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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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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실험연구로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의 단기종단  효과를 검증해보기 

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는 실험집단 36명과 통제집단 31명, 총 67명의 비유아교사와 실험집단의 유아 65명, 통제집단
의 유아 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비유아교사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기 해 TTCT를 사용하 다. 본 
로그램이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평균, 표 편차, 잠재성장모형을 용하 고, 본 
로그램 참여 여부와 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첫째,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를 알아보기 해 잠재성장모형을 확인한 결과, 로그램 참여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본 로그램 참여여부  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의 창의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ongitudinal effect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s Creativ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67 pre-service teachers in Seoul, Kyungggi-do, and 
Chungcheong-do, Korea. Thirty-six pre-service teachers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and pre-service teachers 
were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Pre-service teacher's creativity was measured in three times. TTCT was 
applied to measure pre-service teacher's creativity and their children's creativity.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was applied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pre-service teacher's creativity. Also, Multiple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program on their children's creativity.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of the program was
longitudinally effective on not only pre-service teacher's creativity development but also their children's creativity. The
results of current study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help the pre-service teachers foster their creativity in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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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들어 사회문화 으로 창의 인 인재에 한 요

구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에서도 창의성을 요시 하는 분

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 특별
원회를 구성하고 유치원부터 · 등  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창의·인성교육을 교육지표로 제시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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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성교육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1]라는 내용으
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개정된 교육부 3∼5세 연령별 
리과정에서도 기본생활습 과 창의․인성 교육을 강

조하되, 이를 별도의 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리과정 
 역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창의  인재양성과 

창의성 교육은 국가수 의 교육목표로서 강조되고 있지

만 이러한 교육  목표가 실천되기 해서는 유아교육 

장에서의 구체 인 략과 노력이 요구된다. 
유아교육에서 창의성을 강조함에 따라 유아의 창의성

에 상당한 향을 미치는 유아교사에 한 연구[2-4]들
이 최근 들어 조 씩 이루어지고 있다. 유아교사는 유아
의 창의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한 직간  환경

이 될 수 있어 그 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사의 창의성과 유아의 창의성 간의 련성에 한 

실증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
[3, 5-7]에서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의 창의성과 직
 혹은 간 으로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교수학습 인 측면과 일상 인 

측면에서 유아의 창의성 발 에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창의 인 유아교사는 유아 심

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창의 인 유아교사는 비창의

인 교사에 비해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찾아보게끔 격려

하고, 유아가 그 문제에 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며, 유아들끼리 서로 의견을 나  

수 있도록 격려한다. 특히, 역할극 등을 통해 다른 사람
들의 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 수업에서 교사
는 학습의 동반자, 격려자이자 공유자이다. 창의 인 유

아 교사는 비창의 인 교사에 비해 수업 비  리에 

철 하며 교육내용과 실생활을 연결시키고 다양한 

매체와 기술을 사용하며 개방형 질문을 함으로써 창의

으로 가르치기 해 노력한다[8]. 창의 으로 가르치는 

교사들은 유아의 흥미를 높이고 유아가 배우고 싶은 동

기를 불러일으키기 해 새로운 매체와 근방법을 사용

한다[5, 9].
한 창의 인 교사는 창의 인 환경을 조성한다. 창

의 인 환경은 창의성교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이

다[10, 11]. 창의 인 교사는 유아들과 친 한 계를 유

지하고, 보다 개방 인 환경을 제공하며, 유아가 제한 없

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무엇보다 교사
가 창의 인 환경을 제공해야지만 유아는 자유롭다고 느

끼게 되고 그들의 잠재된 창의성을 발 하게 된다[12].  
일상  측면에서 창의  교사는 유아에게 창의성의 

모델이 된다. Horng과 동료들[5]은 창의 인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창의 인 교사들의 인성특성을 밝혔다. 
창의 인 교사는 어려운 일에 부딪 도 끈기 있게 무언

가를 해내고,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고 그것으로부터 배
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넘치며, 새로운 지식
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갖고 있다. 한 이들은 새

로운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데 능숙하며, 새로운 아이디
어를 그들의 수업에 잘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
어 이들의  다른 뛰어난 특징은 생각하는 습 을 갖고 

있다는 이다. 생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 고 각 수업

마다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 다. 유
아들은 이러한 교사의 모습 속에서 창의성에 한 태도

를 습득하게 된다.   
 두 가지 측면, 창의 으로 가르치는 교사인가 혹은 

교사 자체가 창의 인가에 상 없이 교사의 창의성은 유

아의 창의성에 상당한 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더불어 유아교사의 개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

교사의 창의성은 문제해결능력이나 자기효능감과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13, 14] 유아교사의 창의성
이 높을수록 다양한 상황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효율 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한 자

신감도 높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유아교사 자
신의 사회  응에도 정 인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이기 한 노

력이 실질 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아  보
육 련 학과에서 창의성을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

과는 소수이다. 2014년 재 보육교사의 질 강화를 해 
보육교사 자격 이수 과목이 17개로 늘어났지만, 창의성 
교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교과목에도 
창의성 교과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유아교육 장의 교사들은 학의 교사양성교육에서 

창의성교육의 필요성  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4, 
15] 교사양성과정에서의 창의성 교육 부재로 인해 실제
로 창의성을 어떻게 교육활동으로 개할 것인지, 리

과정과는 어떻게 연계시켜 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하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비유아교사교육 프로그램의 단기종단효과

2539

여는 여 히 모호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 로, 재 교육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

육과 련하여 유아교사를 상으로 창의인성교육에 

한 요구도를 조사해본 결과,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  
요성에 한 인식은 상당히 높은 수 이지만 실제로 

창의인성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창의인성에 한 마인드 

부족을 가장 큰 문제 으로 지 하 다. 더불어 창의인
성에 한 연수나 교육경험에 해서는 50%정도가 없
다고 응답하 다[4]. 
최근 들어 유아의 창의성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까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해 개

발된 로그램은 소수이다. 
기 개발된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의성 로

그램[2, 4, 16-19]들을 살펴보면, 비유아교사를 한 

창의성 교육은 주로 비유아교사의 창의  인성 혹은 

창의  사고 증진의 단편 인 측면에 을 두거나 창

의성 로그램 실시 직후의 로그램 효과에 을 두

었다. 이처럼 부분의 창의성 로그램의 효과검증 연
구는 로그램의 사후 혹은 사  사후 검사만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한 것이 부분이라 시간이 흐른 후에도 창

의성 로그램이 지속 인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제한 을 토 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

이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와 이후 유아의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의 창의성 증
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은 비유아교사

의 창의성 증진뿐 아니라 창의성에 한 이해를 기반으

로 리과정과 연계하여 유아를 한 창의 인 활동과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목 을 둔 

로그램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

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이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증진

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치는지, 교사가 된 이후 유아의 
창의성에도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 다.

1. 비유아교사를 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은 비

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인(본 로그램 참여여
부  교사의 창의성)의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Table 1에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
교육 로그램의 단기종단  효과검증을 한 실험설계

가 제시되어 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2012년 9
월 ∼10월  사이에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
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이 실시되기  사  검사(TTCT 
B형)를 받았다. 실험집단의 경우 소집단별로 2012년 9
월 ∼12월 말 사이에 12회기의 활동에 참여하 다. 통
제집단의 경우 아무런 처치를 받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직후 실험  통제집단 비유아교사들은 2012년 12월 
말과 2013년 1월 말 사이에 1차 사후검사(TTCT A형)를 
받았다. 2차 사후검사는 1차년도 연구에 참여했던 실험 
 통제집단 교사를 상으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추가 으로 이들  실험집단교

사 9명, 통제집단 교사 8명의 총 126명 유아들을 상으
로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 다.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ruop   1st year 2nd year
experimental  O₁  X O₂  O3 

control  O₁ O₂ O3

 O₁: pre-test for preservice teacher
 O₂: post-test for preservice teacher
 O3 : 2nd post-test for teacher, test for their children
 X :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of Children's Creativity(12 

sessions)

2.2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2년여 동안 진
행되었다. 연차별로 진행된 연구 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2.1. 1차년도 연구

 1차년도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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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데 을 두었다. 본 로그램 개발을 해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쳤다.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요구도 
조사를 통해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 고, 2단계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의 구성  문가 검토 작업을 

거쳤으며, 3단계에서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
아교사교육 로그램 실시  평가를 통해 4단계에서 최
종 로그램이 개발되었다.  
본 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한 1차년도 연구

상은 유아교육실습(학교 장실습)  보육실습을 마친 4
학년 비유아교사를 101명이었다. 이들은 서울  충남
에 있는 4개 학의 비유아교사들이다. 이들  50명
은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

램에 참여하 고(실험집단) 나머지 51명은 본 로그램
에 참여하지 않았다(통제집단). 
실험집단의 경우 본 로그램 진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해 한 집단 당 인원을 15명 내외로 한정함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성되었고 총 12회기가 진행되었다. 강
사의 차이에 따른 외생변인을 통제하기 해 본 연구자

가 3곳의 실험집단을 상으로 직  진행하 다.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

램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이들이 유아

교육 장에서 즉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창의성교육을 

익히게 하기 해 토론  모의수업 심 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차시에는 우선 비유아교사들이 자신의 
창의성 수 을 진단하고 창의성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데 을 두었으며, 2∼8차시에는 창의성의 
구성요소인 4P를 심으로 창의  인성(Personality)(2
차시), 창의  사고과정(Process)(3, 4, 5차시), 창의  환

경(Press)(6차시), 창의  산물(Product)(7, 8차시)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 을 두었다. 2차시에는 창의
인 인물들의 기 분석을 통해 창의  인성에 한 이해

를 높이고 자신의 창의  인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  

아바타를 만들어보았다. 3∼5차시에는 인스토 , 마
인드맵 등과 같은 확산  사고를 높일 수 있는 사고기법

과 창의  문제해결과정(CPS) 등을 배우고 자신의 실생
활 문제와 연결해서 용해보았다. 6차시에는 창의  환

경에서는 동 상을 통해 국내  국외의 창의  학교 분

기에 해 살펴보고 유아의 창의  환경을 높일 수 있

는 가상  공간을 꾸며보았다. 7∼8차시에는 

SCAMPER 기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제한된 자료(블록, 
종이컵)를 가지고 유아를 한 새로운 교구를 만들어 보
고 이 교구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활동 교안을 직  작

성하 다. 9∼11차시에는 유아와의 일상 화  리과

정과 연계하여 유아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 인 

방법들을 습득함으로써 장에서 자신감 있게 실천해보

고 용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12차시에는 그동안 배웠
던 것을 반성해보며 스스로의 창의성과 유아 창의성 교

육에 한 자신감을 높이기 한 다짐을 하 다. 
연구가 시작되기  이들로부터 연구참여에 한 동

의를 받았다. 한 본 연구는 연구윤리 회로부터 연구

윤리에 한 승인을 받았다(NSU-140616-1)
 
2.2.2 2차년도 연구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비유아교사에게 제
공된 본 로그램이 이들의 창의성 변화에 지속 으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사들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
의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을 두

었다. 따라서 1차년도 연구에 참여했던 비유아교사들
이 2차년도 연구의 상이 된다. 하지만 2차년도 연구에
서는 1차 년도에 참여했던 비유아교사  실험집단 
비유아교사 36명과, 통제집단의 비유아교사 31명, 총 
67명만이 본 연구에 참여하 다. 1년차에 참여했던 비
유아교사  몇 명은 아반 담임을 맡아서, 보조교사로
서의 역할을 담당해서, 지역 으로 무 멀어 참여하기

가 어려워서 그리고 다른 직업을 선택해서 등과 같은 이

유로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하 다. 이들은 2013
년 11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2차 사후검사(TTCT B
형)를 받았다. 

한 2차년도 연구에 참여한 교사  실험집단교사 
10명, 통제집단 10명의 교사를 무작 으로 추출하여 

원장과 교사들로부터 유아의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하 다. 하지만 유아 연구 참여에 한 동의를 구하지 
못한 교사가 제외됨으로써 최종 실험집단교사 9명, 통제
집단교사 8명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교사들의 유아들  유아 10명을 무작
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창의성을 측정하 다. 검사를 제
로 끝내지 못한 유아의 검사지, 부실 기재된 검사지를 
제외한 최종 실험집단 교사의 유아 65명, 통제집단 교사
의 유아 61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포함되었다. 이들의 
성별은 남아 48%, 여아 52% 고 평균연령은 4.2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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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control
M SD M SD

pre-
test

fluency 98.09 17.68 114.35 18.64
originality 106.08 16.01 116.96 24.53
abstractness of 
titles

70.61 29.06 70.06 16.64

elaboration 65.63 12.12 69.06 12.95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80.80 16.92 83.19 14.72

total 
creativity

84.24 16.94 90.72 11.23

post-
test

fluency 111.38 23.53 108.83 26.77
originality 114.63 20.42 110.19 23.02
abstractness of 
titles

84.50 21.32 68.22 29.29

elaboration 70.13 13.29 71.45 15.95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91.25 12.22 86.35 12.91

total 
creativity

94.38 10.78 89.81 13.97

2.3 측정도구

2.3.1 창의성

본 연구에서 비유아교사  유아의의 창의  사고

능력을 측정하기 하여  Torrance의 창의  사고 검사

인 TTCT 도형 A, B형 검사(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Figural A)를 Kim[20]이 번안하여 표 화한 

검사를 사용하 다. 
비유아교사의 경우, 1차년도 사 검사는 B형 검사, 

사후검사는 A형 검사, 2차년도 사후검사에는 B형 검사
를 사용하 다. 한 2차년도에 유아의 창의성을 측정하
기 해 TTCT 도형 B형 검사를 사용하 다. 

TTCT 도형검사는 세 가지 활동(그림 구성하기, 그림 
완성하기, 선 그리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으로 총 30분이 소요된다. 
Torrance의 창의  사고력 검사는 확산  사고능력의 하

요인인 정교성, 유창성, 독창성, 추상  사고 등을 평

가한다. 검사의 채  기 은 한국의 표본 집단을 상으

로 표 화한 통계자료를 토 로 사용하 다[18]. 검사의 
채 은 창의성 채  훈련을 받은 석사  박사 총 4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측정을 한 
채 자간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Inter-rater reliability by groups  
teacher children

fluency .99 .99
originality .92 .94
abstractness of titles .94 .95
elaboration .92 .93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94 .95

2.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방법을 따르는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비유아교사에서 유아교사에 이

르기까지의 창의성 변화에 창의성 로그램의 실시 여부

가 어떠한 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 다. 잠재성장모형
은 세 시 이나 그 이상의 여러 시 에 걸쳐서 반복 으

로 측정된 종단 연구 자료에 하여 집단의 평균뿐만 아

니라 변화율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

는 연구방법이다[19].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할 경우, 어
떤 변인에서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유의미한지를 검증

할 수 있다. 변화함수가 선형일 경우, 편과 기울기에 

있어서 개인차의 의미는 기치와 변화율에 있어서의 개

인차가 된다.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최 우도법을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합도를 TLI 
(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통해 살펴보았다. 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의 기술
통계 분석을 해 SPSS 18.0을 이용하 고, 잠재성장모
형의 분석을 해 AMOS version 18.0을 사용하 다. 

3. 연구결과

3.1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예비유아교사

교육 프로그램 실시여부에 따른 예비유아

교사의 창의성 변화  

집단별로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탐색하 다. 이에 앞서 창의성과 
그 하 역별로 시 별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
도의 값 범 는 0.00∼.79 고, 첨도의 값 범

는 .04∼2.04 다. 일반 으로 왜도의 값이 3.0 미만
이고, 첨도의 값이 10미만이면 정규분포에 한 가
정이 충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보면, 
본 자료의 경우 모집단의 정규성을 가정할 수 있다.

Table 3. Means and SDs for creativity in three times 
by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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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nd  
post-
test

fluency 118.72 20.55 115.87 26.35

originality 129.66 20.46 131.74 18.05
abstractness of 
titles

89.69 20.80 83.64 28.90

elaboration 98.05 23.79 87.38 23.36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96.16 10.53 96.51 20.35

total 
creativity

106.46 11.01 103.03 14.09

각 시 에서 측정한 집단별 창의성의 경향을 알아보

기 해 각 하 변인들의 평균값과 표 편차를 산출하

다(Table 3). 실험집단의 경우 사  창의성 수에 비해 사

후 창의성 수가 높아졌고, 2차 사후 창의성 수가 사  

 사후 수에 비해 차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2, Fig 1 참조). 통제집단의 경우 사  창의성 수

에 비해 사후 창의성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2차 사후 
창의성 수는 사   사후 수에 비해 차 으로 높아

짐을 알 수 있다(Table 2, Fig 2 참조). 한편, 측정 시기별 
표 편차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단의 경우 개인 간 창의성 

수 차이가 사 측정에서 2차 사후측정으로 갈수록 감소
하는(16.94→10.78→11.01) 반면 통제집단의 개인 간 창의
성 수 차이는 사 측정에서 2차 사후측정으로 갈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 다(11.23→13.97→14.09). 

           pre-test        post-test       2nd post-test 

Fig. 1. the change of creativity in experimental group

pre-test     post-test     2nd post-test

Fig. 2. the change of creativity in control group

우선,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의성 로그램

의 실시여부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변화함수를 용하여 잠

재성장모형을 확인하 다. 먼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는 무변화 모형(Fig 3)
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이 일정하

게 변화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선형 변화모형(Fig 4)을 
용하 다. 본 연구는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
의성 로그램을 실험집단을 상으로 실시하 기 때문

에 로그램 참여여부가 사후 수와 2차 사후 수의 변

화에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연구모형(Fig 5)을 
용하 다. 

Fig. 3. no growth model   

Fig. 4. unconditional linear model 

Fig. 5. conditional linear model by participation in 
program(hypothesized latent growth model)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에 한 잠재성장모형을 

용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합도 지수를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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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화 모형은 합도가 매우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로그램 참여여부를 포함

한 연구모형은 한 것으로 나타났다(χ2
df=2=4.91, 

p=.86, TLI=.93, CFI=.92, RMSEA=.10). 이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이 비

유아교사의 창의성 발달경로에 지속 으로 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한 모형이 함을 입증한다.
연구모형을 구체 으로 살펴보면(Table 5 참조), 기

치와 변화율의 분산이 유의하 기 때문에 비유아교사 

창의성의 기치와 변화율에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창의성은 측정시 마다 12.03만큼 정 으로 변화

하 다. 특히 창의성의 개인별 변화가 개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창의성의 기치와 변화율 간에는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54, p<.001). 이는 사  

측정 시 에서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수가 낮았을수

록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변화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Table 4. fit-index of models
model χ2 p df TLI CFI RMSEA

no
change model

83.97 .00 4 -2.28 .00 .45 

u n c o n d i t i o n a l 
linear  model

28.82 .00 1 -1.28 .00 .53

h y p o t h e s i z e d 
model

4.91 .09 2 .93 .92 .10

Table 5. The change of creativity among models

intercept slope program
(treatment)

M SD M SD M SD
no
change 
model

88.66*** 41.84**

uncondition
al linear 
model

84.60*** 45.35*** 8.55 33.79

hypothesize
d model 86.31*** 77.03*** 12.03*** 39.20** 1.50*** .25*

* p<.05. ** p<.01. ***p<.001.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기값과 변화율  로그램 

참여여부가 유아교사의 사후 창의성 측정, 2차 사후 창
의성 측정에 미치는 향에 한 최종모형은 Fig 6에 제
시하 다.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의 기치는 사  창의

성 수, 사후 창의성 수, 2차 사후 창의성 수에 유
의한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비
유아교사가 본 로그램에 참여했느냐의 여부는 사후 창

의성 수(β=.-27, p<.001)와 2차 사후 창의성 수(β
=.-17, p<.01)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
그램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증진뿐 아니라 이후 유아

교사가 된 후의 창의성 증진에도 지속 인 정  향

을 미침을 의미한다. 

*** p<.001, **p<.01

Fig. 6. standardized coefficient of hypothesized latent 
growth model

3.2 예비유아교사의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창

의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

램 참여 여부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3차 수)이 유
아의 창의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해 

유아의 창의성 수를 종속변인으로, 비유아교사의 창
의성 참여여부를 1단계 독립변인으로, 유아교사의 창의
성 하 요인 수을 2단계 독립변인으로 하여 계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 공선성

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본 결과, 다 공선성에는 문제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urbin-Waston=1.30, 
Tolerance=-57∼.99).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

램 참여 여부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

에 미치는 향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된 바
와 같다. 본 로그램 참여여부만 투입된 모형 1에서 
로그램 참여여부가 유아의 창의성을 유아의 창의성을 유

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 다

(F=5.52, p<.05). 
모형 2에서 유아교사의 창의성 하 요인 수를 추가

로 투입한 결과, 유아교사의 창의성 하 요인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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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21, p<.05)과 추상성(β=.42, p<.001)만이 유아의 창의
성을 유의하게 설명하 다. 모형 1에서 유아의 창의성 
수를 유의하게 설명했던 로그램 참여여부는 모형 2에
서도 유아의 창의성 수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2의 설명력은 모형 1보다 27% 증가하여 
체변량의 31%를 설명하 다(F=8.84, p<.001). 모형 2에
서 투입된 유아교사의 창의성 수는 창의성 로그램 참

여여부 외에도 유아의 창의성 수를 설명하는 데 추가

인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창의성 증진
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 참여여부, 유아교사
의 창의성 하 요인  독창성과 추상성은 유아의 창의성

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effect of teacher's participation in 
program and creativity on their children's 
creativity

independent
variables 

model 1 model 2
B β B β

participation in program -7.60 -.21* -11.05 -.30*

teacher's 
creativity

fluency .10 .11
originality .19 .21*

abstractness 
of titles .40 .42***

elaboration .15 .21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05 .05

R2 .04 .31
⊿R2 .04 .27

F 5.52* 8.84***

* p<.05. *** p<.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

교사교육 로그램의 단기종단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하 다.  
첫째, 비유아교사를 한 창의성 교육 로그램 실

시여부가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의 변화를 측하는지

의 모형을 검증한 결과, 비유아교사의 창의성 발달경

로에 있어 창의성 로그램의 실시여부는 비유아교사 

시기뿐 아니라 유아교사가 된 이후의 창의성 변화에도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창의성 로그램의 효과를 즉각 으로 살펴본 기존

의 연구결과에서 벗어나 창의성 로그램의 효과가 지속

될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창의성이 훈련을 통해 

계발가능하다는 것을 확증한다. 창의성이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다는 

보다는 창의성이라는 것이 구나 가질 수 있는 보

편 인 능력이고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계발가능하다는 

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실제로 교사를 상으로 창
의성의 개발가능성에 해 질문한 결과, 80%이상이 창
의성은 교육을 통해 개발가능하다고 응답하 다[22]는 
을 고려해 볼 때, 비유아교사 뿐 아니라 유아교사를 
상으로 한 창의성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
사의 창의성은 유아와의 일상생활이나 학습 상황에서 유

아의 창의성에 직간 으로 향을 미친다[2, 5]는 
을 고려해 볼 때, 비유아교사  교사의 창의성을 계발
하기 한 체계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모형의 분산을 통해 창의성의 개인차를 살펴보면 

1차 측정시 보다 2차, 3차 측정시 에 개인 간 차이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실험집단보다 통제집단에서 
개인별 차이가 더 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창의성 교육을 받았던 실험집단의 경우 실험집단 비유

아교사의 창의성의 평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 으

로 높아질 뿐 아니라 집단 내의 개인차가 어듦을 의미

한다. 이에 비해 통제집단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창
의성 수는 반 으로 차 향상되지만 집단 내의 개

인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창의
성교육의 장기  효과를 입증하는  따른 결과이다. 

한 본 연구모형에서는 창의성의 기값과 변화율 

간에 부 인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

에 창의성 수가 낮았던 비유아교사들일수록 창의성

의 상승률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효과를 분리해서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

한 원인을 밝히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창의성 수가 낮
았던 비유아교사들이 창의성 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높

으리라 추측해볼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창의성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 간에 시간에 따른 창의성 변화율

에 차이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 해본다. 
한편, 기존의 비유아교사를 상으로 창의성 로

그램의 효과를 알아본 연구[4, 16, 19, 23, 24]들은 부
분 로그램 직후의 효과만을 알아보는 것들이라 로그

램의 종단  효과를 검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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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비유아교사를 한 창의성 로그램은 로그램 

실시 직후뿐 아니라 이후의 창의성 변화에도 지속 으로 

향을 미침을 입증하 다. 이러한 을 고려해 볼 때, 
창의성 교육의 시작은 학에서의 교사양성교육에서부

터 이루어져야 한다. 비교사를 한 창의성 교육을 통
해 비유아교사에게 창의  교수에 한 심화된 지식과 

창의성 발달을 한 창의  환경에 해 알려 으로써 

창의성 교육과 련된 지식과 책략들을 미리 갖추도록 

비시켜야 한다[5, 25]. 이와 더불어 비교사들이 창의
성에 한 가치와 생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요하다. 창의  사고와 책략이 요하

고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생들에

게 생각할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교육 

실을 되짚어 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로그램 참여여부와 유아교사

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지에 해 

알아본 결과, 비유아교사의 본 로그램 참여여부와 

유아교사의 독창성  추상성은 유아의 창의성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의 효

과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아의 창의
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은 비유아

교사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에만 을 두는 것이 아니

라 이러한 창의성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의수업 등

을 통해 유아들의 창의성을 높이는 구체 인 방법들을 

실습해보는 데 을 두었다. 이러한 활동들이 비유
아교사로 하여  창의성 교육에 한 자신감이나 활용도

를 높이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 유아교사의 창의성과 유아의 창의성 간의 계

에 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창의성과 유아의 창의성 간

에 정 인 계가 있다[3, 5, 6, 7, 26]는 선행연구결과
를 지지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
기  측면에서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신장시켜  필

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유아교사의 독창성
과 추상성은 단순히 짧은 기간의 교육이나 훈련으로 향

상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교사양성과정 에 지

속 으로 비유아교사의 창의성을 높이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으로 사회 으로 의미있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을 “Big C"(사회  창의성)라고 한다면, 일상생
활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

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Little c"(일상  창의성)라고 
한다[27, 28]. 실제로 교사는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창의
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29, 30]. 리과
정을 이행하면서 다양한 유아들의 욕구, 심, 능력 등을 
충족시키기 해 수업을 계획하거나 새롭게 수정해야 하

고[26] 수시로 각기 다른 계 , 교육 , 리  책임과 

문제에 부딪  여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

에 놓이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아교사 스스로 
자신의 창의성을 높이기 한 노력은 실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부에는 경험이 풍부한 창의  

교사를 발굴하고 이들을 극 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

며, 창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실질  경험이나 교수학

습방법들을 공유함으로써 일반교사들의 창의성을 높이

기 한 실질 인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여러 측면에서 제한 을 갖는다. 첫

째, 종단연구이다보니 1년차에 참여했던 연구 상이 2
년차에 모두 포함되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 을 배제할 

수 없다. 종단연구에서 연구 상의 락 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류들을 통제하지 못하 다. 일반 으로 2년차
까지 참여한 비유아교사들의 경우 그 지 않은 비유

아교사에 비해 창의성에 한 심이 많았다는 은 배

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구결과

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유아교사의 로그램

에 한 참여여부와 유아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창의성

에 미치는 향에 한 분석에서도 보다 치 한 설계가 

필요하다. 실제 유아교사가 된 이후에는 재직하고 있는 
기 의 철학이나 환경, 교사의 특성이 유아에게 많은 
향을 미칠 수 있는 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
이 있다. 이러한 향을 구체 으로 밝 내기 해서

는 HLM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 교사 당 분석
할 수 있는 유아 수가 제한되다보니 분석의 어려움이 있

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충분한 상 확보  엄격한 
연구설계를 통해 유아의 창의성에 향을 미치는 교사 

변인  기 의 특성을 보다 구체 으로 밝힐 수 있기를 

기 해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한 비유아교사교육 로그램의 효과를 종단 으로 

검토하 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거시 인 

에서는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  인재 양성

과 련하여 교사양성기 에서의 창의성 교육의 활성화

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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