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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유아교사들 간 그리고 연구자와의 협력적 관계로 이루어진 교육공동

체 참여 경험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소재 유치원 교사 3명과 연구자가 2016년 

3월 14일 교육공동체의 형성으로 시작되어 2016년 7월 2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교육공동체 모임 토의전사자료, 교사와 연구자

의 반성적 저널자료, 교사의 개별면담 전사 자료를 수집하여 질적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에서의 교육공동체 참여 경험은 개인적 수학경험과 수학적 상황을 공유하고 공유를 통해 수학내용지식을 이해하고 학습하였으며, 

교육공동체를 통해 소통하면서 자신의 수학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교육

공동체 참여 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학적 오류를 통해 함께 배우고, 공유를 통해 더 나은 수업의 방향을 습득하여 협력적 수학탐

구과정을 즐기는 교사로 성장하였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협력을 통한 공동실천을 증진하였다.

주제어 : 교육공동체, 지식의 공동구성, 스토리텔링 수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스토리텔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through cooperative relationships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researchers i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and to find out the meaning of those experiences. 

Reputable researchers began with the formation of the educational community on March 14, 2016, and 

continued until July 26, 2016, and collected transcripts of discussions of educational community meetings, 

reflective journal data of teachers and researchers, and transcript of individual interviews by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educational community i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shared personal mathematics experiences and mathematical situations, 

understood and learned mathematics content knowledge through sharing, and communicated through the 

educational community. Second, looking at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educational community using storytelling, learn together through 

mathematical errors and learn the direction of better instruction through sharing. Grown up as a teacher who 

enjoys the mathematics exploration process, and promoted joint practice through cooperation i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Key Words : Education Community, Co-construction of Knowledge, Storytelling Math Education,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Storytell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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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미래사회는 예측 불가능

한 현상들에 대해 다양하게 적응하고 실제적 능력을 수

행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이에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지식의 인지적 학습에만 중점을 기울

여 온 것을 반성하며 ‘~을 아는 것’을 넘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실생활과 

연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1]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학습한다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그 의

미를 파악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경우 구체적 상황과 맥락 속에서 경험되어야 함

이 강조되면서 스토리텔링이 주목받고 있다.

스토리텔링이란 인물, 사건 배경이 잘 결합되어 만들

어진 이야기를 화자와 청자가 현장에서 공유하고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력과 감정

을 첨가하여 자신의 언어로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다[2]. 스토리텔링은 이야기가 매개가 되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교육현장에서 다양

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수학교육에 있어 수학적 상

황을 포함한 사실적 또는 가상적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

으로 구연함으로써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자연스럽게 수

학적 개념, 태도, 기술을 학습하게 되어 많이 활용된다. 

초등학교 교실에서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수는 

학생들에게 상상과 감정을 통해 추상적인 수학개념을 

구체적인 자신의 경험과 연결 지으며 더욱 의미 있는 학

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3]. 또한 스토리텔링은 다양한 

학습 사이의 연결성을 만들고 수학적 아이디어의 깊이

있는 이용과 확장을 위한 자연스러운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수학화

하는 과정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수학에 대한 흥미를 가져 수학적 개념을 쉽

게 확립시킨다[4]. 이렇듯 스토리텔링은 수학에 대한 막

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줄이도록 도움을 주는 매우 자

연스러운 형식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수학에 대한 태도

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5]. 이에 스토리텔

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수업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여 학업성취도가 

향상되었다는 연구[2],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

아수학활동을 한 집단에서 유아의 수학적 문제해결능력, 

사고력,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 수학적 태도에 더 높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연구[6]가 있다. 이러한 연

구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있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의 진행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7]. 하지만 

현재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실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스토

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은 아직 보편화 되지 않

은 실정이다[8]. 그리고 현장의 교사가 유아수학교육에

서의 스토리텔링 교수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스

토리텔링의 이론적 지식과 수업 기술면에 있어 어려움

을 보이며[9]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실현을 이루도록 하

는 교수학습방법이 부족하여 유아교육현장에 적용하기

를 어려워한다[10,11]. 이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

수학교육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교사들간의 경험을 살펴

보고 이러한 경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는 연구

는 의미있다고 보여진다. 

더불어 교사는 교육을 실천함에 있어 교수행동에 대

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문제제기를 통한 의식 변화

[12]와 반성적 사고를 통한 자기성찰을 통해 점차 발전

해 나아간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의 교사는 자신의 수

업을 되돌아볼 기회가 다소 부족하고, 자신의 수업을 동

료교사나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한다[13]. 교실이라는 

곳이 교실을 둘러싸고 있는 맥락과의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며 변화가 이루어지는 곳이자 교사와 유아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장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사

는 교실을 둘러싼 유아, 원장 그리고 동료교사와의 협력

을 통해 좀 더 넓은 시야와 더 넓은 범위의 관계를 기초

로 공동체적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교육의 주체인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공

동체 학습문화를 지향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여 구성원 

간 협력을 통해 비전과 가치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함께 

공유하고 반성적 사고를 통한 실천을 강조하는[14,15] 

교육공동체의 형성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

문가의 지원과 유아 교사들간의 협력적 관계로 이루어

진 교육공동체를 통해 교사는 자신의 신념과 교수실제

를 함께 공유하고 피드백하며 반성하여 교수 실제를 개

선하고 그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에서의 교사 간 협력과 전문가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

는 교육공동체의 참여 경험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는 연구로 

유아교육현장에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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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

의 교육공동체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

의 교육공동체 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부산시에 위치한 무지개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사 중 3명의 유아교사와 1명의 연구자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을 위해 수학교육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은 교사를 개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중 

교사1은 20대 후반으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사립유치원에서의 4년 6개월의 경력을 가진 만 5세의 

담임교사이고 교사2는 교사경력 10년으로 무지개 유치

원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4년제 유아교

육과를 졸업한 30대 후반의 교사로 만 3세반 담임을 담

당하고 있다. 교사3은 30대 초반으로 4년제 유아교육과

를 졸업하고 교사경력 5년차 교사로 만 5세반 담임을 

맡고 있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 배경을 다음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Research Background

Research 

Participants
Education Personal history Age

Teacher 1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 

years

4 years and 6 

months of 

kindergarten 

teacher experience

Late 

20s

Teacher 2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 

years

10 years of 

kindergarten 

teacher experience

Late 

30s

Teacher 3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4 

years

5 years of 

kindergarten 

teacher experience

Early 

30 

years 

old

  

교사1은 유아기에 수학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있었으나 수학교육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

으며 유아에게 수학교육을 지도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

으로 수학교육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성하였다. 교사2는 

처음 만남의 자리에서 수학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본인의 

궁금한 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던 교사로서 현재 수업

개선연구교사를 맡고 있으나 정작 수학교육을 함에 있

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수학교

육의 질 개선을 위한 궁극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였

다. 교사3은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배움의 필요성을 느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과정에 있으며, 자신이 

수학에 대해 관심이 없고,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에 대하

여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 

수학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싶은 의지

를 보여 본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다. 세 교사는 친근한 

관계였으며, 모두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였

다. 본 연구의 연구자는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반성

적 사고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

면서 함께 논의에 참여하며 협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

는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의 촉진자로서 교육공동체에 

함께 참여하였다. 

2.2 연구참여기관

연구 참여 기관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무지개 유치

원으로 만 5세반이 2학급, 만 4세반이 2학급, 만 3세반

이 1학급, 방과후 과정반이 1학급으로 총 6학급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 유치원은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에 기

초하여 생활주제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연

구를 위해 선정된 유아교육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은 유

아수학교육에 대한 경험과 유아수학교수학습방법에 있

어 발전적 의지를 보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유

아수학교육에 대해 관심과 함께 걱정이 많았고, 원장과 

원감 또한 교사들의 수학교수학습방법을 지원하기 위해 

고민을 하는 상황이었다. 

2.3 교육공동체형성 및 운영절차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6년 3월 4일과 2016년 

3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

이 유아수학교육에 대해 필수적이라고 여기지만 어렵고 

두려워하여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수학교육의 방법적인 면에서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후 교사들과의 만남의 시간

을 따로 가지며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하며 

교육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

졌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를 보인 유아교사 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

는 학습공동체의 형태에 있어 자원을 받아 구성되었다

는 점에서 자율적 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만, 연구자

에 의해 제안되고 지원되었다는 점에서 지원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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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ed)학습공동체[17]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교육공동체는 2016년 3월 14일 무지

개유치원의 유아교사 3명이 연구 참여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되어 2016년 7월 26일에 걸쳐 이뤄졌다. 본격적인 

실행이 들어가기에 앞서 약 2주간의 실행 준비과정과 

약 5개월간 실행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Education Community Implementation Procedure

term contents

Prepar

ation 

period 

for 

executi

on

2016. 

03. 14

‧Selec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formation of 

rapport among educational communities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content related 

to the educational community

Prepar

ation 

period 

for 

executi

on

2016. 

03. 14

‧Discuss the concept and purpose of early 

childhood mathematics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and an educational approach

Prepar

ation 

period 

for 

executi

on

2016. 

03. 17

-

2016. 

03. 21

‧Discussion on topics and activities suitable for 

early childhood math education using 

storytelling and implementation directions

‧Exchange of opinions when executing a topic

2016. 

03. 25

‧Exchange of opinions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activities during the first 

implementation

Execut

ion 

period

2016. 

03. 28

-

2016. 

07. 26

‧Sharing the execution process, activities, 

reactions and problems of children in each 

part

‧Share feedback and ideas o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each part

‧Next week's action plan and exchange of 

opinions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3월 28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교육공동체 모임 토의전사본, 교사와 

연구자의 반성적 저널자료, 교사의 개별면담 전사 자료

이다. 교육공동체모임은 주 1회, 평균 한 시간 정도로 진

행되었으며, 연구자가 교육공동체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토의 내용을 녹음하고, 전사하였다. 교사와 연구자의 반

성적 저널의 경우 형식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연

구자가 교육공동체에 참여한 후 느낀 점, 생각, 질문, 다

음 모임에서 토의내용, 나아갈 방향 등을 작성한 것을 

모임 시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교사개별면담은 

2016년 3월 31일과 모임이 종료된 후인 2016년 7월 

29일에 연구자가 직접 교사개별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

담내용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실행과 관

련된 교사의 생각, 교수실행과 방법에 있어 어려운 점, 

교사가 바라는 요구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연구자가 자료를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에 대해 메모를 하는 개방코

딩[18]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글을 읽으면서 반복되

는 단어와 문구,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주제어를 찾아 주제별 내용 및 에피소드

를 정리하여 주제어 중심으로 범주화하며 주요 범주를 

추출하는 귀납적 추론의 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질적연구가 추구하는 자료분석

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면담 후 전사본을 교사들에게 제

공하여 검토를 요청하여 의미가 모호한 부분에 대해 확

인하였으며[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의 수집자료와 

면담 내용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자료원의 삼각측정방법

(triangulation)의 사용하여 해석의 적절성을 높였다. 그

리고 연구결과의 분석 및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고 자료 

간 상호 불일치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출된 사

례에 대하여 연구참여교사의 구성원 검토를 시행하여 교

사의 변화에 대한 의미규명을 하였으며, 연구의 전 과정

에서 유아교육전문가 1인에게 분석 및 범주화와 해석과

정 검토를 논의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

공동체 참여 경험은 어떠한가?

3.1.1 교사들간의 수학적 상황의 공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공동

체를 통해 교사는 일상에서의 수학적 경험과 상황에 대

해 스토리텔링하면서 그들의 일상적 경험을 회상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억을 

재생하고 이야기하며 토의하는 동안 수학적 내용과 지

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평소에는 수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왔던 것들

을 함께 이야기 나누며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서 수학적 개념이 꼭 계산, 연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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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것을 찾아볼 수도 있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

다. (교사 2 반성적 저널)

더 나아가 교육공동체의 경험은 교사들에게 일상 속

에서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과거의 경험

뿐 아니라 미래의 경험에 대해서도 수학적 내용과 연결

짓고 수학적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도적으로 수학

적 경험을 만들어나갈 수 있었다.

교사2: 예전에는 수학적 경험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그 경험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일상

에서 수학적 요소라던지, 수학적 개념을 찾는 것이 쉬워

졌어요 .

교사3: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수학적 

요소를 찾는 것이 쉬워진 것 같고, 재미있기까지 해요. 

교사1: 예전에는 이전의 경험을 떠올려서 그 경험에

서 수학적 요소를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점차 앞으로 있

을 일에 대해 저 스스로 수학적으로 계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 1, 2, 3 토의자료)

3.1.2 교사들간의 수학내용지식의 학습의 장

교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교육공

동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반 아이들과의 관련된 수학적 

경험을 일상적인 스토리로 풀어나가면서 점차 그 속에

서 연산이라는 수학내용지식을 발견하게 되었다. 

교사2: 연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 늘 기호판과 숫자판

으로 알려주었는데 유아들과 견학 간 경험을 이야기 나

누면서 줄을 선 사진을 보면서 몇 명이 줄을 서고 있는

지, 줄을 서고 있지 않은 친구는 누구인지, 몇 명인지, 

우리반 친구들은 모두 몇 명인지 등 경험과 연산을 연결

하여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유아들에게 수학내용지

식의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교사3: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책에서 이론을 외

운다거나 읽기만 했을 땐 잘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누군

가와 일상적 네러티브를 하면서 수학적 개념을 일상 속

에서 발견하게 되고, 일상 속 수학적 경험에 대한 수학

내용에 대해 공부하면서 더 많은 수학내용지식에 대해 

알 수 있었어요. (교사 2, 3 토의자료)

교육공동체 모임을 통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다양

한 수학내용지식을 공부하게 되고, 지식이 내재되어 있

는 생활 속 경험 회상을 통해 수학내용지식을 심화하게 

자연스럽게 교사들간의 학습의 장이 되었다.

3.1.3 교사들간의 반성적 사고의 시간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교육공동체 모

임을 통해 교사들은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공유하고 피

드백을 받으며 자신들의 경험과 주변에 대해 수학적으

로 분석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온 수학

적 내용과 연산과 수에만 한정된 것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에게 수학은 숫자, 연산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하지만 다른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내가 너무 수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함께 이야

기를 공유하며 평소 수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왔던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일상 속에서 수학

적 개념에 대해 더 찾아보아야겠다. (교사1 반성적 저널)

교육공동체에 참여한 교사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자신의 수업상황을 분석하며 기존의 자신의 모습을 비

판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

공동체를 통해 서로 그러한 모습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모습과 다른 교사들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어 상호 성장

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모임에서 수업동영상을 동료교사들과 함께 

살펴보면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아무말 하지 않고 교사 

혼자서 하는 수업이라는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를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제안하

였다. (중략) 유아들에게 적합한 수학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유아들의 수업참여

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

사2 반성적 저널)

교육공동체를 통해 지금까지 나의 수학교수법에 대해 

되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내가 경험했던 

상황과 생각으로만 수학교육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스토

리텔링을 활용한 수학교육을 하면서 처음에는 혼란스러

운 부분도 있었지만 함께 모여 고민을 이야기하고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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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찾으면서 점차 수학적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스토

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며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교사3 반성적 저널)

교육공동체 모임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반성하는 시

간, 나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뜻깊은 모임

이었다. 늘 내가 하는 수업이 옳다고 생각했고, 굳이 새

로운 것을 시도하려 하지 않았는데 횟수를 거듭할수록 

주변을 다시 돌아보며 자료도 찾아보고 도서도 찾아보

게 되었다. 유아수학 관련 스토리텔링 자료를 찾고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교사3 반성적 저널)

3.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

공동체 참여 경험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3.2.1 협력적 수학탐구과정을 즐기는 교사

교사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배우는 입장이기도 했다. 동료교사와 상호

작용을 하면서 교사의 실수와 관련된 수학적 상황과 문

제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수학관련 스토리를 공유하

며 오류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반박하며 함께 소

통하면서 오개념을 바로잡고 또 하나의 수학적 경험으

로 발전하게 되었다.

교사1: 오늘 우연히 모둠 책상에 붙어 있는 동그라미 

모양이 모두 동그라미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늘 

아이들에게 동그라미라고 얘기했었는데...(모둠 책상의 

모양을 함께 살펴보며) 그리고 아이들과 도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실의 다양한 물건들을 살펴보았어

요. 

교사2:그런데 이건 동그라미가 아니라 타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물건에서도 타원

이 발견되네요.

교사1: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원의 형태도 다양하

잖아요.(중략) 이건 타원도 동그라미도 아닌 것 같아요. 

(교사 1, 2 토의자료)

교사는 동료와의 지식과 정보공유를 하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새로운 교수

방법의 시도와 함께 유아들과 상호작용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다른 동료교사과 수학적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 스스로 알게 된 부분도 있고 질문도 하면서 더 많은 

수학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교사1 반성

적 저널)

새롭고 흥미로운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해 정보를 얻

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아이들과 수업을 하

면서 수학의 경우 특히 제가 주도하는 수업이었는데 아

이들이 발견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수

학적 요소를 발견하게 되고, 수업에 집중하게 되었다. 

점차 수업을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고, 함께 

참여하는 방법을 더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았다. (교사 3 

반성적 저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교육공동체 참

여 경험을 통해 교사는 이론적 고찰과 함께 자신이 터득

한 이론을 공유하면서 개별 스토리에 대한 수학적 분석 

및 토의를 하며 스토리에서 수학적 의미를 더욱 불어 넣

게 되는 협력적 수학탐구과정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학교육을 함에 있어 직접 설명하며 이해시킨다거나 

형식적인 교재‧교구를 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고 점차 수학적 논리를 파악해보는 탐구과

정을 즐기며 성장해 나아갔다. 

3.2.2 협력을 통한 공동실천의 증진

참여 교사들은 수업 후 자신의 수업 동영상을 분석하

고 협의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면서 지식이 넓혀지고 끊

임없는 자신의 교수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면서 기쁨

을 경험하였다.

교사1: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내가 지나치고 

간 내용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모임을 통해 

함께 수업 동영상을 분석하면서 내가 발견하지 못한 수

학적인 것을 선생님께서 찾아내어 주시면서 함께 문제

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내가 알고 있는 부분 외에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교사3: 저도 그래요. 모임을 진행하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껴요. 혼자 수업을 준비하면서 수학

적 요소를 찾아보려고 하면 막막한데 함께 이야기 나누

면 수학적 요소가 생활 곳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들어

보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교사 1, 3 토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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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교육공동체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함께 회상

하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수학적 분석이 다양해지고 구

체화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공동

체를 통해 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협의과정을 통해 의미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임을 통해 점차 

실감하게 되었고, 이렇게 각자의 방법을 공유하면서 아

이디어를 나누게 되고, 이러한 교육공동체의 모임에 참

여한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교육공동체 모임에서의 동료교사들과 스토리

텔링 과정을 거치면서 수에만 다소 치중되었던 활동에서 

공간, 도형, 규칙성, 측정, 자료수집과 통계 등 다양한 수

학적 내용 지식이 담긴 스토리텔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발견하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 반에 케이크와 초를 준비해서 축하식을 했

는데 예전에는 아이들 나이에 맞춰 초 꽂고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는데... 케이크에 초를 꽂으면서 우리

반 아이들 나이에 맞춰 초를 꽂을 수 있다며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둠에 맞춰 케이크

를 등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었어요. 케이크를 받은 후 아이들과 케이크의 모양

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듯 

다른 동료교사와의 정보와 스토리텔링에 대한 공유를 

통해 다양한 수학적 요소를 교육활동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바쁜 일과 중에 이러한 모임의 진행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지만, 변화하는 모습과 발전해 나가는 

것이 느껴져서 뿌듯해요. (교사1 개별 면담)

다소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교사들의 조직문화 속에서 

탈피하여 나의 생각을 동료교사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아가게 되는 교

육공동체를 통해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공동체 참여경험과 그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에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결론 및 논의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

공동체 참여 경험은 개인적 수학적 경험과 수학적 상황

을 공유하고, 공유를 통해 수학내용지식을 이해하고 학

습하었으며, 교육공동체를 통해 소통하면서 자신의 수학

적 경험에 대하여 반성적 사고를 하였다. 교사들이 스토

리텔링하면서 그들의 일상적 수학경험을 회상하고 함께 

수학적 스토리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다소 애매모호

한 경험을 명료하게 함으로써 수학내용지식의 단순한 

암기가 아닌 명확한 이해수준으로 발전하면서 수학적 

사고과정이 일어났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적 소재

를 찾고, 공유를 통해 경험을 회상하고 분석하면서 수학

적 사고[19]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박인기 외의 

연구[20]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학습활동이 불투명

하고 흐릿한 경험을 명료하게 하기에 의미있다고 한 결

과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

학교육의 교육공동체를 경험은 교사들에게 심도있는 수

학적 사고과정를 경험하게 하여 더욱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

육의 교육공동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수학적 경험을 스

토리로 풀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수학내용지식을 이해하

고 학습하게 되었다. 스토리텔링이란 가르치고 배우기 

쉽도록 지식을 교수학적으로 변용하는 것으로서 스토리

로 풀어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지식과 

스토리텔링의 상관성을 살려내는 과정을 통해 지식습득

이 흥미롭게 이루어진다고 한 연구[20]와도 일치한다. 

즉 수학내용지식을 잘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수학적 내

용지식을 잘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제대로 이

해하는 것으로[1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

의 교육공동체 경험을 통해 교사는 수학교수내용을 학

습자에게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식을 구

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교과내용지식은 수학

교수활동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20,21,22]에 

의해 지지된다. 그리고 교사는 수학적 경험과 수학적 스

토리를 공유하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수학적 상

황 및 수학적 경험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는 학습공동체를 경험하며 혼자 고민하고 생각하던 한

계에서 점차 다른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며 다양한 

생각과 방법을 발견하였다고 한 선행연구[23]의 결과와

도 일치한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

공동체 참여경험의 의미를 살펴보면, 수학적 오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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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함께 배우고 공유하면서 더 나은 수업의 방향을 습득

하며 협력적 수학탐구과정을 즐기는 교사로 성장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교육공동체에 참

여한 교사들은 연구과정에서 수학적 오류를 매우 빈번

하게 보였는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이러한 수학적 

오류를 발견하면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오개

념을 바로 잡으면서 배움의 기회를 가졌다. 이는 교육공

동체를 통해 교사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방안 모색

을 경험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의 반복을 통해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창출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동시에 성장하게 된

다고 한 연구[24]와도 일치한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가 

수학적 오류와 개별 스토리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며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수정하는 과정이 맞물러 더 나은 

수업의 방향을 습득하게 되면서 그들은 점차 탐구적인 

교사로 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구에 참여한 교

사들 간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교사는 지식을 찾아가는 

과정인 탐구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탐구능력은 미래

의 교사들에게 요구되는 능력[19]으로 유아수학교육에

서의 스토리텔링이 더욱 가치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공유와 협력

을 통해 점차 지식이 넓혀지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교수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 

수학교수에 있어 자신감이 다소 부족했던 교사들이 스

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의 교육공동체 내에서 

그들의 수학적 경험을 어떻게 실제 수업에서 구현했는

지 그 과정을 직접,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서

로의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

기도 하고 반성하면서 자신의 수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되

었다. 이는 학습이라는 것이 동료들과 공동의 생각 속에

서 함께 나누면서 검증하고 도전받고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고 한 연구[25]의 주장과도 일맥상

통하며 교육공동체에서의 교사 간 상호작용을 통해 새

로운 방법에 흥미를 갖고 수업에 변화를 느끼고 싶은 교

사들의 노력으로 과감한 시도를 통해 교수실제의 공유

를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상황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

지면서 그들의 전문성 향상을 보고한 선행연구

[23,26,27]에 의해서도 지지된다. 그리고 자신의 수학적 

스토리와 수학교수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며 저널

쓰기를 하면서 본인의 수학수업에서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반성적으로 검토하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는 수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수업과정을 더 깊게 

성찰했다는 연구의 [28]의 결과와 일치하며, 교사공동체 

모임을 통해 지식을 나누고 끊임없이 성찰하고 성장해 

나가는 기쁨을 경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공동체 경험을 통해 교사는 교

육공동체의 특성상 수학적 상황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

치면서 수학적 사고 과정이 일어나고, 실천적 수학내용

지식을 구축하였으며, 자신의 수학적 상황 및 수학적 경

험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에서의 교육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협력을 통한 수학적 탐구과정을 즐기는 교

사로 성장하고, 공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실천해 나가면

서 스스로 성장해 나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며  공동실천

을 증진시킨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제언할 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기에 연구대상의 사례 수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조건에서의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본 연

구는 2016년 3월 14일에 시작한 연구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2020년에 시행되

는 개정 누리과정에서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스

토리텔링을 활용한 유아수학교육을 함에 있어 유아‧놀이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효과적인 유아수학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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