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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활동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관한 교사 인식

*

**

***

서현아 ‧ 배지미 ‧ 최남정

본 연구는 수학활동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부산시 소재 공․사립 유치원교사 386명을 대상으로
2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x (chi- square)검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
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적

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컴퓨터에서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사의 학력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

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는
활용정도에,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사
의 담당유아연령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는 활용정도에,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기관의 설립유형
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적인 측정
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주제어(key words) : 수학활동자료(mathematical activity materials)
보유현황(current status of possession)
활용정도(current status of use)
교사인식(teachers'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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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첨단 과학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수학이 활용되어지는 영역의 폭이
급격히 확장되었으며, NCTM(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NCSM(National Council
of Science Museums),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등의 수학 및 과학교육단체에서는 앞으로
의 사회에서는 수학이 활용되는 분야의 직업이 확대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써 일상생
활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학적 능력이나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가 될 것이
라 하였다(홍혜경, 1994). 이로 인해 수학교육에 대한 관점과 교육방법 역시 많은 변화를 겪
게 되었는데 이전의 기억, 계산능력을 중시하는 수학교육으로는 미래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게 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유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하
거나 자신이 학습의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계획하며,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얻을 때 지식은
물론 자율적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의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학습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된
다. 따라서 유아수학교육의 방법은 다양한 수업 방법들을 적용하여 유아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하므로(교육부, 1998), 유아의 수학적 사고능력을 증진시키고 유
아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조작이 가능한 수학활동자료를 제
공하고 이를 단계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조직화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윤애희, 1995).
수학활동자료의 사용을 위한 이론적 지지기반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대표적인 이론가
들 중 Piaget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의 지적발달의 4단계는
교사가 유아의 조작을 조장하고, 촉진시키고, 유도하는데 있어 구체적 경험의 중요성과 유아
의 환경과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Dience는 역동적 원리, 감
각적 다양성 원리, 수학적 다양성 원리, 구성 원리를 수학학습의 4가지 원리로 제시하면서
이 원리의 주요 주제는 수학학습 방법에 있어 직접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Bruner는 수학학습은 위계적이어서 활동적 단계에서는 구체물의 조
작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상적 단계에서는 구체물을 대신하고 상상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림,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고, 상징적 단계에서는 언어나 수학적 상징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Reys, 1974; 김선영, 1995, 재인용).
Reys(1974)는 활동자료를 선정하는 교육적 기준으로 수학 개념 혹은 탐구되는 사상의 진정
한 구현을 제공하여야 하고, 수학 개념을 명확하게 표상하여야 하며, 동기화 시킬 수 있고, 가
능한 다목적성을 가져야만 하고, 추상적 개념의 기초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별적 조작을 제공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물리적 기준으로 유아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다루기에 견딜
만큼 충분히 견고하여야 하며, 유아의 자연적 호기심과 갖고 활동하고 싶은 느낌에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움직이고 조작하기에 간단하여야 하며, 크기가 유아의 신체적 능력에 적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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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안이 되어서 쉽게 만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상품화된 경우 활동자료의 가격은 그
효용 가치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Reys, 1974; 김선영, 1995, 재인용). 이경우 외
(1997)는 유아가 활동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좋은 수학활동과 활동자
료에 대해 첫째, 수학활동은 그 활동이 수학적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둘째, 가
능하면 실제 상황이나 구체적 문제를 유아 스스로 조작, 변형해 보는 활동, 셋째, 구체적 조작
활동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넷째, 발달 수준에 따라 해결이나 활용 방
안이 다양할 수 있는 것, 다섯째, 본래 목적이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
였다. 조경희(1998)는 수학영역에 비치될 활동자료는 특정 수학활동을 포함하는 자료로서 유
아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적절하고, 또한 수학활동 자체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하면 유아들이 게임이나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개방적인 활동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홍혜경(1999)도 유아들이 게임이나 과제를 해결하
는 방법으로 개방적인 활동자료를 제시 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유치원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 정도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김명리(1990)는 수학활
동자료의 보유현황과 활용 정도가 분류, 비교, 측정, 수 개념 부분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수 개념 부분의 주사위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색구슬, 도미노
카드, 숫자 퍼즐 등이 자주 활용되고 있으나 다른 부분의 자료들은 활용도가 비교적 낮다고
하였고, 유치원에서의 수학 학습지의 구비도가 수학활동자료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 교사
제작 활동자료의 높은 의존도 및 한계성과 아울러 양질의 활동자료 상품화의 시급한 필요성
이 지적되었다고 하였다. 이상금, 이영석, 이기숙, 박찬옥(1993)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 학습
에 있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활동자료의 개발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활동자료의 대
부분이 교사 제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의 과중한 부담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이 문제
점으로 나타나, 그 발전 방안에 질 높은 활동자료의 개발․보급이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다.
윤애희(1995)의 연구에서는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 구비하고 있는 수학교육자료는 부족한 편
이었고, 특히 측정, 그래프, 공간개념 등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김선영(1995)의 연구도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수학영역의 활동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교재나 학습지의 활용에 대해 22.4%가 자주 한다, 48.8%가 때때로 한다고 응답하였다
고 밝히고 있다. 유정원(1996)의 연구에서는 수학영역의 활동자료에 대해 67.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유하고 있는 활동자료 중 사물 분류, 시간, 수 개념 영역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유정원․김선영(1996)은 유아수학교육의 교육내용 영역별 조작교구의 활용도는
사물분류와 수개념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품화된 조작교구의 구비도가 교사 제작교구
나 일상생활용품의 경우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귀옥․조성화(1998)는 수학영역
교재․교구의 보유정도는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
의 유치원이 사물 분류하기 자료, 수의 기초개념 돕는 자료, 공간개념의 이해를 돕는 자료, 측
정을 위한 자료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정도는 잘 활용되고 있다와 잘 활용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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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응답이 상반되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노명숙(1999)은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구체적 수
학자료의 구비정도는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이었고, 수학자료의 유형별 사용정도는 상징적 자
료와 구체적 자료가 높게 나타났으며, 영상적 자료와 학습지 사용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아들로 하여금 현대 및 미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학적
사고능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 조작이 가능한 수학활동자
료의 사용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유아들을 위한 적절한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공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학개념들을 일과 중
의 활동들로 연결시키는 효과적인 교사전략들을 잘 알고 있지 못하며(배지미, 2003), 대부분
유치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수학활동자료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학활동자료의
활용 및 효과적인 수학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선행연구에
서는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목적, 내용, 운영현황, 지도방법, 활동의 실시 등의 실태조사에 학
습자료의 구비․활용을 부분적으로 다루어 조사하거나 몇 개의 변인으로 나누어 부분적 조사
또는 교사와 부모만을 변인으로 인식을 조사하였다. 또한,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 탐구생활영
역의 수학적 탐구 하위내용에 따르고,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를 교사 변인에
따라 연구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관한 교사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효과적인 수학활동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으며, 이를 통해 유아에게 적합한 수학활동자료의 개발과 효율적인 수학활동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수학활동자료의 보유 현황 및 활용정도는 교사의 경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2. 수학활동자료의 보유 현황 및 활용정도는 교사의 학력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3. 수학활동자료의 보유 현황 및 활용정도는 교사의 담당유아연령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4. 수학활동자료의 보유 현황 및 활용정도는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2년 3월 현재 부산 시내 소재 공․사립 유치원 142곳에서 근무하는 현직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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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교사의 배경 변인별 분포
문

항

항

목

2년 미만

교직 경력

학 력

134 (34.7)

5년 이상 - 7년 미만

74 (19.2)

7년 이상

98 (25.4)

계

386 (100)

2년제 대학 졸

246 (63.7)

4년제 대학 졸

94 (24.4)

대학원 졸

46 (11.9)
386 (100)

만 3세

64 (16.5)

만 4세

98 (25.4)

만 5세

168 (43.5)

혼합연령

28 (7.3)

기타(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

28 (7.3)

계

설립유형

80 (20.7)

2년 이상 - 5년 미만

계

담당유아연령

빈 도 수(%)

386 (100)

공립

56 (14.5)

사립

330 (85.5)

계

386 (100)

3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부산 유치원 명부’(2002)를 표집틀로 부산광역시의 6개 교육청 산하
공․사립유치원 142곳을 층화표집하여 각 유치원에 전화면접을 통해 미리 허락을 받은 후
조사하였다.
연구대상의 배경 변인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대한 교사 인식을 알아보기 위
해 김명리(1990), 교육부(1995), 조성화(1997)가 사용한 질문지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제작하였다.
질문지는 유치원 교사 3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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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의 내용은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대해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의 탐
구생활 영역에 도구와 기계에 관심 가지기를 첨가함으로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
시키는(교육부, 2000; 고은미, 2001, 재인용) 현재의 추세와 최근의 유아수학교육 동향에 따라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의 내용을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의 ‘탐구생활’ 중 ‘수
학적 탐구’의 내용 6가지에 컴퓨터를 첨가하여 분류하기와 순서짓기(하위내용18개 -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단추, 다양한 모양의 도형들, 개․폐 모양의 분류 카드, 구멍 뚫린 구슬과 끈,
분류통, 플라스틱 패턴 블록, 촉감 도미노, 다양한 종류의 병뚜껑, 다양한 색과 모양의 구슬,
조개껍질․돌등의 구체물, 길이가 다른 막대, 높이가 다른 원기둥, 이중서열자료, 크기가 다
른 상자, 겹 끼우기 상자, 겹 끼우기 고리, 수 막대, 나사와 나사구멍), 수의 기초개념이해하
기(하위내용 22개 - 페그보드와 페그보드용고리, 세울 수 있는 숫자, 윷놀이, 꽃과 화병, 동물
카드게임, 주사위를 이용한 보드게임, 숫자카드게임, 숫자그림퍼즐, 숫자 도미노카드, 색풍선
게임, 숫자도장, 숫자와 막대, 수놀이책, 수막대와 구슬, 수기차와 기찻길, 빨래집게와 수카
드, 숫자와 단추, 수와 수카드일치시키기, 모래숫자판, 일대일대응자료, 셀 수 있는 자료들,
주사위와 게임판),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하위내용 14개 - 작은끈, 연필, 막대기,
클립, 상자, 물, 흙․모래, 점토․밀가루 점토, 물컵, 네모종이․줄자, 막대자․줄자, 계량컵,
체중계․신장계, 저울),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알기(하위내용 2개 - 시간측정자료, 시간에 관련
된 자료),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알기(하위내용 17개 - 유니트 블록, 나무블럭, 종이벽돌, 깡
통, 공, 다양한 상자, 스폰지 블록, 격자모자이크판, 속성블럭, 탬그램, 패턴블럭, 지오보드와
고무밴드, 바느질판, 도형퍼즐, 융판과 도형, 상품화된 기하학적 모양, 다양한 모양구성 활동
자료),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하위내용 3개 - 그래프 활동판, 자석판, 통계활동과
상징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컴퓨터(하위내용 8개 -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조이스틱, 소프
트웨어, 프린터, 프린터용지, 확장활동을 위한 자료) 총 7개 문항(하위내용 84개)으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SPSS 통계프로그램 신뢰도결과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에 대
한 신뢰도는 0.94, 수학활동자료의 활동정도에 대한 신뢰도는 0.92로 나타났다. 타당도는 대
학원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사 2인과 교수 1인에게 안면 타당
도를 검증 받았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02년 8월 17일까지 공․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
사 3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의 문항이 반복되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표시 및 수정하게 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에 대해
서는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예비조사 과정을 거쳐 완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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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지를 2002년 8월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시 소재 공․사립유치원 교사 386명을 대상
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는 부산광역시 6개 교육청 산하 공․사립유
치원 142곳을 층화표집하여 사전에 전화로 동의를 구한 후, 우편 발송을 하여 질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500부 중 394부를 회수하였고,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8부를 제외 한
총 386부를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의 자료처리 방법은 통계패키지 SPSS/PC+(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ersonal Computer)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대한 교사인식은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특성
2

별 반응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고 특성별에 따른 반응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x (chisquare)검증을 실시하였고, 복수응답으로 자료처리를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수학활동자료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의 하위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2>에 의하면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
의 44.7%, ‘제작’이라는 응답이 10.1%,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17.7%, ‘없다’라는 응답이
27.5%로 나타나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력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반면, 그 외의
경력인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기타’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사립
에서 ‘구입’에 응답이 많은 반면, 공립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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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구입

제작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634 (44.1)

155 (10.8)

233 (16.2)

416 (28.9)

2년이상-5년미만

1050 (43.9)

243 (10.2)

419 (17.5)

680 (28.4)

5년이상-7년미만

671 (50.4)

116 ( 8.7)

235 (17.6)

310 (23.3)

7년 이상

743 (42.1)

184 (10.4)

337 (19.1)

500 (28.3)

2년제 졸

1970 (44.7)

431 ( 9.8)

765 (17.4)

1240 (28.1)

4년제 졸

783 (46.3)

177 (10.5)

295 (17.4)

437 (25.8)

대학원 졸

345 (41.7)

90 (10.9)

164 (19.8)

229 (27.7)

만3세

466 (40.5)

133 (11.6)

192 (16.7)

360 (31.3)

담당

만4세

831 (47.7)

183 (10.5)

281 (16.1)

449 (25.8)

유아

만5세

1343 (44.4)

299 ( 9.9)

551 (18.2)

830 (27.5)

연령

혼합연령

196 (38.9)

44 ( 8.7)

100 (19.8)

164 (32.5)

기타

262 (52.0)

39 ( 7.7)

100 (19.8)

103 (20.4)

설립

공립

381 (37.8)

95 ( 9.4)

205 (20.3)

327 (32.4)

유형

사립

2717 (45.9)

603 (10.2)

1019 (17.2)

1579 (26.7)

3098 (44.7)

698 (10.1)

1224 (17.7)

1906 (27.5)

집단

경력

학력

전체

χ2

***

30.85

8.60

52.29***

28.30***

***

p<.001

<표 3>에 의하면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는 응답이 전
체교사의 36.7%,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56.3%,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7.0%로 나
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설립유형, 담당유아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사의 경력이 ‘5년이상-7년미만’에서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
은 반면, 경력이 ‘2년이상-5년미만’과 ‘7년이상’에서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교사의 학력이 ‘대학원졸’에서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반면, ‘4년제졸’인 교사는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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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분류하기와 순서짓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385 (37.8)

537 (52.3)

98 ( 9.6)

2년이상-5년미만

583 (34.1)

999 (58.4)

130 ( 7.6)

5년이상-7년미만

401 (39.2)

565 (55.2)

57 ( 5.6)

7년 이상

473 (37.3)

728 (57.4)

68 ( 5.4)

2년제 졸

1182 (37.4)

1762 (55.8)

216 ( 6.8)

4년제 졸

415 (33.0)

739 (58.7)

105 ( 8.3)

대학원 졸

245 (40.5)

328 (54.2)

32 ( 5.3)

만3세

307 (39.0)

421 (53.4)

60 ( 7.6)

만4세

490 (37.8)

722 (55.6)

86 ( 6.6)

만5세

763 (34.9)

1276 (58.4)

146 ( 6.7)

혼합연령

120 (34.6)

201 (57.9)

26 ( 7.5)

기타

162 (39.9)

209 (51.5)

35 ( 8.6)

설립

공립

235 (33.5)

423 (60.3)

44 ( 6.3)

유형

사립

1607 (37.2)

2406 (55.7)

309 ( 7.2)

1842 (36.7)

2829 (56.3)

353 ( 7.0)

집단

경력

학력

담당유
아연령

전체
**

p <.01,

활용하지 않음

χ2

***

28.15

**

15.37

12.37

5.19

***

p<.001

2.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4>에 의하면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답이 전체
교사의 40.9%, ‘제작’이라는 응답이 22.6%,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8.7%, ‘없다’라는 응답
이 27.9%로 나타나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한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반면, ‘7년이
상’인 교사는 ‘제작’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2년미만’인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4년제졸’과 ‘대학원졸’은 ‘제작’에 응답이 많
았고, ‘2년제졸’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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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구입

제작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712 (40.6)

344 (19.6)

199 ( 6.8)

578 (33.0)

2년이상-5년미만

1120 (38.4)

662 (22.7)

271 ( 9.3)

862 (29.6)

5년이상-7년미만

759 (47.3)

322 (20.1)

144 ( 9.0)

380 (23.7)

7년 이상

835 (39.5)

568 (26.9)

194 ( 9.2)

515 (24.4)

2년제 졸

2129 (40.1)

1134 (21.4)

446 ( 8.4)

1597 (30.1)

4년제 졸

881 (42.6)

515 (24.9)

178 ( 8.6)

493 (23.9)

대학원 졸

416 (41.1)

247 (24.4)

104 (10.3)

245 (24.2)

만3세

483 (35.3)

308 (22.5)

134 ( 9.8)

445 (32.5)

담당

만4세

914 (43.3)

458 (21.7)

167 ( 7.9)

571 (27.1)

유아

만5세

1477 (40.2)

856 (23.3)

326 ( 8.9)

1015 (27.6)

연령

혼합연령

274 (44.6)

116 (18.9)

45 ( 7.3)

180 (29.3)

기타

278 (45.1)

158 (25.7)

56 ( 9.1)

124 (20.1)

설립

공립

551 (44.8)

244 (19.8)

116 ( 9.4)

320 (26.0)

유형

사립

2875 (40.2)

1652 (23.1)

612 ( 8.6)

2015 (28.2)

3426 (40.9)

1896 (22.6)

728 ( 8.7)

2335 (27.9)

집단

경력

학력

전체
**

p <.01,

χ2

***

98.14

41.95***

56.37***

13.03**

***

p<.001

‘만3세’인 교사가 ‘구입’과 ‘없다’에 응답이 많은 반면, 혼합연령은 ‘구입’에 응답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구입’에 응답이 많은 반면, 사립은 ‘제
작’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의하면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40.6%,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53.9%,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반면, 경력이 적을
수록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학원졸’은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으며 ‘2년제졸’과 ‘4년제졸’은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혼합연령, 기타에서 ‘자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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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443 (37.4)

653 (55.1)

90 ( 7.6)

2년이상-5년미만

783 (38.2)

1137 (55.4)

132 ( 6.4)

5년이상-7년미만

536 (43.7)

651 (53.1)

40 ( 3.3)

7년 이상

704 (43.7)

831 (51.6)

75 ( 4.7)

2년제 졸

1458 (39.1)

2040 (54.7)

232 ( 6.2)

4년제 졸

628 (39.9)

862 (54.8)

84 ( 5.3)

대학원 졸

380 (49.3)

370 (48.0)

21 ( 2.7)

만3세

324 (34.5)

530 (56.4)

85 ( 9.1)

만4세

613 (39.4)

871 (56.0)

72 ( 4.6)

만5세

1089 (41.0)

1423 (53.6)

143 ( 5.4)

혼합연령

192 (44.4)

218 (50.5)

22 ( 5.1)

기타

248 (50.3)

230 (46.7)

15 ( 3.0)

설립

공립

414 (45.3)

466 (51.0)

34 ( 3.7)

유형

사립

집단

경력

학력

담당유
아연령

전체

활용하지 않음

2052 (39.8)

2806 (54.4)

303 ( 5.9)

2466 (40.6)

3272 (53.9)

337 ( 5.6)

χ2

***

41.41

***

36.52

***

59.47

***

13.99

***

p<.001

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이 사립에 비해 많이
활용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6>에 의하면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
답이 전체교사의 50.4%, ‘제작’이라는 응답이 7.3%,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31.3%, ‘없다’
라는 응답이 11.0%로 나타나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반면, ‘2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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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구입

제작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556 (50.3)

76 ( 6.9)

287 (26.0)

186 (16.8)

2년이상-5년미만

857 (46.1)

140 ( 7.5)

658 (35.4)

204 (11.0)

5년이상-7년미만

575 (55.5)

67 ( 6.5)

312 (30.1)

82 ( 7.9)

7년 이상

713 (52.5)

108 ( 8.0)

421 (31.0)

116 ( 8.5)

2년제 졸

1661 (48.9)

233 ( 6.9)

1050 (30.9)

454 (13.4)

4년제 졸

719 (54.6)

113 ( 8.6)

389 (29.6)

95 ( 7.2)

대학원 졸

312 (49.1)

45 ( 7.1)

239 (37.6)

39 ( 6.1)

만3세

391 (44.4)

71 ( 8.1)

260 (29.5)

159 (18.1)

담당

만4세

695 (51.2)

92 ( 6.8)

417 (30.7)

154 (11.3)

유아

만5세

1203 (51.5)

169 ( 7.2)

745 (31.9)

218 ( 9.3)

연령

혼합연령

188 (48.0)

31 ( 7.9)

129 (32.9)

44 (11.2)

기타

224 (57.1)

28 ( 7.1)

127 (32.4)

13 ( 3.3)

설립

공립

410 (52.3)

52 ( 6.6)

260 (33.2)

62 ( 7.9)

유형

사립

2291 (50.1)

339 ( 7.4)

1418 (31.0)

526 (11.5)

2701 (50.4)

391 ( 7.3)

1678 (31.3)

588 (11.0)

집단

경력

학력

전체
*

p <.05,

χ2

***

86.73

67.92***

81.32***

10.07*

***

p<.001

상-5년미만’인 교사는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 적은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4년제졸’은 ‘구입’에 응답
이 많았고 ‘대학원졸’은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았고, ‘2년제졸’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만3세’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적은
반면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또한 ‘기타’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구입’과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반면, 사
립은 ‘제작’과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에 의하면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
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30.5%,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60.4%,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이 9.1%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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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253 (27.5)

536 (58.3)

130 (14.2)

2년이상-5년미만

461 (27.8)

1032 (62.2)

167 (10.1)

5년이상-7년미만

322 (33.7)

592 (61.9)

42 ( 4.4)

7년 이상

428 (34.4)

720 (57.9)

95 ( 7.6)

2년제 졸

869 (29.5)

1785 (60.5)

295 (10.0)

4년제 졸

392 (32.1)

725 (59.3)

106 ( 8.7)

대학원 졸

203 (33.5)

370 (61.1)

33 ( 5.5)

만3세

209 (28.9)

412 (57.0)

102 (14.1)

담당

만4세

312 (26.1)

756 (63.3)

127 (10.6)

유아

만5세

702 (33.1)

1285 (60.5)

136 ( 6.4)

연령

혼합연령

100 (28.7)

215 (61.8)

33 ( 9.5)

기타

132 (34.7)

212 (55.8)

36 ( 9.5)

설립

공립

227 (31.4)

441 (60.9)

56 ( 7.7)

유형

사립

1237 (30.5)

2439 (60.2)

378 ( 9.3)

1455 (30.5)

2880 (60.4)

434 ( 9.1)

집단

경력

학력

전체
**

p <.01,

활용하지 않음

χ2

***

72.89

**

15.84

***

59.83

1.91

***

p<.001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반면, 경력이 적을
수록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
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만5세’와 기타에서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3세’는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8>에 의하면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답이 전
체교사의 73.1%, ‘제작’이라는 응답이 7.4%,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9.5%, ‘없다’라는 응
답이 10.1%로 나타나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
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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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구입

제작

2년 미만

113 (72.4)

14 ( 9.0)

14 ( 9.0)

15 ( 9.6)

2년이상-5년미만

193 (72.8)

20 ( 7.6)

31 (11.7)

21 ( 7.9)

5년이상-7년미만

108 (73.0)

5 ( 3.4)

16 (10.8)

19 (12.8)

7년 이상

143 (74.1)

17 ( 8.8)

11 ( 5.7)

22 (11.4)

2년제 졸

342 (71.0)

38 ( 7.9)

53 (11.0)

49 (10.2)

4년제 졸

148 (78.7)

10 ( 5.3)

15 ( 8.0)

15 ( 8.0)

대학원 졸

67 (72.8)

8 ( 8.7)

4 ( 4.4)

13 (14.1)

만3세

90 (72.6)

8 ( 6.5)

14 (11.3)

12 ( 9.7)

담당

만4세

134 (69.4)

15 ( 7.8)

21 (10.9)

23 (11.9)

유아

만5세

245 (73.6)

24 ( 7.2)

32 ( 9.6)

32 ( 9.6)

연령

혼합연령

40 (71.4)

5 ( 8.9)

5 ( 8.9)

6 (10.7)

기타

48 (85.7)

4 ( 7.1)

0 ( 0.0)

4 ( 7.1)

설립

공립

82 (73.2)

5 ( 4.5)

7 ( 6.3)

18 (16.1)

유형

사립

475 (73.1)

51 ( 7.9)

65 (10.0)

59 ( 9.1)

557 (73.1)

56 ( 7.4)

72 ( 9.5)

77 (10.1)

집단

경력

학력

전체

생활주변자료

없다

χ2

11.66

9.09

9.41

7.53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에 의하면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는 응답
이 전체교사의 31.8%,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62.1%,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6.1%
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담당유아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만5세’에서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연령’과 ‘기타’는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았고, ‘만3세’는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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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50 (34.7)

81 (56.3)

13 ( 9.0)

2년이상-5년미만

82 (33.3)

147 (59.8)

17 ( 6.9)

5년이상-7년미만

39 (30.2)

84 (65.1)

6 ( 4.7)

7년 이상

49 (28.5)

117 (68.0)

6 ( 3.5)

2년제 졸

133 (30.4)

275 (62.8)

30 ( 6.9)

4년제 졸

58 (33.3)

106 (60.9)

10 ( 5.8)

대학원 졸

29 (36.7)

48 (60.8)

2 ( 2.5)

만3세

23 (20.2)

71 (62.3)

20 (17.5)

담당

만4세

55 (32.0)

106 (61.6)

11 ( 6.4)

유아

만5세

122 (40.4)

170 (56.3)

10 ( 3.3)

연령

혼합연령

6 (11.8)

44 (86.3)

1 ( 2.0)

기타

14 (26.9)

38 (73.1)

0 ( 0.0)

설립

공립

30 (31.6)

62 (65.3)

3 ( 3.2)

유형

사립

190 (31.9)

367 (61.6)

39 ( 6.5)

220 (31.8)

429 (62.1)

42 ( 6.1)

집단

경력

학력

전체

활용하지 않음

χ2

8.10

3.20

***

59.20

1.73

***

p<.001

5.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10>에 의하면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54.1%, ‘제작’이라는 응답이 8.0%,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9.7%, ‘없다’라는
응답이 28.2%로 나타나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았고, 경력이 많
을수록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력이 ‘2년미만’인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4년제졸’과 ‘대학원졸’은 ‘구입’에
응답이 많았고 ‘2년제졸’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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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구입

제작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683 (50.9)

109 ( 8.1)

102 ( 7.6)

449 (33.4)

2년이상-5년미만

1216 (53.8)

187 ( 8.3)

205 ( 9.1)

653 (28.9)

5년이상-7년미만

730 (58.0)

99 ( 7.9)

134 (10.7)

295 (23.5)

7년 이상

903 (54.2)

125 ( 7.5)

195 (11.7)

443 (26.6)

2년제 졸

2136 (51.5)

348 ( 8.4)

392 ( 9.5)

1272 (30.7)

4년제 졸

937 (58.6)

132 ( 8.3)

130 ( 8.1)

399 (25.0)

대학원 졸

459 (58.7)

40 ( 5.1)

114 (14.6)

169 (21.6)

만3세

527 (48.4)

91 ( 8.4)

101 ( 9.3)

369 (33.9)

담당

만4세

931 (56.5)

113 ( 6.9)

135 ( 8.2)

470 (28.5)

유아

만5세

1513 (53.3)

240 ( 8.5)

312 (11.0)

774 (27.3)

연령

혼합연령

260 (54.6)

48 (10.1)

44 ( 9.2)

124 (26.1)

기타

301 (63.2)

28 ( 5.9)

44 ( 9.2)

103 (21.6)

설립

공립

567 (59.6)

60 ( 6.3)

116 (12.2)

209 (22.0)

유형

사립

2965 (53.2)

460 ( 8.3)

520 ( 9.3)

1631 (29.3)

3532 (54.1)

520 ( 8.0)

636 ( 9.7)

1840 (28.2)

집단

경력

학력

전체

χ2

***

47.10

73.70***

55.46***

32.18***

***

p<.001

이를 보면, ‘만3세’인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은 반면 ‘기타’인 교사는 ‘구입’에, ‘혼합연
령’은 ‘제작’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구입’과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반면, 사립은 ‘제작’과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에 의하면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51.7%,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43.2%,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력이 많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반면, 경력이 많을
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
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만5세’와 기타에서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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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400 (44.7)

423 (47.3)

72 ( 8.0)

2년이상-5년미만

836 (52.0)

708 (44.0)

65 ( 4.0)

5년이상-7년미만

515 (53.5)

410 (42.6)

37 ( 3.9)

7년 이상

678 (55.1)

490 (39.8)

63 ( 5.1)

2년제 졸

1436 (50.0)

1287 (44.8)

150 ( 5.2)

4년제 졸

646 (53.6)

509 (42.2)

51 ( 4.2)

대학원 졸

347 (56.2)

235 (38.0)

36 ( 5.8)

만3세

370 (51.5)

304 (42.3)

45 ( 6.3)

담당

만4세

568 (48.0)

559 (47.2)

57 ( 4.8)

유아

만5세

1129 (54.5)

850 (41.1)

91 ( 4.4)

연령

혼합연령

155 (44.2)

169 (48.2)

27 ( 7.7)

기타

207 (55.5)

149 (40.0)

17 ( 4.6)

설립

공립

424 (56.3)

289 (38.4)

40 ( 5.3)

유형

사립

집단

경력

학력

전체
*

p <.05,

활용하지 않음

2005 (50.8)

1742 (44.2)

197 ( 5.0)

2429 (51.7)

2031 (43.2)

237 ( 5.1)

χ2

***

40.81

*

13.12

***

29.95

*

8.69

***

p<.001

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4세’와 ‘혼합연령’은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
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사립은 ‘가끔 활용’
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12>에 의하면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
답이 전체교사의 32.5%, ‘제작’이라는 응답이 36.2%, ‘생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14.0%, ‘없
다’라는 응답이 17.3%로 나타나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와 ‘제작’하여 보유한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담당유아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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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집단

구입

제작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84 (35.6)

81 (34.3)

26 (11.0)

45 (19.1)

2년이상-5년미만

107 (27.0)

151 (38.0)

65 (16.4)

74 (18.6)

5년이상-7년미만

75 (33.9)

82 (37.1)

35 (15.8)

29 (13.1)

7년 이상

107 (36.4)

101 (34.4)

35 (11.9)

51 (17.4)

2년제 졸

238 (32.7)

258 (35.4)

94 (12.9)

138 (19.0)

4년제 졸

89 (31.6)

115 (40.8)

42 (14.9)

36 (12.8)

대학원 졸

46 (33.3)

42 (30.4)

25 (18.1)

25 (18.1)

만3세

52 (27.1)

68 (35.4)

27 (14.1)

45 (23.4)

담당

만4세

111 (38.3)

97 (33.5)

31 (10.7)

51 (17.6)

유아

만5세

152 (30.4)

191 (38.2)

83 (16.6)

74 (14.8)

연령

혼합연령

22 (26.8)

27 (32.9)

10 (12.2)

23 (28.1)

기타

36 (42.9)

32 (38.1)

10 (11.9)

6 ( 7.1)

설립

공립

50 (29.8)

52 (31.0)

29 (17.3)

37 (22.0)

유형

사립

323 (33.0)

363 (37.0)

132 (13.5)

162 (16.5)

373 (32.5)

415 (36.2)

161 (14.0)

199 (17.3)

경력

학력

전체

χ2

14.50

10.13

32.08**

5.89

***

p <.01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만3세’와 ‘혼합연령’인 교사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만4세’와 ‘기타’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만5세’는 ‘제작’
과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에 의하면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
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35.0%,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60.1%,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
이 4.9%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학력, 담당유아연령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가끔 활용’과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혼합연령’은 ‘가끔 활
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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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70 (36.7)

107 (56.0)

14 ( 7.3)

2년이상-5년미만

105 (31.8)

206 (62.4)

19 ( 5.8)

5년이상-7년미만

60 (31.3)

125 (65.1)

7 ( 3.7)

7년 이상

100 (40.8)

138 (56.3)

7 ( 2.9)

2년제 졸

189 (31.7)

369 (61.9)

38 ( 6.4)

4년제 졸

96 (38.9)

143 (57.9)

8 ( 3.2)

대학원 졸

50 (43.5)

64 (55.7)

1 ( 0.9)

만3세

41 (28.1)

93 (63.7)

12 ( 8.2)

담당

만4세

77 (32.0)

146 (60.6)

18 ( 7.5)

유아

만5세

166 (39.0)

249 (58.5)

11 ( 2.6)

연령

혼합연령

12 (18.2)

49 (74.2)

5 ( 7.6)

기타

39 (49.4)

39 (49.4)

1 ( 1.3)

설립

공립

52 (38.2)

77 (56.6)

7 ( 5.2)

유형

사립

283 (34.4)

499 (60.7)

40 ( 4.9)

335 (35.0)

576 (60.1)

47 ( 4.9)

집단

경력

학력

전체
**

p <.01,

활용하지 않음

χ2

11.94

**

14.01

***

33.06

0.83

***

p<.001

7. 컴퓨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
<표 14>에 의하면 컴퓨터의 보유현황에 대해 ‘구입’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79.1%, ‘생
활주변자료’라는 응답이 1.8%, ‘없다’라는 응답이 19.1%로 나타나 컴퓨터와 관련된 수학활동
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유현황이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았고, 경력이 ‘2
년이상-5년미만’인 교사는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구입’에 응답이 많았고, 낮을수록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혼합연령’, ‘기타’인 교사가 ‘구입’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또한 연령이 적을수록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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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컴퓨터의 보유현황
보유현황

집단

생활주변자료

없다

2년 미만

504 (79.9)

7 ( 1.1)

120 (19.0)

2년이상-5년미만

808 (76.4)

19 ( 1.8)

231 (21.8)

5년이상-7년미만

484 (81.9)

9 ( 1.5)

98 (16.6)

7년 이상

626 (80.1)

20 ( 2.6)

136 (17.4)

2년제 졸

1501 (77.2)

31 ( 1.6)

413 (21.2)

4년제 졸

616 (82.1)

16 ( 2.1)

118 (15.7)

대학원 졸

305 (83.1)

8 ( 2.2)

54 (14.7)

만3세

339 (66.3)

6 ( 1.2)

166 (32.5)

만4세

593 (76.9)

14 ( 1.8)

164 (21.3)

만5세

1105 (82.8)

29 ( 2.2)

200 (15.0)

혼합연령

193 (86.6)

4 ( 1.8)

26 (11.7)

기타

192 (86.1)

2 ( 0.9)

29 (13.0)

설립

공립

385 (86.1)

16 ( 3.6)

46 (10.3)

유형

사립

2037 (77.9)

39 ( 1.5)

539 (20.6)

2422 (79.1)

55 ( 1.8)

585 (19.1)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
령

전체
*

구입

p <.05,

**

p <.01,

χ2

*

13.44

16.53**

91.85***

33.82***

***

p<.001

에 따른 차이를 보면 공립은 ‘구입’과 ‘생활주변자료’에 응답이 많은 반면, 사립은 ‘없다’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에 의하면 컴퓨터의 활용정도에 대해 ‘자주 활용’이라는 응답이 전체교사의
59.7%, ‘가끔 활용’이라는 응답이 31.5%, ‘활용하지 않음’이라는 응답이 8.8%로 나타났다.
이러한 활용정도가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교사의 경력, 학력, 담당유아연령, 설립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경력이 ‘2년이상-5년미만’인 교사가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반면, 경력이 ‘5년이상-7년미만’인 교사가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에 따른 차이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가끔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많을수록,
‘혼합연령’, ‘기타’인 교사가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이 적을수록
‘가끔 활용’과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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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컴퓨터의 활용정도
활용정도

자주 활용

가끔 활용

(주 3～4회)

(주 1～2회)

2년 미만

281 (55.1)

152 (29.8)

77 (15.1)

2년이상-5년미만

542 (64.8)

232 (27.7)

63 ( 7.5)

5년이상-7년미만

259 (52.4)

215 (43.5)

20 ( 4.1)

7년 이상

404 (62.3)

185 (28.5)

60 ( 9.2)

2년제 졸

880 (57.1)

489 (31.7)

173 (11.2)

4년제 졸

391 (61.7)

199 (31.4)

44 ( 6.9)

대학원 졸

215 (68.5)

96 (30.6)

3 ( 1.0)

만3세

174 (50.3)

118 (34.1)

54 (15.6)

담당

만4세

330 (53.7)

210 (34.2)

75 (12.2)

유아

만5세

729 (64.0)

334 (29.3)

77 ( 6.8)

연령

혼합연령

123 (62.1)

64 (32.3)

11 ( 5.6)

기타

130 (68.1)

58 (30.4)

3 ( 1.6)

설립

공립

275 (68.4)

117 (29.1)

10 ( 2.5)

유형

사립

집단

경력

학력

전체

활용하지 않음

1211 (58.0)

667 (31.9)

210 (10.1)

1486 (59.7)

784 (31.5)

220 ( 8.8)

χ2

***

76.47

***

40.93

***

63.98

***

28.85

***

p<.001

면, 공립은 ‘자주 활용’에 응답이 많은 것으로, 사립은 ‘가끔 활용’과 ‘활용하지 않음’에 응답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문제별로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경력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컴퓨터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
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교사의 학력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
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기
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는 활용정도에,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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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사의 담당유아연령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
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
기는 활용정도에,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기초적인 통계와 관련된 경험하기,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라 분류하기와 순서짓기는 보유현황에,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
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컴퓨터는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안성(1990), 윤애희(1995), 유정원(1996), 김선영(1995), 유정원․김선영(1996), 황
정숙(1996), 조성화(1997), 나귀옥․조성화(1998), 노명숙(1999), 금혜정(2001), 서현아․배지미
(2002), 배지미(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교육과정의 운영과 수학활동자료를 다
양하게 다루어 본 경험, 수학 관련 연수의 경험이 많아 수학활동자료를 하위영역으로 다양하
게 나누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할 기회가 많았음에 따른 결과로 여겨져 교사재교육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수학활동자료에 대한 내용
이나 방법을 학습할 기회가 많았음으로 인해 보유현황이나 활용정도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한의 교사양성기관을 일원화해 교사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하는 결
과로 생각된다. 또한 담당유아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다양한
수학활동자료보다는 유아의 발달특징에 비추어 구체물이나 생활주변자료의 활용이 중요하다
라고 인식함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그리고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차이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수학활동자료의 구입 시 사립유치원보다 비교적 교사가 주도적 운영의 주체로 참여할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에서 분류하기와 순서짓기, 수의 기초개념 이해하기, 기초
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하기, 시간에 대한 기초개념 알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기, 컴
퓨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주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기초적인 통
계와 관련된 경험하기에 관련된 수학활동자료는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제작’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윤애희(1995), 배지미(2003)의
연구에서 유아수학교육 실시상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유아 수’, ‘수학활동자료의 부족’, ‘교사
의 과다한 업무에 따른 시간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교사들의 현장에서의 어
려움을 점차 원 운영에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현 유치원교육과정의 수학교육내용 자체가 ‘분
류하기와 순서짓기’. ‘수의 기초개념이해하기’에 대해서 더 많은 하위내용을 다루고 있고 교
사의 창의적 제작 노력이 미흡한 점, 또한 모든 항목에서 보유현황의 비율보다 실제 활용정도
의 비율이 낮은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교사의 인식과 실제활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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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 그리고 정정희(2001)가 교사들이 수학교육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연령과 학력,
경력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들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평소에 수학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활동들을 즐기는 것이 수학교수에 대한 자신감을 자연스럽게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듯이 유아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수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
화, 교사 연수를 통한 재교육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질 높은 수학활동자료와 교사용 지침서가
국가차원에서 다양하게 개발되고 저렴하게 보급되는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학활동자료의 보유현황 및 활용정도에 대해 유아교육기관의 변인에 따라서 교사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연구 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동일한 수학활동자료라 할지라도 다양한 활용방법에 따라 활용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학활동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상품화된 수학활동자료의 사용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품화된 수학
활동자료에 대한 실태와 영향,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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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eachers' Perceived Current Status of the Possession
and Use of Mathematical Activity Materials

Seo, HyunAh․Bae, JiMi․Choi, Nam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eachers" perceptions of possession and use of mathematical
activity materials. For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utilized a questionnaire survey of 386 public and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located in Busan. Data obtained from the survey were statistically
processed and analyzed through x2(chi-square) test.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below.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session and use of mathematical activity materials such as
“classification and ordering”,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number”, “experience related to basic
measurement”, “knowing basic concepts of space and figure” and “computers” based on the amount
of teaching experience of those surveyed.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session of such mathematical activity material as
“classification and ordering, the possession and use of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number”,
“experience related to basic measurement” and “knowing basic concepts of space and figure”, use of
“experience related to basic statistics” and in the possession and use of “computers” based on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teachers surveyed.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session of such mathematical materials as “classification and
ordering”, the possession and use of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number” and “experience
related to basic measurement”, use of “knowing the basic concept of time”, and in the possession and
use of “knowing basic concepts of space and figure”, “experience related to basic statistics” and
“computers” based on the age of the students the surveyed teachers were in charge of educating.
Las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possession of such materials as “classification and ordering” and
the possession and use of “understanding the basic concept of number”, “experience related to basic
measurement”, “knowing basic concepts of space and figure” and “computers” based on the type of
pre-school educational institu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