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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

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및 강원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500명에게 질문지를 통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학교수효능감의 측정을 위해 Luo(2000)의 도구를 

정정희(2001a)가 수정, 번안한 영유아교사용 수학교수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학적 태도의 측정을 위해 

Smith(2000)의 도구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측정을 위해 홍희주(2012)가 개발한 수학교

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를 표준보육과정 및 누리과정을 반영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을 통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한다. 즉,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을 경우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

수효능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절효과를 가진다

는 점을 밝혀 영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들에 대

한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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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소통하는 능력 등 수학적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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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현 시점에서 수학적 능력은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영유아기는 수학적 능력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CTM, 2000). 우리나라의 영유아를 위한 국가교육과정인 표준보육과정과 누

리과정에는 수학적 탐구하기를 다루고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흥미와 호기심, 자연스러운 

문제발생 상황을 수학적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탐색 및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보건복

지부, 2011, 2012). 이를 위해 영유아교사에게는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황해익, 송연숙, 최혜진, 남미경, 고

은미, 정명숙, 2008).

효과적인 영유아수학교육에 있어 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은 필수적이다. 교사의 효능감은 영유아교사

의 실제 수행을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변인으로(이현주, 2015), 수학교수효능감

은 교사가 수학을 가르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거나, 수학 활동을 수행하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정도(김정주, 2003)이다. 수학교수효능감은 교사 자신이 지도한 수학활동의 

결과로 영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인 결과기대 효

능감과 교사 자신이 수학을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있는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인 교수능력 효능감의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Enochs, Smith, & Huinker, 2000). 즉, 교사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지식

과 교수방법을 통해 수학을 가르쳤을 때 학습자가 수학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수학적 능력을 습득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가 수학교수효능감이다. 수학교수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수학활동을 제공하는데 자

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수학교육 방법의 적용과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들이 더 높은 수

학성적을 얻는데 기여한다(정정희, 2001b).

선행연구를 통해 수학교수효능감을 예측할 것으로 판단되는 변인 중 하나는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이다. 영유아교사가 가지는 수학적 태도는 교사가 가진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 성향으로

(Smith, 2000), 수학과 관련된 경험에 대해 반응 또는 행동을 하려는 준비된 마음 또는 감정의 상태이

다(Shrigley,  1983). 수학적 태도는 수학과 관련된 경험이 유사한 방식으로 반복되면서 자연스럽게 축

적되어 형성되며, 이후 수학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면에 비교적 일관된 방식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미

치게 된다(김소향, 2004; 황의명, 조형숙, 서동미, 2009). 수학적 태도는 수학에 대한 가치, 흥미, 동기, 

자아개념, 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Smith, 2000). 수학에 대한 가치는 사회에서의 수학의 가치로 일상생

활에서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말하며, 수학에 대한 흥미는 수

학 활동시의 즐거움이나 수학에 대한 선호정도를 의미한다.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은 자신의 수학적 능

력 및 수학 교수 능력에 대한 인식으로, 이에 대한 태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수학적 능력 및 수학 교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다. 수학에 대한 동기는 수학에 대한 호기심, 열정 등을 가지고 있는 정도이

며, 수학에 대한 불안은 수학을 대할 때 거부감이나 두려움, 예민함 등의 불쾌한 감정이 드는 정도이

다. 즉, 수학에 대한 가치, 흥미, 자아개념, 동기가 높고, 불안이 낮을수록 수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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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가진 수학적 태도는 학습자의 수학적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Aiken, 1970). 교사

가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교수실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유아의 수학학습이 저하

될 수 있고 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김정은, 2014). 수학과 유사한 

교과목인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교사는 유아의 흥미유발을 통한 교수법을 사용하며 그에 

따라 유아가 긍정적인 과학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많아졌다(조부경, 고영미, 2004). 따라서 수학에 대

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수학을 흥미롭게 가르치는 등의 효과적인 교수실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가 수학적 능력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교사가 수학

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수학교수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정주, 2003).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도 수학교수효능감을 예측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은 효과적인 수학교수를 위한 수학 교과의 내용지식과 이를 교수현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교수적 내

용지식을 뜻한다(Thames & Ball, 2010). 홍희주(2012)는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교육과정

에 대한 지식’, ‘수학교수방법에 대한 지식’, ‘수학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

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의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결합되어 수학교과

교육학지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중 수학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은 발달에 적합한 영유아

수학교육의 내용, 수학개념, 탐구과정 등에 대한 지식이며,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교육대상인 영유아에 

대한 지식 및 흥미, 욕구, 발달수준, 발달영역들 간의 관련성, 사전 지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지식

이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영유아가 수학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수학화 과정을 이끌어 내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은 유아

의 욕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상호작용에 충실한 모습 등의 전문적인 역할수행을 보이며(이희선, 

2004; 장윤정, 황윤숙, 2017; 한석실, 강성숙, 2007), 자신의 교수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변길희, 김나림, 

2010). 수학교육과정, 수학교수방법, 수학교과내용, 학습자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교사는 영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수학적 상황을 민감하게 발견할 수 있으며, 영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실제로 수

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수학적 잠재력에 민감하며(Menmuir & Adams, 1997), 수

학 활동 시 의미 있는 확장과 풍부한 상호작용을 보인다(Aubrey, 1994). 그로인해 교사의 높은 수학교

과교육학지식 수준은 학습자의 수학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Hill, Rowan, & Ball, 2005). 

교사가 지닌 수학교과교육지식은 교수효능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유아교사가 수학

교육에 대한 목적, 교사역할, 교수 자료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이 

높았으며(여은진, 2004), 유아교사의 수학교육내용에 대한 인식과 수학교수효능감이 정적인 상관이 있

다는 연구결과(김세루, 홍지명, 김권일, 홍혜경, 2008)들을 통해 보더라도 교사가 수학에 관련된 지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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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많이 알고 있을수록 자신감을 갖고 효과적으로 수학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과 수학적 태도, 수학교과교육지식의 관계를 통해 볼 때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은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이면 수학교수효능감은 높아지는데,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은 영유아교사에

게서는 이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수준의 수학적 태도를 가진 영유아교

사라도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으면 수학교수효능감이 더 높고,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낮

으면 수학교수효능감이 더 낮을 가능성을 뜻하기도 한다.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은 교사는 유

아의 수학적 잠재력에 민감하며(Menmuir & Adams, 1997), 수학 활동 시 의미 있는 확장과 풍부한 상

호작용을 보인다는 점(Aubrey, 1994)에서 교사가 이미 지니고 있는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에 대한 효

능감으로 연결되는 강도를 더 확대시키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교육학

지식이 교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인 교과내용지식과 그것을 누구에게 어

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 인지에 대한 지식인 교수학적 지식의 결합(Shulman, 1986)이라는 점은 교

사로서 본인이 해당 교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의적 태도를 강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

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해 잘 알게 되어 영유아수학교육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교사가 가지고 있는 수학에 대한 가치, 즐거움, 동기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전문적

인 지식의 습득을 통한 수학적 능력과 수학교수능력에 대한 자신감 향상은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을 

보완하고 불안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종화와 박찬옥(2004)의 연구에서 탐구에 기반한 수학교

육에 대한 사전교육 및 실행을 경험한 유아교사가 자신의 수학교수에 대해 되돌아보고, 반성하게 되었

으며, 교사의 수학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절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

절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의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이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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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도권 및 강원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재직 중인 교사 500명을 임의표

집하였다. 2017년 1월 2일부터 6주간에 걸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을 통해 설

문지 5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 및 중복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67부를 이 연

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기관유형별로 어린이집 356명(76.2%), 유치원 111

명(23.8%)이며, 담당영유아연령은 만 0∼2세 영아반 256명(54.8%), 만 3∼5세 유아반 211명(45.2%)이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졸업 201명(43%), 전문대졸업 160명(34.3%), 고등학교 졸업 64명(13.7%), 대학원 재

학이상 42명(9%)이며, 경력은 5년 이상 222명(47.5%), 1년 이상 3년 미만 113명(24.2%), 3년 이상 5년 미

만 107명(22.9%), 1년 미만 25명(5.4%)이다.

표 1.

영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구분 빈도

기관유형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79(16.9)

직장어린이집 119(25.5)

민간어린이집 81(17.3)

가정어린이집 77(16.5)

유치원
국공립유치원 13(2.8)

사립유치원 98(21.0)

담당연령
영아(만0,1,2세) 256(54.8)

유아(만3,4,5세) 211(45.2)

학력

고등학교 64(13.7)

전문대 160(34.3)

4년제 대학교 201(43.0)

대학원재학 이상 42(9.0)

경력

1년미만 25(5.4)

1년 이상∼3년미만 113(24.2)

3년 이상∼5년미만 107(22.9)

5년이상 222(47.5)

전체 46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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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수학교수효능감

Luo(2000)가 사용한 수학교수효능감 척도를 정정희(2001a)가 수정, 번안한 유아교사용 수학교수효능

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구성되었지만, 아동학 교수 1인과 어린이집, 유

치원 교직원인 박사과정 3인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 유아교사를 영유아교사로 바꾸어 써도 타당하다

는 판단 하에 영유아교사용 수학교수효능감 척도로 사용하였다. 영유아의 수학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

의 신념인 ‘결과기대 효능감’을 측정하는 11문항과 교사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인 ‘신념기대 

효능감’을 측정하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5문항이다. 이 척도는 ‘1점(전혀 아니다)’에

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총점 범위는 63점∼116점이고, 점수

가 높을수록 수학교수효능감이 높음을 뜻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78로 신뢰롭게 나

타났다.

2) 수학적 태도

Smith(2000)가 사용한 Revised Version of Attitudes Toward Mathematics Inventory(ATMI)를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인 박사과정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번안하여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수학에 대한 가치’ 8문항, ‘수학에 대한 흥미’ 8문항, ‘수학에 대한 동기’ 8문

항,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8문항, ‘수학에 대한 불안’ 8문항, 총 40문항이다. 각각의 문항에 대

해 ‘1점(그렇지 않다)’에서 ‘4점(대체로 그렇다)’의 리커트 4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에 

대한 가치, 흥미, 동기, 자아개념은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은 점수가 낮을수록 교사의 해당 태도가 긍

정적인 것으로 해석한다. 총점 범위는 69점∼116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임을 뜻

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수학교과교육학지식

홍희주(2012)가 개발한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 중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영역의 문항을 어린

이집의 영유아 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인 박사과정 3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

였다. 이 도구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9문항, ‘수학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7문항, ‘수학교수학

습방법에 대한 지식’ 19문항, ‘학습자에 대한 지식’ 7문항,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4문항,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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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문항이다. 이 척도는 ‘1점(절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평정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총점 범위는 123점∼227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

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1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아동학 전공 교수 1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교직원인 박사과정 3인으로부터 측정도구

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근무 중인 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이해가 어렵거나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은 없는 것

으로 나타나 질문지 초안을 그대로 본조사에 이용하였다. 본조사를 위해 수도권 및 강원도에 위치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467명을 임의표집하였고, 2017년 1월 2일부터 6주간에 걸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설문지 500부를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결측, 중복응답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467부를 이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1.0을 통해 분석하였다.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

치는 영향력을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절하는가 알아보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를 알아보

고자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나타나는 다중공선성의 해결을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변인 간 VIF는 10미만이 되어 다중공선

성 문제가 없었다(Hocking & Pendleton, 1983). 1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인인 수학적 태도를 투입하여 독

립변인의 주효과를 살펴보았다. 2단계 모형에서 조절변인인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투입하고 3단계 모

형에서 독립변인와 조절변인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상호작용항을 투

입하였을 때 유의한 설명력의 증가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조절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1단계 모형에서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β=.49, p<.001)는 수

학교수효능감을 24% 설명하였고(F=148.47, p<.001), 이는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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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알려준다. 2단계 모형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변인을 추가하여 수학교수효능감

의 34%를 설명하였다(F=121.52, p<.001). 독립변인인 수학적 태도(β=.39, p<.001), 조절변인인 수학교과

교육학지식(β=.34, p<.001)은 모두 수학교수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수학적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수학교수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3단계 모형에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본 결과, 2단계 모형에 비해 

상호작용항(β=.09, p<.05)의 투입으로 유의한 1%를 추가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83.76, p<.001). 

최종 모형은 수학교수효능감의 35%를 설명하는 유의한 조절모델임이 증명되었고, 이로써 수학적 태도

가 수학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가짐을 알 수 있다.

표 2.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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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이면 수학교수효능감은 높아지는데,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낮으면 그 

향상폭이 줄어들고,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으면 그 향상폭은 극대화된다. 조절효과를 구체적으로 확

인하기 위하여 수학적 태도 점수와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점수를 각각 평균점을 중심으로 상하집단으로 

이분한 후 수학교수효능감 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 그림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교과교육학지

식 점수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기울기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영유아교사일지라도 높은 수준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갖춘다면, 수학

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낮은 수준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갖춘 교사와 유사한 수준

의 수학교수효능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같은 수준의 수학적 태도를 가졌더라도 수학교수효능감이 높을 수 있으며,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의 

향상을 통해 수학교수효능감을 더 많이 높일 수 있음을 뜻한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가 부

변인 B β R² ∆R² F

수
학
교
수
효
능
감

1단계 독립 수학적 태도 .25 .49*** .24 .24 148.47***

2단계
독립 수학적 태도 .20 .39***

.34 .34 121.52***

조절 수학교과교육학지식 .14 .34***

3단계

독립 수학적 태도 .19 .38***

.35 .35  83.76***
조절 수학교과교육학지식 .14 .34***

상호작용
수학적 태도 * 

수학교과교육학지식
.0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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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이면 수학교수효능감이 낮지만, 이 때 높은 수준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갖고 있다면 수학교수효

능감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결론적으로 개인이 수학에 대해 이미 가지고 있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에 대한 후천적인 훈련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1.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 그래프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 및 강원도에 소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 467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를 조절한다. 영유아교사

의 수학적 태도가 긍정적이면 수학교수효능감은 높아지는데,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은 영유아교사에

게서는 이 관련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는 같은 수준의 수학적 태도를 가진 영유아교사라도 수학교

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으면 수학교수효능감이 더 높고,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낮으면 수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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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이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 홍희주와 정정희(2013)는 유치원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유아교사의 수학

적 태도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상당 부분을 예측한다는 결과(홍희주, 2013; Smith, 2000)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더 나아가,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다는 

것이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교과교

육학지식은 교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지식인 교과내용지식과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인 교수학적 지식의 결합(Shulman, 1986)이기 때문에 

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향상은 기존에 교사가 가지고 있던 수학적 태도에서 나아가 교사로서 학

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수학교수능력까지 보완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실

제로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이 높은 교사는 유아의 수학적 잠재력에 민감하며(Menmuir & Adams, 

1997), 수학 활동 시 의미 있는 확장과 풍부한 상호작용을 보인다(Aubrey, 1994)는 점에서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이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사이에 조절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수 활동에 대한 지식기반을 지닌 교사는 교과내용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

킨다(홍희주, 2012)는 점과 탐구에 기반한 수학교육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아교사가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수학교수에 대해 점검하고 반성하게 되었다는 한종

화와 박찬옥(2004)의 연구, 예비수학교사의 교수학적 지식의 확장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 관점으로의 변

화이며, 학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수학을 지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강윤수와 전성아(2006)의 연

구는 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결과적으로 교사 자신의 수학적 태도가 수학교수효능감의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향상은 영유아에게 적절한 수학의 목적과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유

아에게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생각하는 수학에 대

한 가치, 즐거움, 동기, 자아 개념이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화하고 불안이 수학교수효능

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화할 수 있다. 인접학문인 과학영역에서도 보육교사의 과학교과교육학지

식의 이해를 통해 환경 친화적 교육태도를 개선 및 증진시킬 수 있었다(조준오, 김소향, 

2015). 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은 단순히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넘어 교사들의 부정적인 

태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이자(Frank, 1990), 교과에 대한 지식의 전환 및 재구성의 과정(홍희주, 2012)을 

통해 교사의 수학의 본질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수학교수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하여 긍정적

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며(한종화, 박찬옥, 2004), 어려움을 가진 교수영역에 대한 간접적인 성공경험

으로 작용하게 되어(고미례, 남정희, 임재항, 2009) 조절효과를 발휘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이

는 교수 효능감의 향상을 위해 수학에 대한 경험으로 형성된 정서와 신념, 동기와 관련된 포괄적인 심

리적 특성인 정의적 특성의 향상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길효정과 이영주(201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양질의 영유아수학활동을 제공을 위해서 



영유아교사의 수학적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조절효과  59

수학교육과정, 내용, 탐구과정, 교수학습방법, 환경구성, 평가 및 수업실제등과 관련된 수학교과교육학

지식에 대한 교사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향상을 위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

다. 그러나 질문지를 사용한 연구라는 점에서 실제 교실환경에 대해서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밝혀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의 향상이 단순한 전문적 지식의 확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교사의 태도 및 인식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학교수효능감의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강하였

다. 따라서 영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의 향상을 통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과 방

식으로 수학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영유아교사의 수학교수

효능감 향상이 이루어지고, 영유아에게 양질의 수학적 경험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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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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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athematical 

attitude on their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and to prove the moderating role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in mathematics, which we selected based upon 

previous literatures. To explore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mathematical 

attitude on their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and the moderating role of PCK in 

mathematics between them, This study randomly sampled 500 early childhood teachers 

who work at child care centers and kindergartens in Seoul, Kyunggi province and 

Kangwon province and collected their responses by questionnaires.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was measured with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scale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developed by Luo (2000) and translated by Jung (2001a). Mathematical attitude 

was measured with Smith (2000)’s scale which we translated for this study. To measure 

the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mathematics, we revised Hong(2012)’s scale to be 

applicable for early childhood teachers. Direct effect of mathematical attitude on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CK in mathematics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IBM SPSS 21.0. 

Study results demonstrated the significant direct effect of mathematical attitude on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Also, the moderating effect of PCK in mathematics was 

also proved to be significant. That is, if the teacher has high level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n mathematics, the positive effect of mathematical attitude on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was even more enhanced. This results supports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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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ing where PCK in mathematics functions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mathematical attitude and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Thus, our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relevant contents that should be covered during teacher education, which aims to 

improve early childhood teachers’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