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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은 교육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사이
며, 이는 곧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중요한 논쟁점이다. 특히, 유아기는 다른 어떤 연령보다
교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Katz, 1984).
교사의 교육신념이나 지식, 교수-학습에 관한 생각은 교실환경 및 유아와의 상호작용전략 등
교수태도나 행동에 직접적인 형향을 미친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교직의 전문직화’라는 화두를 내걸고 교직의 위상을 보다 존경받고 보
람 있고 보상받는 직업으로 높이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왔다. 교직의 전문직으로 보고 개혁을 추
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교직에도 교수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식기반
(Knowledge bases for teaching)이 존재한다고 본다(최승현, 2008). 이러한 주장의 대표적인 주
창자인 Shulman은 전문직으로서 교사가 지닌 교수(teaching)에 대한 고유한 지식기반에 대해
논의하였다(Shulman, 1986, 1987).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1)이란, 내용과 교수법의 혼합으로서 특정 교
과내용에 대한 관심과 능력이 각기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수업으로 조직되고 표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Shulman, 1986). 즉, 교사가 가진 교과 내용에 기초하여 이를 학습자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서, 실제적인 교수활동을 안내하는데 매우 중
요한 지식이다. 유아수학분야에서 교과교육학지식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를 검증한 홍희
주(2012)의 연구에 따르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수학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수학 교수학습벙법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이며, 각각
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유아교육과정에 포
함된 수학적 탐구의 목표와 내용, 수학과 타 영역과의 관련성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지식이며,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은 수학교과내용과 수학적 탐구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고, 학습자에
대한 지식은 유아들의 흥미와 욕구, 발달수준, 발달 영역들 간의 관련성, 이전경험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한 지식이며,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은 수학교과내용에 대한 적절한 교수학습방법과
환경구성, 평가방법,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에 대한 지식이고,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은 교사 자신의 전문성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교사들의 지식이다. 이러한 교과교육학
지식의 구성요소들은 서로 연관적이며 통합적으로 발달하며, 끊임없이 계속적인 과정으로 개발
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들의 교수 상황에서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따라
발달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박성혜, 2003b; 신은수, 김현
진, 2010; 조부경, 이은진, 2007; 홍희주, 정정희, 2013; Shulman, 1987).
1) 교과교육학지식(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는 연구자에 따라 교수학적 내용지식, 내용교수지식, 교
수지식 등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으나, 본고에서는 ‘교과교육학지식’으로 명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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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변인으로 교과교육학지식과 함께 교수효능감이 교수실제와 밀접
한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Gibon & Dembo, 1985; NRC, 1989)들이 확산되면서 교수
효능감의 중요성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수행하는데 있
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이르는 것으로서 교사 자신이 학습자의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이는 어떤 특정 교수 행위를 수행하는 교
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 효능감(personal self-efficacy)과 교사가 학생의 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능력에 대한 신념인 결과 기대감(outcome expectancy)으로 구성되어 있다
(Enochs, Shulman, & Riggs. 1995).
교수효능감 관련 선행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교수효능감은 교사행동, 교수법,
교수환경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의 비계설정 유형과 관련성
이 있으며(강영식, 김규수, 2004),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이 놀이중심의 교수행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은수, 2000; Bennet, Wood, & Rogers, 1997; Benz, Kay, & Ann,
1992). 뿐만 아니라 더 나은 교수방법을 찾으려는 욕구,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의 수행, 다
양한 자료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려는 교사의 자발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
다(Allinder, 1994). 두 번째는 유아교사의 교수효능감은 유아의 발달에도 관련성이 있다. 교사
의 수학 교수효능감 수준은 유아의 수학적 사고능력과 관련이 있으며(정정희, 2001), 놀이에 대
한 교사효능감은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의 사
회․인지적 놀이수준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신은수, 유영희, 박현경, 2004). 세 번째는 유아교
사의 교수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한 연구(김정주, 2003; 여은진, 이경옥, 2004; Luo, 2000;
Muijs & Raynolds, 2002)들이 이루어졌는데, 유아교사들의 일반적인 배경변인(경력, 학력), 수
학적 지식,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 연수참여여부, 수학교육에 대한 신념 등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조부월(2010)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수학 내용지식에 따라 수학 교수효능감을 분
석하여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과교육학지식과 교수효능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박성혜
(2003)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과학 교과교육학지식과 학력, 경력, 과학전담 교사선택, 과학교
수 자기효능감, 과학교수 결과기대감, 과학교수법, 과학교수태도 변인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았고, 임청환(2003)의 연구에서 초등교사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력이 높을수록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이 높게 나타났고, 과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을수록 과학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
났다. 조부경, 이은진(2007)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내․외적 요인 중 과하교수지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대학이전의 과학경험, 대학에서의 과학경험, 교사가 된 이후의 과학경험, 과학교
육태도, 과학교수개인효능감이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신은수, 김현진(2010)의 연구에서
교육경력, 학력에 따라 과학 교과교육학지식이 차이가 있었고, 과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은 과
학 교수효능감 수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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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수학에서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관련 변인을 살펴본 홍희주(2013)
의 연구에서 경력, 학력, 대학이전의 경험, 대학에서의 수학경험, 교사가 된 이후의 수학경험,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 교수효능감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보였고,
Smith(2000)는 유아교사의 경력,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 교수효능감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사변인과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
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주로 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아수학분
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교
육경력과 학력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에 따라 수학 교수
효능감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 교사의 특성(경력,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은 차이가 있는가?
2.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상, 중, 하)에 따라 수학 교수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에 소재한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3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교
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과 예측변인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구․경북에 위치한 공․
사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32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표 1> 본 연구대상 교사의 특성

내용
기관유형
경력

구분

빈도수(명)

비율(%)

공립유치원

57

17.6

사립유치원

267

82.4

합계

324

100.0

1년 미만～3년 미만

123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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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3년～7년 미만

134

41.4

7년 이상

67

20.7

합계

324

100.0

2년, 3년제 졸

191

59.0

4년제 졸

113

34.9

대학원 졸

20

6.2

합계

324

100.0

2. 측정도구
1)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측정도구는 홍희주(2012)가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한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수학 교과내
용에 대한 지식, 수학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
식의 5요소로 각각 9문항, 7문항, 19문항, 7문항, 4문항으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도구는 자기평가식 질문지이며, 각 문항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
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측정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
해 Cronbach α계수를 추정한 결과, 교육과정지식 .87, 교과내용지식 .87, 교수학습방법지식 .93,
학습자 .87, 전문성개발지식 .84로 나타났다.
2) 수학 교수효능감 검사도구

유아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의 검사도구는 Luo(2000)의 초등교사용 수학 교수효능감 측정도
구를 정정희(2001)가 번안하여 유아교사에 맞게 번안․수정한 유아교사용 수학 교수효능감 질
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질문지의 구성내용은 유아들의 수학학습 결과에 대한 교사들이 갖는 신
념을 나타내는 결과에 대한 기대 11문항과 교사 지신이 유아교사들의 수학학습에 미치는 영향
력에 대한 신념, 즉 ‘자신의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절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에 이르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단 부정형의 문항의 경우에는 역코딩하여 환산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교수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의 α계수가 결과에 대
한 기대 .79, 능력에 대한 신념 .81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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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프로그램 18.0을 이용하였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 및 학력에 따른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랑분석
(ANOVA)을 실시한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유치원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을 상위(25%)․중위(50%)․하위(25%) 집단으로 나눈 근거는 다음
과 같다.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총점은 112～226점으로 분포 되어 있으며, 175～226점의 상위
25%(81명), 155～174점의 중위 50.6%(164명), 112～154점의 하위 24.4%(79명)인 교사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1) 학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학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학력

인원

평균(표준편차)

2, 3년제 졸

191

161.53(14.93)

4년제 졸

113

170.42(18.02)

대학원 졸

20

185.70(23.55)

합계

324

166.13(17.87)

F

Scheffe 검증

차이

a
***

24.74

b

a<b<c

c

***

p< .001

표 2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F=24.74, p< .001)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2, 3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과 4년제를 졸업
한 교사집단과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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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학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 영역별 일원변량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전문성개발에
대한 지식

학력

인원

평균(표준편차)

2, 3년제 졸

191

33.17(3.49)

4년제 졸

113

35.68(4.02)

대학원 졸

20

37.80(4.60)

합계

324

34.33(4.02)

2, 3년제 졸

191

24.97(2.90)

4년제 졸

113

26.31(3.22)

대학원 졸

20

28.75(5.23)

합계

324

25.67(3.34)

2, 3년제 졸

191

64.18(7.58)

4년제 졸

113

66.80(9.82)

대학원 졸

20

74.20(10.76)

합계

324

65.71(8.96)

2, 3년제 졸

191

24.86(3.31)

4년제 졸

113

26.06(3.32)

대학원 졸

20

28.95(3.93)

합계

324

25.53(3.50)

2, 3년제 졸

191

14.35(2.12)

4년제 졸

113

15.58(2.74)

대학원 졸

20

16.00(2.62)

합계

324

14.88(2.46)

F

Scheffe 검증

차이

a
***

24.95

b

a<b<c

c
a
***

16.15

a

a<b

b
a
***

13.58

a

a<b

b
a
***

15.59

a

a<b

b
a
***

11.71

b

a<b

b

***

p< .001

표 3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은 교육과정
에 대한 지식(F=24.95, p< .001),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F=16.15, p< .001),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F=13.58, p< .001), 학습자에 대한 지식(F=15.59, p< .001),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F=11.71, p< .0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2, 3년제 졸업한 교사집단과 4년제 졸업한 교사집단과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
자에 대한 지식에서는 2, 3년제 졸업한 교사집단과 4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에서는 4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과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2, 3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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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경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교육경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일원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교육경력

인원

평균(표준편차)

3년 미만

123

157.37(15.01)

3년～7년 미만

134

167.75(14.58)

7년 이상

67

178.94(20.10)

합계

324

166.13(17.87)

F

Scheffe 검증

차이

a
***

40.48

b

a<b<c

c

***

p< .001

표 4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F=40.46, p< .001)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3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
과 3년～7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교육경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 영역별 일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교육경력

인원

평균(표준편차)

3년 미만

123

32.79(3.52)

3년～7년 미만

134

34.45(3.50)

7년 이상

67

36.99(4.45)

합계

324

34.33(4.02)

3년 미만

123

24.64(3.07)

3년～7년 미만

134

25.75(2.82)

7년 이상

67

27.39(4.03)

합계

324

25.67(3.34)

3년 미만

123

61.5(8.06)

3년～7년 미만

134

66.66(7.81)

7년 이상

67

71.54(8.98)

합계

324

65.71(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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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cheffe 검증

차이

a
***

27.98

b

a<b<c

c
a
***

16.08

a

a<b

b
a
***

34.33

b
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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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미만
학습자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

123

23.99(3.10)

3년～7년 미만

134

26.04(3.22)

7년 이상

67

27.36(3.62)

합계

324

25.53(3.50)

3년 미만

123

14.47(2.18)

3년～7년 미만

134

14.86(2.58)

7년 이상

67

15.67(2.56)

합계

324

14.88(2.46)

a
***

25.85

b

a<b<c

c
a
**

5.30

a<b
b

**

p< .001, p< .01

표 5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은 교육과
정에 대한 지식(F=27.98, p< .001),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F=16.08, p< .001), 교수학습방법에 대
한 지식(F=34.33, p< .001), 학습자에 대한 지식(F=25.85, p< .001),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F=5.30, p< .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에서 3년 미만의 교
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과 3년～7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전문성에 대한 지식은 3년 미만의 교
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이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차이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를 제시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일원변량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수학
교수효능감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집단

인원

평균(표준편차)

상위집단

81

89.86(6.87)

중위집단

164

82.75(6.63)

하위집단

79

79.44(5.91)

합계

324

83.72(7.53)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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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Scheffe 검증

차이

a
***

54.68

b
c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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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F=54.68,
p<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은 수학 교수효능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
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2개 하위영역별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유아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하위 영역별 일원변량분산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

자기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

결과에 대한
기대감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집단

인원

평균(표준편차)

상위집단

81

52.26(5.28)

중위집단

164

46.85(4.97)

하위집단

79

44.76(4.45)

합계

324

47.69(5.64)

상위집단

81

37.60(2.97)

중위집단

164

35.90(3.31)

하위집단

79

34.68(3.01)

합계

324

36.03(3.315)

F

Scheffe 검증

차이

a
***

61.19

b

a<b<c

c
a
***

17.38

b

a<b<c

c

***

p< .001

표 7에 의하면,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2개 하
위 영역은 자기교수능력에 대한 신념(F=61.19, p< .001), 결과에 대한 기대감(F=17.38, p<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자기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은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치원 교사의 학력 및 교육경력에 따른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을 알아보고,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에 대한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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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력과 교육경력에 따른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결과
2, 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수
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에서 유치원 교사의 학력에 따라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
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은 2, 3년제 졸, 4년제 졸, 대학원을 졸업
한 교사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에서는 2, 3년제 졸업한 교사집단과 4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에서는 4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과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집단
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2, 3년제를 졸업한 교사집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3년 미만의 교육경력, 3년～7년 미만의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은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였다. 유치원 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라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5개
하위영역은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
에 대한 지식, 전문성 개발에 대한 지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지식, 학습자에 대한 지식에서 3년 미만의 교육경
력, 3년～7년 미만의 교육경력,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났고, 교사전문성에 대한 지식은 3년 미만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과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집단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교육경력이 교과
교육학지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이미경, 2009; 홍희주, 2012; Smith, 2000)과 일치한다.
교사들의 경력 년 수가 많을수록 교과교육학지식이 풍부하다는 결과를 통하여 교사들의 경력
년 수가 많은 교사와 경력 년 수가 적은 교사와의 멘토링 장학(Mentoring Supervision)을 통하
여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초임교사나 예비교사들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을 개발해야 함이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교사교육방법과 교육과
정의 검토가 필요하다.

2.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른 수학 교수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으며,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위집단은 수학 교수효능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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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유치원 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수준에 따라 수학 교수효능감의 2개 하위 영역인 자기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기교수능력
에 대한 신념은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고,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상위집단과 중위집단과 하
위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들이 교과교육학지식이 부
족하면 교수에 대한 낮은 효능감과 부정적인 태도를 이끈다고 주장한 Appleton과 Kindt(1999)
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한편 초등과학에서 과학 교과교육학지식과 관련 변인으로 과학 교수
효능감을 언급한 연구(임청환, 200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수학교육이 질적 개선을 위
하여 교육내용이나 교수방법, 유아의 수학적 사고 발달에 대한 지식을 제시해주는 동시에 교사
들의 신념과 자기효능감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연구(한종화,
박찬옥, 2004) 결과를 지지한다. 즉, 유치원 교사의 효율적인 수학 교수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
교육의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 수학활동이나 수학교수법의 소개뿐만 아니라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자신감 및 교수효능감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사들의 교수활동을 이해하고 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과교육학지식의
개발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수학 분야에서의 교과교육학지식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박경미, 2007; 이미경, 2009; 최승현, 2007; 최승현, 황혜정, 2008), 유아수학교육에서도 교과교
육학지식이 다소 연구되고 있다(홍희주, 정정희, 2012; 홍희주, 2013).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이 높은 유치원 교사집단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이 낮은 유치원 교사집단에 비해
수학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이 수학 교수효능
감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의 수학 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
학 교과육학지식의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원, 다양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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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search on the Difference of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on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level in Mathematics Teaching
Hong, Hee-Ju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indergarten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related to the
teacher' degree and their number of years of teaching, and to compare the kindergarten teachers'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with the level of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The results show that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is affected by the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and the teacher' degree.
Finally, the kindergarten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ffects mathematics teaching 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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