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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범주의 명칭과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가 유아의 탐색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D광역시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4, 5세 유아 102명을
대상으로 3가지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의 명칭에 따른 유아의 탐색
적 놀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범주의 명칭에 따른 유아의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범주의 명칭에 따른 유아의 블록 갯수별 유아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탐색적 놀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여섯째,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블록 갯수별 유아 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 명칭과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가 탐색적 놀이시간에는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귀납적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의문
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탐색을 시도했다. 셋째, 유아는 가짜 속성형성과정의 개입이 없을
때 자신의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이 생기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탐색을 시도
했다. 따라서 범주 명칭과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는 탐색적 놀이의 시간적 측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내용적 측면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이를 기초로 한 탐색적 놀이지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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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탐색적 놀이는 유아에게 발달

유아는 발달적 특성상 놀이를 통해서 학

적으로 적합한 학습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습한다.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탐색하

유아의 귀납적 추론에는 다양한 유형의

며,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범주단서들이 영향을 미친다. 크게 외형적

구성해나갈 수 있다. 유아는 새로운 환경

단서, 언어적 단서, 개입형 단서로 나눌 수

및 사물 탐색을 통해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있다. 범주추론과제 사용 시 연령에 따른

과정에서 외형적 단서나 범주명칭과 같은

차이점을 다룬 연구결과(Gopnik & Sobel,

언어적 단서 등의 기존 지식을 근거로 범주

2000; Sobel, Yoachim, Gopnik, Meltzoff, &

에 대한 귀납적 추론을 할 수 있다(성현란,

Blumenthal, 2007)들은 만 4세 이상의 경우

1989). 귀납적 추론은 새로운 상황이나 문제

외형적 단서보다 범주 명칭과 같은 언어적

가 생겼을 때 기존 정보의 패턴에 대한 인

단서를 바탕으로 추론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와 관찰을 통하여 단계적인 추론(추측)의

가장 고전적인 형태인 외형적 단서는 그 신

반복적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강문

뢰성과 상관없이 모든 연령에서 일차적 범

봉, 1996; 왕경수, 2005). 귀납적 추론의 주

주단서로 사용할 수 있다. 범주의 명칭과

된 특성은 추측이며, 항상 기존 지식을 근

같은 언어적 범주단서, 속성이 형성된다고

거로 발생하기 때문에 인지발달을 촉진시키

짐작하게 하는 개입이 이루어지는 개입형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기존지식이

범주단서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게 만들기 때

성인에 비해 많지 않은 유아기에는 기존의

문에 보다 합리적인 귀납적 추론을 하도록

범주단서가 귀납적 추론의 중요한 근거가

돕는다. 범주단서들은 유아가 합리적인 귀

될 수 있다.

납적 추론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범주단서에 근거한 유아의 귀납적 추론은

범주단서들로 인해 귀납적 추론과 실제 결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신의 추론

과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과 실제 결과가 일치할 때와 자신의 추론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

실제 결과가 모순될 때이다. 자신의 추론과

어나는 유아의 탐색적 놀이를 통해 유아의

실제결과가 일치할 때와 달리 자신의 추론

인지적 사고과정을 관찰하는 일은 유아교육

과 실제결과가 모순될 때 유아에게는 인지

현장의 교사들이 만 4세 이상 유아기 인지

적 충돌이 일어나고,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발달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하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적 놀이를 하게 된다.

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유아는 더욱 높은 수준

그동안 범주에 대한 연구자들은 유아의

으로 사고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유아에게

범주 추론 시 외형적 단서와 사물이 속한

범주추론과제를 제시할 때 자신의 귀납적

범주의 표식 중 어느 쪽 단서에 더 많이 의

추론과 실제 결과가 모순되었을 때 일어나

존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는 탐색적 놀이를 관찰하는 일은 유아의 인

(Gelman & Markman, 1986; Nazzi & Gopnik,

지발달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인지발달을

2001). 그러나 범주의 명칭의 동일성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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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형성과정의 개입여부와 같은 복합적인

갯수 및 블록 갯수별 유아수의 차이를 알아

상황에서 자신의 추론과 실제 결과 사이의

보는데 목적을 둔다.

모순이 발생할 때 일어나는 유아의 자발적
인 탐색적 놀이에 대해 양적인 측정을 한

가설 1. 범주의 명칭에 따라 탐색적 놀이
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는 많지 않았다. 최근 외국에서는 다양

가설 2. 범주의 명칭에 따라 탐색적 놀이

한 범주추론과제가 제시될 때 유아의 귀납

에 사용한 블록 갯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

적 추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관련된

다.

연구들(Heyman & Gelman, 2000; Nazzi &
Gopnik, 2001; Schultz,

Standing,

Bonawitz,

가설 3. 범주의 명칭에 따라 블록 갯수별
유아 수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2008)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가설 4.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Schultz 외(2008)의

따라 탐색적 놀이시간은 차이가 있을 것이

연구의 경우 그 대상이 유아교육기관에 재

다.

학 중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포함되

가설 5.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어 있어 유아교육현장의 교사에게 적절한

따라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는 차

시사점을 주기 어렵다. 또한 Schulz 외(2008)

이가 있을 것이다.

가 고안한 실험도구 및 절차는 제한된 실험

가설 6.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실 상황에서 이루어져 유아교육기관의 탐색

따라 블록 갯수별 유아 수는 차이가 있을

적 놀이상황과 같은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것이다.

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자연적인 유아교육현장 속에서 연구한다면

Ⅱ. 이론적 배경

유아교육현장의 교사에게 적절한 교육적 시
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1. 범주단서와 귀납적 추론

본 연구에서는 범주 명칭의 동일성 여부
와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사람․사

납적 추론이 만 4, 5세 유아의 탐색적 놀이

물․사건과 접촉하게 된다. 유아가 어떻게

의 내용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사람․사물․사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며

세웠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놀

발달해나가는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관심

이의 시간적 측면(놀이시간)과 내용적 측면

을 가져왔다. 인간의 개념형성조건으로는

(사용된 블록 갯수, 블록 갯수별 유아 수)을

대상의 속성을 파악하는 분석력, 가설검증

측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

체계, 내적 특성을 이용한 범주의 구성원

아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만 4, 5세 유아에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신

게 범주의 명칭과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

현정,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아는

여부에 따른 범주추론과제를 제시할 때 탐

유아수준에서 적합한 분석력, 가설검증체계,

색적 놀이시간,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판단력이 생길 때 사람․사물․사건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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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시킬 수 있다.

은 인과적 관계에서 거리가 있는 추론을 다

범주는 유아의 귀납적 추론에 중요한 근

룬 연구결과 만 4세 유아의 경우 지각적 갈

거로 활용된다. 범주와 관련된 기초 개념들

등이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추론이 일어난

에 대해 Estes(1994)는 범주란 다양성을 공통

다고 밝혔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귀납적

성에 따라 축소화시키는 방식이고, 범주화

추론시 외형적 단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

는 주어진 범주단서 이상의 추론까지 가능

며, 외형적 유사성이 높은 경우 인과관계에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신현정, 2000).

대한 추론이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범주는 동일한 속성을 기초로 새로운 사

말해준다. 외형적 유사성은 높지만 언어적

람․사물․사건까지 범주화시킨다(성현란,

단서 또는 개입형 단서제시로 인해 귀납적

1989)는 점에서 유아에게 유용한 귀납적 추

추론과 실제 결과 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탐

론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색적 놀이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는지 파

그러나 Piaget나 Bruner 등의 전통적인 견

악하는 일은 유아교육현장의 교사들이 유아

해는 인간의 개념획득이 연역적 방법에 의

기 인지적 사고과정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아기는 발

이해를 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달특성상 개념이 획득되기 어려운 시기라고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하였다. 그러나 개념획득이 연역적 방법에

둘째, 범주명칭과 같은 언어적 범주단서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며, ‘범주화’는

이다. Nazzi와 Gopnik(2001)은 범주추론과

개념의 1차적 기능이면서 동시에 주어진 단

제 실험결과 20개월 미만 영아들은 모두

서 이상의 귀납적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시각적 정보를 사용하여 추론하지만 20개월

(Estes, 1994; 신현정, 2000에서 재인용). 따라

이상이 되면 어느 정도 명칭 정보도 사용하

서 범주추론과제가 제시될 때 탐색적 놀이

여 추론한다고 주장했다. Heyman과 Gelman

과정에서 일어나는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2000)의 연구에서도 유아원에 다니는 유아

유아기의 범주개념을 관찰할 수 있다.

들은 외형적 단서보다 언어적 범주단서

유아의 개념획득과 범주화에 영향을 미치

를 사용하여 추론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는 범주단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Heyman과 Gelman(1999)은 만 4세부터는 확

가장 고전적인 것으로 외형적 범주단서를

실하지 않은 추론을 할 때 언어적 특질단서

들 수 있다. Piaget의 보존과제실험에서

를 근거로 삼는다고 주장했다. Sobel 외

시작된 전통적인 견해(Melkman, Tversky &

(2004)의 연구에서는 만 4세 이상 유아들은

Baratz, 1981)를 중심으로 유아들이 외형적

언어적인 것을 포함한 인과적 관계를 고려

범주단서에 많이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여 추론한다고 밝혔다. Fisher와 Sloutsky

Sloutsky, Lo와 Fisher(2001)는 만 7, 8세 아동

(2005)는 두 사물이 동일한 범주명칭으로 명

과 만 4, 5세 유아를 비교한 연구결과 만 4,

명될 때 두 사물 간에는 공유되는 속성의

5세 유아에게 새로운 사물이 주어졌을 때

수가 증가되고, 전체적 유사성이 증가되어

외형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추론하는 경우가

속성의 귀납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김진

더 많았다고 밝혔다. Sobel과 Buchanan(2009)

욱, 이순형, 2009).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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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이 같은 범주명칭으로 명명될 때와 다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때 유아는 자신의

른 범주명칭으로 명명될 때 귀납적 추론과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이 있으면 범

관련된 유아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파악할

주내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지 않았

수 있을 것이다.

다. Kushnir, Welman과 Gelman(2008)의 연구

국내의 경우 박유정과 이순형(2007)은 우

에서는 유아들이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개

리나라 만 3,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입으로부터 받은 단서를 사용한다고 주장했

대인추론과제연구에서 만 4세경부터는 외형

다. Sobel, Yoachim, Gopnik과 Blumenthal(2007)

적 단서와 다양한 특질 단서가 갈등적으로

의 연구에서도 만 4세부터는 다른 내부적인

제시되어도 특질 단서를 사용하여 추론하는

요소를 가진 사물은 다른 인과적 특성을 가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

진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는 등 사물의 내부

합해보면 만 4세 이상 유아들은 일차적으로

적 요소와 인과적 특성에 관계에 대한 이해

외형적 단서도 고려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보

력이 발달된다고 주장했다.

다 합리적인 범주단서(특질단서)를 고려하여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속성형성과

귀납적 추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과 같이 인과적 관계가 생기는 개입형 범

기본적으로 외형적 단서는 같지만 언어적

주단서는 만 4세 이상 유아의 귀납적 추론

범주단서가 같거나 다를 때 귀납적 추론과

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

실제 결과 사이의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와

면 유아들은 귀납적 추론을 할 때 인과

같은 복합적인 상황의 탐색적 놀이 관찰 대

적 연결고리를 구별하는 조건적 개입 원

상으로는 만 4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볼 수

리를 사용한다는 것이다(Schulz, Gopnik &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유아기 언

Glymour, 2007). 유아가 귀납적 추론을 할

어적 범주단서의 영향력은 크다고 할 수 있

때 일차적으로는 외형적 단서에 의존하지만

으며, 보다 합리적인 귀납적 추론에 도움을

인과적 관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일련의 과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범주명칭과 같은 언

정 개입이 있을 때는 이러한 개입형 단서에

어적 범주단서가 같거나 다를 때 귀납적 추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개입형 단서의

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 상황 발생시 유

영향력은 유아의 귀납적 추론과 실제 결과

아의 탐색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사이의 모순상황 발생 시 유아의 탐색적 놀

고 비교하는 일은 유아의 인지적 사고과정

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속성

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형성이 이루어진다는 가정을 하게 만드는

을 것이다.

개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귀납적 추론과

셋째, 속성형성과정과 같은 개입형 범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상황 발생 시 유아의

단서이다. Schulz와 Bonawitz,(2007), Schulz 외

탐색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

(2008)의 연구에서도 눈속임을 통한 조작적

고 비교하는 일은 유아의 인지적 사고과정

개입과정 제시여부가 유아의 범주추론에 영

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속성형성

을 것이다.

개입과정 제시를 통해 어떤 인과적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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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의 탐색적 놀이

감각을 통한 조작 및 시험을 하는 단시간
형 탐색이고, 다각적 탐색은 사물의 특징

놀이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사물을 탐색하

파악 후 이루어지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장

는 일은 유아의 적응능력을 발달시키며(이

시간 지속형 탐색이므로 특정탐색의 특성이

영자 외, 2001),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을 구

탐색적 놀이의 의미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성하게 하므로(Golinkoff & Girsh-Pasek, 2006)

(이숙재, 2005). 유아의 탐색적 놀이관찰은

유아의 인지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탐색의 특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

전미유아교육협회(NAEYC)가 발표한 발달

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에 적합한 실제(developmentally aproppriate

유아의 귀납적 추론을 파악하기 위한 구

practices)에서도 전인적인 발달을 위하여 유

체적인 탐색적 놀이관찰 방법은 크게 양적

아기의 탐색적 놀이의 중요성을 강조하

측면과 질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고 있다(Bredekamp & Copple, 1995). 놀이

측면으로는 유아의 탐색적 놀이시간, 탐색

와 탐색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Fenson과

적 놀이에 사용하는 놀이자료 수, 놀이자료

Schell(1986)은 영․유아기의 경우 놀이와 탐

숫자별 유아 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양적

색의 구분이 큰 의미가 없으므로 ‘탐색적

측면에서의 탐색적 놀이관찰은 자신의 귀납

놀이’라는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이 발생할

적절하다고 보았다(지혜련, 1992). 그러므로

때 유아의 인지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

유아기의 경우 놀이와 탐색의 정확한 구분

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질적 측면에서

보다는 유아기 인지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

의 탐색적 놀이관찰은 탐색적 놀이 과정 중

치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 더욱 중요할

에 나타나는 유아의 반응, 교사와의 상호작

것이다. 유아교육현장에서도 탐색적 놀이의

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양적 측면의 관

중요성을 이해하고, 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

찰로는 파악하지 못하는 유아의 인지적 사

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과정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

조기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으로 인해

에서는 먼저 유아의 인지발달과정을 이해하

점차 탐색적 놀이의 중요성이 잊혀져가는

고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객관적

경향을 볼 수 있다. 탐색적 놀이는 유아의

인 양적 데이터를 얻는데 초점을 두었다.

흥미에 기초한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기 때

최근까지 이루어진 탐색적 놀이에 관한

문에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영아의 탐

다. 따라서 탐색적 놀이를 통해 유아의 인

색 및 놀이 발달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를

지적 사고과정을 관찰하는 일은 유아교사들

검증하거나(이영자 외, 2001), 특정 현상 또

이 탐색적 놀이를 지도할 때 필요한 기초자

는 행동(성, 자연 등)에 대한 유아의 탐색행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을

다룬

연구가

있다(강문희․이소진,

Hutt(1971)는 탐색을 특성에 따라 특정탐

2005; 김유정․김정원, 2004). 국외의 경우

색과 다각적 탐색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했

영아의 탐색 및 놀이의 개인차와 발달차에

다. 특정탐색은 새로운 사물이 제시될 때

관한 종단연구(Rusher & Ware, 1995), 영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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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유형 평가와 발달 수준에 대한 연구

가 있을 것이다.

(Rusher, Cross, & Ware, 1995)등이 있으나, 주
로 영아를 대상으로 한 탐색놀이의 유형과

Ⅲ. 연구방법

발달수준을 다룬 연구들이었다.
최근 Schulz와 Bonawitz(2007)의 연구에서는
유아들의 탐색적 놀이가 관찰한 증거의 질

1. 실험대상

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내고, 유아들
이 혼란스러운 증거와 그렇지 않은 증거를

본 연구의 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북

구분해내며, 혼란스러운 증거가 주어진 경

구, 동구 각 지역별 유아교육기관에 재학

우 명료한 증거가 주어졌을 때보다 탐색적

중인 만 4, 5세 유아 102명이다. 본 실험은

놀이에 더 많이 참여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3가지 하위실험으로 이루어졌으며, 3가지

결과는 유아들이 인과적 관계가 혼란스러운

하위실험별 참여 유아 수는 모두 34명으로

근거와 혼란스럽지 않은 근거를 구분하고

동일하였다. 유아 102명은 3가지 하위실험

명료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에 무선할당 되었다. 실험 1의 여아비율은

탐색한다고 밝힌 Masnick와 Klahr(2003)의 연

34명중 19명(56%)이었고, 실험집단 2는 34명

구결과와도 일치한다. Schulz 외(2008)의 연

중 14명(41%)이었으며, 실험집단 3은 34명중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유아는

20명(62%)이었다. 총 참여 유아 수는 102명

자신의 추론과 실제 결과가 상충되어 범주

이었다.

에 대한 혼란이 생길 경우 더욱 능동적이면
서 개별적인 탐색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2. 실험도구

그러므로 탐색적 놀이를 통해 유아가 범주
단서를 고려하여 귀납적 추론을 하는 인지
적 사고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Schulz 외(2008)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우리나라 유아의 흥미와 우리나라 유아교육

지금까지 논의한 바에 따르면 탐색적 놀

기관의 실정에 적합하게 변경시켜 제작하였

이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영아의 놀이 탐색

다. 블록의 경우 만 4, 5세 유아 5명의 예비

유형 파악, 발달적 효과 및 프로그램의 효

실험을 통해 3차에 걸쳐 수정․보완하여 제

과를 다루거나, 일부 특정 영역의 탐색을

작하였으며, 블록을 붙이는 자석보드는 우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최근 Schulz 외

리나라 유아교육기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2008) 등이 다양한 유형의 범주추론과제를

사용하고 있어 유아들에게 익숙한 A자형태

제시할 때 나타난 유아의 탐색적 놀이를 분

의 것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도구는 현직유

석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교사 2인(교육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아

며, 유아교육경력 5년이상) 및 유아교육전문

기 탐색적 놀이관찰을 통해 유아기의 인지

가 1인(유아교육학과 교수)에게 타당도를 검

적 사고과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관

증받았다.

련 연구들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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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험 1, 2, 3 공통

가진 A 블록세트(5개)를 유아에게 제시하며,

1) 바퀴가 달린 A자형 자석칠판 1개

이 블록들의 명칭이 ‘콩콩이’ 블록이라고

2) 사전실험도구 세트 : 길이 6cm, 지름

이야기한다. 1개를 교사가 자석보드에 붙여

5cm의 금색블록 5개이며, 자성을 가짐

보고, 유아에게 나머지를 붙여보게 함으로

3) 본 실험도구: 길이 6cm, 지름 5cm의 금
색블록 10개이며, 자성이 없음

써 자성을 확인하게 한다. 본 실험에서도
자성을 가지지 않은 B 블록세트(10개)를 제

* 사전실험과 본 실험에 사용된 블록세트

시하며, 이 블록들의 명칭도 ‘콩콩이’ 블록

는 외형은 동일하나 속성(자성)의 차이를 가

이라고 하고, 유아가 모두 붙여보게 한다(그

지고 있다.

림1 참조).

교사는 60초 동안 유아가 자유

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 뒤 놀이시간, 탐
나. 실험 3 추가 도구

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를 기록하였

1) 버튼과 문을 여닫는 장치가 포함된 녹

다. 60초 동안의 탐색적 놀이시간은 특정

색 철제상자 1개

탐색의 특성, 자료종류의 수, 유아의 집중시
간 등을 고려하여 3차에 걸친 예비실험을

3. 실험절차

통해 결정하였다. 유아가 탐색적 놀이와 관
련성이 없는 일반적인 블록 쌓기를 하는 경

가. 실험 1

우 탐색적 놀이시간에서 제외하였다. 놀이

실험 1은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유아의

시간은 스톱워치로 측정하였으며, 블록 갯

탐색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수는 0개부터 10개까지 기록하였다. 블록

사전실험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블록세트의

갯수별 유아 수는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

범주명칭은 같지만 속성은 다르다. 사전실

록 갯수룰 통해 알아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험 및 본 실험에 사용된 블록세트는 동일한

기록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실험 2와 3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실험 2와 3도

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사전실험에서 자성을

순서

범주 명칭

실험도구 및 방법

붙임
사전 실험

자석보드

콩콩이 블록
금색블록 5개 (자성가짐)
붙임

본 실험

콩콩이 블록
금색블록 10개 (자성없음)

[그림 1] 언어적 범주단서(범주 명칭)가 같은 실험

자석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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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험 2

험에서도 자성을 가지지 않은 B 블록세트

실험 2는 범주명칭이 다를 때 유아의 탐

(10개)를 제시하며, 이 블록들의 명칭은 ‘팡

색적 놀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

팡이’ 블록이라고 하고, 유아가 모두 붙여보

전실험과 본 실험에서 사용된 블록세트의

게 한다(그림 2 참조). 교사는 60초 동안 유

범주명칭과 속성은 다르다. 사전실험에서

아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한 뒤 놀이

자성을 가진 A 블록세트 (5개)를 유아에게

시간,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를 기

제시하며, 이 블록들의 명칭이 ‘콩콩이’ 블

록하였다. 기록방식은 실험1과 동일하였다.

록이라고 이야기한다. 1개를 교사가 자석보
드에 붙여보고, 유아에게 나머지를 붙여보

다. 실험 3

게 함으로써 자성을 확인하게 한다. 본 실

실험 3은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가짜 속

순서

범주 명칭

실험도구 및 방법
자석보드

붙임
사전 실험

콩콩이 블록
금색블록 5개 (자성가짐)
자석보드

붙임
본 실험

팡팡이 블록
금색블록 10개 (자성없음)

[그림 2] 언어적 범주단서(범주 명칭)가 다른 실험

순서

범주 명칭

실험도구 및 방법
자석보드

상자에 넣었다
꺼냄
사전 실험

붙임

콩콩이 블록
금색블록 5개 (자성가짐)
버튼이 포함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녹색철제 상자
자석보드
붙임

본 실험

콩콩이 블록
금색블록 10개 (자성없음)

[그림 3]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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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성과정 개입이 유아의 탐색적 놀이에

며, 실험 1을 중심으로 실험 2, 실험 3과 각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사전실험과 본

각 비교분석하였다. 따라서 3개 이상의 집

실험에서 사용된 블록세트의 범주명칭은 같

단에서 집단간 차이를 검증하는 비모수 통

다. 사전실험에서 자성을 가진 A 블록세트(5

계방법인 Kruscal - Wallise 검증을 실시한 뒤

개)를 유아에게 제시하며, 이 블록들의 명칭

차이가 있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Bonferroni

이 ‘콩콩이’ 블록이라고 이야기한다. 특별상

Correction에 의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자속에 블록들을 넣고 유아와 함께 1-3까지

블록갯수별 유아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헤아린 뒤 ‘핑’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꺼
낸다. 1개를 교사가 자석보드에 붙여보고,
나머지는 유아에게 붙여보게 하여 자성을

Ⅳ. 실험 결과

확인하게 한다. 본 실험에서도 자성을 가지
지 않은 B 블록세트(10개)를 제시하고, 이
블록들의 명칭도 ‘콩콩이’ 블록이라고 하며,

1. 가설 1에 대한 결과

유아가 모두 붙여보게 한다(그림 3 참조).
교사는 60초 동안 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할

범주의 명칭에 따른 유아의 탐색적 놀이

수 있도록 하고, 놀이시간, 탐색적 놀이에

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 -

사용한 블록 갯수를 기록하였다. 기록방식

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1

은 실험 1과 동일하였다.

과 같다.
범주의 명칭에 따른 탐색적 놀이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실험별 놀이시

4. 자료 분석

간을 분석한 결과, 탐색적 놀이시간은 유의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4.0을 사용

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

하였다. 범주의 명칭과 가짜 속성형성 과정

4.093, p = .129). 실험 1과 실험 2의 탐색적

개입여부에 따른 유아의 탐색적 놀이시간,

놀이시간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갯수를 알아보기

타나 범주의 명칭에 따른 탐색적 놀이시간

위하여 Kruscal - Wallise 검증을 실시하였다.

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본 연구는 3가지 하위실험으로 이루어졌으

1은 기각되었다.

<표 1> 탐색적 놀이시간 차이 분석

놀이시간

집단

평균순위

실험 1

59.57

실험 2

48.88

실험 3

46.04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한 사후검정( α=.05에서 유의함)

Kruskal-Wallis' χ2

p

4.09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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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 2에 대한 결과

3. 가설 3에 대한 결과

범주의 명칭에 따른 탐색적 놀이에 사용

범주에 명칭에 따른 블록 갯수별 유아수

한 블록 갯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검정을 이용하
여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는 표 2와 같다.

범주의 명칭에 따른 블록 갯수별 유아수

각 실험별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실험별 블록

수를 분석한 결과, 범주의 명칭에 따라 탐

갯수별 유아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1개

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는 유의한 차

이하의 블록을 사용한 유아 수는 차이가 있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 = 20.748, p
= .000). 실험 1과 실험 2의 차이를 비교하

었다( χ2 = 12.548, p = .002). 실험 1과 실

기 위해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한 결과,

Correction을 실시한 결과, 실험 1에서는 B

실험 1의 평균 순위가 69.84로 실험 2의

블록세트에서 1개 이하의 블록만 자석보드

45.06보다 높게 나타나, 실험 1이 탐색에 사

에 붙여본 유아가 전혀 없었지만 실험 2에

용한 블록 갯수가 더 많았다. 따라서 범주

서는 1개 이하의 블록만 자석보드에 붙여본

의 명칭에 따라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뒤 탐색적 놀이를 중단한 유아가 34명중 11

갯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가설

명(32.4%)이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3은 지지

2는 지지되었다.

되었다.

험 2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Bonferroni

<표 2>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 차이 분석

블록 갯수

집단

평균순위

실험 1

69.84

실험 2

45.06

Kruskal-Wallis' χ2

p

20.748

.000

†
†

실험 3

39.60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한 사후검정( α=.05에서 유의함)

<표 3> 블록 갯수별 유아 수 차이분석
집단

1개 이하

2개 이상

n

%

n

%

실험 1

0

0.0

34

100.0

실험 2

11

32.4†

23

57.6

실험 3

7

20.6†

27

79.4

†Bonferroni Correction에 의한 사후검정( α=.05에서 유의함)

χ2

p

12.548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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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 4에 대한 결과

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연구가설 5는 지지되
었다.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유아
의 탐색적 놀이시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

6. 가설 6에 대한 결과

해 Kruskal-Wallis 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탐색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블록

적 놀이시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갯수별 유아수를 알아보기 위해 χ2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험별 놀이시간을 분석한 결과<표 1 참

범주의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

조>, 탐색적 놀이시간은 차이가 없는 것으

른 블록 갯수별 유아수의 차이를 비교하기

로 나타났다( χ2 = 4.093, p = .129). 실험 1
과 실험 3의 탐색적 놀이시간은 차이가 없

위하여 각 실험별 유아수의 차이를 분석한

는 것으로 나타나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

블록을 사용한 유아 수는 차이가 있었다( χ2

여부에 따른 탐색적 놀이시간은 유의한 차

= 12.548, p = .002). 실험 1과 실험 3의 차

이가 없었다. 따라서 연구가설 4는 기각되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Bonferroni Correction을

었다.

실시한 결과, 실험 1에서는 B 블록세트에서

결과<표 3 참조>, 탐색적 놀이에 1개 이하

1개 이하의 블록만 자석보드에 붙여본 뒤
5. 가설 5에 대한 결과

탐색적 놀이를 중단한 유아가 전혀 없었지
만, 실험 3에서는 1개 이하의 블록만 자석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유아

보드에 붙여본 뒤 탐색적 놀이를 중단한 유

의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의 차이

아가 34명중 7명(20.6%)이었다. 따라서 연구

를 알아보기 위해 Kruskal-Wallis 검정을 이

가설 6은 지지되었다.

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실험별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

Ⅴ. 논의 및 결론

수를 분석한 결과<표 2 참조>, 가짜 속성
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χ2

1. 논의

= 20.748, p = .000). 실험

1과 실험 3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설 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주의 명칭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한 결과, 실험 3

이 같을 때와 다를 때 탐색적 놀이시간의

의 평균

순위는 39.60으로 실험집단1의

차이가 없었다. Schulz 외(2008)의 연구에서

69.84 보다 낮게 나타나, 실험 1이 탐색적

는 탐색적 놀이시간을 30초 이상일 경우만

놀이에서 사용한 블록 갯수가 더 많았다.

유효한 것으로 보았으며, 실험결과 모두 30

따라서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초 이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초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에는 유의

부터 60초까지 모든 탐색적 놀이시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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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한 것으로 보았는데, 예비실험결과 유아

색에 더 치중하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

의 발달적 특징상 개인차를 고려할 때 30초

다. 반면 범주명칭이 같을 때 1개의 블록당

이하의 짧은 놀이시간에도 유아들은 자신의

평균 탐색시간이 더 짧다는 것은 사용한 블

귀납적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을 느

록에 대한 의문 해소용 탐색보다 새로운 블

끼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탐

록에 대한 도전적 탐색을 더욱 적극적으로

색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0초 이하의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아는 범주

경우도 탐색적 놀이시간으로써의 기능이 충

명칭이 같거나 다를 때 상황에 따라 의문

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예비실험에

해소용 탐색과 도전적 탐색을 사용하기 때

서 60초 이하의 시간이 탐색적 놀이시간으

문에 탐색적 놀이시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로 너무 짧다고 생각하여 놀이시간을 최대

없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10분까지 자유롭게 주었을 때 모든 유아들

가설 2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주의 명칭

은 60초가 넘기 전 이미 탐색에는 흥미를

에 따라 탐색적 놀이에 사용한 블록 갯수에

잃고, 일반적인 쌓기 놀이로 전환하였다. 따

는 차이가 있었다.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라서 60초 이상의 놀이시간은 탐색적 놀이

유아들이 탐색적 놀이에서 사용한 블록 갯

로써 무의미했다. 또한 특정탐색의 특성을

수가 더 많았다. 이러한 점은 불명확한 증

고려할 때도 단시간의 측정이 적합하다고

거가 주어질 때 탐색적 놀이에 더 많이

보았다. 선행연구와 달리 탐색적 놀이시간

참여한다고 주장한 Masnick과 Klahr(2003),

을 0초에서 60초간으로 변경하였고, 만 4, 5

Schulz와 Bonawitz(2007), Schulz 외(2008)의 연

세 유아의 경우 언어적 범주단서 등을 바

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유아들

탕으로 합리적인 추론을 한다는 연구결과

이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자신의 추론과

(Heyman & Gelman, 2000)를 통해 범주명칭

실제 결과가 모순되면 그 결과에 더욱 의문

이 같거나 다를 때 탐색적 놀이시간은 차이

을 가지고 능동적인 탐색적 놀이를 하였음

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연구결과

을 말해준다. 즉,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한 사

차이가 없었다.

물들은 인과적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쉽게

가설 2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보면 범주

받아들여 탐색을 쉽게 중단하지만 같은 범

명칭이 같거나 다를 경우 탐색적 놀이에 사

주에 속한 사물일 때는 쉽게 중단하지 않고

용된 블록 갯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지만 탐

더욱 적극적으로 탐색했다고 볼 수 있다.

색적 놀이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

가설 1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보면 동일한

은 1개의 블록 당 평균 탐색시간의 차이가

시간 내에 사용한 블록 갯수의 차이는 내용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범주명칭이 다를 때

적 측면에서 적극성의 차이로 결론지을 수

1개의 블록 당 평균 탐색시간이 더 길다는

있다.

것을 의미하는데, 귀납적 추론과 실제 결과

가설 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주의 명칭

사이의 모순을 인정하기 더 쉬운 조건에서

에 따른 블록 갯수별 유아 수는 차이가 있

는 유아들이 새로운 블록에 대한 도전적 탐

었다.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 1개 이하의

색보다 사용한 블록에 대한 의문 해소용 탐

블록만을 자석보드에 붙여본 유아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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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범주의 명칭이 다를 때 1개 이하

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속성형성을 암시하

의 블록만 자석보드에 붙여본 뒤 탐색적 놀

는 과정이 개입된 경우 유아들은 귀납적 추

이를 중단한 유아는 34명중 11명(32.4%)으로

론과 실제 결과 사이의 모순에 대한 의문을

범주의 명칭이 같을 때보다 많았다. 이러한

해소하기 위해 사용한 블록에 대한 의문 해

결과역시 혼란스러운 증거가 있을 때 더 능

소용 탐색에 더 치중했고, 이러한 과정 개

동적으로 탐색한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

입이 없는 경우 도전적 탐색에 더 치중했기

이한다(Schulz & Bonawitz, 2007). 즉, 범주의

때문에 결론적으로 탐색적 놀이시간에는 유

명칭이 같을 때 블록을 전혀 탐색하지 않거

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나 1개만 탐색한 유아는 없었고, 적어도 2

가설 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짜 범주속

개 이상의 블록을 탐색한 유아가 많았다.

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탐색적 놀이에

범주명칭이 다를 때 블록을 전혀 탐색하지

사용한 블록 갯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가짜

않거나 1개만 탐색한 뒤 탐색을 중단한 유

속성형성과정을 개입시켰던 실험 3에서 사

아수가 더 많았다. 이는 범주명칭이 같을

용한 블록 갯수는 실험 1보다 더 적은 것으

때 도전적 탐색을, 범주명칭이 다를 때 의

로 나타났다. 이는 Schulz 외 (2007)의 연구

문 해소용 탐색이 더 많이 이루어졌음을 말

에서 만 4, 5세 유아들도 인과적 연결고리

해준다.

를 구별하는 조건적 개입 원리를 사용한다

. 가설 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가짜

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속성형성과정이 개입되었을 때와 개입이 없

유아들은 가짜 속성형성과정이 개입되면 개

었을 때 모두 탐색적 놀이시간에는 유의한

입과정이 있어야만 자성이 생긴다고 생각하

차이가 없었다. 유아가 인과관계에 대한 합

기 때문에 속성형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블

리적인 추론을 한다면 범주의 명칭에 따라

록들에 대한 탐색적 놀이를 쉽게 중단하였

탐색적 놀이시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

다. 다시 말하면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이

상했으나 이 또한 실제 결과는 차이가 없었

없었던 실험에 참여한 유아들은 속성형성과

다. 실험 3에서 유아들은 가짜 속성형성과

정이 있어야 자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

정 개입이 없이는 자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기 때문에 자신의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인과관계 추론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순에 의문을 가지고 더욱 능동적인 탐색

블록을 탐색하지 않을 것이므로 놀이시간도

을 했다. Kushnir, Wellman와 Gelman(2008)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설

연구에서도 유아들이 인과적 추론을 위해서

5의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탐색적

개입을 통해 주어지는 단서를 평가하여 놀

놀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예상과 같은 결

이를 제한한다고 밝힌 것을 볼 때 유아들은

과가 나타났지만 놀이시간에는 차이가 없었

개입 시 주어진 범주단서를 평가하여 놀이

다. 가설 5의 연구결과와 관련지어볼 때 가

를 제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명료한 증

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이 있거나 없는 경우

거가 주어졌을 때보다 혼란스러운 증거가

탐색적 놀이시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주어진 경우 탐색적 놀이에 더 많이 참여한

것 역시 1개의 블록 당 평균 탐색시간의 차

다고 주장한 Masnick과 Klahr(2003)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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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Kushnir과

전실험과 본 실험의 범주 명칭의 동일성 여

Gopnik(2007)의 연구에서 유아들은 갈등을

부와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는 탐색적

일으키는 사전의 신념이 있다 하더라도 보

놀이시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

다 정확한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새

째, 사전실험과 본 실험의 범주 명칭이 다

로운 증거를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를 때보다 범주명칭이 같을 때 귀납적 추론

는 본 연구결과의 경우 실험 3의 본 실험에

과 실제 결과사이에 모순이 생기면 의문을

서와 같이 가짜 속성형성과정을 거치지 않

해소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탐색을 시도

으면 자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경우

했다. 셋째, 유아는 가짜 속성형성과정의 개

적극적인 탐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맥

입이 있을 때보다 개입이 없을 때 자신의

락을 달리한다.

추론과 실제 결과사이의 모순이 생기면 의

가설 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범주의 가짜

문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능동적인 탐색을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에 따른 블록 갯수별

시도했다. 이는 탐색적 놀이의 시간적 측면

유아 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실험 1에서는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놀이의 내용적

B 블록세트에서 1개의 블록만 자석보드에

측면에는 영향을 미치므로 범주명칭의 동일

붙여본 유아가 없었지만 실험3에서는 1개

성 여부와 가짜 속성형성과정 개입여부는

이하의 블록을 자석보드에 붙여본 뒤 탐색

탐색적 놀이시간보다 놀이과정의 내용적 측

적 놀이를 중단한 유아가 34명중 7명이었

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다. 이 또한 Schulz 외(2007)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결과의 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만 4, 5세 유아들이 인과적 연결고리를 구

같다. 첫째, 유아교육현장에서는 탐색적 놀

별하는 조건적 개입 원리를 사용한다고 밝

이의 시간적 측면보다는 놀이과정의 내용적

힌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Schulz 외(2008)와

측면에 더 중점을 두고 지도하는 것이 바람

도 같은 맥락이다. 가짜 범주 속성형성과정

직할 것이다. 둘째, 유아가 범주추론과제를

이 개입되었을 때 블록을 전혀 탐색하지 않

수행할 때 이루어지는 탐색적 놀이 관찰은

거나 1개만 붙여본 유아가 많다는 것은 유

개별 유아의 인지적 사고과정을 이해하여

아들이 외부의 조작된 개입으로 속성이 생

인지발달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

겼을 것으로 추론하여 탐색적 놀이에 덜 능

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교

동적이었다는 점을 말해준다. 즉, 외부의 조

사들이 내용적 측면에 더 많은 교육적 의미

작된 개입까지 제시되면 이를 함께 고려하

를 두고, 탐색적 놀이를 지도한다면 인지발

여 추론하게 되므로 귀납적 추론에 영향을

달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쳐서 유아의 탐색적 놀이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2. 결론

3. 제한점 및 제언
첫째, 본 연구는 만 4, 5세 유아만을 대상
으로 하였는데 만 3세 이하 유아의 탐색적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

놀이와 비교 분석해본다면 인지발달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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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지혜련 (1992). 아동놀이이론의 통합을 위한 개념

으로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의 탐

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색적 놀이시간, 블록 갯수, 유아 수 등 양적
측면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질적 측면까지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논집, 6, 23-45.
Bredekamp, S., & Copple, C. (1995). 발달에 적합한
유아교육실제. (강숙현․최미숙 공역). 광주:
전남대 출판부. (원서 1987 출판).

는 탐색적 놀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

Gelman, S. A., & Markman, E. M. (1986). Categories

의 반응, 교사 - 유아 간 상호작용내용까지

and induction in young children, Cognition, 23,

질적 분석을 실시한다면 교육현장에 더욱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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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nik, A., & Sobel, D. M. (2000). Det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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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ategory names and sham intervention
on the preschooler's exploratory play

Myung- Ja Lee ․ Sun- Ju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effects of category names and sham intervention on the
preschooler's exploratory play. For this study, thre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argeting 102 four
and five year old preschoolers enrolled at preschools in D cit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loratory play time according to the
category name. Secon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blocks used by the
preschoolers for exploratory play according to the category name. Third,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hildren by the number of blocks used according to the category name.
Fourt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xploratory play time according to the sham
intervention. Fif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blocks used for the exploratory
play according to the sham intervention. Six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children by the number of blocks used according to the sham intervention. And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tegory name and sham intervention status do not affect the
exploratory play time significantly. Second, when the category name is the same a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inductive inference and actual result, the preschooler tried more active exploration to
solve the inconsistence. Third, when there is no sham intervention and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reschooler's inference and actual result, the child tried more active exploration to solve the
inconsistence. Category name and shame intervention do not affect the time aspect of exploratory
play but affect its content aspec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guide the preschoolers' exploratory play
based on this at preschools.
Key words : category, exploratory play, inductive i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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