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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유아의 구성놀이 학습주기에 따른 유아의
지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

안경숙*

본 연구의 목적은 쌓기 놀이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구성놀이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주기에 따라 유아의 지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고
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만 5세 유아 6명과 교사 1명이었고, 참여관찰과 교사면담의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
다. 연구 결과에 따른 결론은 구성놀이에서의 중요한 지식구성의 요소인 변형적 사고는
인식, 탐색의 주기를 거쳐 탐구의 주기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역할
은 환경제공자의 역할, 비계설정자의 역할, 반성적 사고자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비계설정자의 역할과 반성적 사고의 역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key words) : 구성놀이(constructive play)
학습주기(learning cycle)
변형적 사고(transformative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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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놀이는 유아들에게 있어 가장 본능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의 하나로 유아는 여러 가지 사물
을 가지고 놀이를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신은수, 김명순, 신동주, 이종
희, 최석란, 2002; Hoorn, Nourot, Scales & Alward, 2003). 그러나 모든 놀이가 유아의 능동적
지식구성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복적이고 산만하여 내용이 없는 단순한 놀이보다
는 유아가 놀이할 수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가지고 탐색과 탐구가 가능한 구성놀
이(constructive play)를 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할 수 있다.
현대유아교육의 경향은 구성주의 이론을 강조하는데(DeVries & Kohlberg, 1990; Forman,
1993),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 원리는 반성적 추상(reflective abstraction)과 정신적 조작(minds-on)
에 있다. 추상이란 어떤 대상이나 대상에 대한 행동으로부터 지식을 추출하는 작용을 의미
한다. 환경 내 대상에 대한 관찰이나 조작(hands-on) 등의 직접적인 작용을 통하여 외적 요소
로부터 지식을 구성하는 형태를 경험적 추상(empirical abstraction)이라 볼 수 있고, 행동을 통
합하여 정신적 조작을 통해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반성적 추상으로 볼 수 있다(Piaget,
1977). 반성적 추상으로 인하여 정보가 주관적으로 해석되고,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표상
이 내면화되어 지식이 구성된다. 이러한 반성적 추상은 유아를 지시적으로 가르칠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으며, 유아가 놀이를 통해 다양한 사물을 손으로 조작하여 탐색하고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조작이 이루어질 때 촉진 될 수 있다(Brown & Champion, 1997).
구성놀이는 실제로 유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놀이로서(구현희, 이종희, 1996), 블록이나 공
과 같은 사물을 가지고 구성놀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감각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
니라, 정신적 조작이 동시에 작용되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놀이이다(Wellhousen & Kieff, 2001). 유아는 구성놀이의 과정에서 우연한 학습(learning encounter)
을 하게 되는데, 이때 능동적 지식 구성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인 일치(correspondences)와 변형
(transformation)에 대해 다루게 된다. 일치와 변형이란 유아들이 구성놀이를 함으로써 놀이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사물의 동일성과 동등성의 개념, 관점의 변화를 이해하게 되고, 사물의
움직임을 표상하고, 기능적 관계를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Forman & Hill, 1984). 이와
같은 일치와 변형적 사고에 대한 지식구성은 유아의 학습주기에 따라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다. 유아의 학습주기(learning cycle)는 인식, 탐색, 탐구 및 적용의 과정으로 순환되는데, 구성
놀이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아가 놀이의 여러 가지 매개 변수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을 하고,
각 매개 변수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여 탐구의 과정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식을 구성하게 된
다. 또한 활용의 단계에서는 구성된 지식을 이용하여 일반화하기 시작한다(안경숙, 2003;
Bredekamp & Rosegrant, 1995). 구성놀이의 과정에서 학습주기에 따라 일치와 변형에 대한
지식이 능동적으로 구성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Forman(1993)은 기
본적으로 교사가 다양한 매체를 제공하여 행동적 조작과 정신적 조작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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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고 물리적 변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제공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아는 교사와의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해가기 때문에
교사의 비계설정의 역할이 중요하다(Bodrova & Leong, 1996; Berk & Winsler, 1995).
이와 같이 구성놀이에서의 유아의 능동적 지식구성의 중요성에 비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사회극놀이와 상상놀이에 편중되어있고 구성놀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형편이다. 또
한 그동안 구성놀이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들도 블록놀이를 중심으로 한 구성놀이의 발달 패
턴과 사회적 행동 등에 대한 연구들(Johnson, Christie, & Yawkey, 1987; Robenson, 1991; 구현아,
이종희, 1996; 윤은미, 1998; 이재선, 1990)이 주로 이루어졌고, 구성놀이에서 중요한 변형적
사고를 통한 지식구성과정 및 교사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쌓기 놀이 영역에서 블록과 사물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구성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습주기에 따라 유아의 지식구성의 변화 과정과 교사의 역할이 어
떠한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구성놀이의 교육적 의미와 학습주기
유아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 능동적인 존재이며,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지식을 구성해갈 수 있다(이종희, 1995; Chaille & Britain, 1997). 구성놀이는 유아의 능동적 지
식 구성을 돕고 물체의 변형을 통해 개념과 표상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적으로 가
치가 높은 놀이이다. 구성놀이는 의미있는 학습을 위한 놀이로 유아의 기술 발달과 사고 발
달을 증진시키며, 유아 자신이 스스로 구성해가면서 유아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안적
인 방법을 창조하는 놀이이다(Forman & Hill, 1984).
유아들은 쌓기 놀이 영역에서 여러 가지 블록들과 널빤지, 자동차 등과 같은 놀잇감을 가
지고 구성놀이를 할 때 발달적으로 적합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성장을 위한 기회
를 갖게 된다(Marxen, 1996). 또한 다른 친구들과 협동하고 연합하거나 교사와 상호작용함으
로서 자기들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볼 수 있고, 서로의 사고를 공유하면서 다른 관점에서 여
러 상황 등과 문제들을 볼 수 있게 되어 사회적, 정서적 발달이 증진된다. 또한 구성놀이는
유아 개개인의 발달 속도에 맞게 놀이를 하며,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개방적인 활동으로 유
아가 물리적, 사회적 세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Forman & Hill, 1984). 이러한
구성놀이 과정에서 유아는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 유아 스스로 창안한 구성
놀이는 유아가 우연히 접하게 되는 학습의 두가지 측면, 즉 일치(correspondences)와 변형
(transformation)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교사가 특별히 고안한 활동이나 게임의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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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놀이를 지원해주는 환경과 놀이에서 일어나는 학습주기에 민감한 교
사의 도움을 받아 유아 스스로 자발적인 구성놀이를 할 때 동등성과 동일성을 형성하고, 관
점의 변화를 이해하고 움직임을 표상하여 기능적 관계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유아의 학습주기(learning cycle)는 유아가 놀이하는 과정에서 인식(awareness), 탐색(exploration),
탐구(inquiry), 활용(utilization)의 순서로 학습하는 주기를 의미한다(Bredekamp & Rosegrant,
1995). 유아의 학습주기(learning cycle)는 인식, 탐색, 탐구 및 활용의 과정으로 순환되는데, 인
식의 단계에서는 유아가 학습의 매개 변수에 대해 광범위한 인식을 한다. 탐색의 단계에서
는 학습의 매개 변수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고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구성한다. 탐구의 단계
에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시험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객관적 현실에 비추어
비교하여 지식을 구성한다. 활용의 단계에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적용하여 일반화하기 시
작한다(안경숙, 2003; Bredekamp & Rosegrant, 1995; Kilmer & Hofman, 1995). 이와 같은 학습주
기는 구성놀이의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학습 주기에 따라 유아의 지식구성과 문제해결 방
향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놀이 과정에서의 학습주기를 잘 파악하여 유아의 능
동적 지식 구성을 이끌어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아의 지적발달과 신체발달, 사회적, 정서
적 발달을 증진시키고, 문제해결 기술을 자극하고 주도성 및 자율성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2. 구성놀이에서의 유아의 능동적 지식 구성의 두가지 측면: 일치와 변형
Forman과 Hill(1984)은 유아의 사고와 지식의 구성은 우연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구성놀이를
통해 유아 자신이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유아는 구성놀이를 하면서 우연적으로 발생한
학습 상황에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는데, 이때 일치와 변형의 두가지 측면을 다루게 된다.
일치란 현재 일어난 사건이 이전의 익숙한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 혹은 같은지를 알아내는
것이며, 변형은 어떤 사건이 이전의 익숙한 사건과 다르거나 유사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되
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즉, 유아가 대상의 변화에 대해 상상을 통해 재구성하거나 대상
을 변화시키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일치와 변형의 측면에는 동일성(identity)과 동질성
(equivalence)에 대한 지식과 상호 관계에서의 변형(transformation)에 대한 지식, 움직임의 표상
(repregentation)에 대한 지식, 인과 관계의 구성에 대한 지식 등 네가지 형태의 유형이 포함되
어진다. 동일성과 동질성은 유아가 주변 세계의 사람, 사물, 사건 등의 기본적인 유사점을
발견할 때 발생하는 학습의 유형이며, 전에 보았던 것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할 때 일어난다. 동일성은 동일한 한가지 사물의 다른 상태, 또는 동일한 한가지 사물이 다
른 용도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동질성은 다른 두가지 사물이 같은 상태로 사
용되거나 두가지 사물이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일치는 동일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두가지 사물이나 사건의 비교와 대조를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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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간의 비교와 대조를 통한 변별만으로는 일상생활의 상호 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는데, 변형은 유아가 물체의 상태
를 바꾸어 보는 개념으로 유아가 일상생활 중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은 단순히 사물들의 비교
나 대조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변형적 사고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움직임의 표상에 대
한 지식은 움직임의 연속성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표상하게 하여 지식의 구성을 도울
수 있다. 유아의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은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사물과 사건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알게 됨으로써 쉽게 구성될 수 있다(Brown & Campione, 1997).
Kamii와 DeVries(1993), Forman과 Hill(1984)은 유아가 물리적 세계에서 변형적 사고와 표상
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유아가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 다
루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주제는 일반적으로 힘과 운동

바퀴

기

계와 도구 등과 관련지어 다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유아가 자유롭게 쌓기 놀
이 영역에서 여러 가지 블록들과 움직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자발적인 구성
놀이를 하는 것은 일치와 변형에 대한 지식 구성에 아주 유용하다. 유아가 여러 가지 사물
을 이용하여 물체를 움직여보는 활동은 유아가 사물의 움직임을 직접 관찰하여 사물의 움직
임과 유아의 행동 간의 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Chaille & Britain,
1991; Kamii & DeVries, 1993). Forman과 Kuschner(1984)는 물체를 움직여보는 구성놀이 과정은
하나의 물체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김으로서 변형적 사고나 그 사고과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쌓기 놀이 영역에서 유아가 여러 가지 블록들과 자동차나 공
같은 움직일 수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은 사물의 움직임과 유아의 행동간의 관
계를 모색하도록 하면서 하나의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겨짐으로서 일어나는 변
형적 사고를 촉진시킨다(Forman & Kuschner, 1984). 또한 구성놀이의 과정에서 A가 B로 되어
가는 중간과정, 즉 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Forman & Hill, 1984). 표상의 형식
에는 말이나 글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상, 그림으로 나타내는 표상, 신체로 나타내는 동작적
표상 등이 있는데, 유아는 구성놀이의 과정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발견한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 자신의 사고를 재검토(re-visiting)함으로써 반성적
사고(reflectiive thinking)를 하도록 이끌어 주게 된다. 반성적 사고는 인지 심리학의 분야에서
상위 인지의 개념으로 그 교육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Schon, 1993). 특히 구성놀이에서는
물체가 움직이는 경로를 마음속에 표상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구성주의 이론의
핵심원리가 교수 형식이 아닌 반성적 추상에 있기 때문이다. 유아는 반성적 추상으로 인하
여 정보를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개인적인 의미를 가지며 표상을 내면화하여 지식을 구성한
다. 표상은 구성놀이에서 사용한 물체들에 관한 지식의 표현이며, 지식의 축적에 의하여 향
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유아들의 개념이나 사고의 변화를 밝힐 수 있는 매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성놀이의 과정에서 움직임의 표상을 용이하
게 하는 여러 가지 사물들을 통해 움직임에 대한 물리적인 흔적을 만들도록 환경을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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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필요가 있다.

3. 구성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의 중요성
놀이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유아의 놀이의 질에 대한 결정적 요인으로 매우 중요하다
(Elicker & Fortner-Wood, 1995). 일반적으로 유아 교사는 유아가 주변세계를 마음껏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주는 역할, 유아의 놀이와 활동을 촉진시키고 확장시켜주는
안내자의 역할, 유아를 관찰하고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 놀이의 참가자로서의 상호작용 역
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Kontos, Wilcox-Herzog, 1997). 이러한 교사의 역할 등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구성놀이는 다른 놀이와는 달리 유아의 일치와 변형에
대한 지식구성을 도울 수 있는 지원적인 환경제공과 유아 혼자서 탐색놀이를 하는 것에서
더 높은 지식 구성의 수준으로 아나가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Marxen, 1996). Forman(1993)
은 구성놀이에서는 유아가 쉽게 변형을 할 수 있으면서 쉽게 표상할 수 있는 물리적 속성을
지닌 매체들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Vygotsky는 놀이하는 동안 행위로부
터 의미를 정신적으로 변형해내는 주축점으로서 사물이나 사람이 사용되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최경애, 1998). 유아가 상징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램과 매체의 변환적 성질간의 관계성
은 유아에게 매체를 변형시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제공하므로
교사는 변형과 표상을 이끄는 다양한 매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즉, 교사가 변형과 표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매체를 제공해주는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구성놀이가 일어
날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구성놀이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지만 유아 스스로 그러한 환경
에서 구성놀이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된 자료들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말아야한다(Forman & Hill, 1984).
교사의 적절한 환경 제공으로 유아의 구성놀이가 일어날 수 있으나 지식이란 발달 수준에
따라 변하는 정신적 활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아가 손으로 조작하는 경험적 추상보다는 그
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반성적 추상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구성놀이과정에서 유아의
반성적 추상이 일어나도록 갈등을 유도하는 질문과 학습주기를 고려한 비계설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비계설정(scaffolding)은 교사가 도전적 활동을 준비하여 유아가 현재의 발달수
준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교수 유형이다. Forman과 Hill(1984)은 유아가 주변 세
계의 사물과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만으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아
니라 사물의 변화와 움직임을 스스로 변형시켜보고, 변형시킨 것을 표상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이 구성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유아들이 사물의 움직임의 변형과정을
잘 관찰하고 인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표상하도록 놀이를 통한 우연적인
학습 상황을 제공해주고 적절한 비계설정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유아에게 적절한 비계설
정을 위해서 교사는 일차적으로 놀이에서의 유아의 근접발달지대를 파악해야한다.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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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통해 유아의 사전 개념이나 지식에 대한 근접 발달 지대를 평가한 후 유아에게 새로
운 자료를 제공해주면서 좀더 확장된 탐색 놀이를 통해 좀더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요
약하기, 명료화하기, 예측하기 등의 인지적 전략을 사용하여 비계설정을 해야 한다. 비계설
정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놀이의 참여자들이 유아의 근접발달지대에
있는 상황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얻기 위해 협의하고 타협하는 것이다(Berk & Winsler, 1995).
그러므로 교사는 구성놀이에 참여하고 있는 유아들이 서로의 의견에 대해 서로 타협하고 협
의하도록 이끌어야한다. 협동하는 동안 민감하고 유연한 보조를 제공하고, 유아의 표상적이
고 전략적인 사고를 육성해줄 수 있는 질문을 하여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움직임
으로서 변형적 사고나 그 과정을 촉진시키고 물체의 움직임과 목적물과의 관계를 표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Howe, 1996).
이상과 같은 교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과정이 중요하다
사실 가장 훌륭한 교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과 유아의 학습 양식에 적합한 방법을 계속적
으로 모색하는 교사의 반성(reflection)에 근거한다(Beriner, 1992). 교사는 유아의 구성놀이를 관
찰하면서 어떻게 비계설정을 해줄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고하고, 그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비계설정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복잡한 구성놀이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에 대해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완벽한 전문적 지식은 없으며, 최대한 유아의 지식구성을
이끌 수 있도록 비계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반성적 사고과정이 필수적이다(Floden &
Clark, 1992; Pollard & Tann, 1993). Newmann(1996)은 교사가 교실 상황 중에서 계속해서 사고
하면서 행동해야하며 유아들의 놀이과정을 관찰하고 자신의 태도를 계속 반성하여 사회적,
심리적으로 유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반성
적 사고의 실천을 위해서는 자신의 학급을 연구하고 그 날 일어난 일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를 쓰거나 동료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교수전략들이 제안되고
있다(박은혜, 1996; Han, 1993; Schon, 1993).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신대방동에 위치한 D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로서 자유선택활동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쌓기 놀이 영역에 참여한 만 5세 유아 6명과 5세 유아의 교사 1명으로 교
사 의 경력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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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절차
1) 참여관찰
본 연구자는 쌓기 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의 구성놀이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 5일 동안 사전
관찰을 하였다. 사전 관찰의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블록들과 자동차 등
과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놀이는 구성놀이의
질을 분석하는데 고려되어야할 준거(신은수 외, 2002)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즉, 하나의 주
제가 오랫동안 계속되는지의 시간, 놀이내용의 풍부성, 놀이 자료의 다양성, 한 주제 안에서
나타나는 행동들의 연계성과 같은 준거를 모두 갖추고 있었으므로 본 연구자는 쌓기 놀이
영역에서 일어나는 유아들의 구성놀이 과정을 연구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자는 D 유치원에
서 오랫동안 연구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유아들과 친숙하여 놀이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것에 유아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 자발적인 구성놀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D 유치원의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1시간 10분이었으며,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구성
놀이 시간은 1회에 평균 30-40분 정도였다. 유아들의 구성놀이 과정은 2003년 9월 8일부터
10월 2일 까지 4주 동안 비디오로 녹화된 후 전사되었다.
2) 교사 면담
본 연구자는 유아들의 구성놀이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내용을 교사와 함께 보면서 유아
들의 놀이 과정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자신이 제시한 자료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으며, 교사는 연구자로부터 구성놀이의 의
미와 질문 방법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구성놀이 진행과정에서의 교사의 반성적 사고 역할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사와의 심층면담
을 3회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구성놀이에 대한 교사의 생각과 반성, 구성놀이와 연
계된 활동의 계획, 자료 제공의 근거, 구성놀이시 교사의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운 점, 구성
놀이 과정에서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 사용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것이었다. 교사와
의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쌓기 놀이 영역의 구성놀이 과정에서 나타난 유아의 지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은 참여
관찰과 교사면담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질적으로 분석되었다. 참여관찰 초기에는 비
디오와 녹음 자료를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하기 시작하였고, 유아들의 활동이 패턴화된 이후
에는 비디오를 보면서 학습주기를 분석하고 학습주기에 따른 유아의 지식구성과 교사의 역
할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기록하면서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분석은 참여
관찰과 교사면담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가 쓴 관찰일지, 교사가 자신의 상호작용을 분석해놓

5세 유아의 구성놀이 학습주기에 따른 유아의 지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 283

은 기록물 등을 참조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전 과정은 Nincoln과 Guba(1985)의 질적 연구 방
법에 기초하였다.

Ⅳ. 결과 및 해석
1. 구성놀이에서 나타난 학습주기와 유아의 지식구성과정
쌓기 놀이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구성놀이의 학습주기는 인식, 탐색, 탐구, 활용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지식구성 과정이 다음과 같이 범주화되어 나타났다.
1) 인식 -쌓기 놀이 영역의 사물들의 기능적인 측면 인식하기
구성놀이 초기에 인식의 학습주기에서 유아들은 공간블록과 유니트 블록을 가지고 도로를
구성하고, 나무 모형을 도로 옆에 가로수처럼 세워 놓은 후 자동차 모형을 도로 위에서 움
직이면서 놀이하였다. 이 단계에서 유아들은 블록을 도로로 변형하였고, 쌓기 놀이 영역에
놓여있는 자동차와 나무 모형을 인식하고 이러한 매체의 기능적인 측면을 인식하여 놀이가
시작되었다.
2) 탐색 -여러 가지 사물들의 움직임에 대한 탐색
쌓기 놀이 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사물들의 기능을 인식하고 놀이하던 유아들은 자동차를
블록 위에서 움직여보면서 자동차의 기능적인 측면을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자동차를 굴려
보면서 자동차의 특성을 파악하려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취하였다. 자동차를 바닥에서 굴리
다가 더 평평한 도로 위에서 더 잘 움직인다는 결과에 주목하면서 자동차를 더 멀리 굴러가
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탐색하였다. 초기에는 자동차를 멀리까지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팔에 힘을 주어 굴리다가 자동차가 뒤집히자 힘을 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유아들은 자동차의 움직임에 대한 계속적인 탐색을 통해 자신의 힘보다는 움직이는 물체 자
체에서 생기는 힘에 의해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행동과의 인
과관계를 고려하였다.
3) 탐구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일치 및 변형에 대한 지식구성
구성놀이의 학습주기가 인식 및 탐색 단계에서 탐구의 단계로 진행되면서 유아들이 물체의
움직임의 일치와 변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하는 행동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잘 움직
이는 물체와 움직이는 조건을 정하기, 움직이는 물체와 길, 목표물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사
물의 기능적인 변형과 의미 변형하기와 같이 크게 3가지 범주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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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움직이는 물체와 움직이는 조건 정하기
유아들은 자동차의 특성을 파악한 후 자동차가 잘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구성하기 시작
하였다. 유아들은 움직이는 물체가 잘 굴러가는 조건들을 탐색하면서 평평한 길보다는 경사
진 곳에서 더 잘 굴러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처음에는 평평한 블록과 경사 블록의 두 가
지 조건에서만 물체를 움직여보다가 점차 경사로의 높이에 따라 움직이는 속도와 거리가 다
름을 발견하고는 경사로의 높이와 속도 및 거리와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경사로의
높이를 조절하기 위해 블록을 5-6높이로 쌓은 후 자동차, 유니트 원기둥 블록, 공, 색연필과
같은 원형의 물체들을 경사로에서 움직여보면서 어느 조건에서 물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
는지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놀이 과정에서 유아들은 자동차, 유니트 원기둥 블록, 공, 색연필
등의 서로 다른 물체를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각각 다른 사물들 간의 동등성에 대한 지식
구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물체의 움직임과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
는 조건들 간의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조건을 일반화하기 시작하였
다. 유아들은 자동차와 유니트 원기둥 블록이 경사로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일
반화시켰다.
(2) 움직이는 물체와 길, 목표물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경사로에서 물체를 움직이는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해서 교사가 나무 모형을 제공해주고
이것을 쓰러뜨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교사의 제안으로 경사로에서 물체를 굴려
보는 놀이에서 목표물을 맞추는 놀이로 확장되어 유아들은 물체의 움직임과 목표물간의 관
계를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목표물 맞추기 놀이의 초기에는 움직이는 물체의 목표지점과 목
표물간의 관계를 거리로 조정하였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였을 때 경사로의 위치를 목표
물체의 지점과 가까이 이동을 시키거나 목표 물체들을 이동시켜서 목표물을 맞추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목표 지점이나 목표물의 위치를 조정하여
거리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다. 유아들은 점차 목표물을 쓰러뜨릴 수 있는 다양한 물체들을
탐색하였으며, 물체들이 경사로에서 떨어지지 않고 잘 굴러가도록 경사로의 옆면을 큰 블록
으로 막아놓고 움직이는 물체의 사고에 의한 힘으로 목표물을 쓰러뜨리기 위해 경사로의 높
이를 조정하였다. 즉, 유아들은 탐구하기의 학습주기 동안 경사로와 물체, 목표물간의 관계
를 동시에 고려하는 정신적 이미지(시각)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3) 사물의 기능적인 변형과 의미 변형하기
물체를 굴려보는 놀이에서 목표물 맞추기 놀이로 확장된 후 유아들은 자동차 모형이나 유
니트 원기둥 블록, 나무 모형, 벽돌 블록의 의미를 변형하여 놀이를 하였다. 즉, 자동차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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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원기둥 블록의 기능은 목표물을 맞추는 도구로 의미를 변형하였으며, 나무 모형과 벽
돌 블록은 목표물로 의미를 변형하였다. 또한 벽돌 블록을 목표물로 변형하면서 블록을 도
미노 형태로 구성하고는 경사로는 비행기 활주로로 의미를 변형하여 도미노 목표물 맞추기
행동을 보여주었다. 두 명의 유아들의 경우 목표물 맞추기 놀이를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물
의 기능적인 측면과 사물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상징놀이로 전환되는 경우
도 있었다. 예를 들면, 목표물로 사용하던 나무 모형을 가로수로 늘어놓고 자동차 모형을 가
지고 놀다가 주차장 놀이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유아들은 사물의 기능적인 변형과
의미 변형에 대한 사고가 형성되어 목표 추구 행동이 더 지속되었으며, 감각적으로 지각되
는 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함께 놀이를 하고 있는 유아들끼리 의미를 구성하고, 구성원 의
미간의 차이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행동을 보여주었다.

2. 구성놀이과정에서의 교사의 역할 분석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구성놀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교사의 역할은 크게 환경제공자, 비계
설정자, 반성적 사고자의 범주로 나타났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교사의 역할이 유아의 학
습주기별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제공자로서의 역할
구성놀이의 인식 및 탐색의 단계에서 교사는 유니트 블록과 크기와 모양이 같은 자동차
모형과 같은 놀잇감을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제공된 자료를 가지고 다양한 행위를 취하면서
지식을 구성해 가는데, 같은 크기와 모양의 자동차를 제공한 것은 한 변인만을 갖고 놀이를
하게 되므로 이러한 자료의 제공은 유아들이 결과의 차이에 대한 원인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도록 한 교사의 의도로 보였다. 탐색의 학습주기에서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개입을 하지
않고 관찰만을 하였다. 관찰한 결과 쌓기 놀이 영역의 카페트가 물체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
는 것으로 판단하고 카페트를 제거해주었으며, 그 결과 유아들은 물체의 움직임의 속도와
거리에 더 많은 흥미를 가지고 놀이를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유아들이 유니트 블록을 이
용하여 도로를 구성하는 것을 관찰한 후에 공간블록과 널빤지를 추가로 제공해주었는데, 이
러한 자료의 제공으로 유아들은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하였고 경사로에서 자동차를 굴려보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놀이를 관찰한 교사는 다시 유니트 원기둥 블록, 공, 휴지 속
대, 빈 우유병과 같은 잘 굴러갈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제공해주어 유아들이 다양한 물체
를 인식하도록 도와주었으며, 탐색 단계에서 나무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자발적인 목
표물 맞추기 놀이 전환을 안내하게 되었다. 또한 탐구 주기에서의 벽돌 블록의 제공은 유아
가 경사로와 물체, 목표물간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교사는
유아의 물리적 경로를 표상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나 매체도 제공해주지 않아 유아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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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일치와 변형뿐만 아니라 표상을 통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유도하지는 못하였다.
2) 비계설정자로서의 역할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구성놀이 과정에서 교사의 비계설정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인식의
학습주기에서 교사는 의도적으로 쌓기 놀이 영역에 오래 머물면서 유아들의 사고 수준을 확
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유아들이 경사로에서 자동차 모형을 굴리는 것을 관찰하
고, 경사로를 높이면 자동차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하여 경사로의 높이와 물체의 움
직이는 속도 및 거리에 대한 유아의 사전 지식 수준을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비
계설정의 역할이 바람직한 비계설정의 역할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유아가 자신의
힘과 자동차의 움직임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여기 있는 자동차 중
어느 것이 가장 멀리 나가니? 라고 질문하거나, 자동차를 멀리 움직이려고 시도하고 있는 과
정에서 이제는 나무 모형을 쓰러뜨려 볼까? 라고 질문을 하여 유아의 학습 주기에 적절한
비계설정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교사가 갖고 있는 지식을 미리 언급하여 유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이 경사로가
이것보다 더 낮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굴리면 더 빨리 가겠지?

이 블록은 더 무거워. 옆으

로 떨어지지 않도록 선생님처럼 굴려봐 와 같이 상호작용하여 유아 스스로 자신들의 사고를
조정해가면서 비교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하였다.
탐구의 학습주기에서 교사는 예측하기, 변인을 고려하도록 안내하기, 모델 보이기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놀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유아들끼리 해결하도록 상호작용하였
다. 이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1 : (쌓기 놀이 영역에서 레고로 만든 자동차를 경사로에서 굴려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유아가 만든 자동차는 경사로 밑으로 굴러가지 않았다)
어, 왜 안 내려가지?
유아2 : 야, 내가 해볼게. 이렇게 밀어봐.(중간까지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
추었다). 진짜, 이것은 잘 안 내려가네.
교사 : 왜 잘 굴러가지 않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유아1 : 너무 무거운가?
유아2 : 아니야. 별로 안 무거워.
교사 : 다른 자동차 모형은 잘 굴러가는데 네가 만든 자동차와 무엇이 다른 것 같니?
유아1 : (두개의 자동차를 비교해본 후) 둘 다 바퀴가 있는데...
교사 : 바퀴의 모양을 잘 살펴보자.
유아1 : 바퀴가 세워져 있지 않네, 누워 있네.
(유아 1과 2는 바퀴 모양을 다시 만들어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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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교사는 유아의 사고 수준을 확인하고 비계설정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유아
의 현재적 발달 수준의 사고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확장되도록 돕는 비계설정의 역할의
수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를 교사면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물체의 움직
임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는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
된 구성놀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역할의 문제점을 고려해볼 때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유아의 학습주기가 활용의 단계까
지 나아가지 못하고 탐구의 주기에서 멈춘 이유를 교사의 역할의 문제점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반성적 사고자로서의 역할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구성놀이 과정에서 교사는 반성적 사고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구성놀이의 초기 인식 및 탐색의 학습
주기에서 관찰할 수 있는 유아들의 행동을 일지 등에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구성놀이에 대
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자자 참여관찰을 하고 비디오로 녹화한 것을 교
사에게 제공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구한 이후 교사의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 또한 교사 면담
과정에서 교사가 궁금해 하던 구성놀이의 의미와 학습주기에 대해 설명해주고 함께 이야기
를 나눈 후 점차 탐구의 학습주기 단계로 나아감에 따라 교사는 유아의 구성놀이에 좀더 관
심을 갖고, 유아를 관찰한 내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지에 기록하기도 하였
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쌓기 놀이 영역에서
자신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간단한 저널을 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교사의 태도가 변화함
에 따라 탐구의 학습주기 단계에서 유아의 사고를 확장하고 격려해주기 위한 상호작용을 하
였다.

Ⅴ.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쌓기 놀이 영역에서의 유아들의 자발적인 구성놀이 과정에서 드러난 유아의 지
식구성과정과 교사의 역할을 학습주기에 기초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아의 구성놀이는 쌓기 놀이 영역에 있는 유니트 블록과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상징놀이
의 형태로 시작되었으며, 학습주기에 따라 점차 경사로와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놀이와
목표물 맞추기 놀이로 확장되었다. 물체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은 물리적 변
형이 일어나는 활동으로 유아가 물리학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형적 사고가 촉진될 수 있는 활동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유아의 변형적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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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및 탐색의 학습주기를 거쳐 탐구의 학습주기에서 발달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탐
구의 학습주기 동안에 유아들은 사물의 기능적인 변형에 주목하고 점차 사물의 기능적인 변
형뿐만 아니라 신체의 변형, 사물의 형태를 다양하게 변형하면서 목표물 맞추기 놀이를 하
여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구성해갔으며, 구성원간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에서 의미 변형에
대한 사고를 확장시켰다. 그러나 유아들의 지식구성과정에서 정신적 조작(minds-on)이 가능하
도록 하는 것은 놀이하고 있는 공동 구성원간의 상호작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유아의 사고가
확장되어 능동적 지식구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는 구성놀이
의 초기에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기능적인 측면을 탐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하고 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비계설정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구성놀이에서 일어나
는 사물의 일치와 변형과 표상에 대한 교사의 이해부족으로 더 이상의 적절한 비계설정 역
할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아를 관찰하여 사고 수준을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작용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유아의 잠재적 발달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최선의
비계설정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계설정의 역할 문제는 교사의 반성
적 사고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은 연구의 결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쌓기 놀이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된 구성놀이에 대해 학습주기에 비
추어서 유아들의 지식구성과정을 분석하였는데, 연구 대상 유아들이 구성놀이에서 중요한
일치와 변형에 대한 지식을 구성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고려
해볼 때 본 연구자는 그 원인이 교육환경과 교사의 역할에 있다고 보았다. 구성놀이의 과정
에서 교사는 유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상적 개념을 의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능동적인 지식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한다. 특히 교사의 역할 중 우선적
으로 환경 제공자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구성놀이에서
중요한 유니트 블록들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공받았다. 만일 연구대상 유아들이 구성놀이
에서 그러한 자료들을 제공받지 못한 환경에 있었다면 능동적인 지식구성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성놀이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변형적 사고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
해서는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제공뿐만 아니라 비계설정의 역할이 수행되어야한다. 본 연구
의 결과를 볼 때 연구 대상 교사는 환경제공자의 역할은 어느 정도 잘 수행하였으나 비계설
정의 역할은 부족한 측면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본 연구자는 구성놀이에 대
한 교사의 지식 및 이해 부족의 문제와 반성적 사고의 문제로 보았다. 교사가 구성놀이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놀이에서 일어나는 유아의 지식구성과정을 알고 유아의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비계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교사는 교실 상황에
서 매 2-3초 간격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자신의 상호
작용과 의사결정이 유아의 지식구성과정의 발달적 성취와 진보에 최선이었는지에 대해 계속
적으로 반성적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바람직한 교수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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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수전략과 방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쌓기 놀이 영역에서 유아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구성놀이는 주로
블록놀이였다. 유아의 놀이가 거의 블록을 사용한 놀이가 주를 이루었던 이유는 블록에 대
한 흥미가 만 4세에서 5세 경에 가장 높아지는 점(Johnson, Christie, & Yawkey, 1987)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록에 대한 흥미가 높은 5세 유아들에게 블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
해줌으로써 블록을 이용한 구성놀이가 확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블록 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경사로와 물체의 움직임과 관련된 놀이, 목표물
맞추기 놀이 등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블록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5세
유아들에게 다양한 블록들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유아들의 자발적인 구성놀이가
이루어지고 더불어 다양한 문제해결 경험과 지식구성의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고 하겠다.
셋째, 쌓기 놀이 영역의 구성놀이에 참여한 유아들은 전 연구기간동안 6명의 유아들 중에
서 여아가 전혀 없었으며, 남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블록을 이용한 구성놀이를 선호하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구성놀이의 학습적 가치와 중요
성을 고려해볼 때 남아뿐만 아니라 여아의 구성놀이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사용 및
관련 연구가 실행되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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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ative study of children's knowledge construction
and teacher's role in constructive play of five year old children

Ahn, KyoungSuk

This study was to seek for children's knowledge construction and teacher's role in constructive play
of five year old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ix children who were engaging constructive
play in the block play area spontaneously and their teacher.
The method of this study were the participant-observation process and deep interviewing with
teac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ldren's transformative thinking of knowledge construction in constructive play developed
during the inquiry of learning cycle.
Second, teacher's role of constructive play process revealed roles of supporting environment,
scaffolding, reflective thing. But the roles of scaffolding and reflective thinking were performed
undesirab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