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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s aim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a project activity based on role play on 5-year-olds' mathematical ability.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56 5-year-olds from two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young children located in two metropolitan 

cities in Korea. The experimental group (n=28) participated in a project activity based on role play, while the comparative 

group (n=28) did not. The "Mart Play" project activity based on role play was developed emergently by the children and teachers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y was measured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d ANCOVA. As a result, the project activity based on role play had an effect on the improvement 

of 5-year-olds' mathematical ability generally, but not on their measurement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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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12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실시되는 국가교

육과정인 리과정에서는 유아의 수학  능력이 논리 ․합

리  문제해결 능력의 기 가 되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개

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한 필수 인 능력이라

고 말한다(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한국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뛰어난 수학

 능력을 가지길 희망하면서 많은 시간과 을 투자하고, 

*  이 논문은 2011년 구가톨릭 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주 자․교신 자 : 김지 (E-mail : jihyunkim@cu.ac.kr)

국가 으로도 유아의 발달에 합한 우수한 수학교육을 실

하기 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수학  능력이란 상황이

나 사물의 계를 악하기 해 수학  과정 기술을 통하여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Lee, 2010a), 리

과정에서는 유아의 수학  능력으로 수와 연산, 공간과 도

형, 측정, 규칙성, 자료수집과 결과(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최근 유아수학교육은 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비형식  지식을 

활용하면서 수학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데에 목표를 둔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NCTM, 

2000). 즉, 유아수학교육은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개념을 활

용할 수 있도록 유아들의 생활과 친숙한 주제 심의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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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유아들이 학습과정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해야 하며, 그 활동 내용은 일상 인 수학  경험으로 형성

된 유아들만의 비형식  지식과 연결되어야 한다(Thomp-

son, 1997). 이 과정에서 유아는 수학  지식을 스스로 구성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 외에도 최근 유아수학교육에서

는 유아를 한 수학 활동이 능동 인 탐구(Baroody, 2000; 

NCTM, 1989), 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기 로 이루어

지는 공동의 의미 구성 과정, 그리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사

용한 자신만의 해결 방식을 의사소통하고 표상하는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실은 최근 유아수학교육의 흐

름에 못 따라가고 있다. 구성주의  근의 요성을 인식하

지만 실에서는 행동주의  근을 선호하며, 구체  사물

을 조작하거나 일상생활에 기 를 둔 탐구활동을 시행하기

보다 학습지나 상업화된 교구를 활용하는 측면에 매진하고 

있다. 한 수세기  수연산 기술을 습득하는 데 주요 목표

를 두고 있다. 실제로 경북지역의 반 이상의 유치원 교사

는 효과 인 유아수학교육 근방법으로 놀이를 통한 방법을 

선호하고 학습지를 이용한 방법은 거의 언 하지 않았으나 

실제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는 유아수학교육의 방법은 

학습지나 활동지 주(19.4%)의 수학 학습이었다(Juen, Lee, 

& Oh, 2007). 효과 인 교수매체로 학습지나 활동지를 거의 

언 하지 않았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39.7%의 교사들이 1순

로 학습지나 활동지를 사용하 다(Juen, Lee, & Oh, 2007). 

그리고 실제로 유아교사들이 실시한 수학 활동은 제6차 유

치원교육과정의 수학교육 내용 에서 수의 기 개념 이해

가 다른 내용에 비해 가장 빈번하게 실시되고 있었다(Song, 

2006). 

최근 유아수학교육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

으로 역할놀이를 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유아에

게 의미 있는 수학 학습이 일어나려면 교실에서도 일상생활 

속의 수학  경험이 재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역할놀이야말

로 일상생활을 가장 자연스럽게 반 한 놀이이기 때문이다

(Lee, 2002). 교실에서 역할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형식  지식을 수학 으로 활용하며 수학  개

념을 심화시킬 수 있다. 역할놀이를 하면서 유아들은 가상이

지만 실제 인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

제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자신만의 비형식  수학지식

을 형식 인 수학 학습과 연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

할놀이 과정에서 래와의 상호작용이 필수 으로 동반된다

는 에서 수학  지식을 사회 으로 구성하는 기능도 수반

한다. 리과정에서도 역할놀이의 이러한 기능에 주목하여 

수학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방법으로 추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12). 실

제로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역할놀이를 하면서 수와 

연산, 측정, 분류, 공간과 기하, 패턴, 통계 등 수학  능력과 

련된 경험을 하며(Kim, 2005; Lee, 2001), 여러 가지 주제

의 역할놀이를 한 결과 유아의 수학  능력이 향상되었다(황

인주, 2005; Lee, 2002; Lee, 2010b). 

역할놀이에는 주제에 따라 일정한 흐름과 놀이 패턴이 있

다(Kim, 2005). 즉, 유아들은 역할놀이를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특색 있는 수학  경험을 하게 된다. 

Lee(2010b)의 연구에서도 역할놀이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

가하는 단계를 거치는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유아의 수학  

능력에 정 인 효과를 미쳤다. 이는 단순히 교사가 구성해

놓은 역할놀이 역에서 유아가 일상 으로 역할놀이를 하

는 것을 뛰어넘어, 유아들이 자발 이고 능동 으로 역할놀

이에 단계 으로 근할 수 있는 방법  틀을 요구한다. 한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유아들의 수학 

활동에서는 경쟁  상호작용보다 동  상호작용이 빈번하

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Back & Choi, 2004)와 유아들이 수

학 활동을 하면서 동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을 비

교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견(Kamii & DeVries, 1980)을 

고려해볼 때, 유아들이 동 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근법

을 역할놀이에 목시킬 필요성을 알게 된다.

이에 연구자는 역할놀이에 로젝트 근법을 목시키

고자 한다. 로젝트 근법이란 유아가 흥미를 느끼는 특정 

주제에 해 깊이 있게 연구하는 목 이 있는 활동 방법이다

(Katz & Chard, 2000). 로젝트 활동은 놀이를 통한 학습

활동을 강조하여, 유아가 학습활동을 하면서도 학습으로 여

기지 않고 자발 이고 극 으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

한다(Gwon & Kim, 2010). 로젝트 활동이 가진 심층 인 

탐구활동, 활발한 사회  상호작용, 다양한 표상활동, 시간 

운 의 융통성(서 숙․이남정․안소 , 2001) 등은 결과

으로 발  교육과정을 가능하게 한다. 발  교육과정은 

유아가 자유롭게 선택하되 문제해결을 해 책임 있는 도

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결과보다는 과정에 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다. 뿐만 아니라 로젝

트 활동은 래와 교사와의 동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 방법이며, 유아가 비형식  지식을 용

하여 형식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구성주의에 입각한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이 가능하게끔 한다(Katz & Chard, 1989). 

따라서, 수학  지식을 실질 인 목 을 해 기능 으로 활

용하는 로젝트를 실 할 수만 있다면 수학  능력에 효과

를 발휘할 것으로 기 된다. 수학에 한 문제를 해결해 나

가는데 있어 탐구 방식을 활용하면 수학  능력에 효과가 있

고(Han, 2003), 발  교육목표를 생성하여 표상활동을 사

용한 ‘축구’ 로젝트 활동에서 수개념이 향상되었으며(Lee, 

2000), 단원 심 로그램에 비해 측정 능력을 향상시킨 ‘바

퀴’ 로젝트의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Moon & Le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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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역할놀이와 로젝트 활동을 목시킨 사례는 Edo, 

Planas, and Badillo(2009)의 연구가 유일한데, 이 연구에서

는 여러 번의 역할놀이를 유아가 계획하고 비하고 평가하

는 과정을 거치는 로젝트 활동을 실시하여 유아의 산수  

지식의 수 을 높 다. 

그러나 의 Edo, Planas, and Badillo(2009)의 연구에서

는 빵집놀이를 통해 유아의 수학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수

학  능력의 하  능력인 수와 연산 능력에서만 살펴보았으

며, 유아의 표상 행 를 질 으로 분석한 결과만 제시되었다. 

이 연구를 제외하고는 역할놀이가 유아의 수학  능력에 미

치는 효과를 연구하고(황인주, 2005; Lee, 2002; Lee, 2010b),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극화놀이 역 구성해놓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놀이를 찰하는(Lee, 2001) 등 역할놀이 활동에만 

주목하거나, 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력에 미치는 

효과만을 연구하 다(Lee, 2000; Moon & Lee, 2008). 역할

놀이에 주목한 연구들에서는 수, 연산 등 특정 수학  개념

에 치 하여 수학  능력에 한 효과를 밝혔고(황인주, 

2005), 역할놀이의 계획, 실행, 평가 단계를 거쳤지만 5개의 

다양한 주제의 역할놀이를 각 1회씩만 실시하기도 하 다

(Lee, 2010b). 한, 역할놀이 환경을 유아들이 스스로 계획

하고 비하는 기회가 없이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역할

놀이 주제 당 총 2회의 역할놀이에만 유아가 참여하기도 하

다(황인주, 2005). 유아들이 역할놀이를 할 때에는 역할을 

정하고 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50분~60분의 충분한 놀

이 시간을 제공해야 하기에(Johnson, Christie, & Yawkey, 

1999) 결과 으로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들의 자연스러운 

놀이 욕구와 능동 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젝트 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에서도 ‘측정’이라는 

특정 수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한 로젝트를 연구자가 

구성하여 실시함으로써 발  교육과정이라는 로젝트 활

동의 본질을 벗어나거나(Moon & Lee, 2008), 발  로

젝트를 실시한 Lee(2000)의 연구에서도 자유선택활동시간

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 2회 정도만으로 로젝트를 진

행했다. 이는 심층 인 탐구활동, 활발한 사회  상호작용, 

다양한 표상활동, 시간 운 의 융통성(서 숙․이남정․안

소 , 2001)을 통해 유아 스스로 수학  지식을 구성해 나가

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학  문제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로젝트 활동의 근본 인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을 

통해 유아의 수학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이 과

정에서 만 5세 유아가 역할놀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

고 평가하는 과정이 서로 피드백을 통해 순환하며 여러 차례

의 역할놀이를 수행하고자 한다. 한 시간  제약을 피하고 

유아의 호기심을 집 시켜 도 있게 로젝트를 진행하기 

해 8주간 오  교육활동 시간에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

젝트를 실시하고자 한다. 로젝트의 주제는 유아들이 평소

에 심을 가지는 것을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결정하고, 로

젝트가 발 으로 진행되는 데 을 두고자 한다. 이 과

정에서 리과정에서 다루는 수학  탐구의 내용범주인 수

와 연산, 공간과 기하,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과 결과(통계)

의 모든 수학  능력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해 보

겠다.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수학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1]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2]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수와 연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3]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기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4]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측정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1-5]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

의 통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이 연구는 도시에 소재한 A어린이집과 B유치원의 만 5

세 유아 56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 상으로 하 다. A어린

이집과 B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을 연구 상으로 한 이유는 

<Table 2>의 하루일과표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 심 교육

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두 명의 교사가 학 을 운 하는 

등 교육환경이 유사하며,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의 사회․경제  수 이 유사한 류계층에 속하기 때문이

다. A어린이집에 다니는 28명의 유아는 ‘마트놀이’ 로젝트 

활동을 실시하는 실험집단으로 선정하 고, B유치원에 다니

는 28명의 유아는 해당 기 의 교육 로그램(주제 심활동)

을 실시하는 비교집단으로 선정하 다. 연구 상 유아의 인

구통계학  배경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로젝트 활동

유아의 수학  능력 향상에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 되는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을 수행하기 해 로젝

트 근법을 기 의 주요 로그램으로 삼고 있는 A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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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Experi-mental Com-parative Total

Number 28 28 56

Mean Age (months) 64.46 66.78 65.63

Sex
boy

girl

15(53.6%)

13(46.4%)

16(57.1%)

12(42.9%)

31(55.4%)

25(44.6%)

Fa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3(10.7%)

 6(21.4%)

16(57.1%)

 3(10.7%)

 1( 3.6%)

 5(17.9%)

20(71.4%)

 2( 7.1%)

 4( 7.1%)

11(19.6%)

36(64.3%)

 5( 8.9%)

Mother's

education

level

high school

college

university

graduate school

 5(17.9%)

 8(68.6%)

12(42.9%)

 3(10.7%)

 2( 7.1%)

10(35.7%)

15(53.6%)

 1( 3.6%)

 7(12.5%)

18(32.1%)

27(48.2%)

 4( 7.1%)

Father's 

job

specialized job

office job

private business

technical/sales

production worker

 5(17.9%)

12(42.9%)

 7(25.0%)

 3(10.7%)

 1( 3.6%)

 4(14.3%)

17(60.7%)

 6(21.4%)

 1( 3.6%)

 0( 0.0%)

 9(16.1%)

29(51.8%)

13(23.2%)

 4( 7.1%)

 1( 1.8%)

Mother's 

job

specialized job

office job

private business

technical/sales

production worker

housewife

 6(21.4%)

10(35.7%)

 6(21.4%)

 3(10.7%)

 0(  .0%)

 3(10.7%)

 4(14.3%)

17(60.7%)

 3(10.7%)

 2( 7.1%)

 1( 3.6%)

 1( 3.6%)

10(17.9%)

27(48.2%)

 9(16.1%)

 5( 8.9%)

 1( 1.8%)

 4( 7.1%)

Family 

income

(1,000 won)

1,010~2,000

2,010~3,000 

3,010~4,000 

4,010~5,000 

5,010~

 3(10.7%)

 6(21.4%)

 4(14.3%)

 8(28.6%)

 7(25.0%)

 2( 7.1%)

 4(14.3%)

 5(17.9%)

 6(21.4%)

11(39.3%)

 5( 8.9%)

10(17.9%)

 9(16.1%)

14(25.0%)

18(32.1%)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56

집의 만 5세 유아를 상으로 로젝트 활동을 실시하 다. 

해당 반 교사들은 경력 6년차로, A어린이집에서만 6년의 경

력을 지니고 있어 로젝트 활동의 철학, 운   교수방법 

등에 한 문가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자와 실험집단 유

아의 교사가 로젝트의 주제를 모색하던  유아가 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마트놀이’를 로젝트의 주제로 합의

하 다. ‘마트놀이’라는 주제가 주변에서 쉽게 하고 경험

할 수 있는 ‘마트’라는 환경과 교실에서 즐겁게 ‘놀이’할 수 

있는 소재라서 유아들이 즐겁고 자신감 있게 로젝트를 진

행할 수 있을 것이고, 생활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

지 상황을 마트놀이와 연 시킴으로써 유아들이 다양한 수

학  행동과 언어를 놀이 속에서 활용할 것으로 상되었다. 

한 화폐를 가지고 하는 ‘마트놀이’에서 다양한 수학개념을 

다룰 것으로 기 되었다. 연구자가 가상의 로젝트 활동을 

비로 작성해보았지만, 로젝트 활동은 발  교육과정

을 주된 특성으로 하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의 생각

이 발 되어 나가는 과정을 비주제망으로 정리해 보았다. 

비주제망에 해 실험집단 교사들과 의견을 나 며 략

인 로젝트 진행 방향을 논의하 고, 결과 으로 유아들

이 여러 회의 마트놀이를 자발 으로 비하고 보완해 나가

는 과정을 핵심으로 하여 로젝트를 진행시키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마트놀이’ 로젝트는 마트  마트놀이에 한 유아들의 

사  경험을 나 고, 주제망  질문목록을 만드는 도입 단

계부터 시작되었다. 유아들은 ‘마트놀이’라고 하면 마트에서 

사고 는 물건들과 코 들,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물건

을 살 때 필요한 지폐, 신용카드 등을 떠올렸고, 마트놀이를 

할 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

는지, 교실에 마트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시식코 는 

왜 있는지, 삼겹살 무게에 따라 왜 가격이 다른지 등에 해 

궁 해 하 다. 

개 단계에서는 두 번의 마트놀이가 이루어졌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한 번의 마트놀이가 이루어져, 총 세 번의 마트

놀이가 이루어졌다. 실험집단 교사들은 매회 활동에 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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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반응과 참여도, 특징 인 유아의 반응이나 교사  

래와의 언어  상호작용, 반 인 활동 내용  방법에 

한 평가 등을 찰  평가기록지에 작성함으로써 연구자와 

지속 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교사

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유아들이 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

기 해 나 었던 의견들이 마트놀이에 반 되고 차 보완

되어 가면서 유아들이 극 으로 활동의 주체자로서 참여

하도록 하는 것에 두었다.

첫 번째 마트놀이를 해 먼  어떻게 마트를 만들지 각

자의 마트에 한 큰 그림을 공유하고, 마트를 만들 때 필요

한 것을 인스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 모두가 

함께 직  마트에 다녀옴으로써 마트놀이를 교실에서 수행

하기 한 직 인 정보를 획득했으며, 마트 견학 이후 표

상한 그림을 통해 마트놀이에 필요한 것에 한 목록이 재구

성되었다. 본격 인 마트 구성을 해 다수결을 통해 마트 

이름과 매할 물건을 정하고, 매자와 손님의 역할을 가  

바  보를 통해 정하 다. 교실에 마트의 각 코 를 어떻게 

배치할지 의견을 나 어 코 를 배치하고 어린이집에 비치

된 장난감을 가지고 최 의 마트놀이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마트놀이가 끝난 후 유아들은 원활한 마트놀이를 해 계산

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고, 지갑이 필요하며, 마

트의 공간  배치를 더 효율 으로 수정해야 하겠다는 평가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개 단계에서는 동 과 지폐를 탐색

해 보고 계산해 보는 시간을 먼  가졌다. 유아들은 마다

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 과 지폐에  있는 액을 읽고, 

본인이 탐색한 동 과 지폐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상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동 과 지폐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크기에 따른 액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알게 

된 사실을 <시장잔치> 동요를 개사하여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 한국은행 화폐 융박물 을 견학하면서 세계의 다

양한 동 과 지폐에 해서도 심을 확장시키게 되었다. 한

국은행 화폐 융박물 에서 동 꾸러미와 지폐묶음을 들어

보며 무게를 비교해 보는 경험을 한 이후 유아들에게 ‘측정’

에 한 심이 발생하여 양팔 울과 자를 통해 무게와 길이

를 측정해 보는 활동을 함께 해 보았다. 그리고 동 과 지폐

를 가지고 덧셈을 해 보는 경험을 통해 마트놀이를 할 때 화

폐를 주고받는 행 를 보다 사실 으로 하고 싶어 하는 유아

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다. 딸기농장체험을 다녀온 후 얻

게 된 딸기잼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딸기잼 병의 무게에 따

라 가격을 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첫 번째 마트놀이 이

후 아쉬운 으로 남았던 지갑을 만들면서 두 번째 마트놀이

를 본격 으로 비하게 되었다. 시식코 가 늘 유아들의 호기

심의 상이었고, 딸기잼 상품도 마련이 되어, 두 번째 마트

놀이는 딸기잼 빵과 몬에이드를 만들어 시식코 와 함께 

운 하는 마트놀이로 결정되었다. 두 번째 마트놀이를 비

하며 별로 여러 가지 소품을 비하 고, 다른 반 선생님

들을 해서 마트놀이를 하 다. 딸기잼 빵과 몬에이드 

각각 1,000원으로 정하여 유아들이 액을 계산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 고, 매실   맛있는 

음식 투표 과정에서 유아의 수학  능력을 활용하 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로젝트 기부터 유아들과 약속한

로 부모님을 하여 마트놀이를 하기로 하고, 유아들이 

직  부모님께 매할 물건들을 여러 가지 도형과 패턴을 활

용하여 제작하 다. 비즈팔 , 폐비닐을 활용한 나비 로치, 

도넛 모양 열쇠고리 등을 만든 다음에 각 물품의 가격과 모

양 등을 안내하기 한 단지를 만들면서 유아들은 최종 마

트놀이를 비하 다. 이 과정에서 본인들의 노력과 재료의 

가격 등을 비하여 매할 물건의 가격을 정하게 되었고, 

별로 소품을 제작하여 지 까지 마트놀이를 통해 아쉬운 

으로 평가되었던 공간 배치 부분을 유아들의 생각 로 보

완하게 되었다. 유아들은 부모님들께 실제 본인들이 제작한 

물건들을 매하면서 마트놀이에 보다 몰입하게 되었으며, 

별로 마트놀이 후 수익 을 정산하면서 성공 인 마트놀

이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유아들이 최종 회기에서 그린 마트

놀이 표상에 사실 인 공간 배치가 드러남으로써 유아들이 

세 번의 마트놀이를 통해 마트놀이의 내용, 공간  구성, 진

행과정 등에 극 으로 몰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진행된 마트놀이 로젝트의 활동 제목, 발  동기, 유아들

의 주요 궁 증  활동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유아의 수학  능력을 측정하기 해 유아그림수학능력

검사(황해익․최혜진, 2007)를 사용하 고, 황해익과 최혜진

(2007)의 검사도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통계 역은 Lee(2010a)

의 ‘확률과 통계’ 역  리과정의 ‘자료 수집과 결과’ 역

에 해당하는 ‘통계’ 련 7문항을 사용하 다. 황해익과 최혜

진(2007)의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는 수 14문항, 수와 연산 

18문항, 기하 14문항, 측정 14문항의 하 역의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 역에서는 분류와 패턴을, 수와 연산 

역에서는 수개념과 수연산을, 기하 역에서는 도형과 공간

을, 측정 역에서는 시간과 측정을 측정한다. 황해익과 최혜

진(2007)의 도구는 총 과 하 역간의 상 계수가 .93에

서 .87로 높게 나타나 구인타당도를 갖추었고, 수학성취검사

(SESAT Ⅰ, Ⅱ)와의 상 계수가 .74로 나타나 공인타당도를 

확보하 다. Lee(2010a)가 개발한 통계 역 그림검사는 7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와 그래 의 자료를 해석하는 유

아의 능력을 측정한다. Lee(2010a)의 도구는 유치원 교사 경력 

6년 이상인 박사과정 2인으로부터 검토 받아 안면타당도를 

확보하 다. 이 게 정해진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는 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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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8:30-9:00
Arriving

Arriving

9:00-9:30
Reading

Free choice activity

Morning Snack

9:30-10:00 Morning snack

10:00-10:30
Free choice activity

10:30-11:00 Group activity

11:00-12:00
Project activities

(Mart Play)
Thematic integrated activity

12:00-13:30 Lunch

13:30-14:30 Rest

14:30-16:00 Extra-curricular activities

16:00-16:30 Afternoon snack

16:30-17:00
Outdoor or indoor free play

Reflecting

Departing

17:00-17:30

17:30-18:30 Departing

Table 2. Day Schedule of Each Group

정의 자연탐구 역  수학  탐구 내용범주에서 다루는 수

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 수집과 결과의 5개

의 하 역을 모두 다루었다.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의 세 역은 검사 상 역이 일치하고, 유아그림수학능력

검사의 ‘ 수’ 역은 리과정의 규칙성  자료수집과 결

과  분류 부분과, Lee(2010a)의 통계 역은 리과정의 

자료수집과 결과 역의 자료 해석 부분과 일치한다. 결과

으로 총 67문항이 본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수학  능력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20분이었다. 검사자가 유아

와 일 일면 을 통해 수학  능력을 측정하 는데, 유아가 

그림 자료를 통해 문항을 듣고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지 

그림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언어로 답하게 하 다. 문항은 

정답일 경우 1 , 오답일 경우 0 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가

능한 수의 범 는 0 부터 67 ( 수, 기하, 측정 각 0~14

, 수와 연산 0~18 , 통계 0~7 )이었다. 신뢰도는 수 

Cronbach's α = .83, 수와 연산 Cronbach's α = .81, 기하 Cron-

bach's α = .79, 측정 Cronbach's α = .81, 통계 Cronbach's 

α = .75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연구 차

연구자와 실험집단의 교사가 유아가 심과 흥미를 가지

고 있었던 ‘마트놀이’를 주제로 로젝트 활동을 진행할 것

을 합의하고, 연구자는 가상의 로젝트 활동을 비로 작성

해 보았다. 로젝트 활동은 발  교육과정을 주된 특성으

로 하기 때문에 역할놀이를 통해 유아의 생각이 발 되어 나

가는 과정을 비주제망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가상 활동안

과 리과정의 수학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여 교사교육을 4

회 실시하 다. 

사 검사에 앞서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의 합성 여부를 

알아보기 해 실험  비교집단에 속하지 않는 만 5세 유아 

10명을 상으로 연구자가 일 일 검사를 실시해 보았다. 그 

결과 유아는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의 내용을 이해하고 응답

하는데  어려움을 보이지 않았다. 한 한 학기 동안 유

아수학교육 강의를 수강한 학부생들  높은 성 을 나타낸 

아동학 공 학부생 4인을 선정하여 유아의 수학  능력에 

한 이론을 재교육하고 수학능력검사의 목 , 내용, 실시 

 채  방법을 훈련시킨 후 연구 상에 속하지 않는 만 5세 

유아 20명을 상으로 비검사를 실시하 다. 훈련을 받은 

검사원들의 검사실시능력을 확인하기 해 연구자가 검사원

이 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일 일로 찰하고 검사 결

과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었다. 훈련 과정을 거친 검사원들

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에게 사 검사를 실시하 고, 

그 이후 실험집단에서 ‘마트놀이’ 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유아와 교사는 마트놀이라는 역할놀이를 여러 회 시행함

으로써 발 으로 로젝트를 진행해 나갔고, 그 과정 속에

서 유아의 수학  능력 련 경험은 풍부해졌다. ‘마트놀이’ 

로젝트는 총 8주 동안 주 3~4회씩 총 30회기 동안 진행되

었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원의 체 행사  외부 로그램

이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오  교육활동 시간에 ‘마트놀이’ 



7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력에 미치는 효과

- 121 -

Group

(N)

Pre-test Post-test
t

(pre-test)
M(SD) M(SD)

Algebra
Experimental(28) 8.25( 2.99) 11.32 ( 2.18) 

 -.51
Comparative(28) 8.64( 2.79) 9.29 ( 3.08) 

Number and arithmetic
Experimental(28) 12.29 ( 2.80) 14.96 ( 2.40) 

 .59
Comparative(28) 11.79 ( 3.48) 13.25 ( 3.11) 

Geometry
Experimental(28) 10.54 ( 2.46) 12.29 ( 1.82) 

 .60
Comparative(28) 10.14 ( 2.41) 10.75 ( 2.85) 

Measurement
Experimental(28) 7.64 ( 2.75) 10.25 ( 2.49) 

-1.63
Comparative(28) 8.89 ( 2.97) 9.82 ( 2.68) 

Statistics
Experimental(28) 4.89 ( 1.26) 6.36 ( 1.03) 

 -.68
Comparative(28) 5.14 ( 1.48) 5.54 ( 1.45) 

Mathematical ability
Experimental(28) 43.61 ( 8.02) 55.18 ( 7.54) 

 -.41
Comparative(28) 44.61 (10.20) 48.64 (10.09) 

Table 3.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y and t-test Results at Pre-test N=56

로젝트를 진행하 고, 비교집단 유아들은 오  교육활동 

시간에 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주제 심 활동을 실시하 다. 

실험집단 교사들은 매회 활동에 한 유아의 반응과 참여도, 

특징 인 유아의 반응이나 교사  래와의 언어  상호작

용, 반 인 활동 내용  방법에 한 평가 등을 찰  

평가기록지에 작성함으로써 연구자와 지속 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았다. 한 회기에 약 40분이 소요되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 의 하루일과는 <Table 2>와 같다. 

‘마트놀이’ 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 검사와 동일

한 유아그림수학능력검사가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유아에게 

사후검사로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수합된 연구 자료는 SPSS Win 19.0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구 상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알아보기 

해 빈도와 백분률을 분석하 으며,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해 사 검사 수에 해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 다. 그리고 로젝트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

기 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검사 수를 공변인으

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해석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력

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에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

질성을 검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수학  능력에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사 , 사후 수

의 평균과 표 편차  사 수의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는 <Table 3>에 제시되었다.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력

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살펴보기 해 <Table 4>에서

와 같이 사 수를 공변인으로 한 공변량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유아의 수학  능력에 한 집단 간 주효과는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16.46, 

p<.001), 측정 하 역을 제외한 수(F=12.53, p<.01), 수

와 연산(F=5.11, p<.05), 기하(F=6.00, p<.05), 통계(F=8.12, 

p<.01) 하 역에서 집단 간 주효과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

젝트 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가 수학  능력의 하  

역인 수, 수와 연산, 기하, 통계 능력에서 더욱 향상되었

음을 의미하며,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이 유아의 

수학  능력 향상에 반 으로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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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Algebra

pre-test 94.51 1.00 94.51 17.31***

group 68.39 1.00 68.39 12.53 **

Error 289.32 53.00 5.46 

Total 6387.00 56.00 

Number and arithmetic

pre-test 84.88 1.00 84.88 13.58**

group 31.96 1.00 31.96  5.11 *

Error 331.33 53.00 6.25 

Total 11602.00 56.00 

Geometry

pre-test 94.19 1.00 94.19 23.24 ***

group 24.33 1.00 24.33  6.00 *

Error 214.78 53.00 4.05 

Total 7771.00 56.00 

Measure-ment

pre-test 120.39 1.00 120.39 26.48 ***

group 15.56 1.00 15.56  3.42 

Error 240.97 53.00 4.55 

Total 6004.00 56.00 

Statistics

pre-test 11.27 1.00 11.27  8.06**

group 11.36 1.00 11.36  8.12**

Error 74.12 53.00 1.40 

Total 2075.00 56.00 

Mathematical ability

pre-test 1959.48 1.00 1959.48 44.67***

group 721.96 1.00 721.96 16.46***

Error 2325.06 53.00 43.87 

Total 155787.00 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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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ANCOVA Results of Mathematical Ability N=56

Ⅳ. 결론  논의

이 연구는 만 5세 유아에게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을 용하여 수학  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수학  능력은 리과정에서 

다루는 수학  탐구의  역을 포함하여 수, 수와 연산, 

기하, 측정, 통계의 다섯 가지 역에서 분석하 다. 이 연구

에서 실시한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주 3~4회

씩 8주간 총 30회 실시되었고, 유아와 교사는 발 으로 이

루어지는 여러 회의 역할놀이를 계획, 진행, 평가하는 과정

에서 다양한 수학  경험을 하 다.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 후로 유아수학그림

능력검사를 실시하여 수학  능력 향상 여부를 검증한 결과,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만 5세 유아의 수학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총 30회의 역할놀이 로젝트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 유아는 비교집단 유아보다 측정을 

제외한 수학  능력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 다. 이는 역

할놀이를 로젝트 활동으로 진행한 Edo, Planas, and 

Badillo(2009)의 연구에서 유아의 산수  능력이 향상되었

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역할놀이를 계획, 실행, 평가하는 과

정에서 다양한 수학  활동을 경험한 유아들의 수학  개념

이 반 으로 향상되었다는 Lee(2010b)의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 한 화폐를 활용한 가게놀이를 통해 유아의 수학  

개념을 향상시킨 황인주(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실

제로 마트놀이 로젝트를 진행한 교사들의 찰보고서에 

따르면, 유아들이 처음에는 가격이나 화폐단 에 해 정확

한 개념이 없었으나, 역할놀이를 여러 회 되풀이하면서 계산

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게 되었고, 가격을 정하고 놀이에 

계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화폐단 에 해 확실히 알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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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수학  능력의 하  역별로 나타난 결론을 논의하면, 첫

째,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수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수 능력에는 리과정의 규칙성 능

력과 분류 능력(통계 능력에 속함)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

다. 이는 다양한 수학  개념이 포함된 역할놀이 활동을 통

해 유아의 규칙성  확률과 통계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Lee

(2010b)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트놀이 로젝트를 통해 

유아들은 실제로 규칙성과 분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

학  경험을 하 다. 매할 물건이나 소품을 제작함에 있어 

시각  패턴을 능동 으로 활용하는 유아들이 많았으며, 지

폐와 동 을 탐색함에 있어 홀로그램, 씨, 숫자 등이 지면 

에 규칙 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을 찰하여 그림으로 표

상해 내기도 하 다. 분류에 해서도 많은 경험을 하 는데, 

도입 단계에서 유아들은 ‘마트놀이’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아 유목화를 하여 주제망을 만들었고, 마트를 직  견학하

는 과정에서 마트 코 에 비슷한 물건끼리 배치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고 교실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트 코 를 

재 하 다. 지폐와 동 을 탐색하며 종류별로 분류하는 과

정에서도 통계 련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험을 하 다. 

둘째,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수와 연

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빵집놀이 로젝트를 통

해 유아의 산수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Edo, Planas, and Ba-

dillo(2009)의 연구결과와 발  로젝트를 통해 수개념이 

향상되었다는 Lee(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양한 수

학  개념이 포함된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수와 연산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Lee(2010b)의 연구와 경제활동을 심으로 한 

역할놀이에서 수와 연산 활동이 가장 많이 찰되고  향상

되었다는 황인주(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할놀이에서도 유아들은 수와 연

산 개념과 련된 활동을 다른 수학  개념보다 더 많이 경

험한다는 Lee(2001)의 연구에서도 수와 연산 련 능력이 

유아의 역할놀이 경험과 한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다. 이 연구에서 실시한 ‘마트놀이’ 로젝트에서 화폐를 

사용한 결과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화폐나 물건의 가격표에 

힌 숫자를 인식하도록 이끌었고, 물건의 개수를 세거나 물

건 값을 더하고 빼는 연산 활동이 자연스럽게 유발되었다. 

도입 단계에서 마트에 해 표상을 할 때 건물 층수를 표상

한다거나 개 단계에서 유통기한이나 바코드, 수증에서 

숫자를 읽거나 표상하는 것에서도 수에 한 인식이 나타났

다. 물품을 매한 실 이나 별 퀴즈게임 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연산활동이 일어났으며, 역할에 필요한 인원이나 

물품의 가격을 정할 때 수량에 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유아

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할놀이에서 역할을 정하거

나 마트의 이름을 정할 때 유아들은 스스로 다수결이라는 방

법을 제안하 는데, 이는 수를 기능 으로 활용하는 맥락으

로 작용하 다. 

셋째,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기하 능

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수학  개념이 포함

된 역할놀이 활동을 통해 공간과 도형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Lee(2010b)의 연구와 경제활동을 심으로 한 역할놀이에서 

공간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황인주(2005)의 연구와 일치한다. 

그러나 발  로젝트를 통해 수학  경험을 시도한 Lee

(2000)의 연구에서는 기하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는데, 이는 

Lee(2000)의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기하에 

련된 경험을 많이 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마트놀이’ 

로젝트에서도 유아들은 교실에 마트를 구 하는 과정에서 코

의 치, 간 이나 각종 안내문의 치 등을 선정함에 있

어 공간  능력을 활용하 고, 마트에서 매할 물건을 만드

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형과 모양을 활용하 다. 마트놀

이 후에 유아가 표상한 그림을 보더라도 마트의 공간  배

치에 한 유아의 심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지폐

와 동 을 탐색할 때에도 모양, 크기, 길이 등을 비교하 다.

넷째,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측정 능

력 향상에는 효과가 없었다. 이는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나타

나는 역할놀이에서 측정 활동이 찰되었다는 Lee(2001)의 

연구와 다양한 수학  개념이 포함된 역할놀이 활동(Lee, 

2010b)과 경제활동을 심으로 한 역할놀이(황인주, 2005; 

Lee, 2002)에서 측정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퀴’ 로젝트를 통해 만 5세 유아의 

측정 능력 향상을 도모한 결과 측정 능력이 실제로 향상되었

다는 Moon and Lee(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

다. 그러나 발  로젝트를 통해 유아의 수학  성취 향

상을 도모했던 Lee(2000)의 연구에서는 측정 능력이 향상되

지 않았다. ‘마트놀이’ 로젝트를 경험한 유아들에게서 통

계 으로 유의한 측정 능력의 향상은 분석되지 않았으나, 

로젝트를 통해 유아들은 동 꾸러미와 지폐묶음을 직  들

어보고 그 무게를 비교하는 등 측정과 련된 경험을 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것은 발 으로 로젝트를 진행해 나감에 있어 ‘마트

놀이’라는 주제의 특성 상 측정 능력을 심층 으로 다루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측정 능력 향상을 목표로 연구자

가 계획한 ‘바퀴’ 로젝트를 실시한 선행연구에서는 측정 

능력이 향상되고 발 으로 ‘축구’ 로젝트를 진행한 선행

연구에서는 측정 능력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에서 볼 수 있

듯이, 발 으로 진행되는 로젝트의 경우에는 유아들의 

경험에 로젝트의 주제가 상당한 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해서는 추후 검증이 요구된다. 

다섯째,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통계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이는 다양한 수학  개념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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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역할놀이 활동에서 확률과 통계 개념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 결과(Lee, 2010b)와 일치한다. ‘마트놀이’ 로젝

트에서도 유아들은 의사결정의 순간에 서로의 의견을 모아 

결론에 이르는 경험을 통해 통계 능력을 활용하게 되었고, 

물품 매실 , 마트놀이 비목록, 별 퀴즈게임 수 , 

다수결 결과, 마트놀이 단지, 각종 개인 활동지를 통해 수

집한 자료를 표나 그래 로 정리하고 해석하는 경험을 꾸

히 하 다. 

이와 같이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은 유아의 수

학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가졌다. 이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형식 인 집단 수업이나 학습지를 통해 수학 활

동을 하고자 하는 장의 유아교사들에게 역할놀이 방법이

나 로젝트 방법을 통해 유아수학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

과 일 수 있다는 시사 을 제공하 다. 실제로 최근의 장

에서는 주제를 심으로 통합된 교육활동을 추구하는 추세

인데, 이 때 각 주제에 따라 역할놀이 상황을 마련하여 유아

의 수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장에 제

시한다. 그 결과 유아들은 교사가 계획하여 진행되는 수학 

활동과는 차원이 다른, 다양한 실제  문제해결 상황에 기능

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학  지식을 다루며 깊이 있는 수

학 활동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제한 을 논하면, 첫째, ‘마

트놀이’라는 특정 주제의 로젝트를 다루었다는 이다. 여

러 가지 주제에 따라 역할놀이를 활용한 로젝트 활동이 유

아의 수학  능력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로젝트를 진행한 교사가 경력 6년차

의 문가라는 에서 일반 인 장에 용하기에 어려움

이 따른다는 이다. 따라서 로젝트 활동을 운 하는 교사

의 경력에 따라 그 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한 추후 검증

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상을 임의표집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을 각각 연구 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이 유아들의 교육환경  가정환경 변인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 의 체제에서 비롯되는 차이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후에는 동일한 교육기 에 다니는 

유아들을 상으로 한 검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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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활동제목 발  동기 유아들의 주요 질문(궁 증) 활동내용

도입

1
마트에 한 

사 경험 나 기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가게놀이에 

심을 보임.

친구들과 선생님은 마트에서 어떤 

경험을 하 을까?

∙마트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이야기 나 고 그

림으로 표상하기.

2
‘마트’ 주제망 

짜기
‘마트’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

∙‘마트’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유목화하여 주제

망 만들기

3
‘마트놀이’ 주제망 

짜기
‘마트놀이’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

∙‘마트놀이’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유목화하여 

주제망 만들기

4
‘마트놀이’ 

질문목록 만들기

‘마트놀이’를 하면서 무엇을 알고 

싶은가?

∙‘마트놀이’를 하면서 알고 싶은 것 이야기 나

고 질문목록 에 기

개

1

5
내가 생각하는 

마트는?

어떻게 교실에 마트를 만들지 

각자의 마트에 한 큰 그림을 공유

친구들의 머릿속에 있는 마트는 어떤 

모습일까?

∙자유롭게 자신이 생각하는 마트에 해 이야

기 나 기

∙마트 표상하고 결과 비교하기

6
마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우리 교실을 마트로 만들기 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할지 

인스토

마트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두 명씩 을 구성하여 마트에 필요한 것들 

목록 만들기

7 마트 견학가기

마트에서 직  물건을 사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마트놀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진짜 마트에는 어떤 물건, 어떤 

코 가 있을까?

마트놀이를 할 때 필요한 사람들은 

구일까?

∙직  마트에 가서 오후 요리활동에 필요한 

재료 사기

∙마트에서 찰한 것 이야기 나 기

8
마트 견학을 

다녀와서

마트 견학을 다녀온 후 표상한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 목록 재구성

마트를 만들기 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마트 견학 시 보았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상

하기

∙마트를 만들 때 필요한 것 목록 만들기

9

마트이름과 

매할 물건 

정하기

매할 물건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다수결 실시

코 별로 매자와 손님의 수 조율

마트 이름은?

마트에서 무엇을 팔까?

코 별로 필요한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

∙다수결로 마트 이름, 마트에서 팔 물건과 코  

정하기

∙코 별로 필요한 사람의 수정하기

10 역할을 나 어요.
손님보다 매자 역할을 선호하여 

가  바  보를 통해 매자를 선정

매자와 손님 할 사람?

우리 교실이 리마트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각 코 별 매자와 손님 역할 가  바  보로 

정하기

∙ 리마트(가칭) 간 을 분업하여 제작하기

11 마트놀이Ⅰ

마트놀이를 하기 해 코 부터 

물건 배치까지, 별로 토의하고 

결론 도출 

정확하지 않은 계산이 이루어지거나 

마트 내부 배치 등 유아들 스스로 

부족한  인식

리마트의 각 코 는 어떻게 

배치할까?

각 코 를 어떻게 꾸며야 손님이 잘 

알아볼까?

마트놀이를 더 잘 하려면 어떤 을 

더 알거나 보충해야 할까?

∙교실에 있던 장난감으로 각 코  비하기

∙가격표, 코 명 만들어 붙이기

∙ 리마트 간  달기

∙실제로 마트놀이 하기

∙마트놀이 후 좋았던 , 아쉬웠던  이야기 

나 기

개

2

12

동 을 

탐색해보고, 

계산해보기

마트놀이 후 계산에 한 필요성과 

가격을 읽을  알아야 함을 인식

물건 가격만큼 필요한 동 은 

얼마일까?

동 은 어떻게 생겼을까?

동 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를까?

∙마트놀이 시 부족했던  이야기 나 기

∙동  탐색하기

∙동 의 가격 알아보기

∙동 으로 계산해 보기

13 지폐 탐색하기

조지폐를 방지하기 한 

홀로그램에 심을 많이 가지고, 

지폐 그림에 심 가져, 자세히 

찰한 것을 그림으로 표상

지폐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

진짜 지폐와 가짜 지폐는 어떻게 

구분할까?

∙네 종류의 지폐 탐색하기

∙돋보기로 지폐 찰하기

∙ 찰한 결과 그림으로 표상하고 비교하기

14
<지폐와 동 > 

개사노래 배우기

유아들이 알게 된 지식을 잊지 

않기를 희망하여 <시장잔치> 동요를 

개사

우리가 알게 된 지폐와 동 에 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할 수 

있을까?

∙지폐와 동 에 해 알게 된 지식으로 별 

퀴즈 게임하기

∙<시장잔치> 동요를 <지폐와 동 >으로 개사

하여 불러보기

15

한국은행 

화폐 융박물  

견학

다른 나라와 옛 우리의 동 과 

지폐에 해서도 유아들의 심이 

이어져 한국은행화폐박물  견학

다양한 화폐의 크기,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

동 주머니와 지폐 묶음  어떤 것이 

무거울까?

∙다양한 화폐 찰하기

∙견학 후 이야기 나 기

∙동  주머니와 지폐 묶음을 들어보고 무게 

비교하기

16 무게 알아보기
화폐박물  견학 이후 ‘무게’를 

측정하는 작업으로 호기심 이동

양팔 울은 어떤 원리로 무게를 재는 

걸까?

삼겹살 무게에 따라 왜 가격이 

다를까?

∙앙팔 울과 여러 울의 명칭과 특징을 알아

보기

∙양팔 울에 물건을 달아 무게 비교하기

17 길이 측정하기

지폐의 길이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는 을 발견했던 

유아들이기에, 길이 측정에 호기심 

보임.

길이는 어떻게 비교할까?

길이는 어떻게 잴 수 있을까?

내 키는 얼마일까?

∙다양한 방법으로 화이트보드 의 길이 측정

해보기

∙유아들의 키를 측정해서 기록하기

<부록 1> ‘마트놀이’ 프로젝트 활동의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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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

18 덧셈하기

마트놀이를 할 때에는 가격표를 보고 

계산을 해낼  알아야 하므로 숫자를 

가지고 기 인 계산을 해 

100원짜리 물건을 2개 사면 얼마를 

내야 하나?

300원짜리 물건을 사고 500원 내면 

얼마를 거슬러 받아야 되나?

∙마트에서 덧셈을 잘 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해 이야기 나 기

∙자석 숫자를 가지고 5, 10이하의 수 내에서 

덧셈을 해 보기

19
딸기  상품 

만들기

딸기 의 무게에 따른 가격 책정 

활동이 이어짐. 유아들은 그 가격을 

바코드라는 형식으로 딸기잼 병에 

디자인해 넣음.

딸기 은 얼마에 팔아야 당할까?

딸기  병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가격을 잘 알아볼 수 있을까?

∙딸기잼 병의 무게 측정하고 기록하기

∙무게에 따라 가격 정하기

∙딸기잼 병을 디자인하여 다양한 치에 바코드 

그려 넣기

20 지갑 만들기

지난 마트놀이 경험을 떠올리며 

지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유아들이 

아쉬움을 표 하 음. 

어떤 을 보충하면 더 재미있는 

마트놀이를 할 수 있을까?

지갑 속 패턴은?

∙지난 마트놀이 경험을 회상하며 보충해야 할  

기억하기

∙튼튼한 지갑 만들기

∙지갑 가격 정하기

21

마트에서 팔 물건 

정하고, 고지 

만들기

지속 으로 심을 두었던 

‘시식코 ’를 실 하고 딸기농장체험 

후 얻게 된 딸기 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맞닿아 딸기  빵을 는 

마트를 열기로 합의

무엇을 팔까?

딸기 과 몬에이드 가격은 얼마가 

당할까?

딸기  빵과 몬에이드를 어떻게 

홍보하면 많이 팔 수 있을까?

∙마트놀이에서 팔 물건 정하기(딸기  빵, 몬

에이드)

∙딸기  빵과 몬에이드 홍보하는 고지 만

들어 비교하기

∙딸기  빵과 몬에이드 가격 정하기(1000원

씩으로 정함)

22
마트놀이 

비하기

다른 반 선생님들을 하자는 

아이들의 의견 로 마트놀이 계획을 

짜고 비할 소품을 유아들의 

목록 로 별로 제작

마트놀이를 해 무엇을 비해야 

할까?

비해야 할 소품을 어떤 방법으로 

비하면 좋을까?

∙  나 어 가격표, 계산 , 가게 간 , 음식 

담을 컵, 요리사 모자 등 만들기

∙완성된 소품 배치하기

∙리허설 해보기

23 마트놀이Ⅱ

유아들의 바람 로 음식을 는 

마트놀이로 운

각 음식을 1000원씩 책정하여 쉽게 

계산을 하고 결과 수치 비교

무엇이 잘 팔릴까?

딸기  빵과 몬에이드를 팔면 

얼마나 벌까?

마트놀이를 더 잘 하려면 어떤 을 

더 알거나 보충해야 할까?

∙다른 반 선생님들을 해서 마트놀이하기

∙ 매실  알아보기

∙맛있는 음식 투표하기

∙마트놀이 후 좋았던 과 아쉬웠던  이야기 

나 기

마

무

리

24 비즈팔  만들기

유아들이 비즈팔 를 만들자는 

의견에, 수학  능력인 규칙성을 

활용하여 근사한 비즈팔 를 

만들어보자고 교사가 제안 

어떤 물건을 매할까?

멋있는 비즈팔 를 만들기 한 

방법은 뭘까?

직  만든 비즈팔  가격은 얼마가 

당할까?

∙지난 마트놀이를 회상하며 이야기 나 기

∙규칙성을 활용하여 비즈팔  만들기

∙비즈팔  가격 정하기

25

폐비닐 이용하여 

나비 로치 

만들기

유아들이 손쉽게 만들면서도 

결과물이 매력 으로 나오는 

상물을 고민하던  교사가 

나비 로치 만들기를 제안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로치는 어떤 모양일까?

직  만든 나비 로치 가격은 얼마로 

할까?

∙과자 지 등 폐비닐을 가지고 나비 로치 만

들기

∙나비 로치 가격 정하기

26
도넛 열쇠고리 

만들기

아버지 손님들을 상으로 교사가 

클 이를 가지고 도넛 열쇠고리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열쇠고리는 어떤 

모양일까? 

직  만든 열쇠고리 가격은 얼마로 

할까?

∙도넛 열쇠고리 만들기

∙도넛 열쇠고리 가격 정하기

27 단지 만들기

부모님들께 어떤 물건을 매하는지 

알려주고 싶다는 유아들 제안에, 

실제 단지처럼 매할 물건을 

소개하고 장처럼 부모님께 

달하기로 함

부모님들께 마트에서 매하는 

물건들의 종류와 가격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우리가 매할 물건들의 가격은 

얼마가 당할까?

∙ 단지 탐색하기

∙ 단지 만들기

∙ 매할 물건의 최종 가격 정하기

∙완성된 단지 보며 이야기 나 기

28
마트놀이 

비하기

지난 두 번의 마트놀이 후 유아들이 

더 보충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소품들을 보충함. 

세 번째 마트놀이를 해 보충할 

것들은 뭘까?

각 소품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면 

좋을까?

마트의 각 코 와 물품은 어떻게 

배치할까?

∙마트놀이를 해 비해야 할 것 정리하기

∙ 별로 소품 제작하기

∙완성된 소품과 물품으로 각 코  배치하기

29 마트놀이Ⅲ

직  만든 물건을 부모님께 

매하고 싶다는 바람 로 부모님을 

하여 규모 마트놀이를 함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할까?
∙부모님 해서 마트놀이하기

30
마트놀이 후 

표상하기

마트놀이 이후 각 의 수익 을 

정산하여 비교하고, 유아들의 기억 

속에 남은 마트놀이를 그림으로 

그려 친구들과 공유

어떤 물건이 많이 팔렸을까?

우리 의 결과는?

내가 기억하는 마트놀이의 모습은 

어떠했나?

∙ 별로 마트놀이 후 수익  정산하기

∙지난 마트놀이 로젝트를 뒤돌아보며 그림

으로 표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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