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2015년 9월에 출간된 『축적의 시간』에 의하면 우리 산업계는 현재 대단히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가 인력과 저가 시장으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

던 중국의 급속한 추격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 그리고 ‘아시아의 용’이라 불리며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누리던 우리 경제가 왜 경쟁력을 잃고 성장동력을 잃었을까요? 거

시경제분야의 석학인 김세직 교수님에 의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선진국을 추격하는 모방형 경제였

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에 의해 배출된 모방형 인적자본이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선진국

을 바싹 추격하고 있는 지금은 모방형 인적자본이 아닌 창조형 인적자본이 배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우리의 교육이 여전히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이 말한 “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이 되

려면 땀 흘리며 일하는 경제 (perspiration economy)에서 지식과 영감으로 성장하는 경제 

(inspiration economy)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창의성 교육’이 현재 그

리고 앞으로 다가 올 난국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고 어쩌면 유일한 해결책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밝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 

창의성 교육이 구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의성 교육이 대한민국의 희망일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창의성 교육’이 도입되기 어려운 이유가 대학입시제도 탓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러나 대학입시준비라는 제약조건이 없는 대학에서도 창의성 교육은 좀처럼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

다. 창의성 교육의 구현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일관된 교육철학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도전해야 

할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지금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 사람이 노력을 하면 창의성 교육을 구현하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창의성 교육’이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대학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 이곳 

저곳에서 창의성 교육이 실시되면 자연스럽게 초중고 교육에 전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수님들이 “창의성 교육에는 관심이 있지만 태어나서 한번도 창의성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신을 갖고 지난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묵묵히 창의성 교육을 실천해오시는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를 겪으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교수님들의 창의성 교육의 방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회를 빌어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수님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합니다. 흩어져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힘을 합하면 커다란 반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창의성 교육을 뿌리내리려는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창의성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한국창의성학회 

 

 

 

 



2차 창의성 포럼 전체 주제는 “창의성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1.     일시 2017년 10월 13일 (금) 오후 2 시~ 5시 

2.     장소 서울대학교 교수학습센터 320호 대형강의실 

3.     프로그램  

사회: 권기환 부회장  

14: 00 ~ 14: 10 인사말 (박남규 회장) 

14: 10 ~ 14: 40 서울대 수학교육과 권오남 교수 ‘창의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모델’ 

14: 40 ~ 15: 10 연세대 공학교육혁신센터 한경희 교수 ‘공학교육에서 창의성’ 

15:10 ~ 15: 30 휴식 

15: 30 ~ 16: 00 서울대 심리학과 박주용 교수 ‘토론과 글쓰기를 통해 창의성으로 열매를 맺는 수

업’ 

16: 00 ~ 16: 30 종합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