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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대학생들의 교재교구 제작 과정에서 어떠한 경험과 변화과정을 겪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2017년 1학기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S시 소재 A대학
교 유아교육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교과목
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연구과정 및 취지에 대해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어떤 교재교구를 제작할
지 연구자와 함께 논의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1명이 2개의 교재교구를 제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
여자가 교재교구 2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반성적 저널과 교재교구 제작 계획서, 교재교구 계획, 실
행, 평가 단계에서 동료학생들과 이루어진 평가 내용을 기록한 평가지, 교재교구 제작 과정을 담을
포트폴리오 등을 수집하고 이를 개방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과 학
생들은 교재교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재교구 제작경험이 있을 때 부담감이 해소되었다.
또한 교재교구를 완성하였을 때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완성도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교재교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으며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핵심어 : 유아교육, 유아교육과 학생, 예비유아교사, 교과교제연구, 교재교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periences and changes in the proc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the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for university students. The study consisted of 32
students who were in the 2nd grade of A univers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S city, which took the
course of "Study and teaching of the textbook of the first semester in 2017" I explained the process and
purpose. The participants discussed with the researchers what kind of teaching materials to produce and one
person made two teaching material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The researchers used the
reflective journal, the teaching material preparation plan, the teaching material plan, the assessment, the
evaluation paper with the peer students in the evaluation stage, and the portfolio for the preparation of
teaching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open cod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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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had a fantasy about teaching materials. The burden was relieved when
there was experience of making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when the teaching materials were
completed,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showed a lot of unsatisfactory completenes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the viewpoint of the textbook parish was seen from various aspects of the
textbook parish, and showed confidence in the production of the textbook parish.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student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materials for young children, teaching materials

1. 서론
교재교구는 구체적인 언어능력에 미숙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에서 교육목표를 이
루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유아들은 직접 경험을 통한 정보습득은 그들의 지식을 구성
해나가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에
유아교육에서의 교수학습은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감각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유아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재교구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1] 교
사는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이론적 터득은 물론이고 교재교구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더불어
교재교구를 실제로 제작하는 절차와 활용하는 방법을 습득하여야 한다[2].

校具)’는 학습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으로 지도하

교재교구의 개념을 살펴보면, 사전적의미로 ‘교구(

敎材)’는 학문이나 기예 따위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데 필

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의미하고, ‘교재(

요한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한다[3]. 유아교육에서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나 유아의 전인발달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교수학습
이 보다 효과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교재교구는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
상호작용의 내용을 결정하는 매개체로서 교육의 내용과 질을 결정하며[4] 적절하게 갖추어진 교구
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5]. 교재교구를 통해 유아들은 놀이
를 하고 또래들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를 발달시키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경
험할 수 있다. 또한 교재교구를 직접 만져보고 탐색하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신체발달 및 감각
능력을 발달시킨다. 유아에게 교재교구를 활용하여 놀이하는 경험은 친사회적 행동, 즉 차례를 지
키고, 규칙을 정하고, 양보하며, 배려하는 행동을 경험하고 스스로 실행하면서 전인적 발달을 이루
게 된다.
훌륭한 교수매체란 유아의 특성에 맞게 제작되고 그들의 감각에 잘 호소할 수 있는 자료를 말
하고, 유아의 발달적인 제반 특성과 지각의 원리를 살펴보고, 이를 교수매체에 효과적으로 적용해
야한다[6]. 따라서 유아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교재교구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과정은 반드
시 필요한 과정이다. 유아교육과 학생 시절부터 습득된 교수매체 개발과정과 평가, 선정에 대한 경
험은 현장에 교사로 임하게 될 때 유아의 흥미를 유발하는 교재교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초가 된
다. 교수학습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면서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적 가치 등을 모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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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하게 고려하여 교수매체를 개발하고 선정 할 수 있는 교사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과 학생이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교사를 준비하는데 의미 있는 과정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2017년 1학기 ‘교과교재 연구 및 지도’ 과목을 수강하는 S시 소재 A대학교 유아교육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32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음악교육’, ‘유아미
술교육’, ‘유아안전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동작교육’ 등을 수강하여 모의수업을
실행한 경험이 있으며 조별로 모의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제작하여 모의수업에 활용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이들은 매해 개최하는 교재교구 전시 축제에서 교재교구를 제작하여 전시한 경험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재교구 제작경험이 조별활동으로 이루어졌고 개인적으로 교재
교구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와 연구자의 협의를 통해 1명이 1개 이상의 교재교구를 제작하기로 하였
다. 교재교구 제작과정은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거쳐 스스로 피드백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2 연구절차
교재교구 제작은 총 2차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1차 제작 이후 이론수업을 진행한 후 2차 제작을
실시하였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전에 교수 및 동료와의 제작 협의를 통하
여 제작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였다. 작성된 제작계획서를 바탕
으로 교재교구 계획안 초안을 작성하고 교재교구를 제작을 실시하였다. 교재교구가 모두 완성된
후에는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첨부한 제작서 최종본과 피드백 후 수정된 최종 교재교구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림 1] 교재교구 제작과정
[Fig. 1] Teaching Materials Produc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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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2017년 2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반성적 저
널과 교재교구 제작 계획서, 교재교구 계획, 실행, 평가 단계에서 동료학생들과 이루어진 평가 내
용을 기록한 평가지, 교재교구 제작 과정을 담을 포트폴리오 등이 있다. 수집된 자료는 A4용지
160장 분량의 저널과 평가지 90장, 교육계획안 32개, 포트폴리오 32권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Strauss와 Corbin[7]이 제시한 개방코딩에 따라 분석하였다. 전사한 저널자료와
평가지, 포트폴리오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내용에 나타난 문장의 의미를 유추하여 대표적인
문장을 선정하고 이를 제목으로 선정하여 코딩을 하였다. 이에 ‘교재교구 제작과정 엿보기’, ‘교재
교구를 완성하고 난 뒷이야기’, ‘교재교구 수업을 듣고 나서’로 구분하고 ‘교재교구 제작과정 엿보
기’는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허황된 우리의 꿈’, ‘첫 번째와 두 번째 교재교구 이야기’로 ‘교재교구
를 완성하고 난 뒷이야기’는 ‘우여곡절 교재교구를 완성한 이야기’와 ‘교재교구의 아쉬운 완성도’로
구성하였다. ‘교재교구수업을 듣고 나서’는 ‘달라진 교재교구에 대한 생각’과 ‘다시 교재교구를 제
작한다면’으로 구성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분석 후에는 유아교육
과 교수1인과 유아교육전공 박사과정 2인을 통해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교재교구 제작과정 엿보기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전에 교재교구 제작에 있어 실패 없이 성공할 것이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교
재교구 뿐만 아니라 제작서를 작성할 때에도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다.

3.1.1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허황된 우리의 꿈
교재교구를 제작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는 도전적인 생각과 제작과정에서 생길 어려움에 대해
미리 예견하지 못하고 제작 방법에 대해 쉽게 생각하거나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
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제작에 대한 생각이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
게 되었으며, 제작 과정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
었다.
초반에 구체적인 제작서를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수정 보완하지 않고 한 번에 만들기 어려
웠다. (2017. 4. 22 U유아교육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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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영역 중 한 개의 영역을 골라야 한다고 해서 막연한 생각으로 음률영역이 그나마 제일 괜찮

겠지? 하고 음률 영역을 고르게 되었다. 근데 막상 음률영역 교구를 찾아보니 교구들이 주로 악기
이고 시중에 나오는 악기교구 들이 만드는 것 보다 소리도 좋다고 하셔서 난감했었다. (2017. 6. 18
I유아교육과 학생)

3.1.2 첫 번째와 두 번째 교재교구 제작 이야기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1차 교구재작과 2차 교구재작에서 매우 다른 태도를 보였다. 1차 교재교구
제작 계획단계에서는 난감함과 당혹감을 드러내며 제작 교구 선정에 매우 어려움을 보였다. 그러
나 2차 교구제작 계획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교구제작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수업
에서 배운 이론을 접목하고자 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1차 교구제작보다 제작능력 향
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지만, 2차 제작이라는 부분에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선배들한테 도움을 요청했지만 “왜 하필 과학이야.”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정말 너무 절망적이었
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었다. 많은 선배들이 도움을 주셨
지만 그 중,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 별자리 교구를 만들게 되었다. 만들 교구를 선택했다는 것이

좋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형광등이라니... 정말 망했다고 생각했다. (2017. 4. 12 G유아교육과 학생)

다시 시작하는 2차 교구는 이론 수업을 듣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번 해 보았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교구를 또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겨서 걱정이
지만 2차 교구도 잘 만들어야겠다. (2017. 06. 18 K유아교육과 학생)

3.2 교재교구를 완성하고 난 뒷이야기
처음 교재교구를 만들다 보니 모든 일이 서툴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교재교구를 제작할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제시간에 교구 완성한 것에 기뻐하였
다. 또한 여러 문제 상황 속에서 교구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모든 일에는 아
쉬운 점이 남기 마련이다. 유아교육과 학생들도 교재교구를 완성 하고 난 후 여러 아쉬운 점을 토
로하였다. 특히, 교재교구의 완성도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였다. 자기 스스로 교재교구 제작 후 견
고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완성한 교재교구가 자신이 기대했던 교구의 모습이 아
니어서 실망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3.2.1 우여곡절 교재교구를 완성한 이야기
교재교구를 만들다보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학생들은 문
제를 해결해 가면서 교재교구를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교재교구를 제작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노하우가 되어 2차시 교구를 제작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이 처
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교재교구제작을 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엿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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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눈에 염증때문에 학교가 끝난 뒤 병원을 가는 버스 안에서도 열심히 바느질을 하였다. 이번에는 좀
더 깔끔하고 내가 생각한 교구의 모습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또 바란다. 아..그런데 조금 속상한 점
이 있다면... 안 쪽 펠트지가 조금 울었다는 것이다. (2017. 4. 12 G유아교육과 학생)
바느질을 처음 하다 보니 친구들에게 바느질을 배웠다. 참 섬세한 작업이었다. 손가락에 바늘이 들
어가는 일을 겪고 나이 다음 교재교구를 만들 때에는 영역할 영역을 선택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다. 케이크 하나 만드는데 3시간을 걸쳐 만들었다. 3시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초라해서 이렇
게 만들어서 빵집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2017. 06. 18 K유아교육과 학생)

3.2.2 교재교구의 아쉬운 완성도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자신이 제작한 교재교구의 완성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2차
교구제작 때에는 1차 교구 제작의 부족한 완성도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교구 제작에서도 완성도에 대해 만족스러워하지 못하였다.
이에 자신의 제작 과정을 돌이켜 보거나 교구의 완성도에 대해 실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감정을 슬
프다고 표현하는 등 교구의 완성도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번 완성 한 암상자는 완전한 실패였다. 불빛도 너무 약해 별자리 카드에 별자리를 제대로 비추지
못했고, 마감도 너무 지저분했다. 암상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바꿔야 할 듯싶다. 불도 크기도 마
감방법, 상자 안 받침 역할을 해주는 판자 디자인도 싹 부수고 불의 위치도 바꿔야겠다.
(2017. 4. 12 G유아교육과 학생)

완성한 작품의 만족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조금 별로여서 슬펐다. (2017. 6. 16 S유아교육과 학생)

3.3 교재교구 수업을 듣고 나서
교재교구 수업을 마치고 나서 교재교구에 대한 변화된 생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자신의 생각보
다 더 좋은 교재교구를 제작하게 되어 안도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교구제작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다. 또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교재교구를 완성했다는 성취감 얻기도 하였다. 유아교
육과 학생들은 다시 교재교구를 제작하게 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떻게 제작하면 효과가 좋을지 더 고민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
였다. 한편, 자신이 제작한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의 교구를 제작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갖기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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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달라진 교재교구에 대한 생각
학생들은 교재교구를 제작을 통해 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재교구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구제작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그리고 교재
교구 제작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공을 들여 교구를 제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교구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내
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달랐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7. 4. 22 U유아교육과 학생)

제일 먼저 뿌듯하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중략-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교재교구가 비교되어
서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교수님께서 해주신 칭찬과 장점 설명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2017. 06. 18 K유아교육과 학생)

…….

3.3.2 다시 교재교구를 제작한다면

교재교구를 제작하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과 교구제작
에서 자신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 추후 제작하고 싶은 교구에
대해서도 제시하면서 교재교구 제작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제작방법들을 자세히 생각해두고 내
가 만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을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두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제작을 하면서 부족
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고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을 것 같다.
(2017. 6. 16 S유아교육과 학생)

다음에 다시 제작하게 된다면 음률영역이나 역할영역의 교구를 제작하고 싶다. (2017. 4. 22 U유아
교육과 학생)
교재 교구를 어떻게 만들면 더 효과가치가 높은 교구가 되는지에 대한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생각해
야겠다. 처음 만들 때 교재 교구는 깔끔하지 않고 튼튼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교재 교구는 양보다는
질, 내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들어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17. 4. 22 U예비유)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을 경험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유
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 제작경험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완성된 교재교구의 완성
도를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였지만, 교재교구 제작에 있어 자신감이 향상되고 교재교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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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 제
작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교재교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교재교구의 사용 목적
과 교육적 활동 등에 대한 확장된 사고가 나타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재교구 제작과정에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교재교구 제작경험이 있을 때 부담감이 해소되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교재교구 및 제작과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자신이 생각한대로 구현될 것이라는 막
연한 기대감과 교구제작을 위해 선정한 재료들이 적합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
나 제작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통하여 제작과정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구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피드백 해주어야 하며 단순히 시행착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원인을 규명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나아가 전개되는 생활주제에 적합한 교재교구인지, 교재교구를 활용하는 동안 유아들에게
유익하고 교육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8].
둘째, 교재교구를 완성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완성된 교재교구의 완성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
냈다. 교재교구를 완성하였을 때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완성도에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어디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마무리 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 하였다. 특
히, 견고성에 대해 여러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좀 더 견고하게 제작해야 유아
가 놀이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안전상 적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교구의 외관을 꾸미는 것에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에게 매력적인 교구로 보이기 위
해서 다양한 꾸미기 재료로 교구를 꾸미는데 더 꾸미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었다. 이
는 박지선[9]의 연구에서 유아의 흥미와 수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교재교구를 단순히 놀잇감
이 아닌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를 완성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더 견고하
게, 더 아름답게 교구를 제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관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교구와 자신의 교구를 비교 분석하면서 완성도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나타나
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소재로 된 교재교구와 창의적인 교재교구를 끊임없이
탐색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10].
셋째, 교재교구에 대해 다각적 측면에서 교재교구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겼으며 교재교구 제작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었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교재교구 제작 경험을 통해서 교재교구에 대한
생각이 변화되었다. 특히, 교재교구를 제작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에 대해 통감하면서 교재교구를
제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겠다는 대안을 생각하기도 하

106

Copyright

ⓒ 2018 HSS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10, October (2018)

였으며 교재교구를 제작할 때 사소한 부분까지 살펴보고 제작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는 황희숙, 박나운, 이새별[11]의 연구처럼 교재교구를 재발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끊임없는 고
민과 애정을 필요로 함을 알게 된다는 연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교재교구는 유아들이 직
접 조작하는 교육 자료이므로 안정적으로 마감처리가 되었는지, 견고한지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
였다. 또한 다른 영역의 교재교구에 대한 호기심을 나나내기도 하였다. 이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재교구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발전시키고 이를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 역할이 필요
하며 유아교육과 학생 스스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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