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89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1호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5 Vol. 11. No. 1. pp. 289-303
http://dx.doi.org/10.14698/jkcce.2015.11.289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김경은**

The Longitudinal Effect of the Creative-Fostering Program for

Pre-early childhood Teacher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Kim, Kyoung Eun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에 단기종단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1차년도에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실험집단 예비유아교사 50명과 통제집단 예비유아교사 51명을 대상으

로 사전, 사후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였다. 2차년도에는 1차년도 연구에 참여했던 실

험집단 예비유아교사 36명과 통제집단 예비유아교사 31명, 총 67명을 대상으로 문제해결능력과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평균, 표준편차, 이원변량반복측정분석을 적용하였다. 첫째,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별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예

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능감 증진에 지속적

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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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제해결능력이란 새로운 상황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결이란 현재 상황에서 어려움이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여 현재 상황을 더 효

과적으로 다루는데 필요한 문제를 예측하고 가정하는 것을 말한다(Cropley & Urban, 2000). 문

제해결은 인지전략이나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적 능력들을 활용하

여, 주어진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함으로써 바람직한 목표 상태에 도달하기 위

한 일련의 사고활동이다. 흔히 과학자, 발명가 등과 같이 특별한 과업을 달성해야하는 사람들에

게만 필요한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문제해결능력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Lubart & Mouchiroud, 2003).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능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과정에도 그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다(교육

부, 2013; 조미영, 문공주, 김성원, 2010).

  유아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을 접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야하는 상

황에 놓이게 된다. 부모, 유아, 동료교사, 원장 등과의 관계 속에서, 혹은 수업 상황 속에서 다양

한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교사는 수업과 관련하

여 교육과정을 계획, 실행, 평가해야 할 뿐 아니라, 일과계획 및 운영, 부모와의 상담, 연구, 행

정업무 처리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더불어 최근 3～5세 연령별 누리과

정의 시행으로 인한 교육과정의 변화, 학습자 중심의 교육현실, 유아교육기관 평가에 대한 비교․
분석 등과 같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볼 때, 유아교사들은 변화하는 새로운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유아교사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유

아교사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트레스나 소진 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다.

  한편,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

의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서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Bandura, 1986). 즉 자기효능감

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나 업무를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 또는 자신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

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끈기 있게 해 나간다.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전문성 및 직업만족도와 같은 교사요인(Caprara, Barbaranelli, Borgogni, & Steca, 2003), 

유아의 성취 및 동기 등과 같은 학생 요인(Caprara, Barbaranelli, Steca, & Malone, 2006)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해 도전적이고 목표

지향적이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끈기 있게 교직수행능력을 보이는 반면(황신숙, 2012), 자기효능

감이 낮은 교사들은 가르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직업스트레스(Betoret, 

2006; Klassen & Chiu, 2010)와 낮은 수준의 직업 만족도를 보인다(Klassen et al., 2009; Klassen 

& Chiu, 2010).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것에 자신감을 갖고 있고,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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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기와 성취를 북돋우며(Skaalvik & Skaalvik, 2007; Tschannen-Moran & Woolfolk Hoy, 

2001), 유아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지, 나동진, 2006).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이나 자기효능감을 키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해결능력이나 자기효능감은 유아교육 현장에서 

단기간에 키워지거나 발현되기는 어렵다. 또한 교사가 된 이후의 보수교육은 교사로서의 기본적

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육이 주를 이루다보니 이러

한 기본적인 능력은 교사양성과정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

은 유아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직입문단계인 교사양성교육이 무엇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

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다(제경숙, 2003). 

  최근 들어 여러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기업교육, 공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해결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 문제해결력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다(강문숙, 2011).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블렌디드 PBL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예비유아

교사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강문숙, 박수홍, 김두규, 2012). 이와 비슷한 맥

락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문제해결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예비교사들

의 교수방법, 교사자질, 전공지식, 문제해결능력 측면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장경원, 2008).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수업은 예비유아교사들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즉 마이크로티칭을 활용한 수업은 예비유아교사에게 ’수업 다시 보기를 

통한 반성적 실천’, ‘관찰자·평가자들과 함께 보기를 통해 교사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태

도 형성’, ‘발표자·진행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발표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발표에 대한 자신감 

향상’, ‘소그룹협력활동을 통해 과제해결의 성공적 경험’, 그리고 ‘교사교육자와 동료 예비

교사들로부터 칭찬과 격려’ 등과 같은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재, 2011). 이외에도 교사양성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프

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

순환, 박선혜, 남옥선, 2014; 유수경, 황해익, 2010).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가 교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되는지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연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에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

성 프로그램의 목적은 창의성에 관한 교사교육을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도 

신장 및 창의성교육의 적용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김경은, 2013). 즉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유아교사가 창의성과 창의성 교육에 대해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자

신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사고 기

술 및 창의적인 환경조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이후 현장에서 유아에게 실천함으로써 유아

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적 사고능력 및 유아 창의성 교육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에 대해 연구자가 어떠한 접근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

만, 최근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창의성의 개념은 새롭고(novel) 적절한(appropriate) 것을 생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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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이다(Hennessey & Amabile, 1988). 즉, 창의성이란 자신에게 주어진 상

황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유용한 산출물이나 해결방법을 알아내는 능력으로

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aufmann, 2003). 또한 선행연

구에서도 창의성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이나 인지적 역량이 증진되었음을 보고하고 있

다(송윤숙, 이경화, 2012). 본 프로그램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사고 과정적 

접근으로서 CPS(Creative Problem Solving)를 예비유아교사의 일상생활과 연계하여 다룸으로써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Chang, 2009).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창의성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경은, 2011; 성은현, 조경자, 2005),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기효능

감은 창의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미혜, 2010). 즉,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

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 비관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개방적인 태도로 가능성을 가지고 접

근하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학생, 특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창의성 훈련을 실시한 결과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들은 창의성 훈련을 통해 어려움에 처했더라도 참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기술이

나 태도를 습득했기 때문이다(Mathisen & Bronnick, 2009).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은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

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 증진뿐 아니라 유

아교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문

제해결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

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 1차년도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충남에 

있는 4개 대학의 유아교육 실습 및 보육실습을 마친 4학년 예비유아교사를 101명으로, 실험집단

의 예비유아교사(50명)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집단의 예비

유아교사들(51명)은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험과 통제집단 모두 본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측정을 하였고, 실험처치가 끝난 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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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참여했던 예비유아교사 중 실험집단 예비유아교사 36명과, 통제집단

의 예비유아교사 31명, 총 67명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2차 사후측정을 실시하였다. 1차 년도

에 참여했던 예비유아교사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였고, 일부는 

지역적으로 너무 멀어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등과 같은 이유로 2

차년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본 프로그램의 단기종단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으

므로 2차 사후검사까지 완료한 67명의 자료만이 포함되었다. 

2. 연구도구

  1) 문제해결능력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Treffinger, Isaksen과 Dorval(2000)의 

CPS(Creative Problem Solving)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CPS는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높은 내적합치도와 안정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인지능력 측정과 같은 다른 검사들과 높

은 준거타당도를 나타냈다(Treffinger et al., 200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ɑ .88이
다.

  2) 자기효능감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은 Sherer, Maddux, Mercandante, Prentice-Dunn, Jacobs, & 

Rogers(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인

성측정도구와 높은 상관을 보임에 따라 준거관련타당도가 입증되었다(Sherer et al., 1982). 자기

효능감 척도는 촏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및 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ɑ .87이다.

3. 연구절차

  1차년도의 연구대상은 서울 및 충남에 있는 4개 대학의 유아교육 실습 및 보육실습을 마친 4

학년 예비유아교사를 101명이다. 이들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집단에 속하

는 50명의 예비유아교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통제집단에 속

하는 51명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한 집단 

당 15명 내외의 예비유아교사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총 12회기의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강사의 차이에 따른 외생변인을 통제하고자 본 연구자가 직접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각각 12

차시(주)에 걸쳐 직접 진행하였다. 연구가 시작되기 전 이들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

았다. 실험과 통제집단 모두 본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2012년 9월∼10월 사이에 문제해결능력

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 측정을 하였다. 실험집단만 12회기의 창의성 프로그램에 참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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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은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다(김경은, 2013). 1회기에는 

예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현재 창의성 수준을 진단하고 창의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며, 

2∼8회기에는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4P, 창의적 인성(Personality)(2회기), 창의적 사고과정

(Process)(3, 4, 5회기), 창의적 환경(Press)(6회기), 창의적 산물(Product)(7, 8회기)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창의적 인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인물의 전기를 분석하고 자신의 창

의적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아바타를 만든다(2차시). 창의적 사고과정 부분에서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등과 같은 확산적 사고를 높일 수 있는 사고기법, 유추 및 강제연결법, 창의적 문제해

결과정(CPS) 등을 배우고 실생활 문제와 연결해서 적용한다(3, 4, 5차시). 창의적 환경에서는 동

영상을 통해 창의적 학교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유아의 창의적 환경을 높일 수 있는 가상적 공

간을 꾸며본다(6차시). 창의적 산물 부분에서는 S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한된 자료

를 가지고 유아를 위한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 보고 이 교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교안을 직

접 작성한다(7, 8차시). 9∼11회기에는 누리과정과의 연계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활

동안을 구성해보고 실습해봄으로써 현장에서 자신감 있게 실천해보고 적용해보는 기회를 갖는

다(9, 10, 11차시). 12회기에는 전체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 반성해보며 발현된 자신의 창의성을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생각해본다.  

  본 프로그램이 끝난 후 실험 및 통제집단 모두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 사이에 사후 측정

을 실시하였다.

  2차 년도인 2013∼2014년에는 1차 년도에 참여했던 예비유아교사 중 실험집단 예비유아교사 

36명과, 통제집단의 예비유아교사 31명, 총 67명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이들에게 2차 사후 측정을 실시하였다. <표 1>에 본 연구에 대한 실험설계가 

제시되어 있다.  

<표 1> 유아의 창의성증진을 위한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한 실험설계

집단   실험 1(1년차)   실험 2(2년차)

실험집단  O₁  X  O₂    O3 

통제집단  O₁  O₂   O3

       O₁(1차): (사전검사)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측정

       O₂(2차): (사후검사)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측정

       O3 (3차): (2차 사후검사)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자기효능감 측정

       X :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 처치(12회기)

4. 자료분석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의 실시여부, 3번의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

기 위해 이원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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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사전 문제해결능력 점수를 토대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경향은 <표 2>와 같다. 사전 문제해결능력 총점

(M=3.67, SD=.47)에 비해 사후(M=3.71, SD=.45), 사후 2차 문제해결능력(M=3.72, SD=.42)의 총점이 

높다. 전체적으로 볼 때 문제해결능력은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비해 실시 직후, 실시 1년 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사전 측정에서는 집

단 간에 유사한 점수를 보이지만(실험M=3.68(SD=.49) vs 통제 M=3.67(SD=.45)), 사후(실험

M=3.80(SD=.47) vs 통제 M=3.61(SD=.40)) 및 사후 2차 측정(실험M=3.78(SD=.42) vs 통제 

M=3.64(SD=.42))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문제해결능력 점수가 높다.

<표 2>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N M SD

사전 문제해결능력(1차)

실험 36 3.68 .49

통제 31 3.67 .45

Total 67 3.67 .47

사후 문제해결능력(2차)

실험 36 3.80 .47

통제 31 3.61 .40

Total 67 3.71 .45

사후2차 문제해결능력(3차)

실험 36 3.78 .42

통제 31 3.64 .42

Total 67 3.72 .42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

하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에 앞서 공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문제해결능력(Mauchly's 

W=.93, χ2=3.73, p>.05)에서 세 번의 측정시기 모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

결능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3> 참조), 

집단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측정시기에 따라서도 문제해결능

력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에서는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 Lamda=88, F=3.50,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문

제해결능력 점수(M=3.68, SD=.49)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 문제해결능력 점수(M=3.80, SD=.47) 및 1

년 후의 문제해결능력 점수(M=3.78, SD=.42)가 높다.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문

제해결능력 점수(M=3.67, SD=.45)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 문제해결능력 점수(M=3.61, SD=.40) 및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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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년 후의 문제해결능력 점수(M=3.64, SD=.42)가 약간 낮

다.

  집단 및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후검증으

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3.61, 

p<.05)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

라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본 프로

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이후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

었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3> 집단별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반복측정변량분석표 

Source SS df MS F

피험자 간 효과

집단 .61 1 .61 1.20

오차 33.19 15 .51

피험자 내 효과

측정시기 .06 2 .03 .59

측정시기× 집단 .33 2 .16 3.50**

오차(측정시기) 6.11 130 .05 　

 **p < .01.

2.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우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의 사전 자기효능감 점수를 토대로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평균 및 표준편차

집단 N M SD

사전 자기효능감

실험 36 3.36 .56

통제 31 3.35 .62

Total 67 3.35 .58

사후 자기효능감

실험 36 3.52 .54

통제 31 3.37 .55

Total 67 3.45 .55

사후2차 자기효능감

실험 36 3.51 .52

통제 31 3.38 .53

Total 67 3.45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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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경향은 <표 4>와 같다. 사전 자기효능감 총점(M=3.35, 

SD=.58)에 비해 사후(M=3.45, SD=.55), 사후 2차 자기효능감(M=3.45, SD=.53)의 총점이 높다. 전체

적으로 볼 때 자기효능감은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비해 실시 

직후, 실시 1년 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사전 측정에서는 집단 간에 유

사한 점수를 보이지만(실험 M=3.36(SD=.56) vs 통제 M=3.35(SD=.62)), 사후(실험 M=3.52(SD=.54) 

vs 통제 M=3.37(SD=.55)) 및 사후 2차 측정(실험 M=3.51(SD=.52) vs 통제 M=3.38(SD=.53))에서는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효능감 평균점수가 높다. 

  집단별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하

였다. 반복측정변량분석에 앞서 공분산의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Mauchly's W=.79, 

χ2=14.99, p<.001)에서 세 번의 측정시기별 모집단의 공분산행렬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처럼 공분산의 동질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이에 따른 오류를 교정하게 위해 

Greenhouse-Geisser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표 5>에서는 Greenhouse-Geisser의 F값을 기초로 

해석하였다.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 실시여부 및 측정시기에 따라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

능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표 5> 참조), 집

단에 따라 자기효능감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측정시기에 따라 자기효능감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Wilk's Lamda=.87, F=3.18, p<.05).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프로그램 실시 전 자기효능감 점수(M=3.35, SD=.58)보

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 점수(M=3.45, SD=.55) 및 1년 

후의 자기효능감 점수(M=3.45, SD=.53)가 높다. 

  또한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s Lamda=.87, F=2.58, 

p<.05).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할 경우 측정시기의 주효과는 무

시하고 상호작용효과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구체적으

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실시 전 자기효능감 

점수(M=3.36, SD=.56)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 점수

(M=3.52, SD=.54) 및 1년 후의 자기효능감 점수(M=3.51, 

SD=.52)가 높다. 통제집단의 경우도 프로그램 실시 전 자기효

능감 점수(M=3.35, SD=.62)보다 프로그램 실시 후 자기효능감 

점수(M=3.37, SD=.55), 1년 후의 자기효능감 점수(M=3.38, 

SD=.53)가 아주 조금 높다.  

  집단 및 측정시기의 상호작용효과에 대한 추후검증으로 단순주효과 검증 결과, 실험집단의 경

우 측정시기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F=5.19, p<.05)으로 나타난 반면 통제

집단의 경우 측정시기에 따라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집단은 본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이후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

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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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기효능감에 대한 반복측정변량분석 

Source SS df MS F

피험자 간 효과

집단 .46 1 .46 .58

오차 51.72 65 .79

피험자 내 효과

측정시기 .40 1.65 .24 3.18*

측정시기× 집단 .34 1.65 .20 2.58*

오차(측정시기) 8.13 107.54 .08

 *p < .05.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과 자기효능

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예비유

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 및 측정 시기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문제해결능력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본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이후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었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

결능력 및 창의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선행연구(강문숙 외, 2012; 김성재, 2011; 김순환 외, 2014; 장경원, 2008; Pannells, 2011; Wiggins, 

Follo, & Eberly, 2007; Wubbels & Korthagen, 1990)와 일치한다.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던 위 프로그램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해보면 주입식 수업을 통한 

단순한 과제해결 수준의 학습 경험이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예를 들면, 블렌디드 PBL 프

로그램, 멘토링 실습 프로그램, 문제해결경험 상황, 반성적 프로그램, 현장 몰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활동을 경험하는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 또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아 창의성교육에 대한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유아교사들이 소

집단 혹은 개인별로 특정 주제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창의적 활동안을 만들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실험집단

의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료들과 소집단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자유

롭게 표현하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문제를 발견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방법은 예비유아교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될 다양한 문제와 역할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밝힐 수 있었던 주요한 점은 본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된 문제해결능력은 1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김경은

- 299 -

년이 지난 후 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서의 교사양성교

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에서도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아교사들이 유아

교육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교사양성기간동안 체계적으로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집단의 예비유아교사들의 문제해결

능력은 측정시기에 따라 전혀 변화가 없었던 반면, 실험집단의 예비유아교사들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직후와 1년이 지난 후의 문제해결능력의 점수가 유의하게 높다는 것

은 교사양성기간동안 본 프로그램을 통해 습득했던 문제해결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것

을 시사한다. 현재까지 국내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사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밝힌 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

성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에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

한 요인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향상 및 유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힐 수 없는 한계

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의 예비유아교사 

문제해결능력이 어떻게 변화해나가는지에 대한 경로를 추적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둘째,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집단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측정시기의 주효과

와 집단 및 측정시기에 따른 자기효능감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추후검증 결과, 실험집단은 본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이후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지만, 통제집단의 경우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실습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인다는 선행연

구(남미경, 2006; 박해미, 2008; 부성숙, 2014; 장경원, 2008; Wubbels & Korthagen, 1990)와 맥을 

같이 한다.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던 위 프로그램들은 예비교사들

에게 실제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이론적 측면보다는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술과 태도, 지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다. 문제해결상황 

수업이나 액션러닝 수업, 자기반성적 프로그램 등은 예비유아교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학

습자 중심의 학습으로서, 예비유아교사의 실제적 문제 해결과 유아교육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조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은 반성적 사고

능력이 신장되고 예비유아교사로서 준비도를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높은 자기효능감을 갖게 

된다(부성숙, 2014). 비슷한 맥락에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개별 혹은 소집단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고,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조별로 직접 구성해보며 활동을 서로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을 소통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9∼12회기는 누리과정과 연계한 창의적인 활동들을 경험하고 

구성하며 예비유아교사로서 자신에 대해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비유아교사로서 필요한 기술과 긍정적인 태도를 습득하게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직후 뿐 아니라 교사가 된 

이후의 자기효능감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예비교사

들에게 교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변인은 다양하지만 교사로서의 역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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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자기효능감(Guskey & Passaro, 1994)라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 연구에서 교사의 효능감이 교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만족감, 스트레스에 

영향(Caprara et al., 2003; Klassen & Chiu, 2010)을 줄 뿐 아니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현지, 나동진, 200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유아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예비유아교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

다. 최근 들어 유아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교사의 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예비유아

교사 양성과정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예비유아교사 양성과정은 학문중심 교

육과정의 특성이 강하고 실제 중심, 실천 중심의 성격이 약함에 따라 예비유아교사들은 예비교

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로서의 준비도와 자신감이 낮다고 생각하고 있다(김

병찬, 2003). 이에 사회에서 요구하는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지식 위주의 교육

보다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비유아교사로서의 준비도를 높이

고 현장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 프로그램이 예비유아교사의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

능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아직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프로그

램 효과와 관련된 종단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 중요성을 갖는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본 연구는 종단연구이다 보니 1년차에 참

여했던 연구대상이 2년차에는 누락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종단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누락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일반적

으로 2년차까지 참여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예비유아교사에 비해 본 연구에 대

한 관심이 많았다는 점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종단연구는 실시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연구대상 누락으로 인해 연구설계에도 여

러 제한점이 많지만 종단연구가 밝힐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고려해 볼 때, 미래 유아교육의 질

을 좌우하게 될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종단연구가 추후에도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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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hort-term longitudinal effect of creativity-fostering

programs for pre-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7 pre-early childhood teachers (36 from the experimental group and

31 from the control group) in Seoul, Kyunggi-do, and Chungcheong-do, Korea. Pre-early childhood

teacher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was measured three times. Data were analyzed

with a 2 × 3 (group × test) two-way analysis of variance for repeated measures. The change in

problem solving and self-efficacy appeared to be dependent on the group and test. Further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indicated that the participation of creativity-fostering programs for pre-early

childhood teachers was longitudinally effective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Key Words : pre-early childhood teachers, creativity-fostering program, problem solving ability,

self-efficacy, short-term longitudinal ef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