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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과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미
치는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B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5세반 40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 모두 분류, 패턴, 수, 측정, 도형, 통계의 6개의 주제와 관련된 수학 활동을 2개씩 12
회기 진행하였다. 협동적 수학활동은 실험집단에서 4-5명의 모둠을 구성하여 진행하였고, 개별적 수학활동은 비교집단에서
교사와 일대일로 진행하였다. 두 집단 모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수학문제해결력 검사, 친사회적행동 검사, 학습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두 수학활동의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에 비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긍정적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수학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보여주고 구체적인 교육적 적용 방향을 제
시하였다.
주제어: 협동적 수학활동, 개별적 수학활동, 수학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perative math activities and individual math
activities on children 's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skills, prosocial behaviors, and learning behaviors. For this purpose, 40
children who attended B kindergarten in Seoul city were selected as experimental group (20 children) and comparative group
(20 children). For both groups, 12 math activities were conducted, related to the six themes of classification, pattern, number
concept, measurement, figure and statistics. Collaborative math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small groups of 4-5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individual math activities were conducted one-on-one with the teacher in the comparative group.
The pre-test and post-test were performed in both groups with math problem solving skill test, prosocial behavior test, and
learning behavior test. The covariance analysis (ANCOVA)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the two
math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ollaborative math activities had a positive effect on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skills, prosocial behaviors, and learning behaviors, compared to those of individual math activities. These results
signify the educational value of collaborative math activities. This study provides the specific guides and methods to apply
collaborative activities in early childh ?ood education environments.
Key words: Collaborative math activity, Individual math activity, Math problem solving skills, Prosocial behaviors, Learning
behaviors

1)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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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p)을 공유하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이
조정되고 동기화되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반면에 협업

현대사회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정보의 효율적 탐구를

(cooperation)은 각 개인이 주요 문제의 일부분을 해결하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과 태도 함양을 교육

는 활동으로서 참가자들 사이의 노동의 분할에 의해 이
루어진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현대 사회에서 협업의 차원

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matics, 2000). 수학적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강화되고(Spodek & Saracho, 2006) 있는 시점에서

을 넘어선 협력이 강조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2) 유아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취학 전 유아들의 수학적 사고능
력과 초기 수학적 경험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Hong &

한다. 유아에게 가능한 협력 차원의 협동 활동에 대한 모
색이 필요하다. 유아들이 모둠 안에서 서로 목표를 나누

Kim, 2010; Park, 2016). 유아 수학 교육의 본질은 유아가

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며, 자료를 탐색하며 역할을 나누

수학교육에서도 협동 활동 중 협력의 차원이 고려되어야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

고 조율하는 모든 과정이 유아의 협력을 강조한 협동 활

적,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과

동이 될 수 있다(Kim, 2008; Won, 2003).

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Charlesworth & Karen,
2007).

최근 협동과 관련된 유아 수학활동에 관한 연구가 다수

초기 수학적 경험은 단순히 수학개념의 습득 또는 계산
능력의 훈련과 확대가 아니라 유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졌다(Kim, 1999; Kim & Hong, 2010; Ko & Lee,
2017; Kwon et al., 2011; Shin, 2017). 협력의 개념으로 협
동 연구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Kim(1999)의 연구는 협

인적 물적 상호작용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증대하는 것
이다(Kim, 1999; Song, 2012). 유아가 문제를 인식하고 수
학적으로 사고하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은 유아에게 의미 있는 수학적 경험을 제공한

동학습을 유아가 같이 토의하는 기회를 갖는 것으로 협
동의 개념을 한정짓고 있다. Ko & Lee (2017), Shin (2017)
의 연구에서 조별로 작품을 만들고 나누거나 또는 조를
나누어 게임하는 형식이면 협동 활동이라고 간주하고 있

다(Kim, 1996; Kim, 2008). 수학교육에서 결과중심으로 정
답을 맞추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동기부여가 되어 긍정적
인 수학적 태도를 가지고 과정 중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
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Seefeldt & Galper,
2010).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2012)

다. 두 연구 모두 모둠 안에서 유아간의 협력적 관계에 대
한 고려가 미흡한 것이 아쉽다. 많은 교수학습 연구자들

에서도 수학교육의 선진화 방안으로서 과정 중심의 교수
학습방법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
도와 학습동기 부여를 강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핵심역량의 하나로 협동이 손
꼽히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룹 간의 협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주
요한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수학적 능력 평가에서도
개인의 능력으로 평가하는 과거의 관점을 넘어서고 있다.
수학적 문제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룹의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Lee, 2010). 그룹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서로 의견을 내고
의사소통을 통한 의견 조율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협동적 문제 해결의 경험이 미래를 살아갈 유아들을 위
해 중요하다.

은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했다는 것만
으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하였다(Gillies,
2007; Johnson & Johnson, 1989; Kwon et al., 2011). 유아를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Kim &
Hong(2010)의 연구에서는 유아를 위한 협동적 문제해결
을 위한 교수법으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6단계 프로그
램을 개발했다. 자율적 탐색, 상호 문제인식 및 목표설정,
탐색에 의한 의사교환, 문제해결 및 전략 토의, 실행 및
결과 공유, 반성 및 평가로 유아를 위한 협동적 문제해결
의 교수법적 틀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큰 틀은 제공하였
지만 모둠 안에서 유아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구
체적 방안이 불분명하다. Kwon et al.(2011) 연구에서 모
둠 내에서 협력적 관계 형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발표하는 아동, 격려하는 아동,
재료 공급하는 아동, 표상하는 아동 등 유아들이 8가지의
역할을 분담하여 과업 수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수라
는 유아수학교육의 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이 아쉽고 전체적인 교수법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Roschelle & Teasley(1995)는「The construction of shared
knowledge in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에서 협동의 개
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 즉 협력(collaboration)과 협업(coope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협력(collaboration)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협력적 차원을 고
려한 협동 활동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유아들에게 협력

은 문제에 대한 공유된 생각을 가지고 각 구성원들이 평
등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하게 기여하며 주인의식(owner-

2) Collaboration은 한글 번역에서 협동과 협력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
고 또한 cooperation도 협동과 협업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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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법적 차원과 모둠 안에서의 역

단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집단은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

할 분담과 목표 공유가 자발적 놀이로서 이루어질 수 있

하였고 비교집단은 개별적 수학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실

도록 활동을 구성하고자 한다. 유아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험집단의 평균연령은 5년 7개월, 비교집단의 평균연령은

깊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유아들이 모두 목표 수행에
동기부여가 되고 역할을 나누어 자연스럽게 협력할 수

5년 6개월로 연령의 차이가 없었다. 성비에 있어서 실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었다. 두 집단의 연령과 성비에서 통계적으로 집단 간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수학활동의 유아 교육적 가

집단은 여 11명, 남 9명이고 비교집단은 여 15명, 남 5명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1, 40) = 0.09, p = .18].

치를 살펴보기 위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별적 수학활동과 교사들이 실행을 힘들어하는 협

2. 연구도구

동적 수학활동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같은 내용의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과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미

수학 활동을 개별적, 협동적 교수방식으로 제공한 후 그
차이를 살펴보려 한다. 개별적, 협동적 수학 활동이 만 5
세 유아에게 향후 학교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발달적 지
표가 될 수 있는 수학적 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
행동에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미래를 대
비하기 위해서 유아수학교육에 있어서 수학적 문제해결
력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다. 친사회적행동은 유아
의 긍정적인 자아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유아의
학습태도와 학업성취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Lee,
2018). 전반적 배움(learning)에 대한 유아의 긍정적인 태
도를 측정하는 학습행동은 자기통제와 주의집중, 인내와
같은 학업수행에 중요한 행동들과 관련이 깊다. 이와 같
이 수학적 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은 초등학
교로 전이를 앞두고 있는 만 5세 유아에게 중요한 능력이
라고 할 수 있고 유아의 수학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협력 차원
의 협동적 수학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유아교사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
음과 같다.
첫째,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만5세 유
아의 수학문제해결력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만5세 유
아의 친사회적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만5세 유
아의 학습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의 B유치원 만 5세 두 학급을 연구대
상으로 하였다. B유치원에는 만 5세반이 20명씩 두 학급
만 있었다. 한 학급은 실험집단으로, 다른 학급은 비교집

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학문제해결력 검사도구와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가. 수학문제해결력 검사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검사를 위해 Ward(1993)의 검
사 도구를 Ryu(2003)가 재구성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
다. 수학문제해결력 도구는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분류 5문항, 패턴 3문항, 수 3문항, 측정 2문항,
도형 4문항, 통계 3문항으로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각 문항은 유아가 직접 구체물을 다루면서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검사에 사용된 구체물은
도형 블록, 플라스틱 용기, 털실, 클립, 바둑알, 그래프 판,
모양 주사위, 모양 그림 카드, 정사각형 모양의 땅 그림
등이다. 검사자가 각 문항에 따라 그림을 보여주거나 구
체물을 조작하여 문제를 제시하면 유아는 문제의 답을
말하거나 구체물을 조작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구성되
어 있다. 검사자는 유아가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관찰하면서, 세부적인 평가준거(예. 문항의 난이도, 문
제해결 방법)에 따라 점수를 체크하였다. 1점짜리 문항은
6개, 2점짜리 문항은 8개, 3점짜리 문항 5개, 4점짜리 문
항 1개로, 유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41점, 최저
는 0점이다. 검사는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유치원 일과
운영 중 각각의 유아를 독립된 공간으로 이동해 실시하
였다. 수학적 문제해결력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3이다.
나. 친사회적행동 검사
유아의 친사회적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Seo(2006)의
친사회적행동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Seo(2006)의 검사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 즉 나누기 3문항(또래와 장소, 기
회, 소유물을 나누는 행동), 도움주기 3문항(또래의 어려
운 상황을 인식하고 실제로 도움을 주는 행동), 감정이입
과 조절하기 4문항(또래와의 친밀한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감정이입하는 행동),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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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유아의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수학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미치는 효과 비교

더쉽 4문항(놀이를 먼저 제안하고 놀이상황을 리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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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어 훈련된 연구보조자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그 외

있거나, 맡은 놀이 역할을 충실하게 이해하는 행동)의 총

비교 및 실험집단 처치 내용과 검사도구가 모두 적절한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담임교사가 각 아동의 친사회

것으로 판단되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적행동에 대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체크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로 가장 높은 점수의
총점은 70점이고 가장 낮은 점수의 총점은 14점이다. 점
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친
사회적행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5이다.

다. 학습행동 검사
유아의 학습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McDermott, Green,
Francis & Stott(2000)이 개발한 유아학습행동 척도(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 PLBS)를 Jung & Ahn
(200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학습행동 척도는
3개 하위영역, 즉 학습동기 부여 11문항, 주의와 지속 9
문항, 학습태도 7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동기 부여’는 유아가 새로운 활동 참여에 나타나는
적극성 여부,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여부 등을 의미하며,
‘주의와 지속’은 활동 진행 시 유아가 활동에 집중하는 여
부, 또래의 말에 집중하는 여부 등을 의미한다. ‘학습태도’
는 도움 요청의 적극성 여부, 활동에 협조적인지에 대한
여부, 교사의 지시에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을 의미
한다. 검사는 아동들의 일상생활을 관찰해 온 담임교사가
각 아동의 학습행동과 관련된 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에
맞추어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
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4점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가장 낮은 점수는 27점이며 가장
높은 점수의 총점은 108점이다. 본 척도에서는 점수가 높
을수록 학습행동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 모든
문항을 역채점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행동
이 높은 것으로 수정하였다. 학습행동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 이다.

나. 검사자 훈련
수학문제해결력 검사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출신 대학
원생을 연구보조자로 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검사
도구의 내용, 기록방법, 점수산출방법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교육하였으며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 유아 2명을 대
상으로 검사 도구의 문항과 검사 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검사 실시 훈련을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검
사자간 내적일치도는 95%였다. 친사회적행동과 학습행
동 검사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담임교사 2명을 훈
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두 검사도구의 내용과 유의
사항을 교육하고 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훈련
이 이루어졌다.
다. 사전·사후검사
서울시에 소재한 B유치원의 만 5세반 두 반을 대상으
로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검사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검사, 유아의 학습행동 검사를 실시하였다. 수학문제해결
력 검사는 자유선택활동시간에 교실과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자와 유아가 1:1로 실시하였다. 검사자와 유아는 라
포를 형성하기 위해 이름, 좋아하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
를 나눈 후, 검사를 시작하였고 검사도중 유아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문항에 대해서는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한 번 더 문제를 읽어주었다. 검사 소요시간은 평균 25분
이었다.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검사와 유아의 학습행동 검
사는 담임교사가 각각의 유아들과 교실에서 함께하며 행
동을 관찰하고 평정하였으며 연구자가 친사회적행동 검
사와 학습행동 검사 체크리스트는 한주 후 회수하였다.
두 학급에 실험처지 후 사후 검사도 사전검사와 동일하
게 진행되었다. 수학문제해결력 검사는 학습효과가 있을
수 있어 문항의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검사자들을 훈련한 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들에게 사전검사, 실험처지, 사
후검사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 예비연구
본 연구에 앞서 서울시 소재 W유치원 만 5세 남아 3명,
여아 2명을 대상으로 수학활동 프로그램과 수학문제해결
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 검사 도구의 적절성 점검을
위한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수학활동은
30분 정도 소요되었고 수학문제해결력 검사는 25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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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처치
실험집단에게 협동적 수학활동을, 비교집단에는 개별
적 수학활동을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수학활동은 6주 동
안 2회씩 12회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중간
에 방학이 있어서 9주의 시간이 걸렸다.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모두 동일한 목표와 수학 내용으로 활동을 진행하
였다. 문제해결을 위한 수학활동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류, 패턴, 수, 측정, 도형, 통계의 영역으로 이루어
졌으며 12개의 활동은 모두 도입, 전개, 마무리로 구성하
여 진행하였다. 다만 두 집단의 차이점은 실험집단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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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math activities
수개념

활동명

활동목표

똑같이 나눌 수
있을까?

과자의 수를 세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수
사슴의 키는 몇
번째?

공간과
도형

공을 상자에 정
리해 볼까?
어느 길로 갈까?

위치와 방향을 나타내고
비교할 수 있다

어떻게 신발을
선물하지?

측정대상의 길고 짧음을
비교할 수 있고 크기별
순서를 알 수 있다

어디에 우유가
가장 많을까?

측정도구를 사용해 양을
측정 할 수 있다

측정

패턴

분류

적다, 크다 등 수 어휘를
사용하며 부분과 전체 관
계를 알 수 있다
상자의 크기를 알고 모양
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
교 할 수 있다

규칙성을 알고 재료와 색
맛있는 꼬치를
을 사용해 패턴을 만들
만들 수 있을까?
수 있다
반복되는 규칙을 이해하
노란 계란은 몇
고 패턴을 예측할 수 있
개?
다
기준을 세워 분류하고 다
토순이는 어떻
른 기준으로도 재분류 할
게 청소를 할까?
수 있다
집을 찾을 수 있 분류하고 수나 그래프로
을까?
나타낼 수 있다

통계

파티 음식에 뭘
준비 할까?

수집된 자료를 활용해 분
류할 수 있다

어디로 여행 갈
까?

수집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활동내용
• 묶음으로 세기와 또 다른 수 조합을 비교해
보기
• 수 조합표에 나타내보기
• 측정을 위한 도구를 인지하고 키를 측정해
보기
• 크고 작은 순으로 나열하고 언어로 표현하기
• 상자모양에 따라 담을 수 있는 공의 수 알아
보기
• 수를 세어보고 활동지에 기록해보기

활동자료
과자40개, 칸그래프, 과자
그림, 풀
동물들 그림자료, 키 측정
판, 키비교판, 칸그래프

크기가 다른 여러 개의 상
자, 크기가 같은 여러 개
의 작은 공, 칸그래프
지도, 길이를 잴 수 있는
• 빠른 길을 예측하고 길의 길이 알아보기
비표준 단위(클립, 지우
• 도구를 활용해 측정하고 길이를 비교해보기
개), 칸그래프
• 발의 크기를 알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발자국, 길이를 잴 수 있
보기
는 클립, 리본, 지우개, 크
• 도구로 측정하고 기록한 뒤 그래프로 나타
레파스
내기
• 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측정해보 크기가 다른 그릇3개, 흰
색물, 측정도구(숟가락,
기
컵, 병뚜껑)
• 그래프로 나타내고 서로 양을 비교해보기
꼬치재료(떡, 단무지, 햄,
• 다양한 패턴을 인식하고 서로 비교해보기
맛살), 이쑤시개, 도화지,
• 만들어진 패턴을 보고 그림으로 표상해보기
색연필
• 패턴의 형태를 인지하고 규칙성을 이해하기
암탉그림, 알이 담긴 바구
니, 계란판
• 패턴 그려보기
• 분류기준 정하기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실
• 분류된 물건의 수를 세고 그래프로 나타내
물자료, 분류상자
보기
• 다양하게 분류하기
다양한 동물그림, 분류상
• 각각의 수를 알아보고 그래프로 나타내 보
자, 칸그래프
기
• 좋아하는 음식 알아보기
다양한 음식그림, 음식 선
• 수집된 정보 기록하기
택쿠폰, 칸그래프
• 그래프를 만들고 비교해보기
• 여행지를 정하고 수집된 자료를 그래프로 세계지도, 카드셋트, 칸그
나타내고 비교해보기
래프

둠으로 진행하고 비교집단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였다. 두
실험처지는 모두 학급에서 놀이 계획하기 시간과 자유선

가 있다. Roschelle & Teasley(1995)의 협력 개념에 기초한
Jacobs, Power, & Inn(2011)의 ‘협동학습 지침서’에서 내용

택활동 시간, 정리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두 실험처지
모두 자기 교실 외에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실
험집단에서는 5명의 유아가 같이 와서 연구자와 수학 활
동을 진행하였고 비교집단에서는 개별 유아가 혼자 와서

을 추출하여 협동 활동을 구성하였다. 과제를 분담하고
활동 중 개인적 역할과 책임이 있으며, 서로 긍정적 상호
작용을 주고받으며 모둠원이 모둠활동에서 누락 없이 참
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아들이 5가지 역할 중에서 하

연구자와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상황을 보고 해
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유아들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 정도 걸렸으며

나의 역할을 선택하여 협동적 수학활동을 진행하도록 하
였는데 기록이는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역할, 도움이는
역할 수행에 도움을 주는 역할, 칭찬이는 모둠친구들의
생각이나 역할수행에 대해 칭찬하는 역할, 질문이는 활동

모든 과정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였다.
실험집단의 협동적 수학활동이 단순히 같이만 하는 활
동이 아니라 유아 간 협동 경험이 조직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협동학습에 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방법에 대해 질문하는 역할, 점검이는 활동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은 유아가 토의하여 스스
로 선택하게 하였다. 역할이 정해지더라도 그 역할만 하
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은 자유롭게 다양한 역할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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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Table 2는 실험집단에서

질문이만 활동 중 모둠원 또는 연구자에게 질문을 하는

협동적 수학활동과 비교집단에서 개별적 수학활동이 어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둠원도 질문할 수 있지만 질문이 역
할을 맡은 유아는 “또 질문 있니?” 등 모둠의 또래들이 질

떻게 구별되게 전개 되었는지 보여준다.

문할 수 있도록 유아들을 도왔다. 항상 같은 모둠으로 활

4. 자료분석

동을 진행했는데 활동마다 다른 역할을 맡아 볼 수 있도

본 연구에서는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과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미

록 격려하였지만 강요하지는 않았다.
모둠의 유아들이 토론을 하여 역할을 정하였다. 기록이

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Window

는 수를 기록한다거나 그래프를 만드는 등의 표상활동을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도구의 신뢰도

주로 담당했지만 표상활동이 어려운 유아들은 도움이의

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Cronbach α를 산출하였고,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각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질문이는 주로 활동을 리드하여
유아들에게 문제 상황을 질문하여 진행하였으며 점검이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

는 마지막에 활동이 끝난 후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잘 정

을 실시하였다.

리되는지 확인하였다. 칭찬이는 중간 중간에 좋은 의견이
라던가 그래프가 잘 되었다던가 등의 칭찬을 하는 역할

5. 연구 윤리적 고려
사후검사 종료 후 비교집단에 본 실험처치와 같은 수학
개념을 다루고 있는 다른 형태의 수학 활동을 협동적으
로 12회 진행하고 실험집단에는 비교집단과 같은 수학활

을 하였다.
실험집단에서 즉 협동적 수학활동에서 연구자는 관찰
자이자 진행 조력자로서 유아들이 자신의 역할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예를 들어 칭찬이가 칭찬

동을 개별적으로 12회 진행하여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을 하지 않고 있으면 칭찬할 것이 있는지, 하고 싶은 이야
기가 있는지 물었다. 또한 조력자로서 유아의 활동에 피

연구대상이 동등한 교육 기회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드백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상호작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
해 도출된 활동계획을 기록하였으며, 역할을 교대로 돌려

III. 결과 및 해석

서 모둠원이 모든 역할을 골고루 수행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협동을 강화하였다. 비교집
단 즉 개별적 수학활동에서 연구자의 역할은 개별활동의
진행자이자 조력자였다. 연구자는 개별유아에게 문제 상
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묻기도 하고 기록하기도 하였다. 또한 표

1.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수학문제해결력 차이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수학문제해결력 차이를 분석하
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

Table 2. Comparative summary of teaching methods of collaborative and individual math activities

문제
인식

탐색
문제
해결
과정
정리
평가

실험집단: 협동적 수학활동
• 모둠이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활동 방법과 순서를 계획하
기
• 토론하며 역할정하기: 기록이, 도움이, 칭찬이, 질문이, 점검이
• 역할에 해당하는 그림카드를 자신의 몸에 붙이기
• 주어진 교재 교구를 탐색하기 (질문이 주도)
• 회기별 문제 상황에 맞추어서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할지 의논하고 각각의 역할을 정하기(질문이가 주도, 기록이 기록)
• 제시된 문제를 모둠에서 함께 해결하기(질문이 주도)
• 표상활동 구성하기 (기록이 주도)
• 모둠 내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서로 돕기(도움이 주도)
• 사용한 교구와 역할이름표 등을 정리하기 (점검이 주도)
• 활동 후 정리정돈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리가 부족한 부분은 함께 정리하
기(점검이 주도)
•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기(칭찬이 주도)
• 결과를 모둠으로 발표하고 전시하기

2019, Vol. 23, No. 2

비교집단: 개별적 수학활동
• 문제를 인식하고 활동 방법과 순서
계획하여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 주어진 교재 교구를 탐색하기
• 기록, 그래프 완성, 정리정돈 등의 계
획 세우서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 제시된 문제 해결하기
• 표상활동 구성하기(교사에게 도움 요
청할 수 있음)
• 사용한 교구를 정리하기
• 활동을 한 느낌 교사에게 이야기하기
• 결과를 교사에게 말하고 전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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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post test scores, covariance analysis of problem solving skills of the two groups
변인
수
분류
패턴
측정
도형
통계
문제해결력
전체

집단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점수
M
SD
5.45
1.82
4.70
1.62
4.35
1.18
4.35
1.53
4.25
2.57
5.95
1.93
2.65
1.59
5.20
2.78
3.55
1.27
4.65
1.75
5.45
2.16
4.75
2.67
17.90
3.80
19.00
6.81

사후점수
M
SD
5.30
1.49
4.80
1.36
5.35
0.58
4.20
1.43
7.40
1.27
6.65
1.75
6.10
1.44
3.75
2.04
5.25
1.02
4.50
1.31
6.95
0.22
6.40
1.69
23.70
2.92
19.15
4.36

교정된 사후점수
M
SD
5.41
0.33
4.68
0.33
5.35
0.22
4.20
0.22
7.55
0.35
6.50
0.35
6.12
0.42
3.72
0.42
5.33
0.27
4.41
0.27
6.87
0.25
6.47
0.25
23.92
0.90
18.93
0.90

F
2.31
13.27***
4.26
13.36***
5.43
1.28
3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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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제시되었듯이 집단별 유아의 수학문제해결
력 전체에 있어서 실험집단(M = 23.92, SE = 0.90)과 비교
집단(M = 18.93, SE = 0.9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2.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친사회적행동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35.31, p < .001). 이러한 결
과는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유아의 수
학문제해결력 전체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하위 영역
별로 살펴보면, ‘분류’는 실험집단(M = 13.36, SE = 0.22)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친사회적행동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집단별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전체

과 비교집단(M = 4.20, SE = 0.2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13.27, p < .001). 측정’
은 실험집단(M = 6.12, SE = 0.42)과 비교집단(M = 3.72,
SE = 0.4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에 있어서 실험집단(M = 57.59, SE = 1.62)과 비교집단(M
= 50.95, SE = 1.6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7.80, p < .05). 이러한 결과는 협동
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유아의 친사회적행

나타났다(M = 13.36, p < .001).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수
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수학문제해결력 하위영역
중 분류와 측정 능력의 증진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수’는 실험집단(M = 5.41, SE = 0.33)과 비교집단

동 전체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
보면, ‘도움주기’는 실험집단(M = 12.28, SE = 0.50)과 비
교집단(M = 10.71, SE = 0.5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M = 4.68, SE = 0.3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M = 2.31, p > .05). ‘패턴’은 실험집단
(M = 7.55, SE = 0.35)과 비교집단(M = 6.50, SE = 0.35)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 =
4.26, p > .05). ‘도형’은 실험집단(M = 5.33, SE = 0.27)과
비교집단(M = 4.41, SE = 0.2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 = 5.43, p > .05). ‘통계’는
실험집단(M = 6.87, SE = 0.25)과 비교집단(M = 6.47, SE =
0.2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M = 1.28, p > .05).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하위영역 중 수, 패턴, 도형, 통계

의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4.44, p < .05). ‘감정이입
과 조절하기’는 실험집단(M = 17.14, SE = .38)과 비교집
단(M = 14.66, SE = 0.3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20.25, p < .001). ‘리더쉽’은 실
험집단(M = 16.31, SE = 0.53 )과 비교집단(M = 14.18, SE
= 0.5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M = 7.91, p < .05).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수학활동
이 친사회적행동 하위영역 중 도움주기와 감정이입과 조
절하기, 리더쉽 증진에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한편 ‘나누기’는 실험집단(M = 12.27, SE = 0.47)과 비교
집단(M = 11.47, SE = 0.4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M = 1.33, p > .05). 이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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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post test scores, covariance analysis of prosocial behaviors of the two groups
변인
나누기
도움주기
감정이입과
조절하기
리더쉽
친사회적
행동 전체

집단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점수
M
SD
11.05
2.78
9.25
2.24
10.55
2.87
7.55
3.13
14.20
3.10
11.90
2.75
11.50
2.46
11.20
2.39
47.45
10.74
39.35
9.37

사후점수
M
12.85
10.90
13.30
9.70
17.90
13.90
16.40
14.10
60.40
48.15

SD
1.72
3.22
2.22
3.45
2.42
2.59
2.23
3.16
7.60
11.56

교정된 사후점수
M
SD
12.27
0.47
11.47
0.47
12.28
0.50
10.71
0.50
17.14
0.38
14.66
0.38
16.31
0.53
14.18
0.53
57.59
1.62
50.95
1.62

F
1.33
4.44*
20.25***
7.91*
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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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Pre-post test scores, covariance analysis of learning behaviors of the two groups
변인
학습동기부여
주의와 지속
학습태도
학습행동 전체

집단구분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실험집단
비교집단

사전점수
M
SD
18.95
4.97
21.95
3.71
15.00
4.96
15.30
3.88
12.30
2.98
13.45
2.24
52.95
10.07
56.85
8.14

사후점수
M
SD
26.75
3.72
23.26
5.19
20.95
4.99
15.80
5.27
17.30
3.21
13.35
2.72
69.50
9.65
59.15
10.24

교정된 사후점수
M
SD
27.55
0.86
22.42
0.88
21.09
0.72
15.67
0.72
17.65
0.57
13.00
0.57
70.90
1.71
57.75
1.71

F
16.31***
28.08***
31.59***
2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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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협동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하위영역 중

15.67, SE = 0.7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나누기의 증진에 효과적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으로 나타났다(M = 28.08, p < .001). ‘학습태도’는 실험집
단(M = 17.65, SE = 0.57)과 비교집단(M = 13.00, SE =
0.5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M = 31.59, p < .001). 이러한 결과는 협동적 수학활동

3.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학습행동 차이
협동적 수학활동에 참여한 유아집단과 개별적 수학활
동에 참여한 유아집단의 학습행동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과
는 다음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제시되었듯이 집단별 유아의 학습행동 전체
에 있어서 실험집단(M = 70.90, SE = 1.71)과 비교집단(M
= 57.75, SE = 1.7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28.68, p < .001). 이러한 결과는 협
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유아의 학습행동
전체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
학습동기부여’는 실험집단(M = 27.55, SE = 0.86)과 비교
집단(M = 22.42, SE = 0.8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 = 16.31, p < .001). ‘주의와 지
속’은 실험집단(M = 21.09, SE = 0.72)과 비교집단(M =

2019, Vol. 23, No. 2

이 학습행동 하위영역 중 학습동기부여, 주의와 지속, 학
습태도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들에게 협력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
활동을 적용하였을 때 수학문제해결력과 친사회적행동
및 학습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토대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만 5세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동 활동이 유아의 사고 능력
을 자극함으로써 수학 지식과 기술이 능숙해지고 확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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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한다(Jung,
2000; Kim, 1999; Kim & Hong, 2010; Park, 2002; Seo,

도움주기, 감정이입과 조절, 리더십과 같은 일반적 친사

2012). 선행연구들은 수학적 개념 중 일부, 즉 분류, 측정,

회적행동의 향상에까지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

수학활동이 학습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넘어서서 나누기,

대수 등 하나에만 집중하여 수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다. 즉 협동적 수학활동이 학습과 긴밀하게 관련된 사회

에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6가지의 수학 개념인
분류, 패턴, 수, 측정, 도형, 통계를 통합적으로 적용한 수

적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대인관계 능력이나 정서적

학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만 Kim & Hong (2010)의

능력에 효과를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Ko & Lee
(2017)의 연구에서 협동적 수학활동을 통한 바깥놀이를

연구도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수학 개념을 통합적으로

통해 유아가 협동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다루고 있지만, 효과 검증을 위한 연구 도구에서 차이점

협동에 필요한 약속과 규칙을 지키며 대인관계 형성능력

이 있다. Kim & Hong의 연구(2010)가 유아의 수학적 능

과 집단 내 적응능력이 향상됨을 밝힌 것은 본 연구와 맥

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Hong, Lee, & Jung, 2006)를 사
용하여 유아 수와 연산, 공간 등 수학적 개념 획득 여부를

을 같이 한다.

측정하여 효과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는 유아가 수학적

본 연구의 친사회적 행동의 하위영역인 나누기, 도움주
기, 감정이입과 조절, 리더십 중에서 나누기를 제외한 모

개념을 적용하여 다양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졌는지 측정
하기 위해 수학문제해결력 도구(Ryu, 2003)를 사용하였
다. 따라서 선행연구와 달리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든 하위 영역에서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움주기에서 모둠의 유아들이 도움이, 칭찬이, 점

수학활동보다 수학개념의 적용 및 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의 수학문제
해결력 하위영역인 분류, 패턴, 수, 측정, 도형, 통계에서
모두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평균이 높

검이라는 역할 분담을 통해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유
아에게 도움을 주고 칭찬하며 함께 정리하는 등의 경험
으로 사회적 기술이 확장됨을 알 수 있었다. 감정이입과
조절에 있어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가 협동 활동을

았으나 분류와 통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있었
다. 이것은 Kim & Hong(2010)의 수학 프로그램은 24회기
를 진행하여 모든 하위영역에서 향상이 있었으나 본 프
로그램은 12회기만을 진행하여 나타난 한계점이라고 사

경험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넘어서서 타인의 심
리와 정서 상태를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감정이입과 자
기조절 능력의 향상을 가져왔다는 Park(2012), Won(2003)
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리더십에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

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개별
적 수학활동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또래와 나누며 협력
을 강조하는 협동적 수학활동이 유아의 수학문제해결력

는 유아들이 협동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절충하고 타인
의 요구를 존중하며 적절히 표현하는 자기주장의 능력이
증진되었다. 이는 스스로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며 자신의
행동을 자제하고 책임감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쉽

에 향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재로 현장에서의 협
동 활동 활용 빈도는 높지 않으며 그나마 미술, 신체, 동
극, 게임 등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면 수ㆍ과학, 음악활동
에서의 활용은 매우 낮다(Lee & Han, 2014). 교사들은 유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Lee & Kim(2008), Park (201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나누기에 있어서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못했다. 친사회적행동의 하
위영역인 나누기는 소유물, 기회, 장소 등을 또래와 나눌

아의 협동적 문제해결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만 4-5세의
연령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과 보다 효과적인 적용방안이 요구하였다(Kim & Son,
2016).

수 있는지를 물었으나 이러한 물음이 12회기의 협동적
수학활동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발현 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유아의

둘째,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활동보다 만 5세
유아의 친사회적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협동 활동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학습행동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동기
부여, 주의와 지속, 학습태도 이 3가지는 초등학교 진학
에 앞서 필요한 단순한 선행기술이라기 보다 일반적인
배움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기술적 측면을 의미한다. 이

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 정서적 반응 등의 내적 심리 상
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친사회적행동 발달에 효과
적임을 밝힌 연구들(Ko & Lee, 2017; Park, 2012; Won,
2003)과 일치한다. Kim & Hong(2010)의 연구에서도 협동
적 수학활동이 자기주장, 자기조절, 숙달, 순응과 같은 학
습관련 사회적 기술의 향상을 밝혔다. 본 연구는 협동적

러한 태도와 기술은 수학 활동뿐만 아니라 전 영역에 있
어서 앞으로의 성공적인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초적 기
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협력을 강조한 협
동을 통한 수학문제해결 활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학
습과 배움인 놀이의 기초적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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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유아의 협동적 수학활동과 개별적 수학활동이 수학문제해결력, 친사회적행동, 학습행동에 미치는 효과 비교

친 것을 입증한다. 협동적 수학활동 과제를 통해 모둠끼
리 다양한 전략을 세워보고 비교해 보는 탐구활동은 학
습과 관련된 기술과 태도에 영향을 미쳐 학습행동이 향
상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의 하위영역인 학습동기부여, 주
의와 지속, 학습태도에서 협동적 수학활동이 개별적 수학
활동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본 연구의 협동적 수학활동은 문제 상황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들의 학습동기를 자
극하였으며 유아가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으로 자기
주도적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인지적
자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학습동기가 높아진다고 보고
한 Jeon(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본 협동적 수
학 활동은 유아에게 적합한 흥미롭고 일상적인 문제 상황
과 구체물을 사용하여 유아들이 수학적 활동에 대한 주의
지속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구체물을 사용한 유아가
활동에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것
으로 보고한 Kang(2012), Lee(2006)의 연구와도 일치 한다.
본 연구의 협동적 수학활동은 수학문제해결력과 친사
회적행동 및 학습행동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임을 시사한다.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
서 협동적 수학활동을 누리과정의 수학활동에 적용한다
면 미래를 대비하는 수학교육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협동적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많은
현장 교사들이 협력의 개념을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단순히 같이 하는 것, 모둠으로만 하면 협동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또한 유아에게 있어서 협력은 중요하지만, 발달에
적합하지 않아 어렵다고 여기는 관점이 팽배하다. 본 협동
적 수학활동은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실에서 적용 가능한
협력 활동의 구체적 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들의 협력
활동에 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협력 활동의 예시를 통한 실천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향후
협력 차원에서의 협동 활동에 대한 실태와 다양한 변인들
의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여 현재 이루어지는 협동 활동의
인식과 한계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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