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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들의 극화놀이에 나타난
수학 활동 내용과 수 이름의 사용맥락*

이 지 현* *

본 연구는 극화놀이 영역을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친숙한 상황으로 재구성하고 극화놀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학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극화놀이를 통해 표상 되는 생활
세계의 수학적 경험이 유아의 수학 학습에 의미 있게 작용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5세 유아
34명을 대상으로 관찰연구를 수행한 결과, 3가지 주제의 극화놀이에서 유아들이 가장 많이
나타낸 수학활동은 측정 및 수와 연산에 대한 내용이었고,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으로 측정
과 기수의 맥락이 가장 빈번히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유아들의 경험과 관심을 반
영하는 결과라고 해석되며, 구체적인 활동의 양상은 놀이주제에 따라 다소 달리 나타났다.
유아들은 수 이름을 측정 단위와 결합할 때 많은 오류를 나타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
에게 가능하면 다양한 주제의 극화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우리나라
유아 수학교육의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Ⅰ. 서 론

지난 20여 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나이 어린 유아들은 과거에 생각되었
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한 수학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즉, 유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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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비형식적인 수학 개념을 능동적으로 구성
할 수 있고, 다양한 수학적 개념들을 직관적 수준에서 이미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Baroody, 2000). 그러므로 유아 교사들은 유아들이 지니고 있는 비형식적 수학 능력을 인
식하고 이러한 능력에 적절하고도 도전적인 수학적 경험에 유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
들의 발달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수학 활동들은 유아
의 수학적 능력과 학습 과정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
밝혀지는 유아들의 수학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활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리
나라 유아교육 현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수학교육의 이론은 Piaget의 관점과 행동주
의적 관점이다. Piaget의 관점에서는 유아의 수학적 능력이 비논리적이고 제한적이라고
가정하며 집합론에 기초한 구조화된 수 교구를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의 조작을 유도하고
수 이전 활동을 통해서 수학적 논리 구조가 발달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보는 반면, 행동
주의 이론가들은 유아를 수동적인 학습자로 가정하며 학습을 반복과 암기, 강화의 결과
로 지식이 누적되는 현상이라고 인식함으로써 수학교육을 위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숙
달을 강조하는 학습지 활동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 활동들은 유아들이 지니고
있는 실제의 수 개념 수준과 괴리가 있거나, 유아들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한 활동이 아
닌 교사에 의해 부과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의미 없고 따분한 활동이 되기 쉬우며, 유아
들의 생활세계와는 사회적·심리적·물리적으로 분리된 활동이 되기 쉽다.
유아를 위한 수학 활동은 그 목적이 분명하고 유아에게 의미 있으며 탐구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Baroody, 2000; NCTM, 1989). 이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생활세계에서 직·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건과 상황들을 놀이를 통해 재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비형식적 수학지식과 연결되는 내용의 활동이어야 하며, 유아 혼자서는 어
렵다 하더라도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도전함으로써 공동의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
해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어야 한다(이지현, 1999).
유아 교실에서 생활경험의 재구성과 역동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동시에 가능한 대표
적인 장소는 극화놀이 영역이다. Vygotsky(1978)는 극화놀이가 유아기 어린이들의 근접발
달지역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 이상적인 사회적 맥
락을 제공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극화놀이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학문적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게 하고 학습시킬 수 있는 유용한 활동으로(Davidson, 1996) 중시되어 왔지
만,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실증적 연구들은 대체로 유아의 언어능력과 사회적 능
력에 집중되어 있다(김영숙, 1996; 이윤경, 김여경, 2000). 특히 문자언어 발달이 일상적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가 실질적으로 사용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발생적 문식성의 관점
에서 극화놀이와 유아의 문식성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김정화, 1995; Chri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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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z, 1992; Neuman & Roskos, 1991; Vukelich, 1994)이 수행됨으로써, 극화놀이는 실질적
인 이유로 문자언어를 사용하는 타인을 관찰할 기회를 유아들에게 제공하므로 문식성
습득에 유용한 놀이상황임이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유아의 문식성 습득과 관련되어 극
화놀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orrow & Rand, 1991; Pellegrini & Galda, 1991; Schrader,
1991).
문식성과 마찬가지로 수학도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며 의사소통의 힘을 지니는 분야이
다(NCTM, 1998). 그러므로 유아들은 극화놀이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수학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다룰 것이며, 이런 활동은 실제적인 생활맥락과 관련되므로 유아
들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극화놀이
가 수학 교육을 위한 유용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극화놀이가
유아의 수학적 지식과 수학적 기술 습득에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은 있었
으나(이지현, 1999) 실제 극화놀이 상황에서 유아들이 얼마나 다양한 수학적 내용에 관한
활동들을 나타내는지를 관찰하거나 수학적 지식과 기술 습득에 대한 유용성의 여부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극화놀이 영역을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친숙한 상황으로 재구성하고 극화놀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학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극화놀이를 통해 표상되
는 생활세계의 수학적 경험이 유아의 수학 학습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하며,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유아들의 극화놀이에는 수학과 관련되어 어떤 내용의 활동이 나타나는가?
(2) 극화놀이에서 유아들이 수 이름을 사용하는 맥락은 어떠한가?
(3) 극화놀이에서 유아들이 수 이름을 사용하는 맥락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오류들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 유아 수학교육 내용의 최근 동향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정은 수학적 탐구의 목표를 구체적인 사물의 조작을 통하여
논리·수학적 사고의 기초 능력을 기른다 (교육부, 1998: 33)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유
아의 논리·수학적 사고를 인지발달의 보편적 구조로서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논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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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사고가 물체들에 행한 행위를 통해 습득된다고 보는 Piaget의 관점을 토대로 한 것
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학교육의 내용으로 사물 분류하기, 사
물의 순서짓기, 수의 기초 개념 이해하기, 일상 생활에서 수 활용하기, 전체와 부분 경험
하기, 기초적인 측정과 관련된 경험 가지기, 시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공간에 관한
기초 개념 가지기, 기본 도형 인식 및 구성하기, 기초적인 통계에 관련된 경험 가지기(교
육부, 1998)가 제시되어 있다.
국가가 제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따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자
연스럽게 Piaget의 관점을 기본 원리로 하는 수학교육을 수행하며, 이에 따라 우리의 유
아 수학교육은 Piaget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Lee, 1995). 수 개념에 대한 Piaget 이론
은 수 보존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Piaget(1965)에 의하면, 유아들이 수를 직접 다룰 수 있
으려면 수를 보존할 수 있어야 하고 가역적 사고가 가능해야 하는데, 유아기에는 이러한
능력이 아직 획득되지 못하므로 유아들은 수를 직접 다룰 수 없다고 본다. 유아들이 수
를 직접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준비과정으로 위계적 포함관계와 연속적 비대칭 관
계를 비롯한 집합 내 사물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논리·수학적 사고능력을 키워야
한다(De Vries & Kohlberg, 1987). 이에 따라 분류, 서열화, 관계짓기 같은 수 이전 활동들
이 유아의 논리·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으로 수학교육의 주요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Bjorklund, 1995).
한편, 국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수학교육의 목표와 내용과는 동떨어지게 수
학교육이 실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는 유치원을 초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한 전 단계
의 교육기관으로 보고 자녀들에게 기초 기술을 가르칠 것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요구에
따르는 기관이 많기 때문이며, 이런 기관에서는 주로 행동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한 전통
적인 수학교육을 실시한다. 행동주의 이론가들은 유아를 수동적인 학습자로 가정하고 학
습을 반복과 암기, 강화의 결과 지식이 누적되는 현상이라고 인식하며, 수학을 사회적
전달을 통해 획득되는 지식으로 간주하므로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숙달을 강조하는 학습
지 활동을 중시한다(De Vries & Kohlberg, 1987; Kamii, 1982). 전통적인 수학교육에서는 수
세기를 수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九九(number facts)에 대한 암기를 강조하
며 계산은 그 자체가 수학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여겨지므로 계산 그 자체를 위한 계
산 이 중시된다. 또한 관습적인 표기를 중요시하여 수 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숫자
를 도입한다. 이로써 수세기와 숫자 쓰기, 구구에 대한 암기, 계산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학교육이 교사의 언어적 설명과 학습지 훈련을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우리나라 유치원에서 학습지를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한 연구(장혜순, 박경자, 조부경,
1996)에서 조사 대상의 44%에 해당하는 유치원이 학습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나라 유아 수학교육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Piaget의 관점과 행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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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은 모두 중대한 문제를 드러낸다. 먼저 행동주의적 수학교육은 학습이 개별 유아
에게 유의미한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유아의 개별적 관심과 능력에 적합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 발달에 적합한 실제 (Bredekamp, 1987)에 배치된다. 반복적이고 기
계적인 수학 활동은 유아들이 자기 나름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하는 활동이 아니며
유아의 생활경험과는 아무런 관련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유아들에게 따분한 활동이 되기
쉽다. 더구나 종이와 연필을 사용하여 하나의 정해진 답을 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은 유아
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것을 방해한다.
Piaget 이론에 토대를 둔 수학교육의 문제는 최근 지식구성의 사회적 본질을 강조하고
학습과 발달에 대한 광범위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는 후기 Piaget 학파와 Vygotsky 이론
의 추종자들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Piaget 이론이 유아를 제한된 수학능력을 지
닌 비논리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이들은 Piaget가 유아의 사고를 조명
하기 위해 고안한 실험 설계가 실제로는 유아의 사고를 드러내기보다는 능력의 한계를
유도하는 결함을 갖는다고 주장하며, 유아의 인지적 기능을 제대로 드러내는 과제의 고
안과 유아들의 영역-특정적 지식, 사회문화적 요인 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유아
들이 Piaget의 주장보다 인지적으로 훨씬 더 유능한 존재임을 입증하였고(Becker, 1989;
Gelman & Gallistel, 1978; McGarrigle & Donaldson, 1974), 인지발달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
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아가 수의 본질에 대
한 이해를 지니지 못한다는 Piaget식의 생각은 이제 유아가 수에 대해 많은 것을 이해하
고 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Piaget의 관점에서 중요시하는 분류나
서열화 같은 물체에 행하는 수 이전 활동이 유아의 수 개념 이해에 기초가 된다고 믿기
보다는, 유아가 실생활에서의 다른 사람들과 구체적인 수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비형식
적 수학 지식이 수 개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Thompson, 1997)고 보는 입장이 대두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현재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의 유아 수학교육에 영향을 주고 있
다. NCTM (1998, 2000)은 수학교육을 위한 원리와 기준을 새롭게 출판하면서 수학교육
의 대상이 되는 연령범위를 하향 확장시켜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
(prekindergarten)를 처음으로 포함시켰다. 또한 영·유아들이 갖고 있는 비형식적 수학
지식이 상당함을 입증하는 많은 연구들을 인용하면서 영·유아기를 장차의 수학적 사
고발달의 토대가 확립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 유아들의 비형식적 수학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
를 학교 수학과 연계하는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NCTM(2000)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이전의 시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수학교육의 내용으로 5가지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수와 연산, (2)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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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과 함수, (3)기하와 공간감각, (4)측정, (5)자료해석과 확률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수학
교육의 내용은 분류나 관계짓기, 순서화 하기와 같은 수 이전 활동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유치원교육과정의 수학교육 내용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Thompson(1997)을 비롯한 영국
의 학자들도 유아들에게 수 이전활동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게 한 다음에 수 개념을 가
르치는 고정화된 유아 수학교육의 절차에 대하여 불만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유아 수학
교육의 내용으로 경시되어 왔던 수세기(Munn, 1997), 연산(Aubrey, 1997), 수 상징(Munn,
1997) 등의 내용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 . 수 이름 사용의 맥락
유아 수학교육의 내용 중에서 특히 수와 연산은 최근 들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중시되는데, 수와 연산을 위한 핵심 기술은 수세기이다(Copley, 2000). 유아가 배우는 수세
기의 첫 번째 측면은 하나, 둘, 셋.... 하는 순서화된 수 이름이다(Ginsburg, 1989). 어린
유아가 수 이름을 배우면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는 우선, 배워야 할 수 이름이 너무 많
다는 사실과, 수 이름은 정해진 순서로만 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문제는 유아
가 한번에 배울 수 이름을 제한함으로써 해결되며, 두 번째 문제는 수 이름이 마치 노래
와 같아 항상 일정한 소리의 순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유아가 인식함으로써 해결된
다. 즉 둘 은 언제나 하나 다음에만 오고 셋 은 둘 다음에만 오는, 그래서 수 이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바른 순서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 노래부르기와도 같은 것으로 유
아는 인식하고 수 이름의 순서를 서서히 습득하게 된다(Ginsburg, 1989).
수 이름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수 이름이 사용되는 상황은
배열적 순서의 맥락, 수세기의 맥락, 기수의 맥락, 측정의 맥락, 서수의 맥락, 그리고 임
의 수 맥락이며, 각 맥락에서 사용되는 수 이름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Fuson & Hall,
1983). 배열적 순서의 맥락(sequence context)이란 물체를 실제로 세는 행위 없이 단지 수
이름을 관례적 순서대로 말할 때로서, 순전히 연습을 위해 수 이름을 말하거나, 시간을
세기 위한(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놀이자들이 숨을 수 있는 시간을 셀 때) 목적 등으로
사용된다. 수세기의 맥락(counting context)은 물체를 하나씩 세면서 수 이름을 세어지는
대상에 대응시키는 것으로 처음에는 대상을 손으로 가리키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리키는 행위가 내면화된다. 기수의 맥락(cardinal context)이란
물체를 셀 때 집합 내의 마지막 물체에 적용된 수 이름이 전체 물체의 개수임을 말할
때이며, 측정의 맥락(measure context)이란 특정의 연속적 차원에서 특정 단위가 얼마나 들
어가 있는가를 나타내기 위해 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이다. 서수의 맥락(ordinal context)
은 순서적으로 배열된 집합 안에서 대상이 차지하는 상대적인 위치나 상대적인 수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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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데 수 이름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임의 수 맥락(nonnumerical context)은 전화 번호
나 우편 번호에서와 같이 특정 대상을 단순히 명명하려는 목적으로 수 이름이 사용되는
경우로서 나이 어린 유아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맥락이다(Fuson & Hall, 1983).
성인들은 수 이름이 사용되는 각각의 맥락에서 수 이름의 의미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사용할 수 있지만 2, 3세 경의 어린 유아들은 수 이름이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된
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 이름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며, 일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므로 유아들은 수 이름과 그것이 사용되는 맥락에 대한 지식
을 구성하게 된다. 유아들은 처음에는 수 이름을 기계적으로 사용하다가 점차로 수 이름
및 수세기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발견하고 구성하게 된다(Fuson & Hall, 1983). 또한
처음에는 수 이름이 사용되는 맥락에 결부하여 수 이름의 의미를 습득하지만, 차츰 하나
의 수 이름이 다양한 맥락에 적용될 때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을 인식하게 된다. 우리나라 유아 교실에서 관찰되는 수세기는 인위적이거나 기계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 이름이 다양하게 적용되는 상황을 유아가 경험하도록 돕는 것에
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나 수 이름 및 수세기가 유아의 수 개념 발달에 차지하는 비
중을 고려하여, 유아들이 교실에서도 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수 이름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고 수가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상의 배
려가 요구된다.

Ⅲ. 연구방법

1 . 연구대상 및 기관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 한 대학부속 유치원의 만 5세 반 유아들 34명(남아
18명, 여아 16명)이다. 이들은 대체로 중류층 가정의 유아들로서, 평균 연령은 5년 9개월
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치원은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매
일 약 50분 정도의 자유선택놀이가 제공되었다. 본 연구는 극화놀이 시 유아들간의 상호
작용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수학 활동의 내용을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관
찰기간 동안 대상 학급에 있는 소꿉놀이 영역을 연구목적에 적절한 극화놀이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정해진 놀이 주제에 맞는 영역 재구성과 놀이를 위한 소품 제시 이외에는
일체의 인위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매일 제공되는 자유선택놀이 시간에 재구성
된 극화놀이 영역에서 대상 유아들의 놀이활동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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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연구절차
1) 자료수 집
본 연구는 관찰연구로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2명의 대학원
생이 9주 동안 대상 유치원을 15회 방문하였으며, 자유선택 놀이 시간에 극화놀이 영역
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였다.
이를 위해 관찰 시작 전에 교사의 협조를 얻어 대상 유아들의 사전 경험과 학급에서
진행될 단원을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세계의 여러 나라', '가을', '겨울준비'로 이어지는
예정된 단원에 어울릴 수 있는 극화놀이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주제를 선정하는데 고려
된 사항은 우선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경험하는 것으로서 놀이 흥미를 자
극하고, 다양한 수학 활동을 자극하는 주제인가 하는 점이었다. 동시에 본 연구는 극화
놀이의 주제를 유아들이 유치원에서 놀이해본 경험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학활동의 양
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에도 관심이 있었다.
이러한 관심에 따라 극화놀이의 주제로 아이스크림 가게 , 과일·야채 가게 , 병원
놀이가 선정되었다. 이중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 놀이는 유아들이 이전 학기에 놀
이해 본 경험이 있는 매우 친숙한 놀이 주제로서 각각 가을 과 겨울준비 단원에서 실
시하도록 준비하였다. 이에 비해, 아이스크림 가게놀이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유치원에서 극화놀이의 주제로 처음 제공된 것으로서 대상 유아들이 놀이하는데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가게놀이 영역을 구성
하고 소품 및 자료를 준비하는데 다음과 같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자는 유아들이 놀이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아들이 좋아하는 특정 아이스크림 상표와 그것이 시중의 전문 판매점에서 판매되는
방식을 가능한 한 그대로 사용하여 놀이 영역(아이스크림 가게, 아이스크림 저장고 및
판매대)과 소품(다양한 종류의 아이스크림 모형, 간판 등)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아이스크
림의 가격을 정하는 방식만큼은 그 상표의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실제로 시행되는 방식
을 그대로 따를 수 없었다. 이 아이스크림은 원래 컵의 부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판
매되는데, 컵의 단위가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터법에 의한 단위가 아니었
으므로 유아들에게 적용하기 부적절하였고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다. 본 연구
에서는 이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곳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컵들을
놀이에 제공했으며, 놀이 주제가 제공되기 전, 이야기나누기를 통하여 유아들과 함께 아
이스크림의 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이중 가장 작은 크기의 컵을 기준 단위로 하여 이를
1컵 짜리라고 정하였고, 그 다음 큰 컵을 2컵 짜리, 그 다음 큰 컵을 3컵 짜리 등으로
하고 이를 단위로 가격을 정하였다. 아이스크림 가게놀이는 세계의 여러 나라 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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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3가지 주제의 놀이는 각각 3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주제 당 5회씩 관찰이 이루어졌
다. 각 놀이 주제에 적절한 자료들과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소품들을 미리 선정하여 각
주제가 시작되기 전에 극화놀이 영역을 이 자료들로 풍부화하였다. 자료를 제작하고 소
품을 선정할 때의 기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실물이거나 실물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서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자료(Neuman & Roskos, 1991)였다. 이와
함께 소품과 자료들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양한 수학 활동, 예컨데, 물건을 사고
팔기, 달력/시계보기, 전화번호부 이용하기, 접시저울로 측정하기, 돈 사용하기, 신장/체중
측정하기, 색깔별로 정리하기 등의 활동이 나타날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
되었으며, 각 주제별 자료들은 < 표 1> 에 제시하였다.
자료는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2명의 대학원생들에 의해 비참여관찰을 통해서 수집되었
다. 관찰자들은 극화놀이 영역에서 벌어지는 유아들의 상호작용 내용에 대한 현장기록을
작성하고 동시에 2대의 녹음기를 이용하여 녹음하였다. 현장 기록 시 유의한 사항은 녹
음되기 어려운 비언어적 상호작용, 즉 몸짓, 표정, 시선, 억양 등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2명의 관찰자가 놀이 장면을 동시에 관찰하였으며, 그날그날 관찰이
끝난 후 각자가 기록한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누락된 기록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녹음된
모든 자료는 분석을 위해 사본화되었다.
2) 자료분 석
사본화된 자료는 반복적 읽기를 통해 몇 단계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 먼저 수학에 관
련된 내용이 포함된 놀이 에피소드 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수학에 관련된 내용 이란 수
나 양, 모양, 공간, 무게, 거리, 돈, 시간, 크기, 분류, 서열화 등에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놀이 에피소드 란 유아들이 극화놀이를 하면서 나타낸 상호작용 내용을 일관된 주제나
또는 내용(Garvey, 1984)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이를 위하여 상호작용 도중 대화의 초점
이 바뀌는가, 상호작용하는 유아가 달라지는가를 기준으로 에피소드의 경계를 구분하였
다. 이러한 놀이 에피소드 중에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에피소드만을 따로
뽑아 이를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놀이 에피소드 라고 했는데, 이때 유아들이 특
정 화제에 대하여 상호작용하는 도중 다른 유아가 끼어 들거나, 유아들의 화제가 같은
놀이 장면에서 상호작용하지 않고 있던 다른 유아에게로 지속될 때는 하나의 에피소드
로 보았고, 교사가 상호작용을 시도하거나 수학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부분은 분석에서 모두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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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극화놀이 영역을 풍부화시킨 자료들

아이스크림 가게
가게 간판
가격표시판
가격표
아이스크림 냉동저장/ 판매대
아이스크림 이름표시
컵 크기별 아이스크림 용기
6가지 색깔의 모조 아이스크림
모조 콘
모조 아이스크림 케잌 모형들
스쿱
아이스크림 숟가락
포장을 위한 모조 얼음
종이 돈
신용카드
전화/ 메모용지
전화번호부
펜, 색연필
달력/ 시계
판매원용 앞치마와 모자

과일·야채
가게 간판
판매대
각종 모조 과일
각종 모조 야채
과일 담는 다양한 바구니
야채 담는 다양한 바구니
접시 저울
과일가격 표시판
과일 가격표
야채가격 표시판
야채 가격표
종이 돈
신용카드
전화
전화메모용지
전화번호부
펜, 색연필
달력/ 시계
물건담는 비닐

병

원

병원 간판
주사실/ 약국/ 수납 표지판
의사용 가운
의사용 수술복
간호사용 가운
대기자용 번호표
예약기록부/ 보험카드
진찰기록지/ 처방전 용지
약봉투/ 약조제용기
전화/ 메모용지
전화번호부
파일철
펜, 색연필, 연필
다양한 크기의 종이
종이 돈/ 신용카드/ 보험카드
체중계/ 신장계
달력/ 시계
약장
각종 약병/ 모조 알약/ 링거병
시력검사표

이런 절차를 통해 사본화된 전체 관찰기록으로부터 107사례의 수학 관련 놀이의 에피
소드가 추려졌으며, 이를 주제별로 살펴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의 경우 29사례, 과일
및 야채 가게놀이는 41사례, 병원놀이는 37사례였다.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2명의 대학원
생에 의해 독립적으로 분석된 수학관련 놀이 에피소드 의 경계구분은 94%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수학관련 놀이 에피소드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의 차례(turn)를 분석의 단
위로 하여 그 안에 포함된 수학활동 내용 을 코딩하였다. 여기서 차례는 대화의 차례
(turn-at-speaking)라고도 하는데, 상호작용 중에 한 화자가 다른 화자의 반응이 있기 전까
지 하는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차례는 대화하는 사람들간의 역동적 교환과정을 포착하
는 기본적 단위로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clauses)을 포함할 수 있다(Garvey, 1984). 수학
활동 내용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NCTM(1989, 2000)에서 제시한 수학의 내용과 우
리나라 유치원 제 6차 교육과정(교육부, 1998)의 탐구생활영역 중 논리·수학적 사고의 내
용을 중심으로 본 연구자가 재정리한 것으로 < 표 2> 에 분석기준과 실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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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수학활동 내용의 분석기준과 실례
수학활동내용

예

사물분류
(좌판에 놓여진 고추를 보고) 고추가 빨간 고추끼리, 초록 고추끼리 있네.
수
사물 관계짓기 컵이 4개니까 숟가락도 4개. *
이전
활동 사물 순서화 (컵 뚜껑을 크기 순서대로 놓으면서) 이건 큰 뚜껑, 이건 그 다음 뚜껑, 그 다
음 뚜껑.
수세기
수/
연산

수량
연산
수비교
패턴/함수

기하/
공간
감각

당근 3개
(이천원을 내야하는 상황에서) 오천원 짜리 낼게. 삼천원 거슬러쥐. *
천원이 싸냐? 오백원이 싸지. *
(가격표에는 1컵: 1500원부터 4컵:6000원까지의 가격이 제시되어 있음)
5컵이니까 음음 7500원. *

모양

콘으로 주세요

공간

주사를 맞아야 하니까 (손으로 주사실을 가리키며)저쪽으로 가세요

무게/체중
거리/신장
측정

(아이스크림 수를 세어가며 담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두근 주세요
신장을 재고 종이에 113이라고 적는다.

화폐

3000원 주쇼

시간

나 일곱살인데요

크기

두컵 짜리로 주쇼

자료해석

(가격표를 보고) 3컵 짜리는 4500원인데요 *

(*: 2가지 이상의 수학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학활동 내용은 언어적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비언어적인 행위로도 표출될 수 있으
므로(예:색으로 구분되는 알약을 약병에 분류하는 행위, 가격표에 제시된 가격을 신용카
드 계산서에 적는 행위), 유아의 비언어적인 행위에 수학 내용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 명백히 수학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분석에 포함시켰다. 하나의 상호
작용 차례에서 동일 유아에 의해 같은 종류의 수학내용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경우(예:
숟가락 3개요. 숟가락 3개. 3개 주세요 )에는 한 번만(수량 정보) 코딩하였으며, 동일한
유아에 의해서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수학내용이 제공된 경우(예: 호박 하나에 만원이
요. 저녁 5시부터 싸게 팔아요 )에는 포함된 모든 내용(수량, 화폐, 시간)이 각기 코딩되
었다. 따라서 하나의 차례 내에 두 가지 이상의 수학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
다. 극화놀이에 나타난 수학활동 내용을 코딩한 결과에 대하여 2명의 대학원생이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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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의 경우 88%, 과일·야채 가게놀이, 78%,
병원놀이 90%의 일치도를 나타냈다. 수학활동 내용은 3가지 놀이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학관련 놀이 에피소드에서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의 차례(turn) 중 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차례들만을 따로 추출한 뒤 수 이름이
포함된 정보가 어떤 맥락에서 제공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때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
은 Fuson과 Hall(1983)이 제시한 수 이름의 맥락 유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기준과 그 예
는 < 표 3> 과 같다. 수 이름은 언어적으로 제시되었을 때만 분석되었으며, 하나의 상호
작용 차례에서 동일 유아에 의해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수 이름이 연속적으로 반복 제
시된 경우(예:

13번 차례예요. 13번 오세요. )에는 한번만 코딩하였으며, 한번의 차례에

동일 유아가 같은 맥락에서 서로 다른 수 이름을 제시하거나(예: 감자 세 개? 아니 두 개
줄까요?), 서로 다른 맥락에서 수 이름을 사용한 경우(예: 7번은 일곱 번째냐?)에는 각각
의 맥락을 따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차례 안에 두 가지 이상의 수 이름 사용의
맥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었다. 또 유아가 관례적인 방식으로 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
았을 때에는 유아의 의도를 쫓아 코딩하였다(예: 두 개 그램-측정의 맥락). 수 이름이 사
용된 맥락에 대한 2명의 대학원생의 코딩의 일치도는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의 경우 89%,
과일·야채 가게놀이, 92%, 병원놀이 92%로 나타났다.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은 놀이 주
제에 따라 분류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표 3 >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의 정의 및 사례
수 이름 맥락
배열적 순서
맥락

정

의

수 이름을 순서대로 말하지만 물건을 세
거나 수량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없음

실

례

내가 열 셀 때까지 숨어. 하나, 둘,..
난 너보다 더 잘 셀 수 있어. 하나, 둘,.

수세기 맥락

물건이나 사건의 수를 세기 위해 수 이
름을 말함

기수 맥락

어떤 집합 안에 있는 물건이나 사건의
개수를 말함

당근 세 개에 얼마예요?

측정 맥락

연속적 차원에 특정 단위가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수 이름을 말함

오후 다섯시부터 싸게 팔아요.

서수 맥락

순서적으로 배열된 집합 안에서의 순서나
서열을 나타내기 위해 수 이름을 말함

임의 수 맥락

수 이름이 편의상의 구분을 위해 임의로
사용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있어요.

숟가락 두 개 주세요.

너 이십오 키로냐?
일곱 번째냐?
다음은 이 번 이예요.
우리 전화번호는 삼이삼에 오팔구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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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름 사용의 오류를 분석하기 위하여, 위에서 코딩된 수 이름 사용의 맥락을 우리
나라 성인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수 이름에 비추어 잘못 사용된 경우를 추출해 내고
공통적 요인으로 분류하여 놀이주제에 따라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이에 대한 코
딩의 일치도는 3가지 주제 모두 100%로 나타났다.

Ⅳ. 결과 및 해석

1 . 극화놀이에 나타난 수학 활동의 내용
유아들의 극화놀이 장면을 분석한 결과, 수학과 관련된 내용은 전체 395회의 상호작용
차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 안에서 524건의 수학내용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1차례 당
평균 1.33건의 수학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표 4 > 는 유아들이 극화놀이 중에 나타낸 놀이주제별 수학활동의 내용을 분석한 결
과이다.
< 표 4 > 에서 극화놀이를 통해서 제시된 524건의 수학 관련 활동을 놀이 주제별로 살
펴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 148건, 과일 및 야채 가게놀이에서 210건, 병원놀이에
서 166건의 활동이 수학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학내용이 포함된 빈도를 단순비
교하면 과일야채 가게놀이가 21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이를 상호작용 차례
에 포함된 평균 빈도로 따져 볼 때, 아이스크림 가게놀이는 1차례 당 평균 1.30건(114차
례 vs. 148건), 과일야채 가게놀이는 1차례 당 평균 1.30건(162차례 vs. 210건), 병원놀이에
서는 1차례 당 평균 1.39건(119차례 vs. 166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다른 놀이에서보다
병원놀이에서 1차례 당 다소 많은 수학 내용이 관찰되었다.
수학활동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3가지 놀이 주제를 통 털어 측정(50.2%)과 수/연산
(33.8%)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 생활에 다양
한 종류의 측정과 수/연산의 기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아들도 측정과 수/연산에 관
심을 많이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유아들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된 측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폐에 관련된 내용이 33.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3
가지의 놀이 주제가 공통적으로 돈의 거래를 유발하는 주제였고 또 유아들이 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밖의 측정에 대한 내
용은 시간(8.0%), 크기(4.2%), 무게/체중(2.5%), 거리/신장(2.1%)의 순서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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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극화놀이 주제 별 수학활동의 내용 분석
단위: 사례(%)
수학
관련 정 보

놀이
주제

수
이전
활동

아 이스크 림
가게

과 일·야 채
상점

병원

합계

사물 분류

0 (0.0)

4 (1.9)

2 (1.2)

6 (1.1)

사물 관계짓기

2 (1.4)

0 (0.0)

0 (0.0)

2 (0.4)

사물 순서화

1 (0.7)

0 (0.0)

0 (0.0)

1 (0.2)

합계

3 (2.0)

4 (1.9)

2 (1.2)

9 (1.7)

수세기

8 (5.4)

3 (1.4)

1 (0.6)

12 (2.3)

수량

50 (33.8)

39 (18.6)

11 (6.6)

100 (19.1)

연산

4 (2.7)

13 (6.2)

26 (15.7)

43 (8.2)

수비교

0 (0.0)

14 (6.7)

8 (4.8)

22 (4.2)

합계

62 (4 1.9)

69 (32.9)

46 (27.7)

177 (33.8)

1 (0.7)

0 (0.0)

0 (0.0)

1 (0.2)

모양

14 (9.5)

0 (0.0)

0 (0.0)

14 (2.7)

공간

4 (2.7)

6 (2.9)

9 (5.4)

19 (3.6)

합계

18 (12.2)

6 (2.9)

9 (5.4)

33 (6.3)

무게/체중

0 (0.0)

8 (3.8)

5 (3.0)

13 (2.5)

거리/신장

4 (2.7)

0 (0.0)

7 (4.2)

11 (2.1)

화폐

19 (12.8)

103 (49.0)

53 (31.9)

175 (33.4)

시간

15 (10.1)

13 (6.2)

14 (8.4)

42 (8.0)

크기

21 (14.2)

1 (0.5)

0 (0.0)

22 (4.2)

합계

59 (39.9)

125 (59.5)

79 (47.6)

263 (50.2)

5 (3.4)

0 (0.0)

0 (0.0)

5 (1.0)

수/
연산

패 턴 / 함수
기하 /
공 간감각

측정

자료 해 석
기

타

0 (0.0)

6 (2.9)

30 (18.1)

36 (6.9)

합

계

148 (100.0)

210 (100.0)

166 (100.0)

524 (100.0)

수/연산에 관련된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량, 즉 물건의 개수에 대한 내
용(19.1%)이 가장 빈번히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연산(8.2%), 수의 비교(4.2%), 수세기(2.3%)
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하/공간감각에 대한 내용은 6.3%로 관찰되었으며, 이중 공간
에 대한 내용은 3.6%, 모양에 대한 내용은 2.7%로 나타났다. 그밖에 수 이전 활동(1.7%),
자료해석(1.0%), 패턴 및 함수(0.2%)에 대한 내용은 미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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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화놀이에 나타난 수학에 관련된 내용을 놀이 주제별로 구분하여 볼 때, 그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가장 높은 빈도로 관찰된 측정 및 수/연산을 포함하는
상호작용에 있어서의 차이가 현저한데,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는 측정(39.9%)보다 오히
려 수/연산(4 1.9%)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
에서는 측정(59.5%, 47.6%)이 수/연산(32.9%, 27.7%) 보다 훨씬 더 빈번히 관찰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놀이 주제가 유아들에게 얼마나 친숙한 측정의 상황을 포함하는가와 관련
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는 유아들에게 친숙한 주제로
서 측정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놀이 중에 두드러지게 표출된 반면, 아이스크림 가게놀
이는 유아들이 놀이해 본 경험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생소한 측정방식이 적용되었으므
로 측정보다는 수/연산에 대한 활동이 더 많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측정의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3가지 놀이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화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
타났는데(12.8%, 49.0%, 31.9%),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가지 놀이 주제가 공통적
으로 돈의 거래를 유발하는 주제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다른 내용
의 측정과 관련된 내용은 놀이 주제에 따라 치우치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각
놀이 주제에 따라 요구되는 측정의 내용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어,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에서는 화폐에 관한 상호작용이 측정 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49%와 31.9%로 가장 높았던 반면,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는 크기에 대한
상호작용(14.2%)이 화폐에 관한 상호작용(12.8%)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는데,
이는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 약속한 아이스크림 판매 단위로서의 컵의 크기에 대한
유아들의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유아들의 상호작용에서 관찰된 수/연산에 대한 내용 역시 놀이 주제에 따라 상이한 양
상이 나타났는데, 아이스크림과 과일·야채 가게놀이에서는 수량에 대한 상호작용이 가
장 많이 관찰되었으나(33.8%, 18.6%), 병원놀이의 경우 연산(15.7%)이 수량(6.6%)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수 비교(4.8%), 수세기(0.6%)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놀이에 비해 병원놀
이에서 연산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난 이유는 치료비를 정하는 기준이 주사를 놓은 회
수와 약 봉투의 개수였고 유아들이 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
림 가게놀이에서는 수량(33.8%), 수세기(5.4%), 연산(2.7%)의 순서로, 과일·야채 가게놀이
에서는 수량(18.6%), 연산(6.2%), 수의 비교(6.7%), 수세기(1.4%)의 순서로 관찰되었다. 이
역시 각 놀이 주제가 유발하는 수학관련 내용과 유아들이 관심을 나타내는 부분이 주제
에 따라 상이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유아들은 극화놀이 중에 상
당히 어려운 수준의 다양한 연산문제(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를 자주 접하였으며 이러
한 연산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다루었다(예: 주사 4대, 약 2봉지 라고 쓰여진 처방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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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대, 약 1봉지는 각각 1000원씩임)을 보고 10000원 낼게 4000원 거슬러 줘 라고 말한
다).
기하/공간감각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는 12.2%로 나타난 반면, 과일·야채
가게놀이에서는 2.9%, 병원놀이에서는 5.4%로 나타났다. 특히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
는 모양(9.5%)에 대한 상호작용이 공간(2.7%)에 대한 상호작용보다 더 많이 나타난 반면,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에서는 공간(2.9% vs. 5.4%)에 대한 상호작용이 관찰되었
을 뿐, 모양에 대한 정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주제의 놀이에 비해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에서 모양에 대한 상호작용이 많이 나타난 것은 아이스크림의 모양(예: 콘, 지도모
양, 하트모양 등)에 대한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패턴/함수의 경우, 3가지 놀이 주제 모두에서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0.7%, 0.0%,
0.0%). 자료해석에 대한 상호작용은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 3.4% 관찰된 반면, 과일·
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는 벽
이나 진열대에 붙여 놓은 가격표를 보고 가격을 읽는 상호작용이 종종 나타난 것에 비
하여,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 놀이에서는 유사한 환경 조건(가격표, 도표)이 제공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해석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역시 유아들에게 새
로운 단위(컵)의 가격표 제공이 유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라고 해석된다. 수 이전
활동의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 사물간의 관계짓기(1.4%)와 사물의 순서화(0.7%)
가 관찰된 반면, 과일·야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에서는 사물 분류에 관련된 상호작용
(1.9% vs 1.2%)을 제외하고는 수 이전 활동이 관찰되지 않았다.
2 .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
유아들의 극화놀이에서 수 이름이 사용된 상호작용 차례는 전체 317차례로서 (아이스
크림 가게놀이 75차례, 과일야채 가게놀이 151차례, 병원놀이 91차례), 이는 수학활동 내
용이 포함되어 있던 전체 395차례의 약 80.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19.7%는 수 이
름이 포함되지 않은 수학활동이었다. 이를 놀이 주제별로 살펴보면, 아이스크림 가게놀
이의 경우 수학활동 내용이 포함된 전체 114 차례의 65.8%인 75 차례에 수 이름이 포함
되어 있었으며, 과일야채 가게놀이의 경우는 전체 162 차례의 90.1%인 151 차례, 병원놀
이의 경우는 전체 119 차례의 76.5%인 91 차례에 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놀이
주제에 따라 수 이름이 사용되는 비율이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수 이름이 포함된 전체 317차례에 수 이름은 354회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1차
례 당 평균 1.12회의 수 이름이 사용되었다. 이를 다시 놀이 주제별로 살펴보면, 아이스
크림 가게놀이에서는 75차례에 수 이름이 88회 사용되었고(1차례 당 평균 1.17회),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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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
놀이주제

단위: 사례(%)

아이스크림
가게

과일·야채
가게

병원

합계

수세기 맥락

8 (9.0)

3 (1.8)

1 (1.0)

12 (3.4)

기수 맥락

43 (48.9)

4 1 (24.7)

7 (7.0)

91 (25.7)

측정 맥락

37 (42)

117 (70.5)

61 (61.0)

215 (60.7)

서수 맥락

0 (0.0)

0 (0.0)

2 (2.0)

2 (0.6)

배열적 순서 맥락

0 (0.0)

0 (0.0)

0 (0.0)

0 (0.0)

임의수 맥락

0 (0.0)

5 (3.0)

29 (29.0)

34 (9.6)

합 계

88 (100.0)

166 (100.0)

100 (100.0)

354 (100.0)

수이름 맥락

야채 가게놀이에서는 151차례에 수 이름이 166회(1차례 당 평균 1.10회), 병원놀이에서는
91차례에 100회의 수 이름이(1차례 당 평균 1.10회) 사용되었으므로 놀이 주제와 큰 상관
이 없이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을 조사한 결과는 < 표 5> 와 같다.
분석 결과, 유아들은 대부분 측정의 맥락(60.7%)과 기수의 맥락(25.7%)에서 수 이름을
사용하였고 그밖에 임의 수 맥락(9.6%), 수세기 맥락(3.4%), 서수의 맥락(0.6%)에서 수 이
름을 사용하였으며, 배열적 순서의 맥락에서는 수 이름의 사용이 관찰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측정의 맥락이 많이 사용된 이유는 놀이 주제별로 측정의 요소들(예: 돈,
무게, 시간, 크기 등)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측정은 기수의 맥락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기수개념
이 확실할 때 측정도 자유자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Copley, 2000; Fuson & Hall,
1983)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대상들에게 기수의 개념은 어느 정도 확립된 상황이라는 해
석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놀이의 주제가 유아들에게 다소 생소했던(친숙하지 않다
는 의미가 아니라 유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라는 의미임)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의
경우, 측정보다는 기수의 맥락에서 수 이름이 많이 사용된 것을 통해서도 유추가 가능하
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유아들이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 이름의 맥락이 유아의 놀
이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수세기와 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영자, 이정욱, 1997)이 극화놀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그 맥락이 사
용된 결과를 볼 때, 실생활의 경험을 반영하는 극화놀이 상황은 교사가 계획한 수 활동
과는 다른 양상의 수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수의 맥락은 관찰빈도가 매우
드물었는데 다른 맥락과 비교해 볼 때 유아들이 사용하기에 다소 어려운 맥락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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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해석된다. 배열적 순서의 맥락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유아가 수 이
름을 배울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맥락으로서(Fuson & Hall, 1983) 수 이름을 기계적으
로 적용하는 상황(Ginsburg, 1989)이며 본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유아들에게는 너무 쉽고
낮은 수준의 맥락이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수 이름이 사용된 맥락 역시 놀이의 주제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과일야
채 가게놀이와 병원놀이에서는 수 이름이 주로 측정의 맥락(70.5%, 61.0%)에서 사용된 반
면, 아이스크림 가게놀이에서는 측정의 맥락(42.0%)보다 기수의 맥락(48.9%)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들은 놀이로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개념을 요구하는 측정보다는 기수의 맥락에서 수 이름을 많
이 사용함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또한 병원놀이에서는 다른 주제의 놀이상황과 비교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수 이름 사용이 관찰되었다. 임의 수 맥락이 빈번히(29.0%) 관찰되었고
서수의 맥락도 다소(2.0%) 관찰되었는데 이는 다른 주제의 놀이에서 임의 수 맥락과 서
수의 맥락이 별로 관찰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결과이다. 이는 병원놀이가 다른
주제에 비해 좀더 다양한 맥락에서의 수 이름 사용을 필요로 하며, 유아들은 좀더 높은
수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 수 이름 사용에 나타나는 오류
극화놀이를 하는 가운데 유아들이 수 이름을 사용하는 맥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류
가 관찰되었다. 수 이름 사용의 오류를 분류해 보면, 먼저 수 이름이 측정 단위와 결합
될 때 수 이름을 비관례적으로 사용하는 오류(예: 이 컵, 육 컵, 사 컵, 다섯 그램, 두개
그램, 세개 그램, 딸기 한 개에 얼마?, 키를 재면서 몇 키로야 또는 단위를 붙이지 않
고 숫자만 읽는 경우 등), 둘째, 수 이름이 사용되는 맥락을 다른 맥락과 혼동함으로써
나타나는 오류(예: 7번 을 일곱 번째 라고 말함), 셋째, 큰 수를 읽는 데의 어려움에서

<표 6 > 수 이름이 사용되는 맥락에서 나타나는 오류
놀 이주제

단위: 사례(%)

아이 스크림
가게놀 이

과 일야채
가 게놀이

병원놀 이

합계

측정 단위 결합 오류

13 (100.0)

10 (100.0)

5 (71.4)

28 (93.3)

맥락 혼동 오류

0 (0.0)

0 (0.0)

1 (14.3)

1 (3.3)

큰 수 읽기 오류

0 (0.0)

0 (0.0)

1 (14.3)

1 (3.3)

합계

13 (100.0)

10 (100.0)

7 (100.0)

30 (100.0)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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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오류(예: 112를 일일이라고 읽음) 등으로 구분된다. 수 이름 사용에 나타나는 오류
를 놀이의 주제별로 구분한 결과는 < 표 6 > 에 제시되어 있다.
유아들은 수 이름을 측정 단위에 결합할 때 가장 많은 오류를 나타냈으며(93.3%), 수
이름 적용의 맥락을 혼동함으로써 파생되는 오류(3.3%)와 큰 수를 읽는데 나타나는 어려
움으로 인한 오류(3.3%)는 미미한 수준에서 관찰되었다. 유아들이 수 이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내는 오류를 통해 유아기가 수 이름 사용의 맥락을 습득하는 발달적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유아들은 나이를 말할 때는 여섯 살 , 일곱 살 , 화폐를 말할 때는 오백
원 , 만 원 하면서 측정 단위에 적절한 수 이름 체계(하나, 둘, 셋..., 또는 일, 이 삼...)로
말하는 반면, 컵 이라는 단위를 수 이름에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섯 컵 , 일곱 컵
이 아니라 육 컵 , 칠 컵 으로, 그램 이라는 단위를 수 이름에 붙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두개 그램 , 다섯 그램 이라고 말함으로써 관례적이지 못한 수 이름 체계(일, 이, 삼...,
또는 하나, 둘, 셋...)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수 이름이 측정 단위와 결합될 때 측정 단위
자체가 친숙하지 않은 경우(그램, 컵 등) 유아들이 어떤 수 이름 체계를 사용해야 하는지
혼동하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일, 이, 삼,
사..로 부르는 방법과 하나, 둘, 셋, 넷...으로 부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통용된다. 이
러한 두 가지 방식들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에 의해 임의적으로 구분되면서도
일정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체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아들은 수 이름이 관습적으로
불리워지는 상황을 경험을 통해 습득해야만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측정 단위에 따라
적절한 올바른 수 이름 체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아들이 아직 습득하지 못한 상황임
을 반영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극화놀이에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학 활동을 분석해 봄으로써 극화놀이를
통해 표상되는 생활세계의 수학적 경험이 유아의 수학 학습에 의미 있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유아들은 극화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내용의 수학활동을 나타내었고
비교적 다양한 맥락에서 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극화놀이가 유
아들로 하여금 생활세계의 경험을 재구성하고 또래들과 상호작용 하게 함으로써 실생활
의 수학적 상황을 놀이를 통해 의미 있게 재현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드러낸다. 결국, 극
화놀이는 유아들의 수학에 관련된 이해가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장(場)으로서, 유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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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학 관련 내용들을 접하게 만들며 이를 통해 수학적 지식과 기술 획득에 유리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유아들에게 수 이름이 사용되는 다양한 맥락을 경험하게 하므로 유
아들로 하여금 수 이름이 적용되는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
여준다.
유아들이 나타낸 수학활동들 가운데 측정, 수/연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특히 유
아들은 극화놀이 도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산문제와 자주 마주쳤으며, 이를 비교적 수
월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유아들이 일상생활에서 연산이 필요한 상
황을 자주 접하고 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해 보는 경
험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동네마다 구멍가게나 문
방구가 있어서 나이 어린 유아들도 군것질을 하거나 심부름으로 물건을 사는 경험을 많
이 하는 문화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어릴 때부터 연산에 대한 비형식적인 지식
을 구성하게 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비교해 볼 때, 수 이전 활동, 패턴/함수, 자료해석은 극화놀이에서 극히 미미하게
관찰되었다. 이중 패턴/함수, 자료해석은 수 이전 활동보다 더 적은 빈도로 관찰되었지만
이들은 유아들이 아직까지는 별로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이며 장차 더 많은 관심을 기
울이고 발달시켜야 하는 내용으로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수 이전 활동은 만 5
세 유아들에게는 이미 많이 경험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것이 만 5세 유아들의 관심에
서 이미 멀어진 쉬운 수준의 활동이라는 주장(Thompson, 1997)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
요가 있다. 물론 수 이전 활동이 만 5세 유아들에게 쉬운 수준의 활동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 수 이전 활동이 유아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수학교
육 내용이라는 사실에 연구자도 동의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
육과정에서 필요 이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 이전 활동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며,
상대적으로 과소 평가되고 있는 수/연산 및 측정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활동 내용과 그 빈도, 수 이름의 사용 맥락은 놀이의 주제에 따라 그 양상에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것은 놀이 주제에 따른 상황의 차이와, 영역구성의 차이 및 제공된 놀이
자료 및 소품의 차이에서 복합적으로 오는 결과로 보이며, 더불어 유아들의 놀이 주제와
의 친숙한 정도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것을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주제의 극화놀이가 가능하도록 이 영역의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유아들이 많은
내용의 수학적 정보에 대하여 상호작용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학적 개념과 이해를 구
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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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tents of Mathematics-Related Activities and Contexts of
Number Name Displayed during Young Children's Dramatic Play

Le e , J e e h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contents of mathematics-related activities and the
contexts of number name displayed during young children's dramatic play. Thirty-four 5-year-old
children were observed at the enriched dramatic play area where 3 different play themes were
provided. The activities related to measurement and number/operation occurred the most
frequently, and the number names were utilized for the measurement and the cardinal contexts.
These results reflect the children's daily experiences and their interests in these contents and
contexts. The children displayed errors the most frequently when they say number names with
unfamiliar measurement uni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