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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구성․실행해 본 이후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프로그램은 누리과정의 수학적 탐구하기인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기초적인 측정하기’, ‘규칙성 이해하기’, ‘기

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의 5가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 내용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

는 활동을 20회로 구성하여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수학

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에서 실험집단 유아의 점수가 비교집단 유아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 함양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수학과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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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세계는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

는 시대 상황에 기본 바탕이 되는 기술공학의 발전은 수학, 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필요

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수학은 수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과학, 기술 등의 

이론들을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학문이고, 문제 상황에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을 길러주는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문병환․홍혜경, 2013).

‘수학’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어린 시기부터 수학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른 효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발표에 따르면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1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한국경제, 2013). 그러나 머니투데이 교육

(2014)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학실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학

에 대한 흥미는 세계 꼴찌라고 한다. 뛰어난 수학실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학에 대한 흥미가 

없다고 나온 결과는 주입식으로 개념과 공식을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 현

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주입식 교육이 팽배한 교육현장에서 수학 실력은 뛰어나지만 학생들

이 수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자 기존 수학교육의 대안으로 수학 교육의 접근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는 시각들이 등장했다. 수학교육의 다양한 접근법 중 스토리텔링은 학습자의 일상생

활 경험을 이야기 소재로 하여 학습자의 수학적 동기유발과 문제해결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 교육과학기술부(2012a)에서도 수학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수학교육의 선진화 방

안’을 발표하고 스토리텔링 수학을 시행하고 있다. 수학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 하나인 스토리텔

링 수학의 시행은 수학을 배우는 자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에 방향 전환

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최근 들어 ‘스토리텔링’은 마케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설득력 있고 유익한 방법으로 쓰

이고 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스토리텔링의 의미는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

서도 2012년부터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스토리텔링 수학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효과가 

입증되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흥미가 꼴찌라는 OECD(2013)의 발표 결과가 뒷받침 해주

듯이 실제의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은 핵

심 내용의 의미를 통합적이고 쉽게 이해하게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김지일, 2011). 스토리텔링

은 학습자가 수학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수학적 이론에 쉽게 접근하도록 안내한다

(서보억, 2013). 또한 국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실험집단에서 스토리

텔링을 실시하기 전․후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한

다(권혁일, 2008). 국외의 연구에서도 덧셈 이야기를 가지고 초등학교 수학 수업에서 스토리텔링

을 적용한 결과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가 나타났다

고 한다(Schiro, 2004). 이처럼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교육의 여러 가지 이점으로 인해 기존 교육

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으로 여러 교과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그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전현정, 강현석, 2011).

수학교육의 다양한 접근법 중에서도 스토리텔링을 수학교육과 연계시킨 것은 기존의 수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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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방식에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생들에게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교육과정에 기초하여 기존의 수학교과서가 아닌 스토리텔링

이 접목된 수학교과서가 도입되었다(권종겸, 2013). 스토리텔링 수학교과서의 도입은 초등학교와

의 연계를 꾀하는 만 5세 유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2014)는 2015년 

문․이과 통합형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을 시작하면서 총론 연구에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

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만 5세 유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수

학적 내용은 발달적 특성에 따라 초등 교육과정과 연계되며, 유아기의 수학교육은 친숙한 이야

기 소재를 활용하여 유아들로 하여금 수학에 대한 동기유발과 흥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러므

로 수학교육의 다양한 방법 중 일상생활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유아에게 친숙하게 다가

가는 스토리텔링 접근법이 유아 수학교육의 하나의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만 5세 

유아들에게 스토리텔링 수학을 경험해 보도록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 활동을 실시해 본 결과 아동에게 수학에 

대한 친근감․호기심을 길러주고 수학적 상황을 즐거운 경험으로 느끼게 해주었다고 한다(윤미진,

김은정, 2013). Baker와 Greene(1987)에 따르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육은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극적인 즐거움의 최고라고 하였고, 스토리텔링은 아동들의 사회․인지발달에 긍정적으

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토리텔링 수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동에게 수학지식을 효과

적으로 전달한다고 주장하였다(Ellis & Brewster, 1994). 이와 같이 스토리텔링 수학의 이점들은 

유아 수학교육에서도 강조하는 점이기에 본 연구자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스토리텔링 

수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스토리텔링 수학’이란 이야기를 말하는 식으로 수학에 대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수학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이야기하기가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그 속

에 숨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기쁨,

2014). 수학시간에 다양한 교육방법 중 스토리텔링을 적용하는 점은 학습자로 하여금 수학적 이

론 및 개념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게하고, 학습 동기와 흥미를 유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Zazkis

& Liljedahl, 2013).

유아에게 행해지는 스토리텔링 수학은 유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화’를 이용하여 진

행할 수 있다. 문학을 통한 수 교육 활동은 유아들로 하여금 직․간접적으로 수학 개념들을 경

험할 수 있도록 하며, 유아들이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정주선, 최미숙, 2006). 또한, Tischler(1992)에 의하면 수학교육에서 동화의 활용은 문제해결

을 하는 수학, 추론,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수학 등 수학적 연결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스토리텔링 수학에서 동화를 활용하는 것은 유아에게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의미에

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학동화를 매개체로 하여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 자료(그

림자료, 막대인형, 융판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연구자와 유아들이 모두 말하는 것처럼 동화의 

내용을 생생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과정이다. 또한 단순히 이야기하기가 아니라 이

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은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김기쁨, 2014).

동화와 같은 이야기와 그 속에 있는 문제 상황을 수학교육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 

수학은 문학을 통한 수학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화의 틀을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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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고, 이야기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을 통한 수학교육보다 좀 더 과정적인 의미의 수학교육이 스토리

텔링 수학이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 수학이 유아에게 적용되는 것과 연계하여 유아기의 수 활동은 통합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유아들이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머릿속으로 연상시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수 활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나 내용들을 가지고 수학

과 관련된 기본개념 이해, 긍정적인 수학적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교사들은 반

드시 ‘이해’를 전제로 유아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야 하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시

각적, 청각적, 물리적, 감성적, 인식적)을 통합적으로 해야한다(Juanita V. Copley, 2010). 하지만 

성취 위주인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2012b)가 언급한 ‘유아가 일상생활의 여러 상황과 

주변을 탐색하고 놀이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라는 내용의 요지를 크게 벗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언어, 신체 등 다양한 영역과 수학을 엮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수 프로그

램에 기반을 두고 스토리텔링과 연계하여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만 5세 유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가운데 유아들이 느끼

는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아기에 접하게 되는 경험은 

유아가 수학에 대해 가지는 생각, 태도, 자신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유아 개인의 경험에 따라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낮은 유아는 성인이 되어서도 수학적인 부분에서 흥미를 못 느낄 

가능성이 크며, 어떤 일을 할 때 자신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유아기부터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향’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가지는 성질에 대한 경향으로, 기질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관

점에서 보는 ‘수학적 성향’은 학습자가 수학을 어떻게 인식하며, 수학을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

는가에 대한 것이다. 수학적 성향이 높은 유아는 수학을 긍정적인 교과로 인식하며 수학활동을 

즐기면서 자주 참여한다. 또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도 

수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 및 태도를 보인다(NCTM, 1992). NCTM은 흥미, 태도, 가치

관, 학습동기, 학습습관 등 수학의 다양한 정의적 특성 중에 ‘수학적 성향(mathematical

disposition)’을 강조하고 있다. NCTM은 겉으로 확연하게 보여지는 수학적 지식보다 문제해결

에 대한 자신감, 인내심, 수학적인 창의력, 여러 방법을 모색하려는 성향을 21세기 사회에서 추

구하는 수학교육의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있다(윤세은, 2011). 수학적 성향은 시간이 지남에도 한 

개인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학습과 관련된 행동과 태도를 유발시키므로 유아기에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져야 한다.

‘자기효능감’ 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Bandura(1976)는 한 개인이 어떠한 일의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되는 것들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또한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에게 주어진 활동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믿고 일을 수

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하였다(Schunk, 1981). 즉, 학습자가 가지는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상황이

나 과제에 대해 한 개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믿음으로써 그 여부에 따라 과제에 대한 태

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어려운 과업을 만날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낮은 학습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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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능력을 믿으며 어려운 과업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Bandura, 1986). 자기효능감은 

학습적인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유아교육 

프로그램 분야에서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도전과 실패를 겪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통해 유아의 ‘자기효능

감’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영역에 관한 것으

로 한 개인이 학업적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지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을 학업에 

대한 자신감, 자기역량지각, 과제난이도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자신감과 관련

된 부분은 앞서 수학적 성향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수학적 성향의 자신감이 수학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이라면 자기효능감에서의 자신감은 한 개인의 일반적인 학업적 상황에서의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다. 발달 초기에 놓인 유아기에 자기효능감을 어떻게 형성시키느냐에 따라 한 개인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에 유아기에 자기효능감은 올바르게 형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선행연구(김지일, 2011; 권오남, 2013)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다. 본 연구자가 스토리텔링 수학의 

이야기 요소로 사용하는 ‘수학동화’를 활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한 통합 수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장영숙, 이미옥, 2006; 정주선, 최미숙, 2006;)들은 대부분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에 근

거한 것으로 유아의 수학개념, 수학태도 및 문제해결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또한 누리

과정을 기초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스토리텔링 수학과 통합 수 프로그램을 연계한 연구는 유아

의 수학적 문제해결, 사고력, 언어력, 수학적 태도 등 수학동화를 통한 기존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졌던 수학에 대한 결과적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김기쁨, 2014). 유아기의 ‘수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수학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하며 유아가 수학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적 태도, 문제해결력 등 수학의 결과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

며, 수학을 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수학적 성향과 학습의 자신감과 연결된 유아의 자기효능

감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불어 현재 수학에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인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연구는 유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학을 하고자 하는 의지, 수학에서 느끼는 흥미 등 수학을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만 5세 유아에게 적합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구성해 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직접 현장에서 실시하여 유아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변

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장의 유아들에게 수학에 보다 흥미와 재미를 느

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유아교육현

장에서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하는 유아교사에게 누리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보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수학적 성향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

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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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유치원
성별(명) 평균월령

(개월)
교사경력

남 여 계

실험집단 11 13 24 71.86 3년

비교집단 13 11 24 72.13 3년

전체 24 24 48

D유치원
실험집단(N=24) 비교집단(N=24)

t
평균(M) 표준편차(SD) 평균(M) 표준편차(SD)

수학적 성향 44.04 4.96 43.96 5.18 .057

자기효능감 38.04 9.93 38.00 9.09 .015

둘째,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한 유아의 자기효능감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차

이가 있는가?

  

Ⅱ. 프로그램 구성 및 검증 절차와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수학교육이 ‘스토리텔링 수학’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류에 맞추어 유아들

에게 스토리텔링 수학을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해 보고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만 5세 유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G구에 위치한 D유치원의 만 5세반 두 학급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자는 D유치원을 방문하여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기관장, 바

다반, 하늘반 교사의 참여 동의를 얻었다. D유치원 만 5세 총 48명 중 실험집단은 바다반 24명,

비교집단은 하늘반 24명으로 임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두 집단의 동

질성이 확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두 집단의 성별, 평균월령, 교사의 경력을 토대

로 한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에 두 집단 간 차이를 알아봄으로써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였다. 두 집단의 성별 및 평균월령, 교사경력에 대한 비교는 <표 1>과 

같으며, 실험․비교집단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사전검사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두 집단의 성별 및 평균월령, 교사경력     

  

<표 2> 실험․ 비교 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비교

<표 2>를 보면 두 집단의 수학적 성향(t=.057, p>.05), 자기효능감(t=.015,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

비교집단은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집단 간 차이가 없는 동질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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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수학적성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학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윤세은(2011)이 개발한 ‘유아의 수학적 

성향 검사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되는 두 문항을 하나의 문항으

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

다. 본 검사 도구의 하위영역은 ‘융통성’, ‘자신감’, ‘지속성’, ‘자기점검’, ‘적용성’, ‘흥미성’의 6개 

영역으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ɑ)는 .94, .89, .96,

.87, .75, .82로 나타났다. 첫째, ‘융통성’영역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탐

색하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타인의 충고 및 해결방법을 수용하는 

등 위험 부담을 받아들이고 대안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자신감’영역은 자신이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추론하는데 에서 나타

나는 자신감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성’영역은 수학에 관련된 제반활동을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끝까지 수행하는 자세를 의미한다. 넷째, ‘자기점검’영역은 자신의 생각과 수행결과를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적용성’영역은 실생활에서 자신이 습득한 다양한 수학적 

지식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 번째 ’흥미성‘영역은 수학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보이

는 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 및 즐거움을 나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검사는 담임교사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유치원의 일과시간 동안 유아의 수학적 행

동 및 반응을 관찰한 후 문항별로 평정하여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학

적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이나 반응과 더불어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수학적 상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였고, 이러한 점을 교사가 숙지하고 평정․기록하도록 교사훈련을 실시한 후

에 검사를 진행하였다. 평가는 각 문항에 구성된 점수를 합산하여 이루어졌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그렇다-3점‘,’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

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점수의 범위는 30~120점의 분포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

아의 수학적 성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유아의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자기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이미연(2003)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두 문항의 질문을 비슷한 맥락에서 유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수

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도구는 유아교육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도구의 하위영역은 ‘자신감’, ‘자기역량지각’, ‘과제난이도’의 3개 영역으로 각각의 신뢰도 계

수(Cronbach's ɑ)는 .74, .82, .78로 나타났다. 첫째, ‘자신감’영역은 학업적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

적 불안이나 두려움을 잘 조절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뜻한다. 둘째, ‘자기역량지각’영역

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업적 수행능력에 대해 보이는 기대감 또는 믿음이며, 셋째, ‘과제난이도’

영역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나 도전적인 상황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뜻한다.

검사는 본 연구자가 자기효능감의 각 문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유아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1:1로 실시하였다. 검사도구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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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진행과정 일정

프로그램 구성 및 검증(그림책 선정) 4. 20 ~ 6. 06

예비연구 6. 09 ~ 6. 19

교사훈련 6. 20 ~ 6. 21

사전검사 6. 20 ~ 6. 27

프로그램실시 6. 30 ~ 10. 06

교사훈련 10. 06 ~ 10. 07

사후검사 10. 08 ~ 10. 17

한 결과, 유아들이 1번과 5번까지 답의 차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검사 진행시 유아들의 이해를 돕고, 선택한 답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정할 수 있도록 유

아에게 각 문항에 제시된 대답을 하기 전 1번~5번 숫자가 쓰여진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색 동

그라미 점수판을 보여주었다. 점수판을 본 유아가 대답과 함께 검은색 동그라미를 손가락으로 

선택하도록 하였고, 유아가 대답한 후에는 맞는지 다시 확인하고 본 연구자가 평정 기록하였다.

사전검사에서 이름․연령․성별 외의 유아 개개인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유아들이 선택한 답

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였다. 사후검사에서도 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의 유아들의 모습은 

배제하고 유아들이 선택한 답을 객관적으로 평정하여 점수화 하였다. 검사 소요시간은 한 유아 

당 10~15분이 소요되었다. 채점은 ‘자신감’영역을 제외한 ‘자기역량 지각’, ‘과제난이도’ 두 영역

의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모르겠다-3점’, ‘그렇다-4점’, ‘정말 그

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피 검사자의 언어적, 신체적 반응 모두를 허용하였다. ‘자

신감’영역은 기록한 것을 반대로 측정하여 점수화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점수의 범

위는 15~75점의 분포를 나타내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

다.

3. 연구절차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한 전체적인 연구 진행과정은 <표 3>과 같다.

<표 3> 전체적인 연구 진행과정

      

  1)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 구성 및 검증

본 연구자가 구성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은 누리과정 내용을 기초로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관련된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며 활동 과정에서 자신감을 

갖도록 하여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자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관련 문헌을 탐색․고찰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 

영역과 하위 영역, 교수-학습 방법 등을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각각의 내용에 가장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활동들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의 교

수학습 과정은 김영민(1996)의 이야기 수업 절차를 바탕으로 한 홍승랑(2011)의 수업 절차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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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유아들의 흥미유발 &

이야기(동화)

소개하기

․유아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손 유희, 수수께끼 등)     

소재로 흥미를 유발하거나, 동화책의 표지, 장면의 한 부분 

등을 보여주면서 유아들이 동화에 대해 흥미를 느끼도록 한 

후, 동화에 대해 소개한다.

이야기(동화) 내용 예측하기
․동화책의 표지, 제목, 책 장면 등을 보여주고 어떠한 내    

용인지 예측해본다.

전개

스토리텔링 하기
․동화책의 이야기를 가지고 수학적 개념이 포함된 이야    기

를 들려준다.

스토리 리텔링 하기

․이야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 뼈    대

를 그려보며 이야기 나눈다.

․이야기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내용에 대해 다시 말    한

다.

정리
이야기(동화)에 대한 

생각말하기

․유아들에게 이야기의 재미있는 부분, 이야기에 대해  느    

낀 점이나 생각한 것을 말해보게 한다.

단계 학습과정 교수-학습 활동

도입
활동의 흥미유발 &

통합 수 활동 소개하기

․동화와 연관된 수 활동에 대해 유아들에게 소개      

한다.

수 활동
이야기(동화) 속 내용과 

관련 있는 활동하기

․여러 가지 활동 유형으로 이야기 속에 나온 수       

학적 개념(누리과정 요소)에 대한 활동을 한다.

마무리

이야기(동화) 속 내용과

관련 있는 활동에 대한 발표,

평가하기

․이야기 속에 나온 수학적 개념에 대한 활동을        

하고 난 후 그 활동에 대한 발표, 평가를 한다.

고하여 계획하였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활동’은 스토리텔링 활동 과정과 통합 수 활동의 두 부

분으로 나누어진다. 스토리텔링의 활동 과정은 도입-전개-정리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통합 수 

활동의 과정 또한 도입-수 활동-마무리의 3단계로 이루어진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활동은 스토

리텔링 활동 과정을 통해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도한 후, 통합 수 활동과정을 지속적으

로 실행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반응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따라서 두 가지 활동과

정을 1회, 2회로 나누어 수업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1회에 모두 다 포함하여 계획한 후 진행하

였다. 스토리텔링의 교수학습 과정과 통합 수 프로그램의 과정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스토리텔링의 교수학습 과정

<표 5> 통합 수 활동의 교수학습 과정

본 연구자가 계획한 프로그램은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가 3인과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만 5세 담임교사 3인으로부터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내용

영역에 따른 활동을 수정․보완하여 1차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유아교육 전문가 3인, 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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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범주 내용 세부내용 활동명 활동유형

1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수의 여러 가지 

의미를 안다.
소중한 숫자 언어

2
구체물 수량의 부분과 전체 관계를 알

아본다.

쌀아

모여라!
게임

3
스무 개 가량의 구체물을 세어보고 수

량을 알아본다.

팔찌를 

만들어보아요
미술

4
구체물을 가지고 더하고 빼는 경험을 

해 본다.
똑같이 똑같이! 과학

5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위치와 방향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

타내 본다.

오리의

집은 어디에?
미술

6
여러 방향에서 물체를 보고 그 차이점

을 비교해 본다.

입체도형

모빌 만들기
미술

7
기본 도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

본다.

도형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나누기

8
기본 도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

을 구성해 본다.

도형 

세상 만들기
미술

9

기초적인

측정하기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본

다.

누가 

더 길까요
미술

10

일상생활에서 길이, 크기, 무게, 들이 

등의 속성을 비교하고 순서를 지어본

다.

아이쿠 

무거워
과학

11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

적, 들이, 무게 등을 재본다.
재어보아요! 과학

12
임의 측정 단위를 사용하여 길이, 면

적, 들이, 무게 등을 재본다.

난 가볍고,

넌 무거워!
과학

13

규칙성

이해하기

생활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성을 알

고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해본다.

왕자․공주를  

구하자!
게임 

14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과일 꼬치

만들기 
요리

15 스스로 규칙성을 만들어 본다.
머리 머리

어깨 머리
신체

16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

어떤 

물건들이

이야기 

나누기

세 담임교사 3인에게 타당성을 재검증 받았다. 프로그램의 적절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예비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누리과정 요소의 자연탐구 영역 중 수학적 탐구하기

의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스토리텔링의 통합 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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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나타내기

필요할까요?

17
한 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자료를 다른 

기준으로 재분류 해 본다.

분류가 

무엇일까

이야기 

나누기

18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

래프로 나타내 본다.

도깨비 왕은  

누구일까?
게임

19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

래프로 나타내 본다.

난 

이게 좋아!
언어

20
그림, 사진, 기호나 숫자를 사용해 그

래프로 나타내 본다.
내 기분은? 언어

선정요소 질문목록

문학적 요소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가?

․내용이 유익하고 참신하며, 재미있는가?

․일반적으로 좋은 동화책의 선정기준에 맞는가?

예술적 요소
․글과 그림이 유기적인가?

․유아가 관심을 갖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가?

교육적 요소

․흥미 있는 문제가 이야기 안에 있는가?

․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수학 경험을 고무시킬 수 있는가?

․유아에게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수학적 상황과 연    

결 지을 수 있는 가?

누리 과정 요소 

(수학적 탐구하기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가?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을 알아볼 수 있는가?

<표 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회부터 4회까지 활동은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의 내

용으로, 5회부터 8회까지는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각 내용 당 한 

개씩 활동을 진행하였다. 9회부터 12회까지는 ‘기초적인 측정하기’에 대한 활동으로 일상생활에

서 길이, 크기, 들이를 재는 활동과 무게를 재는 활동, 임의 측정단위를 이용하여 길이, 면적, 들

이를 재는 활동과 무게를 재는 활동으로 각 내용 당 두 개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13회부터 15회

까지는 ‘규칙성 이해하기’에 대한 것으로 ‘규칙’이라는 개념을 다양한 활동 안에서 접할 수 있도

록 각 내용 당 1~2개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16회부터 20회까지는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

타내기’에 대한 것으로 각 내용 당 1~2개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에 관련 동화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유아로 하여금 흥

미를 이끌어내고, 활동에 조금 더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될 

수학동화를 선정하기 위해 ‘유아 수학교육의 문학적 접근을 위한 선정기준’(Tischler 1992, 이경

우, 1997)과 ‘그림책의 선정기준’ (서정숙․남규, 2005)을 준거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수

학동화는 위의 준거와 누리과정의 자연탐구 영역 중 ‘수학적 탐구하기 내용’(교육과학기술부,

2012b)을 바탕으로 수학동화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수학동화 선정기준은 <표 7>과 

같다. 수학동화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하여 사용된 동화목록은 <표 8>과 같다.

 

<표 7> 본 연구의 수학동화 선정기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 2호

- 162 -

내용)

․기초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가?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

동화명 그림책 내용
누리과정요소

(수학적
탐구하기)

1 별별 공주님
주변의 숫자를 별로 바꾸어 불편해지자 숫자의 소중

함을 알게 된다.

수와 연산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2
진짜 부자

최 부자

수의 부분과 전체에 대해 알게 되어 많은 양의 곡식

과 가축의 수를 정확히 셀 수 있게 된다.

3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돼지

셈셈이가 공주와 결혼을 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다 

스무개의 구체물의 수를 반복적으로 센다.

4

크림빵이 

늘었다 

줄었다

아빠가 딸을 위해 크림빵을 사가는 과정에서 크림빵

의 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게 된다.

5
혼자

갈 수 있어요

아기오리와 엄마 오리가 길을 가면서 앞, 뒤, 옆의 

개념을 이야기한다.

공간과 도형의

기초개념

알아보기

6
작은 구름의

나들이

구름이 나들이를 가면서 방향에 따라 물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된다.

7

동글동글

뾰족뾰족  

달려라 달려!

동그라미, 세모, 네모의 기초 개념에 대해 알려준다.

8

꽝꽝

할머니의

세상 만들기

할머니가 도형도장을 마구 찍어 나무, 집 등을 만들

어 낸다.

9
할머니

오시는날 

할머니가 세 자매에게 문제를 내고, 가장 지혜로운 

답을 맞춘 막내를 데리고 세계여행을 떠나게 된다.

기초적인

측정하기

<표 8> 선정된 동화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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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아이쿠 

무거워 

코끼리

몸무게

코끼리의 몸무게를 재기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

하여 코끼리의 몸무게를 재게된다.

11 다시 재볼까?
엘리가 셀리와 무도회장에 가기 위한 드레스를 얻기 

위해 시합을 하며 길이에 대해 알게된다.

12

꾀 많은 

당나귀의  

무거운짐

꾀 많은 당나귀가 가벼운 짐을 들기 위해 꾀를 부리

면서 크기에 따른 무게, 안에 들어있는 물건에 따른 

무게 등을 알게 된다.

13
뒤죽박죽

마녀의성  

뒤죽박죽 마녀의 성에 잡힌 왕자를 공주가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나면서 패턴들을 보면서 규칙을 알게된

다.

규칙성 

이해하기14

봉봉

마녀의 

꼬치꼬치  

떡꼬치

주인공이 길을 나서면서 다양한 규칙성에 대해 알아

보게 된다.

15

차례차례 

숲에 사는   

도깨비

도깨비가 쇠도끼를 금도끼로 바꾸려고 규칙적인 주

문을 외운다.

16

돼지

가족의 

즐거운

이사

돼지 가족이 이사를 가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게 되

고, 수집된 자료에 따라 이사를 가게 된다.

기초적인

자료수집과 

결과 

나타내기

17

곰돌이

케니의

먹이창고

‘기준’을 정해서 먹이를 분류하여 창고를 정리한다.

18

곰가족과 

시끌벅적  

괴물들

괴물들이 낸 문제에 곰 가족 중 막내 곰이 질문을 

통해 괴물의 왕을 맞추면서 괴물들의 화가 풀리게 

된다.

19

시골쥐는 

그래프가  

필요해!

시골 쥐가 레스토랑에서 뒤죽박죽인 재료들을 정리

하고, 손님들이 먹은 디저트를 쉽게 알아보기 위해 

막대그래프를 알고, 사용하게 된다.

20
쉿!

우리끼리

그래프놀이

장난감들이 막대그래프, 원 그래프를 사용하면서 그

래프에 대해 알아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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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훈련 내용

용어의 이해
․수학적 성향의 의미

․수학적 성향의 개념

검사도구
․‘수학적 성향’ 검사도구 소개

․‘수학적 성향’ 검사 및 평가방법

검사 시 주의할 점
․실생활에서 유아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모든 수학적 상황을 포함한    

것을 관찰하여 이를 토대로 평정하고 기록

  2) 예비연구

  본 연구의 예비연구는 C시에 소재한 D유치원의 참새반 만 5세 유아 5명(남아 3명, 여아2명)

을 대상으로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오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진행되었다. 교사훈

련과 선정된 동화와 계획된 활동이 유아의 연령과 발달에 적합하면서 흥미로운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본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수정·보완하였다.

  3) 사전검사

  2014년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험․비교집단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학적 

성향’ 검사 도구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담임교사가,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시작하기 전 검사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틀간 교

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수학적 성향’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정확히 이

해하고 난 후 유아들을 관찰하면서 평가지에 기록․평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수학적 성향’이 단

순히 수학과 관련된 교재․교구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 외에 실생활에서 유아가 접하게 되는 모

든 수학적인 상황을 포함하여 보고자 하였음을 더욱 강조하였다. 수학적 성향 검사를 위한 구체

적인 교사 훈련 내용은 <표 9>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9> 교사훈련 내용

  4)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구성하였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은 20회기에 걸쳐 실행되었으며, 본 연구자가 매번 유치원을 방문

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활동을 매주 1~2회, 월․금요일 오전 자유선

택 활동 시간에 진행하였다. 스토리텔링 시간은 15분~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연계된 

통합 수 활동의 ‘이야기 나누기’는 30분, 게임․미술․요리 등의 활동은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

요되었다. 스토리텔링을 하고 난 후 바로 통합 수 활동으로 연계되었기에 유아들이 자리에 앉아 

활동을 준비하는 시간과 활동을 마무리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한회 당 7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비교집단은 같은 기간 동안 매주 1~2회, 화요일은 오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금요

일은 오후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비교집단은 실험집단과 같은 동화의 이야

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링 과정만을 진행하였으며 통합 수 활동 과정은 실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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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유아에게 동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야기 속에 

내포된 수학적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해 수학적 개념 이해를 도왔

다. 수학적 개념에 대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난 후 스토리텔링 과정과 연계된 통합 수 프로그램

을 진행하여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적 개념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이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매 회기마다 제시되는 새로운 수학적 개념에 대해 유아들의 생각을 충

분히 이끌어 내기 위한 발문을 하였고, 활동한 후에도 유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해 볼 수 있도록 

교실에 활동한 것들을 배치해 놓았다. 더불어 유아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이야기 등을 자

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5) 사후검사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사전검사

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수학적 성향’ 검사 도구는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실

험․비교집단의 담임교사가 실시하였고, ‘자기효능감’ 검사 도구는 본 연구자가가 실시하였다.

‘수학적 성향’ 검사는 실시 전 담임교사에게 검사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숙지하도

록 강조하였고, 유아를 관찰한 후 평가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수학적 성향’에 대한 교사훈련

은 사전검사 전에 실시한 교사훈련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은<표 9>와 같다. ‘자기효

능감’ 검사는 사전검사와 같은 시․공간에서 연구자와 유아가 1:1로 만나 이루어졌으며, 한 유아 

당 10~1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6)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두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Ⅲ. 프로그램 검증

  1.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수학적 성향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비교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수학적 성향은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M=44.04, SD=4.96)과 

비교집단(M=43.96, SD=5.1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57, p>.05).

그러나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실시한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M=60.92, SD=3.26)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M=46.88, SD=2.9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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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성향 집단
실험(N=24) 비교(N=24)

t
M(SD) M(SD)

융통성
사전검사 8.58(1.14) 9.13(1.19) -1.61

사후검사 10.83(1.05) 9.04(0.95) 6.187***

자신감
사전검사 8.79(1.77) 8.63(1.61) 3.41

사후검사 10.33(1.13) 8.83(1.05) 4.766
***

지속성
사전검사 6.08(1.14) 5.58(1.25) 1.450

사후검사 8.71(.81) 6.29(.91) 9.749***

자기점검
사전검사 6.04(1.20) 5.75(1.11) .874

사후검사 8.58(.65) 5.50(.78) 14.839***

적용성
사전검사 8.46(1.28) 8.83(1.01) -1.125

사후검사 11.63(1.24) 9.13(.80) 8.296***

흥미성
사전검사 6.08(1.21) 6.04(1.00) 1.30

사후검사 10.83(1.13) 8.08(1.64) 6.767***

전체
사전검사 44.04(4.96) 43.96(5.18) .057

사후검사 60.92(3.26) 46.88(2.91) 15.76
***

수학적 성향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15.76, p<.001).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수학적 

성향 평균이 44.04(SD=4.96)에서 60.92(SD=3.26)으로 16.88점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수학적 성향 평균이 43.96(SD=5.18)에서 사후검사의 평균점수가 46.88(SD=2.91)으로 2.92점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의 실시가 유아의 수학적 성향 습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수학적 성향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 사후검사 결과

 ***p<.001

<표 10>을 보면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수학적 성향의 하위영역인 ‘융통성’, ‘자신

감’, ‘지속성’, ‘자기점검’, ‘적용성’, ‘흥미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수학적 성향

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

적 성향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

과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에 대한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비교한 결과는 <표 11>

과 같다.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은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M=38.04, SD=9.93)과 비

교집단(M=38.00, SD=9.0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015, p>.05). 그러

나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실시하게 된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유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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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효능감 집단
실험(N=24) 비교(N=24)

t
M(SD) M(SD)

자신감
사전검사 11.25(4.79) 10.46(5.06) .557

사후검사 17.54(4.02) 11.83(4.84) 4.443
***

자기역량지각
사전검사 13.92(3.48) 14.46(2.72) -.601

사후검사 17.46(2.73) 15.25(2.36) 2.993
**

과제난이도
사전검사 12.88(3.33) 13.08(2.95) -.230

사후검사 17.79(2.38) 13.92(3.22) 4.747***

전체
사전검사 38.04(9.93) 38(9.09) .015

사후검사 52.79(7.70) 41(9.05) 4.863***

사후검사 점수(M=52.79, SD=7.70)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M=41, SD=9.05)보다 자

기효능감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863, p<.001). 실험집단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 

평균이 38.04점(SD=9.93)에서 52.79점(SD=7.70)으로 14.75점 증가하였고, 비교집단의 경우에는 자

기효능감 평균이 38점(SD=9.09)에서 41점(SD=9.05)으로 3점 증가하였다. 이 결과 스토리텔링 통

합 수 프로그램의 실시가 유아의 자기효능감 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자기효능감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 ․ 사후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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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을 보면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 ‘자기역

량지각’, ‘과제난이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토리텔링 통

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집단 유아들이 비교집단의 유아들보다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의 모

든 영역을 향상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을 길러주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유아들과 비교집단 유아들의 수학적 성향 사후검사 점수를 비

교한 결과 실험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누리과정 자연탐구 영역의 수학적 탐구하기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문제 해결방법을 모색하려는 융통성이 증진되

었으며, 수학에 대한 자신감, 지속성, 자기점검, 적용성, 흥미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프

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수학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 속에 드러난 수학적 개념은 무엇인지, 자신

의 일상 속 경험과 연관 지어 비교하는 등 스토리텔링을 실시해 나간 과정이 수학적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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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해를 돕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수학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데 효과적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문학을 통한 수 교육이 유아들에게 수학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연구(정주선, 최미숙, 2006),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수

학의 긍정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권혁일, 2008)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학교육에

서의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에 대해 흥미를 

도모한다는 견해(김기쁨, 2014)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그림책을 활용한 수학활

동이 유아의 수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이서빈, 2010)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유아의 수학적 성향을 길러주기 위해 행해지는 스토리텔링은 수학적 개념이 포함된 동화 속 이

야기나, 수학적 개념이 포함 된 이야기를 가지고 실시할 수 있으며, 수학동화나 수학 이야기 소

재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상 속 수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개념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

련하는 실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수학동화만을 읽어주는 연구

와 차별화하여 수학동화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자료를 활용하였고 유아들에게 그 이

야기를 실감나고 흥미롭게 전달하여 흥미와 관심을 더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

어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본 연구는 수학동화를 듣고 난 이후에 통합 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은 수학동화 속 등

장하는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수학’이라는 한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미술, 게임 등과 같은 통

합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는 통합적 요리활동이 수학에 대한 끈기를 기르는데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곽효경, 2005)와 수학과 과학 통합 활동이 유아의 수학능력 및 수학 흥미도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연구(이은정, 2010)와도 일치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수학과 다른 한 영역과의 통

합이었다면 본 연구는 수학과 미술, 수학과 요리, 수학과 게임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여 활동

을 제공한 점이 유아들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수학교육은 발달의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이며,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길러주고 흥미를 도모하기 위해 교수 학습 방법 중의 하나

인 스토리텔링과의 연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학적 성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융통성’, ‘자신감’, ‘지속성’, ‘자기점검’, ‘적용성’, ‘흥미

성’의 6개 모든 영역에서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수

학적 성향의 첫 번째 ‘융통성’ 영역은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보다 향상되었다. 유아들

은 수학동화를 듣고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연계된 통합 수 프로그램에서 동화 속 이야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수학적 개념을 직접 경험해 보았다. 활동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한 점이 융통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동화를 활용한 수학 활동이 유아의 수학적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신인

숙, 이순주, 2003; 이향민, 이현, 2006; 장영숙, 이미옥, 2006;)와 유사한 맥락이다. 동화 속 이야기

를 활용하면서 의미있고 연관된 수학 활동을 제공하는 일은 유아들의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융

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자신감’ 영역은 사후 검사 점수가 가장 낮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났다. 수학적 성

향에서의 ‘자신감’은 수학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행동․태도 등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

하는 것으로, 수학에 대한 한 개인의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들은 본 스토리텔링 과정에

서 자신이 스토리텔러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통합 수 프로그램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단비·김지은

- 169 -

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유아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타인(또래, 교사)에게 표현하도록 많은 기회

를 주었으며, 다양한 활동을 경험한 점이 유아들의 자신감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 생각 된다. 이러한 결과는 탐구 중심 수 활동에 의한 유아의 수학적 성향 변화에서 자신감

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김만, 박찬옥, 2006)와 일치한다. 하지만 수학적 성향의 하위 영역 중 가

장 낮게 사후 검사 점수가 향상된 것은 ‘초등학교에 가서도 수학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와 같은 문항의 경우, 담임교사가 유아의 언어적 표현과 모습들을 관찰하기는 하였지만 유

아들이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생각하는지 관찰을 하고 문항에 표기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지속성’ 영역은 사전 검사 보다 사후 검사 점수가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흥미성’

영역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유아들이 수학에 흥미를 느낌으로써 수학 활동을 지속하고

자 하는 모습을 보였으리라 사료된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은 진행하면서 이야기 나누

기, 과학 등과의 활동에서 나오는 부수적인 자료들(수학동화, 융판 자료 등)을 유아들에게 제공

해 주었다. 본 연구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에도 스토리텔링과 통합 수 

프로그램에서 느낀 흥미가 지속되었다면 본 연구에서 사용했던 것들을 활용하여 이를 일상생활

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내거나 비슷한 수학활동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텔링이 유아들에게 학습에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게 하며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향을 보이게 한다는 견해(최병훈, 2014)와 일치한다. 또한 음악과 수학 통합 활동이 유아의 수

학적 태도의 끈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상미, 2011)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유

아들이 수학 동화 속 이야기 내용으로 스토리텔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꼈고, 연계된 

통합 활동에서도 그 흥미를 유지하여 수학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속하려는 경

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본 프로그램은 수학과 신체, 수학과 요리 뿐만 아니라 수학과 미

술, 수학과 게임 등 다양한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유아들의 수학적 지속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네 번째 ‘자기점검’ 영역은 사전 검사 점수가 수학적 성향의 하위 영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유아들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타인과 자신의 활동을 비교하는 등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아 자기점검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또래와 함께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변에서 활동을 어떻게 수행했는지 보았고, 타인(교사, 또래)과 이야기 나눌 수 있

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 따라서 유아들은 본 회기가 계속되면서 자신이 수행한 것을 표현하

거나 다시 한 번 돌이켜 보는 ‘자기점검’에 해당하는 모습들이 길러졌다고 예측된다. 이러한 결

과는 탐구 중심 수 활동에 의한 유아의 수학적 성향 변화 탐구 중 유아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수학에 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견해(김만, 박찬옥, 2006)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본 프로그램은 유아들에게 스토리텔링 과정과 연계한 통합 활동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

학적 과제를 제공하고, 또래와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통해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끈 점이 유아들의 자기점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 번째 ‘적용성’ 영역은 사후 검사 점수가 두 번째로 많이 향상되었다. 본 연구 프로그램

을 진행하면서 ‘분류’, ‘측정’, ‘규칙’, ‘무게’, ‘들이’ 등의 수학적 어휘들이 사용되었다. 유아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어휘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적용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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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더불어 프로그램에서 실행했던 활동들로 수학적 개념을 이해한 유아들은 생활 속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적용해 보았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를 

위한 수학과 예술 통합교육활동이 유아의 수학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은정, 2013)

의 견해와 맥을 같이한다. 유아들은 프로그램에서 습득한 수학적 개념과 상황들을 바탕으로 이

를 자신들의 삶과 놀이에 자연스럽게 적용해 보면서 사후 점수가 많이 향상된 것이라 생각된다.

여섯 번째 ‘흥미성’ 영역은 사후 검사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동화책을 매개로 수학동화 속 이야기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은 수학적 상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긍정

적인 영향을 보인 원인은 동화를 통한 스토리텔링 과정에서 느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된 통합 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수학에 대한 흥미

에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 결과는 스토리텔링 기반 수학 활동 수업이 아동의 수학적 태도 중 

흥미도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윤미진, 김은정, 2013)와 초등 수학 교과에 웹기반 협력적 디지

털스토리텔링이 학업흥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김동현, 김현진, 2014)와도 일치한다.

윤미진, 김은정(2013)과 김동현․김현진(2014)의 연구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

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스토리텔링과 연계한 통합 수 프로그램이 수학에 대한 흥미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수학적 성향에 대해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은 유아들로 하

여금 수학적 상황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수학에 흥미를 느끼고, 동화 속 등장하는 수학적 

용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이 습득한 수학적 개

념을 실생활에서 적용해 보도록 이끌어 내었기에 유아의 수학적 성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들의 자기효능감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실험집

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가 비교집단 유아들의 사후검사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본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한 실험집단 유아들은 학업적 상황에서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역량지각, 과제난이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매회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활동에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이끈 점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유아들은 학업적 상황에서 자신들이 수행한 일에 대한 자

기효능감이 향상 되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자기효능감 또한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측된

다. 이러한 결과는 수학에 대한 모둠별 문제중심 학습전략이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는 연구(김희수․김지연, 2012)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는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

램이 다양한 주제 및 활동영역, 방법으로 진행되었기에 여러 가지 활동에서 다루는 과제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믿는 긍정적인 인식과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신감’, ‘자기역량지각’, ‘과제난이도’ 3개의 모든 영역

에서 집단 간 사후 검사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첫 번

째 ‘자신감’ 영역은 세 가지 하위 영역 중에서 사전 검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사

후 검사 점수는 가장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에서의 ‘자신감’은 수학적 성향의 

자신감과 달리 수학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자신감으로 국한하지 않고, 유아의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단비·김지은

- 171 -

나타나는 학업적 자신감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수행한 것을 또래나 교

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주어진 활동을 계속 수행하고 지식을 정립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기효능

감이 긍정적으로 형성된 사람은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그 일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며 더 나아가 주어진 활동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Pajares, 1996)는 견해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자기역량 지각’ 영역은 세 가지 하위 영역 중 사전 검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

냈지만 사후 검사 점수가 가장 낮게 향상 되었다. 사전검사에서 유아들은 직접적인 활동이 자신

의 눈앞에 놓여있지 않아도 추상적인 질문 즉,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퍼즐을 잘 맞춘다’, ‘나는 

만들기를 잘한다’와 같은 문항에 잘 할 수 있다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높게 측정하여 대

답하였기에 사전 검사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

면서 자기역량이 높은 유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활동을 

수행해 나갔고, 자기역량이 낮은 유아들은 초반에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지만 활동을 

수행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 나

누기 소재와 그에 따른 관련 활동들을 제공한 부분들이 유아의 자기역량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

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과제난이도’ 영역은 세 가지 하위 영역 중 사전 검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나

타냈고, 사후 검사 점수 또한 두 번째로 많이 향상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활동의 효과 중 과제에 대한 지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김기쁨, 2014) 결과

와 비슷한 맥락이다.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였고, 여

러 가지 문제점 또한 경험해 보았다. 따라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해결하여 일을 

진행해 보고자 하는 도전의식이 생긴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는 ‘과제난이도’ 영역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측된다.

자기효능감에 대해 살펴본 것을 종합해 볼 때,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효능감’도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신감’ 영역에 있어서는 수학적 상황

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전반적인 자신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만 5세 유아에게 스토리텔링이 적용되어야 하고 유아기의 수학교육은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본 프로그램이 유아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검증 되었기에 수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사료된다. 더불어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것처럼 수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스토리텔링

이 유아 수학교육의 유용한 접근방법 중 하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프로그램과 

같은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학 이야기들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며, 교사

교육, 그리고 이를 활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후속 연

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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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스토리텔링 수학이 초등학생에게 적용된 이후 현재 2014년도에는 초등학생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에게 까지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스토리텔링 수학에 대한 효과를 입증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토리텔링 수학이 본 연구에서 강조한 만 5세 유아에게 뿐 아니라 

만 3-4세 유아에게도 적용되어 그 효과를 입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누리과정에 기초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램을 통해 수학 지도를 힘들어

하는 현장의 교사들에게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유아기의 수학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텔링 통합 수 프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유아기의 수학교육은 흥미롭고 통합적으로 실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어 왔

지만 통합적 수학교육에 대한 자료나 교수․학습방법, 수학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침 등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에 나와 있는 동화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이야기의 소재로 활용하여 누

리과정에 기초한 통합 수학교육에 대한 자료, 교수․학습 방법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나

타내고 있다. 하지만 유아들의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

는지에 대한 과정을 엿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을 하나의 ‘결과물’

로 바라보기 보다는 수학적 성향과 자기효능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으로도 바라보아야 할 필

요가 있으므로 유아교육현장에서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변화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가 추가적으

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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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nfigured an integrated math program in which young children can directly participate

through storytelling, a teaching technique that has recently earned great popularit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mathematical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through the

adoption of this program. The program consists of the following five themes: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 of numbers and calculation’, ‘understanding of the basic concept of space and figure’,

‘basic measurement’, ‘understanding of rules’ and ‘basic data collection and result representation’. The

specific activities for each theme planned and executed according to a detailed plan were designed

for 20 classes including integrated activities such as story sharing, fine arts and games. The study’s

participants were 48 five-year old children. The result of the research was that the experimental

group’s mathematical disposition and self-efficacy scor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Storytelling-Integrated Math Program was effective in young children’s cultivating

mathematical disposition and improving self-efficacy.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there has been

some confusion and difficulty in carrying out storytelling math and an integrated math program

based on the NURI curriculum, it appears that this study could provide a specific and effective

teaching-learning program to teachers who want to introduce a program like this.g

▶Key Words : storytelling-integrated math program, mathematical disposition, self-effica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