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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 : 
보육과정실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in a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 on 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MPCK) via curriculum implementation. It also examines whether 
this pathway differs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th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during their pre-service or in-service period.      
Methods: For this purpose, 327 early childhood teachers of childcare centers in Seoul and the 
metropolitan area answered a questionnair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Conclusion: Th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in DAP predicted MPCK directly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addition, when teachers had experienced pre-service or in-
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the teachers’ educational beliefs in 
DAP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MPCK and an indirect one through the curriculum implementation. 
However, when teachers had not experienced that type of training, beliefs in DAP were indirectly 
influenced by curriculum implemen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xplore ways to 
improve teachers’ 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eachers’ education programs.   

Keywords : 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educational beliefs in DAP, curriculum 
implementation, experience of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arly childhood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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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간은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아주 어린 영아들도 

적은 양일 경우 수량화하는 능력을 보일뿐만 아니라(Geary, 

1994) 유아들도 성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나 놀이를 하면

서 수학적 관계를 탐색하고 수학적인 개념들을 경험하며 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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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해결 속에서 비형식적인 수학지식을 형성하는 능력

이 있다(K. S. Lee, 2008). 영유아는 타고난 수학적 능력을 바탕

으로 일상생활 중에 유의미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수학

적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 나가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 ·

교육현장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영유아수학활동이 필요하다

(H. Hong, 2010).

유아는 일상생활에서 직관적이고 비형식적 지식으로 얻은 

경험이나 지식을 형식적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수

학적 체계를 구성해 간다. 유아에게 질 높은 유아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아에게 의미가 있으면서도 유아의 사전 

지식이나 흥미가 수학학습과 연결되어야 하며(Cross, Woods, 

& Schweingruber, 2009) 교수전략을 통해 유아의 다양한 경험

이나 상황을 수학적 이해로 안내하는 놀이와 같으면서도 잘 

조직화된 수학교육과정이 필요하다(Ginsburg, 2006). Aubrey  

(1994)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은 교사는 유아가 자신의 

다양한 경험을 수학적으로 의미 있게 확장하도록 계획하고, 

다양한 수학적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하며, 보다 역동적으로 

가르치고, 유아들의 질문에 풍부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

러나 유아교사들은 일반적으로 유아의 수학적 사고와 지식획

득에 대해 낮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유아들에게 인지적 사고

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

다(Ginsburg & Ertle, 2008). 또한 유아교사들은 수학교수에 대

한 기초지식이 미흡하고, 내용체계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

다(H. Hong, 2010). 이는 유아의 수학활동을 촉진시키고 유아

의 학습과 발달에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이 교사임(Kye, 2011)

을 고려할 때, 유아교사의 유아수학활동에 대한 전문적 자질 

확보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아수학교육의 교과내용 및 교수학습방

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수준과 보

육과정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수학활동을 제공하는 교수능력

인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Mathematic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MPCK］)이 강조되고 있다(H. Hong, 

2014). 교과교육학지식이 능력 있는 교사의 중요한 준거로 거

론되면서(Van Driel, Beijaard, & Verloop, 2001) 교사들이 어떻

게 교과교육학지식을 형성하는지, 혹은 보육과정의 어떤 요소

가 이 지식의 계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Shulman, 1986). 그러나 수학교과교육학지식 

관련 국내연구는 주로 유아교사의 교수적 내용지식에 대한 구

성요소(B. W. Cho, 2010),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필요성 인식

(H. Hong, 2014), 수학교수효능감과의 관계(S. R. Kim, 2017; 

J. E. Kim, 2014; Seo, 2017), PCK에 기반한 유아수학교육 교사

프로그램의 효과( J.-E. Kim & Hong, 2015), 유아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 관련 변인(S. Yang & Kim, 2017; H. J. Hong, 

2013) 등이 이루어진 수준이다. 

교사의 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어지

는 연구자인 Shulman (1986)의 교과교육학지식은 초중등 교사

에게 요구되는 것으로(Bredekamp & Rosegrant, 1992), 유아교

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기반으로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적절하

지 못하다(J.-W. Lee, 200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수학교육

의 교과교육학지식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유아

가 수학적 과정을 효과적으로 경험하도록 유아의 발달적 특성

과 교수학습 상황에 맞는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것(N.-H. Kim, 

Seo, & Shon, 2017)으로 정의한다. 즉, 교사는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발달을 일차적 학습목표로 하되 유아의 일상생활이나 놀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학상황을 학습과 연계하는 의도적 교

수 활동을 제공하고(H. Hong, 2010),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구

체적 조작경험과 교사 및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며(H.-J. Lee, Ham, & 

Kim, 2003), 교사가 교수적 상호작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안내하는 교수접근(Golbeck, 2001)을 적용하는 것이 유아수학

교육에 필요한 교과교육학지식의 기반이다.

미국유아교육협회(NAEYC)에 의해 발달에 적합한 실제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 [DAP])가 제시된 이후, 

이는 유아보육의 핵심 개념이 되어오고 있다(J.-W. Lee, 2000). 

DAP란 유아보육에 있어 연령 적합성과 개별적 발달 적합성

이라는 2가지 개념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하

는 것으로(J. S. Lee & Oh, 2006) 유아를 지식 구성자로 보는 

Piaget와 Vygotsky의 이론을 반영한 것이다(Hwang & Kang, 

2003). 이러한 관점을 지닌 교사는 학습자에게 일상생활 중에 

의미 있는 수학활동을 제공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

며, 이 과정에서 수학적 과정과 문제해결의 수학적 전략을 강

조하고, 상호 수학적으로 토의하는 것을 주요시하는 교수-학

습방법을 선호한다(Han, 2010). 이는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이 자유선택활동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개념

을 발견하고 발달에 적합한 교수법을 통해 유아가 그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끈다는 것(N. Y. Kim & Park, 2017)과 일맥

상통한다. 따라서, 유아교사를 위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유

아의 연령별, 개별 발달의 적합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영

향을 주는 첫 번째 변인으로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신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교육신념은 교사가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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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교육적 행동양식의 정신적 기본이 된다(Thompson, 

1992). 또한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의 사적인 지식으로 개인

의 교육경험에 바탕하며, 서로 다른 교사지식과 교육적 신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Hashweh, 2005). 즉 교사의 교육신

념을 바탕으로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수계획으로 나타나며 교

수경험과 반성의 과정을 통해 교사의 교실 안에서의 행동과 

관련되어 진다(Gess-Newsome & Lederman, 1999). 국내 선행

연구에서도 교사의 교육신념이 교사의 수업전문성과 수업활

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I. J. Cho, 2008), 

예비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신념과 수학교수에 대한 신념, 수

학학습에 대한 신념 등은 서로 다른 수학교과교육학지식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관계라고 하였다(Choi-Koh, Kim, Moon, 

Bae, & Jeong, 2011). 특히, 현재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우

리나라에서도 영유아보육현장에서의 표준보육과정, 누리과

정, 평가인증 지침서에 반영되어 직무교육, 승급교육 및 교사

교육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교사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있다(J. 

M. Lee, 2007). 그러므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

교육학지식과 관련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변

인으로 보육과정실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육과정실행은 개

발된 보육과정의 교육목표와 내용, 교육계획, 교수학습방법, 

평가를 보육현장에서 교사가 실천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한다

(Park, 2009). 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통해 향상되며, 이론 중심의 강의를 통해서 획득되기 어렵고

(Choe & Hwang, 2009), 교사의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구

성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의 지식이 

되는 경험적 · 실천적 지식이다(Lim, 2003). 교과교육학지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교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

가는 지식이라는 점은 유아교사가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이 향상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유아교

사의 보육과정실행 정도가 높을수록 수학교과교육학지식도 

높았다(S. Yang & Kim, 2017). 그러므로 일상생활과 놀이에서 

타교과와의 통합 운영을 지향하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누

리과정실행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측된다. 

그런데,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보육과정실행을 예측하

기도 한다(Y. H. Kwon,  Choi, & Rha, 2011). 유아교사가 개인적

으로 형성한 교육신념은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학급

에서의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C. G. 

Kwon, 1998). 또한 비슷한 수학지식을 지닌 교사라 하더라도 

자신의 교육신념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Emest, 1989), 보육과정실행에 변화를 가져오

고자 할 때에는 교사의 교육신념이 어떠한가에 따라 변화의 성

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한다(Spillane, 2000). 우리나라 국가수

준의 보육과정인 누리과정에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반

영되어(Ministry of Health & Welfare ［MHW］, 2014) 보육현장

의 교사들의 교육신념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유아교사가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높을수록 발달에 적합한 유아보육 실

제를 더 많이 실행하며(S. A. Lee & Lee, 2007), 특히, 유아보육 

분야와 아동발달 분야의 재교육을 받은 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발달에 적합한 교수활동 실행이 높았고, 높은 질의 

유아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는 낮은 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보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발달에 적합한 

교수활동이 높게 나타났다(Nam & Hwng, 2001). 이상을 살펴

봤을 때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보육과정실행

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발달

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정실행을 예측하는 것은 보육과

정실행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

육학지식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역할할 가능성을 시사한

다. 즉,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

학지식을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서도 간접적으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

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매개

모형이 실제로 유효한지 검증하는데 목표를 둔다. 

한편, 유아교사가 양성 및 현직 과정에서 유아수학 관련 교

사교육경험에 따라 보육과정실행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과 수학교과교육학지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유아의 수학

적 능력 발달수준과 보육과정을 고려하여 유아에게 수학활동

을 제공하는 교수능력(H. Hong, 2014)이라는 점은 발달에 적

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기반을 이루는 교육

신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아교사가 양성 및 현직 과정

에서 유아수학 관련 교사교육경험에 따라 발달에 적합한 교

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의 직간접성 여

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수학교과교육학

지식은 교사의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구성 과정을 거치

면서 교사의 지식이 되는 경험적이고 실천적 지식이기에(Lim, 

2003), 유아수학 관련 교사교육경험이 없는 유아교사의 경우

에는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서만 발달에 적

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아교사가 양성 및 현

직 과정에서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에 따라 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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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수학교과교육학지식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고, 이 경로가 유아교사의 양성 

및 현직 과정에서의 유아수학 관련 교사교육경험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사교육 프로

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

적으로 유아기관에서 발달에 적합한 유아수학활동의 활성화

를 통해 보육현장의 유아수학프로그램의 질적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은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2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육과정실행이 매개하는 정도는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양성과정이수, 현직과정연수)에 따라 상이

한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어린이집(국공립, 민간, 직장)에 

재직 중인 유아반 교사 327명을 대상으로 임의표집하였으며 

Table 1은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배경이다.  

연구도구

수학교과교육학지식

H. J. Hong (201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유아교사의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을 측정하였다.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하위

척도는 교육과정(8문항), 교과내용(8문항), 교수학습방법(19

문항), 학습자에 대한 지식(7문항), 전문성 개발(4문항)에 대한 

각각의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에 대

한 지식 하위척도 문항 예시를 든다면 “나는 유아 개개인의 수

학적 경험의 차이를 이해한다.”이다. 각 문항은 교사가 응답하

도록 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5점]∼절대 그
렇지 않다[1점])로 평정되며, 총점범위는 46점에서 230점이

고,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다고 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Variables Frequency (%)
Age 20’s 118 (36.1)

30’s 144 (44.0)
40 or more  65 (19.9)

Teaching experience Less than 3 years  68 (20.8)
3 years ∼ 5 years  96 (29.4)
5 years ∼ 10 years 120 (36.7)
10 years or more  43 (13.1)

Education Less than college graduate(2 or 3 years) 163 (49.8)
University graduate(4 years) or more 164 (50.2)

Institution type National Public childcare center 109 (33.3)
Private childcare center 108 (33.0)
Workplace childcare center 110 (33.6)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xperience 229 (70.0)
No experience  98 (30.0)

In-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xperience 154 (47.1)
No experience 173 (52.9)

Note. N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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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으

며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교육과정 .85, 교과내

용 .92, 교수학습방법 .91, 학습자 .89, 전문성개발 .83으로 신

뢰롭게 나타났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Hart 등(1990)이 개발한 교사신념 질문지(Teacher Belief Scale)

를 S. M. Lee  (200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총 37문항으로,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DAP)과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신념(DIP) 22문항과 1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문항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해 긍정

적으로 진술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에 부적합한 교

육신념은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대해 부정적 진술문으로 구성

되어 있어 이 둘을 역산하여 합산해 총점을 산출했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척도문항 예시를 든다면 “유아가 또래 유아

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며, 발달에 부적합한 

교육신념 척도문항은 “유아에 대한 평가기법으로 표준화된 집

단검사방식”이다. 각 문항은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5

점 Likert척도(매우 중요하다[5점]∼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

로 평정되며, 총점범위는 36점에서 180점이고, 발달에 적합한 

교사의 교육신념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한다. 전체 척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9로 나타났으며 하

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92, 

발달에 부적한 교육신념 .89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보육과정실행

Moore 등(1984)이 개발한 교육과정실행(curriculum implementation) 

질문지(교사의 교육과정실행 수준〔교육철학, 교육목적 및 목

표, 교육내용, 교수학습방법, 교육자료, 아동평가〕척도)를 수

정, 보완한 Pu (1998)의 질문지를 재수정한 Sohn (2013)의 도구

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hon (2013)의 척도의 의미를 유

지하며 교육과정의 명칭 및 내용을 3-5세 누리과정 유아교사

용 질문으로 수정(「5세 누리과정」 대신 「3∼5세 누리과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하위척도는 이론적 근거 및 성격(4문

항), 교육목표(6문항), 교육내용(5문항), 교육방법(12문항), 교

육자료(5문항), 교육평가(6문항)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한 하위척도 문항 예시를 든다면 “나

는 「3∼5세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을 통합하여 실행한다.”이다. 

각 문항은 교사가 응답하도록 되어있으며, 5점 Likert척도(매우 

그렇다[5점]∼절대 그렇지 않다[1점])로 평정되며, 총점 범위는 

38점에서 190점이고, 보육과정실행 수준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7

로 나타났으며 하위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이론적 근

거 및 성격 .86, 교육목표 .86, 교육내용 .84, 교육방법 .92, 교육

자료 .83, 교육평가 .88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연구절차

아동학 전공 교수, 어린이집 원장 및 아동학 박사과정 재학생, 

유아교사 경력자 4인으로부터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내

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어린이집 현직 교사 5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 초안의 안면타당도를 검증하였

다. 이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내용이 모호한 문항과 실정에 

맞지 않는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의 어린이집(국공립, 직장, 민간) 

현직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전화 및 이메일로 동의를 

얻어 방문이나 우편을 통하여 2017년 1월 23일부터 6주간에 

걸쳐 어린이집의 교사 수만큼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349부

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교사의 

질문지 22부를 제외한 327부의 질문지를 연구의 최종 분석자

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이 연구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SPSS 21.0 (IBM Co., Armonk, 

NY)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찰변수의 정규성을 검증하기 위

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측정 변수들 간의 관련

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매

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

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통계적 검증

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
정실행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직 · 간접적 영향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수학교과교육학지식 그리고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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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실행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산출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

념은 평균이 3.85점(SD = .36)이었고,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평균이 4.03점(SD = .37), 보육과정실행은 평균이 4.13점(SD = 

.45)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인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

신념, 수학교과교육학지식, 보육과정실행 수준이 모두 중간 

수준보다 높음을 의미한다.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수학교과교육학지지식, 보육과

정실행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

하였다.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수학교과교육학지식, 보육과정실행 

간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

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지식(r = .40, p < .01)과 

보육과정실행(r = .4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

며,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보육과정실행(r = .66, p < .01)과 유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가능

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및 더빈 왓슨(D-W)값, 분산팽

창계수(VIF)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상관관계는 .40에서 .80을 

넘지 않으며(S. W. Kim & Choi, 2001), 더빈 왓슨값은 2에 가

까운 1.33∼2.27로 나타나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가 없었다

(B. H. Yang, 2000). 분산팽창계수값도 1.00∼1.59 범위로 기준

치 10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B. H. Yang, 2000), 결과적으로 독

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

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보육과정실행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 (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

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통계

적 검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유아교사

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과정실행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1

단계에서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매개변인인 

보육과정실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

났고(β = .41, p < .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유아교사의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종속변인인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β = .40,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보육과정실행이 유

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

으며(β = .60, p < .001),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β 

= .40, p < .001)보다 3단계(β = .15, p < .01)에서 줄어들었다. 따

라서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의 영향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

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단독으로 16%였으나(F = 60.65, p < .001) 보육과정실행이 투

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46%로 늘었다(F = 135.95,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본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z = 6.87, p < .001). 이를 통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ajor Variables                        

Variables M SD Min. Max. Range
Education belief in DAP 3.85 .36 3.00 4.94 1-5
MPCK 4.03 .37 2.83 5.00 1-5
Curriculum implementation 4.13 .45 2.89 5.00 1-5
Note. N = 327.

  
Table 3
Relationship Between Influence of Education Beliefs in DAP, MPCK,  Curriculum Implementation                               

Sub-Variables  1  2  3
1. Education belief in DAP —
2. MPCK    .40** —
3. Curriculum implementation    .41**    .66** —
Note. N = 327.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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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지

식을 직접적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간접

적으로 예측함을 알 수 있다(Table 4, Figure 1).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양성과정이수, 
현직과정연수)에 따라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
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수학교
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직 · 간접적 영향

유아교사의 교사교육경험에 따라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사의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

을 양성과정 이수와 교사가 된 이후의 현직과정 연수로 나누

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양성과정이수에 따른 결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유아수학에 대한 교

사교육을 이수한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이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40, p < .001),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도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4, p < .001). 또한 매

개변인인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 = .58, p < .001), 유아교

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

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β = .44, p < .001)보다 3단계(β 

= .20, p < .0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보육과정실행이 유아

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의 

영향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면, 유

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단독으로 19%였으나(F 
= 53.32, p < .001) 보육과정실행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48%로 늘었다(F = 102.35,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

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z = 5.64, p < .001). 이를 통해 유아교사가 교사양

성과정에서 수학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을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직접적으

로 예측함과 동시에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함

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Education Beliefs in DAP to MPCK through Curriculum Implementation                            

Variables

1 Step 2 Step 3 Step
Curriculum 

implementation(β)
MPCK

(β)
MPCK

(β)
Independent Education belief in DAP     .41***

   .40**

  .15**

Mediator Curriculum implementation    .60***

A constant 2.19 2.44 1.34

R²  .17  .16  .46

Adj. R²  .17  .16  .45

△R²  .17  .16  .46

F  64.58***  60.65*** 136.95***

Note. N = 327.
**p < .01. ***p < .001. 

.41***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f in DAP MPCK 

.60*** 

.15**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on the influence of education beliefs in DAP to MPCK.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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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 양성과정 중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을 미이수

한 경우에도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유아교사

의 보육과정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β = .42, p < .001),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9, p < .01). 또한 매개변인인 보육

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

력은 유의하였으나(β = .65, p < .001),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

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

교육학지식에의 영향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설명력

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단독으로 

9%였으나(F = 8.93, p < .01) 보육과정실행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력이 43%로 늘었다(F = 35.98, p < .001). Sobel test를 실시

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z = 3.87, p < .001). 이를 통해 유아교사가 

교사양성과정에서 유아수학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을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간접적으로만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Figure 2).

현직과정연수에 따른 결과

중다회귀분석 결과 교사가 된 이후에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

육을 연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

육신념이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33, p < .001),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7,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

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였으며(β = .56, p < .001), 유

Table 5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Educational Beliefs in DAP to MPCK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es                                          

Variable

Experience (β) No experience (β)
1 Step 2 Step 3 Step 1 Step 2 Step 3 Step

Curriculum 
implementation

MPCK MPCK Curriculum 
implementation

MPCK
MPCK

Educational belief in DAP      .40***    .42***
Educational belief in DAP   .44***    .29**
Educational belief in DAP    .20***  .02
Curriculum implementation    .58***    .65***
A constant   2.29 2.25 1.07 2.01 2.89 1.92
R²    .16  .19  .48  .17  .09  .43
Adj. R²    .16  .19  .47  .17  .08  .42
△R²    .16 .19  .48  .17  .09  .43
F    42.85*** 53.32*** 102.35***   20.19***   8.93**  35.98***
Note. N = 327.
**p < .01. ***p < .001  

Figure 2.  Mediating effect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a group with experience (right) and no experience (left)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ld mathematics.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 .01. ***p < .001.

.40***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
f in DAP MPCK 

.58*** 

.20** 

Figure 2.  

.42***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f in DAP MPCK 

.65*** 

Figure 3.  

.40***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
f in DAP MPCK 

.58*** 

.20** 

Figure 2.  

.42***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f in DAP MPCK 

.65***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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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β = .37, p < .001)보다 3단

계(β = .18, p < .01)에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

에의 영향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설명력을 살펴보

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단독으로 14%였으

나(F = 23.77, p < .001) 보육과정실행이 투입되었을 때는 설명

력이 42%로 늘었다(F = 53.70,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z = 3.86, p < .001). 이를 통해 유아교사가 교사

가 된 이후 수학교육을 연수한 경험이 있을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직접적으

로 예측함과 동시에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예측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직과정 중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을 연수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

정실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 = .47, p 

< .001),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42, p < .001). 또한 매개변인인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하였으나(β = .64, p < .001), 발달에 적합한 교육

신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육과정실행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

교과교육학지식에의 영향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대한 설

명력을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단독

으로 18%였으나(F =36.25, p < .001) 보육과정실행이 투입되

었을 때는 설명력이 50%로 늘었다(F = 84.93, p < .001).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본 매개효

Table 6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f Educational Beliefs in DAP to MPCK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Variable

Experience No experience
1 Step 2 Step 3 Step 1 Step 2 Step 3 Step

Curriculum 
implementation(β)

MPCK
(β)

MPCK
(β)

Curriculum 
implementation(β)

MPCK
(β)

MPCK
(β)

Educational belief in DAP   .33***   .37***   .18**   .47***   .42***   .12
Curriculum implementation   .56***   .64***
A constant 2.57  2.60 1.36 1.88 2.37  1.40
R² .11 .14 .42 .22 .18 .50
R²  Variation .10 .13 .41 .21 .17 .49

△R² .11 .14 .42 .22 .18 .50

F 18.82*** 23.77*** 53.70*** 47.55*** 36.25*** 84.93***
Note. N = 327. 
**p < .01. ***p < .001.

Figure 3.  Mediating effects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in a group with experience (right) and no experience (left) of in-service 
teacher education on the early childhoold mathematics.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presented. 
**p < .01. ***p < .001.

.33***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f in DAP MPCK 

.56*** 

.18** 

.47*** 

Curriculum 
Implementation 

Educational  
Belief in DAP MPCK 

.64*** 

Figure 4.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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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5.78, p < .001). 이를 통해 유

아교사가 교사가 된 이후 유아수학교육을 연수한 경험이 없을 

경우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

지식을 간접적으로만 예측할 뿐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6, Figure 3).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정실

행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경로를 검증하고, 이 경로가 유아교사의 양성 및 현직 과정

에서의 유아수학 관련 교육의 경험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

에 대한 연구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

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과정실행의 매개효과를 분석

한 결과, 보육과정실행은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

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예측하는 과정을 부분적으로 매개

한다. 즉, 유아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록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아교

사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보육과정실

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수준이 높

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내용

과 방식으로서의 수학활동에 대한 지식인 수학교과교육학지

식(H. Hong, 2014)이 구성주의를 발달적 근거로 하고 있는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Hwang & Kang, 2003)을 교육적 기반

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높을수록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높게 나타난다

는 점은 S. Yang과 Kim (2017)의 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이며, 유

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은 교실에서의 수학교수실

제와 관련이 있었다는 Chung (199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 확인된 부분은 발달에 적합한 교

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예측하는 데 있어 보육과정

실행이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

아교사가 보육과정실행을 통해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

학교과교육학지식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발견하였는데, 이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보육과정실행을 예측하기 때문이

다. 이는 보육과정실행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할 때에 교사의 

교육신념에 따라 변화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한다는 

Spillane (2000)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그 결과 유아교

사는 보육과정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의 경험에 따라 계속적으

로 재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의 

지식이 되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Lim, 2003)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육과정실행 정도가 높은 교사일수록 수학교

과교육학지식이 높게 나타났고(S. Yang & Kim, 2017) 교과교

육학지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교실 수업실행 경험

이었다(Grossman, 1990). 따라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형성

하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보육과정실행을 통한 실천적 과정

이 중요하며, 더불어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발달에 적합한 교

육신념 형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론적으로 수학교과

교육학지식을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

을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유아교사의 교사교육경험에 따라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결과, 유아교사가 양성 및 현직 과정에서 유아수학에 대

한 교사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은 발

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

력을 부분적으로 매개한다. 그러나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

육경험이 없는 경우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은 발달에 적합

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완전 

매개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

이 없는 교사에게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

학지식에 미치는 영향이 보육과정실행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유아교사의 발달에 적합

한 교육신념은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기반을 이룬다. 그러나 

양성 및 현직 과정에서 유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이 없는 

유아교사의 경우 발달에 적합하게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과정

을 통해 유아수학활동 영역에서도 어떻게 유아의 발달에 적합

한 내용과 방법으로 수학지도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은 교사의 경

험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구성 과정을 거치는 교사의 경험적이

고 실천적인 지식이라는 점(Lim, 2003)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

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과교육학지식이 이론 중심의 강의만으

로는 획득되기 어려워 교사의 반성적 수업 실천을 통해 형성

된다는 점(Choe & Hwang, 2009)은 이론적 경험을 하지 않은 

유아교사들도 보육과정실행이라는 실천적 과정을 바탕으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는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인 3-5세 누리과정이 보육현장에서의 

정착을 위해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 및 지도서, 누리

과정 보육프로그램들과 같은 여러 교육자료들을 제공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사들이 누리과정을 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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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Shin, 2013). 이러한 과정

을 통해 유아교사의 보육과정실행력이 높아지고, 그 결과 유

아수학에 대한 교사교육경험이 없는 교사도 보육과정실행 중 

유아들과 발달에 적합한 수학활동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면서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본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면, 유

아교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을 

높여주는 것은 보육과정실행의 매개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

루어지며, 유아교사가 양성 및 현직에서 유아수학에 대한 교

사교육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보육과정실행을 통해서만 발달

에 적합한 교육신념과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의 관계가 구축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가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발달과 학습에 관련된 교육이 교사양

성과정과 현직교사의 보수 및 승급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더욱 

강화되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의 교사들이 어려움을 느

끼는 보육과정실행에 대한 평가 관련 교육이 강화되어, 유아

교사가 보육과정실행에서 평가한 결과를 다시 보육과정에 환

류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교과교육학지식이 지속적

으로 재구성되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예비교사나 현직교사에게 유아수학교육이 실시되어 유아교

사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이 수학교과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에 대한 이해와 교과내용 지식 형성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

램을 운영하는 것이 유아교사의 유아수학교육의 질 향상에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통계방법으로 각 변인 간의 구조적인 인과관계

를 좀 더 규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수학교과교육학

지식 향상을 위해 보육과정실행 수준을 높이고 교사교육경험 

과정에서 발달에 적합한 교육신념을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연구결과는 수학교과교

육학지식의 향상을 위한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

로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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