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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놀이에서 유아들의 과학적 탐구와 교육적 지원 방안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rocesses of exploration young children 
exhibit in spontaneous object play and teachers’ plans for educational support.     
Methods: Four 4-year-olds at S Kindergarten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ir play was 
observed in the classroom in two sessions each week from April to December 2012.    
Results: Children made a race track and changed the rules of games in object play with a car and 
brick blocks. By doing so, they explored the physical properties of cars’ force and motion; 
measured and compared the distance traveled; and tested the hypotheses. They came to 
intuitively understand and verbally express the scientific concept of heaviness.
Conclusion: Teachers’ plans for support could be described as follows: First, teachers need to 
arouse educational interest among children so that they can explore an object while playing with 
it. Second, teachers can give support by presenting problems to solve and diverse variables and 
materials. Third, teachers can give support so that a fallacy of thinking can be solved by asking 
good questions to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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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은영

창신대학교 유아교육과

서론

사물놀이란 일상 용품 및 도구, 천연 재료, 기타 발견된 물건 

등의 놀잇감을 그들의 놀이 활동들에 혼합하고 조작하는 것을 

일컫는다(Bjorklund & Gardiner, 2010). 유아들이 사물(object)

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은 가상놀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

런데 가상놀이에서는 사물이 스토리 전개의 소품으로써 상

징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사물놀이에서는 물체를 다루고, 탐

색하고, 행위를 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Bjorklund & 

Gardiner, 2010; Solis, Curtis, & Hayes-Messinger, 2017). 그러다

보니 유아들은 사물놀이를 하면서 사물에 내포된 작동 원리

나 구조 등을 연구하게 되고, 행위에 따른 변화 및 관계의 법칙

을 찾아내게 된다(Bjorklund & Gardiner, 2010). 예를 들어, 자

유놀이에서 자동차를 밀어서 출발시켜 보는 경험을 통해 바퀴

의 특성을 알게 된다. 또한 앞이 낮아지는 경사로에서 자동차

를 출발시켜 움직임을 관찰하며 경사와 자동차의 빠르기에 대

한 관계를 이해한다(Hamlin & Wisneski, 2012). 이처럼 유아들

은 구체적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물에 접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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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추론을 통해 힘. 운동 . 에너지 등의 물리적 원리들을 알

아간다. 

사물놀이에서 추상적 사고를 형성하고, 기술과 공학적 접

근을 통해 실험을 창조하며, 오류를 제거해 나가는 과정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교육의 실행과 닮아 있다. STEM 교육은 4차 산

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교과 내용을 융합하여 창의적 설계와 창조

력을 기르는 교육이다(Hong, 2016; Yi & Kim, 2017). 미래 사

회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STEM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

어 왔다(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KOFAC], 2012). 대한민국에서는 창의성을 강조하

며 수학, 과학, 공학, 기술에 예술을 포함한 STEAM 교육을 일

선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Hong, 2016).

유아기 교육에서는 통합교육을 지향하는데(H.-S. Cho, 

Kim, & Nam, 2014), 특히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들이 흥미

에 따라 자료들을 선택하고 스스로 가설 설정, 실험 고안, 설

계, 발견과 재검토 등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의 특성이며, 동시에 실생활 속에서의 자연스

런 융합교육을 자발적 동기에 의해 지속하고자 하는 STEAM 

교육의 지향점이기도 하다(Y.-S. Lee, 2014). 즉,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자연스럽게 STEAM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다.  쌓기놀이영역에서 유아들은 블록을 가지고 나름의 가

설을 적용하며 구조물을 만들고 변형하는 가운데 공학적 설계

과정을 거치게 된다(Hoisington & Winokur, 2015). 유아들은 

경사로 활동에서 경사로를 안정감 있게 하려고 다양한 종류

의 블록으로 서로 다른 높이를 만들고, 여러 종류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경사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시도(DeVries & Sales, 

2011), 경사로 활동에서 구슬을 빨리 내려가게 하려고 경사

의 각도를 점점 세우는 시도(van Meeteren & Zan, 2010) 등으

로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블록을 활용하고 블록 구조

물을 설계한다. 따라서 쌓기놀이영역에서 유아들의 사물놀이

(object play)와 과학적 추론은 융합인재 교육을 위해 더 주목받

을 만한 연구의 영역이 될 수 있다(Solis et al., 2017).

과학적 추론은 지식, 조사 전략, 과학의 논리를 일컫는데

(Zimmerman, 2000), 유아들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가설

을 검증하거나 데이터와 결과 사이의 관계를 일관성 있게 이

해하지 못한다. 더불어 인과 관계 실험을 혼란스럽지 않도

록 설계하지도 못한다(Dean & Kuhn, 2007; Klahr & Nigam, 

2004). 또한 유아들은 구체물을 조작하면서 경험이나 추리, 판

단 등에 의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 사

고를 하므로, 사고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 일단 오류

를 포함한 일련의 경험들이 잘못된 개념으로 형성되면, 쉽게 

포기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어 유아들의 개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Smolleck & Hershberger, 2011). 

물론 비구조적이고 비체계적인 설명과 탐구라 할지라도, 이

런 행위들은 학습을 촉진하는데(Nicolopoulou, 2010; Rittle-

Johnson, Saylor, & Swygert, 2008; Singer, Golinkoff, & Hirsh-

Pasek, 2006), 이때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유아들

은 사물에 가하는 행위나 변인의 조작 등을 하며 과학자와 같

은 방법으로 과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Gopnik, 

2012; Larsson, 2013).

유아들에게 과학적 추론을 일으키는 지원을 하려면 놀잇감 

자체를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고 이를 다양한 변인과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Stoll, Hamilton, Oxley, Eastman, & Brent, 2012). 

이와 관련하여 탐문 중심 과학 교육과정(inquiry-based science 

curriculum)은 과학 내용만큼이나 과학적 사고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탐문(inquiry)이란 말은 유아와 교사를 위한 학습의 

연구적 접근을 나타낸다”(Stoll et al., 2012, p. 21). “과학적 탐

문(scientific inquiry)은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그

들의 작업에 의해 증거에 근거해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을 일

컫는다. 또한 탐문은 지식을 개발하고 과학적 생각을 이해하

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National Research Council [NRC], 

1996, p. 23).

이런 탐문 중심의 교육은 수학과 과학의 지식을 기초로 공

학과 기술의 설계를 더해 창조를 이끄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

하고자 하는 STEAM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방법이다

(Y.-S. Lee, 2014). 그러나 지금까지 유아들의 과학적 추론과 관

련된 연구들은 대체로 유아들이 어떻게 탐구하는가를 살펴보

기보다 그들이 인과적인 판단을 하는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Gopnik & Sobel, 2000; Legare, 2012; Schulz, Gopnik, & 

Glymour, 2007). 만약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들이 자연스

럽게 사물을 가지고 조작하며 드러내는 사고과정을 살펴본다

면, “지식습득과 저장의 근저에 깔려있는 메커니즘”(Dumont 

& Istance, 2011, p. 11)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유아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놀이 개입(Yoo & 

Ohm, 2014)이 아닌 진정한 교육적 지원에 대한 정보와 전략

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사물놀이 사례를 통해 어

떻게 탐구해 가는지를 살펴, 교사의 교육적 지원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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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 STEAM 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구

체적인 교수 방법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

다.

연구문제 1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사물놀이에서 유아들의 탐구 과정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들의 사물놀이에서 교사들은 어떻

게 교육적 지원을 할 수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절차

본 연구는 Spradley (1980/2006)가 참여관찰법을 이용하여 어

떻게 현지작업을 수행할 것이지를 알려주는 발전식 연구절차

를 참조하여 진행되었다. 그는 참여관찰을 위해 사회적 상황 

정하기, 참여관찰 하기, 문화기술적 기록하기, 서술관찰 하기, 

영역분석 하기, 집중관찰 하기, 분류분석 하기, 선별관찰 하기, 

성분분석 하기, 문화적 주제 발견하기, 문화적 자료목록 정리

하기, 문화기술지 쓰기의 12단계를 제시하여 문화기술연구에

서 참여관찰의 방법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연구 

현장을 결정한 이후 학급 내에서 상황 정하기, 서술관찰, 집중

관찰, 선별관찰로 관찰의 범위를 좁혀나가는 데 있어 그의 방

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총 참여관찰의 기간은 2012년 4월

부터 12월까지였고, 그 중 처음 2주간은 사전 관찰을 하였고, 

이후 주 2회 꾸준히 오전자유선택활동시간이 관찰되었다. 전

체 자료수집 기간 중 본 연구의 목적인 사물놀이가 관찰된 기

간은 6월과 7월 중이었다. 구체적인 연구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현장 선정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들이 사물놀이에서 어떻게 탐구하는가

를 살펴 적절한 교육적 지원방안을 제안해 보는 것이었다. 이

를 위해, 우선 연구현장과 대상 연령을 결정해야 했다. 본 연구

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을 관찰하는 것이어서 연구 동의

를 구하는 일이 중요했다. 그래서 연구 허락을 구할 수 있는 유

치원과 어린이집을 섭외하여 1회씩 사전관찰을 해 보았다. 그

러나 원의 분위기가 장기간의 참여 관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그러던 중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연구현장을 선

택하는 방법이 좋다는 Goetz와 LeCompte (1984)를 참고하여, 

연구허락과 장기간의 관찰을 이해해줄 수 있는 원의 분위기, 

원장의 협조적 태도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의 추천에 의

해 S유치원을 연구 현장으로 선정했다.

연구현장 선정을 위해 3−5세의 다양한 연령 학급을 관찰하

면서 만 4세를 대상 연령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만 

5세반의 경우 대체로 가상놀이가 관찰되었고, 만 3세반에서

는 탐구과정을 관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한 만 4세에서 5세 사이에 가상놀이가 빈번해 진다는 Drew, 

Christie, Johnson, Meckley와 Nell (2008)의 견해를 고려해 볼 

때, 만 4세 학급을 관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

릴 수 있었다. 연구 현장 유치원에는 만 4세반이 한 학급이어

서 자연스럽게 희망반에서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참여관

찰하게 되었다. 관찰에 앞서 연구자와 희망반 유아들이 상호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연구자의 놀이 관찰과 캠코더로 기

록을 남기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연구의 목적과 놀이 

관찰의 내용 및 캠코더 기록이 포함된 연구 설명문과 동의서

를 가정으로 보내 부모들에게 연구 동의를 얻었다.

상황 정하기

각 상황은 “장소, 행위자, 활동, 이 세 가지 요소로 규정이 가능

하다”(Spradley, 1980/2006, p. 50). 본 연구를 위해 먼저, 2012

년 4월의 첫 2주 동안 매일 희망반의 오전 자유선택활동시간

을 사전 관찰하였다. 매일의 관찰에서 이 교실의 놀이는 대체

로 세 부류로 나뉘어 시작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희망반은 총 

16명(남아: 6명; 여아: 10명)이었는데, 이 중 4명의 남아는 항상 

쌓기놀이영역에 모여 놀이를 시작했다. 여아들은 역할놀이 영

역에서 가족놀이, 유치원 놀이, 버스 놀이 등의 가상놀이를 하

는 부류와 대집단이 모이는 카펫에서 각자 개별적인 수·조작 

교구를 가지고 놀이하며 필요시 상호작용하는 부류로 나뉘어

졌다. 2명의 남아는 주류를 이루는 세 부류 중 매일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오가며 놀이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이 거의 매일 

관찰되었다. 연구자는 놀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구의 목적

을 고려하여 쌓기놀이영역에서 4명의 남아들이 놀잇감을 선

택하여 진행하는 놀이를 연구 상황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4명의 남아들이 연구참여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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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관찰 하기

서술관찰은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질

문만으로 진행 중인 활동에 접근해 감을 의미한다”(Spradley, 

1980/2006, p. 95). 상황 선정에서 행위자들이었던 4명의 유아

들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놀잇감을 선택해서 놀이하고 있었다. 

4월부터 5월 및 6월 중순까지 꾸준히 선택된 놀잇감은 코코블

록이었다. 이들은 자유선택활동시간이 시작되면 쌓기놀이영

역에서 코코블록으로 각자의 구조물을 만들어서 밀고, 서로 

마주보고 부딪쳐 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들이 하는 놀이 

양상은 사물놀이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고 생각되었다. 그리

고 갑자기 6월 28일을 기점으로 선택된 놀잇감이 자동차로 바

뀌었다. 이후 7월 23일부터는 자석블록을 선택하여 놀이를 시

작했다. 9월 이후에는 블록으로 만든 구조물들을 가상의 상황

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찰들이 진행되면서 주요 특성

을 개관하는 “일주여행식 관찰”(Spradley, 1980/2006, p. 101)은 

연구자의 현지노트에 기록되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

지여행식 관찰”(Spradley, 1980/2006, p. 103)은 영상 촬영에 근

거하여 관찰을 마친 후 워드프로세서로 전사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의 현지노트가 영상 자료를 텍스트로 전

사해 가는데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

영역분석 하기

서술관찰에서 본 장면들이 어떤 행위들과 의미인지를 구분하

기 위해 영역분석 하기(Spradley, 1980/2006, pp. 111-130)를 시

도했다. 연구참여자들의 놀잇감 선택의 변화는 그들의 일상생

활에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추가적인 면담을 통

해 코코블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부딪쳐보는 놀이는 사물

놀이로 구분하기 보다는 가상놀이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구조물들은 색깔에 따라 즐겨 시

청하고 있던 동영상의 주요 캐릭터를 상징하고 있었다. 따라

서 본 연구의 목적인 사물놀이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6월 28일부터 7월 19일까지 보였던 자동차 놀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

집중관찰 하기

실제로 Spradley (1980/2006)가 제시한 집중관찰은 서술관찰에

서 그 범위를 좁혀가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선택되는 놀잇감의 종류와 놀이 유

형이 변화되어 감에 따라 영상자료에 담긴 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을 집중관찰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미 수집된 영상자료에서 연구참여자들의 자동차 놀

이를 심층적으로 전사하였다.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전사본을 보여주며 검토를 받았고, 연구자

의 해석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였다. 

분류분석 하기와 선별관찰 하기

집중관찰로 완성된 사실적인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유아

들이 무리지어 장소를 이동하거나 벽돌블록으로 경주로를 변

형시켜 모양이 바뀐 지점, 게임 방법이 바뀐 지점 등을 구분하

여 사례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그 사례들 중 유아들의 탐구과

정의 특성을 기준으로 사례들을 구분하였다. 사례들은 자동차 

탐색하기, 자동차를 가지고 실험하기, 모순을 경험하기, 이해

하기 등 4가지로 분류되었다(Spradley, 1980/2006).

분류된 사례들의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영상자료를 돌려

보며 각 범주들 간의 차이를 찾는 작업을 시도하였다. 이는 

Spradley (1980/2006)가 제안하는 선별 관찰에서 실시하는 방

법인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작업을 영상자료를 통해 검토함으

로써 사례 구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사례들에서 “연구문제나 연구자의 논점을 충분히 전달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Park, 2014, p. 187)인 내용을 중심으

로 영상자료의 작업용(working) 전사를 보고서용(reporting) 전

사로 다시 작성하였다. 그 이유는 작업용 전사본으로 보고하

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독자의 가독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

문이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하여 연

구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영상자료들을 

다시 돌려보며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시간의 순서대로 관찰된 내용들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동차

를 통한 사물놀이에서 어떻게 탐구해 가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더불어 각각의 과정에서 교사의 지원 방

안에 대해 문헌 연구를 해가며 기술하였다.

자료분석

타당도와 신뢰도

Merriam (1998, pp. 204-205)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삼각

측정법, 구성원들의 검토, 연구 현장에서의 장기간의 관찰이

나 동일 현상의 반복 관찰, 동료 검토, 연구의 전 과정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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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개입시키기, 연구자의 편견들을 명백하게 밝히기 등의 

전략들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의 

내적 타당도를 보여주는 일은 신뢰도를 동시에 드러내는 일이

다(Guba & Lincoln, 1981, p. 1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점들을 참조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자료수집에 있어 현지노트, 영상 자료, 사진, 참여관

찰, 면담, 담임교사와의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리고 집중관찰 단계에서 반복적인 기록의 검토 및 영상과의 

대조를 통해 방법론적 삼각측정(Go, 2009, p. 177)을 하였다. 

또한 집중관찰에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전사본

을 보여주며 검토하기도 했고,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논의함

으로써 연구자 삼각측정(Go, 2009, p. 177)을 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들로 인하여 관찰과정에서는 사물놀이로 보였던 코

코블록 구조물을 부딪치는 놀이가 실제로는 캐릭터를 상징하

는 가상놀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선별관찰을 하면서 사례로 구분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

였고, 보고서용 전사로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자료들을 다

시 돌려보며 편견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자

료를 수집할 때 영상을 찍으면서 혹 유아들의 생각을 확인해

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즉시 또는 놀이가 끝나는 시점에 연

구참여자들에게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러한 구성원 검

토(Merriam, 1998, p. 204)가 생각과 행위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확실성을 높였다. 그리고 관찰과 해석 및 연구과정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며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써 동료 검토

(Merriam, 1998, p. 204)를 하며 논평을 얻을 수 있었다.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놀이에서 유아들의 탐구 과정을 살펴보

고, 각 과정에서의 교육적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연구참여자들은 탐색, 실험, 모순, 이해의 탐구 과정

을 보였다. 이와 같은 범주는 다음의 단계를 거쳐 생성되었다. 

먼저, 집중 관찰로 완성된 전사본을 반복해서 읽으며, 유아들

이 무리지어 장소를 이동하거나 벽돌블록으로 경주로를 변형

시켜 모양이 바뀐 지점, 게임 방법이 바뀐 지점 등을 구분하여 

사례 번호를 붙였다. 그리고 각 사례별로 행위를 나타내는 동

사들에 밑줄을 그었다. 각 행위 동사들의 속성을 대표할 수 있

는 개념을 전사본의 왼쪽 빈 공간에 적었다. 그 후 각 개념의 목

적을 적어 범주로 구분하였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의 초기에 

연구참여자들은 자동차를 밀어서 이동을 쳐다보는 행위를 주

로 하였다. 이 행위 동사의 속성은 관찰이었다. 그리고 관찰을 

하는 목적은 자동차의 물리적 속성을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각 사례들은 탐색, 실험, 모순, 이해의 범주로 

구분되었다(Glaser, 1992/2014, pp. 145-161). 각 범주별 탐구 과

정과 지원 가능한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탐색 범주

관찰 1과 관찰 2에서 행위 중심의 동사들을 살펴보면, ‘출발시

킨다’, ‘이동하는 것을 본다’, ‘움직이며 따라다닌다’, ‘밀어준

다’, ‘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 등이 한 번 이상 반복적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이 행위를 가하는 대상은 자동차류

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선택한 자동차류는 유아들의 흥미와 관

심이 높아 여러 영역에서 놀이 중심으로 선택되는 놀잇감이다

(Lim & Lee, 2009). 허용적인 분위기를 보이는 교실에서는 교

사가 준비한 활동이 흥미롭지 않으면, 이내 유아들이 자동차

를 가지고 자동차 길을 만들만큼(Kwak, 2015, pp. 395-396) 자

동차는 쉽게 선택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는 

바퀴가 달려 있어 유아들이 힘과 운동 등의 물리를 탐구하도

록 유발한다(Chaille & Britain, 2003; Gur, 2011).

연구참여자들은 자동차를 선택하여 놀이하면서 자연스럽

게 바퀴의 굴러가는 특성과 자동차의 속성 등 비가시적 개념

들을 추론하도록 촉발되었다(Solis et al., 2017). 자동차를 선택

한 사물놀이의 시작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단순히 바퀴가 달린 

물체를 밀면 움직인다는 일상적 개념을 구성하였다. 점차 사

물에 대한 행위와 반응을 반복적으로 관찰하며, 자동차는 밀

어주면 움직인다는 점 . 움직이면 위치가 바뀐다는 점 등의 물

리 내용(Chaille & Britain, 2003; Gur, 2011)을 관찰하는 과학적 

탐문(Hamlin & Wisneski, 2012)을 시작하였다. 이처럼 연구참

여자들은 사물놀이 시작에서 놀잇감을 탐색하는 단순한 행위

를 통해 과학자들처럼 관련 주제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특정

정보를 모으고, 추론 및 예측하는 등의 과정과 기술을 사용하

고 있었다(Jirout & Zimmerman, 2015).

관찰 1   김동수, 이수민, 박태준은 ‘쇼핑 센터’를 책상에

서 각자 하고 있다. 먼저 끝낸 민종환은 교실에서 매트나 

카펫이 깔려있지 않은 바닥에서 큰 토마스 기차와 작은 

토마스 기차를 밀면서 따라다닌다. 이가영은 빨간색 자

동차를 바닥에서 출발시키고, 멈추면 다시 출발시킨다. 

민종환은 이가영의 뒤에 있다가 빨간색 자동차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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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본다. 그리고 자동차가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

다. 민종환과 이가영은 서로 나란히 앉아 각자 작은 토마

스 기차와 빨간 자동차를 출발시키며 자동차가 움직여 

이동하는 모습을 본다. 서로 반대방향에서 마주 앉아서 

빨간색 자동차를 밀어주고 다시 받아서 밀어준다. (관찰

일: 2012. 06. 28)

관찰 2   민종환은 큰 토마스 기차와 작은 토마스 기차를 

번갈아 가며 움직여 출발시키고 있다. 이가영은 빨간 자

동차를 대집단이 모이는 카펫 주변 사각형 모양을 트랙

으로 움직이며 다닌다. 이가영의 자동차가 박성경의 발

에 걸려 멈추며 90˚로 세워져 바퀴만 돌고 있다. 박성경

이 이 모습을 내려다본다. 잠시 후 박성령이 미니카 하나

를 가지고 와서 출발시킨다. 이가영과 박성령이 서로 쳐

다 본 후 각자의 자동차를 출발시키며 따라 다닌다. 민종

환은 큰 토마스 기차와 작은 토마스 기차를 여전히 교실

의 바닥에서 밀고 다닌다. 민종환은 움직이는 작은 토마

스 기차를 들어서 바퀴가 구르는 모습을 한참 본다. (관

찰일: 2012. 06. 28)

관찰 1과 2에서처럼 유아들이 일상적 개념에서 점차 과학

적 탐문을 시작하는 상항에서, 교사는 ‘더 큰 힘이 사물에 작용

하면, 더 멀리까지 움직일 것이다’라는 과학적 개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찰 1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자동차가 

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자동차를 더 

멀리까지 보낼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가장 짧은 거리

만큼 자동차를 보낼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을 통해 과학적 탐

문을 할 수 있다(Hamlin & Wisneski, 2012).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유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의 작용에 좀 더 쉽게 접

근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지 포먼과 그의 동료들(Forman & Hill, 

1984; Forman & Kuschner, 1983)처럼, 자동차 바퀴에 물감을 

찍어 종이 위에서 움직이도록 하여 이동거리를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과

정을 기록으로 남겨 유아들이 스스로 그들의 행위와 자동차류

의 이동거리, 움직임 등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도 과학적 

탐문이 될 수 있다.

사물놀이에서 사물놀잇감 자체의 특성만을 탐색하는 시기

가 지나면, 유아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경험

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결합하여 놀이를 확장해간다. 본 연구

의 관찰 3에서는 자동차 탐색의 지속과 더불어 자동차 길, 자

동차 경주 등의 놀이 주제가 자연스럽게 파생되었다. 그리고 

연구참여자들은 자동차 길을 만들기 위해 벽돌블록을 선택하

여 말을 주고받으며 설계와 표상을 동시에 하였다(Figure 1). 

쌓기놀이영역에서 유아들은 블록을 가지고 나름의 가설을 적

용하며 구조물을 만들고 변형하는 가운데 공학적 설계과정

을 거치게 된다(Hoisington & Winokur, 2015). 유아들에게 있

어 블록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물의 설계는 사물놀이에서 물리

적 속성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 실험실과 같은 기능을 한다. 예

를 들어, 유아들은 경사로 활동에서 경사로를 안정감 있게 하

려고 다양한 종류의 블록으로 높이를 다르게 만들고, 여러 종

류의 지지대를 사용하여 경사로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시도

(DeVries & Sales, 2011), 경사로 활동에서 구슬을 빨리 내려가

게 하려고 경사로의 각도를 점점 세우는 시도(van Meeteren & 

Zan, 2010) 등으로 자신들의 가설을 검증하는데 블록을 활용

하고 블록 구조물을 설계한다. 이처럼 공학적 설계를 표상하

며 수학과 과학의 지식을 알아가는 융합교육이 가능한 블록

놀이에서 구조물의 설계와 사물놀이를 격려하는 것은 그 자

체로도 창의적이고 창조력을 기르는 교육(Hong, 2016; Yi & 

Kim, 2017)을 행하는 방법이 된다. 더불어 블록을 가지고 놀

이하는 것은 대체로 유아들에게 수렴적이고 발산적인 문제해

결 기술(Pepler & Ross, 1981), 공간적 언어(Ferrera, Hirsh-Pasek, 

Newcombe, Golinkoff, & Lam, 2011), 논리·수학적 지식(Kamii, 

Miyakawa, & Kato, 2004) 등도 발달시킨다.

관찰 3   각자 선택한 자동차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출발

시키고 따라다니며 경주를 하던 유아들은 쌓기놀이영역

으로 재빨리 뛰어가며 “자동차 길”, “자동차 길”을 반복

한다. 그리고 벽돌블록으로 자동차 경주대를 만든다. 함

께 완성한 경주대에서 자동차를 출발시키며 각자 게임 

방법을 설명한다. 김동수는 자동차를 출발시켜 사각형 

구멍에 넣으면 된다고 의견을 낸다. 민종환은 사각형 구

멍을 뛰어 넘는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의견을 낸다. 각자 

의견을 내며 미니카를 출발시켜 사각형 구멍에 넣어 보

기도 하고, 세게 밀어서 사각형 구멍보다 멀리 나가도록 

해 보기도 한다. (관찰일: 2012. 06. 28)

관찰 1과 2에서 자동차의 움직임이나 이동, 바퀴의 회전 

등 사물 자체의 속성을 탐색하던 연구참여자들은 관찰 3에서 

‘자동차 길’을 설계하며 사각형, 높이, 공간, 자동차가 지나가

는 직선 등의 수학적·과학적 개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자신

의 미는 행위로 자동차가 이동하며 사각형 구멍으로 떨어지

는 것, 사각형 구멍을 지나서 멀리 간 후 떨어지는 것 등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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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속성을 가시적인 수준에서는 탐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힘을 세게 주면 자동차가 사각형 구멍을 넘어

가며, 사각형 구멍으로 자동차를 넣으려면 일정한 힘으로 자

동차를 밀어주어야 한다 등의 힘과 운동의 물리적 내용을 이

해하지 못했다. 단순히 경주로에서 자동차를 이동시키며 직접 

경험을 통해 일상적 개념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었다.

관찰 3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미니카를 출발시켜 사각형 구

멍에 넣어 보기도 하고, 사각형 구멍보다 멀리 나가도록 해 보

는 경험을 하고 있을 때, 교사는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통해 

과학적 탐문을 할 수 있다. 가령 “네가 어떻게 했더니 자동차

가 사각형 구멍을 지나서 더 멀리까지 갔어?”, “자동차를 정확

하게 구멍 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등의 질문을 해 줌으로써 힘의 작용에 관한 과학적 추론을 지

원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를 살살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 또

는 “이번에는 자동차를 더 세게 한번 밀어봐. 그럼 어떻게 될

까?” 등의 예측하기를 통해 힘의 작용을 비교해 보는 놀이 방

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연구참여자들은 자

동차에 힘을 가했을 때 자동차의 움직임, 이동거리, 멈춤의 상

황을 말로 표현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작동원리에 대해 

추론하고, 물리적 현상과 직면하였을 것이다(van Meeteren & 

Zan, 2010; Wolfe, Cummins, & Myers, 2006). 그러면서 자동차 

경주를 계획하고 자신의 행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며 변인의 

조작에 따른 운동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을 것이다(Hamlin 

& Wisneski, 2012; Stoll et al., 2012).

실험 범주

관찰 3에서 자동차를 다양한 방법으로 출발시키며 자동차의 

이동을 탐색하던 연구참여자들은 경주로의 모습을 Figure 2와 

같이 변형시켰다. Figure 1과 Figure 2를 비교해보면, 하나의 경

주로에서 똑같은 두 개의 경주로로 변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연구참여자들이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동일한 구조의 경

주로에서 자동차의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동일한 부피의 블록들

은 수치를 내포하고 있어, 자동차의 이동하는 거리를 측정 및 

비교할 수 있게 한다(Piccolo & Test, 2010).

관찰 4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경주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자동차가 출발점에서 출발하여 네 번째 벽돌블록의 도

착점에서 자연스럽게 멈추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블록

보다 더 앞으로 자동차가 진행하게 되면 종착점 앞에 세로로 

세워진 블록에 부딪치며 자동차가 옆으로 튕겨 나온다. 두 번

째 등의 블록까지 밖에 진입을 못하게 되면 그 자체로 승리의 

요건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측정과 비교가 가능한 게임 구

조물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위해 조건을 통제하는 실험실 상황

을 만드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다(Gopnik, 2012). 이 실

험에서 유아들은 사물 · 힘· 운동의 관계에 따른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며, 사물에 주어진 힘의 정도를 감각적으로 익혀 힘의 

작용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관찰 4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모든 관련 변인들 중 한 

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통제함으로써 주요 변인의 영향을 

알아내는 것이 과학적 방법임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다양한 

자동차류를 출발시키며 가시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동거리만

을 비교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는 유아들이 구체물을 조작하

Figure 1. A car racing track. Figure 2. A car racing track to win or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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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직관적 사고를 하므로, 사

고과정에서 생겨나는 오류다. 일단 오류를 포함한 일련의 경

험들이 잘못된 개념으로 형성되면, 쉽게 포기되지 않고 지속

되는 경향이 있어 유아들의 개념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

기도 한다(Smolleck & Hershberger, 2011).

관찰 4   유아들은 처음 만든 경주로에서 점차 벽돌블록

들을 움직여가며 경주로의 모양을 변형시킨다. 경주로

의 모양은 세로로 4칸의 길이이고, 같은 모양이 나란히 

양쪽에 붙어있다. …(중략)… 민종환, 김동수가 각자 똑

같은 미니카를 가지고 출발시킨다. 김동수의 미니카는 

경주로 끝까지 가서 부딪친 후 경주로 바깥쪽 사각형 구

멍으로 빠진다. 민종환의 미니카는 경주로의 두 번째 벽

돌블록까지 가서 멈춘다. 그 다음에 민종환은 작은 토마

스 기차를 출발점에 놓는다. 박태준은 미니카를 출발시

킨다. 박태준의 미니카는 경주로의 네 번째 까지 가서 멈

춘다. 작은 토마스 기차는 두 번째에서 멈춘다. 민종환은 

큰 토마스 기차를 경주로의 출발점에 올려놓는다. 이번

에는 네 번째까지 가서 멈춘다. 김동수와 박태준이 각자 

미니카를 출발시킨다. 두 미니카 모두 네 번째 까지 가서 

멈춘다. 박태준이 “오예∼ 내가 이겼다.”라고 한다. 이

때 김동수가 “우리 둘 다 이겼다.”고 한다. (관찰일: 2012. 

06. 28)

관찰 4의 연구참여자 중 한 명은 작은 기차와 큰 기차를 변

인으로 사용하여 이동거리를 측정해보고 있었다. 작은 기차

는 두 번째 블록까지밖에 가지 못했지만, 큰 기차는 네 번째 

블록까지 이동하여 멈춤으로써 본 게임에서 성공을 거두었

다. 이와 같은 경험으로 그는 ‘작은 자동차보다 큰 자동차가 보

다 많이 이동한다’는 일상적 개념을 구성하였다. 사실, ‘사물

의 크기가 크면, 더 멀리 이동한다’는 경험 기반의 지식은 “논

리에 의해 세계를 설명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부정확한 이해이

다”(Smolleck & Hershberger, 2011, p. 5). 이처럼 유아들은 잘

못된 변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변인

을 바꾸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

다. 따라서 교사는 유아들이 과학적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Dejonckheere, 

Wit, Keere, & Vervaet, 2016; Harlen, 2013). 관찰 4와 같은 상황

에서 “교사들은 자기규제 기술, 단서가 되는 질문하기, 원인

과 결과에 유아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유아들이 발견된 것

에 성찰하도록 돕기 등을 통해 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

다”(Dejonckheere et al., 2016, pp. 538-539).

관찰 5   민종환은 경사지게 놓인 블록을 손으로 이동하

여 자동차 경주로의 구멍 난 부분을 덮는다. 그리고 미니

카를 출발시켜 목표 지점에 있는 블록까지 가서 부딪치

게 한다. 미니카는 목표물과 경주로 사이로 떨어진다. 민

종환이 빨간색 자동차를 들어서 “나 이걸로 해 볼래.” 라

고 한다. 김동수는 “내가 먼저 해 볼게.” 라며 미니카를 

벽돌블록 목표물을 향해 세게 출발시킨다. 미니카가 목

표물에 부딪치며 목표물이 떨어지고 미니카도 바닥으로 

떨어진다. “오∼ 예”라고 하며 목표물을 제 자리에 둔다. 

민종환은 큰 토마스 기차를 가지고 세게 민다. 목표물이 

기차에 부딪치며 떨어진다. 김동수는 레고블록 판 위에 

블록들을 붙여 놓은 구조물을 가지고 세게 민다. 목표물

이 떨어진다. 김동수는 두 팔을 위로 하여 팔짝팔짝 뛴

다. 민종환은 김동수가 출발시켰던 것 보다 가로와 세로

가 2배씩 더 큰 레고 구조물을 경주로에서 출발시킨다. 

단번에 목표물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관찰일: 2012. 07. 

02)

관찰 5에서 한 명의 연구참여자는 미니카를 밀어서 목표

물 맞추기에 실패한 후 자동차의 종류를 크기가 큰 것으로 바

꾸어 시도했다. 또 다른 연구참여자는 미니카를 밀어서 목표

물을 떨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그럼에도 두 연구참여자는 점

차 번갈아가며 더 큰 사물놀잇감을 목표물 쪽으로 밀었다. 이

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관찰 5에서 모두 사

물의 크기와 무너뜨리는 힘의 세기가 비례한다고 믿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한 명의 연구참여자는 관찰 4에서 

큰 자동차류가 더 멀리 이동한다는 경험 기반의 지식을 관찰 5

의 상황(Figure 3)에 그대로 적용하여 크기가 클수록 목표물을 

무너뜨리는 힘이 커진다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였다(NRC, 

1996). 관찰 4의 상황에서 직접 경험한 연구참여자뿐 아니라 

친구의 경험을 목격한 연구참여자도 ‘사물놀잇감이 크면 더 

큰 힘이 생긴다’는 생각에 동의하게 되었다. 그리고 관찰 5의 

상황에서 그들의 증거를 기반으로 적용된 가설은 목표물 맞추

기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보다 확고하게 인정되었

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에 오류가 있음을 설명해 준다

고 해도 쉽게 개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Forman & Landry, 

1999; Smolleck & Hershberger, 2011).

따라서 반증 사례를 통해 유아들이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목격하고, 현재의 지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경험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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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유아 스스로 잘못된 지식을 포기할 때 과학적 개념을 받

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반증사례를 목격하도

록 하기 위해 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Hamlin & 

Wisneski, 2012). 본 연구의 관찰 5에서와 같이, 사물의 크기가 

힘의 정도와 관련 있다고 믿는 다면, 풍선과 같이 크지만 중량

이 작은 물건, 쇠구슬과 같이 작지만 중량이 큰 물건, 같은 크

기지만 재질의 차이로 중량에 차이가 있는 물건 등을 제공하

여 다양한 사물로 목표물 맞추기를 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유아들이 믿고 있는 현재의 

비과학적 지식에 반증 사례가 될 만한 상황들이 생겨날 것이

다. 또한 중량이 같은 사물로 살살 밀기, 세게 밀기 등을 하도

록 지원함으로써 사물뿐 아니라 힘의 작용에 따라 목표물 맞

추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도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활동들을 교사로부터 제공받으며 연구참여자들은 질량이

라는 비가시적인 물리적 속성을 직관적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Larsson, 2013).

모순 범주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멀리 날아가는 구조물을 만들어

서 정확한 지점에 착지할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어 했다. 그

리고 우연히 자유선택활동의 정리시간에 높이 쌓은 벽돌블

록들이 무너지며 층계 모양으로 앞이 높아지는 모습, 벽돌블

록을 교구장에 넣는 과정에서 한 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교구

장에 걸쳐지는 모습 등을 관찰하게 되었다. 이런 반복적 관찰

을 통해 앞이 높아지는 경사가 자동차류를 공중으로 올라가게 

할 수 있음을 생각해 내었다. 그리고 관찰 6에서와 같이 서로

의 의견을 이야기 하며 구조물을 설계하고(Figure 4) 게임의 방

법을 결정하였다. 즉, 이들은 또래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생각

을 공유하는 기술로 과학적 탐문(Hamlin & Wisneski, 2012)을 

또래 관계에서 실행하고 있었다. 이 게임은 관찰 3에서처럼 사

물의 크기에 따른 이동거리의 변화, 관찰 5에서처럼 일정한 거

리 앞의 목표물에 사물이 미치는 힘의 정도를 실험하는 것과

는 다르다. Figure 4에서 볼 수 있듯, 앞이 높아지는 경사로 위

를 사물이 지나며 공중으로 올라갔다가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

오는 이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사물 . 힘. 이동거리의 관계에서 

중량의 작용이 평지보다 크게 작용하게 된다.

관찰 6   민종환이 “움직이는 새총 만들자∼”라고 주변의 

참여자들에게 제안한다. 박태준은 “움직이는 새총 만들

어 ‘쓔웅∼’ 멀리 날아가는 거 이기기.” 라고 민종환의 제

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게임 방법을 추가한다. 옆에 앉아 

있던 김동수는 벽돌 블록 두 개를 납작하게 바닥에 놓아 

평행이 되게 하고, 그 사이에 벽돌블록 하나를 세로로 앞

이 높아지게 경사를 만든다. 그리고 참여자들을 향해 “자

기가 멀리가고 싶을 때에, 응∼, 주는 걸 만드는 거야. 그

Figure 3. A car racing track to match the target.

 

 

 

Figure 4. A car racing track made of a r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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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가지고, 날아 가가지고∼ 통과하는 거야.” 라고 말한

다. 민종환이 “어디에? 어디를?” 이라고 묻자, 김동수는 

경사로 앞쪽 약 50Cm에 벽돌블록 4개를 붙여 사각형 공

간을 만든다. 이를 보고 있던 민종환은 사각형 공간 앞에

서 팔을 휘저으며, “여기를 이렇게 뛰어 넘는 거야? 여기

를 넘어야 돼? 여기를 넘어야 돼?” 라고 묻는다. 김동수는 

벽돌블록으로 만든 사각형 공간을 가리키며, “이 안에 들

어가면 성공이다.” 라고 한다. (관찰일: 2012. 07. 05)

관찰 7   김동수가 제일 먼저 미니카를 경사로에서 출발

시켰다. 미니카는 사각형의 공간보다 멀리 날아가서 떨

어진다. 민종환이 미니카를 가지고 경사로 위쪽으로 밀

어 올린다. 사면체 공간 속으로 정확하게 떨어진다. … 

(생략) … 민종환은 미니카를 바닥에 놓고, 큰 토마스 기

차를 가지고 경사로 위로 밀어 올린다. 큰 토마스 기차는 

경사로와 사면체 공간 사이 사면체 공간 앞쪽에 떨어진

다. 민종환은 김동수에게 불만스러운 표정과 목소리로, 

큰 토마스 기차를 가슴으로 가져오며, “이 뚱뚱보는 안 

날아가는 거니까 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 김동수는 

고개를 끄떡이며 사각형 벽돌블록을 매만져서 정확한 

모양을 유지한다. 민종환은 미니카를 경사로 쪽으로 밀

어 출발시킨다. … (생략) … (관찰일: 2012. 07. 05)

관찰 6과 같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며 만들어진 구조물

(Figure 4 참조)과 경기 방법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관찰 7과 같

이 미니카를 이용하여 경주를 시작하였다. 앞이 높아지는 경

사로에서 어떤 연구참여자는 미니카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착시키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다른 연구참여자는 너무 멀

리 가는 결과를 맞이했다. 미니카로 성공을 거둔 연구참여자

는 도구를 바꾸어 큰 기차를 경사로 위로 밀어 올려 보았다. 그

는 이전의 관찰 3에서 5까지 성공을 거두었던 ‘큰 사물이 더 

멀리 이동 한다’는 일상적 개념의 적용이었다. 그러나 큰 사

물은 경사로를 지나 공중으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바닥 쪽으

로 떨어지며 목표 지점까지 이동하지 못했다. 이 순간에 그

는 사물의 부피가 승리의 요인이 된다는 오개념(Smolleck & 

Hershberger, 2011)의 모순을 스스로 목격했다. 그러면서 관찰 

5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한 질량의 의미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

리고 함께 놀이하던 연구참여자에게 “뚱뚱보는 안 날아가니

까” 라며, ‘뚱뚱보’ 라는 단어로 무거움을 표현하였다(Hamlin 

& Wisneski, 2012; NRC, 1996).

관찰 7의 상황에서 한 명의 연구참여자가 사물의 크기와 이

동거리의 관계에서 모순을 발견하며, 중요한 변인인 중량을 ‘뚱

뚱보’라는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교사는 적절한 지원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뚱뚱보는 날아가는 게 아니야? 왜 그럴까?” 등의 질문으로 중

력의 작용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아직 연구참여

자들은 무거울수록 중력 또한 커져서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지만, 교사의 질문으로 인해 높은 곳에서 사물은 

항상 아래로 떨어진다는 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뚱뚱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이것들 중 어느 것

이 가장 뚱뚱할까? 한번 만져보렴.”, “이 기차가 뚱뚱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 등의 질문을 통해 사물의 무게를 감

각적으로 느끼며 측정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미니

카, 크고 작은 기차 등 다양한 자동차들을 제공한 후 무거운 순

서대로 놓아보기 위해 양손에 하나씩 얹어 비교해 보거나 “우

유상자에 고무줄을 달아 만든 저울로 측정”(H.-S. Cho, Kim, 

Kim, Kim, & Kim, 2010, p. 86)해보며 연구참여자가 발견해낸 

무거움을 적합한 측정기술에 의해 비교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왜곡 없이 이해하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H.-S. Cho et al., 

2010; Martin, 2003).

본 연구의 관찰 6과 7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이 스스로 앞이 

높아지는 경사로를 활용함으로써 사물의 크기와 중량의 혼돈

에 따른 모순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실제 관찰 3에서 5의 놀

이 경험을 하는 유아들에게 그들의 모순을 드러내고 스스로 

잘못된 개념을 포기하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 경사로를 활

용하여 “감각을 확장하고 관찰을 개선하기 위해 도구 사용하

기”(Hamlin & Wisneski, 2012, p. 85)의 과학적 탐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관찰 7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경사로

의 각도를 달리하는 실험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가 이런 

상황에서 경사를 완만한 것에서부터 급경사로 변화시키는 시

도를 제안한다면, 사물의 중량을 더 쉽게 알아차리도록 지원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해 범주

모순을 통해 스스로 무게감을 알아낸 유아들은 약 2주의 시간

이 지난 뒤, 벽돌블록과 레고블록을 가지고 놀이하던 중 우연

히 관찰 8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상황에 흥미를 느낀 

연구참여자들은 하던 놀이를 멈추고 배 모양의 블록 위에 여

러 가지 블록을 꽂아 어느 쪽이 아래로 기울어 질 것인가를 예

측하는 탐문을 시작했다(Figure 5). 그리고 반복적인 탐구를 통

해 관찰 8에서와 같이 기울어지는 것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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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했다. 또한 관찰 9와 같이 자신의 개입에 의해 수평에

서 기울어짐의 변화를 관찰하며, 기울어지는 쪽에 ‘더 무겁다’

라는 말로 경험 기반의 이해를 표현하였다(Legare, 2014).

관찰 8   참여자들이 ‘레고 집’을 높이 만들고 있다. 김동

수, 민종환은 레고블록을 조합하여 ‘레고 집’에 들어갈 

레고 구조물들을 만든다. … (생략) … 만들어진 구조물

을 바닥에 놓는다. 빨간색 배 모양이 바닥에 닿자 수평

을 이룬다. 이 모습을 보며 민종환이 “우와∼ 똑같다.”라

고 한다. 옆에 있던 김동수도 민종환의 말을 듣고 바닥에 

엎드려 구조물이 수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와∼ 똑

같다！ 똑같다！”라고 한다. 김동수는 “야야야야∼ 야

야야∼ 나도 만들어야지.”라며, 민종환 앞에 앉는다. 민

종환은 구조물을 들어 올려 맨 위에 꽂혀진 지붕모양 블

록을 빼고, 레고블록을 하나 꽂은 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놓는다. 손을 떼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민종환은 오

른손으로 오른쪽을 올려서 평행이 되도록 한 후 다시 손

을 뗀다. 오른쪽으로 기울어진다. 민종환은 꽂았던 레고

블록 하나를 빼면서 코코블록 통 앞으로 간다. 파란색 두 

칸짜리 코코블록을 오른쪽 부분에 끼운다. 그리고 그 위

에 빼내었던 레고블록을 끼운다. 김동수는 민종환이 만

들던 것을 받아서 가운데 부분에 초록색 한 칸짜리 레고

블록을 끼운다. 이것을 바닥에 놓고 손을 뗀다. 오른쪽으

로 기울여진다. 민종환은 기울어지는 반대쪽에 하얀색 

두 칸짜리 코코블록을 끼운다. 김동수는 기울어지던 쪽

에 빨간색 한 칸짜리 레고블록을 끼운다. 여전히 오른쪽

으로 기울어진다. 김동수는 배 모양의 레고블록과 몇 개

의 레고블록을 꺼내 와서 바닥에 놓고 만들기를 시작하

며, “파워∼ 중요한 파워！ 파워∼ 중요한 파워！”라고 

반복해서 말한다. (관찰일: 2012. 07. 19)

관찰 8에서 수평을 이루던 배 모양의 블록이 한 쪽으로 기

울어지는 것을 관찰하며, 한 연구참여자는 기울어진 쪽을 자

신의 손으로 들어 올려 수평을 유지해 보았다. 그럼에도 손을 

놓으면 이전에 기울어진 쪽으로 똑같이 기울어지는 것을 관찰

하였다. 그 후 다양한 블록들의 위치나 색깔을 바꾸어 끼워가

며, 기울어짐을 실험하였다.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연구참여

자들은 기울어지는 쪽에 뭔가 중요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중요한 파워’라고 설명하는 탐문을 진행하였다. 그

러나 이 실험 과정에서도 오류는 내포되어 있다. 유아들이 실

험의 변인으로 사용한 블록의 모양이나 색깔 등은 과학적으로 

기울어짐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블록을 덧붙여 끼우거나 빼

내는 것은 가시적 양의 증감일 뿐 중량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가시적인 양의 변화

에서 기울어짐의 시각적 변화를 살펴보며 관찰 9에서처럼 무

거운 쪽이 기울어진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관찰 9   민종환이 파란색 배 모양 레고블록위에 가운데

는 두 칸짜리 파란색 레고블록을 수직으로 끼우고, 한 쪽

에는 검정색 한 칸짜리 레고블록을, 반대쪽에는 빗면이 

있는 레고블록을 끼운 후 손을 뗀다. “요거 봐봐∼ 봐봐

∼”라고 김동수에게 말한다. 민종환이 바닥에 놓은 구조

물이 시소처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누가 이기는지

Figure 5. Heaviness explored by experimentation during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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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라고 한다. 구조물이 멈추며 수평을 이루자 “누

가 이겼어?” 라고 한다. 김동수는 레고블록으로 만든 것

에서 빨강색 배 모양 양쪽 옆에 있는 빗면 모양 블록과 초

록색 한 칸짜리 레고블록을 떼어내며 바닥에 배 모양 블

록을 놓으며, “누가 이기는지∼ 봐봐.” 라고 말한다. 배 모

양의 한쪽에 꽂혀있는 빗면 블록을 가리키며, 김동수는 

“얘가∼ 이겨.”라고 하고, 민종환은 반대쪽의 지붕 모양

을 가리키며, “얘–가, 이겨.” 라고 한다. 수평을 이루자 김

동수는 “똑같애. 야∼ 똑같애.” 라고 한다. 민종환은 자신

이 만들어 둔 것의 위에 지붕 모양 블록을 배 모양과 수평 

방향으로 끼우며 바닥에 놓는다. 김동수는 배 모양 위에 

양쪽으로 블록을 하나 씩 꽂아서 바닥에 놓은 후 기울어

지는 쪽을 가리키며, “얘가 더 무거워∼” 라고 한다. 연구

자가 “아∼ 이렇게 되면 더 무거운 거야?” 라고 물어보자 

김동수는 “네.”라고 한다. (관찰일: 2012. 07. 19)

관찰 8과 9에서와 같이, 비과학적 실험을 통해 무거움을 이

해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 교사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

록 과학적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놀

이 상황에서 ‘기울어지는 쪽이 무겁다’는 일상적 개념을 구성

하게 되면, 이후 과학적 개념을 재정립 하는 데 있어 방해 요

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는 관찰 8과 9의 상황에서 배 

모양의 블록 위에 똑같은 블록들을 양쪽에 같은 수로 붙여 수

평 상태에서 블록 수를 세어보기, 한 쪽 편에 한 개씩 수를 증

가시키며 수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살펴보기 등으로 체계

적 실험을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각 

단계를 순서대로 보여주며 변화를 예측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

을 것이다.

관찰 8과 9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무거움이라는 비가시적 

요인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어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한계

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이를 활용하여 중량을 가시

화 하는 방법으로 단위를 활용할 수 있다. 수평저울을 놀이 영

역에 제시해 줄 수도 있고, 1kg의 추를 점차 쌓아가며 기울어

짐을 비교해 보는 등의 방법이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활동들

이 중요한 이유는 유아들의 탐구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들은 

측정에 의해 의미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H.-S. Cho et al., 

2010).

관찰 8과 9에서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블록의 수를 달리해

가며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중량이 중요한 힘의 요소가 됨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이 생기기 전까지 이들은 사물놀잇감의 

크기에 주목했었다. 그리고 ‘외형이 크면 힘이 크다’ 는 일상적 

개념을 구성했었다. 앞이 높아지는 구조물에서 크다는 것에

서 무거움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관찰 8과 9의 놀

이를 통한 실험을 하며 무거움이 측정 가능한 수량이고, 힘과 

관련됨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아들의 탐구과정 전반

을 통해 교사가 유아들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유

아들은 다양한 변인과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하며 인과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정신적 활동의 결과, 특별히 반성과 의사소

통을 통해서, 유아들은 지식을 구성한다. 그러나 유아들의 앎

(knowing)이 이해(understanding)는 아니다(Elkind, 2012). 따라

서 탐문의 종결에는 유아들이 이해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자연발생적인 사물놀이에서 유아들의 탐구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 교사들의 교육적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는

데 목적이 있었다.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연구결과 및 논의 점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유아들의 탐구과정은 다음과 같았

다. 유아들은 사물놀이에서 자동차를 선택하여 움직임과 위치

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동차의 속성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

리고 자동차를 가지고 쌓기놀이영역으로 가서 자동차 길을 만

들었다. 만들어진 자동차 길에서 유아들은 경주하기를 시작했

다. 그들은 자동차 경주하기에서 힘과 운동, 이동거리 측정과 

비교, 가설 세우기 등을 실험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 기반

으로 세운 가설은 오개념이었고, 모순을 발견하며 잘못된 변

인에 주목하여 과학적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의 직관적 이해는 계속되는 놀이 과정에서 무거움이라는 

과학적 개념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

동차를 가지고 사물놀이를 하며 탐색, 실험, 모순, 이해의 탐구 

과정에 따라 물리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들은 놀이 상황에서 사물을 사용하

여 다양한 가설을 생각하고, 가능한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

게 하려고 더 놀이한다는 점(Cook, Goodman, & Schulz, 2011; 

Legare, 2012, 2014; Schulz & Bonawitz, 2007)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자신의 개입을 통해 인과관계를 탐구하고 발견했

으며(Bjorklund & Gardiner, 2010; Sobel & Sommerville, 2010), 

물리적 속성들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Larsson, 

2013). 이런 경험들을 통해 유아들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닌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Elkin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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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게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무게 측정(Chun, 2001; Shin, 2007), 무게중심 개념(K. O. Lee 

& Woo, 2014), 무거운 것이 물에 뜨는지 가라앉는지를 유아에

게 예측하는 연구(B.-K. Cho & Lee, 2011) 등이 진행되었다. 그

러나 실제로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놀이상황에서 무게라는 개

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런 점에서 본 연구는 유아들이 사물놀이에서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블록 구조물로 실험 상황을 만들며, 실험과 검증, 반증

의 발견을 통해 무거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교사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

서 참여자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사물놀이를 

시작하여 약 2개월 간 꾸준히 놀이를 지속하였다. 그 과정에

서 자동차 길, 자동차 경주로 및 게임 방법의 변형을 거치며 과

학적 탐문(NRC, 1996; Stoll et al., 2012)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한 가지 사물놀이가 지속되면서 학습의 과정이 진행되려면 교

육적 흥미가 필요하다. 교육적 흥미란 “자아가 대상에 빠져 하

나가 된 것을 의미한다. 흥미는 도입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학

습 전반의 문제”(Dewey, 1913/2015, p. 34)이기 때문이다. 즉, 

유아가 활동에 지속적으로 몰입하여 스스로 알아가는 힘을 제

공할 때 유아들은 행동과 인지가 병합되는 참여를 하게 된다

(Csikszentmihalyi, 1997; Kwak, 2015).

따라서 교사들은 단순히 재미와 관심을 주는 놀잇감을 제

공하는 것을 넘어 지속적인 흥미가 추구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유아교사들은 유

아의 흥미를 자극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수업이

라고 인식하고(M. G. Lee & Lee, 2014), 단순한 관심이나 즐거

움 등의 흥미와 진정한 흥미를 구분하였다. 그러나 흥미를 교

육적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Kwon, 

2015, p. 237). Kwak (2005)의 연구에 의하면 유아들은 진자활

동을 볼링놀이로 변형시켜 가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것이 흥미가 되어 활동 자체에 몰입하였다. 그리고 

깡통을 더 많이 쓰러뜨릴 수 있는 방법으로, 삼각형 모양의 배

열보다는 합쳐놓거나 혹은 두 줄로 높이 쌓고 아래쪽을 맞추

면 잘 쓰러뜨릴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유

아들은 자동차 길을 만든 후 이를 변형하여 편이 나뉘는 경주

로를 만들었다. 그리고 누가 이기는지를 겨루는 시합을 통해 

이기고 싶은 욕구로 인과 관계나 가설 검증을 하고 있었다. 이

런 점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구를 활용하는 방법이 사물놀이에

서 교육적 흥미를 지속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 놀이에서 연구참여자들은 구조적이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하지만(Dean & Kuhn, 2007; Klahr & Nigam, 

2004), 과학자들처럼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변인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Gopnik, 2012). 이때 교사는 놀잇감 자체를 가

지고 놀이하는 과정뿐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고 이를 

다양한 변인과 재료들을 가지고 실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Stoll et al.,  2012). 본 연구의 관찰에서 질량이 자동차의 이동

거리에 변인이 될 수 있음을 유아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상황

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교사는 외형은 같지만 세

라믹이나 쇠, 플라스틱 등 질량이 다른 자동차를 제공하기, 평

지나 앞이 낮아지는 경사로, 미끄러운 길, 거친 길 등에서 자동

차를 밀어 보기 등 유아들이 더 탐구할 수 있도록 환경적 지원

을 할 수 있을 것이다(Hamlin & Wisneski, 2012).

마지막으로, 유아들은 자동차의 크기가 클수록 더 멀리 날

아갈 것이라는 옳지 못한 가설을 세우고 이를 날아가는 구조

물에 적용시켰다. 그리고 경사로에서 큰 자동차가 더 멀리 날

아가지 못하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뚱뚱보’ 라는 표현으로 무

거움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다. 유아들은 일상생활 경험에서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개념, 즉 오개념을 가지고 교실에 들어

온다(Smolleck & Hershberger, 2011). Kim (2009)의 연구에 의

하면, 유아들은 귀의 작용, 피의 역할, 천둥이 치는 이유, 태풍

이 생기는 과정, 물의 증발, 배가 물에 뜨는 이유 등과 같은 과

학적 개념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오개념을 

과학적인 정개념으로 변화시키려면 “예측을 통해 실험의 결

과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모순을 경험”(Moon & Kim, 2009, p. 

265)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Seo (2016)의 연구에서 유아들

은 하트, 세모 등의 모양 틀에 의해 비눗방울의 모양이 다를 것

이라는 오개념을 나타냈는데, 이 경우 교사는 유아들이 생각

하는 다양한 모양 틀을 제공하여 비눗방울을 불어볼 수 있도

록 환경을 구성해 줌으로써 유아 스스로 오개념을 제거하도록 

지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물놀이에서 드러나는 유아들의 탐구 과정

을 살펴, 교육적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사물놀이

(object play)와 유아의 과학적 추론과의 관계는 더 주목받아야

할 놀이의 한 영역이다(Solis et al., 2017). 따라서 유아들이 흥

미와 관심을 많이 보이는 다른 놀잇감이나 도구, 천연 재료 등

을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알아 

가는지를 드러냄으로써 교사의 적절한 지원 방법을 알아내는 

후속 연구들이 계속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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