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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태

도 및 인지적 자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G광역시에 소재한 G유치

원의 만 5세 유아 2개 반 각 20명씩 40명을 연구대상으로 주 5회씩 6주간 구성주

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에서는 '예측하기', '관찰하기', '측정하기', '토의하기'에서, 과학적 태도

의 하위영역에서는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아의 인지적 자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유아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물을 탐색하고, 비교, 예측, 조작, 실

험하고,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자료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과학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적 자아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학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교

육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과학활동이 제공되어야함을 

시사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학활동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

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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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1세기 첨단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여 과학이 인간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과학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인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 여부에 

따라 인간의 삶이 결정된다. 국가는 과학적 소양을 갖춘 인간을 교육하기 위하여 

일상적 생활 경험 속의 과학적 경험을 체계화하여 유아 스스로 능동적으로 참여하

고 탐구하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는 과학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교

육부, 1998). 과학적 소양은 유아기부터 자연스러운 탐색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익

힌 과학의 과정 기술과 과학적 태도를 기반으로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에는 

점진적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모든 이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과

학적 소양을 갖춘 인간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창의적으로 탐구

하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에 유아과학교육의 

중점을 두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유아교육현장에서 이를 적용할 것을 정부 차원

에서 권장하고 있다. 이렇듯 2007년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구체적으로 과학

관련 내용을 제시하여 유아과학교육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적 기초능력 

기르기’는 유아가 주변의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현상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탐구하

는 경험을 통하여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과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물체와 물질에 대해 알아보기를 하위내용으로 과학

적 탐구능력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식을 구성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에서는 과학을 물리, 화학, 생물학, 생태

학으로 분류하고 과학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속성을 이해하는 학문이라

고 정의한다. 자연의 속성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 ‘변화’의 속성이 중요시

된다고 볼 때, 과학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정해진 과학적 지식을 습득시키는데 국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를 모든 지식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의 절대성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지식이란 인간 내부에서 끊임없이 구성되어 가는 것으로 유아들은 성인과는 

달리 풍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을 탐구해 나간다

(Waite-Stupiansky, 1997)고 본다. 따라서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유아의 흥미와 호기심을 기초로 시작되고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관찰, 분류, 측정 및 

의사소통의 과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적 탐구과정을 중요

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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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이 유아과학교육에 도입된 것은 Kamii와 DeVries(1978)의 물리적 

지식활동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아가 물리적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에 행

위를 가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의 

여러 특성 중 과정, 즉 직접해보는 특성을 가진 물리과학은 유아가 지식을 형성하

는 데 유용하다. 유아는 직접 사물에 대해 행위를 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

고, 사물을 조작하여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하며 실험할 수 있다. 모든 유아들은 본

능적으로 사물을 가지고 실험하고, 활동하고, 사물의 반응을 관찰하는 데 관심이 있

다.

더불어 물리과학 활동에서 유아들은 과학적 결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결과에 대해 생각한다. 물리적 지식은 

유아가 사물을 움직이려 하고, 사물의 속성을 발견할 때 발달된다. 유아들이 부딪히

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의문점을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사물에 대하여 가르치기

보다는 자유롭게 실행해 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생각을 해 내도록 하며,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연적으로 확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 제시한 물리과학 활동은 유아가 물체에 대해서 행동하고 그에 대한 물체의 

반응을 관찰하는 활동을 구성함으로써 직접 밀고, 굴리고, 기울이고, 던지는 등을 

직접 움직여 보면서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 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들이 스스로 

제기한 질문과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과학적 탐구능력은 과학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사고 기능으로 유아들에게 구체적

인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며 이러한 탐구능력들은 학습 뿐 아니

라 생활 전반의 사고 기술을 제공하므로 유아가 일상생활에 대처하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Martin, 1997). 과학적 탐구능력의 요소는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분류되

는데(유경숙, 1999; 이경민, 2001; 조연순, 1985; Althouse, 1988; Lind, 1996; Martin,

1997),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토의하기를 과학적 탐구능력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리과학 활동

에서는 사물에 가한 유아의 행위와 이에 따른 사물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을 강조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가 사물에 가한 행위와 그에 따른 사물의 반응을 관

찰하는 것을 중시하는 과학적 탐구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 활동의 결과 얻어지는 행동의 방향으로 과학개념, 탐구능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Waite-Stupiansky, 1997), 과학자적 태도로서 문제해결, 아

이디어와 정보의 평가, 의사결정에 대한 특별한 접근방법(Gauld, 1982)이며, 과학적

으로 사고하는 습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때 또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평가할 때 취

하는 특별한 행동양식이다(유경숙, 1999).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 지식과 방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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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도록 하는 것뿐 아니라, 과학적 지식과 개념을 이해하고 추리하도록 도와준다

(Martin, 2001; McIntyre, 1984). 따라서 과학적 태도는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면

서 유아의 과학적 성취와 진보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초하여 여러 학자들(박영란, 1999; 유경숙, 1999; 이경민,

2000; 이상용, 2000; Lind, 1996)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과학적 태도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아 존중감은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인간의 역량 또는 유능

함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정의되며(Harter, 1983), 이러한 자아 존

중감은 유아의 발달적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 적응 

및 건전한 인성발달 나아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Coopersmith,

1981; Harter, 1983).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유아는 낮은 유아보다 효과적인 방

법으로 당면하는 일에 대처할 수 있고 자신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

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역할

을 수행한다.

특히, 자아존중감의 영역 중 인지적 자아는 유아 자신의 생활 속에서 요구되는 

인지적 능력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고 수용할 뿐만 아니라 이를 생활에 적용하는 데 

목표가 있으며 논리·창의적 사고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현경, 2004).

또한 유아들도 자아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

한 연구들(Bates, 1990; Damon & Hart, 1988)을 근거로 물리과학 활동 그 상황에서 

질문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정서나 내적 상황 같은 추상적 사고도 토의가 가능하다

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물리적 과학활동을 통해 인지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

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 중

에서 내적 동기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인 인지적 자아(지성애, 김영옥, 박희숙,

2003)에 국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은 유아기에 형성되어 일생동안 인간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물리과학 활동을 통한 자료나 도구,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

는 상호교류적인 사회적 경험을 통해 과학활동에 있어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그 내면의 깊은 자리에 자신을 믿어주고 격려하는 생각의 기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

라고 한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고 격려하는 기회를 제

공받아 자아존중감 특히 인지적 자아가 길러진다면 미래에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리라 생각된다. 즉 내적인 동기유발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적인 동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과학적 탐구능력, 태도, 인지적 자아

를 들 수 있으며 효과를 알아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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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과학활동 관련 선행 연구는 교수방법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과 개념향상에 미치는 효과(라정숙, 2002; 안부금, 2002, Biddulph &

Osborne, 1984)와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개념, 탐구능력, 태도, 문제해결력의 

증진에 미치는 효과(나명숙, 2002; 박영란, 1999; 서윤희, 2003; 신원정, 2003; 유경

숙, 1999; 이경민, 2001; Atkinson & Fleer, 1995; Corra, 1995)를 밝히고 있으나, 구

성주의적 관점의 물리과학 활동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내적인 동기유발에 중요한 과

학적 탐구능력과 태도 그리고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며, 그리하

여 유아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물리과학 활동이 유치원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본 연구가 제공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아래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3.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에 미치는 효과는 어

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 소재한 G유치원의 만 5세 유아 2개 반 40명으로 실

험집단 유아(M=71.00, SD=4.48) 20명, 통제집단 유아(M=71.35, SD=3.87) 2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지역에서 생활하는 가정의 유아들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유사하다.

2. 연구도구

1) 과학적 탐구능력 검사

과학적 탐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artin(1997)의 과학적 탐구능력 평가 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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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로 이경민(2001)이 제작한 ‘과학적 탐구능력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예측하

기,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토의하기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 탐구능력 평가지는 5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5점에서 최고 25점이다.

연구자는 검사도구의 짜여진 틀에 따른 구체적인 질문형태, 항목별 활동내용, 방법

을 사용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2) 과학적 태도 검사

과학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경숙(1999)의 과학적 태도 검사를 수정․보완한 

이경민(2001)의 과학적 태도 검사를 사용하였는데,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유보, 협동성, 끈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는 ‘비밀상자’

4명의 유아들에게 제시하고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과제를 제

시한 후 30분 동안 유아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였다. 이 ‘비밀 상자’는 

검은색 직육면체로, 상자 안에 나무 블럭, 클립, 단추, 동그라미모양의 작은 쇠가 있

으며, 쇠가 테잎으로 바닥에 붙여졌다. 또한 윗면과 옆면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으

며, 상자 표면에 물음표가 여러 개 붙어 있다. 과학적 태도의 검사지는 5점 척도 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과학적 태도는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이다.

3) 인지적 자아 검사

인지적 자아를 측정하기 위해 Harter와 Pike(1984)의 자아존중감 검사를 기초로 

지성애, 김영옥, 박희숙(2003)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사회적 자아, 인지적 

자아, 신체적 자아, 가족적 자아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 본 연구에서

는 구성주의 물리과학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관련한 하위

영역인 ‘인지적 자아’만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인 표현인 그림을 유아에게 제시하여 한

쪽을 선택하게 한 후, 선택한 사항에서 정도를 다시 2단계(아주 많이, 많이)로 구분

지어 자신의 그 문항의 서술과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다시 평정하게 한다. 따라서 

2단계에 걸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점수는 4단계 척도로 아주 잘한다(4점)~

아주 못한다(1점)로 하여 평가한다. 인지적 자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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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1) 예비검사

예비검사는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닌 G광역시에 위치한 K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하루일과가 끝난 후 만 5세아 5명을 대상으로 교실의 조용한 분위기에서 

본 연구자들이 과학 활동에서 ‘공기’와 관련된 활동을 실시한 바, 유아들은 호기심

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여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검사에 

있어서도 유아들에게 적용상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평정자간 일치도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평정척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훈련하였다. 연구자간 기

록과 분석이 일치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닌 만5세 유아 6명을 대상

으로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하였다. 그 결과 평정자 일치도가 86%가 산출되어, 관찰

기준을 재조정하고 3회 검사한 결과 평정자간 일치도 95%를 얻었다.

3) 사전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연구자가 G유치원의 만 5세 2개 

반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일에 걸쳐 과학적 탐

구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적 자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은 과학적 탐구능력(t=1.80, p>.05), 과학적 태도(t=.66, p>.05), 인지적 자아

(t=1.06, p>.05)에 대한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동질집단으로 간주할 수 

있다.

4) 실험처치

본 연구는 먼저 실험집단의 교사에게 2010년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 4회에 

걸쳐, 실시할 과학 활동 계획과 유아들의 질문에 반응할 과학적 개념, 인지적 갈등

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 등에 대하여 교사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10년 10월 4

일부터 11월 12일까지 주 5회씩 6주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하루일

과는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두 집단 모두 자유

선택활동시간에 과학영역에서 이루어졌다. 실험집단 유아들은 자유선택활동시간에 

4～5명씩 소그룹으로 매일 한번씩 과학영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실험집단은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물, 공기, 물, 빛과 그림자, 정전기,

자석, 힘)을 소그룹으로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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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과학활동명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개념

1주
공
기

비누방울 
놀이

다양한 자료(옷걸이, 패트병, 빨 때 뭉친 것, 파리
채 등)를 사용하여 비누방울 놀이를 할 수 있도
록 한 활동

비누방울의 색,

크기, 날아가는 
방향 

풍선자동차
풍선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유
아가 직접 만들어서 자동차를 움직여보거나 경주
할 수 있도록 한 활동

공기의 힘, 힘의 
크기에 따른 
움직임의 속도

풍선 배

컵라면 컵의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빨대에 
풍선을 끼워 붙인 후, 컵의 안쪽에서 빨대를 키
운다. 풍선을 불어 물위에 띄우면 물속의 빨대가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 활동

공기의 힘, 공기의 
부피

풍선 날리기,

풍선이 줄을 
타고 달려요

풍선을 불어 유아들이 동시에 날려보고, 풍선을 낚
시줄에 연결하여 풍선을 불었다가 놓으면 바람이 
빠지면서 낚시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한 활동

공기의 힘, 풍선의 
움직임, 공기의 

부피

공기가 
우리생활에 

어떻게 쓰이나

우리생활에 공기가 주는 잇점과 공기를 이용하여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을 찾아보도록 하는 활동(평
가지에 쓰거나 그리거나 책자에서 오려붙이기)

공기의 잇점,

공기를 이용한 
물건

2주

빛
과 
그
림
자

무지개를 
만들어요

물을 가득채운 투명한 그릇에 거울을 물속에 비
스듬히 세우고, 손전등을 비추면 무지개가 나타
나도록 하는 활동(평가지에 무지개그리기)

무지개의 색, 빛의 
굴절, 반사

빛을 모아요
돋보기에 햇빛을 모아 검정, 흰, 빨강종이를 태워
보는 활동(타는 순서)

빛의 열, 빛의 힘,

빛의 흡수

OHP

그림자놀이

흰색종이를 고정시키고 그 뒤에 OHP를 켠다음,

그 사이에서 다양한 모양의 물체를 움직여보도록 
하는 활동 

빛의 반사, 굴절,

그림자의 크기,

빛과 그림자의 관계

모양거울,

잠망경놀이
시트지로 싼 거울에 다양한 모양을 오려 비춰보게 
하고, 잠망경을 통해 물체를 보도록 하는 활동

빛의 반사, 굴절

빛이 없다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잇점을 생각하고, 빛이 없다
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평가지
에 그리거나 쓰기)

빛이 주는 잇점

과학 활동 자료를 각 소그룹에게 동시에 제공하여 활용하였다. 모두가 실시해 본 

다음 관련된 자료들은 1주일 동안 과학영역에 배치해 두어 유아들이 자유롭게 자료

를 탐색하고 조작하며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실험집단에서 실시하

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주제 5개 활동 30개를 선정하였으며, 구체

적인 활동의 예시는 표 1,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물리과

학 활동과 관련된 과학 자료는 배치하였으며, 생활주제에 적합한 과학활동을 실시

하였다.

표 1 구성주의에 기초한 실험집단의 물리과학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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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과학활동명 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 개념

3주
정
전
기

굴러가는 
깡통

꾸민 캔 깡통을 PVC막대로 움직여보도록 한 활동
정전기가 생기는 
원인, 정전기의 힘

빙빙 
물레방아

빨대를 십자로 고정시키고 각 빨대에 호일을 양
면테이프로 붙이고, 종이컵에 고정시켜 PVC막대
로 정전기를 일으켜 돌아가도록 하는 활동

정전기가 발생하는 
원인, 정전기의 힘

달라붙는 
것은?

여러 가지 물질(호일조각, 종이조각, 소금, 설탕 
등)을 접시에 놓고 풍선을 문질러 달라붙는 것을 
알아보는 활동

정전기의 힘,

정전기를 발생하는 
물질

정전기낚시
정전기가 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이로 물고
기모양을 만들고 풍선이나 책받침 낚시대를 만들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는 활동

정전기의 힘,

정전기를 발생하는 
물질

정전기는 언제 
일어날까?

정전기가 일어났을 때의 경험, 어떤 때 자주 일
어나는지 알아보기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

4주
자
석

자석에 
붙는것과 

붙지 않는 것

자석에 붙는 물체와 붙지 않는 물체를 준비하여 
활동하도록 함

자력, 붙는 것,

붙지 않는 것

춤추는 나비
나비모양을 오려붙인 클립에 실을 묶고, 고정시
켜 자석으로 나비를 띄워보도록 하는 활동

자력

머루인형놀이

머루로 사람모양을 만들어 발 밑 부분에 둥근 자석
을 붙이고, 요구르트 병 밑 부분에 둥근 자석을 같은 
극, 다른 극을 고루 섞어 붙여 골판지위에 머루인형
을 놓고 밑에서 자석으로 움직여보도록 하는 활동

자력, 극의 성질,

자석의 활용

미로찾기게임
미로상자를 만들어 인형을 자석으로 움직여보도
록 한 활동

자력, 극의 성질

자석이 
쓰이는 곳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쓰이는 곳, 사용되는 물건
을 찾아보는 활동

자석이 주는 잇점

5주 힘

폭죽놀이

우유팩을 7-8cm정도의 크기로 자르고 양쪽에 칼
집을 내어 고무밴드를 끼운 것을 여러 개를 만들
어 고무가 늘어나도록 우유팩을 반대로 늘려 함께 
모아 동시에 놓으면 띙겨 나가도록 하는 활동

고무의 탄성

요플레 구슬 
굴리기

요플레 통 안에 유리구슬, 쇠구슬, 스티로폼 공 
등을 넣고 흔들며 굴려보아 움직임을 살펴보고 
비교해보도록 하는 활동

재료에 따른 힘의 
크기, 힘에 따라 
움직임의 차이

종이컵 
자동차

클립+고무밴드+클립+고무밴드+클립을 연결하고 
가운데 클립에 고무찰흙을 둥글게 빗어 양쪽클립
을 종이컵에 끼운 후, 고무를 돌려 바닥에 놓으
면 굴러가도록 하는 활동

고무의 탄성,

탄성에 의해 
움직이는 힘

로울러 놀이
PVC 여러 개와 판자, 음료수박스를 준비하여 놀
이할 수 있도록 한 활동

지렛대의 원리,

균형

진자놀이
색 모래를 패트 병에 담고 뚜껑에 구멍을 뚫어 흔
들어 모래가 떨어지는 모습을 관찰하고 검정종이
에 풀그림을 그려 진자놀이를 해보도록 한 활동

평형이 되는 
지점에서의 움직임,

진자에 가한 힘에 
따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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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물리과학 활동 예시

활동명 구슬 자동차 굴리기
생활
주제

환경과 생활

활동목표
• 물체의 무게에 따라 움직임이 다름을 안다
• 무게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교육과정
관련요소

탐구생활: 과학적 기초능
력 기르기-물체와 물질에 
대해 알아보기, 간단한 도
구와 기계 활용하기 준비자료

요플레 통 다수, 구슬(쇠, 유리, 고무), 양팔
저울, 요플레통을 꾸밀 시트지나 색종이, 쓰
기 도구 등

활동방법(교사가 의도한 과학활동의 순서 및 발문계획)
탐구능력

요소
자료 및 
유의점

․사전에 요플레 통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자동차를 
꾸민다.

․유아들이 꾸민 자동차를 보며 이야기 나눈다.

-00는 어떤 자동차를 만들었니?

-우리가 만든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바퀴는 어떤 모양이니? 만약에 네모(세모)라면 굴러갈 수 
있을까?

․교사가 준비한 다양한 구슬을 보며 이야기 나눈다.

-이것은 무엇일까?

-이 구슬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만든 자동차 안에 넣고 굴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구슬이 가장 빨리 굴러갈까?

․유아들이 예측한 내용을 활동지에 함께 기록한다.

․구슬자동차 굴리기를 해본다.

-자기 자동차에 구슬을 넣어 굴려보자.

-어떤 구슬이 가장 잘 굴러가니?

-친구들과 함께 굴려보자.

․구슬자동차 굴리기를 하고 난 후 이야기 나눈다.

-어떤 구슬이 가장 빨리 굴러갔는지 순서대로 말해 보겠니?

-왜 쇠구슬이 가장 빨리 굴러갔을까?

-어떤 구슬이 가장 무거운지(가장 가벼운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양손(임의단위)을 이용하여 재어본다.

-양팔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재어본다.

-눈금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재어본다.

․유아들이 예측한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 나눈다.

․구슬자동차 굴리기 게임을 해 본다.

-관찰하기: 다
양한 자료(고무,

쇠, 유리구슬)

의 재질에 대한 
관찰하기 등
-예측하기: 어
떤 재질의 구슬
이 멀리 굴러갈
지에 대해 생각
해보기 등
-분류하기: 같
은 재질에 따른 
물체 분리하기 
등
-측정하기: 재
질에 따라 굴러
가는 길이가 다
름을 이해하기 
위해 양손으로 
측정, 양팔저울
로 측정하기 등 
-토의하기: 활
동이 보다 심화
확장되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발문하기, 유아
질문에 적절하
게 답하기 등

-자유선택활
동시간에 유
아들이 과학
에 호기심을 
갖도록 미리 
활동자료를 
제시하여 둠
- 유 아 들 이 
자유롭게 선
택하여 활동
할 수 있도
록 하며 교
사의 의도된 
계획에 따른 
발문으로 활
동을 확장시
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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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후검사

2010년 11월 2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사전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적 자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

제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2.0 Program을 이용

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

적 자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문제에 준하여 살펴본 연구결과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과학적 탐구능

력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3과 같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13.35, SD=1.13)과 통제집단 간(M=12.55, SD=1.63)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1.80,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 과학적 탐구능

력에서 실험집단(M=17.35, SD=1.56)과 통제집단(M=13.60, SD=1.7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7.20,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과

학을 학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능력을 나타내는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

면 하위영역 중 관찰하기, 예측하기, 측정하기, 토의하기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인 ‘관찰하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M=2.85, SD=.75)과 통제집단(M=2.75, SD=.7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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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기 집단 N M SD t

전체 과학적 

능력

사전
실험집단 20 13.35 1.13

1.80
통제집단 20 12.55 1.63

사후
실험집단 20 17.35 1.56

7.20**

통제집단 20 13.60 1.72

관찰하기
사전

실험집단 20 2.85 .75
.43

통제집단 20 2.75 .72

사후
실험집단 20 3.50 .89

2.90**

통제집단 20 2.80 .62

분류하기

사전
실험집단 20 2.80 .89

.18
통제집단 20 2.75 .85

사후
실험집단 20 3.05 .76

.80
통제집단 20 2.85 .81

예측하기

사전
실험집단 20 2.75 .97

1.20
통제집단 20 2.40 .88

사후
실험집단 20 3.50 .95

2.26*

통제집단 20 2.85 .88

측정하기

사전
실험집단 20 2.60 .60

.60
통제집단 20 2.45 .94

사후
실험집단 20 3.75 .85

3.72**

통제집단 20 2.75 .85

토의하기

사전
실험집단 20 2.35 .81

.60
통제집단 20 2.20 .77

사후
실험집단 20 3.55 .94

4.83***

통제집단 20 2.35 .59

나지 않았으나(t=.43,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관찰하기’에서 실험집

단(M=3.50, SD=.89)과 통제집단(M=2.80, SD=.6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2.90,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여러 가지 감각과 도

구를 활용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인 ‘관찰하기’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인 ‘예측하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

집단(M=2.75, SD=.97)과 통제집단(M=2.40, SD=.8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1.20,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예측하기’에서 실

험집단(M=3.50, SD=.95)과 통제집단(M=2.85, SD=.88)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t=2.26, p<.05).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다음 상황을 미

리 예측해 보는 능력인 ‘예측하기’ 능력 향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표 3 과학적 탐구능력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p<.05, **p<.01,***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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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인 ‘측정하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2.60, SD=.60)과 통제집단(M=2.45, SD=.94)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60,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측정하기’에

서 실험집단(M=3.75, SD=.85)과 통제집단(M=2.75, SD=.8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72,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다양한 물

건과 물체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하기’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인 ‘토의하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

단(M=2.35, SD=.81)과 통제집단(M=2.20, SD=.7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t=.60,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토의하기’에서 실험집

단(M=3.55, SD=.94)과 통제집단(M=2.35, SD=.59)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t=4.83, p<.0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

기하고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능력인 ‘토의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능력의 하위영역인 ‘분류하기’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

단(M=2.80, SD=.89)과 통제집단(M=2.75, SD=.8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며(t=.18,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도 ‘분류하기’에서 실험

집단(M=3.05, SD=.76)과 통제집단(M=2.85, SD=.8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80, p<.05).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여러 감각과 도구를 활용

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관찰하기, 미리 예견해보는 예측하기, 물체를 측정하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교환하는 토의하는 능력들의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2.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과학적 태

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

(M=182.65 SD=4.33)과 통제집단 간(M=81.65, SD=5.2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t=.66,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전체 과학적 태도에

서 실험집단(M=96.00, SD=5.36)과 통제집단(M=85.35, SD=4.25)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t=6.97, p<.0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

의 ‘과학적 태도’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태도의 하위영

역별로 살펴보면 하위영역 중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서 실험집

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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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시기 집단 N M SD t

전체 과학적 

태도

사전
실험집단 20 82.65 4.33

.66
통제집단 20 81.65 5.21

사후
실험집단 20 96.00 5.36

6.97***

통제집단 20 85.35 4.25

호기심

사전
실험집단 20 8.65 1.27

.82
통제집단 20 8.35 1.04

사후
실험집단 20 8.85 1.18

.91
통제집단 20 8.55 .89

적극성

사전
실험집단 20 8.75 1.25

-.82
통제집단 20 9.10 1.45

사후
실험집단 20 9.85 1.60

.62
통제집단 20 9.55 1.47

솔직성

사전
실험집단 20 8.20 1.61

-.21
통제집단 20 8.30 1.42

사후
실험집단 20 10.20 1.20

3.45**

통제집단 20 8.75 1.45

객관성

사전
실험집단 20 8.80 1.36

.65
통제집단 20 8.55 1.05

사후
실험집단 20 10.45 1.70

3.13**

통제집단 20 9.05 1.10

개방성

사전
실험집단 20 8.40 .68

-1.28
통제집단 20 8.70 .80

사후
실험집단 20 9.55 1.36

1.45
통제집단 20 9.00 1.03

비판성

사전
실험집단 20 11.10 1.45

1.83
통제집단 20 10.15 1.81

사후
실험집단 20 12.45 1.80

3.53**

통제집단 20 10.55 1.61

판단유보

사전
실험집단 20 8.65 .81

-.81
통제집단 20 8.90 1.12

사후
실험집단 20 11.35 1.66

3.78**

통제집단 20 9.40 1.60

협동성

사전
실험집단 20 11.45 2.26

.16
통제집단 20 11.35 1.78

사후
실험집단 20 12.50 2.12

1.21
통제집단 20 11.80 1.51

끈기성 

사전
실험집단 20 8.65 1.42

1.04
통제집단 20 8.25 .97

사후
실험집단 20 10.80 2.24

3.81***

통제집단 20 8.70 1.03

표 4 과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 비교

*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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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학적 태도의 하위영역인 ‘솔직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

(M=8.20, SD=1.61)과 통제집단(M=8.30, SD=1.4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t=-.21,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솔직성’에서 실험집

단(M=10.20, SD=1.20)과 통제집단(M=8.75, SD=1.4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45,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자신이 관찰하고 

예상하고 생각한 것을 솔직히 말로 표현하는 능력인 ‘솔직성’ 능력 증진에 효과적

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객관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8.80,

SD=1.36)과 통제집단(M=8.55, SD=1.05)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으나(t=.65,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객관성’에서 실험집단

(M=10.45, SD=1.70)과 통제집단(M=9.05, SD=1.1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13,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사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실험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태도인 ‘객관성’ 능력 향

상에 보다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그리고 ‘비판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11.10, SD=1.45)과 통제집단

(M=10.15, SD=1.8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1.83,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비판성’에서 실험집단(M=12.45, SD=1.80)과 

통제집단(M=10.55, SD=1.61)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3,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다른 사람의 설명에 대해 옮고 그름을 판

단하기 위해 토론하려고 요구하는 태도인 ‘비판성’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판단유보’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8.65, SD=.81)과 통

제집단(M=8.90, SD=1.12)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81,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판단유보’에서 실험집단(M=11.35, SD=1.66)

과 통제집단(M=9.40, SD=1.60)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78,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결론을 내리기 전 많은 자료와 근거를 찾

는 태도인 ‘판단유보’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끈기성’에 대한 사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8.65, SD=1.42)과 통제집

단(M=8.25, SD=.97)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t=1.04,

p>.05), 실험처치 후의 사후검사에서는 ‘끈기성’에서 실험집단(M=10.80, SD=2.24)과 

통제집단(M=8.70, SD=1.03)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81, p<.01). 이

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

적으로 해결해보려는 ‘끈기성’ 능력 증진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처치 이후의 사후검사에서 ‘호기심’(t=.91, p>.05), ‘적극성’(t=.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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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개방성’(t=1.45, p>.05), ‘협동성’(t=1.2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자신이 관찰하고 예상하고 생각한 

것을 솔직히 말로 표현하는 ‘솔직성’, 사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실험

결과를 근거로 결정을 내리는 태도인 '객관성', 다른 사람의 설명에 대해 옮고 그름

을 판단하기 위해 토론하려고 요구하는 태도인 '비판성', 결론을 내리기 전 많은 자

료와 근거를 찾는 태도인 '판단유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

으로 해결해보려는 ‘끈기성’ 능력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3.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에 미치는 영향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인지적 자

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다음 표 5와 같다. 사전검사에서는 두 집

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t=1.06, p>.05), 사후검사에서는 실험집단(M=3.50,

SD=.39)과 통제집단(M=3.10, SD=.33)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50, p<.01).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 증진에 효과적임을 시사

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 인지적 자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비교

시 기 집 단 N M SD t

인지적 

자아

사 전
실험집단 20 3.17 .47

1.06
통제집단 20 3.04 .33

사 후
실험집단 20 3.50 .39

3.50***

통제집단 20 3.10 .33

***p<.001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관련 연구와 논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유의한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과학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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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고능력을 나타내는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을 증진시

킨다는 여러 연구(서윤희, 2003; 유경숙, 1999; 이경민, 2001; Atkinson & Fleer,

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측하기, 관찰하기, 측정하기, 토의하기에서 두 집단 간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 토의하기에서 두 집단 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언어 측면이 유아의 과학탐구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한 Stickland(1995)의 연구

와 과학 활동에서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Elliot(1995)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물리과학 활동을 하는 동안에 유아들 스스로 효과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질문, 조사, 탐구, 토

론 등에 필요한 기술을 사용해 보도록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활동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의미있는 방법으로 시도해보았으며, 이 과정에 지속적인 탐구능력을 적

용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이 증진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유아가 과학활동에 참여하여 사물을 탐색하고 능동적으로 조작하면서 자신들의 생

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야기하며, 결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 소집단 유아들간

의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류하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유경숙(1999), 서윤희(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나,

이경민(2001)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공된  물리과

학 활동에서 물체를 분류하는 활동이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여 유아의 분류 능력

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구성주의에 기

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문제를 해결할 

때 과학적으로 행동하는 사고양식인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증진시킨다는 여러 연구

(곽향림, 1984; 김희선, 1985; 박영란, 1999; 이경민, 2001; Fernandez, 1994)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단편적인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유아들

에게 구성주의에 기초한 과학활동을 제공할 때 유아들이 보다 흥미 있어 하고 적극

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Martin(200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극성', '개방성', '호기심', '협동성'은 비교집단에 비해 실

험집단의 점수가 보다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과학적 태도의 하위영역 중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끈기성’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김지예(2007)의 연구결과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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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활동과정에서 점차 변화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활동초기에는 그 상

황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만 하였으나 활동을 한 후에는 과학적 개념을 

알고 그 개념을 활용하여 활동하면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대안까지 

알려주었다. 또한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의견의 옳고 그름을 위해 실험하

며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비판적 태도가 향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또한 또래간의 

토론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타인의 의견에 대해 개방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으

며, 유아들이 물리과학 활동에 몰입하여 활동하면서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것을 보

며 끈기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호기심’, ‘적극성’, ‘협동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지성애, 박찬옥,

홍혜경, 김희정, 박유영, 문신혜(2008)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과학영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

문에 솔직성, 객관성, 끈기성에서 김지예(2007)의 연구와 일치하며, 지성애 외(2008)

의 연구에서는 동화에 기초한 과학극화활동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를 초

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물리과학 활동이 계속되면서 과

학적 태도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

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은 유아의 인지적 자아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들이 활동 내에서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추론하

는 것에서부터 자기 주도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유아의 자아감, 자

신감, 성취감의 발달을 조장할 수 있다는 김선영(2001)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창의성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을 살펴본 임귀자

(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

과학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 유아가 직접 실험해보는 

과정 속에서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실험을 통

해 비교분석해 볼 수 있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재조명 해봄으로써 많은 인지

적 갈등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의 특징 중 하

나가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유아들은 공유하며 나누길 좋아하는 성향인 점에 비추

어 볼 때 자신이 알게 된 과학적 지식을 나누는 과정 중에 자신이 알게 된 지식에 

대해 평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면서 인지적  자

아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지적 능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경험 즉 타인의 

말 이해하기, 같은점, 다른점 탐색하기, 창의적으로 계획하기 등을 경험함으로써 자

신의 인지적 특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

과는 구성주의에 기초한 물리과학 활동이 유아의 인지적 자아에 효과가 있음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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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던 연구 결과와 논의를 종합해보면, 자유선택활동시간을 이용하여 

소집단의 유아들이 사물을 직접 탐색하고 조작하며, 유아-유아, 유아-교사, 유아-자

료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적 자아 발달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유아교육기관

에서 구성주의에 기초한 여러 다양한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탐구능력 및 태

도, 인지적 자아에 의미 있는 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만을 살펴보았으나 후속연구에서는 성별간의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평가가 교

사의 기록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때 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후속연구에서는 유아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정

척도를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물리과학 활동이 내적동

기유발을 시키는 과학적 탐구능력, 과학적 태도, 인지적 자아에 관하여 살펴보았는

데, 후속연구에서는 이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개념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

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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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physical science 

activity based on the constructivism on young children's scientific process 

skills and scientific attitudes, cognitive self-esteem. The subjects consisted 

of  20 five-years-old children of experimental group and 20 children of 

control group. Children of experimental group conducted the physical 

science activity based on the constructivism for total six weeks.

As a result of study, children who experimental group showed significant 

result in the scientific process skill, scientific attitude, cognitive 

self-esteem.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indicate that we need to 

actively develop programs to increase scientific process skills and scientific 

attitude, cognition self-esteem of young children through teacher's 

education

Key words : constructivism, physical science activity, scientific process 

skill, scientific attitude, cognitive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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