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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의 도치 문제해결 능력 발달에 대한 연구
: 4, 5세 유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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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 원리는 복잡한 계산적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규칙적 계산과 문제해결을 촉
진하고, 해결의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아의 도치 문제해결 능력이
연령, 숫자 크기,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
해 만 4, 5세 유아 45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2015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서 4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도치 문제를
더 잘 해결하였다. 또한, 4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계산 전략보다 도치 전략을 선호
하였다. 둘째,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서 계산 전략은 4, 5세
유아 간 차이가 없었으며, 계산 전략을 작은 수 도치 문제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특
히 도치 전략은 큰 수 문제에서 5세 유아보다 4세 유아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셋째,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서 4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a+b-b
문제 유형에서 도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4세 유아는
도치 문제를 일관성 있게 해결하였으며, 유아에게 도치 문제 제공시 수의 크기를 고
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주제어: 유아, 도치, 수 크기, 문제 유형

Ⅰ

. 서 론

유아는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문제 상황을 경험하면서 수에 대한 개념과 지식, 논리
적이고 합리적 문제해결의 기초가 되는 수학적 능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수학적 능력
은 직관이나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통찰로부터 시작하여 추상적인 수학적 관계나 형
식, 원리의 이해로 발달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3).
수학에서의 몇몇 원리는 서로 역으로 관련되어 있다. 피아제에 의하면 진정한 더
하기와 빼기는 두 조작 간의 역의 관계를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인지적 구
조의 중요한 특성인 가역성의 기본 양식으로 도치를 설명하였다(Ginsber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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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피아제는 가역성을 논리적 사고에 기초한 진정한 가역성과 성공적인 행동에
기초한 경험적 가역성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상호 연관된 조작으로서 더하기와 빼
기를 논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원리적 도치와 관련이 있다. 반면 후자는 서로 관련
이 없는 조작으로서 더하기와 빼기를 분리하여 처리하는 경험적 도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도치 원리는 유아가 더하기를 통해 전체를, 빼기를 통해 부분을 이해함으로써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도치 원리가 발달하기 위
해서는 더하기와 빼기의 구조적 이해 뿐 만 아니라 부분-전체 관계와 연관되는 수학
적 추론을 필요로 하며, 나아가 이것은 유아의 논리적 및 조작적 사고의 특징을 설명
해 준다(Piaget & Moreau, 2001).
도치에 대한 초기 이해는 유아의 구체적인 일상 경험으로부터 시작되며, 비형식적
지식은 도치의 일반적 이해를 구성함에 기초를 제공한다. 도치란 처음의 수에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빼면 처음의 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즉각적으로 인지
하는 것, 그리고 동일한 수를 더하고 빼면 이것이 무효화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으로 a+b-b=a 또는 a-b+b=a로 표현된다(Bryant, Christie & Rendo, 1999; Vilette,
2002). 이러한 도치 개념의 습득은 구조적 관계로서의 수학, 수와 산수의 개념적 이
해, 추론, 문제해결력, 뛰어난 연산능력을 향상시켜 수학적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ai, Baroody, & Johnson, 2008).
도치 원리의 이해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만약 유아가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치 원리를 이해하고 도치 전략을 사
용한다면 7+5-5 문제에 대해 수학적 구조를 인지한 뒤 5-5가 0임을 알고 바로 7이라
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유아가 계산 전략을 사용한다면 7+5는 12이고 다시 5를
빼면 7이라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 뒤 대답할 것이다. 이처럼 도치 원리의 적용
은 문제해결과 계산적 노력을 제거해 줌으로써 규칙적 계산을 촉진하고, 문제해결의
정확성과 속도를 향상시킨다(Baroody, Ginsburg, & Waxman, 1983; Rasmussen, Ho,
Bisanz, 2003).
또한 도치 원리는 계산에 있어서 비교적 새로운 3항 문제 또는 계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해 준다(Klein & Bisanz, 2000; Rasmussen
et al, 2003). 특히 도치는 동일하지 않은 가수와 감수가 있는 문제에서 분해의 비형
식적 절차를 자주 사용하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52+28-27 문제에서 나이든 아
동은 28은 27과1로 분해될 수 있음을 보다 쉽게 지각하고 문제를 52+1로 줄일 수 있
다(Nunes, Bryant, Hallett, Bell, & Evans, 2009). 유아가 수학 학습에서 도치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더 간단하게 만들어 수학에 대한 성취감을 높여줄
것이며, 추후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셈과 나 셈의 원리 이해의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다. 이처럼 더하기와 빼기의 역 관계를 기초로 하는 도치 원리 이해는 숫자들
의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색해 보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수관계 이해에 도움을
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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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뿐 아니라 유아가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사용에 융통성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아 수학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유아의 수세기
및 수 지식에 대한 연구(신은수, 1995; 신은수, 김은정, 김소향, 1993; 이정욱, 안경숙,
김소향, 2001), 더하기와 빼기의 문제해결 및 전략 차이를 알아본 연구(홍혜경, 2009,
2013), 그리고 산수 문장제 유형별 수준과 전략 유형에 대해 알아본 연구(송연숙,
2002)에 그치고 있으며, 유아의 도치 원리와 관련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유아의 도치 원리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4세가 되면 유아는 이미 도
치 개념에 대한 부분적 지식인 하나를 더한 뒤, 다시 하나를 빼면 처음 수나 조건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안다고 보고하였다(Bryant, et al, 1999; Starkey &
Gelman, 1982; Vilette, 2002). 그러나 피아제는 유아가 가역적 사고와 조작적 사고를
획득하는 때인 6세나 7세 이전에는 도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Lai et
al., 2008). 또한 몇몇 연구에서 4세 유아는 도치 문제를 통제 문제보다 더 잘 해결하
였으나 그 정확률이 우연 수준 이하였다고 보고하는 등(Klein & Bisanz, 2000; Lai,
Baroody & Johnson, 2008; Rasmussen et al, 2003)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아의 도치 원리가 언제 획득되어지는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Starkey와 Gelman(1982)은 3, 4, 5세 유아에게 페니 동전을 사용하여 a+b-b
형태의 3항 문제인 도치 문제를 제시하였으며, 3세 유아는 2+1-1과 같은 쉬운 도치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들은 어린 유아도 더하기와 빼기가 서로를 상쇄한다는 것을 이
해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도치 문제인 3+1-1 뿐 아니라 통제문제인 2+2-1도 해결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아가 도치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또는 단순
히 연속적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사용하여 답을 산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수의 크기가 작고 친근하여 유아가 수학적 사고를 하기보다는 계산에 더 익숙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Bryant et al, 1999). 또한 수의 크기가 작을 경우 유아는 도치
전략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략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Vilette, 2002).
따라서 수 크기를 다양하게 하여 유아가 도치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또는 계산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보다 명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Piaget와 Moreau(2001)는 도치 원리에 대한 유아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2
항 문제인 a+b=c와 c-b=a 형태를 동시에 제시하였으며, 유아가 이를 인식하고 설명
할 수 있다면 도치 원리를 이해한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엄격한 유형
의 도치 검사이다. 유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하기와 빼기 간의 도치 관
계를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a+b=c가 c-b=a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Bryant et al, 1999; Gilmore & Bryant, 2006). 유아가 비록 더하기와 빼기
에 대한 도치 관계를 이해했다 하더라도 이런 추론을 만들기는 어렵다. 따라서 추론
을 요구하지 않는 a+b-b 형태의 보다 직접적인 도치 문제를 유아에게 제시하여 문제
해결 과정에서 유아의 도치 전략 사용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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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부분의 도치 문제 연구에서는 더하기가 먼저 제시되고 빼기가 제시되는
a+b-b 문제 유형을 사용하였다(Gilmore & Bryant, 2006; Klein & Bisanz, 2000;
Ramussen, et al, 2003). 그러나 도치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에는 빼기가 먼저 제시되
는 a-b+b 유형의 도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도치 전략을 사용한 문제해결이 어느 연령에서 나타나는지,
도치 문제해결 능력이 수 크기와 도치 문제유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도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선호 전략들을 분석하여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맞는 문제 제시 및 수학적 원리 발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 유치원은 중소도시인 C시에 소재한 공립 병설유치원으로 3세 1학급,
4세 2학급, 5세 2학급 총 5학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4세반 2개 학급의 유아 30
명과 5세반 2개 학급의 유아 30명 중 담임교사와 학부모에게 연구 안내 및 참여 동
의서를 받은 유아 4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49명의 유아 가운데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4세 유아 20명, 5세 유아 25명 총 45명의 유아가 최종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평균연령은 4세 유아 54개월, 5세 유아 67개월이었다.
2. 연구도구
가. 도치 문제

도치 원리의 주요 측정 방법 중 하나는 작은 수와 큰 수 수행간의 차이를 보는 것
으로 유아의 도치 문제 정답률은 수 크기가 작을수록 증가하였다(Bisanz & LeFevre,
1992; Canobi & Bethune, 2008). 그러나 수 크기가 너무 클 경우 유아가 큰 수에 친
숙하지 않다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전에 수 크기에 압도되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Baroody & Lai, 2007; Canobi & Bethune,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 크기 선정 기준을 선행연구들(Bryant et al, 1999; Canobi & Bethune, 2008;
Rasmussan et al., 2003)과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3)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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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특히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중 만 4세는 ‘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 만 5세는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량을 알아본다.’는
내용에 기초하였다. 따라서 도치 문제의 수 크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b 문제 유형 중 수 크기가 작은 문제는 a+b≤9, 수 크기가 큰 문제는 10≤a+b≤
15로 하였다. 둘째, a-b+b 문제 유형 중 수 크기가 작은 문제는 a≤9, a-b≤5, 수 크
기가 큰 문제는 11≤a≤15로, a-b≤9로 하였다.
도치 문제는 수 크기에 따라 큰 수와 작은 수, 문제 유형에 따라 a+b-b와 a-b+b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즉 a+b-b 유형 4문제 중 큰 수 2문제와 작은 수 2문제,
a-b+b 유형 4문제 중 큰 수 2문제와 작은 수 2문제 총 8문제가 유아에게 제시된다.
이상의 도치 문제는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석사학위를 가진 현장경력 15년 이상의
교사 3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3. 연구절차 및

채

점방법

본 연구는 2015년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일대일 면담 방법을 사
용하여 유치원의 조용한 장소에서 실시되었다. 연구자는 연구가 시작되기 전 유아들
과의 래포 형성을 위해 일주일간 유치원 교실에서 유아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도치
문제는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3) 중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는 내용에 기초하여 구체물을 통해 수량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
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아가 도치 원리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는지 보
다 분명히 알아보기 위해 상자의 가운데 부분을 천으로 가려 계산을 어렵게 하였다
(Bryant et al, 1999).
구체물은 가로, 세로 2 정사각형 나무블록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3+6-6의 경
우 유아와 함께 상자 안에 있는 나무블록 3개를 같이 세어본 후 상자의 가운데 부분
을 천으로 가렸다. 그리고 연구자는 ‘상자 안에 지금 블록이 3개 있어요.’ ‘(상자의 한
쪽 끝부분으로 6개의 블록을 넣으며) 상자 안에 블록을 6개를 더 넣었어요. 그리고
(상자의 다른 끝부분으로 6개의 블록을 빼내며) 상자에서 블록을 6개 어요. 지금
상자 안에는 몇 개의 블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였다.
유아가 질문에 대답을 하면 이를 기록하였고, 왜 그렇게 생각하였는지 유아에게
문항마다 질문하고 그 반응을 기록하였다. 유아가 문제를 못 들었다거나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에 응하며 유아가 대답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유아의 대답이 명확
하지 않을 때는 연구자가 추가 질문을 하였으며 유아의 답에 대해서는 어떠한 피드
백도 제공하지 않았다. 도치 문제해결에 소요된 시간은 약 25분 내외였으며, 실험의
전 과정은 기록지에 기록되었고,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비디오로 녹화된 자료는 전사하여 유아의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분석하는데 활용
㎝

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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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유아가 도치 문제를 맞히면 1점, 틀리면 0점으로 처리하여 정답의 범위는
0-8점이다. 또한 도치 전략은 문제해결 과정에서 ‘∆개 줬다가 다시 ∆개를 가져가
서’, ‘같은 숫자를 넣었다가 다시 빼서’와 같이 정답에 대해 설명한 경우 유아가 도치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1점으로 처리하였다. 계산 전략은 2+4-4의 경우 ‘2+4
는 6이고 여기에서 4를 빼면 2가 되요’처럼 계산을 사용하여 정답을 말하면 계산 전
략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1점으로 처리하였다. 도치 문제의 전략 분석에 대한 채
점자간 일치도는 .95로 나타났다.
4.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연령에 따른 유아의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도치 문제 정답을 산출
하였다. 이후 정답 중에서 유아가 사용한 전략을 계산 전략과 도치 전략으로 구분하
여 연령에 따라 t검증을 실시하였다. 수 크기와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답, 계산 전략, 도치 전략에 대해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였다. 구형성 검정 결과 Greenhouse-Grisser의 값이 1에 가까워 연령을 구
획변수로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 연구결과 및 논의

령

1. 유아의 연

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에 대해 연령에 따라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 t 검증 결과
연령 N
4세 20
5세 25
**p<.01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
M SD t
M SD t
M SD
.35 .59 -1.98 7.25 1.02 2.69** 7.60 .75
.96 1.27
6.12 1.64
7.08 1.32

t

1.57

<표 1>에 의하면 도치 문제해결에서 4세 유아가 5세 유아 보다 도치 전략 사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아는 모든 문제에 대해 계산을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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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받으므로 비록 도치 전략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계산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Vilette, 2002) 5세 유아의 도치 전략 사용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
석된다. 반면, 유아의 도치 문제해결에서 계산 전략과 정답에서는 연령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4, 5세 유아의 정답 평균이 8문제 중 7.60과 7.0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만 4세 이상이 되면 유아는 정확한 답을 수용하고 우연기회 수
준 이상으로 도치 문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연구결과(Bryant, et al, 1999;
Starkey & Gelman, 1982; Vilette, 2002)와 맥을 같이한다. Vilette(2002)은 4세 유아
의 경우 구체물을 활용하여 수 크기가 5이하인 도치 문제를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결
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일한 어떤 것을 주었다가 다시 가져가면 원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알게 되는 양적 관계성의 반복적 경험을 통해 유
아의 도치 원리가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수

크

기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

수 크기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구획변수로 하여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기초 자료
수 크기
큰수
작은 수

연령
4
5
전체
4
5
전체

N
20
25
45
20
25
45

계산 전략
M
SD
.05
.22
.20
.40
.13
.40
.30
.47
.76
.97
.55
.81

도치 전략
M
SD
3.70
.66
3.24
.93
3.44
.84
3.55
.69
2.88
.88
3.18
.86

M
3.75
3.44
3.57
3.85
3.64
3.73

정답

SD
.55
.87
.75
.49
.64
.58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에서 먼저 계산 전략은 연령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크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가 큰 수보다 작은 수의 도치 문제에서 계산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유아는 수 크기가 작을수록 가수와 감수가 서로를 없 다
는 사실을 깨닫기 보다는, 단순히 더하고 나서 빼기를 하는 계산 전략을(Starkey &
Gelman, 1982)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또
한 수 크기가 작다는 것은 자동적 수세기가 가능하여(Rsmussen et al, 2003) 작업 기
억에 부담을 적게 주므로 유아는 작은 수 도치 문제에서 계산 전략을 선호함을 알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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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 3>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 반복측정 분석 결과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
df 평균제
F 평균제 F 평균제 F
집단간 연령
1
2.07 3.91 7.09 7.23** 1.50 2.45
오차
43
.53
.98
.61
집단내 수크기 1
3.65 14.31*** 1.45 4.39* .50 1.81
수크기X연령 1
.53 2.10 .25
.74
.06
.20
오차
43
.26
.33
.28
*p<.05 **p<.01 ***p<.001
곱

곱

곱

도치 전략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세 유아보다
연령이 어린 4세 유아가 도치 전략 사용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유아는 연령이 증가
할수록 새로운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전략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한다(Siegler, 1998). 따라서 5세 유아는 안전하고
정확한 도치 전략만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의 계산 전략들을 시도함으로써
도치 전략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도치 전략은 수 크기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유아가 도치 전략을
작은 수 도치 문제 보다 큰 수 도치 문제에서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유아는 수 크
기가 클수록 더 많은 주의집중을 기울인다(Camilla, Gilmore & Bryant, 2006). 따라
서 증가된 주의집중과 노력으로 인해 유아는 큰 수 문제에서 도치 구조를 더 쉽게
파악하여 도치 전략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4세 유아는 수 크기
가 큰 문제에서는 도치 전략을 선호한 반면 5세 유아는 작은 수 도치 문제에서는 계
산 전략을 선호하였다. 한편 수 크기에 따라 정답의 평균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문제 해결을 위해 실수를 유발하는 계산 전략보다는 문
제해결 과정을 단순화하여 정확성을 높여주는 도치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문제 유형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

문제 유형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령을
구획변수로 하여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에 대해 반복측정 분산분석 결과 <표
4>, <표 5>와 같다.
<표 4>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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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유형 연령
4
a+b-b
5
전체
4
a-b+b
5
전체

계산 전략
M
SD
.04
.19
.56
.96
.33
.77
.30
.47
.40
.50
.35
.48

N
20
25
45
20
25
45

도치 전략
M
SD
3.95
.22
3.00 1.08
3.42
.94
3.30
.86
3.12 1.05
3.20
.97

M
4.00
3.56
3.75
3.60
3.52
3.55

정답

SD
.00
.77
.87
.75
.96
.87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에서 도치 전략은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4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도치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
다. 이에 대해 Siegler와 Stern(1998)은 4세 유아는 도치 원리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
한 채 먼저 도치 전략을 문제해결에 적용하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4세 유아는 경험적으로 도치 전략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아
는 태어날 때 이미 수학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수학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며, 어
린 유아일지라도 일상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수학적 이해를 발달시킬 수 있는 유능
한 존재(Baroody, 2000)로 보는 관점도 있다. 따라서 4세 유아는 도치 원리를 이해하
기 이전에 일상생활 속 다양한 수세기 경험으로부터의 귀납적 결론과 타고난 직관적
경험을 통해 도치 전략을 문제해결에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 반복측정 분석 결과
집단간 연령
오차
집단내 문제유형
문제유형X연령
오차
*p<.05 **p<.01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
F 평균제 F ** 평균제 F
2.05 3.89 7.11 7.24 1.52 2.41
.53
.97
.62
.05 .18 1.56 2.43* 1.08 2.22
.93 3.81 3.23 5.13 .72 1.48
.25
.64
.49

df 평균제

1
43
1
1
43

곱

곱

곱

또한 도치 전략에서 연령과 문제 유형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유아는 5세 유아보다 도치 전략을 a+b-b 문제 유형에서 많이 사용하였다. a+b-b
문제 유형은 b-b=o 그리고 a-0=a라는 부정(negation) 전략을(Bisanz & LeFever,
1990) 발견하기 용이하다. 반면 a-b+b 유형에서 유아가 도치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b+b가 0이라는 문제 구조를 우선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유아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수의 형태와는 다르므로 4, 5세 유아 모두 인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제 구조 파악이 상대적으로 쉬운 a+b-b 유형에서 4세 유아의 도치
전략 평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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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에서 계산 전략과 정답은 연령과 문제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치 문제에서 더하기-빼기 또는 빼기-더하기 어떤 유형이든 계산 전
략과 정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Ⅳ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유아의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 수 크기, 문제 유형
에 따라 계산 전략, 도치 전략, 정답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본 결과 4세 유아가 5세 유
아보다 도치 전략 사용이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는 4세가 되면서 유아는 비언어적 형
태의 단순한 더하기와 빼기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며, 우연수준 이
상으로 도치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게 된다(Klein & Bisanz, 2000; Vilette, 2002)
는 의견과 맥을 같이한다. 또한 정답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4, 5
세 유아 모두 8점 만점에 7점 이상을 보여 4세가 되면서 도치 문제를 어느 정도 일
관성 있게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더하기와 빼기 문제해결 능력
은 도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능력을 제공하여 유아의 도치 전략 사
용을 유리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수 크기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본 결과 먼저 계산 전략
은 연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 크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세 유아와 5세 유아 모두 큰 수 도치 문제 보다 작
은 수 도치 문제에서 계산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유아는 문제해
결을 위해 수 크기가 작을수록 자신에게 익숙하며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자
동적 수세기가 가능한 계산 전략을 더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도치 전략은 연령, 수 크기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도치 전략은 연령이
어린 4세 유아가 그리고 수 크기가 큰 도치 문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 이는 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이 어릴수록, 수 크기가 클수록 유아는 실수를 유발하는
계산 전략 보다 문제해결의 지름길을 제공해 주는 도치 전략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
다. 한편 수 크기에 따라 정답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수
크기에 관계없이 유아는 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성을 높여주는 도치 전략
(Lai et al., 2008)을 더 선호함을 의미한다.
셋째, 문제 유형에 따른 연령별 도치 문제해결 능력을 살펴본 결과 도치 전략은
연령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과 문제 유형간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이는 4세 유아가 5세 유아보다 도치 전략을 유의미하게 많이 사용하였으며, 4세 유아
가 5세 유아보다 a+b-b 문제 유형에서 도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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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4세 유아가 도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은 도치 전략을 이해하기 이전에
이미 일상생활 속 다양한 수 경험을 통해 은연중에 도치 전략을 문제해결에 적용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iegler & Stern, 1998). 또한 a+b-b 문제 유형에서 도치 전
략 사용이 많은 것은 b-b=0, a-0=0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a-b+b
문제 유형에서는 -b+b=0이라는 문제의 구조 및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한편 계산 전략과 정답은 연령과 문제 유형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치 문제에서 더하기-빼기 또는 빼기-더하
기 어떤 유형이든 계산 전략과 정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유아를 대상으로 한 도치 개념이나 도치 문제해결 과정을 살펴본 연
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아 수학교육에서 더하기, 빼기와 함께 이
둘의 역 관계를 이해하는 도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소개함으로써 유아
의 다양한 수학적 학습 및 발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나아가 유아에게 도
치 문제 제공시 수 크기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4세 유아는 도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치 전략을 일관성 있
게 사용한다는 이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교육현장에서는 유아에게 다양한 수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여 계산 중심의 절차적 지식과 함께 개념적 지식을 유아에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도치 원리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의 상
호작용은 유아의 수학적 지식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
아는 만 4세에 이미 어느 정도의 도치 개념을 획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을 더 낮추어 언제 유아들이 도치 개념을 획득하기 시작
하는지 보다 연령대를 세분화하여 도치 원리 획득 시기를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더하기와 빼기의 역 관계를 활용하는 도치 개념은 유아의 산수 문제해결
을 위한 전략 사용에 융통성을 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도치 문제를 숫자 크기와 문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
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도치 문제와 통제 문제를 같이 제시하여 유아의 문제 해결능
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계산 능력과 수학적 원리가 동시에 발달되는지 아닌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도치는 전체와 부분의 개념이 동시에 작용하는 원리이다. 즉 더하기는 수를
더함으로써 전체를 의미하며 빼기는 전체에서 수를 으로써 일부분을 덜어내게 된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도치원리와 부분-전체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를 제
안해 본다.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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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

indergarten children’s inversion problem

,

solving ability development: Focus on 4 5 years old
children

Kang, Min Jung(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version principle can facilitate problem solving and routine computation by
minimizing computational processes and increasing both solution accuracy and speed.
This study was investigated on how child appear inversion ability by ages,
number-size, problem types. The participants were four and five years old 45
kindergarten children and the data were collected by individual interview on August 5th
until September 4th, 2015.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it was significant
difference child’s inversion strategy between four and five years old. Four years old
children were more accurate in inversion ability. Secondly, it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child’s computation strategy by age and child’s computation strategy was
more appeared small size inversion problem. Four years old children more used
inversion strategy than five years old children in big size inversion problem. Thirdly,
Four years old children more used inversion strategy in a+b-b problem type than five
years old children. According to the results, four years old children consistently solved
in inversion problems, number size might be considered to provide children's number
activities.
«

types

Key words: kindergarten children, inversion, number-size, probl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