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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유치원에서자유선택활동을실시하는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해셀프리더십과의관계를살펴보고, 교사
효능감에대한매개효과를분석하는데목적이있다. 본연구는 2018년 9월 17일부터 28일까지서울·경기지역유치원교사
총 325명에게방문조사를통해설문을실시한자료를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위해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0.0 통계
프로그램을사용하여, 신뢰성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실시하였다. 가설검증 결과, 자유선
택활동을교육하는 유치원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효능감에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으며, 교사 전문성에도
정(+)의영향을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유치원교사의교사효능감도교사의전문성에정(+)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효능감을 매개하여 교사 전문성에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치원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간의 관계를 간접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유치원
교사의전문성을향상시키기위해서는교사의셀프리더십을강화하는것은물론이고,  교사들의교사효능감수준을강화시
키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에 대해 교사들에게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제공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촉진자 및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of teachers who conduct 
free-selection activities in kindergartens. In addition, we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teacher self-efficacy.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data gather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n 325 kindergarten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do areas from September 17 to 28, 2018. To analyze the data, the author used SPSS Statistics 22.0 and 
AMOS 20.0 programs to conduct reliability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showed that self-leadership of kindergarten teachers 
who engaged in free-selection activities positively influenced self-efficacy. Self-leadership of teachers who employed 
free-selection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xpertise of teachers as well. Also, self-efficacy of kindergarten 
teachers positively affected expertise of these teachers. In addition, the self-leadership of kindergarten teachers 
mediated self-efficacy, so that the indirect effect on teacher expertis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the direct 
effect of self-leadership on expertise of teachers was significant, which showed that the self-efficacy of the 
kindergarten teachers indirec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and expertise of the teachers. This 
study showed that to enhance expertise of kindergarten teachers, this requires enhancing self-leadership of teachers. 
Also, in order to enhance the level of self-efficacy of teachers, necessary knowledge and skills that can enhance 
self-efficacy of these teachers in their working environmen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someone who can play 
the role of active facilitator or helper is needed in order to enhance expertise of these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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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World Economic Forum(2017)에서 4차 산업혁

명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인 복잡한 문제해결, 비판적 사
고, 창의성, 협동하기, 정서지능, 판단및 의사결정, 유연
성 등의 기초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적기를 유아기로 간

주하고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  유아기는
전 생애에걸쳐 가소성이가장 크며성장과 발달의기초

가 형성되는 시기이기에 이때 교육과 돌봄의 주된 임무

를 수행하는 유치원 교사의 역할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

다고 하였다[2]. 이처럼 시대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유아 교사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인식되고이는유치원교사전문성향상의필요

성을 제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사전문성은 교사가전공 분야의 실천적

지식과학습자에대한이해를기반으로교육운영전반의

실천능력을 가지며 가르치는 자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 
신념, 태도 등의 자질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
다. 교사전문성은 단기간에 획득되기보다장시간에 걸친
부단한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이므로 교직에 입문한 이

후에도교사전문성향상을위해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

다[3]. 교사의 전문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변화하는
속성을지니고있기 때문에 교사가 교육현장에서끊임없

이 지식과 경험을 쌓고 상상력과 통찰력을 발휘해야만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4]. 특히 유아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교과 지식 중심과 달리 아동중심, 놀이중
심, 생활중심, 경험중심교육으로통합적 활동 위주의교
육과정을 계획 및 운영해야 하므로 유치원 교사에게는

초·중등교사보다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5-6]. 유치
원 교사전문성을 이해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교

사로서 필요한 교수기술과 지식 등에 대한 측면과 더불

어 교사의 행동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신념 및 사고과정

에 대한 자기이해 측면,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해
주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인적·물리적 환경과 관련한 생
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즉, 유치원 교사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치원 교사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유선택활동시간은 유아교유기관의 하루일과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7], 유아의 자기주도적학습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이다[8]. 따라서 이 시간을 효율
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는교사의전문성을바탕으로철

저한 계획과 준비, 적절한 역할 수행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교사
역할을 살펴본 연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서
현아와 권말순[9]의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수
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교사의 역할을분석하였으며, 이
혜원[10]의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시간의 교사 역할
에 대해 주관적 인식에 대해 탐색하였다. 임부연 외[11]
의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 놀이시간에 나타나는 몰입

경험에대해질적연구방법을사용하여연구결과를일반

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자유선택활동에 대해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향 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서 그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또한 높은 수준의 수업 전
문성을가진교사는질적으로우수한교육을실시한다는

연구[12]에 근거해 볼 때 교사의 전문성 발달은 유아에
게제공되는교육의질과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다. 교
사의전문성발달을위한교사의셀프리더십과교사효능

감에 대한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유선택활동을 실시하는

교사의전문성향상을위해셀프리더십과의관계를살펴

보고, 교사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유아의 자유선택활동
자유선택활동은 일반적으로 영유아가 자신의 흥미와

욕구및 발달수준에따라 스스로선택한 놀이 활동에 자

유롭게 참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영유아는 교사가 계
획한활동이나준비한환경의놀잇감들을 선택하여놀이

할수도 있고 영유아 자신의 흥미와 능력에 맞는놀이를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하는 시간으로서 영유아들이 선택

한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영유아나 교사와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놀이하게 된다. 이 시간은 어떤
활동보다 개인차를 고려한 통합교육이 가능한 시간이다

[7]. 즉, 영유아들에게 놀이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의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교사가

주도적인역할을하는대그룹활동과는구별되어 영유아

들이 활동을 주도하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며 영유아의

놀이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시간이기도하다[13]. 또한
영유아가 자신에게 활동 선택의 자율권을 주는 것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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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보다영유아가자신의흥미와요구를반영하여활동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유아중심 교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8]. 즉, 자유선택활동은 그날의 주된 보육활
동시간으로영유아가보육실의여러공간을통해흥미영

역에서 경험을 쌓고 지식을 구성하면서 여러 기술을 습

득할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영유아가 주도적으로놀

이를 선택하고 자신의 놀이 속도에 맞추어 시작과 끝을

맺는 개별 활동 시간이지만 영유아는 교사가 계획한 활

동이나 준비한 환경의 놀잇감들을 선택하여 놀이 할 수

도 있고 영유아들 스스로 놀이에 필요한 놀잇감을 흥미

영역에서 만들어 사용하여 놀이를 확장해 가기도 한다

[14]. 이렇듯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효과적인 교수방법의
하나로서영유아의 놀이적특성이 가장잘 드러날 수있

는 시간으로 바람직한 학습활동이다.

2.2 자유선택활동에서 교사의 전문성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영유아 자신이 스스로 놀이

를 계획하고 실행, 평가해 보도록 하여 영유아들에게 자
율성과 주도성 뿐 아니라 책임감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는 영유
아들이 자신의 흥미와 발달수준에 맞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료와 환경을 통해 구체적인 놀잇

감과 놀이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교사는 영유
아의 현재발달수준이나능력을확인하고영유아에게바

람직한 교육목표를 찾아내어 목표와 연결될 수 있는 활

동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는 자유선택놀
이의 일정한 시간동안다양한흥미영역을통하여통합교

육을 이룰 수 있으며, 영유아가 놀이를 계획함으로써 영
유아는시간을효율적으로활용하는법을배우고다양한

놀이 경험을 능동적으로 하게 되며, 선택능력과 의사결
정능력이 증진된다[15]. 놀이를 수행하는 동안 교사와의
상호작용을통해영유아는자신을도와주고자신의아이

디어와 놀이 활동을 지지해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

며즐겁게놀이할수있게된다. 교사는영유아들이무엇
에 흥미를 가지며,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해결하는지를
관찰하고, 이로부터영유아들이 생각한내용의 실마리를
얻어내어 그들의 아이디어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확장시

켜주도록해야한다[16]. 이때교사는 놀이활동과 놀잇
감이 영유아의 발달수준에 맞는지 고려해보고 영유아들

의 놀이형태를 관찰하여 바람직한 지도방법을 이끌어낸

다. 또한 놀이시간의 평가를 통해 영유아가 흥미롭게 참
여한 놀이영역, 놀잇감, 놀이집단의 구성, 놀이지속시간, 
놀이자 간의 상호작용 등을 평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놀

이지도를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역할을 한다[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유선택활동의 운영은

그 시간을 지도하는 교사의 계획·실행·평가로 이루어져
교사가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 교육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운영과 전문성 있는 수업이 중요

하다.  

2.3 교사의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리더가 중심이었던 전통적인 리더십과

달리 개인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조직의 과업이나 직무

를 수행을 위한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를 이루는 자

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18]. 이러한 셀프리
더십은 1986년 Manz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개념으로
[19], 1980년대 미국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
혁신 추진과정에서 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신세대 노동

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안된 개념이다.
Manz와 Sims[18]는 셀프리더십을 스스로 자기 자신

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과정으로, 자기 영향력

(self-influence)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
전략이라고 하였다. 즉, 셀프리더십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학습으로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자신
의 행동을 통제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스스로 자신을 관

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
국내에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셀프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김세화 외[21]의 연구에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기 통제 시스템을 자극하여 스스로 동기 유발하게 하

는 자유 의지의 실현, ‘자율’을강조하는개념‘으로 정의
하였으며, 남기연과 김경아[22]는 자기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스스로의 독립적 의지라고 하였다. 이인희 외[23]의 연
구에서는자기영향력을행사하기 위해사용하는 사고와

행동전략으로 자기 역할과 능력을 알고 자신의 삶에 스

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보상하고 책임지며 영향력을 넓혀나가는 것으로 보았다. 
즉,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행동적, 인지적 부분을 모두 포괄하
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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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행동 중심적 전

략, 자연적 보상 전략,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의 세 가지
로 살펴보았다.

2.4 교사효능감
Bandura의 자기효능 이론에 기초하여 Ashton과

Web[25]은교사효능감을교사가학생의수행 수준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교사 자신이 스

스로 믿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Guskey 와 Passaro[26]
는교사효능감을학습의맥락에서학생들의성공적인학

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으로 정의하였

다. Skaalvik과 Skaalvik[27]은 교사효능감을 교사들이
주어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계

획, 조직, 수행하는능력에대한각 교사들의 신념이라고
하였다. 국내 연구에서 한석실과 임명희[28]는 유아 교
사효능감은 유아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유아교사들이 특

정한 상황에서 그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수행위들을 구성하고 수행하는 교

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하였으며, 고현 외
[29]의 연구에서는 유치원 교사효능감이란 교사가 유아
의 행동과 발달에 유의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신념으로 보았다.
교사효능감의 구성요인으로는 김연하와김양은[30]의

연구에서 Bandura의 척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아교
사의 교사효능감의 구성요인을 4개 하위요인, 가정연계
및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 교수, 지역기관 연계, 의사결
정 참여로 제시하였다. 노수남[31]은 Tschannen-Moran, 
Woolfolk Hoy(2001)가 개발한 Ohio State Teacher 
Efficacy Scale(OSTES)를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효능감
의 하위요인을 유아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 수업전략에
대한 효능감, 학급운영에 대한 효능감으로 제시하였다. 
김선영과 서소정[32]은 우리나라의 교육 및 보육현장이
반영된 유치원 교사효능감을 6개의하위영역, 영유아 환
경경험의 연속성, 환경 및 일과구성, 학급운영 관리, 교
수, 돌봄,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치원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유아의 성취 및 행동에 미치는 교사 자신

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믿음을 의미

하는 것으로 교사의 교수행위가 학습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인 일반적 교사효능감과 교사 자신의 교

수능력에 대한 평가인 개인적 교사효능감으로 구성하였

다.

2.5 선행연구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를

검색한 결과 국내에서 유아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의

교사효능감, 교사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는 최근 들어 조
금씩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셀프리더십과 효능감의관
계에 관한 연구로는 김연선과 김성혁[33]의 연구가 있
다. 연구결과 셀프리더십은 팀워크·자기효능감·직무만
족․조직몰입모두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

났으며, 특히 자기효능감과 강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구범[34]은 서비스업 종업원을 대상으
로 셀프리더십이 자기효능감과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에관해 연구하였는데, 연구결과셀프리더십의 내적보상
과긍정적사고요인들이자기효능감에정적인영향을미

치는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성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있는 것을 확인하여, 자기효능감은 셀프리더십을 높
여주는중요한 선행요인임을 밝혔다. 셀프리더십의하위
요인별로는 인지적 전략이 행동적 전략보다 자기효능감

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35]
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경력몰입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에 대한 조절효과를 연구하였

으며, 연구결과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높은 정적
상관으로 인해 조절효과가 작용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미경[36]은 셀프리더십 척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
에 대한 연구결과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의 인과관계

를 규명하였다.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전문성에도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사의 전문성은 교
사가 업무 환경 속에서 효율적으로 학습자를 가르쳐 학

습자의지적향상과바람직한인성발달의 진전을 이루었

는가를 실제적 효과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 볼

수 있다. 김아영[37]의 연구에서는 교사전문성을 교사
자신의측면과학생측면에서분류하여이러한교사전문

성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교사의교사효능

감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미숙[38]은
교사의효능감이향상될수록전문성인식 역시높아진다

고 주장하였으며, 김안나[6]의 연구에서도 교사의 교사
효능감과교사전문성에대한정적 상관관계가있음을밝

혔으며, 교사전문성에 영향을 주는요인으로 교사효능감
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즉,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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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향 요
인으로 볼 수 있으며,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형성하기 위
한 중요한 요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과 교사의 전문성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영과성원경[39]은높은 전문성지각을 위한중요요
인으로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언급하였으며, 김유경[40]
은원장의슈퍼리더십이유치원교사의셀프리더십과전

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원장의 슈

퍼 리더십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으며,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의 전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

의교사효능감과교사전문성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

는중요요인임을알수있으며, 교사의교사효능감역시
교사 전문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이 관계에서 보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셀프리더십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해 교사 전문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H1.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및 교사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H2.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이 교사 전문성
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H3. 교사의 교사효능감은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사이에 유의한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김진영과 성원경[39]의 연구를 근거로 하
여교사의셀프리더십이교사전문성에미치는영향에서

교사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연구의자료수집은서울·경기지역유치원교사총

334명에게 방문 조사를통해설문을실시하였으며, 여자
유치원교사로 이루어져있다는 특수성이있다. 설문조사
기간은 2018년 09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325부로 전체 설문지의 97.3%에
해당한다. 
응답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 100%(325명)으로 나

타났다.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는 20대 24.9%(81명), 30
대 25.8%(84명), 40대 39.1%(127명), 50대 이상

10.2%(33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최종학력으로는 2년
제 대학 졸업 58.2%(189명), 4년제 대학 졸업

38.5%(125명), 대학원 이상 3.4%(11명)로 나타났다. 학
습연령으로는 만3세 미만이 31.4%(102명), 만3세
27.1%(88명), 만4세 19.7%(64명), 만5세 20.9%(68명), 
혼합연령 0.9%(3명)로 나타났다. 선생님의경력으로는 1
년 미만이 6.2%(20명), 1년-2년 미만 18.2%(59명), 2년
-4년 미만 22.2%(72명), 4년-6년 미만 30.5%(99명), 6년
이상 23.1%(75명)로 나타났다.
자료분석을위해 SPSS Statistics 22.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설검증을 위한 분석방법
으로는신뢰성분석을통해측정항목의내적일관성을검

증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하
여측정항목의 개념타당성,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
하여 구조방정식과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하여 가설

을 검증하였다. 

3.3 측정도구
1) 교사의 셀프리더십
교사의 셀프리더십을 측정하기 위해 Houghton과

Neck[24]이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RSLQ)를 기초로
서윤희[41]가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수정하여 타당화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도구는총 28문항으로 행동중
심적 전략(14문항), 자연적 보상전략(4문항), 건설적 사
고패턴전략(10문항)등의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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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
β

S.E. t-value
Concept 
reliabili

ty
AVE

Self-
Leadership →

Behavior-center
ed strategy 0.909 FIX - 0.965 0.901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어 있다. 셀프리더십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
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점수가 높을수
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 셀프리더십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X2=819.946(df=243, p=.000), TLI=.908, CFI=.919, 
RMSEA=.076으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교사 셀프리더십의 신뢰도
분석결과, 행동중심전략의 Cronbach’s α=.945, 건설적
사고패턴전략의 Cronbach’s α=.940, 자연보상전략의
Cronbach’s α=.915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한 것을 확
인하였다.

2) 교사효능감
본 연구에서는교사의 교사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iggs와 Enochs[42]가 개발한 검사도구(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fes Instrument)를 이배[43]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적 교사효능감(12문
항)과 개인적 교사효능감(13문항) 2개하위요인 총 25문
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효능감의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모두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였으며. 이는점수
가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 교사효능감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X2=449.491(df=212, p=.000), TLI=.927, CFI=.938, 
RMSEA=.059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교사 교사효능감의 신뢰도
분석결과, 개인적 교사효능감의 Cronbach’s α=.923, 일
반적 교사효능감의 Cronbach’s α=.877로 나타나 신뢰도
는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3) 교사의 전문성
본 연구에서는유치원교사의 전문성을 측정하기위해

서 백은주와 조부경[44]의 유치원 교사 전문성 발달 수
준 자기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김진미(2017)[45]가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지식(5문항), 수행
(9문항), 태도(7문항) 3개 하위요인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교사의 전문성을 측정방법은 각 하위의 문항을
모두 Likert 5점척도를사용하였으며. 이는점수가높을

수록 교사 전문성이이 높음을 의미한다.
교사 전문성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지수는

X2=314.754(df=148, p=.000), TLI=.918, CFI=.929, 
RMSEA=.059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0.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
의하여 양호하게 나타났다. 교사 전문성의 신뢰도 분석
결과, 지식의 Cronbach’s α=.800, 수행의 Cronbach’s α
=.837, 태도의 Cronbach’s α=.840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셀프리더십의 행동중심적 전

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패턴 전략, 교사의 교
사효능감의 일반적 교사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 교
사전문성의지식, 수행, 태도의신뢰도와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1과 같이 χ², 
RMR, GFI, AGFI, IFI, CFI, RMSEA등의 적합도가 권
장수준에 부합하고 Table 2에서 모든 관측변수에 대한
표준화요인부하량(λ)은 0.730에서 0.947로 나타나잠재
변수에 대한 수렴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도 각
각 0.7과 0.5이상으로 나타나양호한것을확인하였으며, 
셀프리더십의 전체 신뢰도는 0.940, 교사효능감의 전체
신뢰도는 0.760, 교사 전문성의 전체 신뢰도는 0.812로
나타나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41.631
(p=0.000)

17 .009 .968 .933 .986 .985 .067

Table 1.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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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0.895 0.041 25.266

→
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0.947 0.035 28.565

Teacher
Self

Efficiency

→
General teacher 

efficacy 0.758 FIX -　
0.917 0.848

→
Personal teacher 

efficacy 0.812 0.082 14.065

Profession
al-ism

→ Knowledge 0.752 FIX -　

0.929 0.813→ Perform 0.838 0.069 14.813

→ Attitude 0.730 0.072 12.872
***p<.001

4.2 상관관계 분석
연구변인들 간의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셀프리더

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
설적 사고패턴 전략,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교사효능감, 개인적 교사효능감, 교사 전문성의 하위요
인인 지식, 수행, 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일반적교사효능감과개인

적 교사효능감하고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그 중 건설
적 사고패턴전략과의 설명력이 42.6%로 가장 높은것을
알 수있다(p<.001). 또한 교사전문성 중지식, 수행, 태
도는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사고 패턴전략과

의 설명력이 각각 41.1%,49.4%, 47.2%로 나타났다

(p<.001).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 측정도구 간 상관계수를

검토하여다중공선성에 문제가없다고 판단하였고, 상관
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 판별타당

성이 확보되었다.

1 2 3 4 5 6 7 8

1 1 　 　 　 　 　 　 　

2 .723** 1 　 　 　 　 　 　

3 .760** .744** 1 　 　 　 　 　

4 .367** .385** .426** 1 　 　 　 　

5 .361** .377** .426** .615** 1 　 　 　

6 .397** .400** .411** .547** .619** 1 　 　

7 .393** .415** .494** .626** .628** .626** 1 　

8 .374** .354** .472** .491** .579** .520** .635** 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1=Behavior-centered strategy, 2=Natural compensation strategy, 
3=Constructive thinking strategy, 4=General teacher efficacy, 
5=Personal teacher efficacy, 6=Knowledge, 7=Perform, 8=Attitude

4.3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는 자유선택활동을교육하는 교사의셀프

리더십과 교사의 전문성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이용된 연구단위 간의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
도는 Table 4와 같이 X2=42.724(p=.000, df=17), 
RMR=.010, GFI=0.961, AGFI=0.926, IFI=0.979, 
CFI=0.978, RMSEA=0.060으로 나타났으며, 양호한 기
준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살

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 교
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효능감에정(+)의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546, p<.01), 교사 전문성에도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93, p<.01). 
또한 교사의 교사효능감도 교사의 전문성에 정(+)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908, p<.01).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

효능감에 대한 분산을 29.8% 설명하였으며, 교사 전문
성의 분산은 92.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df RMR GFI AGFI IFI CFI RMSEA

42.724
(p=0.000)

17 .010 .961 .926 .979 .978 .060

Table 4. Research Model fit 

Hypothesis S.T
β

S.E. C.R. SMC

Self Leadership → Teacher Self 
Efficiency 0.546 .036 8.601*** .298

Teacher Self 
Efficiency → Professionalism 0.908 .103 10.232***

.840

Self Leadership → Professionalism 0.193 .038 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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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다음의 Table 6은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간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

구모형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Table 6과 같이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효
능감을매개하여 교사전문성에 미치는간접효과는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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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Direct Indirect Total

Self Leadership →
Teacher Self 

Efficiency .546** - .546**

Self Leadership → Professionalism .193* .495** .688**

Teacher Self 
Efficiency → Professionalism .908** - .908**

**p<.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iency

로 나타났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이러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1). 또한 교사의 셀프리더

십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직접효과(β=.193, p<.05)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효능감이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 간의 관계를 간접 매개함을 확인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치원에서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교사

를대상으로 교사의 셀프리더십이교사의전문성에미치

는영향에서 교사효능감에대한매개효과가있는지를알

아보는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과논의점은다음과같다. 
첫째,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 교사 전문성 간의 상관관계에서 교사의 셀
프리더십의 하위요인인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전략, 건
설적 사고패턴전략은 교사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교사효능감, 개인적교사효능감과 교사전문성의 하위요
인인 지식, 수행, 태도에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
다. 또한 교사의 효능감과 교사 전문성의 하위요인 모두
교사의셀프리더십중건설적사고패턴전략과높은정적

상관관계가나타난 것을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유선택활
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 교사
전문성은모두유의한연관성이있는변수임을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자유선택활동을 교육하는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이 교사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

과, 교사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효능감이
교사의 셀프리더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김진영과 성원경[3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교사의전문성을인식하게하기위해서는교사의셀프리

더십은 영향요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김아영[37]의 연

구에서는교사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한핵심요인으로교

사효능감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교사효능감의개인적
교사효능감과 일반적 교사효능감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인해높은 교사 전문성이 형성될수 있다는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 즉, 자유선택활동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무
엇보다 교사들의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
문성은높은교사효능감의 영향력이매우 중요하다는것

을인식시켜주고있다. 또한교사의셀프리더십또한중
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사의 셀프리더십

향상을위해서는개인의문제해결능력과목표달성및목

표설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교사의 셀프리더십과 교사 전문성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효능감에, 교사효능감은 교사 전문성
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 전
문성에미치는영향에서는 직접효과가유의한효과가있

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효능감은 간접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윤식과 이효신(2012)[6]의
연구와 김안나[46]가 매개효과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연
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
해서는 교사효능감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과, 높은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셀프리더십은
교사효능감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

라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셀프리더십이 교사의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효능감은 중요한 매개효

과를 가지는 변인이므로 직무환경에서 교사들의 효능감

을높일 수 있는업무환경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필요성

이부각되고, 이러한교육내용을다룰수있는실천적프
로그램의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교사의

셀프리더십을 강화하는것은 물론이고, 교사들의효능감
수준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에 대해 교사들에

게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필요한 지식 및 기술 등을 제

공하고교사들의전문성을 향상시키기위한적극적인촉

진자 및 조력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인지시키고 강화시켜줄수 있는자체적인 학습방안이필

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대상자를 서울·경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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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만 진행했다는 것과 표집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교사전문성에영향을미치는변수

에 대해 교사의 환경적인 부분과, 내적·외적 심리체계, 
그리고 기술적인 체계 등과 같이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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