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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G S

예비유아교사 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실험집단 39

명 통제집단 명을 임의 배정하였다 실험집단은 20 19 . 

주 동안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15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동일한 기간 동안 , 

일반적인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 

자료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학에 SPSS 18.0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의 결과 차이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첫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은 ,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수학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증진시키고 , 

수학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은 ,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능력에 대한 신념과 결과에 대한 , 

신념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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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과학 문명을 설명해주

고 이끌어내는 기반이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존재하

고 사용되고 있는 삶의 도구이다 김유정 김정원 우리가 ( , , 2015). 

흔히 떠올리는 수학은 숫자를 세고 연산하는 과정이 주류를 이루

지만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수학은 규칙성을 지각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옳은 판단과 결정을 하도록 돕고(Shaw & Blake, 

사람이나 사물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수학적 사고를 통1998) 

해 합리적 문제해결을 조력하는 폭넓은 학문의 한 영역이다.

유아기는 이러한 수학적 능력의 토대가 구축되는 결정적 시기

이고 교육과학기술부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게 되는 ( , 2012) 

다양한 경험과 상호작용이 추후 수학학습능력과 수학에 대한 흥

미를 높일 수 있으므로 질 높은 수학적 경험을 적절하게 제공해

야 한다 장정윤 따라서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은 수준 높( , 2013). 

은 수학적 경험의 제공을 통해 유아의 수학적 소양과 수학적 문

제해결과정에 기반을 둔 수학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경(

민 이혜경 이은영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한 것과 같은 , , , 2015). 

맥락에서 이 시기의 교육을 담당할 예비유아교사에게도 유아수학

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의 학습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예비. 

유아교사 시기의 경험과 형성된 교육관 교육에 대한 태도는 교, 

사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김민정( , 

유아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유아와 교사 모두2017). 

에게 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수학적 사고 및 태도에 

대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 이 논문은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
음.

1) 송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제 저자 교신저자, 1 , 
(fjavldnt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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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비유아교사와 현직유아교사 모두 수학에 대

한 두려움으로 인해 수학교육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

지 못하며 한종화 수학교육을 어려워하여 쉽게 ( , 2006),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조형숙 박지희 수학을 ( , , 2014).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였다고 

할 정도로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

이다 한종화 수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 , 2006). 

인 감정이나 성향을 수학에 대한 태도라 하는데 이은(

영 우민정 수학과 관련된 경험을 하면서 수학, , 2010), 

에 대한 일관된 태도 방식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태, 

도는 교수 학습 분위기나 상황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학에 대한 긍정적 (Spodek & Saracho, 1990). 

태도가 높을수록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지고 이춘자( ,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교사는 그렇지 2016), 

않은 교사보다 수학을 가르치는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

냈다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Trice & Ogden, 1987). 

도를 가진 교사는 수학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내용보다 

형식적 수업의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

났고 수학에 대한 (Swars, Daane, & Giesen, 2010), 

부정적 태도는 교수실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어 유

아의 수학적 능력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종화 박찬옥 따라서 유아교사가 수( , , 2004). 

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은 지식과 교수방법 

등의 전문성 요인과 더불어 교수 실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유아에게 수학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

에서 매우 중요하다 장정윤( , 2013).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는 교사의 수학교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수효능감은 목표를 위. 

해 필요한 학습과정을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사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수학교수효능감은 수학, 

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에 대한 

교사 자신의 신념과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한다 정(

정희, 2001; Bandura, 1977; Enochs, Smith, & 

예비유아교Huinker, 2000; Jain & Dowson, 2009). 

사를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 간

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들은 두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

적 상관관계를 보고하였고 김선 장장애 김미래( , , , 2013; 

이은영 우민정 정정희 홍희주 정정희, , 2010; , 2001; , , 

홍희주와 정정희 의 2013; Bekdemir, 2010), (2013)

연구에서도 유치원 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수학교

수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학교과교육학 지

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에 대한 태도가 긍. 

정적일수록 수학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음을 의미하

며 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교수.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은 학습자의 행동이나 성취에 긍

정적인 기대와 반응을 하고 교사 스스로도 교육목표 , 

달성을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문제 상

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

게 되는 등 학습과정에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Smith, 1996).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수학교육의 방법론적 연구들 고(

은미 박순호 김민정 안부금 안, , 2010; , 2017; , 2015; 

진경 이춘자 정명숙 황해익 정, 2015; , 2016; , , 2008; 

정희 홍희주 은 온라인 상호작용을 병행한 요리, , 2014)

활동 프로그램 일상물 중심 수학수업 분석에 기초한 , , 

컨설팅 티칭포트폴리오 활용 이론에 기초한 활, , Kolb

동 요리활동 등을 활용해 수학지식 태도 수학교수효, , , 

능감 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에 대한 새로운 교수 

방법이 시도되었고 그 결과 수학에 대한 관계인식이 긍

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김정주 이효정 수학교육( , , 2009). 

의 방향은 유아 뿐 아니라 예비유아교사에게도 흥미와 

즐거움을 동반할 수 있는 수학적 경험을 수행하는 방향

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정명숙 황해익( , ,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일방적인 지식전달이나 아2008). 

이디어 제공 등의 강의식 교육보다 능동적 방법들이 교

수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 박은주 박수미( , , 

과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2010)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예비교사의 교육보다 훨씬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은심 대학의 예비교사 ( , 2005) 

교육과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수학교육에 관련된 적. 

절한 교육경험 없이 현장에 서게 되는 유아교사는 매우 

우연한 경험에 의존하여 수학적 교수를 하게 되고 결과

적으로 유아가 수학적 개념을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Skipper & 

따라서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수학으Collins, 2003). 

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하고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학교육에 관한 긍정적 경험과 유아수학교육 접근방법

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이 것이 필요하다

이효정 노희연 김성숙 이를 위한 방법적 차( , ,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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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보다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유아수학교육 강

의를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조형숙 박지희( , , 2014). 

유아의 일상과 교육과정의 맥락 내에 자연스럽게 통합

되는 수학교육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효율적 수학교육

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그림책 등의 

문학을 활용한 수학교육이 실행되고 효과가 검증되고 

있다 장영숙 이미옥 김정원 김유정 수( , , 2006; , , 2014). 

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예비교사에게 접근성이 높은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그림책은 유아에게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맥락적 상황을 제공하고 높은 동기유발과 흥미도

로 주의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홍혜경 수( , 2011), 

학 문제의 도입과 문제해결과정에  이야기속의 배경이

나 상황을 활용하여 수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자연스

럽게 증진되도록 돕는다 그림책을 (Thatcher, 2001). 

활용한 수학교육은 유아가 이야기 라는 의미 있는 맥‘ ’ 

락에서 수학적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 

흥미와 태도 권유선 최혜진 수학적 능력 수학( , , 2010), , 

적 과정기술 수학적 문제해결력 수학적 태도를 향상, ,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김명화 김세루 김정원( , , 2014; , 

김유정 이은영 전유영 유아와 교사 모, 2014; , , 2012), 

두에게 의미 있는 접근이라 판단된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

고 있으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이 대다수

이며 수학교육을 수행하는 교사에 대한 연구들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이지현 김정주 조형숙 박지희( , , 2012; , , 

유아수학교육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수학을 2014). 

어렵게 느끼는 교사에게 수학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가

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Gaston, 

또한 교사나 부모에게 그림책을 활용하여 유아2008). 

의 수학학습을 돕고 지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어 유아수

학교육을 위한 구체적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지현 김정주( , , 201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 교사의 수학에 대

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은 유아수학교육의 실행에서 

영향력이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 

사 시기부터 수학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떨치고 친근하

게 수학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방법적 일환으로 유아수학교육에 그림책. 

을 활용하는 시도가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

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그림책을 활용한 예비유아교사 교육을 .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 

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예비유아교

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예비유아교

사의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방법. Ⅱ

연구대상 1. 

본 연구의 대상은 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G S

의 유아교육과 학년에 재학 중이며 학년도 학3 2018 2

기에 유아수학교육을 수강하는 개 반의 예비유아교사 2

명이다 두 반중 한 그룹을 실험집단으로 다른 한 39 . , 

그룹을 통제집단으로 임의 배정하였고 실험집단은 남, 

학생 명 여학생 명이었고 통제집단은 명 모두 1 , 19 19

여학생이었다.

연구도구 2. 

수학에 대한 태도 척도1)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 연구에서 활용한 수학에 대한 태도 개Smith(2000)

정판(ATMI: Revised Version of Attitudes Toward 

을 번안하여 사용한 김나연Mathematics Inventory)

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2016) . 

가치를 묻는 질문으로 수학은 일상생활에 유용하다‘ ’ 

를 들 수 있다 본 척도는 수학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점 척도를 사5 Likert 5

용하였다 수학에 대한 가치 흥미 동기 자아개념은 . , , ,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은 점수가 낮을수록 교사의 해당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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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번호 신, 

뢰도(Cronbach's  는 표 과 같다) 1 .

수학교수효능감 척도2)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외 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Enochs (2000)

수학효능감 척도를 유아 교사용으로 수정 번안한 여은

진 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개의 (2000) . 2

하위요인으로 결과에 대한 기대 문항과 능력에 대한 8

신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한 13 . 

기대감을 묻는 질문으로 유아들이 수학활동에 관심을 ‘

더 많이 가지게 된다면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적용한 교

사 덕분일 것이다 를 들 수 있다 결과에 대한 ’ . Likert 

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수학교수효능감 검사를 위해 사5

용한 검사 도구의 하위요인과 문항 번호 신뢰도, 

(Cronbach's  는 표 와 같다) 2 .

 

연구절차3. 

본 연구는 예비검사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 

수업 구성 사전검사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 , 

수업 적용 사후검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예비검사1) 

년 월 일 연구에 사용될 검사 도구의 소요2018 8 24

시간 이해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시 , I

소재 대학교 유아교육과의 예비유아교사 명을 대상W 8

으로 예비검사를 진행하였다 검사결과 소요시간은 . 5~ 

분 정도였으며 검사 실시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10 , 

발견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그대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 구성 2)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은 유아수학교육

과 관련된 전공 문헌 김민정 김유정 김정원( , 2017; , , 

이경민 외 이지현 김정주 이춘2015; , 2015; , , 2012; 

자 조형숙 박지희 과 그림책 관련 선행, 2016; , , 2014)

연구들 김정원 김유정 이사임 배지희( , , 2014; , , 2018; 

이지현 김정주 장정윤 최경 변윤희, , 2012; , 2013; , , 

연혜민 을 기초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림, 2017) . 

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이란 예비유아교사가 유

아수학교육을 수강하는 동안 수학 개념이 포함된 그림

책 탐색 및 분석 인 조 조별 수학 개념이 포함된 (4 1 ),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계획 및 실행 개인 그림책( ), 

에 기초한 모의수업에 대한 동료와 교수자의 평가 모, 

의수업을 진행한 그림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림책

의 수학 개념 분석 및 관련 수학 활동 계획 개인 그림( ), 

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저널 쓰기를 

실시한 수업을 의미한다 먼저 수학 개념이 포함된 그. 

림책을 소개하고 사전에 충분히 돌려보며 읽고 탐색한 

후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 

그림책을 조별로 나눠 읽고 토의한 후 그중 한 그림책

의 수학적 개념을 분석하고 누리과정과 연계해보도록 

계획했다 조별로 계획한 이유는 그림책의 수학적 개념. 

에 익숙하지 않은 예비유아교사들이 협력 과정을 통해 

학습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진행 단. 

계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할 그림책 목록에서 예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수학에 대한 가치
1, 8, 11, 14, 

20, 21, 28*, 33*  8 .85

수학에 대한 흥미
2, 5, 12*, 16*, 
23*, 24, 25, 38

 8 .89

수학에 대한 동기
3, 7, 13, 27, 

32*, 35*, 36, 39
 8 .82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4, 9, 15, 17*, 
19*, 26, 30, 40*  8 .83

수학에 대한 불안
6*, 10, 18, 22*, 
29, 31, 34, 37*  8 .88

전체 40 .82
*역채점 문항

표 1.
수학에 대한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번호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결과에 대한 기대
1, 4, 7, 8, 

10, 12, 13, 14
8 .80

능력에 대한 신념
2, 3*, 5, 6*, 

9*, 11, 15*, 16, 
17, 18*, 19*, 20, 21*

13 .90

전체 21 .83

역채점 문항*

표 2.
수학교수효능감 척도의 하위요인과 문항 번호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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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아교사의 모의수업에 활용할 그림책을 선택하도록 

한 후 수학적 개념 분석과 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했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림책을 충분히 탐색하여 이야기

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활동들

이 계획되어야 한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이 이루. 

어질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수학개념이 그림책의 , 

내용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지현 김정주( , , 

는 점이다 그림책은 문학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2012) . 

자료이고 그림책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 

림책을 수학개념을 이해할 목적으로 스토리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분해하여 학습지처럼 활용하지 않아야 한

다 둘째 수학 영역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문제해. , 

결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연계하기 표상하기 , , , , 

같은 수학적 과정기술이 다루어져야 한다 이지현 김정( , 

주 이경민 외 이에 수학적 개념과 수학, 2012; , 2015). 

적 과정기술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림책 속 특정 장면

이나 그림 활용하기 그림책 속 인물의 여행경로를 활, 

용하기 그림책의 줄거리나 주제와 관련짓기 그림책 , , 

속 사건이나 갈등을 수학적으로 사고하여 해결해보기, 

그림책 속의 수학적 어휘 찾아보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이경민 외 관련 활동을 계획하도록 지( , 2015) 

도하고 피드백하였다 수학적 과정기술은 수학교육의 . 

내용을 익히고 활용하는 방법적 차원에서 김유정 김정( , 

원 각 활동 시 다양한 상호작용을 계획하도록 , 2015) 

하였다 예를 들어 그림책 구름공항과 관련하여 도형. ‘

으로 구름 공항을 만들어요 활동을 할 때 삼각형으로 ’ ‘

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문제해? (

결하기 같은 발문을 계획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의)’ . 

수업을 발표 한 후 동료와 연구자의 피드백과 평가를 

공유하여 수정된 활동계획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였

다 다음 단계는 학습한 내용을 확장 및 적용하는 단계. 

로 새로운 그림책의 수학 개념을 분석하고 관련 수학 

활동 계획하기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을 활. 

용한 모의수업 진행 과정에 대한 저널 쓰기를 하는 것

으로 계획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 

지도 단계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3 .

본 연구에서 활용한 그림책은 김명화와 김세루

김유정과 김정원 이경민 외 이(2014), (2015), (2015), 

사임 배지희 등이 제시한 유아를 위한 수학교육 , (2018) 

내용 관련 그림책을 참고하여 일차적으로 권을 선정22

하였다 권의 그림책을 살펴보며 누리과정 자연탐구 . 22

단계 과정 비고

도입
그림책의 수학개념 탐색 및 

분석하기 조별( )
  ➡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탐색하며 읽기- 
그림책의 수학 개념과 누리과정 연계에 대해 토의하기- 
그림책 분석내용 발표하기- 

연구자가 제공한 
그림책  

진행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계획 및 
실행하기 개인( )

  ➡
모의수업 할 그림책 선택하기- 
이야기에 대한 이해와 수학적 개념을 공유할 수 있는 - 
활동 계획하기
모의수업 실행하기- 

그림책을 활용한 기초한 
모의수업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하기 전체( )
  ➡ 동료와 연구자의 피드백 공유하기- 

피드백을 반영하여 모의수업 계획안 수정하기- 

확장
및

적용

새로운 그림책의 수학 개념 분석 
및 관련 수학 활동 계획하기 개인( )

  ➡

수학 개념이 포함된 그림책 선택하기- 
새로운 그림책의 글과 그림을 탐색하며 읽기- 
새로운 그림책의 수학 개념과 누리과정연계에 대한 -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분석한 수학 개념과 관련된 수학 활동 계획하기- 

예비유아교사가 
선택한 그림책 

마무리 저널쓰기 개인( )   ➡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평가하기- 

표 3.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지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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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수학적 탐구하기의 하위 개념인 수와 연산 공, 

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기초적인 자료수집 중 어떤 , , , 

개념을 나타내는지 각 개념이 적절히 표현되었는지, , 

그림책의 등장인물이 수학과 관련된 경험을 하고 있거

나 이야기가 수학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하였고 각 개념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고려하여 최종 권을 선정하였다 그림책 선정과 그림 15 . 

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에 관한 내용구성에 대

해 유아교육 전공 박사학위 소지 교수 명 경력 년차 2 , 9

이상인 교사 명과 협의하고 수정 보완하는 타당도 검2

증을 하였다 최종 선정된 그림책과 작가 관련 수학 . , 

개념은 표 와 같다4 .

사전검사3)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과 수학에 대한 태도

를 알아보기 위해 유아수학교육 수업 첫 강의 시간에 

수학에 대한 태도 척도와 수학교수효능감 척도를 활용

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림책 관련 수학개념 관련 활동

지하 층짜리 집100
수와연산, 

공간과 도형

자유선택활동 판게임 지하 층( - 100 )

미술 지하 층 집 꾸미기( 100 )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 , 공간과 도형 미술 댕기 보자기 꾸미기( , )

내 머리가 길게 자란다면 측정
미술 내 머리가 길게 자라면 할 수 있는 것들( )

자유선택활동 수조작 머리길이 재봐요( - )

그림 그리는 아이 김홍도 공간과 도형 신체표현 김홍도 그림처럼( )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수와 연산,

기초적인 자료수집

요리 빵 만들기( )

이야기나누기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빵 그래프( )

눈의 음악 규칙성 음악 패턴 악기 연주하기( )

까마귀네 빵집 수와 연산 이야기나누기 까마귀는 몇 마리일까( ?)

자꾸 자꾸 초인종이 울리네 수와 연산 
동극 자꾸 자꾸 초인종이 울리네 표현하기( )

이야기나누기 친구와 나눠먹으려면( )

노란 우산 규칙성
이야기나누기 패턴 만들기( )

자유선택활동 판게임 다음에 올 우산은( - ?)

구름공항 공간과 도형 미술 도형으로 구름 공항을 만들어요( )

배고픈 애벌레
수와 연산, 

기초적인 자료수집
이야기나누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요( )

더 커다란 대포를 측정 이야기나누기 더 커다란 대포는( ?)

거울속으로 공간과 도형 미술 대칭되는 내 모습 그리기( )

파도야 놀자 규칙성 신체표현 신체 패턴 만들기( )

장바구니 수와 연산
자유선택 언어 그림책 속의 장면을 수정해서 ( -

이야기 짓기)

표 5.
그림책과 관련된 수학활동

그림책 작가 글 그림( / ) 관련 수학개념

지하 층짜리 집100 이와이 도시오
수와연산 공간과 , 

도형

한조각 두조각 세조각, , 김혜환 공간과 도형

내 머리가 길게 자란다면 타카도노 호오코 측정

그림 그리는 아이 김홍도 정하섭 유진희/ 공간과 도형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나카가와 

리에코 오무라 /
유리코

수와 연산, 
기초적인 자료수집

눈의 음악 린레이 퍼킨스 규칙성

까마귀네 빵집 가코 사토시 수와 연산

자꾸 자꾸 초인종이 울리네 팻 허친스 수와 연산 

노란 우산 류재수 규칙성

구름공항 데이비드 위스너 공간과 도형

배고픈 애벌레 에릭 칼
수와 연산, 

기초적인 자료수집

더 커다란 대포를 후타미 마시나오 측정

거울속으로 이수지 공간과 도형

파도야 놀자 이수지 규칙성

장바구니 존버닝햄 수와 연산

표 4.
최종 선정된 그림책과 관련 수학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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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강의주제 강의내용 그림책 관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강의 소개- 
강의 목표- 
강의진행방법 안내- 

사전검사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교수효능감 - : ,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이란- ?

2 유아수학교육의 이론
유아수학교육의 목적 방향- , 
나의 수학경험 돌아보기 긍정적 부정적- ( , )
수학교육 이론적 기초- 

수학개념을 포함한 그림책 소개하기- 
수학개념을 포함한 그림책 탐색하기- 

3
유아수학교육

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수학적 탐구-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 

그림책에 포함된 수학적 개념을 분석하고 생활주제 누리과정 - , 
내용과 연결하기

4 유아수학교육의 내용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그림책 분석 내용 자료로 발표 토의하기- ppt , 

5 유아수학교육의 내용
규칙성- 
기초적인 자료수집- 

그림책 분석내용 자료로 발표 토의하기- ppt , 

6

유아수학교육의 방법

수학교육의 교수 학습원리- -
일상생활을 활용한 수학교육- 
통합적 접근을 활용한 수학교육 -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모의수업 계획안 작성-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접근 방법소개하기-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계획안 작성하기- 

7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과 미영역 수학영역 구성- ( )
모의수업 계획안 작성-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계획안 작성하기- 

8 중간고사 모의수업 계획안 피드백- 

9
수학교육 환경
수학활동 자료

중간고사 리뷰- 
수업자료 제작-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자료 제작하기- 

10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수와 연산 관련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수와 연산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지하 층짜리 집 자유선택 판게임  100 ( - )∙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요리  ( )∙
까마귀네 빵집 이야기나누기  ( )∙
자꾸 자꾸 초인종이 울리네 이야기나누기 동극  ( , )∙
장바구니 자유선택 언어  ( - )∙

11 공간과 도형 관련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공간과 도형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지하 층짜리 집 미술  100 ( )∙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미술  , , ( )∙
그림 그리는 아이 김홍도 신체표현  ( )∙
구름공항 미술  ( )∙
거울속으로 미술  ( )∙

12

측정 관련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측정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내 머리가 길게 자란다면 미술 자유선택 수조작  ( , - )∙
더 커다란 대포를 이야기나누기  ( )∙

규칙성 관련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규칙성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 
파도야 놀자 신체표현  ( )∙
눈의 음악 음악  ( )∙
노란우산 이야기나누기 자유선택 판게임  ( , - )∙

13
기초적 자료수집 관련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기초적 자료수집 관련 그림책을 활용한 모의수업 발표 및 피드백- 
구리와 구라의 빵 만들기 이야기나누기  ( )∙
배고픈 애벌레 이야기나누기  ( )∙

유아수학교육을 위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수학적 역량 증진 방안- 
모의수업을 진행한 그림책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그림책의 수학 - 
개념 분석 및 관련 수학활동 계획

14 수학교육 평가
유아수학교육 평가목적- 
유아수학교육 평가방법- 

평가와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계획안 쓰기- 
개인저널 쓰기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마치고- ( )
사후검사 수학에 대한 태도 수학교수효능감 - : , 

15 기말고사

표 6.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일정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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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 적용4)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총 주간 실2018 8 27 12 7 15

험집단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수업

을 진행하였다 선택한 그림책에 기초한 수학 활동은 . 

김정원과 김유정 이경하와 한남주 이은(2014), (2011), 

영과 전유영 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림책의 내용에 (2012)

기초하여 수학적 문제를 제시한 이야기나누기 그림책, 

의 등장인물들이 했던 행동을 해보는 신체표현활동 그, 

림책에서 보았던 장면을 재구성하는 미술활동 그림책, 

에 등장했던 요리를 해보는 요리활동 그림책에 나왔던 , 

소리를 패턴으로 표현해보는 음악활동 그림책 속의 장, 

면을 변형하여 진행하는 게임 활동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림책과 관련된 수학활. 

동은 표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수업 일정 5, 

및 내용은 표 과 같다 실험집단은 유아교육전공 박사6 . 

학위 교수인 본 연구자가 시행하였고  통제집단의 강의 

역시 유아교육 전공 박사학위 교수가 담당하였다 사전 . 

토의를 통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강의 내용 및 순서

는 일치하도록 계획하였다 통제집단은 교재중심의 강. 

의와 누리과정 교사용 자료집을 활용한 모의수업을 진

행하는 일반적인 유아수학교육을 진행하였다 통제집단. 

의 주 수업일정은 표 의 내용 중 그림책 관련 부분15 6

을 제외한 내용과 같다 수업은 주일에 회 총 시간 . 1 2 3

동안 이루어졌다.

사후검사5)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을 마친 후 마지

막 강의 시간에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4.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프로그SPSS WIN 18.0 

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도, 

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값을 구하

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실험집단 명 통제집단 . 20 , 19

명으로 사례수가 적은 편이어서 의 등분산 검정Levene

을 실시하여 모집단의 동변량 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확인을 위한 사전검사 점수에 대한 t검증을 실

시하였다 이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과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산출하고 증가분에 대한 ,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해석. Ⅲ

1.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학습이 예비유아 

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학습이 예비유아교사

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학에 대한 태도 동질성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대상으로 .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검

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과 같다7 .

표 과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실7

험집단(M = 2.85, SD 과 통제집단 = .22) (M = 2.99, 

SD 모두 개의 하위요인과 전체에서 두 집단 간  = .31) 2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이는 사 = -1.62). 

전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

학에 대한 태도가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모의수업 경험이 예비

구분

실험집단
(N = 20)

통제집단
(N = 19) t

M SD M SD

수학에 대한 가치 3.21 .27 3.49 .70 -1.61

수학에 대한 흥미 2.56 .50 2.79 .59 -1.29

수학에 대한 동기 2.54 .31 2.74 .52 -1.45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2.83 .31 2.84 .62  -.07

수학에 대한 불안 3.14 .38 3.12 .69   .09

전체 2.85 .22 2.99 .31 -1.62

표 7.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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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두 집단의 수학에 대한 태도 검사 점수로 사전

사후 증가분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 , 

표 과 같다8 .

 

표 과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 사전8

사후 검사 점수의 증가분에 대해 통계적으로 집단 간 -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 . 

M = 2.85(SD 사후검사에서  = .22), M = 3.02(SD = 

로 나타나 증가하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서 .19) .17 , 

M = 2.99(SD 사후검사에서  = .31), M = 2.94(SD = 

으로 나타나 의 감소를 보여 유의한 수준에서 .28) -.06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 = 2.31, p 이러한  < .05). 

결과를 수학에 대한 태도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수학, 

에 대한 가치(t = 3.13, p 수학에 대한 흥미 < .01), (t 

= 2.44, p 수학에 대한 불안 < .05), (t = -2.27, p <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수.05) . , 

학에 대한 동기(t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 1.52), (t = 

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77) . 

결과로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모의수업 경험은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증진시키

고 수학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수학에 대한 태도를 ,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모의수업 경험이 2.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모의수업 경험이 예비

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학교수효능감에 대

한 동질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을 .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집단 간 평균 점수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결과는 표 와 같다, 9 . 

표 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은 실험9

집단(M = 3.65, SD 과 통제집단 = .48) (M = 3.58, SD 

모두 개의 하위요인과 전체에서 두 집단 간 유= .43) 2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 이는 사전검 = -.86). 

사를 실시하는 시점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수학교

수효능감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모의수업 경험이 예비

구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분

t
M SD M SD M SD

수학에 
대한 가치

실험
(N = 20)

3.21 .27 3.59 .35  .38 .31

 3.13**

통제
(N = 19)

3.49 .70 3.29 .44 -.20 .76

수학에 
대한 흥미

실험
(N = 20)

2.56 .50 3.03 .20  .47 .43

 2.44*

통제
(N = 19)

2.79 .59 2.82 .35  .02 .68

수학에 
대한 동기

실험
(N = 20)

2.54 .31 2.84 .30  .30 .39

 1.52
통제

(N = 19)
2.74 .52 2.73 .69  .01 .79

수학에 
대한 

자아개념

실험
(N = 20)

2.83 .31 3.04 .24  .11 .46

  .77
통제

(N = 19)
2.84 .62 2.82 .35 -.02 .60

수학에 
대한 불안

실험
(N = 20)

3.14 .38 2.61 .36 -.52 .44

 2.27*

통제
(N = 19)

3.12 .69 3.04 .22 -.08 .75

전체

실험
(N = 20)

2.85 .22 3.02 .19  .17 .24

 2.31*

통제
(N = 19)

2.99 .31 2.94 .28 -.06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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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

증가분에 대한 차이검증

구분

실험집단
(N = 20)

통제집단
(N = 19) t

M SD M SD

결과에 대한 
기대

3.65 .48 3.58 .43 .49

능력에 대한 
신념

2.96 .44 3.17 .45
   

-1.47

전체 3.31 .21 3.38 .29 -.86

표 9.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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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의 수학교수효능감 검사 점수로 사전 사후 -

증가분에 대한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 

과 같다10 .

표 과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사전7 -

사후 검사 점수의 증가분에 대해 통계적으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 . 

M = 3.31(SD 사후검사에서  = .21), M = 3.82(SD = 

로 나타나 증가하고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서 .28) .51 , 

M = 3.38(SD 사후검사에서  = .29), M = 3.39(SD = 

으로 나타나 의 증가를 보여 유의한 수준에서 .32) .01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다(t = 3.97, p 이러한  < .001). 

결과를 수학교수효능감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결과에 , 

대한 기대에서 실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 M = 3.65(SD 

사후검사에서 = .48), M = 4.02(SD 로 나타나  = .41)

증가한 반면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서 .37 , M = 

3.58(SD 사후검사에서  = 43), M = 3.51(SD 로  = .45)

나타나 의 감소를 보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07

타났다(t = 2.05, p 능력에 대한 신념에서 실 < .05). 

험집단은 사전검사에서 M = 2.96(SD 사후검 = .44), 

사에서 M = 3.62(SD 로 나타나 증가한 반 = .36) .66 

면 통제집단은 사전검사에서 , M = 3.17(SD = .45), 

사후검사에서 M = 3.27(SD 로 나타나 의 증 = .58) .10

가를 보여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75, 

p 이러한 결과로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 < .01). 

육 모의수업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의 및 결론. Ⅳ

본 연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

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이를 위해 . 

예비유아교사 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은 주 동안 39 15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은 동일한 기간 동안  교재중심의 강의와 누리

과정 교사용 자료집을 활용한 일반적인 유아수학교육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경험은 수학에 ,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별로 살펴보면 그림책에 기초한 유아수학교육 

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가치와 흥미를 증

진시키고 수학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 

고 수학에 대한 동기와 자아개념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

는 차이는 아니었지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수학에 대

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는 그림책을 활용. 

한 유아수학교육이 이야기의 상황이나 배경을 수학문제

의 도입으로 활용하거나 문제해결과정에 활용하여 자연

스러운 맥락적 단서를 제공하는 경험을 제공하였기 때

문으로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 

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적 반복과 단순 연산 등의 수학

적 경험이 수학에 대한 흥미와 태도를 저하시켰지만 즐

거움을 주는 요리활동과의 통합이 수학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정명숙 황해익 의 연구결과, (2008)

와 유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게임 등의 형태로 수. 

업을 개발한다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 조형숙과 박지희 의 주(2014)

장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수학교육을 바탕으로 다양. , 

한 교과와 활동들을 접목하는 시도를 통해 통합교육을 

한다면 현직교사 뿐 아니라 예비교사도 편안하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형숙 박지희 마찬가지로 ( , , 2014). 

그림책이라는 매개체가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교사들이 

구분 집단
사전검사 사후검사 증가분

t
M SD M SD M SD

결과에 
대한 
기대

실험
(N = 20)

3.65 .48 4.02 .41  .37 .65
   
2.05*

통제
(N = 19)

3.58 .43 3.51 .45 -.07 .72

능력에 
대한 
신념

실험
(N = 20)

2.96 .44 3.62 .36  .66 .42
   
2.75**

통제
(N = 19)

3.17 .45 3.27 .58  .10 .80

전체

실험
(N = 20)

3.31 .21 3.82 .28  .51 .31
   
3.97***

통제
(N = 19)

3.38 .29 3.39 .32  .0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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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예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 사전 사후 검사 점수의 증가분에 -
대한 차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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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을 더 편안하고 즐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 주장을 확인하는 결과Gaston(2008)

이다. 

유아교사가 다른 영역에 비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

유는 교실의 실제상황에 대처할 만한 적절한 지식과 기

술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가지는 두려움과 수학에 대

한 불안감 같은 수학적 태도의 영향이 크므로 서현아( , 

배지미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신념이나 , 2004)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아교사 . 

양성과정에서도 전통적인 수학교수 학습방법만을 강조

하지 않고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여 흥미로운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장정윤 수학시험문제를 잘 푸는 사람보( , 2013) 

다 수학을 흥미로워하는 학습자를 양성하는 교육풍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 경험이 예, 

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예비유아교사들은 수학교

육의 내용과 수학적 과정기술을 이해하고 수학 개념을 , 

담고 있는 적절한 그림책을 선정하여 수학활동을 계획 

진행하는 경험을 하였다 예비유아교사는 그림책의 글. 

과 그림에서 수학적 요소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

보고 이를 활동으로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학 , 

개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더불어 교수학습 과정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기대감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

이 증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을 . 

활용한 연수나 수업이 교사의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

는 선행연구들 강순미 이세나 유경희 최나야( , , 2013; , , 

황주연 이문옥 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라 2013; , , 2012)

할 수 있다 또한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이 대부분 .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직접적 비교는 어렵지만 유

아의 수학적 능력 수학적 문제해결력 등 다양한 수학 , 

관련 능력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인 선행연구들 권유선( , 

최혜진 김명화 김세루 김정원 김유정, 2010; , , 2014; , , 

이은영 전유영 의 결과도 본 연구와의 2014; , , 2012)

의미 있는 관련성을 시사한다 즉 그림책을 활용한 수. , 

학교육은 교사와 유아 모두에게 긍정적 학습효과를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을 통해 증진된 교수효

능감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영향을 주며 유아 수학, 

교육의 교수 실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은 (Dembo & Gibon, 1985). 

짧은 기간에 획득되기 어렵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 시

기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이경하 한남주 따라서 ( , , 2011).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수효능감이 

훗날 교실에서 만나게 될 유아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하여 수학활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정

보를 획득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활용한 교수 경험을 발

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한다 홍희주 정정희( , , 2013).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 

학습경험이 예비유아교사의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교

수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

다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교육의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들이 대다

수이며 수학교육을 수행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들은 , 

적었고 이지현 김정주 조형숙 박지희( , , 2012; , , 2014),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교사들이 수학을 더 편안하고 즐

겁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Gaston, 2008) 

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특. , 

정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를 대상

으로 이루어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

다 이에 다양한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를 표집하여 후속 . 

연구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  , 

구는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학습한 경험이 예

비유아교사의 수학교수효능감과 수학에 대한 태도에 효

과가 있음을 밝혔으나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화하였는

지 연구의 과정에서 보이는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심층

적인 질적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저. 

널쓰기를 통해 일부 유아교사의 변화과정과 관련한 의

미 있는 기록이 있었으나 좀 더 다양한 변화과정을 진

술하는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 

째 본 연구에서 통제집단의 수학에 대한 태도 하위요, 

인 중 가치 동기 자아개념 등의 점수가 유의미한 차, , 

이는 아니었지만 약간씩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었고 학습자의 ,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흥미로운 교수 학습방법의 필요-



한국보육학회지 제 권 제 호19 2

30

성을 증명해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추후 연

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가지고 있는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교사나 부모가 그림책을 어떻게 . 

활용하여 유아의 수학학습을 돕고 지도하는지를 보여주

는 실증적 연구들이 실행된다면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실용적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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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the experience of studying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is affect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with their attitude 
toward mathematics and mathematics teaching efficiency. 
Methods: For this, a total of 39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t 
S university located in G metropolitan city participated in the study. 20 of them a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group while the rest 19 were assigned to the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classes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for 15 weeks, while the 
control group attended the normal classes of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for the same period of 
time. By using SPSS 18.0 Program for the collected data, t-test was conducted for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attitude toward mathematics and mathematics teaching efficiency.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experience of studying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had a positive effects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itude 
toward mathematics, improved values and interest in mathematics, and reduced anxiety about mathematics. 
Secondly, the experience of studying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had a 
positive effects on improv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athematics teaching efficiency. Also, both 
faith in ability and faith in results have improved significantly.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xperience of studying mathematics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based on picture books is an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thod in improving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ttitude toward mathematics and mathematics teaching efficiency. 

Keywords: picture books,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attitude toward mathematics, mathematics 
teaching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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