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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창의적 미술 수업지도안 연구

-중등미술교육중심으로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서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창의적 

미술 수업지도안에 대한 연구이다. 

현 시대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창의적인 인

간상을 요구하며, 모든 교과과정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타 교과에 비해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위한 다양하고 기발한 사고의 접근이 가능

한 미술교과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창의적인 활동주제를 설정하여 학습자

의 잠재된 창의성을 자극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창의성은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내적능력이며,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을 활용하여 새롭고 적합한 아이디어를 생성하여 가치 있는 창조

물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창의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유연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능력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미술교육에 있어 창의성의 개념 및 필요성 등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창의성 미술교육을 정의하고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향상을 목적으로 창

의성 사고 기법의 구성요소와 종류를 알아보고 그 중 하나인 시네틱스 기법을 활

용한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시네틱스 기법은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유추를 통한 다양한 사고를 유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유추의 유형은 본질적으로 다른 대상을 비교하며 관련

짓는 직접적 유추, 스스로 대상이 되어 감정이입을 하는 개인적 유추, 생각의 제한

을 두지 않고 비현실적인 면을 상상하는 환상적 유추, 반대되는 대상을 기술하며 

하나로 연관 짓는 상징적 유추가 있다. 

이러한 유추 활동을 미술교육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사고기법의 과정을 경험하고, 

나아가 미술교과를 벗어나 학습자가 일상생활에서 사고하는데 있어 일반적인 사고



의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고의 접근이 가능하여 창의적 사고능력의 향상을 

기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과제·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어 그 교육적인 효과와 정확한 검증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

한 창의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f Instruction Guidance in Creating Art 

Applying Synectics Technique

- In term of Secondary Art Education 

Park Young joo

Advisor : Prof. Kim In kyeong.

Major in Fine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research is a research on a creative art class guidance proposal 

utilizing the synetics idea method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ity in 

art education.

The present era makes the demand for a creative human character who 

presents the original solutions with the original thoughts that are one’s own 

only.  And the importance of the originality has been emphasized in all the 

curricula. 

Compared to the other subjects, the art subject to which the approach by 

the diverse and novel thoughts for the free expression activities is possible 

must be able to stimulate the potential creativity of the learner by setting 

up the creative activity topics to meet the demand of such an era.  

Creativity is an internal capability which is a potentiality that everybody 

has.  And it means the capability to produce the valuable creations by 

creating the new and suitable ideas by utilizing the existing knowledge for 

solving a certain problematic situation. As a result, for the enhancement of 



the creativity, the education for the capability to think creatively so that 

the diverse problematic situations can be flexibly solved is need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creativity.

Therefore, with regard to art education, this research understood the 

concept, the need, etc. of creativity and defined the creative art education 

resulting from this.  And, with the improvements of the creative thoughts of 

the learners as the purpose, this research took a look at the organizational 

elements and the kinds of the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and developed a 

guidance proposal utilizing the synetics idea method, which is one of them.

The synetics idea method is a creative activity that can induce the 

diverse thoughts through the inferences that looks at the subjects in a new 

way.  Regarding the types of the inferences, there are the direct inferences 

that essentially compares with another subject and relates it, the personal 

inferences that empathize by becoming a subject by oneself, the fantastical 

inferences that imagine about the unrealistic aspects without having any 

restrictions on the thoughts, and the symbolic inferences that describe the 

opposite subjects and relate them into one.

By applying such inferential activities to art education, the processes of 

the systematic thinking techniques will be experienced.  And, by going 

further, by straying from the art subject, with regard to the learner thinking 

in the everyday life, it is intended to highly expect the improvement of the 

creative thinking capability because the approaches by the diverse thoughts 

are possible without the learner stopping on the level of the general 

thoughts.  Consequentially, with regard to solving the assignment problems 

of the learner through more researche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accurately verify the educational effects.  And, through this, the continuous 

researches must take plac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a proposal for the 

teaching and learning guidance utilizing the diverse creative think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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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중등미술교육을 중심으로 여러 창의적 발상법 중 하나인 시네틱스 발

상법을 활용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미술 수업지도안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창의성이란 무엇이며 창의성을 향상하기 위한 시네틱스 발상

법을 연구하고 구체화하여 단순히 유희적인 일회성 수업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으

로 검증 된 논리적인 발상법을 통하여 미술교과가 체계적인 학문임을 밝히고자 한

다.

현재의 창의성은 교육, 학습을 통해 계발 및 증진이 가능하다는 인지적 접근의 

이론을 받아들여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육방법 또는 프로그램들이 왕성하게 개발

되고 있는 추세이다. 

여러 문제 상황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습득해야 하는지조

차 모르며 주어진 정보만을 습득하여 지식수준이 획일화, 표준화되어 가면서 자신

만의 독창적인 창의적 사고를 잃어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어느 때보다 인간의 개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지식을 자신

만의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창의성 발달에 대한 미술교육에 관련된 활발한 연구는 20세기 초반부터 현재에 이

르기까지 그 중요성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학교에서의 미술

교육은 관념적인 사고와 기능적이고 단순한 표현위주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사고기법인 시네틱스 

발상기법을 제시하고, 적용이 가능한 미술수업지도안을 개발하여 시네틱스 유추유

형을 통한 학습 과정을 경험하면서 스스로의 창의성을 깨우고, 창의적 사고의 향상

을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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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창의적 미술수업지도안 개발에 주안점

을 두었다.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의성 향상을 위해 적용 가능

한 발상법을 모색하였다.

 여러 창의적 사고기법 중 시네틱스 유추유형에 따른 수업지도안을 개발함으로써 

발상에 관한 구체적인 지도와 창의적 미술교육의 가치를 기대해보고자 한다. 

 이를 한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문헌들을 통해 이론적 배경과 창의성의 개념과 관련요소, 종류와 유형

을 분석하고 창의성을 정의하였다.

 

둘째,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의 필요성과 지도방향에 대한 고찰을 하고 여러 가지 

창의성 사고 기법들의 종류와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중 시네틱스 발상법을 선택

하여 시네틱스 발상법의 의의, 유추유형,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모색하고 분석하였

다.

 셋째, 본 연구에 적절한 수업 모형을 적용하기 위해 시네틱스 기법의 유추유형에 

따른 활동주제를 설정하고 창의적 사고 향상을 목적으로 수업지도안을 제시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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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절 창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창의성의 개념

과거의 학자들은 창의성을 특별한 재능을 가진 소수의 천재적인 예술가, 과학자

들의 선천적인 특성으로 국한하여 창의성에 대한 활발한 교육활동이나 과학적 연

구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나, 1950년 미국심리학회 회장이던 길포드(Guilford)1)가 

창의성의 중요성에 관해 기조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창의성의 연구가 본격화 되었

다. 

이후 많은 학자들이 창의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지만 창의성은 실체가 있는 대상이 아닌 개개인의 내적 특성 또는 능

력이므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2)

창의성의 사전적인 정의로는 창의, 창조, 창의력, 창조력, 창출 등의 용어들이 같

은 의미로 사용 되고 있다. 

창의성의 일반적인 정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고능력 또는 결과물,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과정까지 포함한‘기존의 없었던 새롭고 유용한 것’ 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1) 길포드(Guilford, 1897~ 1988): 미국의 심리학자, 정신측정법 및 지능의 구조에 관한 연구를 하였

다. 주요저서로는 『정신측정법』(1954),『인간지성의 본질』(1967) 등이 있다.

2) 조연순 외, 『창의성교육: 창의적 문제해결력 계발과 교육방법』,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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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의성의 4P

창의성은 사회과학 분야나 문학 및 철학 등에 이르기까지 제시되는 정의가  다

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 학문적으로 명확한 하나의 개념적인 정의를 파악하기 어

려운 실정이다. 

창의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창의성의 정의를 범주화 하려고 노력하였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분류 방법은‘창의성의 4P’가 있다. 

<그림 1> 창의성의 4P

‘창의성의 4P’는 사람(Person)과 과정(Process), 산출(Product) 그리고 환경

(Press)로 분류하고, 4P의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1) 사람(Person)

창의적인 사람이란 창의적인 성격, 능력, 기질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심리학자 길포드는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설

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개인의 성격을 그의 독특한 특성 양식으로 정의한다. 

특성이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비교적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심리학자들

은 개인이 어떤 성취를 할 때 나타나는 특성들에 관심을 기울인다. 즉, 개인의 행동특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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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행동특성이란 적성, 흥미, 태도 및 기질적인 요소들과 관련

이 있다.” 

 길포드가 말한 창의성과 관련 있는 성격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➀ 연상적인 풍부성

➁ 표현의 풍부성

➂ 독창성

➃ 자발적 융통성

➄ 자유에 대한 욕구

➅ 다양성의 욕구

➆ 충동성

➇ 모험심 

➈ 심미적 표현의 관심

 창의적 사람의 특성에서 의미하는 성격이란 개인의 성격, 지능, 습관, 태도, 자아

개념, 행동 등과 관련이 있으며 창의적인 성취를 하는 사람은 관심분야가 폭넓고, 

창의적인 자아에 대한 확고한 개념 등이 있으며 수준,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창의적인 사람을 구분 할 수는 없다고 정의했

다.

2) 과정(Process)

창의적 과정의 정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아이디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할 때 경험하게 되는 사고과정을 말

한다. 즉,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만이 아닌 과정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

창의성을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고과정으로 정의한 대표 학자 윌러스

(Wallas)3)는 창의적 과정을 4단계로 체계화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준비단계: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관점에서 이해하고 필요    

3) 월러스(Graham Wallas, 1858~1932):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런던대학교의 전신인 런던 

스쿨 오브 에코노믹 설립에 힘쓴 후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저서는 『대사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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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➁ 부화단계: 문제를 조급하게 해결하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축척하여 탐구      

             하며 일정 기간을 갖는 단계

➂ 조명단계: 부화 된 새로운 아이디어가 직관, 통찰 또는 노력의 결과로 떠     

              오르는 단계

➃ 검증단계:  최종적인 아이디어를 문제의 성격에 맞게 검토하고 검증하는      

              단계

3) 산출(Product)

창의적 산출은 개인적, 집단적 또 어느 분야에서든 나올 수 있는 창의적 과정의 

결과로 아이디어, 행동, 언어, 물건 등 창의성을 표현하는 유·무형의 모든 형태들을 

총칭하며 독창성을 강조한다.

예외로, 어떤 의도된 실험이나 상황에서의 얻어지는 형태의 결과물이 새롭거나 

독창적이지 않아도 개인의 창의적 사고과정이 자극이 되었다면 창의적 산출물로 

볼 수 있다.

 

4) 환경(Press)

 환경을 Place가 아닌 Press(압력)로 사용하는 이유는 인간은 개인을 둘러싼 각

기 다른 환경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또 그 환경 속에

서의 경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학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도

출하고자 할 때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필요하다.

환경이란 창의적인 사고가 처음으로 자극되는 순간부터 창의적 산출이 이루어  

지기까지 지속적인 상황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 문화 등의 

물리적인 환경의 영향을 받아 지식의 형태로 산출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새로

운 지식을 조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출 할 수 있는 분위기, 다양한 교수매체, 

가정, 학교, 사회, 문화, 역사 등의 생산적인 환경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것을 말한

다. 따라서 개인의 독특한 창의적 사고를 유지하며 창의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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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창의성의 4P’를 종합해보면, 4P의 요소들을 분류하여 연구하였지만 이것은 

단일 요소가 아닌 특성, 능력의 조합으로 4P의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할 때 창의성

은 발휘 된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인 사고과정을 통해 창의

적인 산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학자들마다 ‘창의성의 4P’ 중 어느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정의

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양하다. 

나. 창의성의 이론적 견해

여러 측면에 따른 다양한 의견 중 대표적 학자들의 창의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길포드(Guilford)

길포드는 창의성을 개인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지니고 있는 지적 특성으

로 보고, 다시‘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의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수렴적 사고’는 문제 상황에 가장 논리적인 대안을 추출하는 것이고, ‘발산적 사

고’는 문제 상황에서 하나의 대안을 찾해 대신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내는 사

고의 유형이다. 이러한 사고 유형은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유창성, 다양

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융통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의 독창성, 

생성한 아이디어를 세부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교성으로 보았다. 또 문제에 대

한 민감성과 재정의 능력도 포함된다.

2) 머슬로우(Maslow)4)

머슬로우는 창의성을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으로 보았다. 그는 크게 자아실현이라

는 ‘개인적 창의성’과 특수재능의 ‘사회적 창의성’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실현의 ‘개인적 창의성’은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자아실

4) 머슬로우(Maslow, 1908~1970) :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 인간의 욕구와 본성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주요저서는 『인간의 성격에 대한 심층접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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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의 주관적인 창의성으로 보다 자유로운 생각과 융통성, 창의적인 사고로 자신을 

위한 새롭고 가치 있는 표현의 과정을 말한다.

반면에 특수재능의 ‘사회적 창의성’은 미술, 음악, 문학, 과학, 경영 등 특정한 분

야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특수한 재

능을 말하며, 이는 자아실현은 이루지 못 하였더라도 창의적인 사람은 특정 영역에

서 생산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5)

3) 토란스(E. P. Torrance)6)

토란스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사고로 새로운 아

이디어를 떠올리고 문제의 상황을 추측하고 가설을 세워 그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적으로 수용하는 ‘문제의 해결과정’으로 보았다. 

이 과정에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과 같은 인지적 사고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문제의 상황을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여 가설을 세우고 해결책을 찾도록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

성은 향상된다고 하였다. 그의 창의성의 대한 정의는 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도 발

휘될 수 있는 영역으로, 성취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7) 

4) 와이스버그(Weisberg)8)

와이스버그는“창의적 사고는 비범한 결과를 산출한 평범한 사고이다.”라고 말했

다.

창의성을 소수의 사람들이 지닌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동기와 인내, 그리고 주

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누구라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일반

적인 능력으로 간주했다. 일상생활 속에 변화하는 환경들이 새로움을 포함하고 있

5) 이진아, “창의적 미술교육을 위한 시네틱스적 발상법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8,

p.10.
6) 토란스(E. P. Torrance, 1958~): 미국의 교육심리 학자. 현재 널리 알려져 사용되고 있는 창의성 

검사인 TTCT를 개발하였으며, 미래 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7) 온대영, “르네 마그리트 작품을 활용한 창의성 신장 방안”,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16.
8) 와이스버그(Weisberg): 미국의 인지심리학자이며 필라델피아의 템플대학교 심리학 교수, 문제 해

결의 기초가 되는 인지적 기제에 관한 연구하는 논문들을 비롯해, 주요저서는 『창의성: 문제해

결, 과학, 발명, 예술에서의 혁신』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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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창의적 결과물’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창의적인 사람과 비창의적인 사람

을 구분할 수 없으며, 창의적 사고과정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새롭고, 독창적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인정받는 가치 있는 ‘창의적 결과물’로써의 창의성을 강조했다.   

5) 로저스(Roger)9)

로저스는 창의성의 핵심은 새로움이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특성이나 상황에서 나오는 새로운 결과라고 정의했다. 또한 자아실현은 창의성과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고, 이 상호작용이 단절되면 진정한 자아실현은 

없다고 했다.

창의성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이때 환경은 창의

적인 사람의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창의적인 사람의 창의적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동적인 역할로 보았다.

6) 로웬펠드(V.Lowenfeid)10)

로웬펠드는 창의성과 창의적 자아표현의 관한 교수법을 주장 하였으며 미술교육

에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미술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창의성을 정의

하였다. 그는 미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

였다. 

개인의 경험과 환경, 유희성이 독창성과 연관 되고 그 창의적 사고가 반영되는 

것이 미술 작품이며, 단순한 사물의 재현이 아닌 사물과의 정서적 경험을 재현 한 

것으로 모방표현이 아닌 개인의 어떤 주관적 관련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른 ‘사실적

인 경험을 통한 자아표현’이 창의성의 핵심이라 하였다.

또 창의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미술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발달시키는 것이며 누구든 창의적이지 않은 학습자는 없으며, 학습자의 수

준에 맞는 교육을 할 때 학습자의 창의적인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9) 로저스(Roger, 1902~1987):『사람-중심 상담』의 창시자이며 미국의 심리학자. 전 세계적으로 가

장 영향력을 끼친 인간 중심 상담사이다.

10) 로웬펠드(V.Lowenfeid, 1903~1960): 호주의 미술교육학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교수였다. 

주요저서는『인간을 위한 미술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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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러 학자들의 창의성 정의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창의성의 다양한 정의들을 보면 학자들 마다 창의성을 

개념 하는데 조금씩 다르게 정의 하고 있으나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환경 등

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창의성은‘새롭고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다.  새롭긴 하지만 적절하지 않거나, 유용하지만 새롭지 않다면 창의적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결과나 평가를 위해서는 인지적 요소와 정의적 요소, 환

경의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 해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새롭고 적절하며 가치 

있는 결과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의성이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잠재능력이며 학습을 통해 발달 되어 질수 있는 

특성으로 개인의 발달과 넓게는 사회의 여러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학자 창의성의 정의 창의성의 구분

길포드 인지적 특성 수렴적사고와 확산적사고

머슬로우 성격적인 특성
자아실현의 개인적창의성, 특수

재능의 사회적창의성

토란스 문제해결의 과정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상상력

와이스버그
문제해결을 위한 동기와 인내, 

지식, 일반적인 능력
새롭고 독창적인 결과물

로저스 자아실현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

로웬펠드 사실적 경험을 통한 자아표현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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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의성의 구성요소

 

 창의성의 구성요소에는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이 있

는데, 이는 크게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 요인’으로는 개인이 창의적 사고의 기능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정의적 요인’은 이러한 인지적 사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 성격, 환경 등 다원적인 관점을 말한다.

 창의성을 기존의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고의 과정, 사고의 능력 등으로 학습 

될 수 있는 지적 특성으로 보는 인지적 요인의 관점이 가장 보편적 이론이며, 인지

적 요인의 창의성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지적 요인

1) 유창성(Fluency) 

 유창성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생성해 내는 아이디어의 수가 많을수록 효과적이며, 생성한 아이

디어가 많을수록 그 중에 사용가능한 우수한 아이디어도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따라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아이디어 보

다 유용한 아이디어를 얻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창

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11)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없도록 우선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나 비판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융통성(Flexibility)

 유창성이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라면 융통성은 사고의 폭과 깊이를 확

장하여 다른 형태와 다양한 범주의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사고 능력이다. 

11) 안계용, “시네틱스 전략 지도가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p.17.



- 12 -

 과제· 문제를 깊고 다양한 범주에서 다룰 수 있으려면 다양한 시각에서 사고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과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다양한 범

주의 아이디어를 생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정적인 사고의 틀을 깨는 것은 유연

하고 융통적인 사고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사고의 연장이다.12) 

 유창성이 아이디어의 양을 의미했다면, 융통성은 아이디어의 질이라고 볼 수 있으

며, 유창성 못지않게 융통성도 창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독창성(Originality)

 독창성은 창의성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생성하는 아이디어가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기발하고 독특한 경우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한다. 

 과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아이디어 보다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성하

고자 노력 할 때에 독창성은 발휘 된다.

 독창성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효율적인 해결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며, 이것은 인간의 삶을 더욱 질 높고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13)

4) 정교성(Elaboration)

 정교성은 생성한 아이디어를 다듬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수준의 완전한 것으로 

확대시키는 사고의 종합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 세부적으로 깊게 사고하는 과정은 창의적 아이디

어의 가능성을 확대 시킨다.14) 

 정교성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창의적 사고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교하게 다듬

는 과정을 필요로 하고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하거나 세밀화 하는 과정에서 정교성

은 개발되어진다. 

〔표 2〕 창의성의 인지적 요인

12) 안계용, 전게서, p.18.
13) 김진호, “창의성 계발 기법을 활용한 초등 미술 학습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11
14) 김영채,『사고력 교육: 이론과 실제』, 유원북스, 2013, p.304.

구성요소 내용

유창성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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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사고 요소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도 창의성의 인지적 요

인으로 포함한다. 

 지식은 새롭게 접하는 문제 상황에서 위의 네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결합하여 활

용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저장된 다양한 정보들을 의미한다. 즉, 지식은 위의 구성 

요소들과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산출 할 수 있다.    창의적

인 사고를 위해서는 지식 하나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창의성 

발달을 위해서는 지식만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지식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

쳐 창의적인 사고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정의적 요인 

 

정의적 요인은 위의 인지적 요인과 상호작용할 때 최대의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정의적 요인은 학습자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자 하는 동기와 성격, 그것을 실천 

할 수 있는 환경 등을 말하고, 정의적 요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기

 동기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구분하는데, 내적 동기는 어떤 보상 없이도 개인 

스스로가 흥미롭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외적 동기는 별다른 관심은 없지만 보상이

나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과 보상을 받길 원하는 외적으로 동기화된 사람도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지

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스스로 보람을 느끼며 수행하는 내적 동기를 가진 사람

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더 의미 있다고 본다.

융통성 다양한 범주, 다양한 형태의 아이디어 생성하기

독창성 자신만의 기발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생성하기

정교성 생성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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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창의적 사고를 위해서는 적절한 성격적 특성이 있어야 한다. 성격은 호기심과 관

심, 열정과 집착 등의 의욕과 태도를 말한다.15) 

주변의 현상들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호기심, 주변의 문제 상

황에 관심을 보이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며 사고하고자 하는 의욕, 성

격적인 면을 말한다. 이러한 호기심이나 관심, 의욕은 동기를 유발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3) 환경

 환경은 개인을 둘러싼 외부적 요소로 학교, 사회, 문화, 역사, 집단 등을 포함한

다. 환경은 창의성을 향상 시키는가 억제시키는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개인의 환경적 영향은 창의성에 크게 작용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기존의 지식과 경험, 

내적 능력의 인지적 요소들과 적절한 동기, 성격, 다른 환경의 정의적 요소를 바탕

으로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창의성 사고기법을 적용하여 효과적인 교

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위의 요소들을 활용한 과제·문제의 체계적인 해결과정의 전략은 다음〔표3〕으로 

설명 할 수 있다.

〔표 3〕 과제·문제의 창의적 해결과정

↓

↓

↓

↓

15) 이동원, 『창의성 교육의 실천적 접근』, 교육과학사, 2009, p.37.

과제·문제 인식하기

아이디어 탐색하기

아이디어 정교화하기

아이디어 적용하기

종합 및 재검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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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는 학습자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이러한 창의적 단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종합적인 사고과정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2절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지도방향

1.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지식정보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은 고부가 가치를 가지며, 시대의 요구에 따른 전반

적인 교육과정들이 창의성 함양, 상상력과 문제해결력, 창의적인 태도 등 창의적 

인간양성의 창의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학습자들은 전달 받은 지식에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며, 창

의적인 사고를 통해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새롭고 독특한 정보로 표현할 수 있어

야 한다.

 미술교육학자 로웬펠드는 미술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창작활동은 그 과정에 있어서 

교사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주관적 표현의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미술교육을 통

해 창의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중등미술과 총괄 교육목표는 “미술활동을 통하여 표현 및 감상능

력을 기르고, 창의성을 계발하며, 심미적인 태도를 함양한다.”16)로 명시하고 있다.

 미술교과는 타 교과의 객관적 학문과 달리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학문으로, 명시적 

교육과정과 개인의 잠재성, 환경이 관련 된 경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표현을 하

는 것으로, 교육에서의 학습활동을 벗어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더 큰 의미를 포

함하는 학습과정이다. 다시 말해, 미술교육은 창작과정을 통해 미적 경험을 함으로

써 미적 가치를 이해하고, 지식을 확장시켜 남들과 다르게 창작하려는 노력을 할 

16) 교육과학기술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0: 미술』서울: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9,

p.2.

정리 및 발전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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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습자의 창의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은 명시적이고 계획된 내용으로 학습자를 교육하기 

보다는 학습자의 주관적 관련성에 따른 창작활동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게 함으로써 

이 과정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창작활동

을 통해 창의적 사고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 된 체계적인 창의

적 사고기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인 창작활동과정에서 학습자들은 잠재되어 있는 사고를 자극하여 내재해 

있던 많은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잠재된 사고를 자극하기 위

해서는 교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창의적 발상지도법은 학습자 사고와 표현력을 신장하고 또 창의적 인간양성의 교

육목표에 부합하는 최적의 교육이 될 것이다.      

2.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지도방향

미술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함으

로써 사고를 확산시켜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경험과 흥미, 관심을 파악하여 내용을 선정하고, 학습자의 어떤 

창의적인 표현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창의성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사고의 주체인 개인의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학습자의 발달시기에 맞는 다양한 교수

법들을 적용해보아야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대상인 중등교육의 학습자 시기의 

특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발단단계를 교육심리학에 기초하여 제시한 피아제(Piager)17)와 미술교육학

에 기초해 제시한 로웬펠드의 이론을 살펴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피아제(Piager, 1896~1980):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며 논리학자. 논리적 사고 발달에 관한 연구를 하

였으며 인식론의 제반 문제를 추구하였다. 주요저서는 『아동의 언어와 사고』, 『발생적 인식론 

서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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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아제와 로웬펠드의 아동발달 단계

피아제 로웬펠드

0-2세

감

각

운

동

기

감각이나 운동을 통하여 자극

에 반응하는 시기. 

‘대상연속성개념’이 발달하고 

언어와 묘사적인 사고를 사용

하기 시작.

2-7세

전

조

작

기

조작기로 발달해가는 일종의 

과도기.

정신적 표상에 의한 사고가 

가능 하나, 논리적인 사고의 

조작은 불가능.

눈과 손을 사용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자기중심적 사고.

2-4세

난

화

기

주로 근육운동지각에 관련된 

움직임이 이루어지며, 주변 

환경과 감각이 접촉하면서 그 

반응으로 무질서한 난화 표

현.

4-7 세

전

도

식

기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

반복적 표현을 통해 개념이 

발달하고 의식적인 표현.

주관적인 색을 사용하고 자기

중심적 접근 왜곡 및 생략 표

현.

7-11세

구

체

적

조

작

기

논리적 조작과 체계적 사고가 

가능한 시기. 

인지적 능력의 발달로, 하나 

이상의 동시에 생각할 수 있

는 탈 중심화 개념이 발달하

고, 대상의 관계성, 보존개념

을 획득.

 7-9세

도

식

기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 개념이 

형성되어 도식화 표현의 반복

을 통해 사물의 개념을 습득. 

인물과 공간개념을 발견 하고

기저선과 하늘선이 나타나는 

상징적 표현.

 

9-11세

또

래

집

단

또래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도식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적

표현 가능. 

지각이 발달하여 도식적 표현

과 사실적 표현이 동시에 나

타나며 자아중심의 장식적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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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피아제와 로웬펠드의 아동발달단계에 의한 학습자시기의 발달 특성을 

살펴보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상황을 넘어 상징적 추상적인 표현까지 가능하게 

되지만, 사실적인 표현의 관찰묘사에 의존하며 자의식 발달과 또래집단의 열등감, 

어른과 아동 사이의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이 시기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미술에 

흥미를 잃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교사는 학습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학습자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중등교육수준에서의 주제 선정은 학습자 개인의 경험의 다양성, 지식의 정도, 제

공되는 시간 등 변인이 작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

다. 

단순한 주제를 선정해 표현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존

중해주어야 하며, 다양한 사고를 표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학습자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교사가 주제를 제시해야 할 때는 학습자들의 주관적 목적에 관련 된 내용을 통

기 현과 성별의 묘사를 함.

12세 

이후

형

식

조

작

기

구체적 사물 없이도 가설을 

설정하고 상징적 추론, 추상

적 표현이 가능.

종합적 사고의 발달로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문제해결책을 논리적으로 검

토하고 조합적인 사고가 가

능. 

11-13

세

의

사

실

기

사실적인 표현을 하려고 노력

하며 사실을 그리는 시각형과 

주관적 경험을 그리는 비시각

형 표현. 

원근감, 비례 등의 표현 가능.

관찰 묘사에 의존.

13-17

세

결

정

기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여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는 

시각형, 주관적 경험과 정서

적 초점에 의한 비시각형, 시

각형+비시각형의 중간형으로 

구분하여 표현.

색채의 원근 표현 및 공간 표

현에 익숙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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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기부여를 해주고 표현활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의 지도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계했다.

첫째,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이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준다.

둘째, 학습자의 기존 지식을 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가능성을 위해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준다. 학습자들이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도록 여러 가지 참

고자료를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

야 한다.

셋째, 창의적 사고기법의 이해를 위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

도해야 한다. 교사는 창의적 사고기법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들이 창의적 사고를 어

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넷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학습자의 가치 있는 경험과 관련시킬 수 있는 것이

거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여야 한다. 수업의 기술뿐만 아니라 주제나 내용

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표현하는 시기인 만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 한다.

이러한 점을 숙지하고 지도한다면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의 효과는 극대

화 될 것이고, 학습자들의 창의성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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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창의성 사고기법의 개념 및 유형

1. 창의성 사고기법의 개념

 창의성 사고기법이란 사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하여 사용하는 사고의 절차 

또는 사고의 도구라고 말할 수 있다.18)

 창의성 사고기법은 최대한 많은 양의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생성하

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창의성 사고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체크리

스트법, 마인드맵, 강제결부법, 스캠퍼, 형태분석법, 시네틱스 발상법 등이 있다. 교

사는 학습자가 과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여 제시 

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창의성 사고기법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

다.

2. 창의성 사고기법의 유형

1)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오스본(Osborn)19)이 집단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더 쉽게 

얻기 위해 고안한 방법으로 창의성 사고기법 중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법이다.

어떤 주제나 문제 상황에 있어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산하도록 확산적 

사고를 유도하는 기법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본래 집단에서의 최대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한 

18) 김영채, 『창의력의 이론과 개발』, 교육과학사, 2007, p.185
19) 오스본(Arex, F. Osborn): 미국 광고회사 BBDO의 창립자이며 브레인스토밍의 창시자. 창의성과 

상상력을 연구하는데 몰두 했다. 주요저서로는『독창력을 신장하라(Applied Imagination)』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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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고안한 방법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

에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집단에서의 여러 아이디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권위나 고정관념, 상하관계를 

배제하고,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실시하여야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며, 

그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다. 

➀ 판단 보류 : 다른 사람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비판 하지 않는다. 

➁ 자유 토론 : 황당하고 비현실적 아이디어라고 여겨져도 표현하도록 한다.

➂ 질보다 양 : 질보다 양적으로 가능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생성한다.

➃ 결합과 개선 :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

                 한다. 20)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효과적인 사고과정을 위해서는 이 규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올바르게 실시하여야 한다. 

〔표 5〕 브레인스토밍의 사용 단계

2) 체크리스트(Check list)

20) 조연순 외, 앞의 책,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pp.186-187.

단계 활동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문제를 확인하기

2
과제 ·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자료를 알

아보고 분석하기

3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양의 독특한 아이디어 도출하기 

4
빠르게 나타나는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기록

하기

5
아이디어 도출이 끝나면 아이디어 수정, 개선하여 그 중 가장 

적합한 아이디어를 다듬고 구체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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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리스트는 1950년 오스본에 의하여 개발된 기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

성할 때 유용한 기법이다. 특히 기존의 존재하는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변형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데 효과적이다. 

질문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각 항목 별로 떠오르는 발상을 다양하게 나열해봄으

로써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방법이다. 이 기법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

운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게 한다.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고자 할 때, 막연히 생각을 떠올리기보다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에 맞춰 질문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준

다.21) 이 기법은 발명을 위한 사고기법으로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3) 마인드맵(Mind map)

마인드맵은 ‘생각의 지도’라는 뜻으로 핵심 개념이 있고, 그 하위 항목에 대한 많

은 양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영국의 심리학자 부잔(T. Buzan)22)이 “인간의 뇌는 직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아니

라, 순서 없이 무질서하거나, 짧은 순간에도 수시로 생각이 바뀌며 다차원적이다.”라는 핵

심개념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며 문제를 분석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시각적 

사고 기법인 마인드맵을 고안하였다.23) 

방사형 사고의 원리로 기억력을 높이고, 사고력, 창의력을 자극 할 수 있는 사고 

기법의 하나이다.  논리 분석적 기능의 좌뇌와 공간과 직관능력의 우뇌를 같이 사

용함으로써 양쪽 뇌의 기능을 활용한 두뇌개발기법이다.

아이디어 항목을 다른 색이나 다른 기호로 구별해가면서 그려 나간다면 시각적

으로 알아보기가 수월하고, 잠재되어 있는 사고를 끄집어내는데 유용하고, 짧은 시

간 안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며, 각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가 형

성이 되어 정보 파악에 유리하여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할 수 있다.

21) 김하나,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창의성 개발 미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

원, 2013, p.14.
22) 부잔(Tony Buzen,1942~): 영국의 두뇌학자이자 마인드맵 창시자. 두뇌활동이 핵심개념들을 상호관

련 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각적 사고기법인 마인드맵을 개발하였다. 주요저서는 『양쪽 

뇌 사용하기(Use Both Side Brain)』가 있다.
23) 최은희, “시네틱스 기법을 활용한 아이디어발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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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맵의 진행과정은 중심이미지표현, 주가지, 부가지로 표현하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➀ 중심 이미지표현 :　먼저 확장할 주제를 종이의 중심에 나타낸다. 이때, 중심 

이미지는 단어의 함축, 기호나 그림, 일러스트, 사진, 만화 등으로 상징화시키고, 

주제를 채색하여 시각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게 표현한다.

➁ 주가지 : 중심 이미지로부터 연결된 선을 뜻하며, 주가지는 굵은 선으로 표현

하며 너무 많은 개념들을 쓰게 되면 생각의 폭이 넓어져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개념만 쓴다.

➂ 부가지 : 주가지로부터 연결 된 선을 뜻하고, 주가지보다 가늘고 얇은 선으로 

나타내며, 핵심개념, 그림, 기호 등으로 표현한다.

<그림 2 > 마인드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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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제결부법(Forced connection method)

강제결부법은 주어진 주제나 문제 상황에서 서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대상들을 

강제로 결부시켜봄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기법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시계와 휴대전화, 컴퓨터와 텔레비전, 얼음과 정수기 등 무관해 

보이는 대상들을 강제로 결부시켜서 만든 발명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제결부법은 최대한 많은 가능성을 고려해보고,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아주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할 

때,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여 어떤 대상과도 결부시켜 기발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24)

〔표 6〕 강제결부법의 사용 단계

5) 스캠퍼(SCAMPER)

스캠퍼는 에이벌(Eberle, 1971)이 오스본의 브레인스토밍기법을 보완하여 새로

운 아이디어를 자극할 수 있는 약 75가지의 질문들을 9개의 범주로 나누어 제시한 

질문리스트를 재구성하여 만든 기법으로, 사고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아

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법이다.

스캠퍼는 7가지 항목의 단어의 첫 철자를 따서 만들어진 단어이며, 그 자체로 뜻

을 가진다.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변형시킬 수 있도록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법이다. 

아래의 항목에 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데 7개

의 질문을 던지고 7개의 답을 찾는 게임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 김영채, 전게서, 교육과학사, 2007, pp.201-202.

단계 활동

1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문제를 확인하고 목록 표 작성

2
과제 ·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어떤 대상을 목록에 작성하여 대

상의 크기, 모양, 색, 기능 등을 다양하게 생각하기

3
생각해 본 대상의 어떤 속성이 과제 ·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지, 결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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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스캠퍼의 7가지 항목

S(substitute)

대체하기 무엇과 대신 사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가?

C(combine)

결합하기
무엇과 혼합하거나 결합 할 수 있는가?

A(adapt)

응용하기
어떤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 조정하여 응용 할 수 있는가?

M(modify-magnif

y-minify)

수정-확대-축소

하기

의미, 소리, 색, 형태, 모양 등의 특성을 수정, 확대하거나 

축소 할 수 있는가?

P(put to other 

use)

다른 용도

다른 용도로 어떻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E(eliminate)

제거하기
무엇의 일부분을 삭제-제거할 수 있는가?

R(rearrange-rev

erse)

재배치-재배열하

기

무엇의 순서, 모양, 과정 등을 재배치하거나 재배열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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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스캠퍼의 사용 단계

6) 형태분석법(Morphological analysis)

형태분석법은 체크리스트기법과 속성열거법을 조합한 발상기법으로, 주어진 과

제·문제의 다양한 속성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속성들을 나열하고 그 속에 포

함된 여러 속성들을 구체화하여 창의력 촉진을 위한 방법이다. 최대한 많은 수의 

속성들을 조합하거나 변형해보고 그 중 가장 유망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데 유용하다.

생각을 더욱 유연하게 하거나, 여러 가지의 과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기법은 분석적인 성격의 아이디어들을 가능한 많이 생성해 내

는 데 이상적이다.25)

〔표 8〕 형태분석법의 사용 단계

25) 김영채, 전게서, 유원북스, 2013, p.310.

단계 활동

1 SCAMPER 중 철자 하나를 선택하기

2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적당한 질문을 찾아서 다양한 아이디어 

떠올리기

3
또 다른 철자를 선택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만족할 

때까지 위의 방법을 반복

단계 활동

1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과제를 확인하고, 표에 분석할 항목들을 세

로칸에 기록한다.

2 정해진 항목들을 표의 세로 칸 상단에 기록한다.

3
2의 항목에 대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가로 칸에 차례대로 나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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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시네틱스 발상법의 개념 및 유추 유형

1. 시네틱스 발상법의 개념

 

  시네틱스(Synectics)는 ‘서로 관련 없는 요소들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시네틱스(Synectics)는 서로 다른 요소를 결합하거나, 합성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Synectios를 어원으로, 그 구성은 <그림 3>과 같다.  

 고든(Gordon, 1961)26)은 천재나 대발명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

들의 사고과정에서 ‘유추적 사고’라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이러한 유추적 사고를 촉

진하는 시네틱스 기법을 고안하였다.27)

 시네틱스 발상법은 사고 과정에서 학습자는 다른 상황, 대상, 주제를 유추 해보고 

유사점을 찾아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목적

이 있다.

 주어진 과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의 정보는 선행 경험과 지식에 기초

하고, ‘유추와 비유’를 사용하여 ‘친숙한 것을 낯설게 하기’와 ‘낯선 것을 친숙하게 

하기’로 서로 다른 대상들을 끊임없이 결합하거나, 낯설게 해보는 창의적 사고 과

정으로 추상적인 사고를 구체화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

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생성하는 것이다.

 기존의 경험과 지식의 논리적인 사고와 유추와 비유의 비논리적인 사고의 상호작

용을 통하여 의도 밖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데 도움이 된다.

 시네틱스 발상법은 학습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참신하고 유

26) 윌리엄 고든(William j. Gordon, 1919~2003): 미국의 심리학자. 고든법, 시네틱스 법의 창시자.
27) 조연순 외, 전게서,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p.199.

4 같은 방법으로 3의 아이디어의 대한 단어들을 나열한다.

5
표에 나열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조합해보고, 

그 중에 새롭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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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이는 학습자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하

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게 한다.  

 학습자들의 무리한 아이디어 생성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합

리적 요소와 정서적, 비합리적인 요소를 추가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적 사고를 

통한 기발한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 시네틱스의 어원

2. 시네틱스 발상법의 유추유형

 시네틱스 발상법은 유추적 사고의 과정을 통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대상들 사

이에서 유사성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즉, 과제· 문제의 대상들에 감정이입과 경험

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일종의 심리도구이다. 이는 관련이 없는 대상들을 관련 있게 

만들어 보고, 그 유사성을 다른 것으로 변형해 봄으로써 새로운 연관성을 발견 하

는 것이다. 

 시네틱스 발상법의 핵심개념은 자신과 대상의 유사점을 찾아 문제의 해결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 상황에 맞게 어떻게 유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을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28)

28) 김수지, “입체조형교육에서 시각적 유추를 활용한 이미지 표현 및 전달에 대한 연구”, 국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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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틱스 발상법은 교육적 측면에서 나아가 다양한 목적에 맞게 활용 될 수 있으

며, 유연한 사고의 확장과 독창성을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고의 과

정이 아닌 대상의 관찰, 이해, 결합을 필요로 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발상법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발상법의 유추유형은 4가지로 분류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적 유추

 직접적 유추는 가장 기본이고 유용하게 쓰이는 유추유형이다. 

주어진 과제· 문제와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기본적인 특성이다. 

문제의 대상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대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

은 학습자의 지적, 정서적 요소를 바탕으로, 먼저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사실적 경험이나 지식이 파악되어야 한다. 

 해결하려는 문제와 비교 대상이 너무 가까운 것이면 객관적 비교의 어려움이 있

어 창의적 사고의 확산에 방해가 된다.

 직접적 유추의 예로, 우산의 펼쳐진 모습을 보고 낙화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 

가시가 많아 옷에 잘 달라붙는 도꼬마리열매의 특성을 유추하여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벨크로(찍찍이)테이프 등이 있다.

2)개인적 유추

 개인적 유추는 자신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문제의 대상이 되었

다고 가정하여 감정이입, 의인화하여 정서적 이해를 하는 방법이다.

 개인적 유추를 할 때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자신을 문제에 감정이입함으로써 

자신의 사고에서 나오는 개념적 거리가 클수록, 보다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29) 다시 말해, 이 유추는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이 

되어보기’의 활동을 통해 어떤 느낌과 어떻게 행동할지, 그 의식수준을 반영함으로

써 단순한 사고과정에서 나아가 정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여 새롭고 창의적인 아

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개인적 유추의 예로는, 화장품 개발을 위해 얼굴피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땀과 

물에 강한 워터프루프, 주름이나 잡티를 가리기 위한 컨실러, 지속력이 강한 타투

립스틱 등을 들 수 있다. 

 개인적 유추는〔표 9〕의 사고단계를 거친다.

  

교육대학원, 2010, p.62.
29) 김수지, 전게서,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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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개인적 유추의 사고 단계

3) 상징적 유추

 상징적 유추는 대상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상반되거나 모

순되는 단어, 의미, 대상의 특성, 어떤 현상 등을 비교하고 연관 지어 하나의 새로

운 의미로 만드는 것이다.

 상징적 유추의 예로, 쓰임이 상반되는 지우개가 달린 연필, 못을 박고 빼는 장도

리 등이 있고, 어떤 현상과 단어의 의미의 모순을 상징화 한 부모에게 의존하여 사

는 젊은이들을 뜻하는 캥거루족 등이 있다. 

 

4) 환상적 유추

 환상적 유추는 현실적 유추보다  환상적 유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인 유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고기

법이다.

 환상적 유추의 예로는, 주로 생활가전용품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양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전화 받기가 불편하다”라는 문제 상황에서, “쉽게 전화를 걸

거나 받을 수 있다면” 하는 상상, 유추를 통해‘블루투스’라는 상품을 개발해 내는 

것이다. 또 현실적이지 않은 그림이나, 내용을 상상하여 표현하는 것도 환상적 유

추라고 볼 수 있다.

단계 활동

1  대상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나열하기

2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대상이 느낄 것 같은 감정 표현하기

3  대상을 사용하였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 기술하기

4  대상이 되어보고, 느낌이나 행동 등을 유추하여 기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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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유추유형의 특성

3. 시네틱스 발상법의 학습 모형

1)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기

이 전략은 기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

운 관점으로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보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얻기 위하여 친숙한 사

물에 개념적 거리를 두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분석 하는 이 전략은 사고력 촉

진 및 향상에 효율적인 교수법이라 할 수 있다.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기는 유추를 활용하여 논리적 사고의 제한 없이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드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1〕과 같다.

〔표 11-1〕 친숙한 것을 낯선 것으로 만들기 

유형 특성

직접적 유추 주어진 문제와 연관성이 없는 대상과 객관적 비교하여 유추하기

개인적 유추
자신이 문제의 일부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대상에 감정이입, 의

인화하여 유추하기

상징적 유추 대상의 특성을 상반되는 원리나 특성에 연관 지어 유추하기

환상적 유추
문제 해결을 위해 현실적인 면보다 환상적인 면을 상상하여 유

추하기

절차 교수학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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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기

이 전략은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대상이나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기존의 친

숙했던 대상이나 상황으로 연결 시켜 비교적 쉽게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가

가는 방법이다. 

인간은 친숙하지 않은 정보를 받아들일 때에, 기존의 인지 구조 속에서 정보를 

탐색 후, 낯선 것은 무관심의 영역으로 보냄으로써, 친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을 깊

게 사고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의 향상을 위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 어렵거나, 친숙하지 않은 문제들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기 전략은 새로운 정보에 대한 탐색과 이해를 돕는 것

1단계
주제

기술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현재 문제 상황 또는 주제를 본인들이 이

해한대로 기술하게 한다.

2단계
직접적 

유추

학습자는 상황에 해당하는 직접적 유추의 대상을 찾고, 선정하

여 집중적으로 탐구 한다.

3단계
개인적 

유추

학습자들은 스스로 선정한 대상이 되어 의인화적인 유추를 한

다.

4단계
상징적 

유추

학습자들은 2,3단계에서 기술 한 것 대상의 특징에서 압축된 갈

등을 찾고 하나를 선택한다.

5단계

새로운 

직접 

유추 

만들기

학습자들은 압축된 갈등 내용에 기초하는 새로운 직접적 유추 

대상을 생각한다.

6단계

원래 

주제 

재검토

교사는 최초 문제로 돌아가 학습자에게 마지막 비유를 하게 하

거나 전반적인 검토를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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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의 친숙하지 않은 면을 친숙하게 하여 계속적으로 비교를 반복하다 보면 문

제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이 전략의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표11-2〕와 같다.

〔표 11-2〕 낯선 것을 친숙하게 만들기 

이러한 두 전략은 유추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용하는 목적과 구성은 각각 

다르다.

시네틱스 학습전략은 산업체나 경영학, 문학 분야에서의 문제 해결방법으로 개발

된 전략으로, 미술교육에서의 수업의 도입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학습모

절차 교수학습내용

1단계
실제적 

투입

학습자에게 새로운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단계
직접적 

유추

교사는 친숙한 주제를 사용하여 직접적 유추를 하고, 학습자들

에게 유추대상의 특징을 기술하게 한다.

3단계
개인적 

유추

학습자는 유추의 대상을 선택하고 개인화 시켜 대상을 유추 해

본다.

 

4단계
유추의 

비교

학습자는 주제와 개인적 유추 대상간의 유사점을 찾고 설명해 

본다.

5단계
차이점 

설명

학습자는 주제와 각 유추간의 차이점을 찾고 설명해 본다.

6단계 재탐색 학습자는 유추의 대상과 주제를 재탐색한다.

7단계
유추의 

일반화
학습자는 재탐색한 대상을 일반화 시켜 결과를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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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수업의 진행에 있어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한 단계를 부분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학습모형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도방법과 대상의 

수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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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창의적 미술수업지도안 

개발

1절 시네틱스 발상법 지도 계획 

1. 지도계획

1) 교수-학습 내용

매 차시는 45분 동안 진행되는 수업으로 여러 창의성 사고기법의 하나인 시네틱

스 발상법의 네가지 유추유형을 적용한 4차시 수업으로 한다. 

학습모형은 시네틱스 발상법의 친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기 전략을 활용하였으며, 

표현활동에 앞서 시네틱스의 개념과 유추유형을 설명하고, 참고작품과 충분한 예시

를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유추기법의 특성에 맞는 주제를 설정하여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계획하였다.

활동주제와 맞는 전략의 단계를 부분적으로 재구성하여 활동지를 개발하였으며, 

그 구성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➀ 문제 발견 

➁ 문제 탐색

➂ 유추 활동

➃ 정교화

➄ 표현

학습자의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을 위해 연상되는 창의적 사고를 기술 하고, 그 과정에서 기술했던 내용들을 바탕

으로 비교, 분석, 유추활동을 하며 내용을 종합하여 작품을 구상하고 계획하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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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완성도 높은 창의적인 결과물을 제작할 수 있게 구성

하였다.

 2) 교수-학습 목표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창의성 향상을 위한 미술교육의 일환으로 학습자의 주변 환경, 인물, 사물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자기주도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과는 차별되는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  

셋째, 일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의 확장으로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보장 한다.

3) 교수–학습 계획

전체적인 활동의 주제는 ‘자기소개’로 발상법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의 보다 

쉽게 사고 할 수 있도록 학습자의 환경, 특성, 주관적 경험과 관련 있는 주제를 고

려하여 계획하였다.

〔표 12〕시네틱스 유추유형과 활동 계획

차시 활동 내용 활동 주제 학습 목표

1 직접적 유추
나의 

별명 짓기

1. 직접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2. 나만의 특성과 불러지고 싶은 별명

을 비교하고, 별명을 소개하는 작품

을 제작 할 수 있다.

2 개인적 유추

내가 어른이 

된다면

1. 개인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2.  어른의 입장이 되어보고, 어른이 된  

나를 표현 할 수 있다.

3 상징적 유추 나의 아이러니

1. 상징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다.

2. 어떤 특성이나 현상을 모순되는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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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상의 유의점

 

본 연구의 미술교육 지도를 위해 고려한 지도상의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주제를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학습자의 경험이나 관심 있는 주제를 파악하여 가능한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고 

상상하여 사고 할 수 있도록 설정함으로써, 창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미술 수업

이 되게 한다.

둘째,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를 존중한다. 

창의적인 사고로 창의적인 결과물을 산출하는 노력을 할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격려해주도록 한다. 학습자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표현에 자신감을 갖아야 창

의적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어진 과제·문제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다. 

학습자가 과제·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고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넷째, 유연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고를 자극한다.

논리적 제한 없이 끊임없이 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나 의미로 생각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4 환상적 유추 캐릭터의 나라

1. 환상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는 나라

를 상상 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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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지도안 

1. 직접적 유추활동 

직접적 유추는 주어진 문제를 관련이 없어 보이는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객관적

인 비교를 통해서 관련성을 유추하는 기법이다.

가. 교수-학습지도안

1차시는 45분 동안 진행되며, 시네틱스 기법의 유추유형 중 가장 기본적인 직접

적 유추를 활용한 지도안이다.

활동 주제는 나의 별명 짓기로 ‘나’ 의 특성과 불러지고 싶은 ‘별명’의 특성을 선

택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며 유추활동을 통해 유사점이나 관련성을 찾아보는 활동

이다.

컵과 케이크처럼 실제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두 대상을 유추하여 손에 묻지 

않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화 한 ‘컵케이크’와 같은 예시자료를 충분

히 보여주고 설명을 한 다음, 활동지에 불러지고 싶은 별명의 대상의 특성과 나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비교, 유추, 표현을 계획하고, 표현한 그림을 통해 어떤 별명으

로 불러지고 싶은 것인지 친구들과 재 유추해보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표 13〕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주제 직접적 유추 차시 1/4

활동

주제
나의 별명 짓기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직접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2. 나만의 특성과 불러지고 싶은 별명을 비교하고, 별명을 소개하는 작

품을 제작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예시자료, 활동지 등

학생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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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석을 확인한다.

▶활동주제를 확인시킨다.
3′

동기유발

▶흥미유발 자료제시

- 직접적 유추의 대상의 예시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4> 직접적 유추의 예

2′

- 흥 미 를 

유발 할 

수 있도

록 다양

한 자료

를 제시

한다.

학습목표

제시

▶본시의 학습목표 제시하기

- 직접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나만의 특성과 불러지고 싶은 별명

을 비교하고, 별명을 소개하는 작품

을 제작 할 수 있다.

2′

전개

관계탐색

▶학습문제 파악하기

-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안내한다.

- 참고자료와 활동지를 보고 학습 문

제를 파악한다.

3′

학습활동 

과 정 을 

숙지하도

록 지도

한다.

개념발견
▶직접적 유추 이해하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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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대상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유

추하는 것을 이해한다.

개념적용

▶직접적 유추를 활용한 작품 활동하

기

-활동지에 나의 특성과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적고 자유롭게 유추 한다.

-나의 별명을 소개하는 작품을 표현

한다. 

20′

- 자 유 로

운 분위

기에서활

동 할 수 

있게 한

다.

정리

개념정리

▶개념 정리하기

-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고 활동 내용

을 마무리 한다.

7′

- 친 구 의 

발 표 를 

경청하게 

한다.

과제제시 

및 

다음차시 

예고

▶다음시간의 활동내용과 개념정리하

기

-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 유추를 활용

하여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한다.

3′

- 차 시 에 

필 요 한 

준비물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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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접적 유추 활동지

직접적 유추 활동지

특성

연상단어

비교하기

모양, 형태, 색, 느낌 (자유롭게)

유추종합 및 표현계획

  

학년 반 번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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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적 유추 활동

개인적 유추는 자신이 문제의 자체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감정이입을 하여 경험하게 되는 감정과 정서를 활용하는 유추 기법이다. 

가. 교수-학습지도안

2차시는 45분으로 개인적 유추를 활용한 수업 지도안이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활동은 일반적으로 나의 장래희망이나 나의 꿈을 표현하는 

활동이 아닌, 개인적 유추를 통해 정말 어른이 되었다고 가정 하였을 때의 어른의 

입장에서의 예를 들자면, ‘임산부가 되었다면’, 또는 ‘노약자가 되었다면’의 상황을 

설정하여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들을 기술하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과 감정들을 유

추하고 조합하여 최종적으로 유추의 주인공인 ‘나의 마음’을 활동지에 자유롭게 표

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4〕2차시 교수-학습 지도

주제 개인적 유추 차시 2/4

활동

주제
내가 어른이 된다면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개인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2. 어른의 입장이 되어보고, 어른이 되어 나를 표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예시자료, 활동지 등

학생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석을 확인한다.

▶활동주제를 확인시킨다.
3′

동기유발
▶흥미유발 자료제시

2′
- 흥 미 를 

유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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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유추의 대상의 예시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5> 개인적 유추의 예

수 있도

록 다양

한 자료

를 제시

한다.

학습목표

제시

▶본시의 학습목표 제시하기

- 개인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할 수 있다.

- 어른의 입장이 되어보고, 어른이 

되어 나를 표현 할 수 있다.

2′

전개

관계탐색

▶학습문제 파악하기

-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안내한다.

- 참고자료와 활동지를 보고 학습 문

제를 파악한다.

3′

학습활동 

과 정 을 

숙지하도

록 지도

한다.

개념발견

▶개인적 유추 이해하기

- 자신이 과제· 문제의 일부가 되었

다고 가정하고 감정이입, 의인화하

여 유추하는 것을 이해한다.

5′

개념적용

▶개인적 유추를 활용한 작품 활동하

기

-활동지에 대상의 입장이 되어 유추

한 내용을 적게 한다.

20′

- 자 유 로

운 분위

기에서활

동 할 수 

있게 한

다.



- 44 -

-대상이 입장이 되어 나의 일상을 표

현해 본다. 

정리

개념정리

▶개념 정리하기

-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 내용

을 마무리 한다.

7′

- 친 구 의 

발 표 를 

경청하게 

한다.

과제제시 

및 

다음차시 

예고

▶다음시간의 활동내용과 개념정리하

기

- 다음 시간에는 상징적 유추를 활용

하여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한다.

3′

- 차 시 에 

필 요 한 

준비물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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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적 유추 활동지

개인적 유추 활동지

학년 반 번호 이름

특정한 어른의 

특징 나열

상황 설정 하기

상황에서의 

어른의 느낌 

상황에서의

주변의 반응 

특정한 어른이 되었을 

때의 감정과 행동

현재의 내가 

느끼는 감정

유추종합 및 표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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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징적 유추 활동

상징적 유추는 어떤 단어, 특성, 상황 등의 대상의 상반되는 상징을 하나의 새로

운 의미로 형성하여 유추하는 기법이다. 

가. 교수-학습지도안

3차시는 45분으로 상징적 유추에 따른 활동이다. 

상징적 유추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얼마만큼의 의미가 반대, 모순적 이여야 상징

적인 의미의 압축이 될 수 있는지 신데렐라콤플렉스, 파랑새증후군, 소리 없는 아

우성, 솜방망이 등 모순 된 표현의 압축된 갈등들을 예시로 충분한 동기부여를 통

해 흥미를 유발 해준다.

활동주제는 ‘나의 아이러니’ 로 아이러니란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와  

반대 되는 말을 했던 상황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예상 밖의 결과 등, 내가 경험

한 모순, 불합리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을 떠올려 기술하고, 유추활동을 통해 그 날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할 

것 인지 계획하고, 상황에 모순되는 그날의 제목을 지어보도록 한다.

      

〔표 15〕3차시 교수-학습 지도

주제 상징적 유추 차시 3/4

활동

주제
나의 아이러니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상징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다.

2. 어떤 특성이나 현상을 모순되는 단어나 의미로 생각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예시자료, 활동지 등

학생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석을 확인한다.

▶활동주제를 확인시킨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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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유발

▶흥미유발 자료제시

- 상징적 유추의 대상의 예시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6> 상징적 유추의 예

2′

- 흥 미 를 

유발 할

수 있도

록 다양

한 자료

를 제시

한다.

학습목표

제시

▶본시의 학습목표 제시하기

- 상징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표현을 할 수 있다.

- 어떤 특성이나 현상을 모순되는 단

어나 의미로 생각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전개

관계탐색

▶학습문제 파악하기

-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안내한다.

- 참고자료와 활동지를 보고 학습 문

제를 파악한다.

3′

학습활동 

과 정 을 

숙지하도

록 지도

한다.

개념발견

▶상징적 유추 이해하기

- 두 가지 대상의 상반되는 현상이나 

특성을 유추하는 것을 이해한다.

5′

개념적용 ▶상징적 유추를 활용한 작품 활동하

기

20′

- 자 유 로

운 분위

기에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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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 했던 상황을 떠올려 활동

지에 기록한다.

-기록한 상황과 반대, 모순되는 의미

나 단어 등을 적어보며 유추 활동을 

한다.

동 할 수 

있게 한

다.

정리

개념정리

▶개념 정리하기

-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 내용

을 마무리 한다.

7′

- 친 구 의 

발 표 를 

경청하게 

한다.

과제제시 

및 

다음차시 

예고

▶다음시간의 활동내용과 개념정리하

기

- 다음 시간에는 환상적 유추를 활용

하여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한다.

3′

- 차 시 에 

필 요 한 

준비물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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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징적 유추 활동지

상징적 유추 활동지

학년 반 번호 이름

그날의 상황

그날의 연상되는 의미, 단어, 현상 (자유롭게)

반대되는 의미, 단어, 현상 (자유롭게)

유추종합 및 표현계획

작품표현과 반대되는 제목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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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상적 유추 활동

환상적 유추는 현실적인 면보다는 환상적인 면을 상상하여 유추하는 방법으로, 

다소 황당할 수 있더라도 자유로운 상상을 통해 창의적 사고를 자극 하는 유추 기

법이다.

가. 교수-학습지도안

4차시는 45분으로 진행되며 환상적 유추에 따른 지도안 이다.

활동주제는 ‘캐릭터의 나라’로 좋아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거나 가상의 캐릭터를 

설정하여 자유롭게 상상하여 표현 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자유롭게 상상한 캐릭터의 구체적인 표현을 위해 활동지를 활용하여 유추활동을 

하고, 캐릭터의 나라를 구상 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6〕4차시 교수-학습지도안

주제 환상적 유추 차시 4/4

활동

주제
캐릭터의 나라 대상

중학교

2학년

학습

목표

1. 환상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는 나라를 상상 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학습

자료

교사 예시자료, 활동지 등

학생 연필, 지우개, 색연필 등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활동 시간
자료 및 

유의점

도입

분위기

조성

▶인사 및 출석을 확인한다.

▶활동주제를 확인시킨다.
3′

동기유발
▶흥미유발 자료제시

2′
- 흥 미 를 

유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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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상적 유추의 대상의 예시자료를 

보여준다.

 <그림 7> 환상적 유추의 예

수 있도

록 다양

한 자료

를 제시

한다.

학습목표

제

▶본시의 학습목표 제시하기

- 환상적 유추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다.

-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는 나라

를 상상 해보고, 작품으로 표현 할 

수 있다. 

2′

전개

관계탐색

▶학습문제 파악하기

-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을 안내한다.

- 참고자료와 활동지를 보고 학습 문

제를 파악한다.

3′

학습활동 

과 정 을 

숙지하도

록 지도

한다.

개념발견

▶환상적 유추 이해하기

- 현실적인 면보다 환상적인 면을 상

상하여 유추 하는 것을 이해한다.

5′

개념적용

▶환상적 유추를 활용한 작품 활동하

기

- 활동지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특성을 적고 캐릭터가 사는 나라를  

자유롭게 유추 한다.

20′

- 자 유 로

운 분위

기에서활

동 할 수 

있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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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의 나라를 구상하여 표현한

다. 

정리

개념정리

▶개념 정리하기

-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고 활동 내용

을 마무리 한다.

7′

- 친 구 의 

발 표 를 

경청하게 

한다.

과제제시 

및 

다음차시 

예고

▶다음시간의 활동내용과 개념정리하

기

- 다음 시간에는 유추를 활용하여 표

현 활동을 할 것을 예고한다.

3′

- 차 시 에 

필 요 한 

준비물을 

안내한다.



- 53 -

나. 환상적 유추 활동지

환상적 유추 활동지

학년 반 번호 이름

이름

성격

나이

능력

특징

유추종합 및 표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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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이제 창의성은 소수가 타고난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

고, 교육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지적 능력이며, 개인의 내재된 창조적 기능성을 계

발함으로서 독창적이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미술에서의 창의성교육은 그 의미가 더

욱이 깊다고 볼 수 있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미술과 목표에 부합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창의성을 기본 

방향으로 기능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작활동을 통하여 학습자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특성이나, 주어진 과제 · 문

제 상황에서 새롭고 적절한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능력 향상을 신장

하고, 학습자의 잠재되어 있는 창의성을 깨워 자기주도적인 자유로운 사고 표현을 

위한 미술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창의성에 대한 개념과 구성요소, 창의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를 통해 창의성에 대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과 창의성 교육의 지도방향을 설정하고,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창의성 사고기법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단순한 사고의 과정이 아닌 대상의 관찰, 이해를 필요로 하며 경험에 기초하여 

유추와 비교, 감정이입, 상징, 결합, 상상을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구체화

하는 시네틱스 발상법을 선택하여, 시네틱스 발상법의 개념과 직접적 유추, 개인적 

유추, 상징적 유추, 환상적 유추유형의 특성과 학습모형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하

였다. 

시네틱스 발상법의 효과적인 적용이 가능한 수업 방안에 대한 모색을 하고, 미술

교육에서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시네틱스 발상법을 활용한 수업지도안을 제시하였

다. 그리고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심리적인 부담감을 덜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체

계적인 사고 과정을 유도하고, 사고의 과정을 구체화시키며 창의적인 작품 구상을 

계획 할 수 있도록 활동 주제와 맞는 활동지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시네틱스 발상법은 현 교육의 기능적이고 획일적인 표현위주의 발상

교육을 벗어나 학습자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위해 학습자들이 경험이나, 흥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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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업의 내용이나 주제를 구성하여 자유로운 사고를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향상에 가장 큰 의미를 둔다. 그리고 이 창의적 사고능력은 유연한 사고의 확장과 

생각의 폭이 넓어져 모든 교과활동과 일상생활에서도 학습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

적인 자세 함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학습자들의 창

의적 사고의 향상과 창의적인 발상능력의 신장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창의

성 사고기법을 활용한 미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노력이 필요할 것이

다. 이에 따른 미술교육에서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창의성 사고 기법들의 긍정적인 

방법과 그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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