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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의 과학 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조적 

계에  유아 사 창의 의 매개효과 

희, 전홍주*

신여 대학  아 과

Mediation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structional creativit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and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Yu Hee Lee, Hong-Ju Jeo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약  본 연구의 목 은 어린이집 유아교사들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가 어떤 계를 보이는지 살펴 본

후, 교사-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교수창의성을 투입하여 교사 유아와의 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알아보는것이다. 본연구는 2018년경기수원지역의어린이집유아교사 303명을 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

고, 자료분석을 해 SPSS 23.0과 AMOS 23.0을이용하여구조방정식모형과 Sobel-test를실시하 다. 분석결과, 유아교

사의과학교수효능감은유아교사의창의성과유아의과학 태도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한유아교

사의창의성은유아의과학 태도에 정 인 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Sobel-test 결과, 유아교사의과학교수효능감

과유아의과학 태도간의 계에서유아교사의창의성은매개역할을하여유아의과학 태도를증진시키는데에 요한

변수로작용하 다. 결론 으로유아교사의교수창의성은유아의과학 태도향상을 해 정 인 향을미치는 요한

변인임을확인하 다. 따라서유아교사가과학교수활동을할때교수창의성을높일수있는교육이동시에제공된다면유아

의 과학 태도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and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Then, using the instructional creativity as a parameter to increase the quality 

of teacher-children interaction, we examined how the teacher-children relationship changed. In this study, 303 child 

care center teachers in Suwon, Gyeeonggi were surveyed. To analyze the dat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Sobel-test were performed using SPSS 23.0 and AMOS 23.0.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ild care center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had positive effects on the teachers’ creativity and the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Furthermore, the creativity of child care center teachers had a positive effect on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The result 

of the Sobel-test  revealed that child care center teachers’s creativity played a mediating role between teachers' science 

teaching efficacy and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and acted as a key variable in promoting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In conclusion, it has been identified that the creativity of the infant teacher's teaching is an important change 

tha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s scientific attitude. Therefore, if education is provided to enhance the creativity 

of the professor when the infant teacher is working as a science professor at the same time, it can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the child's scientific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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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유아는 선천 으로 세상에 한 여러 호기심을 가지

고 태어난다. 호기심으로 주변세계의 의문 을끊임없이

탐구하고 발견해 가는 과정 속에서 유아들 스스로 찰

하고 분류하고 소통하는 등의 발견활동이 이루어진다. 

과학은 주변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탐구 과정과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유아과학교육이란 유아들이 본성 으로 가지고 있는

과학 자아를통해주변세계를 찰, 질문하고 답을 찾

고 결과를 비교하고회상하고 기록하는 활동에 지속 으

로 참여하는 것이며 궁극 인 목 은 유아가 자신의 주

변세계에 한 인식을 넓 가는 것이다[3].

유아들은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과학기술과 과정

을 쉽게 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기 의

교사들은 과학 소재, 과학수 , 과학 방법에 해서 잘

알지못하여과학을어려운 역으로 여기면서 유아들의

과학 역을 가장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5]. 이러

한 환경은 결국 과학교육에 한 교사들의 문 지식

부족과 교재·교구의 부족 등의 문제 으로 이어지면서

유아의 과학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요함을 강

조하 다[6]. 

유아가성장하면서 학습하고 발달하는 데에 유아교사

는매우 한 련이있고, 이러한유아교사는 보육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다[7]. 특히, 유아

와 유아교사의 상호작용 계는 유아가성장하는과정

속에서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하는 지에 한지침

을 제공하고 이해하기 한 틀을 제공한다는 에서 매

우 요하다[11].

유아를 상으로 하는 유아 과학교육의 일반 목

은 유아의 타고난 호기심을개발하고 유아기부터과학

소양을 길러주는것이다. 그러나 교육 장에서실시되고

있는 과학은 그 요성에 비해 학생들의 낮은과학 성취

도와 과학에 한 학생들의 부정 태도를 그 상으로

들고 있다[14]. 한 교육 장 내에서 유아교사들의 과

학교수에 있어 소극 태도 등이 가장 핵심 인 문제

으로 두되고 있다[15].

최근 어린이집의 운 실태에 한 연구에 따르면, 

3-5세 연령별 리교육과정에서 5개 역의 내용을 균

형 있게 통합 으로 편성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

질 으로자연탐구 역의 비 이 다른 역에비하여가

장 낮은 비 으로 나타나 유아교사들이 자연탐구 역을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16]. 

특히 유아교사들은 국가수 의 리과정을 참고하여 자

율 으로 교과내용을 결정하고운 해야 하는데, 다양한

과목 에서도자연탐구 역을운 하는 데에있어서가

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과학 분야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 수 도 매우 낮은 수 이라고 하 다[17]. 따

라서 유아를 상으로 하여 과학 분야의 과학을 지도

하는 유아교사들은 과학교육에필요한지식을가지고학

습자의 발달에 하게 재구성하여 표 할 수 있는 과

학교수지식을 포함하는 과학교수효능감이 매우 요하

다고 볼 수 있다.

과학교수효능감은 과학을 지도하는 교사의 효능감을

의미한다[18]. 과학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자기효능감에

근거하여 학습자에게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에게 미치는 향에 따라 신념이 나타나고, 각각의 신념

에 따라 실질 인 교수행동도 달라진다[19]. 과학교수효

능감은 크게 두 개의 하 요인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교

사가 과학을 효과 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에 해 믿는

신념인과학교수개인효능감과 하나는 교사가 자신의

지도가 학습자에게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과학교수 결과기 감으로 구성되어 있다[20]. 따라서 교

수행동의 결과에 한 기 감이 높고 자신의 능력에

한 신념이 높은 교사는 교수행동에 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교사 스스로 과학교수지식이 낮

다고 인정하거나 능력에 한 신념이 낮은 교사는 쉽게

포기하여 자신감이 낮아지게 된다[21]. 과학교수효능감

에 한선행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집유아교사의 효능감

이 높을수록 유아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결국 유아의 과학 태도에 정 인 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2-23]. 따라서 유아교

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은 유아의 과학 태도향상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으로 측할 수 있다.

이러한 과학 분야에 한 유아교사의 지식과 효능감

은 어린이집에서유아교사가 유아의 발달 정도를 고려한

내용수 과 교수법을 결정하여맥락 상황에따라

하게 재구성함으로써 유아의 과학 태도에 향을 미친

다고 하 다[24]. 과학 태도는 과학 으로 문제를 해

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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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으로 증거를 바탕으로 주장을 내세운다든지, 다

른 사람의 의견을잘 듣거나 끈기를 가지고문제를 해결

해나가거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동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행동을 포 한다[25]. 따라서 유아의 과학 태도

는 유아들이과학 지식과방법을이해하고 추리하도록

도움을 으로써 유아들의생각과기술을발달시키는 데

필수 이다[26].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아교사의 과학에 한 지식과

교수법에 한 어려움은 유아교사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유아의 과학 태도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한 유아교사들이 과학

분야의 지식부족으로 인하여 과학교수법에 한 자신감

을 상실하고, 낮은 수 의 과학교수효능감은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 태도를 실행시키기에 부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28]. 그 밖에도 최근 연구들은

[29-30] 유아교사가과학교수지식의 수 과어떤 신념을

소유한가에 따라 실행되는 교육의 목표와 신념, 그리고

교수행동 수행은 유아교사와 유아 상호작용에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유아교육의질 향상을 해서는 유아교사의 문성

못지않게 창의성도필요하다.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교육

과정의 운 에 있어서 유아교사 스스로 교육 목표와 일

의 운 을 여러 가지 상황에 유연하게 처하여 교수법

을 수행하여 창의 으로 가르치는(teaching creatively) 

교수학습 략이다[31]. 유아를 상으로 하여 창의 인

교수법을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들은 교수행동을 할 때

자발 이며, 내 인 동기유발이 일어나 스스로 내 보

상을 받게 된다[32]. 오승민(2012)은 교수 학습의 본질, 

아동 , 교육 목 , 유아에게 미치는 잠재 향력, 

놀이의 기능 등에 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유

아와의 상호작용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33]. 이와 같

은 창의 인 교수법은 유아의 학습 태도에 변화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 백 숙과 강병재(2014)의 연

구에서는 창의성을 지니는 교수법은 유아와의 상호작용

을 할 때 유아가 호기심을 가지고 도 하도록 상호작

용하여 유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격려

할 수있게 된다고밝히고 있다[34]. 따라서 교사의창의

성은 과학에 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효능감 수 이 낮

아서 자신감이 결여될지라도, 자신의 교수법에 한 융

통성과 확산 사고 능력을 겸비하도록 하고, 어려운 상

황을 극복할 수 있는 변인으로 유아의 과학 태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과학 태도의구조 계에서매개변인인 교수

창의성과 결합되었을 때 교수창의성이 높은 유아교사의

경우에는유아교사와 유아 상호작용에 의해교육의질

역시 높아지게 되어 유아의 과학 태도에 정 인 역

할을 할 것이라고 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유아교사들의 과학교

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가 어떤 계를 보이는

지 살펴본 후, 유아교사- 유아와의상호작용의질을 높

일 수 있는 매개변인으로 교수창의성을투입하여 유아교

사와 유아와의 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은 교수 창의

성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은 유아의 과학

태도에 정 인 향을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은 유아의 과

학 태도에 정 인 향을미칠것이다.

연구문제 4. 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은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

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2. 연 방법

2.1 연  가  및 분 방법 

유치원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에 한

태도에 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과학교

수효능감이 높은교사들은 성장환경에서 자연을 할기

회가 많으면서 이러한 경험이 과학교육 지도에 있어서

창의성에 향을 미친다고 보았다[35]. 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이 높으면 과학교육에 한 자신만의 확

고한 방향성을가지고 극 으로 수업에 임함으로써유

아의 과학행동에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36]. 

백 숙과 김희태(2008)는 유아교사의 교수-학습 과정에

서 유아교사의 창의성이 유아의 과학 태도인 일반

지식습득과 수업에 집 하기, 과제수행하기 등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이와 같이, 유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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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는 정 인

향 계에 있고, 유아의 과학 태도를 향상시키기

해서는 유아교사의창의성이 매제역할을하여 더욱 극

화시킬수있음을 측할수 있다. 본 연구의연구모형

은 [Figure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하여 2018년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서울지역과 경기 수원지역의 어린이집 교

사로 재직 인 유아교사 221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를 배포하기 에 각 어린이집 원장

들에게 본 연구의 목 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할 의향

이 있는 어린이집에 해서만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지의 배부 회수는 직 방문 혹은 우편 수단을

이용하 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23.0과 AMOS 23.0 통

계 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으며, 측정문항에 한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신뢰성 검증을 해

Cronbach’s a를 산출하 다. 각 변수에 한 상 계분

석을 한 피어슨 상 분석을 실시하 고, 가설검증 연

구를 해 구조방정식 모형과 Sobel-test를 실시하 다.

2.2 조사대상  반적 특

연구 상자인 어린이집 유아교사의 일반 특성에

해 성별은 여성이 100.0%(221명)이며, 연령으로는 20

가 29.0%(64명)으로 나타났으며, 30 25.8%(57명), 40

36.7%(87명), 50 이상 8.6%(19명)로 나타났다. 최

종학력에 해서는 2년제 학 졸업자가 57.5%(127명), 

4년제 학 졸업 39.4%(87명), 학원 이상이 3.2%(7명)

으로 나타났다. 자격에 한 응답으로 보육교사 3 이

1.4%(3명), 보육교사 2 39.4%(87명), 보육교사 1

59.3%(131명)로 나타났으며, 보육교사 근무기간에 해

서는 1년미만이 7.7%(17명), 1년-3년미만 21.7%(48명), 3

년-5년 미만 23.5%(52명), 5년-10년 미만 28.5%(63명), 

10년 이상 18.6%(41명)으로 나타났다. 근무유형에 해

서는국공립어린이집 0.9%(2명), 직장어린이집 7.7%(17명),

법인어린이집 9.0%(20명), 민간어린이집 81.4%(180명), 

기타 0.9%(2명)로 나타났다.

2.3 측정도

1) 아 사  과학 수효능감 

본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해서 Enochs와 Riggs(1990)에 의해 개발된

STEBI(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 

즉 과학교수효능감 검사도구를 김희태와 백 숙(2009)

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그 로사용하 다[38-39]. 이 검

사척도는유아교사가 유아에게미칠 수있는과학교수의

결과에 한 기 효능감은 8문항으로 학습자의 과학학

습에 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지에 한 신념이다. 

한 유아교사로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지에 한 과학

교수능력에 한 신념 효능감은 12문항으로 과학을 효

과 으로 지도할 수 있는지의 능력에 한 신념이다. 과

학교수효능감은 5단계 평정 척도로 측정되었고, 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과학교수 효능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문항들 , 부정문항으로측정된 과학교수의결

과에 한 기 효능감의 4문항과 과학교수능력에 한

신념 효능감의 4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수를 부여하

다. 유아교사의과학교수 효능감이높다고 할 수 있다.

2) 아  과학적 태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태도 검사 도구는 유경숙

(2000)이 개발하고이경민(2000)이수정 보완한 유아 과

학 태도 검사 도구를 사용하 다[40-41]. 유아 과학

태도 검사는 호기심(3문항), 자진성과 극성(3문항), 솔

직성(3문항), 객 성(3문항), 개방성(3문항), 비 성(3문

항), 단유보(3문항), 동성(3문항), 끈기성(3문항)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유아 과학 태도 검사는 유

아교사가 체크리스트의 각 문항을 읽고, 유아의 행동과

일치되는정도에따라 5단계 척도로 수가높을수록유

아의 과학 태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아 사  수 창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 검사 도

구는 Cropley(2004)의 교사의 창의 인 교수 검사문항

을 토 로백 숙과 김희태(2008)가 타당화한 도구를 수

정 없이 사용하 다[42-43]. 이 검사도구는 크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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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과 인성 요인으로 나 어져 있다. 인지 요인의

6문항, 인성 요인의 6문항을 측정하는 5 평정 척도

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유

아교사의 창의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3. 연 결과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 유아의 과학 태도의 신뢰도

와 타당성을분석하기 하여 확인 요인분석을실시하

다. 측정도구의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한결과, 각 변

수의 χ², GFI, AGFI, RMR, NFI 등의 합도가 권장수

에 부합하고[Table 1], 확인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

수에 한 표 화 요인부하량(λ)은 0.644에서 0.932로

나타나 잠재변수에 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Table 2]. 한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

의 련성을분석하기 하여 피어슨 상 계수를사용하

여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측정도구 간 상 계수를

검토하여 다 공선성에문제가 없다고 단하 고, 상

계수들이 통계 으로 유의한 수 으로 나타나 별타당

성이 확보되었다[Table 3].

 (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188.995

(p=0.000)
62 .887 .834 .928 .897 .928 .909 .024 .087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ty
AVE

Cronbach’s 

α

Science 

teaching 

efficacy

→ STE 1 0.861 FIX -　

.911 .837

.805

→ STE 2 0.786 0.096 10.865 .828

Instructi

-onal 

creativity

→ IC 1 0.932 FIX -　
.963 .928

.826

→ IC 2 0.898 0.048 20.139 .833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 CSA 1 0.707 FIX -　

.958 .718

.752

→ CSA 2 0.686 0.109 9.744 .761

→ CSA 3 0.695 0.128 9.867 .785

→ CSA 4 0.678 0.138 9.622 .856

→ CSA 5 0.644 0.113 9.147 .729

→ CSA 6 0.755 0.129 10.694 .872

→ CSA 7 0.799 0.134 11.313 .877

→ CSA 8 0.523 0.128 7.441 .809

→ CSA 9 0.832 0.123 11.757 .805
***p<.001, **p<.01, *p<.05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1 2 3

1. Science teaching efficacy 1 　 　

2. Instructional creativity .607** 1 　

3.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620** .794** 1

**p<.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한 합도를 살펴본 결

과는 Table 4와 같으며, , GFI, AGFI, RMR, NFI 등

의 합도가 권장수 에 부합하 다.  

 (p) df GFI A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188.995

(p=0.000)
62 .887 .834 .928 .897 .928 .909 .024 .086

Table 4.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

펴본 결과[Table 5],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은 유아

교사의 창의성(β=.706, p<.001)과 유아의 과학 태도(β

=.213, p<.01)에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유아교사의 창의성은 유아의 과학 태도(β=.724, 

p<.001)에도 정(+)의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Table 6은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의 계에서교수창의성의매개효과 검정을

한 분석결과이다.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

도 간의 계에서교수 창의성에 한간 효과는 p<.05

의 수 에서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ig.

Science 

teaching 

efficacy

→
Instructional 

creativity
.706 .087 9.442 .000 Sig.

Instructional 

creativity
→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724 .054 8.223 .000 Sig.

Science 

teaching 

efficacy

→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213 .054 2.799 .005 Sig.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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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Variable
parameter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cience 

teaching 

efficacy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213 .005 .511 .000 .724 .000

Table 6. Indirect effect analysis of Instructional creativity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 계에서 교수창의성의 매개효과를알아보

기 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Sobel-test를

실시하 으며[44],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7과 같다. 교

수 창의성에 한 매개효과는 유아교사의 과학교사효능

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 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Sobel-test

Z-value P

Science teaching 

efficacy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6.181 .000

Table 7. Sobel-test result of Instructional creativity

4.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유아의 과학

태도의 계에서유아교사의 교수 창의성이 매개효과

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 다. 연구가설을 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교수 창의성, 그리고

유아의 과학 태도간의구조 계를분석한결과, 세

변인 간에는 의미 있는 정 으로 유의한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유아교사의 과

학교수효능감이 높으면교수 창의성이 높아지고, 과학교

수효능감이 높으면 유아의 과학 태도가 높아지며, 유

아교사의 교수 창의성이 높으면 유아의 과학 태도가

높아짐을 측할 수 있다. 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

능감과 유아의 과학 태도 간의 계에서 교수 창의성

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하여 직 효과, 간 효과, 총

효과를 분석하 고, Sobel-test 결과 교수 창의성은 과학

교수효능감과과학 태도 계에서매개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이 유아의

과학 태도에 향을 미칠 때 교수 창의성이 매개역할

을 함으로써 과학교수효능감이과학 태도에미치는

향력을 높이고, 그 향력이 의미 있는 것임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은진과 조부경(2010)의 연구결

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즉,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이 높을수록 유아들은 과학 활동에 한 목표를 설정하

고 활동하며 언어 ·정서 ·행동 으로 과학교육에 강한

실천의지를 보이는 과학 태도수 이향상된다는 것이

다[45]. 한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 수 이 낮을지

라도 교사의 교수 창의성인 인지 ·인성 특성이 활용

된다면 유아의 과학 태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 주었다[46]. 뿐만 아니라 권미성과 문

(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유아교사의 효능감이 높을수

록 유아교사가역할을수행할때 유아 심으로교수학습

방법을 개하고, 교육을 통한 유아의 발달을 해 지속

인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

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과 교수 창의성이 높을 때, 유

아의 과학 태도에 한 발달을 도모한다는 것을 시사

한다[47]. 

결론 으로 유아교사의교수 창의성은 유아의 과학

태도 향상을 해 정 인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

임을 확인하 다. 따라서유아교사가 과학교수활동을 할

때 교수 창의성을 높일 수있는 교육이 동시에 제공된다

면 유아의 과학 태도의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고 보인다. 한 유아의 과학교육 발달을 한 유아교사

의 교육은 과학교수에실질 으로 반 이 되는것이어야

하고, 유아교사들의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사교육

이 매우 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후속연구를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와 유아들을 상으로 설문조사

를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 다. 그러나 교사들의 효능감

을 높이기 해 실제로 수업하는 장을 찰하고 인터

뷰하며, 교육계획안에 한 평가 등을 포함한 심층 인

분석을 필요로 한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수창의성이향

상되도록 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즉, 교수 창의성은 유아교사가 실제로 교수학습

과정을 실시할 때 발 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매우

요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교사들이 얼마나 보

육과정에 한 운 을 잘 시행하고 있는가에 한 교수

창의성 로그램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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