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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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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ath-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which is based on the learning cycle, on the improvements in young children’s 
mathematical, scientific, and creative abilities. 
Methods: Participants were 56 five-year-old children from two classes in M kindergarten located in S 
city. Only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the math-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 independent-samples t-test and a paired-samples 
t-test were utilized for examining the homogeneity between the experimental and the comparison 
groups,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Results: The findings sugg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ubfactor scores that of measured 
mathematical abilities, scientific abilities, and creativity, between the experimental group and the control 
group after program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core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mplementation were specifically found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not 
in the control group.  
Conclusion: A math-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based on the learning cycle,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mproving young children’s mathematical, scientific, and creative a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issemination of the math-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relates to its discovery of the value in woodwork 
play in terms of math-science integration and creativi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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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4차 산업 혁명 사회로 급변하는 이 시대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인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

한 역량 강화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과거와 달

리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식의 홍수 속에서 이러한 지식

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보다 지식의 형성과 습득과정을 이해하

고, 이를 적합한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재조직 및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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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특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창출 능력이 필요하다(J. H. Kim 

& Kim, 2019).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유아교육 · 보육 분야

에서도 맥을 같이 하는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EST], 201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미래사회는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협

업능력의 핵심역량 4C를 갖춘 융합형 인재를 필요로 한다. 시

대의 변화에 발을 맞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초 · 중 · 고를 대상

으로 한 과학교육종합계획(Ministry of Education, 2016)을 발

표하고 ‘메이커 활동’과 과학 교육을 접목하면서 ‘메이커 교육

(maker education)’의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메이커 교육은 학

습자를 창의적 존재로 바라보며(Y.-I. Kim, 2018), 활동 안에서 

학습자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설계에 의한 결과물을 제작

하고, 이 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 기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소통을 이루는 과정을 다룬다(Kang & Kim, 2017). 유아보육 ·

교육 현장도 이와 같은 움직임에 발맞추어 관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적용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메이커 교육의 차원에서 융합형 인재를 기

르기 위한 요소인 유아의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그리고 

창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유아는 자신의 내적 · 외적 산물을 

창출해내기 위해 아이디어가 수용되는 환경에서 자발적인 참

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여 적용하는 수학

적 사고를 활용한다(E. H. Noh, 2008). 또한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경험은 문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게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기술을 필요로 한다(Cho, 

2015). 이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목적을 띄고 

생산적인 문제해결을 추구하므로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이 요

구된다(J.-H. Kim, 2017).

수학적 능력은 수학적 개념의 발달 정도를 의미하며 수학적 

지식과 기술 수행 능력을 포함한다(H.-J. Choi & Hwang, 2003). 

수학은 유아의 인지구조와 학습 가능성과 연관된 중요한 영역

이며(H.-J. Choi & Lee, 2005), 다른 교과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

치는 도구적 교과이기 때문에(H. S. Choi & Hwang, 2010) 유아

기의 수학적 능력 발달은 중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수학적 

능력의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활용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수학적 능력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교육과정의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

과학적 능력은 유아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습득한 정보

를 통해 일상의 다양한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데 필요한 사고

기술이다(Martin, 2012). 과학적 능력은 관찰하기, 분류하기, 

추론하기, 측정하기, 의사소통하기의 탐구과정기술을 사용하

는 능력이 포함된다(Cho, 2015). 과학적 능력은 과학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 발달하므로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에 

호기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

한 아이디어 적용과 해결 과정의 경험은 유아가 세상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험이다(MEST, 2013). 그

러므로 유아기 과학적 능력발달을 위해서는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문제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호기심과 관찰을 

통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경험과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볼 기회가 필요하다.

창의성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될 만한 산출물을 생산하

고, 다양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의견을 도출할 

수 있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및 상상력의 능력이 포함된다

(Jeon, 2000). 인간의 수렴적 사고와 확산적 사고의 지적 구조

모형을 제시한 Guilford (1968)는 이 중 확산적 사고를 창의성

과 관련된 능력으로 보았으며, Torrance (1963)는 창의적 사고

란 지식의 부족과 방해 요소 등을 인식하고, 원인에 대한 가설

을 통해 이를 검증하며 수정과 재검증의 과정을 통해 최종적

인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유아기는 창의

적 사고와 상상력이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풍부한 환경

에서 자발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해 볼 기회는 매우 중요

하다(Torrance, 1963). 그러므로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은 미래 인재를 위한 핵심역량임과 동시에 메이커 교육

의 중요한 요소이므로(Y.-I. Kim, 2018), 유아보육·교육현장에

서는 관련 요소들이 포함된 유아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계획과 

적용이 요구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MEST, 2013)은 유아의 전인발달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정 운영을 권고하였다. 

구성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는 과

정에서 환경을 구체적으로 조작하고 내적으로 추상하며 지식

을 통합적으로 구성한다(Hong, 2005). 수·과학적 탐구과정을 

통해 논리적 사고를 신장하고, 이는 일상의 문제를 논리적이

며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의 토대가 된다(MEST, 2013). 수

학은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또 다른 언어로 사용되는 의사소통 체계이므로(Usiskin, Reys, 

& Reys, 2014), 과학 학습에 적용될 수 있는 의사소통 매체의 

역할을 한다. 이중 과정적 기술인 분류하기, 비교하기, 순서짓

기, 의사소통하기, 측정하기, 자료수집하기, 추론하기 등은 수

학과 과학 학습에 공통으로 필요한 요소이며, 수학과 과학은 

인지발달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J. H. Kim & Kim, 2018), 

사물이나 자연적 환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합적

으로 적용될 수 있다(Martin, 2012). 그러므로 활동 제공 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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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주도적인 탐구학습을 통해 수학과 과학 교과의 통합뿐만 

아니라 활동 내용 안에 자연스러운 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지

도록 해야 한다(S. S. Han & Bae, 2004). 또한 3-5세 연령별 누

리과정은 유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역량을 강조하면서 창

의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제시하였

다(MEST, 2013). 그러므로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는 유아 발

달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사

고과정을 증진 시키고, 이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기회를 제공

하며, 사회·문화에서 가치를 부여할만한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나 상황을 제시하여 유아의 창의성 향

상을 도모해야 한다.

수학과 과학 통합 활동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수학과 과학이 통합된 프로그램은 수학적 능력 및 태도(S. J. 

Kim, 2001; Koo, 2007; E. J. Lee, 2010; Yun, 2005) 과학적 탐구

능력 및 태도(S. J. Kim, 2001; Koo, 2007; Yun, 2005), 그리고 창

의적 사고(Kaon & Park, 1997)의 발달에 효과가 있었다.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는 수학과 과학 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수학 

또는 과학의 각 영역의 능력이나 태도의 변화만을 살펴보거나 

각 영역 내에서도 특정 능력(예: 수와 연산, 측정, 공간 능력)에

서의 효과만을 다루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유아보육·교

육기관의 수학과 과학 통합 활동 운영은 과정의 통합보다는 

한 활동을 중심으로 다른 교과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획되며,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의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아의 발

달에 적합하고 수학과 과학의 전반적인 영역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유아 주도적인 교수학습방법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Yun, 2005).

본 연구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유아가 자신만의 산물 창출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 시

킬 수 있는 맥락으로 목공놀이를 접목하고자 하였다. 목공놀

이는 다양한 물체의 물리적 특성과 차이점을 탐색함으로써 유

아의 집중력과 수개념을 향상하며, 과학적 사고력을 촉진한다

는 점(H. N. Park, 2010)에서 수학과 과학통합 프로그램의 맥락

으로 적절하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실물을 직접 조작하면

서 경험을 구축하는 특성이 있어, 구체물과 실제 상황이 포함

되었을 때 학습이 이루어진다(Hong, 2004). 이에 자연환경이

나 실물자료들은 수학과 과학 학습의 상황적 맥락을 제공하고 

탐구과정의 기술 적용이 용이하다. 목공활동은 가공이 용이

한 소재를 다루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

발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사고력을 길러주어 통합 교육

에 적합하며(Hwang, 2003; Y.-I. Kim, 2009), 관계적 사고력 및 

수개념(Skeen & Anita, 1984)과 공간능력 및 공간 지각력 발달

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Bae, 2010; J. H. Kim, 2017; Y. H. Lee 

& Won, 2010; H. N. Park, 2010). 이처럼 다양한 교육적 효과를 

보여주는 목공활동은 유아보육 · 교육 현장에서 계획·실행되

고 있는 다양한 영역의 활동처럼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제공되

어야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Abraham, 2011). 선행연구에

서 알 수 있듯이 기존 목공놀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발

달에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 부분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면, 기

존 연구에서 실시된 목공놀이 활동은 단순히 목공의 기능적인 

측면을 반복해서 익히는 활동이거나, 회기별로 단위 활동이 

나열되는 방식으로 유기적인 연계성 없이 진행되어 수학과 과

학 통합 활동의 맥락으로 적절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해결

하기 위한 반복적인 시도나 적용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용이 다소 부족하였다(Go & Shin, 2011). 또한 유아 스스로 탐

구하는 과정이나 자발적인 탐색 과정이 포함된 활동보다는 교

사가 주도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H. N. Park, 2010), 유아가 

주도적으로 재료를 이용하여 자신만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

현하여 구성물을 창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더불어 

기존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목공놀이를 실외놀이로 국한하여 

운영되었는데, 유아보육·교육기관에서는 목공놀이를 실내 및 

실외 흥미영역으로 배치하여(Kaon, 1999), 유아가 스스로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계획·운영이 필요하다. 이

처럼 선행 목공놀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여 유아가 스스로 

문제 상황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해결방안을 탐구하

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학과 과학이 통합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목공놀이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목공놀이는 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측면

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성물을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그 과정에서 유아 주도성이나 창의성을 중

점적으로 다루는 탐구 지향적인 과정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즉, 메이커 교육의 관점과 같이 유아를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주체로 바라볼 때 유아는 문제해결을 위한 탐구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과정기술 활용하기에 

기초를 둔 탐구 지향적 과정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 주

도의 탐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다

면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을 통한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발달에 대한 목표 성취의 가능성을 높

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순환학습모델(Gallenstein, 

2003)을 도입하고자 한다. 순환학습모델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며, 학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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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순환과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모델이다(S. H. 

Kim, 2015).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Gallenstein (2003)의 5E 순

환학습모델은 참여-탐색-설명-확장-평가의 단계가 반복적

으로 순환하는 구조이며, 각각의 단계는 유아의 주도적인 탐

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탐구란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

거나 얻어내는 것으로 관심거리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 연구하

는 것을 의미한다(Cho, 2015). 또한 학습 단계가 순환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지식의 구성과 더불어 구성한 지식을 적용하

는 과정을 경험하는데 특징이 있다(I. J. Oh & Kim, 2019). 순

환학습모델을 활용한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은 

유아 스스로 교사가 제공한 재료를 탐색하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구성물을 설계하며, 이에 따라 구성물을 만들어 보는 과

정에서 연관된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다음 세트의 구성물 제

작에 반영하거나 일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구성물

을 만드는 과정을 친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공유하

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놀이 과정을 평가하고 이를 다음 활동

에 수정 ·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은 유아에게 자연스러운 수학과 과학의 과정적 통합과 창

의적 문제해결의 경험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유아의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증진을 도모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창의적인 학습자가 실물을 활용하여 결과물을 제작하

여 지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을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하는 메이커 교육의 과정(Kang & Kim, 2017)과 맥을 

함께 하므로 관련 교육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을 만 5세 유아들에게 적용하여 유아의 수

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유아 발달

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을 목공놀이에 적용하여, 미래사회의 

주체인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타

인과 소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주체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목공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목공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과학적 능력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목공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는 S시에 위치한 M유치원 만 5세 유아 총 56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급은 부모의 사회적 배경, 지역사

회 문화 및 교육경험 등이 유사하며, 하루일과 운영 및 교사 구

성 비율이 동일하였다. 단, 실험집단인 J학급 교사의 교육경력

은 4년 3개월이고, 통제집단인 G학급 교사의 교육경력은 18

년 3개월로, 교사의 교육경력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것

을 고려하여, 교육경력이 20년 3개월인 연구자가 직접 실험집

단인 J학급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은 만 5세 J

반 28명, 통제집단은 만 5세 G반 28명으로 집단별 유아의 성

별 및 평균 월령은 Table 1과 같다. 전조작기인 만 5세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

을 구성하여 인지발달을 이루고, 타인의 생각을 조망할 수 있

는 능력이 발달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Piaget, 1964). 이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기초가 되는 의사소통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며(Kwon & Hwang, 2013), 창의적 상

상력과 창의적 사고가 발달하는 적기이다(Torrance, 1963). 더

불어 창의성 검사(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TTCT])

를 실시할 경우 성인의 지시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

기에 만 4세 이후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의 대상인 

만 5세 유아의 발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시 유아 스스

로 재료를 탐색하여 구성물을 만들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

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 보며, 이 과정을 또래와 함께 공유하

여 타인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자신의 구성물에 대한 평가와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학

적 능력과 지능의 관련성(J. H. Kim & Kim, 2018)을 고려하여 

Table 1 
Mean Age and Standard Deviations of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Group Boy Girl Total M (months) SD
Experimental group 15 13 28 70 3.40
Control group 15 13 28 69 3.01
Note. N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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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Mun (2014)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au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Ⅱ(K-ABCⅡ)을 사용

하여 측정한 후 70 이상 129 이하 범위의 유아들만 연구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도구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유아그림수학능력 검사, 과학적 탐구능력 검

사, TTCT 도형검사 A, B형을 사용하였다.

수학적 능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Choi와 

Hwang (2007)이 개발한 유아그림수학능력 검사를 사용하였

다. Choi와 Hwang (2007)의 검사도구에서 제외된 확률과 통계

영역은 E.-Y. Lee (2010)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그림수학

능력 검사의 하위요인별 문항을 살펴보면 대수 영역은 분류(6

문항), 패턴(6문항), 관계(2문항)로 총 14문항, 수와 연산영역

은 수개념(10문항), 수와 연산(8문항)으로 총 18문항, 기하 영

역은 도형(7문항), 공간(7문항)으로 총 14문항, 측정 영역은 시

간(7문항), 측정(7문항)으로 총 14문항이며 총 60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확률과 통계영역은 총 11문항으로 자료해석(7문

항), 확률(4문항)의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총 71문항으로 구성된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검사

방법은 검사자가 개별적으로 유아에게 그림 자료를 제시하고 

지시문을 읽어주면 유아는 그림을 보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예를 들어 “곰돌이가 네 마리 있는 그림은 어떤 것이지?”, “나

무에서 가장 멀리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 등의 지시문을 읽어

준다. 소요시간은 25-30분 정도이며, 유아가 문항에 대한 정답

을 말하면 1점, 그렇지 못할 경우 0점으로 측정한다. 전체 점

수의 범위는 0-71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적 능력이 높

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대수 .88, 수

와 연산 .87, 기하 .88, 측정 .84, 확률과 통계 .88로 양호하였다.

과학적 능력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과학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Cho 

(2015)가 개발한 과학적 탐구능력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관찰하기(4문항), 분류하기(3문항), 측정하기(5문항), 

추론하기(4문항), 예측하기(4문항), 의사소통하기(4문항)의 6

개 하위요인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자가 유아에

게 하위요인별 그림을 보여주며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이

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니?”, “이 그림들을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고 싶니,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누어 보겠니?”, “이 그림 다

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등의 질문에 유아가 대답하는 형

식으로 대답을 상, 중, 하로 나눈다. 정답을 맞히고 과학적으로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상, 이유를 설명하나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을 경우 중, 반응이 없거나 오답하는 경우 하로 

구분하고, 각각 3점, 2점, 1점으로 문항 당 점수를 부여하여, 문

항별로 합산하여 전체 점수를 산출한다. 소요시간은 20-25분 

정도이며, 본 연구자가 유아를 개별적으로 주어진 기준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정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24-72점

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과학적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

구의 하위요인별 신뢰도(Cronbach’s α)는 관찰하기 .82, 분류하

기 .82, 측정하기 .83, 추론하기 .83, 예측하기 .82, 의사소통하기 

.82이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3로 양호하였다. 

  

 창의성

본 연구에서 유아의 창의성 검사는 Torrance (1974)가 제작한 

TTCT를 Y. C. Kim (1999)이 번역한 도형검사를 사용하였다. 

TTCT는 동형검사로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본 연구의 사

전검사에 도형 A형, 사후검사에는 도형 B형으로 실시하였다. 

TTCT 도형검사는 그림구성하기, 불완전한 도형 완성하기, 

선(A형)/원(B형) 구성하기의 3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져 있으

며, 하위요인은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교성, 성급

한 폐쇄에 대한 저항 그리고 창의적 강점이다. 소검사마다 검

사방법을 유아에게 안내하고 예를 들어, “이 모양을 이용하여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든지, 너희 생각을 마

음껏 그리면 돼.”, “다양한 선들이 있지,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완성하면 돼.” 등의 안내를 하며 검사를 실시한다. 소요시간은 

소검사 당 10분이며, 4명의 유아를 동시에 분리된 공간에서 

검사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유창성 .88, 독

창성 .88, 제목의 추상성 .90, 정교성 .88,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88, 창의적 강점 .89이며,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7로 양호하였다. 

 

지능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및 과학적 능력은 지능과 관련이 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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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J. H. Kim & Kim, 2018) 수학적,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에 대한 유아 대상의 다양한 선행 프로그램 연구들은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못하여 프로그램이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에 미치는 온전한 효과를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

고자 지능을 측정하였다.

유아의 지능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K-ABCⅡ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Mun, 2014). 본 도구는 아동과 청소년(만 3세~18

세)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처리와 인지발달을 측정할 수 있는 

개인지능검사이다. 본 도구의 4개의 하위척도와 10개의 하위

검사로 수회생, 단어배열, 빠른 길 찾기의 순차처리, 관계유추, 

삼각형, 형태처리의 동시처리, 이름기억, 암호해독의 학습력, 

표현어휘, 수수께끼의 지식이다. K-ABCⅡ는 정답보다는 정답 

산출 과정에 초점을 맞춘 문제해결 능력으로써 순차처리, 동

시처리를 측정하고, 기관이나 가정에서 얻은 지식을 측정하는 

지식 영역 및 주어진 정보를 학습하는 능력의 정도를 측정하

는 학습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에 적합한 도구이다. 검사자

는 지침에 따라 질문을 하고, 검사 과정에서 4회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해당 문항을 중단하였으며 응답이 정답이면 1점, 

오답이나 무답은 0점으로 처리였다. 실시된 하위검사 점수는 

하위척도별로 합산하고 환산점수를 확인하여 표준점수로 나

타냈다. 소요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는 .89이었다. 

지능을 통제하기 위해 지능의 표준점수의 범위에 따라 분

석대상을 선정하였다. 지능의 표준점수의 범위는 69 이하는 

아주 낮은, 70-79는 다소 낮은, 80-89는 낮은, 90-109는 보통, 

110-119는 높은, 120-129는 다소 높은, 130 이상은 아주 높은

으로 정해져 있으며, 본 연구 대상자 중 지능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69 이하)와 아주 높은 점수(130 이상)는 존재하지 않고 

56명 모두 70 이상 129 이하 범위 내에 있어 제외할 대상자는 

없었다. 

연구절차 

예비조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과 지능점수를 통제하기 위해 선정한 측정도구의 적절성

을 평가하고자 2018년 2월 6일~2월 8일까지 S시에 위치한 유

치원 만 5세 남녀 각 2명씩, 총 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도구에 대한 문항의 이해도와 검사 소요시간 

등의 적절성을 알아보았으며, 각 도구별 검사 소요시간 및 방

법에 있어 문제점이나 어려움은 발견되지 않았다. 단, 유아에

게 4개의 검사를 해야 하므로 검사도구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방

지하고자 유아마다 검사도구 순서를 다르게 하였다. 

검사자 훈련

유아의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창의성 및 지능 검사에 앞서 

검사자의 일관성 있는 검사를 위해 훈련을 하였다. 검사는 독

립된 공간에서 검사자와 유아가 일대일로 하는 검사로, 유아

교육 전공 석사과정 2인을 대상으로 검사자 훈련을 진행하였

다. 검사자 훈련을 위해 연구자가 각 검사의 문항내용과 검사 

매뉴얼을 숙지한 상태에서 예비조사를 하고, 그 과정을 VTR

로 녹화하였다. 검사자 교육은 2018년 2월 3주에 2차시에 걸

쳐 진행되었다. 

사전검사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진행되

기 전 사전검사를 하였다. 사전검사는 2018년 4월 2일~4월 

27일 사이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 총 56명을 대상으

로 독립된 공간에서 훈련받은 조사자와 함께 실시되었다. 사

전검사는 네 가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시 순서에 따른 

효과를 방지하고자 역균형화(counter-balancing) 방법을 적용

하였으며, 네 개의 검사를 4일에 걸쳐 진행하였고, 1회의 검사 

실시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았다. 수학적 능력 검사와 과학적 

능력 검사는 채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총점을 산출

하였으며, 창의성 검사와 지능 검사는 검사 후 연구소에 의뢰

하여 표준점수를 산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2018년 4월 30일~6월 29일

까지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경력 20년 

이상의 아동학 박사 수료생인 본 연구자가 적용하였다. 하루

일과 중 자유선택활동과 대 · 소 집단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매

주 2회기씩 총 8주간 실시하고, 전체 오리엔테이션 1회기와 

전체 평가 1회기를 포함하여 총 18회기로 진행하였다. 기존

의 목공놀이 프로그램은 교사가 정해놓은 주제에 맞게 구성물

을 완성하는 목적의 단위 활동으로 계획되어 활동 간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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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족하고, 유아 주도의 탐구학습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러한 한계점에 주목하여 본 프로그램은 만들고자 하는 대상물

의 주제를 유아들과 함께 정하고, 유아의 주도적인 탐구학습

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이와 같은 과정의 반복적 경험을 통

해 지식을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차별성을 두어 구성하였다. 

이에 유아들이 구성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탐구과정을 

경험하고, 다양하고 구성물의 산출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 

모색을 위하여 회기별 소요시간은 개인차를 고려하여 30-60

분으로 계획하였다.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본 연구에

서 실시된 목공놀이 프로그램은 5E 순환학습모델(Gallenstein, 

2003)에 기초하였다. 1회기와 18회기를 제외한 2-17회기는 한 

가지 주제(한 세트)가 4회기 동안 진행된다. 한 세트(4회기)는 

5E 순환학습단계에 따라 1회기 참여 및 탐색, 2회기 설명, 3회

기 확장, 4회기 평가로 진행되는데, 참여 및 탐색 단계는 유아

가 스스로 집단활동에 참여하고 다양한 재료(우드락 및 나무 

조각)를 탐색하며 친구들과 결정한 공동으로 정한 주제(예: 동

물) 중 자신이 만들고 싶은 구성물(예: 강아지, 악어 등)을 설

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명은 자신이 설계한 것에 대해 생각

을 표현하고 설명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의 설계도를 기반으

로 우드락 조각을 활용하여 구성물을 만든다. 확장은 설명 단

계에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반영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

과 확장의 단계로 나무 조각을 이용한 구성물을 만든다. 마지

막 단계인 평가는 이전 단계들에서 경험한 과정에 대한 자기

평가와 공유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친구들에게 구성물

을 만든 과정을 소개하고, 친구들과 나눈 평가 내용은 다음 주

제의 구성물 제작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

램은 순환학습모델이라는 큰 구조 안에서 교사가 유아와 함께 

정한 주제(만들고 싶은 대상물)를 정하고, 유아가 주체가 되

어 제작하고 싶은 구성물을 설계하며, 이에 적합한 자료를 선

택하여 시행착오를 통해 구성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

함으로써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 안에서 수학과 과학의 과

정적 통합을 이루고, 창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유아가 구성물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서 수학과 과학의 과정적 통합을 이루고, 다양한 해결방안

을 모색하는 가운데 창의성을 돕고자 하였기 때문에 4개의 세

트에 차별성(집단크기, 재료의 활용)을 고려하였다. 유아들과 

함께 결정한 4가지의 주제(세트별 1주제)가 반복하여 진행되

는 16회기 동안 세트 1, 2는 개별로 구성물을 만들고, 세트 3, 4

는 집단으로 구성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는 

유아 혼자 구성물을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과 또래와 함

께 구성물을 만들 때 발생되는 문제 상황을 경험하고 타인과

의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창출해 보는 경험을 제공

하기 위해서였다. 이뿐만 아니라 세트 3은 4집단(7명씩), 세트 

4는 2집단(14명씩)으로 차별을 두어 다양한 집단에서 문제해

결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재료를 활용함에 

있어 세트 1은 준비된 재료(두께 1cm의 재단된 나무 조각으로 

20×20, 10×10, 5×5 크기의 정사각형 및 직사각형, 정삼각형 및 

직각삼각형, 지름 5cm, 10cm 크기의 원형 및 반원형) 내에서, 

세트 2-4는 준비된 재료와 각자 필요한 조각을 직접 재단하여 

자신의 설계한 구성물을 제작해 보는 과정에서 수학적 능력, 

과학적 사고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해

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별적으로 구성물을 만

드는 시간을 더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

행되지 않는 날이더라도 구성물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할애

    

Engagement & Exploration Explanation Expansion Evaluation

Figure 1. Activity Picture of S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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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었다. 활동의 이해를 위한 1세트의 활동사진은 Figure 1과 

같으며,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2018년 7월 4일~7월 20일 사이

에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지능검사는 영향

력을 통제하고자 실시하였으므로, 사후검사는 세 가지(수학

적 능력, 과학적 능력, 창의성)만 진행되었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21.0 (IBM Co., Armonk, NY)을 사용하였으

며,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과 프로그램 처치 이

후 사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하고, 프로

그램 실시가 실험집단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

해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Results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
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 앞서 집단 간 동질성 여부

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수학적 능력에 대

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대수, 수와 연산, 기하, 측

정, 확률과 통계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통해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의 수학적 

능력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대수(t = 2.17, p < .05), 수와 연산(t = 2.71, 

p < .01), 기하(t = 2.99, p < .01), 측정(t = 2.58, p < .05), 확률과 

통계(t = 2.91, p < .01)는 사후점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

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들이 비슷한 수준이었

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 유아의 수학적 능력 점수가 

통제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실

시가 실험집단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실제적인 효과를 미쳤

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실험집단의 수학적 능력 하위영역별로 점수를 살펴보면 대

수(t = -5.75, p < .001), 수와 연산(t = -8.26, p < .001), 기하(t = 

-4.95, p < .001), 측정(t = -7.55, p < .001), 확률과 통계(t = -4.48, 

p < .001)의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통제집단의 수학적 능력 하위영역별 평균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해 실시 후에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
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과학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 앞서 집단 간 동질성 여부

Table 2
Independent Samples T-Test of Mathematical Ability

Pre (n = 28)

 t

Post (n = 28)

 t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M (SD) M (SD) M (SD) M (SD)
Algebra 8.57 (2.64) 9.43 (2.32) -1.29 11.04 (2.69) 9.50 (2.60) 2.17*
Number and calculation 11.42 (2.97) 12.39 (3.33) -1.14 14.57 (2.41) 12.46 (3.39)  2.71**
Geometry 9.96 (2.13) 10.50 (1.69) -1.04 11.86 (1.58) 10.57 (1.64)  2.99**
Measurement 9.11 (2.63)  9.64 (2.36) -.80 11.14 (1.98) 9.71 (2.16) 2.58*
Probability and statistics 8.29 (1.78)  8.36 (2.00) -.14 9.71 (1.27) 8.68 (1.39)  2.91**
*p < .05. **p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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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과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유아의 과학적 능력에 대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

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과학적 능력에 대

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과학적 능력 총점

은 실험집단(M = 44.14, SD = 4.33), 통제집단(M = 46.75, SD = 

5.5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과학적 능력 모든 하위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

났으며, 이를 통해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의 과학적 

능력의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아의 과학적 능력 총점은 

실험집단(M = 57.29, SD = 5.37)이 통제집단(M = 47.68, SD = 

5.4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6.64, p < .001).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면 관찰하기(t = 5.50, p < .001), 분류하기(t = 10.01, p < .001), 

측정하기(t = 4.32, p < .001), 추론하기(t = 5.51, p < .001), 예측

하기(t = 3.28, p < .01), 의사소통하기(t = 5.50, p < .001)는 사후

점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유아들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프로그램실시 후 실

험집단 유아의 과학적 능력 점수가 통제집단의 유아들에 비

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실시가 실험집단 유아의 

과학적 능력에 실제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추가적으로 확인

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프로그

램 실시 전 과학적 능력 총점(M = 44.14, SD = 4.33)에 비해 프

로그램 실시 후 과학적 능력 총점(M = 57.29, SD = 5.37)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16.50, p < .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관찰하

기(t = -8.79, p < .001), 분류하기(t = -16.21, p < .001), 측정하기

(t = -9.20, p < .001), 추론하기(t = -8.63, p < .001), 예측하기(t = 

-8.29, p < .001), 의사소통하기(t = -9.07, p < .001)의 모든 영역

에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과학적 능력 총점(M = 

46.75, SD = 5.51)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 과학적 능력 총점

(M = 47.68, SD = 5.45)이 높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동일한 결

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과학적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
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창의성에 미치는 효과 검증에 앞서 집단 간 동질성 여부를 검

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시하

기 전 유아의 창의성에 대한 사전점수와 사후점수에 대한 평

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창의성에 대한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아의 수학적 능력 총점은 실험집단(M 

= 94.93, SD = 23.45), 통제집단(M = 98.79, SD = 14.87)은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

의 창의성 모든 하위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

해 두 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유아의 창의성 

점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유아의 창의성 총점은 실험집단(M   

Table 3
Independent Samples T-Test of Scientific Ability 

Pre (n = 28)

t

Post (n = 28)

 t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M (SD) M (SD) M (SD) M (SD)
Observation 8.46 (  .96) 8.11 (1.26) 1.20 10.11 (  .79) 8.54 (1.29) 5.50***
Sorting 3.93 (1.02) 4.39 (1.07) -1.67 7.29 (  .60) 4.82 (1.16) 10.01***
Measurement 9.50 (1.23) 10.11 (1.52) -1.64 11.82 (1.59) 10.04 (1.50) 4.32***
Inference 7.57 (1.35) 7.68 (1.49) -.23 9.93 (1.05) 8.11 (1.40) 5.51***
Prediction 6.93 (1.72) 7.43 (2.06) -.99 9.36 (1.68) 7.79 (1.89) 3.28**
Communication 7.71 (1.46) 8.18 (1.47) -1.19 10.11 (  .83) 8.54 (1.26) 5.50***
Scientific ability 44.14 (4.33) 46.75 (5.51) -1.97 57.29 (5.37) 47.68 (5.45) 6.64***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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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71, SD = 14.72)이 통제집단(M = 101.82, SD = 15.27)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t = 6.21, p < .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유

창성(t = 7.23, p < .001), 독창성(t = 4.23, p < .001), 제목의 추

상성(t = 2.88, p < .01), 정교성(t = 4.08, p < .001), 성급한 종결

에 대한 저항(t = 3.83, p < .001), 창의적 강점(t = 4.43, p < .001)

은 사후 점수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 실시 전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유아들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프로그램 실

시 후 실험집단 유아의 창의성 점수가 통제집단의 유아들에 

비해 높아졌음을 나타낸다. 프로그램 실시가 실험집단 유아

의 창의성에 실제적인 효과를 미쳤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의 프로그램 실

시 전 창의성 총점(M = 94.93, SD = 23.45)에 비해 프로그램 실

시 후 창의성 총점(M = 123.71, SD = 14.72)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7.49, p < .001).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유창성(t = -6.09, p < 

.001), 독창성(t = -4.28, p < .001), 제목의 추상성(t = -5.58, p < 

.001), 정교성(t = -5.85, p < .001),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t = 

-4.77, p < .001), 창의적 강점(t = -6.38, p < .001)의 모든 영역에

서도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창의성 총점(M = 98.79, SD 

= 14.87)에 비해 프로그램 실시 후 창의성 총점(M = 101.82, SD 

= 15.27)이 높아졌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Discussion

본 연구는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

아의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증진에 효과가 있

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은 구성주의 이론

에 기초하여 수학과 과학의 기본 개념형성과 탐구과정을 촉

진하기 위한 교수학습모형인 순환학습모델을 기반으로 학습

자 스스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수학적, 과학적 능력 및 창의

적 사고가 발달하도록 구성하였다. 총 18회기로 1회기는 오리

엔테이션, 2-17회기는 목공놀이 프로그램, 18회기는 평가로 

계획하였다. 프로그램은 순환학습모델의 5E (참여 및 탐색-설

명-확장-평가) 단계를 4회기의 한 세트로 구성하여 4개의 구성

물을 제작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적용에 대한 결론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증진 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유아의 

수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공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

들보다 수학적 능력인 ‘대수’, ‘수와 연산’, ‘기하’, ‘측정’, ‘확률

과 통계’ 모두에서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는 수과학 통합 활동이 수학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S. J. Kim, 2001; Koo, 2007; E. J. Lee, 

2010; Yun, 2005)과 수학과 관련한 다른 영역과의 통합 활동

이 유아의 수학적 능력 및 수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연구들(S. Han & Park, 2016; M.-Y. Kim, Sung & Hong, 

2009; S. Kim & Shin, 2012)과 일관된다. 예를 들어 ‘대수’의 경

우 자신이 설계한 악어 등에 있는 비늘을 나타내기 위해 크고 

작은 조각을 재단하여 순서대로 붙인다거나, ‘수와 연산’ 이나 

Table 4
Independent Samples T-Test of Creativity 

Pre (n = 28)

t

Post (n = 28)

t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M (SD) M (SD) M (SD) M (SD)
Fluency 90.25 (18.82) 90.28 (12.81) -.00 119.14 (16.71) 91.32 (11.61) 7.23***
Originality 87.43 (25.67) 89.68 (14.13) -.41 115.71 (24.57) 92.00 (16.58) 4.23***
Abstractness of titles 67.57 (32.85) 82.21 (25.52) 1.78 104.29 (17.47) 86.82 (26.96) 2.88**
Elaboration 109.61 (29.75) 117.86 (22.68) -1.17 140.79 (16.62) 120.46 (20.47) 4.08***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84.04 (25.31) 78.75 (24.84) .79 105.18 (12.96) 84.79 (24.98) 3.83***
Creative strengths 6.60 (  3.12) 7.60 (  2.75) -1.27 9.75 (  2.53) 6.89 (  2.28) 4.43***
Creativity 94.93 (23.45) 98.79 (14.87) -.74 123.71 (14.72) 101.82 (15.27) 6.21***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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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경우 공동 구성에 필요한 큰 나무의 길이를 알아보기 

위해 연필을 몇 번 재어야 하는지 세어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하’의 경우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모

양 조각을 찾아 구성하거나, 재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확률과 통계’의 경우 목공놀이에서 나타나는 문제 상황의 경

향성을 파악하거나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었다. 유아들은 발달 특성상 통합적인 교육경험이 바

람직하며(MEST, 2013), 수학과 과학의 학습 과정이 유사한 과

정적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 수학의 성취를 위해 수학과 과학

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와 같이(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1999), 수학적 능력의 발달은 

목공놀이를 하는 동안 자연스러운 과정적 통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은 순환학습을 기반으로 

자신이 정한 주제에 따라 설계를 하고, 비구조적인 매체를 필

요에 따라 스스로 재단하여 구성해 보며, 수학적 지식의 습득

과 활용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

어 수와 연산의 경우 “긴 조각이 없으면 작은 두 개를 연결하

면 되지요. 지난번 동물 만들 때도 긴 조각 대신 작은 조각 두 

개를 연결하니까 딱 맞았어요.”라며 반복적인 경험에서 오는 

수학적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

한 모습은 유아는 발달 특성상 단일 활동보다는 활동 간 연계

나 통합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한 교육과정 경험 시 

수학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Ahn, 

2005; J.-H. Kim, 2017; S. H. Kim, 2015; N. R. Park, 2011)과 맥

을 같이 한다. 이처럼 문제를 탐색하고 탐구하여 해결해나가

는 과정의 교수학습방법은 유아가 자율적으로 수학적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

공하였다. 그러므로 일회적인 단위 활동이 아닌 참여-탐색-설

명-확장-평가의 반복적인 탐구과정을 제공하는 순환학습기반

의 목공놀이 프로그램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을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자발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수학적 능력

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해진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유아

가 필요에 따라 재단하여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수와 연산, 측

정, 공간 등의 수학적 능력의 발달을 도운 것은 메이커 교육에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아를 학습의 주도적인 주체로 인식(Y. 

I. Kim, 2018)하는 방향과 맥을 같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과학적 능력을 증진 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 유아

의 과학적 능력 하위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목공놀이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

집단의 유아들보다 과학적 능력 하위영역인 ‘관찰하기’, ‘분류

하기’, ‘측정하기’, ‘추론하기’, ‘예측하기’, ‘의사소통하기’ 모두

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수과학 통합 활동

이 과학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S. J. 

Kim, 2001; S. M. Kim & Ahn, 2008; Koo, 2007; E. J. Lee, 2010; 

Yun, 2005)과 과학 중심의 통합 활동이 과학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연구들(Oh, Woo, Yang, Park, & Jung,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유아들은 회기가 진행되어가는 동안 타인의 

구성물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자신의 구성물과 다른 

점도 발견하고, 문제에 대안을 모색하면서 주변을 관찰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자신이 설계한 구성물을 만들기 위한 

나무 조각을 재단하는 과정에서 높이, 길이, 넓이 등의 다양한 

측정능력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구성물을 반

복적으로 만들어 보는 경험을 통해 문제 상황의 원인을 추론

하고, 이러한 결과를 예측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뿐만 아니라 구성물을 만든 과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통해 의사소통능력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

다. 유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재료를 다루

어 보며 물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히 문제해결 과정을 또래

와 공유하는 ‘의사소통하기’ 능력의 증진은 메이커 교육에서 

지향하는 과정인 자유로운 환경에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 

경험을 공유한 결과(Kang & Kim, 2017)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구성물을 만들어 

보는 반복적인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과학적 사고기술이 더욱 증진된 것

이며 탐구 중심 과학 활동에 참여하여 자연물의 구체적 조작

과 직접적인 경험이 과학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Go & Shin, 2011)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유아의 탐구

능력 증진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적용이 유아의 수학, 과학적 

능력 및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Cho, 

2015; Jang & Kim, 2017; K. M. Lee, 2000; H. H. Noh, 2005)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셋째, 순환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

은 유아의 창의성 증진에 효과적이다. 유아의 창의성의 하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공놀이 프로

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이 통제집단의 유아들보다 

창의성의 하위영역인 ‘유창성’, ‘독창성’, ‘제목의 추상성’, ‘정

교성’,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창의적 강점’ 모두에서 유

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수과학 통

합 활동이 창의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

(Kaon & Park, 1997; Y. Kim, 2017), 목공놀이가 창의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Hwang, 2003;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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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2015)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교수학

습방법이 유아의 창의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

구들(Bae, 2010; Baek, 2018; C.-H. Chung, Kim, Kim, & Choi, 

2006; C. H. Chung & Park, 2004; Y. Kim, 2017; K. H. Lee, Han, 

& Lim, 2011)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본 프로그램은 주제를 정

하고, 주제에 따른 설계와 구성물 제작의 모든 과정을 유아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다양한 구성물을 만드는 과정에

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해

결해 볼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창의성의 

모든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순환학습모델

을 적용하는 가운데 ‘정교성’이나 ‘성급한 종결에 대한 저항’

의 경우는 유아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

한 요소인데, 프로그램 시간 이외에도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유아들을 위해 유동적으로 일과를 조율하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관련 능력의 신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메이커 교육의 ‘메이킹(making)’에서 제시한 바

와 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학습자가 주도하여 다양한 대상물

을 활용하여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고,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Kang & Kim, 2017)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순환학습모델에 기반한 탐구지향적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은 유아의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증진을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목공놀이 

관련 연구들이 회기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탐구과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개

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유아의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

력 및 창의성 증진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의 탐구학습과정을 지향하는 

순환학습모델을 기반으로 수과학 통합 목공놀이 프로그램의 

기초 모델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에 대한 유용성과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의 수학적, 과학적 

능력에 대한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지 않아 프로그램의 온전

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연구에

서는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순환

학습기반 수과학 통합 유아 목공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수학

적, 과학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온전히 확인하였음에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S시 S구의 일부 지역 유치원 만 5세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을 다양한 지역, 기관의 유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통제집단과의 연구였으나, 

추후 연구에는 다른 교수법을 활용하여 목공놀이를 실시하는 

집단을 추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목공놀이는 

수학적 능력,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 이외에도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다른 변인들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다른 변인

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 

수학적, 과학적 능력에 대한 지능의 영향력을 통제하는 방법

으로 정상 범위의 지능을 보이는 유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나, 추후 연구는 지능 변인을 통계분석에 투입하여 다

른 변인들과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목공놀이 프로

그램이 수학적 능력과 과학적 능력 및 창의성의 변인들에 미

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유도하고, 유아보

육·교육 현장에서의 목공놀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메이커 교육(maker education) 프로그램의 

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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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A Math-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Based on the Learning Cycle

Purpose & Goal  

Purpose To improve young children’s mathematical, scientific, and creative abilities through a math-
science integrating woodwork play program

Goal
The improvements of young children’s mathematical ability
The improvements of young children’s scientific ability
The improvements of young children’s creativity

Content elements 

Mathematical
ability

Develop mathematical ability (algebra, number and calculation, geometry, measurement, 
probability and statistics)
Using mathematical skills

Scientific ability
Develop scientific ability (observation, sorting, measurement, inference, prediction, 
communication) 
Using scientific skills

Creativity
Develop creativity (fluency, originality, abstractness of titles, elaboration, resistance to 
premature closure, creative strengths) 
Using creativit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Model 5E Learning Cycle Model (Gallenstein, 2003)

Process

Session 5E Contents

1 Engagement Participate in activities on their own and explore the materials 
provided.
Design constructs for common themes.Exploration

2 Explanation Based on the design, create the materials using of pieces of woodrock.

3 Expansion Complement the trial and error at the explanation stage to make the 
composition out of pieces of wood.

4 Evaluation Share previous experiences with others, evaluate and incorporate 
them into the next set.

Materials Woodrock and wood carving in various shapes, woodworking tools, pre-post design paper, 
writing tools, computer, TV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