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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아교사들이 인식하는 구성주의 교육 신념에 따라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실태

가 상이한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담

임교사 210명이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구성주의 교육신념을 측정하고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

도 및 실천수준을 조사하였다. 교사의 구성주의 신념에 따른 관심도 및 실천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구

성주의 신념 점수를 상, 중, 하로 구분한 후, 검증, 일원변량분석(ANOVA), Scheffé 검증을 실시

하였다. 분석 결과, 구성주의 교육 신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

심도와 실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아 협동 활동에 관한 체계적인 

교사교육은 물론 교사들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을 형성·강화시키는 것이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유아 협

동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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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거 오랜 세월동안 우리 사회는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해 개인 간의 경쟁

을 당연시했고 지나친 경쟁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아 왔다. 예를 들어, 

Dewey(1916)에 의하면, 경쟁 논리에 근거한 교육은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아동을 양산하거나 다

양한 정서적 피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협동은 이러한 경쟁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

으며, 국가 간·문화 간·계층 간·세대 간 협력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추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현장에서도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집단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집단 활동은 학습의 중심이 학습자에게 향해 있는 동시에 

학습자 간의 협력을 가치 있는 전략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교실 실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활동을 통한 교육을 의미하는 용어로 협동학

습과 협력학습이 있다(Kutnick, Ota, & Berdondini, 2008). 

  협동 학습(cooperative learning)이란 소집단의 학습자들이 동일한 학습목표를 향하여 함께 활

동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구조화되거나 조직화된 학습방법으로 직소우 협동학습(jigsaw 

method)을 예로 들 수 있다(Slavin, 1983). 이에 반해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은 ‘공유된 

이해(shared understanding)' 발달을 목표로 하나의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학습방법(Summers, 

2006)으로 형식적인 학습전략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상호작용적 대화와 놀이가 격려된다

(Vermette, Harper, & DiMillo, 2004). 따라서 협력학습이라는 용어는 주로 어린 연령의 학습자에

게 적용되는 (Tolmie, Topping, Christie, Donaldson, Howe, Jessiman, Livingston, & Thurston, 

2010)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협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개별 활동과 대칭되는 

의미에서의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실제를 알아보고자 하기에 협동학습과 협력학습

을 구분하기보다는 집단 구성원 모두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나 과제를 위

해 함께하는 집단학습 상황(Dillenbourg, 1999; Johnson, Johnson, & Holubec, 1994/2001)을 협동 

활동으로 보기로 하겠다. 협동 활동은 집단의 역동성을 통해 학습 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므로 

사고의 공유, 의견 불일치, 또래 교수, 모델링 등 학습을 유발하는 또래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

며, 이를 촉진하는 학습 환경 구축에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또래간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

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은 조망수용의 필요를 자극하고 사고의 탈 중심화를 촉진시키므로(Johnson 

& Johnson, 1994) 협동 활동은 특히 자기중심성이 강한 유아기 교육현장에서 중요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협동 활동은 유아의 언어능력, 문제해결력, 창의성, 학업 성취 등 인지적 측면뿐만 아

니라 타인과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동기, 내적 통제, 또래와의 상호작용,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

정감, 학습과 또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등 사회·정서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강상, 2013, 홍순옥, 정수금, 2003; Battistch & Watson, 2003; 

Gauvain & Rogoff, 1989; King, 2007; Kutnicka, Otab, & Berdondinib, 2008) 예를 들어, 협동과정

에서 유아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나타나는 갈등은 또래들에게 지적인 도전을 촉발하게 되는

데 이러한 지적인 도전은 비판적인 사고, 더 높은 수준의 추론, 초인지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또

한 협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긍정적 상호의존성은 또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서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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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학습구조는 개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Johnson & Johnson, 2012). 뿐만 아니

라 교실 내 교육기자재와 학습 자료가 빈약한 상황,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너무 높은 상황, 혼

합 연령 집단의 유아를 함께 가르쳐야 하는 상황 등 교육 현장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

결하는 효율적인 교수 전략이 될 수 있다(Katz & Chard, 1989).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인적자원

부(2007)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협동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현장에 보급한 바 있으

며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013)에서도 교사나 또래 간 집단 상호작용을 교수-학

습 방법으로 제시함으로써 협동 활동에 기초한 교실수업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협동 활동은 구성주의 교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Duffy와 Jonassen(1992)은 구성

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본 가정으로 지식은 인식 주체와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인식 주체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고, 그것이 발생하는 상황에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협상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협동 활동은 이러한 구성주의 가정을 교수-학습에 실현

할 수 있는 방법론적 도구가 될 수 있다. 

  협동 활동이 구성주의 학습 환경 조성에 적합한 이유로 첫째, 협동 활동은 학습자 간의 협력

적 상호작용에 의해 활동이 진행되므로 집단 구성원 모두가 정보의 제공자, 지식의 공동 구성자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이 창출된다. 둘째, 실제 상황에서의 문

제 해결이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협동 활동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 하에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개별 구성원의 인지

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학습은 사회적·대화적 활동으로, 지식은 개인적 이해의 적합성

에 대한 평가와 사회적 협상을 통해 진전된다(Fosnot, 1996)는 점을 들 수 있다. 협동 활동에서 

개인은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다른 시각 및 관점의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 속에

서 자신의 시각을 규명해 봄으로써 자신이 가진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인정하는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Lebow, 1883; 변영계, 김광휘, 1999, 재인용). 이 외에도 협동 활

동은 ‘불균형이 학습을 촉진한다’ (Fosnot, 1996)라는 구성주의 학습 조건을 충족시킨다. 

Wordsworth(1996)는 협동을 인지적 갈등의 원천으로 제안하였다.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이 지니

고 있는 관점에 도전하는 대안적 관점의 휼륭한 자원이 되며, 새로운 학습을 자극하는 당혹스러

움의 제공원이 되어 준다. 활발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개인은 기존의 인지 구조, 혹은 선지식이

나 경험에 대한 혼란,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고 이러한 인지적 혼란이 학

습의 원동력이 되는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강인애, 1997; 

Ernest, 1996; Jonassen, 1991; Honebein, 1996; Merrill, 1991)은 구성주의 학습 환경을 촉진하는 

교수 원리의 하나로 협동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협동 활동은 현대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혜은, 황해

익, 2008)을 구현하는 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아의 제 발달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학습방법으

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사실상 유아교육현장에서 협동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

수다. 나희주(1988)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협동 활동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천되기보다 단순한 소집단 활동이나 또래에게 간단한 도움주기 등의 개별학습의 완

화책 정도로 즉, 협동 활동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영옥

(2000) 역시 유아 교사들은 또래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그저 ‘협동’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거

나 협동을 말로만 강조함으로써 협동 활동을 동기화하는데 미흡하다고 하였다. 또한 이나영,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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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옥, 박형신(2008)은 협동 활동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과 실제적인 적용 간의 차이를 지적

하면서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 준비도 재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는 유아교육현

장에서 협동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 교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다. 

  성공적인 협동 활동을 위해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집단으로 묶어 함께 활

동하게 하는 것만으로 인지적 갈등, 근접 발달 영역 내의 고차원적인 사고에의 노출, 학습에 관

한 상호 조정 등 학습을 유발시키는 협력적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 또한 

협동 활동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감정 표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면 집단 자체가 유지되기 힘들다(Kagan, 1998/1999). 교사는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집단 구성 방법, 집단 공동체 의식 고취 방법, 사회적 기술 

지도방법 등을 숙지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집단의 활동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격려하고, 피드백과 자료를 제공하여 활동이 의미 있는 구성으

로 전환·발전되도록 지지해야 하며, 집단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와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협

동 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정문성, 김동일, 1998).

  협동 활동에서 교사의 중요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협동 활동이 질적으로 확

장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협동 활동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김영옥, 2000),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동 활동을 지도할 때 협동 활동이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Jolliffe, 2007)

는 점이 제기되었다. Kuykendall(1993)은 교사의 언어가 특히 협동 활동을 동기화한다고 하였으

며, 권영례, 이경진, 신옥자(2011)는 집단 상호작용의 증진을 위한 교사의 역할이 협동 활동 과

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 역할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특

히, 교사의 협동 활동에 대한 인식은 협동 활동을 실행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치며 협동 활동

을 실행하려는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Lumpe, Haney, & Czernaik, 1998). 

Czerniak과 Lumpe(1996)의 연구에 의하면, 협동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협동 활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교육 현장에서 협동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사의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교사의 행동과 의사결정은 교사의 신념에서 비롯된다. 교사의 신념은 교사가 교육과 관

계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진작하는 사고의 체계이자 교수 및 학습활동을 인식하는 방

법으로, 유아교사의 교육신념은 유아에게 제공하는 경험의 내용과 방법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Spodeck, 1987) 교수 상황에서 교육적 판단, 의사결정, 행동에 기초가 되며 교육의 효율성에 영

향을 준다(Mayer, 1985; Robinson & Schwartz, 1982; Saracho, 1989). 따라서 교사의 실제 교수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신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더 효율적인 실제 구현을 위한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김수영, 1992;. Mayer, 1985). 실제로 오선영과 강병재(2002)는 아동 중심 교육신념의 

수준이 높은 교사가 교육신념이 낮은 교사에 비해 교육 및 교수활동, 정서적 지원, 연구 및 반

성적 실천 등에 대한 역할인식의 정도와 역할수행의 정도가 높다고 보고함으로써 교사의 신념

과 교수 실제와의 관련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는 교사가 어떠한 교육신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나 실천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을 상정하게 한다. 

  구성주의 교육 신념은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교수-학습 환경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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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2009), 구성주의 관점을 지닌 교사는 학습자가 서로 협동할 수 있고, 오류가 허용되는 상

황 속에서 학습자의 생각이 비판적으로 검토, 격려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Fosnot et 

al., 2001/2006). 따라서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들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 의

미를 구성해나가는 협동 활동에 보다 주목하고, 유아들이 협동 활동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발

달시키도록 돕고, 집단 과정에서 ‘깊이 있는 이해’가 일어나도록 지식 구성의 기회를 구조화

하는 효과적인 비계설정자가 되고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한 연구(현윤희, 2013)에서 

스스로 구성주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교사는 유아 과학 활동 지도 시 협동을 강조하

며 주로 소그룹 형태의 활동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신념

과 현장에서의 협동 활동 실천과의 관련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윤희의 연구

는 소수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로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협동 활동의 실천 정도나 

비계설정자로서의 세부적인 교사 역할 정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그동안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 및 환경 변인을 

살펴보거나(박주현, 2011; 임은정, 2007; 홍정배, 2012), 유아 과학교수 및 태도와의 관련성(김영

실, 2009; 지성애, 김치곤, 2011), 유아교사의 전문성 인식과의 관련성(양미영, 2013), 정보통신기

술 교수효능감과의 관련성(김랑, 심숙영, 2013), 학부모-교사 파트너쉽과의 관련성(김현진, 이수

정, 2012), 유아 발달 변인(예; 정서지능,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서영미, 2012; 이은정, 2008)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유아 협동 활동과의 연관성 탐색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성주의 교육신념

을 가진 교사일수록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아

직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유아교사의 관심도과 구체적인 실천 양상이 교사

의 구성주의 교육 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구성주의 신념 수준이 높은 

교사들은 낮은 교사들보다 구성주의 교육관에 대한 이해도가 보다 높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연

구자들은 구성주의 신념수준이 높은 교사들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협동학습에 대한 관심과 실

천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날 것을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이 실증적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에서 

유아 협동 활동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에 차이

가 있는가?

  둘째, 유아교사가 인식하는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아 협동 활동의 실천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사립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담임교사 2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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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표 1과 같다.

구분 빈도(명) 백분율(%)

기관유형 유치원 178 84.8

어린이집 32 15.2

경력 2년 이하 26 12.4

3년~5년 이하 84 40.0

6년~10년 이하 60 28.6

11년 이상 40 19.0

학력 2.3년제 대학 졸업 110 52.4

4년제 대학 졸업 83 39.5

대학원 졸업 17 8.1

담담유아 연령 만3세 45 21.4

만4세 64 30.5

만5세 88 41.9

혼합연령 13 6.2

계 210 100. 0

<표 1> 유아교사의 일반적 배경                                                         (N=210)

2. 연구 도구

1)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 신념

  본 연구에서는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의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Charlesworth, Hart,  Burts, 

Thomasson, Mosley와 Fleege(1993)의 유아교사용 자기평가도구를 기초로 임은정(2007)이 개발한 

구성주의 교육신념 및 교수실제 평가도구 중 교육신념 부분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교사신념

에 대한 문항은 총 25문항으로 구성주의 적합 신념(11문항)과 구성주의 부적합 신념(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은정(2007)의 척도는 1점부터 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었으나 판단이 확실하

지 않은 경우에 응답자가 중간점수인 3점에 표시하게 되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Likert 4

점척도(1=‘전혀 아니다’부터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수정하였다. 구성주의에 대한 

교육 신념 총점 산출 시 구성주의 부적합 신념은 역산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구성주의적 교

육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신념 문항들은 “유아 스스로 만들어낸 활동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유아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은 교사-유아의 상호작용이다”와 같이 유

아에게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유아의 

학습과정을 강조하는 교사 신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신념 

연구도구의 문항번호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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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항 수 신뢰도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 신념

구성주의 적합 신념 11 .72

구성주의 부적합 신념 14 .76

전체 신념 .75

<표 2> 구성주의에 대한 교사신념 연구도구의 문항 수 및 신뢰도

2)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및 실태에 관한 질문지

  본 연구에서는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 및 실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협동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김영옥, 2000; 이나영, 김영옥, 박형신, 2008) 및 관련 문헌(변영계, 김광희, 

1999; 이상우, 2009; Johnson & Johnson, 2012;  Kagan, 1998/1992)들에 기초하여 질문지를 구성

하였다. 본 질문지는 크게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유아 협동 활동의 실

천 수준’의 2가지 범주로 구분되며 협동 활동의 실천 수준은 ‘유아 협동 활동의 활용정도’

와 ‘교사의 역할수행정도’의 2가지 세부적인 범주로 나뉜다. 질문지는 총 17문항으로, 문항에 

대한 응답은 선다형과 Likert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몇 몇 문항들에 한해 교사들의 

생각을 최대한 이끌어내고자 자유롭게 기술하는 형태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된 

교사 역할수행정도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79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질문지의 문

항구성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구분 빈도(명) 문항수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

협동 활동의 필요성, 관심 정도, 추가적인 관심 사항
이해 정도, 협동 활동의 목표, 교사교육 경험, 현직교육의 필요성

7

협동
활동의 

실천 수준
 

활용 정도 활용 여부, 빈도, 적용활동 형태 3

역할수행 
정도*

사회적 기술 훈련
환경 조성 및 자료 제공
세밀한 관찰
협동 및 과제에 대한 피드백
갈등 발생 시 개입
결과 공유
집단 과정 반성 및 조언

7

<표 3> 유아 협동 활동 대한 질문지의 문항 구성 및 내용

* Likert형 문항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앞서 협동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토대로 질문지를 구안한 후 2014

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사립유치원에 재직 중인 담임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연구에 사

용될 질문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후, 교사들과의 면

담을 통해 의미가 불분명한 문항들은 수정하여 유아교육 전문가 4인(교수 1인, 유아교사 3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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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안면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질문지는 2014년 5월 15일부터 6월 10까지 

약 4주에 걸쳐 부산광역시 사립 유치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의 학급 담임교사 270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문항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 후, 동의를 구한 기관을 중심으로 직접 방

문이나 우편 발송 등을 통하여 배부 및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240부로 회수율은 76%였

으며 이 중 누락된 문항이 있거나 잘못 표기된 자료 30부를 제외하여 총 210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유아

교사의 관심도와 실천수준을 살펴보기 위하여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

출하였으며, 일부 문항은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사의 구성주의 신념에 따른 인

식과 적용실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김효창(2013)의 누적 퍼센트를 토대로 한 집단 분류 기준

에 따라 빈도분석을 통해 구성주의 신념 점수를 근거로 상(25%), 중(50%), 하(25%)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는 Scheffé를 사용하였

다. 한편  검증시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전체의 20%를 넘는 경우 피셔의 정확 검정

(Fisher’s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신념 수준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

  <표 4>는 유아 협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평균은 

3.42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3.08, p<.001). 구성주의 교육 신념에 따른 사후분석 결과, 상수준의 교사집단(M=3.67)은 중수

준(M=3.37) 및 하수준의 교사집단(M=3.23)보다 협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p<.001).

교사변인 N M SD F

신념 수준

상(a) 61 3.67 .49 13.08***

a>b, c
중(b) 89 3.37 .44

하(c) 60 3.23 .49

계 210 3.42 .51

<표 4>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 p<.001                          

  <표 5>는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 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평균은 3.2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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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으며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5.18, p<.01). 사후분

석 결과, 상수준의 교사집단(M=3.36)은 중수준(M=3.15) 및 하수준의 교사집단(M=3.10)보다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표 5>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교사변인 N M SD F

신념 수준

상(a) 61 3.36 .48 5.18**

a>b, c
중(b) 89 3.15 .46

하(c) 60 3.10 .51

계 210 3.20 .03

 ** p<.01

  <표 6>은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이해 정도를 분석한 결과로, 전체 평균은 2.75로 나타났으

며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22, p<.01). 

사후분석 결과, 상수준의 교사집단(M=2.91)은 하수준의 교사집단(M=2.60)보다 협동 활동에 대한 

이해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표 6>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의 이해 정도

교사변인 N M SD F

신념 수준

상(a) 61 2.91 .42
7.22**

a>c
중(b) 89 2.73 .47

하(c) 60 2.60 .49

계 210 2.75 .48

 ** p<.01

<표 7>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의 주요 목표에 대한 인식

                                 (복수응답: N=210) 

교사 변인
유아 협동 활동의 목표

계 
1 2 3 4 5 6

교육
신념

상 13(7.1) 23(12.5) 51(27.7) 52(28.3) 2(1.1) 43(23.4) 184(100.0)

54.60***중 35(13.2) 26(9.8) 84(31.6) 55(20.7) 5(1.9) 61(22.9) 266(100.0)

하 36(20.1) 23(12.8) 54(30.2) 30(16.8) 7(3.9) 29(16.2) 179(100.0)

계 84(13.4) 72(11.4) 189(30.0) 137(21.8) 14(2.2) 133(21.1) 629(100.0)

 *** p<.001  1.긍정적인 자아개념,  2.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  3.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  

            4.의사결정력, 문제해결력, 사고력 신장,  5.학습동기 고취,  6.민주적 태도와 공동체 의식 형성

  <표 7>은 유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유아 협동 활동의 주요 목표에 대한 다중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성 및 대인관계기술(30.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의사결정력. 문제

해결력, 사고력 신장(21.8%), 민주적 태도와 공동체 의식 함양(21.1%),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13.4%),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11.4%), 학습동기 고취(2.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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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을 보였다(=54.60, p<.001). 구체적으로 

상수준 교사집단은 유아 협동 활동의 목표로 의사결정력․문제해결력․사고력 신장을 가장 많이 선

택한 반면 중수준과 하수준 교사집단은 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은 중수준과 하수준 집단교사가 상수준 집단교사보다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8>은 교사들이 유아 협동 활동에 관한 현직교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이다.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25.7%에 불과하여 유아 협동 활동에 관한 현직교육경험이 

매우 부족했고,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 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9.75, p<.01). 즉, 

구성주의 신념이 낮은 집단일수록 현직교사교육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유아협동학습에 관한 현직교사교육 경험

교사 변인
현직교육

계 
예 아니오

교육

신념

상 24(39.3) 37(60.7) 61(100.0)

9.75**중 21(23.6) 42(47.2) 89(100.0)

하 9(15.0) 51(85.0) 60(100.0)

계 54(25.7) 156(74.3) 210(100.0)

 ** p<.01

  <표 9>는 유아 협동 활동에 관한 현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이다. 전체 평균은 3.15로 나타나 교사들은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현직교육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F=8.58, p<.001). 사후분석 결과, 상수준 교사집단(M=3.34)은 중수준(M=3.13) 및 하수준 교사집

단(M=3.00)에 비해 현직교육의 필요성을 훨씬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5, p<.001).

<표 9>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현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

교사변인 N M SD F

신념 수준

상(a) 61 3.34 .51 8.58***

a>b, c
중(b) 89 3.13 .43

하(c) 60 3.00 .45

계 210 3.16 .47

 ***p<.001

2. 유아교사의 구성주의 신념 수준에 따른 유아 협동 활동의 실천수준 

1) 교사의 활용 정도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실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협동 활동의 실시 여부를 확

인해 본 결과, 응답자 모두가 협동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10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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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변인
실시빈도

계 1 2 3 4 5 6

교육

신념

상 0(0.0) 6(9.8) 17(27.9) 20(32.8) 13(21.3) 5(8.2) 61(100.00

22.87**중 4(4.5) 14(15.7) 32(36.0) 17(19.1) 16(18.0) 6(6.7) 89(100.0)

하 0(0.0) 20(33.3) 16(26.7) 18(30.0) 5(8.3) 1(1.7) 60(100.0)

계 4(1.9) 40(19.0) 65(31.0) 55(26.2) 34(16.2) 12(5.7) 210(100.0)

  협동 활동의 실시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2주 1회가 3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주 1회(26.2%), 월 1회(19.0%), 주 2~3회(16.2%), 거의 매

일 (5.7%), 한 학기에 1~2회(1.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

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25.41, p<.01). 구체적으로 하수준 교사집단은 월1회 정도 

실시하는 비율(33.3%)이 가장 높았으나 상수준의 교사집단은 주 1회(32.8%) 및 주 2~3회(21.3%) 

정도 실시하는 비율이 높았고, 중수준의 교사집단은 2주 1회 정도 실시하는 비율(36.0%)이 높았

다.  

<표 10> 협동 활동의 실시 빈도 

 Fisher's Exact test 값임, ** p<.01 

 1.한 학기 1~2회,  2.월 1회 정도,  3.2주에 1회 정도,  4.주 1회 정도,  5.주 2~3회 정도,  6.거의 매일 

  또한 유아교사들이 어떤 활동 유형에서 협동 활동을 주로 실시(3개: 복수응답)하는지 다중응

답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미술활동을 선택한 교사가 155명(24.6%)으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으

며, 다음으로 신체활동 103명(16.3%), 동극 102명(16.2%), 게임 70명(11.1%), 언어 64명(10.2%), 프

로젝트 57명(9.0%), 기타 32명(5.1%)의 순으로 나타났고, 수·과학(3.8%) 및 음악활동(3.7%)은 활

용률이 현저하게 낮았다. 그리고 이는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25.47, n.s.).

<표 11>  협동학습을 활용하는 활동유형                                        (복수응답: N=210) 

교사 변인
활동 유형

계 
1 2 3 4 5 6 7 8 9

교육

신념

상 14(7.7) 48(26.2) 19(10.4) 11(6.0) 21(11.5) 8(4.4) 33(18.0) 17(9.3) 12(6.6) 183(100.0)

25.47중 30(11.2) 64(24.0) 48(18.0) 8(3.0) 30(11.2) 6(2.2) 42(15.7) 27(10.1) 12(4.5) 267(100.0)

하 20(11.1) 43(23.9) 36(20.0) 5(2.8) 19(10.6) 9(5.0) 27(15.0) 13(7.2) 8(4.4) 180(100.0)

계 64(10.2) 155(24.6)103(16.3) 24(3.8) 70(11.1) 23(3.7) 102(16.2) 57(9.0) 32(5.1) 630(100.0)

  1.언어활동 2.미술활동 3.신체활동 4.수과학활동  5.게임활동 6.음률활동 7.동극활동 8.프로젝트활동 9.기타

2) 교사의 역할 수행 정도 

  <표 12>는 유아 협동 활동을 위한 교사의 사전 역할 수행 정도에 대한 결과이다. 사회적 기술 

훈련과 환경 조성 및 자료 제공에 대한 평균은 각각 2.73과 3.11로 나타났다.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사회적 기술 훈련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준 교사집단(M=2.89)이 하수

준 교사집단(M=2.50) 보다 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수준 교사집단(M=2.78)은 하수준 교

사집단(M=2.5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9.13, p<.001).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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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및 자료 제공의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준 교사집단(M=3.25)은 하수준 교사집단

(M=2.98)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5.81, p<.01). 

<표 12> 유아 협동 활동을 위한 사전 역할 수행 정도

교사 변인 N
사회적 기술 훈련 환경 조성 및 자료 제공

M SD F M SD F

신념 상(a) 61 2.91 .42 9.13***

a>c, 

b>c

3.25 .51
5.81**

a>c
중(b) 89 2.78 .54 3.11 .38

하(c) 60 2.47 .54 2.98 .39

계 210 2.73 .53 3.1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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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3>은 유아 협동 활동 진행 중의 교사의 역할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세심한 관찰, 협

동 및 과제의 피드백, 갈등 발생 시 개입에 대한 평균은 각각 3.14, 3.11, 3.09로 나타나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심한 관찰이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차이를 보였기에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준 집단(M=3.36)은 중수준(M=3.16) 및 하수준 교사집단(M=2.90, 

SD=.48)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중수준 교사집단은 하수준 교사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14.13, p<.001). 협동 및 과제의 피드백은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차이를 보여 사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상수준 교사집단(M=3.39)은 중수준(M=3.05) 및 하수준 교사집단

(M=2.90)보다 유의하게 높았다(F=12.89, p<.001). 

<표 13> 유아 협동 활동 과정 중 교사의 역할 수행 정도

교사 변인 N
세심한 관찰 협동 및 과제의 피드백 갈등 발생 시 개입

M SD F M SD F M SD F

신념 상(a) 61 3.36 .55 14.13***

a>b, c

b> c

3.39 .56
12.89***

a>b, c

2.95 .66

2.73중(b) 89 3.16 .42 3.05 .53 3.15 .51

하(c) 60 2.90 .48 2.90 .57 3.15 .48

계 210 3.14 .50 3.11 .58 3.09 .54

 *** p<.001

  <표 14>는 유아 협동 활동 후의 교사의 역할 정도를 살펴본 결과이다. 결과 공유와 집단 과정 

반성 및 조언의 평균은 각각 3.16과 2.87로 나타나 적절히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 공

유에서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른 차이가 있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수준 교사집

단(M=3.30)이 하수준 교사집단(M=2.97)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F=5.53, p<.01). 집단 과정 반성 

및 조언은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상수준 교사집단(M=3.02)이 중수준(M=2.87) 및 하수준 교사집단(M=2.72)에 비해 역할 수행 정

도가 유의하게 높았다(F=3.2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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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유아 협동 활동 이후 교사의 역할 수행 정도

교사 변인 N
결과 공유 집단과정 반성 및 조언

M SD F M SD F

신념 상(a) 61 3.30 .58
5.53**

a>c

3.02 .67
3.29*

a>c
중(b) 89 3.19 .58 2.87 .69

하(c) 60 2.97 .48 2.72 .52

계 210 3.16 .57 2.87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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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구성주의 교육 신념에 따른 유아교사의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와 실천수준

이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실천수준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이다. 유아교사들의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는 

대체로 높았으며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교사들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유아 협동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정

도, 이해 정도가 모두 높았다. 이는 협동 활동에 대한 연수경험과 일정 부분 연관되어 보인다.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교사교육 경험이 많았고 현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도 더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교육의 경험이 협동 활동에 대한 이

해는 물론 구성주의 교육신념 형성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협동 활동이 무늬만 협동인 형식적

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 학습환경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학습방법으로서의 협동 활동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협동 활동 관련 교사교

육 경험이 있는 교사가 전체 교사의 ⅓에도 못 미쳐 협동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나 경로

가 매우 제한적임을 드러냈다. 현장에서 유아 협동 활동이 활성화되고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직전 및 현직 교사교육과정에 협동 활동의 이론 및 교수 기술 습득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

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주의 교육신념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이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한다. 

  한편,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교사집단은 유아 협동 활동의 주요 목표를 인지적 측면(의사

결정력·문제해결력·사고력 신장)에 두는 경향이, 낮은 집단은 사회·정서적 측면(사회성 및 

대인관계 기술 습득)에 두는 경향이 좀 더 높았다. 이는 구성주의 신념이 높은 교사일수록 협동 

활동을 통해 고차원적 사고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

다. 협동 활동이 현대사회에 요구되는 협동능력 훈련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집단활

동의 효과를 높이는데 사회적 기술이 필수적 요소(Kagan, 1998/1999)라는 점에서 사회성과 대인

관계 기술 습득은 협동 활동의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 이론에 의하면 ‘지

식’과 ‘지식을 얻는 방법’이 사회적 산물이자 사회적 과정(Duffy & Jonassen, 1992)이기에 

협동 활동은 인지적 영역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교수방법임을 간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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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한다. 교사가 협동 활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업의 방향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협동 활동의 실시 목표를 사회적 측면에서만 인지하게 되면 과제 유형이나 활동과정이 이

에 적합한 방향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교사들은 인지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협동 활동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실천수준에 대한 논의이다. 협동 활동은 주로 2주 1회나 

주 1회 정도 실시되고 있었는데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집단일수록 주당 실시 빈도

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zerniak과 Lumpe(1996)에 의하면 협동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협동 활동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에 비하면 본 연

구 대상이 유아 협동 활동의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업에서의 실시 횟수는 적은 

편이다. 또한 초등학교의 협동학습 활용 정도와 비교해볼 때에도 활용 정도가 높다고 볼 수 없

다. 김종욱, 남정권(2013)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협동학습 경험을 조사했는데 조사대상중 

31%가 수업중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구성주의 신념이 높은 교

사들일수록 협동 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일주일에 

두세 번 혹은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협동 활동을 실시한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이는 구성

주의 교육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협동 활동의 실시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유아 협동 활동을 위한 교사의 역할 수행 정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은 

유아들의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환경 조성자, 관찰자, 촉진자, 조언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

하고 있었으며,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높을수록 전반적인 수행 정도가 높았다. 구체적으로 구성

주의 교육신념이 높은 교사들이 낮은 교사들에 비해 사회적 기술 훈련, 환경 조성 및 자료 제

공, 세심한 관찰, 협동 및 과제의 피드백, 결과 공유, 집단과정 반성 및 조언에서 그 역할수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윤희(2013)의 연구에서도 구성주의 관점을 가진 교사들은 소그

룹 활동에서 유아의 생각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동이 목적을 잃지 않도록 

질문과 피드백을 제공하며 유아들 간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의 유사

한 결과가 나타난 바, 이는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협동 활동에서의 효과적인 교사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을 탐구, 반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끄는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많은 선행연구들(김영옥, 2000; 나희주, 1998; 송응식, 2005; 이나영 외, 2008; 

정문성, 김동일, 1998; Jolliffe, 2007; Kuykendall, 1993)이 협동 활동을 위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이

며 추가적으로 구성주의 교육신념이 낮은 교사들에게 유아 협동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사역할수행 관련 교육이 더 많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구성주의 신념이 높은 교사일수록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관

심도와 활용 정도가 높으며 협동 활동 실시를 위한 교사의 역할 수행이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유아 협동 활동의 실천에 있어서 구성주의 교육신념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즉, 협동 활동을 자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교사일수록 구성주의 교육 신념을 지향하

는 것을 의미하며, 교사의 구성주의 교육신념은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도나 실천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협동 활동은 교사들이 협동 활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이 있고, 협동 활동에 대한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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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

면 협동 활동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에서 협동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

키고 질 높은 유아 협동 활동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협동 활동에 대한 이해 및 실제적 교수기술 

습득을 위한 교사교육과 더불어 구성주의 교육신념을 형성․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

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Yonemura(1979)는 교사의 신념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교실에

서 여러 행동과 의사결정 상황을 통해 추론하고 끌어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의 구성주의 교육 신념 및 협동 활동에 대한 실천수준을 교사의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한 바, 객관적인 기준보다 교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평정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구성주의 교실과 비구성주의 교실 맥락에서의 협동 활동에 참여하는 교

사 및 유아 관찰 및 심층면접 등의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아 

협동 활동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

구는 특정지역의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 결과가 해당 지역의 특성일 수 있다

는 점에서 유아 협동 활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도와 실천수준을 대표할 수 없다. 이에 후속연구

에서는 연구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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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collaborate learning in early childhood settings in Korea.

Specifically, the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alities of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n collaborative

learning would differ in terms of the teachers’ belief on constructivism. To achieve this purpose, 210

teachers of kindergartens and daycare centers in Busan completed a questionnaire developed by the

authors. The teachers' belief on constructivism was rated as high, medium, and low. The -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d the Scheffe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teachers' interest on

and practice level of collaborate learning.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the authors observed several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alities of and the teachers’ perception on collaborative learning in

terms of the teachers’ belief on constructivism. We discussed the results and provide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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