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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월 일에 출범한 창조학교의 명예교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이 사용한 표현으로서 이를7 15 ‘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창의적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 ,2009/ 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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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연구방법....ⅡⅡⅡⅡ연구 대상연구 대상연구 대상연구 대상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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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도구연구 도구연구 도구연구 도구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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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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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연구결과....ⅢⅢⅢⅢ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창의적 인성의 차이1.1.1.1.

참고 검증에서 전학기 평점 이상 평점 사이 평점 이하를 나타냄( :Scheffe a: 4.0 , b: 3.5~4.0 , c: 3.5 ) (*p<.05 **p<.01)

구분 N 인내집착 유머감 자기확신 상상 호기심 모험심 독립성 개방성 전체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성적 상 75 15.83 3.08 12.32 3.48 18.81 3.19 13.55 2.37 15.24 2.64 14.91 1.93 5.36 1.98 7.12 1.47 103.13 12.10중 68 14.60 2.86 13.00 2.65 18.41 2.71 13.69 2.94 14.75 2.85 14.75 1.85 5.22 2.02 7.04 1.61 101.47 10.62하 19 13.84 2.85 13.32 3.20 17.68 3.38 13.42 2.43 14.47 3.04 14.63 1.54 6.26 2.16 7.05 1.51 100.68 10.41값F 4.93 c<a*(p=.008)(p=.008)(p=.008)(p=.008) 1.2(p=.294) 1.12(p=.328) .10(p=.905) .86(p=.424) .23(p=.798) 2.02(p=.136) .05(p=.954) .57(p=.569)연령 20~22 148 14.94 2.98 12.80 3.16 18.26 2.96 13.58 2.59 14.99 2.77 14.91 1.80 5.41 2.05 7.05 1.54 101.93 11.2023~29 17 16.41 3.20 12.12 2.50 20.53 2.70 13.76 2.75 14.59 2.79 13.94 2.11 5.24 1.92 7.41 1.28 104.00 11.74값F 3.68(p=.057) .73(p=.394) 9.15(p=.003)003)003)003) .08(p=.784) .32(p=.575) 4.29(p=.040).040).040).040) .11(p=.745) .88(p=.349) .52(p=.473)임원활동 유 14 16.93 2.92 12.43 3.61 19.71 2.43 14.07 2.76 14.86 2.32 15.43 1.95 5.86 1.79 8.07 1.44 107.36 11.89무 150 14.94 2.99 12.79 3.04 18.40 3.03 13.59 2.56 14.94 2.82 14.76 1.84 5.35 2.06 7.01 1.49 1.78 11.02값F 5.70(p= .018)018)018)018) .180(p=.673) 2.48(p=.118) .44(p=.508) .01(p=.915) 1.67(p=.198) .80(p=.372) 6.57(p=.011)011)011)011) 3.24(p=.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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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예비유아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교사효능감의 차이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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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인성과 교사효능감과의 상관관계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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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제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한 김 남연 류혜숙 이 사용3 , (2007)한 범주로써 유아교육학과 내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온 학생들과는 달리 늦게 유아교육학과에입학한 늦깍이 학생 그룹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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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intended as an investigation of relation between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creative personality and teacher'sefficacy.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0 third grade students of S collage& Y collage. They were major in infant 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have an field practice experience of nurture and education. Tool formeasurement is Creative Personality Scale of Ha Juhyun andTEBI(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teacher's efficacy test which ismodified by Kim Sunn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one-wayANOVA, post hoc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and stepwiseregression.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First, there is no difference in creative personality according toacademic grade, age, experience of leadership in collage.Second, there is a static relation between age of pre-servicekindergarten teacher and teacher's efficacy especially personal teacher'sefficacy.Third, points of creative personality is relative to teacher's efficacy,especially relative to personal teacher's efficacy. Among the sub-factors ofcreative personality, factors estimates teacher's personal efficacy are 'selfbelief, imagination and open mind'.On these ground, I comment on curriculum which will educate creativepersonality of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Key wordKey wordKey wordKey word: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 creative personality, generalteacher's efficacy, personal teacher's efficacy

투고 수정원고접수 최종게재결정2009. 10. 28. : 2009. 11. 09. : 2009. 12.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