 유지했는지 등을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평소 학생들이 보여주는 인성 측면
을 평가하는 측면이 되는 거죠.”- Susan J. Thompson(Pacific Rim Charter Public School 교장)

Pacific Rim Charter School에서 활용하는 루브릭은 다음과 같다. [그림 Ⅳ-15]에서
볼 수 있듯이 Pacific Rim의 핵심역량 평가 루브릭은 두 가지 핵심 역량에 대해 각각 5가지
개별 요소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Gambatte’와 ‘Kaizen’두 부분에서 각각 1-3개에 해
당하는 학생들은 0.5점의 감점, 4개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1점의 감점이 이루어진다.
이 같은 평가 방식은 교육과정 중심의 평가와 이에 대하여 계량화된 점수로 학생을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 새로움과 발전이라는 기치 하에 학생들의 평소 학습 태
도 및 생활 모습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학교에서는 창의인성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내활동뿐 만 아니라 지역사
회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시민적 인성발달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본 학교는) 학생들이 개인적인 관심사에만 치중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죠. 한 개인
은 공동체 구성원들과 서로 함께 할 때 태도와 가치를 배울 수 있거든요. 학교를 나가서도 다양
한 공동체에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개인적으로 편향
된 삶은 기능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어요.” - Susan J. Thompson(Pacific Rim Charter Public
School 교장)

그녀의 말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다양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가지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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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림 Ⅳ-15] Pacific Rim 핵심역량 평가 루브릭
출처: Pacific Rim Charter School

2)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과 대학(원)내 비인지 역량 프로그램 개발･연구 사례
가) Boston University Character Education Research Center
미국 교육부는 인성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스턴 대학
(Boston University)에서는 이 연구들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Scott Seider 교수의 주도
하에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다중지능이론의 창시자인 하버드 대학
(Harvard University)의 Howard Gardner의 제자로 <Character Compass(인성의 방
향)>의 저자로도 유명하다(Seider, 2012). 이를 위해 연구진은 보스턴 대학의 인성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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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센터(Character Education Research Center)를 방문하여 Scott Seider 교수와 면담
을 가졌다.
Scott Seider 교수는 인터뷰에서 2010년 미국 교육부 IES(Institute of Education
Sciences) 주관으로 수행되어온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7년 종단연구가 비효과적이었
음을 강조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6개주의 84개 학교에서 초등학생 6천여 명을 대
상으로 수행한 대단위 프로젝트였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가치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다른 나라에
없는 고유한 문화와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이를 무시하고 표준화된 가
치를 앞세우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한 거죠. 분명 그 지역사회나 개별 학교가 중요시
해 온 가치와 풍토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미 잘
닦아온 가치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않는 건 교육적 낭비입니다.” - Scott Seider(Boston
University)

그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대단위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인성교육의 특
징으로 볼 때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강조하였으며 개별 학교와 지역사회의 풍토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역사적으로 긴 시간동안 정착되어온 풀뿌리 인성교육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성강점(character
strengths)들을 학교의 핵심가치로 설정하여 이를 꾸준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
명하였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전혀 없는 무언가를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인성강점(character strengths)들이 있고 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
적이죠. 이 때 중요한 건 교사의 역량이나 수업 기술입니다. 교사들은 단순히 교과과정 중심의
지식 관련 질문만 던질 게 아니라, 평소에 학생들이 학습에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
문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과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기술도 습득해야 하지요.” - Scott Seider(Boston University)

Scott Seider는 그의 이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최근 연구로서 Dan Rothstein 등이 저술
한 <Make Just One Change>라는 서적(Rothstein & Santana, 2011)이외에 다양한 정
보를 소개하였다. 그밖에 핀란드, 한국 등 국제비교에서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는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성교육의 특징을 논의한 Ripley(2013)의 저서인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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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rtest Kids in the World>에서는 토론 내용이나 창의성과 인성교육이 어떻게 통합
되어 연구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나) Northeastern University
미 동부지역의 Northeastern University(NEU)는 전통적으로 산학협동 교육프로그램
이 유명하고, 프로그램의 교육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에는 비인지 역
량 개발에 관한 측정도구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NEU의 산학협력프로그램 비
인지적 역량 및 교육효과분석 연구는 NEU의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
의 끈기, 성실성, 인간관계, 자기조절 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의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이다. NEU의 산학협력프로그램은 코업 프로그램(cooperation program)이라 명명하
며, 미국 내에서도 NEU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 내 150위권이었던 대학의 랭
킹을 50위 권 이내로 끌어올린 것으로 유명하다.
이 연구는 2013년에 시작하여 20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비인지적 역량의 측정은 학생들이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 그리고 산업체에서 인턴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중,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모두 세 단계에 걸
쳐 측정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코업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은 주로 학생들의 전
공이나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산업체나 사회에 진
출하였을 때,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현재 이 연구는 설계를 마치고 측정도구 개발을 완료한 상태이다. 따라서 NEU의 대학
원생들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프로젝트는 개발된 측정도구
를 번안하여 국제비교연구도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이 연구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도 협의하였다.

연구진은 NEU의 교수이자 해당 프로그램 담당자인 Johnson, Tristan 교수와의 면담을
통하여 비인지 역량 교육과 관련한 최근 연구를 소개받았다. Johnson 교수는 산업체에서
생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인지 역량과 인성을 강조하였다.
“생산성이라고 하면 종업원 개인이 가진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나 기술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
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라는 시스템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협업하는 가운데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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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비인지적 역량과 인성이 중요합니다. 뛰어난
개인들만 모인다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죠.” - Johnson, Tristan (Northeastern University)

이에 대한 산업체와 대학의 요구에 따라 산학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산학협동 프로그램의 직업현장 체험 이후에 개인의 인성이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직업현장 체험 이후에 발생하는 태도와 인식 변화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추적해보는 연구
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 Johnson, Tristan (Northeastern University)

또한 세계 각 국에서 모인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미국 대학 특성상 각 문화 차이에
따른 비인지 역량 개발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향후 연구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다)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UMB)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UMB)의 Graduate school of Education은 최
근 몇 년간 창의성 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나름의 특별한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래 “University College” 소속이었지만,
2010년 9월 Continuing and Distance Education(CCED)로 명명된 이후, 좀 더 전문화
된, 그리고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성격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College of Advancing and
Professional Studies(CAPS)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연구진은 CAPS의 담당자인 Jeremy Szteiter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UMB에서 추진 중
인 비인지 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기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과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현재 저희가 추진 중인 비인지 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수학이나 과학 중심의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별 학문 간의 교섭을 통해 통합적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죠. 특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점은 개인의 창의적 특성이
어떻게 학습되고 발달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Jeremy

Szteiter(University

of

Massachuset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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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동일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최근 연구들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창의성과 발달
심리학, 윤리학의 간학문적 협력 연구들 및 이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
하였는데 이는 최근 창의성 연구의 새로운 동향이라고 소개했다(R. Keith et al., 2003;
Seana et al., 2014). 한편 이 대학의 Critical and Creative Thinking program은
Critical Thinking, Foundations of Philosophical Thought, Creative Thinking,
Collabor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Biology in Society: Critical Thinking,
Metacognition, Thinking, Learning, and Computers, Reflective Practice,
Processes of Research and Engagement의 총 8개의 모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에 대
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ritical Thinking
개인의 주장, 신념, 태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비판
적 사고의 기술에 대한 문제를 탐구한다. 학생들은 무언가를 어떻게 다르게 보는가 하는
대안과 함께 다양한 관점, 이론과 사실, 실재를 배치하는 것들을 탐구한다. 관찰과 해석,
추리와 추론, 가치와 평가, 그리고 사회적 맥락에서 지식의 생산에 대한 관점들이 포함되
며, 학생들 자신의 교육 및 직업 설정을 위한 전략, 자료, 개입 등에 주안점을 둔다.

∙ Foundations of Philosophical Thought
철학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도덕성, 지식의 본질, 자유 의지, 마음의 본질,
사회적 조직-을 토론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해답을 개발하거나 다른 철학자들의
해답을 비판할 때 철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이끌어 내는 것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을 도출한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현대의 비철학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
와 철학의 논쟁에 대한 방법들을 고려하고, 일반적인 철학 과정 외의 보다 넓은 범위
에서의 학습을 추구한다.

∙ Creative Thinking, Collaboration, and Organizational Change
대화형, 체험 세션과 구조화 된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조직에서 일하는데 중요하고 창
의적인 방법을 배운다. 커뮤니케이션 및 팀빌딩, 참여 촉진과 그룹 내에서의 협력, 관
점의 다양성 학습의 촉진, 문제 발견 및 해결, 반성적 실천 등과 같은 능력을 익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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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러한 능력을 통해 독창적인 관점과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비즈니스,
학교, 사회적 변화 그룹 등 다른 조직들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한다.

∙ Biology in Society: Critical Thinking
현재 및 과거에 발생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생명 과학의 정치적, 윤리적, 기타 사회적
차원을 검증하며, 생명 과학 발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과학자들의 작업 또는
응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질문을 이끌어낸다. 이는 다시, 교육자들, 생물
학자들, 의료전문가 및 관련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질문들과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이
어진다.

∙ Metacognition
메타인지의 다양한 측면과 이들이 어떻게 아동 및 성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한다. 자신의 인지를 통한 개인적인 지식, 자기 인식, 의식적인 사고 과정의 모니
터링, 무의식적인 사고 과정에 대한 추론, 결정 과정과 같은 메타인지, 메타인지 전
략, 메타인지의 발달, 아이들의 개인적 차이의 근원과 같은 메타인지 등이 이 과정에
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이다.

∙ Thinking, Learning, and Computers
사고, 학습, 의사소통, 그리고 교실에서의 행동, 조직, 사회적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컴퓨터 활용을 추구한다. 수업 활동들은 학생들이 특정 컴퓨터 기반의 도구들,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와 연구, 이를 통한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 Reflective Practice
어떤 직종에서나 반성적인 직업들은 새로운 실행을 추진하고, 결과물을 점검하며, 가
능한 방향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실행에 맞추어 개정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학생
들은 또한 새로운 사례들을 모델링하고 다른 실험과 실천에 대한 지원을 하는 동료들
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경험치를 얻고, 프레젠테이션,
상호적이고 실험적인 세션, 선택적으로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의 실험적인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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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하는 것에 대한 최신의 도구를 얻는다.

∙ Processes of Research and Engagement
이 과정의 학생들은 그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된
교육적이거나 전문적인 환경에서의 주제들을 식별하고, 각 학생은 연구의 다른 분야
와 관리 가능한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것으로부터의 활동을 통해 작업한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소개하는 다음의 워크숍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연구, 쓰기, 의사소통하기,
다른 작업 지원하기를 위한 도구 활용의 연습 등이 포함된다.

3) Tinkering School 과 Brightworks
Tinkering School은 2005년도에 건축가인 Gever Tulley와 Bryan Welch가 샌프란시
스코에서 열었던 여름 캠프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8-17세 아이들에게 전동 공구를 쥐
어주고 그들이 진짜 도구와 진짜 재료를 사용해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하자는 것이 이
캠프의 근본 목표였다. 참가자들은 일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캠프 기간 동안 자기들만의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제작하고 시험한다. Tinkering School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킨
Gever는 동료 및 학부모들과 함께 정규학교인 Brightworks를 설립했다. 기존의 초중등
교육 개념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학교는 2011년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지구에서
문을 열었다. 2011년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 학교의 학생 수는 2013년에 32명으로
늘었다. 교직원은 4명의 협조자(collaborator)와 한 명의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컨설턴트는 프로젝트 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학생들 사이를 옮겨 다니며 각
프로젝트에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Kelly, 2012: 39).
Brightworks에서는 기존의 유아 및 아동 교육과 프로젝트 기반 체험실습 학습 양쪽에
서 장점들을 취함으로써 실제 생활환경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교실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고자 한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교육이념
Tinkering School의 교육이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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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보다 더 유능하다.
② 실패할 자유는 (학습과 성장에) 필수적이다.
③ 무엇이든 더 크고 더 대담하게 할 수 있다.
Brightwork라는 단어는 원래 다른 가공 없이 단지 잘 연마해서 광택을 낸 (선박의) 금
속부품들을 뜻한다. 이렇게 가공한 부품들은 페인트칠을 하거나 도금을 한 부품들과는 달
리 자연계가 부품에 침투해 부식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식여부에
신경을 쓰고 틈틈이 닦아내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Brightworks의 이념도 마찬가지다.
Brightworks에서는 페인트로 부품을 보호하듯 학생들을 현실로부터 차단하거나 보호하
려고 들지 않는다. 그보다는 진짜 현실에 직접 부딪히면서 진짜 체험을 하고 진정한 호기
심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쌓아가도록 유도한다.
이 학교에서는 실제 도구와 실제 재료 그리고 실제 문제들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배움
의 즐거움, 세상에 대한 호기심, 참여할 수 있는 능력, 큰 목표에 대한 끈기와 고집, 놀라
운 성취를 해낼 수 있는 집요함을 북돋아주고자 한다. 이 과정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진
행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부품의 부식여부를 체크하고 계속 닦아내는 것처럼 지도교사
에게 훨씬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 교육내용
Tinkering School은 체험캠프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교육내용 소개가 따로 없다. 따
라서 Brightworks의 교육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개교 첫해인 2011년에 Brightwork의
프로그램은 Arc라 불리는 4개의 교과목으로 구성되었다. 어떤 과목들은 시간이 오래 걸
리지만 탐구 단계가 아주 짧은 미니 Arc들도 있다. 이런 미니 과목의 경우, 탐구에 하루
그리고 표현에 일주일을 보낸다.

“손으로”라는 Arc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인간이 손을 사용하는 수많은 방식에 대해,
그리고 이렇게 손-중심적 특성이 우리의 두뇌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수 천 년에 걸쳐 인
간의 사고를 어떻게 조형했는지에 대해 흥미를 이끌어낸다. 이 Arc는 손을 많이 쓰는 예
술가(artists)들, 특히 개념예술을 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의 손과 재료 사이에서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교감을 통해 작품을 만들기를 좋아하는 예술가들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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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운영된 Arc에서 접촉한 예술가에는 과학자들 및 기타 손으로 일하는 직업을 가
진 전문가들이 포함되었다. 이 예술가들과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과의 만남도 포함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손에 대해 재인식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도발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그 속에서 학생들이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궁금해 만드는 것이
이 Arc의 목표이다(Kelly, 2012: 43). 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에 따르면 각 Arc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Arc 1: Cities
이 과정에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동하기 위한 기초를 배운다. 구체적으로는 자신
이 속한 공동체(작게는 Brightworks에서부터 Mission District를 거쳐 샌프란시스코
까지)를 탐색하고 이해한다. 주요 내용은 공유하기, 규범을 만들고 지키기, 사회적 책
임, 그리고 버스, 지하철, 난방, 급수, 안전체계 등과 같은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도
시체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도 포함된다.

∙ Arc 2: By hand
이 과정에서는 손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 섬세한 손기술, 손에 대한 철학적 토론,
만약 손이 없다면 어떨지에 대한 상상과 체험, 그리고 수작업 프로젝트까지 포함된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들도 초빙된다.

∙ Arc 3: Motion
이 과정에서는 물리적인 운동에 관한 것들을 다룬다. 종이비행기, 부양의 효과체험,
끌기, 기울기의 효과, 중력, 모멘텀을 다루는 Flying Fish, 위치에너지 등의 개념을
다룬 Ninja Cat, 그리고 Undead Goat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특기할 것은 이들
물리 체험을 또래그룹의 협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점이다.

∙ Arc 4: Locomotion
여기서는 전체의 틀에서 개별 기능의 의미를 이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앞서 Motion
의 내용에 다른 관점의 접근을 유도한다. Flying Fish에서는 새들에게 있어서 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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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의 생애주기와 새들이 섭취하는 먹이와 서식지, 번식과 양
육의 관점에서 이해한다. Ninja Cat이나 Undead Goat에 대해서도 다른 방식의 거시
적 접근을 제시한다.

2012년에는 다음 3개의 Arc가 추가되었다.

∙ Arc 1: Salt
이 과정에서는 소금의 모든 것을 다룬다. 세포에서, 음식에서, 놀이찰흙에서의 소금
의 역할까지. 1차 년도에 형성된 동아리들에게는 각 동아리별 특성에 따른 탐색주제
들이 주어진다.

∙ Arc 2: Fairness
여기서는 게임, 교역, 행정, 그리고 사회적 정의라는 주제들을 다룬다.

∙ Arc 3: Maps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다.)

4) High Tech High
High Tech High(이하HTH)는 Explorer Elementary Charter School이라는 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이 재단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다. HTH는 이
지역의 하이테크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려는 교육자들과 기업
가들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설립자들은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직업인 및 시민으
로서 필요한 기본 기술들을 습득하는 학교를 만든다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했다.
시작한 지 12년째인 2012년에 HTH는 11개 학교로 성장했고, 학생은 5000명, 교육자는
521명으로 늘었다. 입학은 추첨제로 이루어지며, 매년 수백 명을 뽑는데 8600명이 지원
한다. HTH는 캘리포니아주의 인가를 받은, 교사 자격증 수여기관이며 School
Leadership과 Teacher Leadership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학 석사 과정도 제공한다. HTH
는 미국 내 유일한 완전히 통합된 교수 및 학습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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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현재 이 프로그램에 속한 학교는 크게 5학년까지 해당하는 K-5 School 3개교
(Explorer Elementary, HTE Chula Vista, HTE North Country)와 High Tech Middle
로 불리는 4개의 중학교(HTM, HTM Media Arts, HTM North Country, HTM Chula
Vista), 그리고 High Tech High로 불리는 5개의 고등학교(HTH, HTH International,
HTH Media Arts, HTH North Country, HTH Chula Vista), 그리고 대학원(Graduate
School of Educat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교는 샌디에이고 지역에 위치한다.

가) 교육이념
HTH의 운영목표는 “모든 학생이 중등교육 이후의 성공을 위한 학업능력과 직업인이자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공립학교들을 개발 및 지원
하는 것”이다. HTH의 교사들은 교수와 학습에 관한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고수한다.
개인화(personalization), 성인세계와의 연관성, 보편적 지식 함양(common intellectual
mission), 설계자로서의 교사(teacher as designer)이 그것이다.
개인화를 증진하기 위해 각 학생에게는 학사지도 직원(staff advisor)이 한 명씩 배정
되어 그 학생과 가족,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학업적 발달에 대해 파악하고 조언한다. 학
생들은 프로젝트 작업을 통해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 무선기기들, 프로젝트
용 실습실, 작품 전시 공간 등이 지원된다. 또 개인별 디지털 포트폴리오에는 학생들의 최
고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HTH는 학생들에게 성인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배
움의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예컨대,
성인의 일터에서 하루 동안 그를 따라다니며 보고 배운다거나 그룹 프로젝트로 지역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외부의 성인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논한다거나 지
역 기업체나 기관에서 한 학기 동안 인턴으로 일하는 식이다. 학생들은 능동적인 시민으
로서 지역사회와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 HTH의 시설들은 현대의 일터와 닮아 있다. 창이
있는 세미나실, 소집단 학습 및 프로젝트 공간, 최신 기술을 갖춘 실험실, 언제 어디서나
노트북 컴퓨터로 접속 가능한 무선 인터넷, 작품과 시제품을 전시하는 공용 공간 등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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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H는 보편적 지식 함양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입준비를 위한 공부와 기
술 교육을 구분하지 않으며 학생의 능력별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트래킹(tracking)도 없
다. HTH의 모든 학생은 엄격한 교과과정을 통해 대학과 직업세계에서의 성공을 위한 준
비를

갖추게

된다.

학생들이

개발․진행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기반

(performance-based) 평가가 이루어진다. 모든 학생은 인턴십, 졸업 프로젝트, 개인 디
지털 포트폴리오를 완수해야 한다.
학교들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서 추구하는 High Tech는 이공학 뿐만이 아니라
예술분야에도 해당한다. 모든 분야에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으로 기존의 학교에서보다 더 혁신적인 훈련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모두 학생 개개인 단위의 개별화된 학습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실질
적이고 진정한 학습을 제공하고자 한다. HTH의 CEO이자 대학원 학장이며, 학교 창립 때
교장을 지낸 Larry Rosenstock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모든 이가 서로를 상대로 경쟁하는 식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 우리 사
이에는 조금의 경쟁도 없다. 서로에게서 배울 뿐이다. … 우리는 규칙이 거의 없
다. 우리는 교내방송 시스템이 없고, 그래서 버스터미널 같은 분위기가 아니다.
(수업시작 등을 알리는) 종소리도 없다.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된다.
손을 들거나 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처럼 정중하게 행동한다. 볼테
르가 말했듯,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단지 기술을 소비하는 것보다
는 기술을 생산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기술을 생산하는 것은 기술을 소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술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기술을 생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혁신과 창의의 역할을 맡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고, 또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매력적인 일이기도 하다.
(Kelly, 2012: 76-77)
Larry Rosenstock에 따르면 창의성이란 기존 지식을 용도에 맞게 고쳐서 새로운 지식
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매쉬업(mash-up; 두 개 이상의 기존의 곡을 섞어서 만든 음악옮긴이)이나 샘플링으로 음악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즉, 창의성이란 기존의 것들을 합
쳐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HTH는 기술의 습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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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식을 이와 같이 매쉬업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해보는 체험을 제공하려고 한다. 그 결
과 학생들은 자발적인 학습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자발적 동기의 발현은 HTH의 학
생들이 발간한 60여권의 책을 통해서도 드러난다(Kelly, 2012: 81-82).

나) 교육내용
HTH의 모든 교과목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전통적인 언어, 수학,
과학 등의 구분을 따르지 않으며 다과목간의 통합이 기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는 학교마다 매 학기마다 학생의 특성이나 요구에 맞추어 계속 구성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커리큘럼의 형태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HTH에서는 앞서 기술한 4대 원칙 중 하나인 ‘설계자로서의 교사’라는 개념에 따라 교
사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혼자 알아서 일하는 대신 학제적 팀을 이뤄 50-70명의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는 일정표상 팀티칭, 공동 계획,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작업 기반(work-based) 학습을 위한 시간과 기타 학교 밖 세계와의 정기적
교류를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교사들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합 프로젝트와 공통 평
가기준 등을 스스로 개발한다. 심지어 교육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자신들이 직
접 학생들에게 제공할 프로젝트를 수행해보기도 한다.

‘설계자로서의 교사’가 협업을 통해 제시한 학습과제들에 대해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혹
은 소집단을 이뤄,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추진한다. 이런 조사와 설계,
제작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개발한다. HTH의 모든 교육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사가 연 초에 세운 전체 계획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런 특성도 창의인성의 개발에 필요한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HTH의 PBL resources 사이트에 소개된 HTM Media Arts학교 9학년의 수학/물리 프
로젝트의 목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다(PBL Resources).
만화책 프로젝트, 음악제작 프로젝트, 전자칠판 게임 프로젝트, 자원소비 감소 프로젝트, 물리
학원칙을 이용한 폰트디자인 프로젝트, 로봇 프로젝트, 핀홀카메라 프로젝트, 30일간 작은 생활
습관 변화시키기 프로젝트, Tessellate 디자인 프로젝트, 화학식을 이용한 레크리에이션 개발 프

Ⅳ.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가별 사례 분석

129

로젝트,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물리학 표현하기 프로젝트, 물(water) 프로젝트, 각자의 고유앨
범 만들기 프로젝트, 트럼프 게임을 이용한 확률이해 프로젝트

5) Puget Sound Community School
1994년 Andy Smallman과 Melinda Shaw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로 2009년에
Daniel Pink(2009)가 쓴 <Drive: The Surprising Truth About What Motivates Us>에
소개되어 관심을 모은 학교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Puget Sound Community
School(PSCS)을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급진적이라 할 만큼의 자율성을 제공함으로써 모
든 학생에게 동일한 교육을 추구하던 기존의 학교들과 완전히 정반대의 사례를 만들었
다.”라고 소개했다. 중등학교와 고등학교(6학년부터 12학년까지)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
며,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의 규모는 2012년 자료에 따르면 학생 38명, 교사 4명, 관
리/행정직 3명, 행정보조직 1명이었고, 2013년에 47명의 신입생을 모집했다. 시애틀의
Dearborn 스트리트에 위치해 있다.

가) 교육이념
이 학교 교육이념의 핵심은 자율성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 개발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에
있다. 학생이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Self-motivated) 스스로 제어하고(Selfregulation), 자기 반성(Self-reflection)을 할 때 최고의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
히 21세기에 요구되는 기술의 습득은 우선 개개인의 개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기반
으로 학생들이 자신들만의 편안한 영역에서 벗어나 세상을 자발적으로 탐색하면서 학습
과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
학습에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 공동체에의 참여도 포함된다.
인간의 능력은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찾아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질 때 강화된다. 이
자유는 중요한 질문을 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자신의 시간과 활동을 자신에게 가장 적합
한 방식으로 구조화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PSCS에서는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개
발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의식을 강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 개개인이 매년 자기 담당 지도교사와 함께 올해 달성하고 싶은 단
기와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계획을 세운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설정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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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인의 계획을 기초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과 활동프로그램들을 만든다. 여기
에는 교직원이나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를 추가하기도 한다. 학생들은
자기만의 다중 개별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봉사 프로
젝트 및 현장 학습에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교육에서 요구되던 전통적인 과목
의 내용들도 전부 다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교육과는 달리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내적 리듬과 속도에 맞춰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학교 측은 영어, 수학, 과학
등의 전통적인 과목(또는 대학진학 필수과목)들의 수업을 제공하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
강을 강요하지는 않는다. 교사/교직원들의 임무는 학생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활동을 추구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단지 배우는 것이 재미있다는 이유에서 자
발적으로 여러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
학기 말에는 다음 학기의 수업시간표 만드는 과정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이 기간 동
안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의 개설을 요청하고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은 자신이 가
르치고 싶은 과목을 홍보한다. 그런 다음, 모두가 협의에 참여해 개설될 과목과 그 수업의
요일, 시간을 결정한다.
교과목 중에는 55분짜리 수업들도 있고 70분짜리 수업들도 있으며 1주일에 한 번 하는
수업도 있고 두 번 또는 세 번 하는 수업도 있다. 이 외에도 집중수업 주간(Intensives
Week)이라는 것이 있어서 학생들이 한 과목(예를 들어 “음악 만들기”나 “홀로코스트와 레
지스탕스”)을 정해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 종일 수업에 참여하며 55분짜리 수업에서는 얻
기 힘든 깊이 있고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나) 교육내용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교육내용은 학생 개개인에 따라 전부 다른 것이 원칙이다.
단 졸업을 위해서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 최근 3년간 학교
에 등록하고 학년을 마쳐야 하는 것에 덧붙여,

① 자신의 열정을 더욱 불태우며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지
금까지 성취한 결과를 넘어서는 야심찬 졸업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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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원의 가이드를 받아 자신이 보낸 지난 학년을 통합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신념을 기술한 글(credo)을 작성하고 졸업식
에서 발표해야 한다.

③ 개인 졸업 프로젝트와 개인 신념과 원칙에 관련해서 교직원들과 함께 졸업학년 세미
나 및 지역사회에 정해진 수준 이상 참여해야 하고 학교의 핵심 책무(core
commitments)를 지켜야 한다. 즉,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성실성(integrity)을 실천
하고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한다.

6) Da Vinci Schools
2009년에 개교하여 2010년 교육기관인증을 받은 독립 공립 Charter School로서 미국
LA에 위치해 있다. 디자인/과학특화 고등학교인 Da Vinci Design Highschool, Da
Vinci Science High School이 가장 먼저 설립되었으며, 2011년에는 Da Vinci
Innovation Academy를, 2013년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대학 하이브리드 과
정인 Da Vinci Communication을 추가 개설해서 현재 4개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LA의 위스번 K-8 학교구역에 위치한 비영리 지역교육자치단체인 Wiseburn 21st
Century charter School 재단에 의해서 운영된다. 이 학교의 이름은 물론 레오나르도 다
빈치에게서 딴 것으로 개교준비 워크샵에 참여한 학생들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빌 게이
츠 재단이 후원하는 Next Generation Learning Challenges 기금의 지원 대상 학교로 선
정되었다.
학생/교직원 수는 2014년 현재 Da Vinci Innovation Academy(8학년 대상) 270/20
명, Da Vinci Design Highschool이 502/35명, Da Vinci Science High School이
505/41명, Da Vinci Communications이 64/6명이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일일출석
률이 97%이고, 98%의 학생들이 대학입학 자격을 달성했으며, 2013년 졸업생 전원이 단
과대학입학 허가를 받았고 그 중 78%는 4년제 대학입학허가를 받았음을 홍보하고 있다.

가) 교육이념
이 학교의 교육목표는 모든 졸업생을 협력적이고, 충분한 지식을 쌓고, 자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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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성찰능력이 있으며, 대학에 진학가능하며, 경력을 쌓을 준비가 되어 있고, 공동체의
식이 있는 개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졸업생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를 몇
가지 비인지적 역량으로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엄격성(rigor), 관련성(relevance), 관
계(relationships)이라는 3R로 요약된다.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21세기 직업 환경에 요구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대학진학 준비를 위한 교육과정을 결합하여 실생활 중심의
적극적인 학습과 인턴십 그리고 조기 대학수업 이수 등을 실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실천
학습(learn by doing)”(여기서는 이를 창조를 통한 교육이라는 의미로 “edu-creation”이
라 부른다), 실제의 문제와 과제를 해결해가는 학제 간 프로젝트를 통해 정보를 수동적으
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주도적인 학습자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자율적으로 사
고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는 존재로 성장한다.
이 학교에서도 성취도 평가를 하지만 표준화된 시험은 다양한 평가방법 중에 하나일 뿐
이며, ‘시험을 위한 교육’을 지양한다. 이런 교육방식에서는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기계
적으로 암기하고 곧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나) 교육내용
이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통합교과를 운영 중이다. 프로젝트는 계
속 만들어지고 변화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 교과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① Listen to ME! - 8주간 9학년생들 대상으로 다빈치 학교와 협력관계인 디자인 회사
Karten Design의 연구자와 디자이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회변혁에 대한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는 헤드폰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로 이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을 위한
연구와 사고방식, 컨셉 창안, 프로토타입 개발, 문제해결, 혁신, 협업 등에 대한 실
질적 경험을 한다.

② Don't Hate the Game - 다빈치 스쿨 버전의 라스베가스 프로젝트로서 다빈치 과학
고의 기하학 클래스 학생들이 라스베가스 스타일의 카지노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젝
트다. 그 과정을 통해 통계와 확률을 배운다.

Ⅳ.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국가별 사례 분석

133

③ Soda, Inc - 10학년생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서 회사를 세우고 회사의 사업전략을
세우고,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 단가를 계산하고, 제품 홍보계획을 세우고, 이를 히
스패닉 소비자 대상 광고로 기획하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광고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체험한다.

④ Temperature and Calories - 차가움과 뜨거움, 내 몸이 섭취하는 음식의 열량과
소비하는 열량 등 열량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화학교과의 프로젝트이다.

⑤ CSI: Da Vinci - 학생들이 범죄현장을 만들고, 그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여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과 수학 공식을 이용한 추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프로
젝트이다.

7) The d.School K-12 LAB : Stanford University
미국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창업프로그램인 d.School의
프로젝트로서 학생보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 역량강화 기관이다. d.School은 일
종의 부트 캠프로서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 디자인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고 지
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실제 런칭하는 프로젝트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현장을 대상으로 거기서 요구되는 도구나 시스템이나
기술을 디자인하고 사업모델을 창안해서 교사와 멘토를 통해 이를 발전시키고 실제로 창
업을 하고 성공한 경우에는 되돌아와서 다시 학교의 멘토로서 기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원래 이 부트 캠프는 대학생 이상의 성인들 대상 프로그램이지만 K12 Lab은 이를 고등
학교 대상으로 확대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은 단지 학생만이 아니라 자신의 학교와 교실을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고 싶은 교사와 교장 교감, 자기 자녀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도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도 대상으로 한다.

가) 교육내용
d.School에서는 아이디어의 개발과 검증, 즉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를 가르친다. 이 문
제 해결적 사고는 아래 표와 같이 크게 5단계의 프로세스 로 구성되며, 각 단계는 기술수
준에 따라서 다시 4개의 수준(Skill Level)으로 나뉜다. <표 IV-9>에 나타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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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감정이입(Emphathy) 단계로써, 이 단계에서는 개방형 조사, 인터뷰, 다양한 관
찰과 측정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찾아낸다. 2단계는 문제의 정의(Define)단계
로, 조사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배운다. 매핑(Mapping) 기법이나 은유까지 레벨
별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3단계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Ideate) 단계이다.
단순 브레인스토밍에서부터 크라우드 소싱에 이르는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기법을 사용한
다. 4단계는 창안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보는 초안(Prototype) 단계이다. 도면으로
구현하는 것에서부터 실제적인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다. 마지막
5단계는 검증(Test)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초안을 남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통해 검증받는 수준에서부터 직접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단계
까지 다양한 수준이 있다.

<표 Ⅳ-9> d.School의 교육과정 개요
Empathy

Define
1.POV Madlibs

Ideate

Prototype

1.Simple
1.Paper
Brainstorming
Prototype
2.Paper_clip
Brainstorm

Test

Level 1

1.Open-ended
Questions
2.Video
observation
3.Space
Saturation

Level 2

1.Basic
1.Empathy Map 1.Brainstorming 1.Physical
1.4 quadrant
2.other mapping with Rules
Prototype
test
interviewing
skills
techniques
2.looks
2.Observation vs like Journey
like/works like
interpretation
mapping
3.Field notes
1.Want Ad
2.2X2s

Level 3

1.how/why
laddering
2.Walk in the
Moccasins
3.Whose Life

1.Visual
1.Role Playing
Brainstorming 2.Prototype to
2.Bodystorming
decide
3.Identify a
variable

1.Testing
Scenarios
2.Evolution of a
prototype

1.Powers of 10
2.Community
map

1.Metaphor

Level 4

1.Crowd
Sourcing

1.Surveys
2.Real-World
Testing

1.Prototype
intangibles

1.Basic
Presentation

출처: https://dschool.stanford.edu/groups/k12/wiki/332ff/Curriculum_Home_Pag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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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미국 교육 개혁은 현행교육 시스템의 유효성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21세기에도 초강대국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문사회분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적 측면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
미국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크
게 공교육의 정상화, 조기교육의 체계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교육목표의
확대이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형평성과 질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한다. 형평성은 모든 학생들이 최
소한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중퇴자를 줄이고 고등학교까
지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오바마 정부 이전부터 추진되던 정책이다.
질적인 보장은 모든 졸업자들이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강화하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기회와 경제적 부담의 개선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취학 이전의 교육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저소득층이
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보건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한 조기 교육의 체계화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요구가 있는 아동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이다. 이전
에 비해 영재교육에 대한 보다 개방적인 접근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STEM,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교육의 강화
이다. 이는 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ICT 분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에 관련된 기반 지식
을 강화시키려는 정책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STEM 교육의 특징은 단순히 관련분야에 대
한 지식의 습득만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최근 부각
된 코딩 교육의 목표도 프로그램 제작 능력 자체의 습득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래밍을 통한
논리적 문제해결 사고의 체화에 있다. 마찬가지로 수학이나 과학교육은 궁극적으로는 장
래 미국 사회를 구성할 학생들로 하여금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체화하도록 하기 위
한 것이다. 이공학계는 아니지만 Da Vinci School과 같은 디자인 학교에서 디자인적 사
고를 강조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지금까지 소개한 학교들의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특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체적인 학교들의 사례에서 부각되는 특징은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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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뢰와 강조, 실제적 문제해결력 강조, 학교와 가족 및 커뮤니티와의 상호신뢰 그리고
학교 자체의 자율성이었다.
<표 Ⅳ-10> 미국 창의인성교육 학교사례 개요
학교

대상연령

규모

교육방향

Pacific Rim

8세-19세

3개 학교
학생505명
교원 40명

∙ “Gambatte”, “Kaizen” 등 인내, 성실 등을
학교 핵심 가치로 함
∙ 비인지적 역량평가 도구 활용
∙ 취업 등 지역사회, 기업 연계

Bright Works

6세~12세

단일 학교
학생32명
교원 5명

∙ 학생의 자발적 동기 강조
∙ 실제적 현실 참여 학습
∙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

8세~19세

12개 학교
학생 5,000명
교원 521명

∙ 학생의 자발적 동기 강조
∙ 실제적 현장 참여
∙ 지역사회 연계
∙ 설계자로서 교사역할 강조

12세~19세

단일 학교
학생 85명
교원 8명

15세~19세

4개 학교
학생 1,341명
교원 102명

HTH

PSCS

Da Vinci
School
d.School K-12
Lab

18세~성인

∙ 학생의 자발적 동기 강조
∙ 학생의 자율성 신뢰, 반성기회 제공
∙ 교사와 학생의 협의에 의한 교과 설정 및
진행
∙ 실생활, 직업현장 중심 학습과 인턴십
∙ 대학진학 및 학습능력 확보
∙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 학생/교사 역량강화 과정
단일프로그램
∙ 문제해결역량/기술 개발
학생 수 및 교원 수 NA
∙ 실제 프로젝트 진행

본 사례분석 대상학교들은 모두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Bright Works나 HTH가 그러했으며, PSCS는 아예 학생이 교사와
협의하여 한 학기동안의 자기 교육과정을 결정했다. Pacific Rim의 경우 학교의 핵심가치
를 일본의 전통적 가치로 정하고, 미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
고 정신을 발전시키는 작업을 10여년이 넘도록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남의 것을 모
방하거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낮선 문화를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체화과정을 통하여 ‘풀
뿌리’ 인성교육이 행해지는 우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학교의 전통이나
문화와 밀착되지 않은 ‘보고 베끼는’ 식의 창의인성교육은 효과적일 수 없다는 교훈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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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있다. 한편 교육체계는 학생의 자발적인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
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교육자들은 학생의 자발적인 흥미와 동기가 창의성의 근간이라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특징은 실제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강조이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교과과정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정한 과제를 찾고 그 해결책을 설계하여 실제로 이를 구현하는 과정
으로 진행된다. Bright Works에서는 6살 아동에게 성인이 사용하는 톱이나 망치를 사용
해서 실제 목재를 자르고 다듬어 건축물을 만들게 한다. HTH에서는 실제 자신들이 살아
가는 지역사회에 대한 탐방을 바탕으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찾아내도록 한다.
교육내용 역시 진짜 직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진짜 대학에 진학했을 때 요구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Da Vinci School에서도 인턴십 등을 통해서 실생활과 실제
현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에 교육의 중점을 둔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생태학적 맥락도 중요하다. 우선 학생 가족 및 커뮤니티
와 학교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Tinkering School과 같은 모험적
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는 교육방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라는 학교 핵심구성원들의 상호신뢰와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철학에 대한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학교의 교육 방침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유, 이에 동의하
는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사례들은 대부분
이 사립의 소규모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 같은 이유로 국
가 정책의 일환으로 대규모로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비용도
문제이다. 학생 대 교사의 비율, 높은 전문성과 동기를 갖춘 교사, 학생들의 자발적인 탐
색을 허용할 수 있는 교육환경은 모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Brightworks
의 1년 학비는 2만5천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또한 많은 학교사례에서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음은 주목할 필요
가 있다. HTH에서는 설계자로서의 교사를, d.School은 처음부터 교사의 역량강화를 목
표로 설립되었다. 이는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과였다. 교사에게 추가 자원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를 부담
시키거나, 더 많은 보고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는 교사의 역량강화나 자발적인 참
여를 얻어낼 수 없다. 교육 개혁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는 결국 교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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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 사례에서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
분의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한 유효한 교육기술의 습득과
심리적인 자기효능감의 확보를 추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살펴본 모든 학교사례는 지자체 혹은 기업과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교육철학을 구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
라 무엇이 학생에게 최선인지에 대한 검증된 신념을 기초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
가족과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사례들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형성되었고 각각의 학교는 서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
었다. 창의성이 다양한 관점과 접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자율
성을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 어떤 창의성 교육 정책도 개별 학교
들의 개성을 존중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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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비인지적 역량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주제로 국제기구를 비롯하여 주
요국들의 최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먼저, 국제기구 및 주요국들의 분석을 통하여 창의인성교육에 관한 몇 가지 공통적인
교육개혁의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주요국들은 창조경제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21세기 핵심역량이나 가치를 설정하
고 이를 기반으로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이 조화롭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창의인성교육의 교육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둘째, 미래의 노동시장과 고용환경에
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도전정신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창의인성교육
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교육이나 진로교육에 관한 교육투자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셋째, 평생학습이나 모든 이를 위한 교육에서는 창의성 교육을 수월성의
관점에서보다 평등성의 관점에서 보고, 자아실현이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복지정책
에 대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은 수월성 교육, 인성교육은 평등성
교육이라는 일대일 대응관계에서 벗어나 창의인성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
다. 마지막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교 밖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성과 신
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의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학습자 자기평가 및
평가방식의 다양화,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창의 인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창의성에 바탕을 둔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심리학,
뇌과학 그리고 교육학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창의성의 발현은 치밀하게 분석적이고 지적
인 활동보다는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를 실행할 수 있는 동기, 추진력 그리고 일관적인 패
턴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소를 ‘인성’이라는 개념으로 표시할 수 있다면 결국 창의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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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은 핵심적인 ‘창의적 인성’ 혹은 ‘창의인성’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
라서 창의성의 발현이 지적으로 집중된 활동이 아니라 비인지적이고 인성적인 활동에 근
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창의성을 위한 교육 역시 비인지적이고 인성적인 측면에 강
조를 두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비인지적 역량이라는 용어는 성격특성, 인성기술, 인성강점 혹은 사회 정서적
능력 등의 용어로 대체되거나 구체화되고 있다. 따라서 비인지적 역량을 통한 창의인성교
육이란 창의성 교육과 인성교육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창의성과 인성이 서로 균
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념 틀에 기초하여 다양한
국제 사례에서 발견되는 창의인성교육의 사례를 세부적으로 논의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의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각 국제 사례에서 발견되는
비인지적이고 인성적인 창의성 교육의 방법, 동향, 그리고 정책적인 사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주요국들의 동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Martin Prosperity
Institute에서 2011년 발표한 글로벌 창의성 지수(Global Creativity Index: GCI)를 근거
로 분석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GCI는 창의성의 측정 요소로서 테크놀로지, 재능
(Talent)와 같은 요소 이외에도 관용(Tolernce)과 같이 사회 정서적 능력이나 집단 창의
성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CI 점수와 국가들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 아시아의 싱가포르, 유럽의 핀란드, 북
미의 미국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창조경제 사회에서 필요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 국은 비인지적 역
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뉴질랜드는 이미 2002년 교육법을 통해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 혹은 직업교육에 이르
기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에 ‘창의성’, ‘태도’ 및 ‘가치’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기
초하여 사고(thinking), 언어, 상징, 텍스트의 사용(using language, symbols, and
texts), 타인과 관계 맺기(relating to others), 참여와 공헌(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의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설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의 3단계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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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국가교육과정은 학교교육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와 일반적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학교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지역사회 및 학생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가치(values),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학습영역(learning areas)을 포함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제공되는 학습기회를 통해 학생
들은 스스로의 역량을 길러나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적 관점과 연계된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 대해 합의를 하고 있다.
핵심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지시사항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개별 학교는 국가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적용을 위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하여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TNIS), Karori Normal School(KaNS), Kelburn Normal School(KeNS)의 사례
를 소개하였다.
세 학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우선 교사 협동 혹은 교사 연수를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TNIS에서는 교사들 간의 토론과 브레인스
토밍을 통해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를 시작했으며 KaNS에서도 역시 학교 전체 교사연수
를 통해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합심하여 핵심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이해로부터 교육과
정의 적용을 시작하였다. 교사들의 핵심 역량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과정은 KeNS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로 뉴질랜드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학교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교사들의 협
력, 때로는 교사-학생의 협력을 통해 핵심 역량 교육과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교
수방법의 개발이다. TNIS의 경우 학생들이 다섯 가지 핵심 역량15)에 대해 반성 일지
(Reflection diaries)를 써보는 경험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부모와 공유하게 하였
다. KaNS에서는 교사의 자기 관리와 학생의 자기 평가를 도울 수 있는 시범 루브릭을 개
발하여 핵심 역량의 이해에 적용하고자 하였으며 KeNS에서도 역할극, 토론 그룹 등을 활
용하여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적용에 도입하였다.
마지막으로 KeNS의 사례에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에 가장 부합하
는 교수방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시각 예술 및 공연 예술을 통해 핵심 역량
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의 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 작품이나
15) 사고, 언어 및 상징, 텍스트 사용, 자기관리, 대인관계, 참여 및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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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을 창조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위해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활용
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다민족이 함께하는 작은 도시 국가로서 괄목할만한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
으나 21세기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중시하고 아울러 다민족
을 포용할 수 있는 인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해 왔다. 창의성 교육을 위해 비판
적･창의적 사고를 배양하는 교수법, 교과 내용 감소, 평가 방법의 개선을 포함한 ‘생각하
는 학교, 학습하는 국가(Thinking Schools, Learning Nation)’이라는 교육개혁을 단행
하였고, 창의성 및 혁신을 추구하고자 교육의 정보기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추구하고 있
다. 싱가포르에서 창의성, 즉 비판적 그리고 혁신적 사고는 타인에 대한 존중, 책임감, 통
정, 보살핌, 복원력, 조화와 같은 인성, 즉 비인지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싱가포르 교육부는 21세기 역량(The 21st Century Competencies)의 구조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심에 핵심가치(Core Values)로서 인성(Character)이 자리
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인성 시민 교육(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CCE)을
도입하여 사회통합과 국가시민의식을 강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성 시민 교육에서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

사회에

대한

인식(social

awareness),

자기관리

(self-management), 관계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
(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 사회정서역량에 초점을 두고 이를 학교 교
육과정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인성 시민 교육의 특징은 핵심 역량과 이를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지시
사항만을 포함한 뉴질랜드와는 달리 국가교육과정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구현하기 위한 구
체적인 주제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자기 자신, 가족, 학교, 지역사회, 국
가 수준에서 각각 정체성(identity), 관계(relationship), 선택(choices)의 관점에서 제시
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국가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도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
에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 사고(consideration), 경험 학습(experiential learning),
인지 발달(cognitive development), 수정 가치 명확화(modified values clarification)가
포함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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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가치를 파악할 수 있고, 사고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과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진다. 경험 학습에서는 경험, 관찰, 반성, 적용의 순환 과정을 경험하고, 인지 발달
을 위해서는 도덕적 딜레마를 통해 자신들의 행동에 잠재되어 있는 동기와 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정 가치 명확화는 교사, 동료들과의 대화나 협동학습을 통해 자신
의 행동과 감정 패턴을 점검할 기회를 준다.
싱가포르의 경우 인성 시민 교육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서역량과 교수-학습 방법은
창의성 교육을 위한 여건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스토리텔링, 역할
놀이, 대화하기(dialoguing),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그룹 활동(group work)
등은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 유익한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핀란드에서 창의인성이란, 현재 개정중인 2016 국가핵심교과과정 안에 기업가 정신
(entrepreneurship)에 대한 교육 및 혁신과 더불어 그 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창의성을 교육의 수월성과 연결하여 설명하려는 관점이 아닌 협동이나 평등, 즉, ‘개
인적 창의성’보다는 ‘집단 창의성의 관점’에서 ‘모든 평생학습자의 창의성 구현’으로 설명
하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 교육이란 단순한 재능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한편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창의성
발현을 위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자체를 ‘공공선’이나 ‘다문화주의’, ‘환경 친화적인 개발’과 같이 과
목중심이 아닌 ‘주제중심’으로 운영하거나, 평가방식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
하는 ‘자기평가(self-assesment)방식’을 확대하고 있다.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학교와 공동으로 교수방법 개발하는 ‘학습 연계(Learning Bridge)’, ‘융합교육
루마떼(LUMATE)’,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와 사회 및 지역공동체와 연
계하여 진로발달 및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나의 기업도시(Yrityskyl)’ 프로그램 등과 같
은 인지적 학습이 아닌 비인지적이고 체험적 활동을 통해 창의인성교육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핀란드 교사들은 단순히 지식전달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들의 자질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컨대, 고등학교 교사들의 경우에는 모두 석사학위를 가
지고 보다 전문적인 경험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친다. 일부 과목의 내용수준은 한국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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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수준이다. 한편 생활지도 카운슬러 및 특별 교육 교사를 통해 학습과 문제가 있는 학생
들을 지원하며, 특별 교사는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교육에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학
습자들을 돕는다.
융합교육의 한 형태인 LUMATE는 자연과학(Luonnontieteet)과 수학(Matematiikka),
공학(Tekniika)의 합성어로 13~17세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LUMATE는 자
연과학과 수학, 공학과 관련된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연과학과 수학, 공학, 스포츠 등을 융합한 방과 후 활동을 통해 이를 고취시키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수학과 과학 예비 교사들을 위한 학위
과정과 연구를 병행함으로써 예비교사들이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교과목 교사와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의 평생학습을 장려하기 위해 재직 교사 훈련,
워크숍, 여름학기, 기타행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탐페레시 LUMATE 융합교육 센터는 탐페레 공대와 탐페레대학교의 생의학
기술학과, 정보과학과, 교육학과가 함께 참여하여 대학과 초중등 학교, 기업체들과 협력
연계, 과학캠프 및 클럽활동, 아동을 위한 상호웹진과 출판을 통해 수학과 자연과학, 공학
을 연계한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와 병행하여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지자체와 EU의 공동 협력으로 학
습연계(Learning Bridge) 프로그램을 2009년부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럽사회기금과 지역의 교육훈련 제공자와 20여개의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수, 상호학습, 행동기반 학습, 탐구기반 학습, 미래학습, 디지털 스토리 학습,
수업 안에서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개발, 선행학습 인증을 위한 포트폴리오 작성법, 협
력과 협동학습 등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교육 개혁은 주로 공교육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조기교육을 강화하
고 과학기술 발전을 반영한 STEM 분야 교육자원 확보와 같은 미래사회에 대비한 변화도
도모하고 있다. 조기교육 분야의 강화 정책에는 일반적인 보건복지서비스와의 연계성뿐
만 아니라 창의적 인재의 조기발굴과 교육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의 정책
이 포함된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의 강화는 ICT 분야뿐 만 아니라 전반적
인 신기술 기반지식에 대한 교육의 강화로 이어져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체화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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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이다.
같은 맥락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이나 디자인 교육 등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단
순한 산업인력의 육성이 아니라 디자인적 사고, 프로그램적 사고와 같은 21세기 환경에
걸 맞는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컴퓨
터 코딩(coding) 교육의 목표는 단순프로그래머의 양산이 아니라 논리적 문제해결 사고의
체화에 있다.
창의인성교육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된다고 하기 보다는 각 지역단위에서 자
발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는 그러한 교육의 공공성을 승인하는 정도
의 개입만을 하고 있다. 이는 창의성의 기본 조건과도 일치한다. 진정한 창의인성교육은
교육자들의 창의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창의인성교육의 기반에는 미성년자인 학생들의 의지와 동기와 잠재력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다. Bright Works나 High Tech High(HTH), Boulder Journey
School을 포함한 대부분의 창의인성교육기관들은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대한 신뢰를 바
탕으로, 학생의 자발적인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을 운영한다. 심지
어 Puget Sound Community School(PSCS)는 학생이 자신의 교육과정을 스스로 결정하
게 한다.
미국의 창의인성교육의 다른 특징은 실용성이다. 창의력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 아니라 문제해결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창의인성교육 학교의 교
과과정은 문제해결 프로젝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6-8세 아동들에게 실제 톱을 작동
시키게 하는 Bright Works의 교육이나 실제 환경에 대한 탐색을 기반으로 교육내용을 구
성한 HTH의 사례는 이들 학교가 단지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
는 생활맥락에 적절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
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창의인성 학교에서는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도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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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 제언
첫째,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비인지적 역량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진
행 중인 교육과정개편 논의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창의
성이란 한 개인의 창의적인 인성 특성이라고 볼 때, 이는 인지적으로 뛰어난 재능만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개인이 타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인지적인
역량들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학생의 관계 형성에서 실패에 대한 관용이
나 도전, 격려 등 정답이나 결과 중심의 교육이 아닌 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 자기 주
도적 태도, 끈기, 열의 등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에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실패로부터 배
우고 이를 다시 회복함으로써 창의성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통해 습득하도록 교육 환경을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과정에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아닌 비인지적 역량 혹은 사회 정서
적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내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주요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입시 준비단계에 있는 학년에서도 예술, 음악, 스포츠, 직물 수공예 등과
같은 교과목들을 통해 비인지적 역량 교육에 초점을 두고 대학 개론 수준의 심리학, 상담
과목 등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여 학생들의 창의인성교육의 폭이나 깊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 교육과정 개편 논의를 통해 이를 반영하는 한편, 주요국들의 사례
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핵심교육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창의인
성교육의 성격으로 볼 때,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강제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아닌 폭넓
은 학습지침으로서 단위학교와 교사들에게 더욱 자율성과 책무성을 주는 것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설계에 기초하여 현장에서 교사들은 전반적인 학생들을 위한 수업과
개별학생들에 맞춘 별도의 학습계획을 균형감 있게 구안하여 학습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
록 새로운 학습계획안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창의인성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지필검사 위주의 평가방식이나 교사
중심의 평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앞서 뉴질랜드나 핀란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각 국의 교육평가 시스템 자체가 신뢰와 책임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시험에 교
육평가를 의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평가는 학습 과정 중에 지속되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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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자기 평가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학습에 대한 평가를 시험위주나 정답 찾기 위주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
고나 문제제기, 문제해결을 위해 의미 있게 새로운 질문들을 생성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이러한 인성기술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평가방식에서 학부모와 교사, 학생간의 대화를 통한
자기평가 방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예컨대, 학기 중간과 학기말에 학부모와 면담과정
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며,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그리하여 평가의 목
적을 학업성취에 두는 것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성찰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두며, 이러한 자기평가를 통해 개인이 지닌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란 공급자의 시각이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한편 학업성취도 검사와 같은 필답식의 단순지식 평가를 지양하고 지식을 실생활에 적
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개발해야 한다. 예컨대,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평가 결과
는 지자체 학교들이 학습 환경을 비교하고, 좋은 사례들은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Tablet PC 등 뉴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의 결과나 협동 학습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적용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기에 도전정신과 기업가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직
업교육 및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창조경제의 창조적 일자리에 대한 요구 및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처로서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
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고 도전적이거나 창조적인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재와 같은 직업선택의 풍토에서는 미래 창조경제에 적절히 대응
할 수 없다.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사회에서 과감
하게 수용할 수 있는 관용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갖추어질 때, 집단 창의성
이나 글로벌 창의지수(GCI)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은 직업세계에서 어떻
게 일할 것인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들은 창의성 구현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정체성 차원의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관여수준을 높이고 교사나 학부모 등 주변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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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대화하는 한편, 특별 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개인적인 진로계획을 별도로 제공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 안과 밖의 교육현장에서 학습자 개인의 창
의성 구현을 위해 적합한 직업교육이나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통해 끈기, 도전, 기업가 정
신 등의 인성기술, 비인지적 역량을 습득함으로써 미래에 직업세계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창업 백신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앞서 핀란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Learning Bridge’나 ‘나의 기업도시’ 프로그램 등
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공식교육과 비공식교육을 연결함으로써 직업 및 진로교육 분야
에서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형에서는 정규 교육과정에 기반 한 학습모듈을 통해 6학년
(12~13세)부터 교과과정 안에서 기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마다 특성 있는 작
은 마을을 조성하여 만든 학습 공간인 ‘나의 기업도시’에서 학생들이 선배인 대학생과 교
사의 지도로 근로 체험을 시작한다. 이러한 사례는 학생들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경제와 사회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 대한 정체성을 키우기
위한 혁신 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향후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볼 만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한국의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제 간 융합교육이 요구된다. 창의인성교
육이란 인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인 학습자를 특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과정에 개입시킴으로써 개
인의 창의성 및 정체성, 자아실현을 학습의 기본적인 목표로 한다. 융합교육은 과목 간의
경계를 허물고 협력이나 통합적인 관계를 촉진함으로써 교수학습의 내용의 깊이나 범위
를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일종의 학습자의 동기 유발을
위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각 과목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벽을 허물어 개방
성(openness)을 기반으로 한 학습자의 호기심이나 창의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핀란드 루마떼 융합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아동과 청소년 과학자 육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핀란드 과학의 부흥이란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다. 이는 핀란드식 창의인
성교육의 철학의 실현을 위해 지난 20년이 넘게 핀란드가 융합교육을 하나의 중요한 교육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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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경우에도 창의인성교육 차원에서 융합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한편 창의인성교육의 하나의 모델로서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앞서 언급한 원래의 취지로 볼 때,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부터 지자체와 학교, 기
업이 함께 생애 주기와 학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교수법과 실천 자료들을 함께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합교육은 학생을 위한 것만이 아닌 예비 교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재훈련과 탐구기반학습을 바탕으로 한 지식과 교수법들을 서로 개발하고 나누어 학생중
심의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과목 간의 융합
을 하기 보다는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제 간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육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차원의 창의인성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투자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창의인성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
그램과 같은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교육시설 등 하드웨어적인 문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에 대한 시설 투자는 교육 전문가나 건축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
다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네모지고 딱딱한 건물이나 건조한 환경 및 양적 시설 확충에 익
숙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창의인성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시설, 교
실, 실험실, 체육관 등 기존의 설계에서 변화된 자연 및 환경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의 환경 친화적 분위기나 교실 환경은 창의인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Pasi Sahlberg(2011)는 그의 저서 <Finnish Lessons>에서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중에 간과되고 있는 하나가 학교의 물리적 환경조성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였다. 그
는 핀란드에서 학교 건축은 항상 교사, 건축가, 지역공동체의 학습요구에 맞게 설계되고,

“학교 건물이 의식적으로 학습의 수단으로 비춰진다면 건물 자체는 우수한 인체공학적 디
자인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입각한 살아있는 표본을 제공하는 영감적이고 실질적
인 교수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Nuikkinen, 2011: 13-14)는 Kaisa Nuikkinen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Steiner 학교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학교 건물들은 행복감, 존경심, 만족감
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계되며 학생들에게는 유기농의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이
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역사가 5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 이 학교 역시 다른 핀
란드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창의인성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건물이나 디자인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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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시각적인 환경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투자는 소프트웨어뿐 만 아니라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검토 및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학령기만의 교육이 아닌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보는 창의인성교육 정책이 필요
하다. 뉴질랜드의 핵심 역량 교육과정이 창의인성교육에 주는 시사점 중 하나는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 생애적 관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창의인성은 흔히 학령
기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정도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단기간에 길러질 수 있는 것이
라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생애적 관점에서 창의인성교육이 계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애적 관점은 OECD 성인 역량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성인 역량이 다른 참가
국에 비해 학령기 이후부터 급격히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OECD, 2013) 더욱 중요하
다 할 수 있다.
한편 비인지적 역량 개발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생애초기
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교육전략으로 생애초기부터 관용, 편견 감소 등에 관한 사회 정서적 역량교육에 초점
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생애초기의 창의성 교육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재교육의 관점과는 다른 것이
다. 먼저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 및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
보다는 수평적인 관계 형성을 전제로 한다. 부모는 자녀의 평생학습을 위한 ‘lifelong
teach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녀의 적성이나 특기에 대한 관심이 맹목
적이고 지시적인 형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자각(self-awareness)을 수반한 객관적이고
비지시적인 교육이어야 한다.
일곱째, 교사의 권한(empowerment)을 보장하고 교사자격의 정비나 전문성을 강화하
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에서 내려온 핵심 역
량 교육과정을 단위학교에서 실행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시작된 작업은 학교 내 전체 교
사 연수를 통한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였다. 핵심 역량에 대해 정의하고, 학생들의
핵심 역량 학습을 돕기 위해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하고, 그룹을 조직하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자신의 학생들에
게 적합한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교육과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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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주도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은 교사의 전문성이 담보된 권한 혹은 자율성이 없이는
어려울 것이다.
교사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문성을 증진하기 위해
서는 교사에게 학습기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에서 주목할 점
은 핵심 역량 교육과정의 도입이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졌지만 실행에 있어 필요한 연수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교육 개혁의 성공은 교사의 변화에 달려있다(예:
Cohen, 1990). 우리나라의 경우 흔히 새로운 교육과정,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도입될
때마다 학교 현장과 괴리된 국가 주도의 교사 연수가 제공되어 교사들의 불만을 사는 경
우가 적지 않았던 바, 전체 학교 연수와 같은 방식은 교사들에게 전문성 신장과 더불어
권한 위임의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창의인성교육은 다른 모든 사회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 학교에서 학생의 자발적 학습동기와 창의인성의 잠재력을 신뢰할 때, 학생들의 자율
적인 판단과 행동을 허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책임성이 성
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고 학교는 학생을 신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결여된 사회적 자본인
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급작스레 뒤바뀌는 교육정책이 아닌, 내적 일관성을 가진 합리적
인 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창의인성학교 사례는 지자체 혹은 기업과 연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교육
철학을 구현하고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에 따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학생에게 최
선인지에 대한 검증된 신념을 기초로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학부모 가족과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를 설립하고 발전시킨 사례들이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형성되
었고 각각의 학교는 서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창의성이
다양한 관점과 접근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자율성을 존중하고 신
뢰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창의성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
다. 교육부나 정부에서 주도하는 그 어떤 창의성 교육 정책도 개별 학교들의 개성을 존중
하지 않고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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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1st Century Trend Analysis in Global Education
Reform(Ⅱ):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focused on developing
Non-Cognitive Skills
Research Director: Tae-Jun, Kim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creativity for
the new era of economic development, as Korea advances into the economy that
relies heavily on cultural, service-oriented, intellectual products rather than
labor-intense manufactures. The government’s labeling of such a new dire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as ‘creative economy’ then requires the education sector
to cope with new strategies to develop future workers' creativity. As developed
economies may have done well in creativity education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assump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certain
international model cases which Korean education can refer to in establishing
new educational strategy to boost students' creative abilities.
The study starts with conceptual definition of creativity as a concept that bo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creative activities are combined and yet the
non-cognitive, or character-related, parts are more influential as it is character
that steers the way in which creative cognition and actions are put into practice.
With the theoretical definition of creativity as ‘creative character’, international
cases such as New Zealand, Singapore, Finland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explored in depth. In particular, these four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through
researchers’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Global Creativity Index 2011 (GCI)
published by Martin Prosperity Institute, Toronto, Canada, to choos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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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similar GCI’s in various regions.
For the analysis of the New Zealand cases, three particular schools that are
effectively implementing the government's curriculum policy - Takapuna Normal
Intermediate School, Karori Normal School and Kelburn Normal School - are
discussed in depth. As the New Zealand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he
education of five key competencies with strong emphasis on creativity, it is
important to see if the governmental lead is effectively being put into practice.
For Singapore that pursues the education of 21st century character skills under
the policy title ‘Character and Citizenship Education,’ the structures and
strategies of pertinent educational policy are discussed.
For Finland's creativity education, it is interesting to examine that the Finnish
government takes a special conceptualization of creativity not as a big-C
creativity that is expected of a small number of talented population but as a
small-c creativity that everybody needs for everyday needs especially in
cooperation with others. Such a version of creativity is conceived of as essential
in fostering entrepreneurship that Finland's 2016 national curriculum planning
emphasizes. As for the implementation level, actual programs such as the
Learning Bridge initiative among schools, communities and companies,
interdisciplinary education called LUMATE, and My Industrial City (Yrityskyl)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are discussed with several more
references to some school cases. Many school cases on both west and east coast
areas have been analyzed for the Unites States, of which federal Department of
Education is working on educational strategy planning from now until 2018 for
the development of both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including creativity.
With additional discuss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ECD and
World Bank, the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ur important
trends observable in these international cases. First, harmonious and balanced
composition between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is emphasized in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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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s for implementing the new era's education. Second, creative character is
treated as a key element in developing next generation’s business-related skills
such as entrepreneurship and investment. Third,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is
conceptualized for every citizen not only for a small group of leaders in every
field. Finally, autonomy and trust are regarded as essential elements in
administering educational policy for creative character building.
Seve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are worth our consideration.
First, Korean education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non-cognitive side of creativity particularly in envisioning new directions of
school curriculum. Second, new types of assessment must be introduced and old
types of tests that examines only narrow scope of cognitive skills such as memory
and calculation should be limited only for pertinent purposes. Third, career
training that emphasizes challenge and entrepreneurship should be conducted
throughout every school level. Fourth, interdisciplinary education should be
pursued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e character. Fifth, hardware infrastructure
of school environment should be reformulated to encourage students’ creative
thinking, attitude and activities. Sixth, creative character should be the core
element of all educational stages from a life-long educational perspective, not
only for school education. Seventh,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s
for the education of creative character should be developed and put into practice
ultimately for the empowerment of their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 keyword: non-cognitive skills, creativity, character, creative character
education, global education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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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글로벌 창의성 지수(GCI: Global Creativity Index) 종합 순위
[부록 2] LUMATE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1] 글로벌 창의성 지수(GCI: Global Creativity Index) 종합 순위
순위

기술

재능

관용

GCI 종합

Sweden

5

2

7

0.923

2

United States

3

8

8

0.902

3

Finland

1

1

19

0.894

4

Denmark

7

4

14

0.878

5

Australia

15

7

5

0.870

6

New Zealand

19

5

4

0.866

1

국가명

7

Canada

11

17

1

0.862

8

Norway

12

6

11

0.862

9

Singapore

10

3

17

0.858

10

Netherlands

17

11

3

0.854

11

Belgium

16

12

13

0.813

12

Ireland

20

21

2

0.805

13

United Kingdom

18

19

10

0.789

14

Switzerland

6

22

20

0.785

15

France

14

23

16

0.764

15

Germany

9

26

18

0.764

17

Spain

24

28

6

0.744

18

Taiwan

—

32

21

0.737

19

Italy

26

18

23

0.707

20

Hong Kong

22

37

12

0.691

21

Austria

13

30

35

0.663

22

Greece

38

9

37

0.638

22

Slovenia

23

10

51

0.638

24

Serbia

28

35

27

0.614

24

Israel

4

20

66

0.614

26

Hungary

33

25

34

0.606

27

Republic of Korea

8

24

62

0.598

28

Portugal

32

34

33

0.577

29

Czech Republic

25

31

49

0.553

30

Japan

2

45

61

0.541

30

Russian Federation

21

13

74

0.541

32

Costa Rica

43

42

26

0.528

32

Estonia

27

15

69

0.528

34

Latvia

39

14

60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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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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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기술

재능

관용

GCI 종합

35

Croatia

29

39

46

0.516

36

United Arab Emirates

—

49

38

0.513

37

Uruguay

63

46

9

0.500

38

Argentina

55

36

31

0.484

38

Lithuania

31

16

75

0.484

40

Bulgaria

40

38

45

0.480

41

Slovakia

36

33

55

0.476

41

Poland

37

29

58

0.476

43

Nicaragua

—

69

24

0.474

44

Cyprus

59

43

25

0.463

45

South Africa

45

68

15

0.459

46

Brazil

41

66

22

0.455

47

Chile

48

54

28

0.451

48

Malaysia

54

50

29

0.439

49

Ukraine

34

27

77

0.419

50

India

42

75

30

0.382

51

Panama

65

52

39

0.346

51

Romania

49

63

44

0.346

51

Macedonia

61

47

48

0.346

54

Philippines

52

64

41

0.341

54

Armenia

46

61

50

0.341

54

Kazakhstan

60

40

57

0.341

57

Georgia

47

48

63

0.337

58

China

30

76

—

0.327

59

Ecuador

72

58

32

0.321

60

Bolivia

66

44

53

0.319

61

Mexico

62

65

36

0.317

62

Egypt

—

41

76

0.316

63

Sri Lanka

69

55

42

0.305

63

Trinidad and Tobago

53

70

43

0.305

65

Kyrgyzstan

50

53

65

0.297

66

Peru

56

62

53

0.287

67

Uganda

35

79

59

0.276

68

Turkey

51

59

64

0.272

69

Mongolia

—

51

73

0.270

70

Azerbaijan

44

67

72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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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국가명

기술

재능

관용

GCI 종합

71

El Salvador

67

73

47

0.220

71

Thailand

64

56

67

0.220

73

Jamaica

57

60

71

0.215

74

Honduras

58

77

56

0.203

75

Madagascar

70

82

40

0.199

76

Saudi Arabia

—

57

79

0.191

77

Paraguay

71

72

54

0.179

78

Iran

—

71

68

0.171

79

Viet Nam

68

78

70

0.102

80

Pakistan

73

74

81

0.053

81

Indonesia

74

80

78

0.037

82

Camboda

75

81

80

0.020

출처: Florida, R.외, 2011: 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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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LUMATE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질문에 관한 정책적
초점

연구 질문

핵심적인 정책질문

교사들에게 준 설문지에 연결된
질문들

목적
1. 핀란드 융합교육
(LUMATE) 프로그램
의 교수와 학습, 평가
들을 개념화 시킬 수
있는가?

융합교육 정책의 목표는 융합교육의 정책적 접근
무엇인가?
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나?
이 안에서 창의/인성의
역할이란?

Q21 기본교육(7~16세)에서
학교 과학교육의 목적에 대
한 교사의 견해는 교과과정
안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융합교육의 결과는 어떤
점에서 중요하나?

Q22 현재 가르치는 연령대
학생들의 학업결과의 중요
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
지고 있는가?

융합교육의 평가 목적은
어떤 점에서 중요하나?

Q23 취학 전 예비학교과정
이나 1학년의 평가목적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Q24 융합교육의 학생평가
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융합교육을 위한 교사
교사훈련에서 강조되는
(재)훈련정책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 특징은?
창의/인성의 역할은?
왜 교사를 (재)훈련시키는
가?
교수와 학습의 접근방법
2. 융합교육의 교수, 학 교과과정에서 주장하는
습, 평가에 사용된 접 내용과 활동은? 창의/인
근방법은? 프로그램 성의 역할이란?
안에서 창의인성교육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가? 그리고 그 역할
이란 무엇인가? 창의
인성과 관련된 기술이
나 태도의 기회와 도
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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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학습영역이나 분
야는 무엇인가?

Q26 올 한해 수업에서 소개
하는 과학주제나 영역이 있
다면?

과학과 수학/예술을 가르 Q25 일주일에 과학과 수학
치는데 규정된 시간이 있 수업(융합교육)을 준비 하
는가?
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여하나?
학습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은?

Q31/Q32 과학에서 다음의
활동들을 수행하는데 얼마
나 자주 학생들을 격려하
나?

학습의 결과를 향상시키
는 것은?

Q33 학습결과를 강화하는
데 과학/예술수업은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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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2. 융합교육의 교수, 학
습, 평가에 사용된 접
근방법은? 프로그램
안에서 창의인성교육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가? 그리고 그 역할
이란 무엇인가? 창의
인성과 관련된 기술이
나 태도의 기회와 도
전이란?

연구 질문에 관한 정책적
초점

핵심적인 정책질문

교사들에게 준 설문지에 연결된
질문들

교과과정에서 주장하는 과학과 수학/예술의 교수 Q41 과학과 수학/예술수업
내용과 활동은? 창의/인 와 학습을 지원하는데 강 에 얼마나 자주 융합교육의
성의 역할이란?
조하는 자료들은 무엇인 자료들을 활용하나?
가?
어떤 교수법적인 접근이 어떠한 수업문맥이 권유
옹호 받는가? 창의/인성 되는가?
의 역할이란?
어떠한 교수적인 접근이
향상되어야 하나?

Q27/Q28/Q29 얼마나 자주
다음의 학습/수업의 문맥과
접근들이 과하구업에 이용
되나?
혼합된 여러 질문들

수업에서 학생의 독립성 Q34 과학/예술(융합)수업
과 자율성은 얼마나 강조 에서 여러분의 접근법을 가
되어 있나?
장 특징화 시키는 탐구방법
은?
Q35 탐구능력을 강화하는
데 다음의 진술들에 얼마나
동의하나?
평가방법
무엇이 평가되고 어떻게 교사는 평가에서 무엇을
평가되어야 하나? 창의/ 기대하나?
인성의 역할은?

Q38 다음의 목적을 위해 얼
마나 자주 과학에서 학생평
가를 활용하나?

평가의 증거를 이루는 것 Q36 과학/예술(융합)교육
은?
을 위해 얼마나 자주 평가
하나?
평가를 통한 정보는 어떻 Q37 다음의 평가를 통해 학
게 활용되나?
생들은 어떠한 보상을 받는
가?
교사설문지에 없음
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어
떠한 교수법적인 접근들
이 권장 받나? 창의/인성
의 역할은?

학습의 맥락을 설정하는
데 어떠한 접근방법들이
권장되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어떠한 접근들이 권
장되나?

출처: 이동섭, 2016년 출간예정, 설문조사 질문 요약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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