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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는데 있고, 연구 대상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2개 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
아 30명으로 실험집단 15명, 통제집단 15명이었다. 연구 도구는 과학적 태도 검사와 문제해결력 검
사를 사용하였고.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집단별 평균 증가 점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
다.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실시하지 않은 통제집단간의 과학적 태도와 문제해결
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문제해결력을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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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과
학과 기술의 산물은 우리의 생활 속 깊은 곳까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현대인에
게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도록 요구한
다.
과학적 소양인을 기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과학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며,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와 자연
현상을 탐구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경우, 이정환(1995)은 유아
기에 과학적 소양이 길러지고 정착되었을 때 과학교육의 기초학습이 효과적으로 수
행될 수 있고 탐구학습과정의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과학적 탐구활동을
통해 유아는 창의력과 문제해결적 사고, 나아가 논리․과학적 사고 능력을 발달시킨다
(Bullock, 1984; Tipps, 1982).
그러므로 유아과학교육에서는 유아들이 직접 관찰, 분류, 측정하고 의사소통의 과
정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탐
구과정을 중요시해야 한다. 현재 유아과학교육의 흐름을 보면, 유아의 정신적 구조
와 구성적 과정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과학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과정을 강조하는 유
아과학교육은 유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학습하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과학적 사건들에
대해 유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검증하고 수정해 나가는가에 의미를 두게
되었다(문미옥, 2003). 또한 우리나라 과학교육과정(교육부, 1998)에서도 문제 해
결 능력의 신장 및 과학 지식 체계와 탐구 방법의 습득을 위하여 암기 중심에서 활
동 중심으로, 상세한 안내에 의한 제한된 활동에서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방된 활동으로 과학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탐구 수업, 활발
한 토의, 적은 인원의 분단 학습을 실시하여 과학탐구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을 인
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교육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유아 과학교육에서도 결과중
심보다는 탐구과정 중심으로 과학 활동을 전개 해 나아갈 때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
과학적 과정기술, 과학적 태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김경아, 2002; 남기
원, 2000; 서윤희, 2003; 원은실, 1997; 이성미, 2002; 장경혜, 1994; 전형미,
2000; 차정미, 2006; 최창숙, 2002)에서 볼 수 있듯이 탐구과정 중심의 과학 활동
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능동적이고 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과학적 과정으로는 관
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이 있다. 조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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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은 실험하기는 모든 과학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과정으로 유아들이
직접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고, Martin(1997)은 실험하기는 다른
변인의 변화를 통해 한 변인이 변화하는 효과를 조사하는 과학적 과정이고, 관찰을
통해 나타난 것, 예측과 추론을 통해 나타난 것을 가지고 해답을 얻기 위하여 과학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실험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험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실험문제를 구성하고, 기대
되는 결과에 대해 예측하고, 실험결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인을 찾아 설
정하며, 실험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게 된다. Chailleˊ와 Britain(1991)은 유아들은 과학자처럼 알려지지 않은 세계
를 이해하려고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도
해 본다고 하였다. Forman과 Fosnot(1982)는 유아가 처음에 갖는 실수적인 아이
디어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결국에는 모순을 느끼고 재구성 즉, 조절에 의해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가정을 만들게 된다고 하였다. 이는 유아가 지식을 구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모순을 통해 재 실험을 하여 자신의 것
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과학자는 하나의 이론이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끊임
없이 실험하고 다양하게 방법을 달리하고 실험하여 하나의 개념을 정립해 나아간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최소한 3번의 시도를 하여 세 번의 각 실험들의 결과가 본질
적으로 같다면, 자료가 합리적이라고 여긴다(Martin, 1997). 그러므로 지식 구성과
실험에 대한 과학자의 자세를 토대로 유아의 실험활동에서는 유아가 자신의 문제에
대해 출발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험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실험하여 결과를 얻
어내고 재 실험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과학 활동 중에서도 실험활동에 관련된 연구와 논의(남기원,
2000; 이문강, 2001; 이성미, 2002; 전형미, 2000)가 되어왔다. 남기원(2000)과
전형미(2000)는 실험구성활동이 미리 계획되어 지거나 짜여진 실험의 과정을 그대
로 재현하는 것이 아닌 교사와 유아가 함께 발견한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확
인하기 위해 실험과정을 구성하여 결론을 추론해 내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때 유아의
과학과정기술, 호기심과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이문강(2001)
은 교사 시범위주 과학 활동보다 소집단을 중심으로 활동자료의 특징을 탐색하고 결
과를 예측하여 유아의 적극적 실험 및 토의로 결론을 내리고 활동에 대해 평가해 보
는 유아주도 탐구 중심활동이 유아의 문제해결력 및 또래관계에 유의한 의미를 보인
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 보여 지는 과학 활동이 실험결과를 바로 확인
할 수 있는 활동 보다는 일정시간이 흐른 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물질의 변화를 보
는 활동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실험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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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에 따라 반복적으로 실험활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일회의 실험활동으로 전개하였
다.
이에 본 연구는 실험활동의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물체의 움직임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아가 실험을 계획하고 예측하여 반복적으로 실험을 전개해 나아가는 탐
구 중심 실험활동을 전개할 때 유아의 과학적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은 경기도 시흥시에 소재한 C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5명과 H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15명이
었다. 실험집단은 유아 15명(남아 8명, 여아 7명)이며, 통제집단은 유아 15명(남아
8명, 여아 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교사는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에
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경력 10년의 본 연구자이며, 통제집단의 교사는 4년
제 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경력 9년의 교사이다. 연구 대상 유아의 사례수와 평
균 연령은 <표 1>과 같다.
(N=30)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사례수와 평균연령
집

단

사례수

성

별

남

여

평균 연령

실험집단

15

8

7

5년 7개월

통제집단

15

8

7

5년 8개월

계

30

16

14

5년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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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연구 도구
1. 과학적 태도 검사
본 연구의 과학적 태도 검사는 유경숙(1999)의 과학적 태도 평가준거를 기초로
이경민(2000)이 제작한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를 서윤희(2003)가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과학적 태도 검사는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
방성, 비판성, 판단유보, 협동성, 끈기성의 9개의 하위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각 하
위 영역은 3개의 문항으로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진다. 각 문항마다 평가 준거가
기술되며, 평가준거에 기초하여 5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구성된다.
2. 문제해결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해결력 검사 도구는 Tegano 등(1989)의 유아 문제 해
결력 검사에 기초하여 안경숙(1992)이 사용하고 장경혜(1994)가 수정, 보완한 검
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 도구는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
찰할 수 있는 실험활동 과제와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지로 구성된다.
문제 해결과정은 문제의 발견 및 진술,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문
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의 3단계로 나누어지며, 이는 다시 6개의 하위 단계로 즉,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흥미도, 문제 설명하기, 자신의 아이
디어 제안, 아이디어 적용,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짓기로 구성된다.

C. 연구 절차
1.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위한 활동 선정
본 연구에서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련문헌 (교육부, 1998; 교육
인적자원부, 2003; 이경우 외, 1999; Forman & Hill, 1980; Kamii & DeVries,
1978; Martin, 1997)을 고찰하였다. 문헌 고찰을 통해 과학교육내용 영역을 포함
한 10개의 과학 활동을 선정하였고, 이 중 유아가 실험활동을 전개해 나아갈 때 사
물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관찰 가능하며, 유아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
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실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변인에 따라 반복적인 활동
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을 고려한 활동을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협의하여 최종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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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학 활동에 8개의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표 2>와 같이 선정하였다.
<표 2>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활동선정
개념

활동명
경사로 높이가 달라요

속도

경사로
활동

크기가 다른 공을 굴려요
경사로 표면이 달라요

무게
중심

목표물
맞추기
활동

같은 경사면이라도 공에 따라 속도는 다르다.
표면의 재질에 따라 원통이 구르는 속도는 다
르다.

한 번에 쓰러뜨려요.

목표물 탑 아래를 길게 세우면 잘 쓰러진다.

어느 부분에 맞출까?

공을 맞추는 위치에 따라 쓰러지는 정도가 다
르다.

튼튼하게 쌓아요.
힘의
크기

활동내용
경사로의 높이가 다름에 따라 원통의 구르는 속
도는 다르다

콩 주머니
발사활동

힘의 크기가 달라요.
받침점이 달라요.

목표물 탑 아래를 겹겹이 쌓으면 튼튼하다.
큰 힘이 주어지면 콩 주머니가 멀리 날아간다.
발사대 길이가 길면 콩 주머니가 멀리 날아간
다.

2. 예비 연구
1) 예비검사 실시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유아의 과학적 태도 검사 도구와 문제해결력 검사도구
의 적절성, 실시 방법, 소요시간 및 문제점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
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본 연구 대상 유아가 아닌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C초등학교병설유
치원에 재원 중인 1학급 만 5세 유아 6명(남아:3명, 여아:3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
자가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2006년 12월 7일(목)에서 12월 8일(금)까지 2일 동
안 대상유아의 유치원 원무실에서, 종일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실시하였다.
예비검사결과, 과학적 태도 검사와 문제해결력 검사에 적절하게 반응하였으며, 검
사별 유아1인당 소요되는 시간은 과학적 태도검사는 약 20분, 문제해결력 검사는
약 12분이었다. 검사 도구 사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예비적용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탐구 중심 실험활동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유아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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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2007년 2월 5일(월)에서
2월 9일(금)까지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이 아닌 만 5세 유아 5명을 대상으로 종일반
자유선택활동시간에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소요 시간은 실험활동에 들어가기 위한 탐색하기에
30-40분, 실험활동 전개는 25-30분, 활동 후 결과를 모으고 결론 내리는 데는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둘째, 탐구 중심 실험활동으로 선정 된 활동은 사물의 반응이 즉각적이고 관찰 가
능하며, 유아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실험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변인에 따라 반복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조건에 적합하
였고 유아들은 실험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셋째,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전개 시 유아들은 활동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
간을 가진 후 유아의 의문점이 실험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연구자는 상호작용과
개입을 적절하게 하였고, 실험활동 시 유의해야 할 변인 통제에 대해 유아들이 인식
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개입을 통해 유아들과 협의 하였다. 또한 실험활동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고려와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 실험활동 진행
의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었다.
3. 연구 보조자 훈련
본 연구의 연구보조자는 대학원에서 유아교육과를 전공하고 유아과학교육 과목을
수강한 교육 경력이 7년인 유치원교사로 하였다. 연구보조자는 연구자와 함께 유아
의 과학적 태도의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7년 4월 23일(월)부터 5월 4일(금)까지 2주간으로 주 1회씩
총 2회 4시간에 걸쳐 연구 보조자의 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 보조자에게 실시한
연구 보조자 훈련 내용은 과학적 태도에 대한 검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연구
(서윤희, 2003; 유경숙, 1999; 이경민, 2000)를 고찰하고, 검사에 대한 실시 방법,
채점․기록방법, 평정방법에 관하여 사전 토의와 협의를 거쳤다. 과학적 태도는 유아
들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에 나타나는 행동을 비디오 녹화하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가 함께 태도를 관찰하여 평정하였다. 연구자와 연구보조자는 유아 3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태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평정상의 모호한 점이나 의문점을 상호 협의
하였다.
보조자 훈련을 실시한 후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검사자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만 5세 유아 3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태도검사를 실시하고 비디오 촬영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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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각각 3명의 유아를 채점하여 신뢰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신뢰도 계수(α)는 .86으로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본 연구
1) 사전검사
본 연구에서 사전검사는 2007년 5월 8일(화)부터 5월 11일(금)까지 4일 동안
과학적 태도 검사와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는 실험집단 유아는 유
치원 교사실에서, 통제집단 유아는 통제집단 종일반 취침실에서 이루어졌다. 과학적
태도 검사는 3명의 유아가 함께 상호작용 하도록 하여 비디오로 촬영한 후 연구자
와 연구보조자가 비디오 분석을 통해 평정하였다. 문제해결력 검사는 연구자가 1명
의 유아에게 활동을 제시한 후 활동과정을 관찰하면서 평가 기준에 따라 바로 실시
하였다.
2) 실험처치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의 처치 일정은 2007년 5월 14일(월)부터 7월 5일(목)까
지 8주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유아 15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 주 4회씩 총 32회
로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실시 시간은 A, B그룹은 하루 일과 중 오
전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C그룹은 종일반 자유선택활동 시간을 이용하였다. 1일 1
그룹의 활동시간은 40-50분 정도 소요되었다. 보조교사가 각 그룹의 활동 시 참여
하지 않는 다른 그룹의 유아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실험집단의 활동 진행 단계는 조형숙(2001), Ebenezer와 Conner(1998),
Kamii와 DeVries(1978), Martin(1997), Sprung과 Campbell(1985)의 문헌 고찰
을 통해,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대학원 박사과정인 유아교육
전공자 1인의 검토를 거쳐 개별탐색하기, 실험문제 정하기, 미리 생각하기, 활동 및
재료계획하기, 실험하기(1차 실험, 반복실험, 재 반복실험), 자료 모으기(1차, 2차,
3차 자료 모으기), 모은 자료 정리하기, 결과정리 및 예측비교하기, 결론내리기로 진
행하였다.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진행단계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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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탐색하기
교사의 질문

탐색 중 유아의 문제제기
실험문제 정하기
미리 생각하기
활동 및 재료계획하기

실험하기

반복실험하기

재 반복 실험하기

1차 자료 모으기

2차 자료 모으기

3차 자료 모으기

모은 자료 정리하기
결과정리 및 예측 비교하기
결론내리기

[그림 1] 탐구 중심 실험활동 진행단계

3) 사후검사
본 연구의 사후검사는 2007년 7월 10일(화)부터 7월 13일(금)까지 4일 동안
실시하였다. 사후검사 방법은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실시하되, 과학적 태도 검사는
활동자료를 다르게 제시하였고 문제해결 검사는 활동내용을 달리하여 실시하였다.
사후검사의 검사자는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과학적 태도 검사는 본 연구자와 연구 보
조자가, 문제해결력 검사는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다.

D.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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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과학적 태도와 문제해결력에 대한 사전검사와 사
후검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 집단별 평균 증가
점수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 처리는 SPSS/WIN 10.0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A. 탐구 중심 실험활동과 유아의 과학적 태도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N=30)

<표 3>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집단 간 차이
과학적 태도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M

M

SD

SD

사전검사

19.89

5.12

19.58

2.82

사후검사

31.67

3.57

25.85

3.20

증가분

11.78

5.31

6.27

2.13

t

*

3.73

*

p< .05
<표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구 중심 실험활동에 따른 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73,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과학적 태도의 구성 요소로 사전 ․ 사후 검사의 평균과 표

준편차와 증가분에 대한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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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0)

<표 4> 유아의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별 집단 간 차이
과학적 태도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
유보

협동성

끈기성

*

p< .05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M

SD

M

SD

사전

2.18

0.79

2.13

0.47

사후

3.54

0.88

2.91

0.49

증가분

1.36

0.79

0.78

0.57

사전

2.31

1.04

2.20

0.60

사후

3.73

0.61

2.85

0.60

증가분

1.42

0.98

0.65

0.54

사전

2.27

0.70

2.29

0.49

사후

3.67

0.86

2.91

0.54

증가분

1.40

1.14

0.62

0.73

사전

2.20

0.72

2.22

0.45

사후

3.58

0.74

3.15

0.55

증가분

1.38

0.75

0.93

0.40

사전

2.33

0.64

2.38

0.42

사후

3.22

0.88

2.84

0.69

증가분

0.89

0.87

0.46

0.73

사전

2.35

0.56

2.27

0.46

사후

3.53

0.68

2.62

0.62

증가분

1.18

0.93

0.35

0.62

사전

2.13

0.87

2.02

0.46

사후

3.29

1.03

2.51

0.50

증가분

1.16

1.31

0.49

0.65

사전

2.15

0.65

2.13

0.41

사후

3.42

0.71

3.25

0.50

증가분

1.27

0.82

1.11

0.48

사전

1.96

0.83

1.87

0.53

사후

3.69

0.58

2.80

0.80

증가분

1.73

1.13

0.93

0.65

t

2.30

*

2.69

*

2.21

*

2.01

*

1.44

2.89

*

1.76

*

0.63

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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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호기심은 실험집단과 통제집

단의 사전 ․ 사후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30,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
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호기심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자진성과 적극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

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69,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자진성과 적
극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솔직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솔직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객관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01,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객관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개방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개방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비판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89,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비판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판단유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

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76,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판단유보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협동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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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기성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2.58,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중 끈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B. 탐구 중심 실험활동과 유아의 문제해결력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한 본 연구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N=30)

<표 5> 유아의 문제 해결력 집단 간 차이
문제해결력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M

SD

M

SD

사전검사

10.20

2.27

9.20

2.67

사후검사

14.26

2.54

10.60

2.32

4.06

1.58

1.40

1.76

증가분

t

4.36

*

*

p< .05
<표 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구 중심 실험활동에 따른 유아의 문제해결력은 실

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4.36,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을 알 수 있다.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발견 및 진술, 문제에 대
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

보기 위하여 사전 ․ 사후 검사 점수의 증가분에 대한 집단 간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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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0)

<표 6> 유아의 문제 해결력의 구성 요소별 집단 간 차이
실험집단(n=15)

통제집단(n=15)

M

SD

M

SD

사전

5.33

1.17

5.13

1.72

사후

7.06

1.38

5.40

1.54

증가분

1.73

1.09

0.26

1.16

사전

3.06

1.33

2.40

1.35

사후

4.86

1.24

3.33

1.11

증가분

1.80

1.08

0.93

1.43

사전

1.80

0.41

1.66

0.61

사후

2.33

0.48

1.86

0.35

증가분

0.53

0.63

0.20

0.56

문제해결력
문제의 발견
및 진술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

t

3.54*

1.86*

1.51

*

p< .05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문제 발견 및 진술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3.54,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 발견 및 진술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86, p< .05).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
다.

유아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 사후 검사의

증가분에 대한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를 향
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및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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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과학적 태도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의 구성 요소
인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서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방성과 협동성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적 탐구 중심 과학교수법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경아(2002)의 연구와 탐구적 과학수업을 받은 집단이 설명식 과
학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과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지선(2003)의 연구
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성주의적 과학 활동이 유아의 과학적 태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박영란, 1999; 서윤희, 2003; 유경숙,
1999)와도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 중 호기심, 자진성과 적극성, 솔직성, 객관
성, 비판성, 판단 유보, 끈기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탐구 중심, 과정 중
심의 선행 연구(김경아, 2002; 김지선, 2003; 최창숙, 200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 수 없는 활동은 올바른 탐구 활동으로 이끌어 질 수 없
음을 보여준다. 호기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가 직접적인 탐구 경험
을 통한 활동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실험구성활동이 유아의 호기
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전형미(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유
아들이 흥미를 가지고 끊임없이 발견하고 탐구하는 과학자(이경우, 이정환, 1995;
이경우, 조부경, 김정준, 1999; Carin & Sund, 1985; Goldhaber, 1992; Holt,
1991; Howe, 1993)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자진성과 적극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에서 선정한 활동이
유아가 행동을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고, 사물의 반응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
고, 사물의 반응이 즉각적인 물리적 지식활동으로 이루어져서 유아가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갖도록 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활동이 유아의 개별 탐색을 통해 유아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도록 한 본 연구
의 실험 전개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유아는 스스로의 의도에 따라 활동을 주도
해 가면 활동과정에서 더욱 몰입하게 되며 이러한 경험이 유아의 학습을 더욱 깊고
넓게 한다는 Osborne과 Wittrock(1983)의 견해는 탐구중심 실험활동이 효과적이
라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솔직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경사로 굴리기와 목표물 맞추기, 콩주머니
발사하기 활동 전반에서 활동을 진행하면서 겪는 인지적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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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안되는 점을 솔직하게 나타내고 활동의 결과를 그대로 기록한 결과라 볼 수
있다.
객관성과 판단 유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탐구 중심 실험활동의 마지막
단계인 결과를 정리하여 예측한 것과 비교하고 실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
리는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이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는 과학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증거를 수집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판단한다는
Gauld(1982)의 견해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끈기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실험 수행과정이 실험하고, 반복
실험하고, 재 반복 실험하기로 이루어졌다. 즉, 1회적인 실험이 아닌 반복적인 실험
을 통해, 유아는 실험 도중 실패했을 때 반복하여 실험 결과를 찾으려는 태도인 끈
기성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유아들은 알려지지 않은 세계에 대
해 이해하려고 과학자처럼 계속 실험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시도하
다가 실험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때는 혼란스러워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한다
는 Chaille'와 Britain(1991) 견해에 비추어 설명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 중 개방성과 협동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는 것은 구성주의적 과학 활동이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서윤희(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
에서 실시하였던 경사로 굴리기와 목표물 맞추기, 콩주머니 발사하기 활동의 진행과
정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목표물 맞추기 활동에서는 병행놀이로 진행
하여 유아 상호간의 토의하기보다는 개별 탐색에 더 강조를 두었다. 이는 이경민
(2000)의 연구에서 토의하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개방성이 향상된다는 견해와
서윤희(2003)의 연구에서 유아들의 생각과 의문을 또래와 토론하고 의사소통해 가
는 과정에서 개방성이 향상된다는 견해와 맥을 같이 한다. 만약 활동을 진행하면서
실험이 끝날 때마다 그날의 활동에 대해 유아들이 토의를 해 보는 경험을 가지는 등
의 활동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면 개방성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과학적 태도의 구성요소 중 협동성에서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
서 평균이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전반에서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공동작업 등 협동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서 과학 활동뿐만 아니라 과학 활동이외의 활동에서 협동을 강조한 결과라 볼 수 있
다. 유경숙(1999)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유아
의 협동적 태도를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만약 협동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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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히 강조하는 과학 활동을 진행한다면 협동성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이는 유아에게 적극적으로 소집단에서 역할을 주고 토론을 활동
과정으로 넣어 전개한 발생적 탐구 중심 활동(김경아, 2002)이나 구성주의에 기초
한 과학 활동(서윤희, 2003; 이경민, 2000)에서 협동성에 증가를 보이고 유의한 차
이가 보인다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과학적 태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유아들은 탐구 중심 실험활동에
참여하면서 탐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실험결과에 대해 솔직하
게 표현하며 실험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하였다. 또한 실험결과를 미리
생각해보고 반복적인 실험 과정을 통해 실험결과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론을 도출
해 내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태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탐구 중심 실험활동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문제 해결력은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력의 구성 요소
별로, 문제 발견 및 진술과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에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탐구적 과학수업을 받은 집단이 설명식 과학수업을 받은 집단보다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김지선(2003)의 연구와 탐구학습 중심 과학교
수방법을 받은 집단이 전통적인 과학교수방법을 받은 집단보다 유아의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장경혜(1994)의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사와 유아가 함께 문제를 발견하고 발견된 문제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실험
과정을 거쳐 문제에 대한 결론을 추론해 내는 실험 구성활동이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적 있었다는 선행연구들(이성미, 2002; 전형미,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
한 구성주의 이론에 기초한 과학활동(박영란, 1999; 차정미, 2006; 홍기랑, 2000)
이 유아의 문제해결력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이는 유아가 직접 손으로 다루어보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과정 활동에 직접 참여
하는 탐구학습은 유아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구성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Marck와 Methver(1991)의 견해와 탐색의
과정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Johnson(1972)의 견해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고, 유아의 문제해결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환경을 탐색하고 조작해 보는 경
험이 필요하다는 권영례(1992)의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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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문제해결력 중 문제 발견 및 진술과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유아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사시범위주 활동이나 유아탐구
중심의 과학 활동에서도 모두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경험은 하게 된다는 이문
강(200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탐구 중심의 실험활동을 경
험한 실험집단은 유아들 스스로 준비된 자료를 갖고 충분한 개별 탐색을 통해 문제
를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호기심과 의문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
을 적용해 보고, 실험활동의 결과를 모으고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갖는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과학영역에서 생활주제별로 정해진 과학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결
론을 유아 나름대로 내리고 활동을 마무리 하는 경험은 이루어 졌으나 교사가 사전
에 문제를 제시하고, 적용과정이나 활동방법을 미리 알려주었으므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
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
본 연구에서 탐구 중심 실험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문제해결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실험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유아는 자료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반복 적
용해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여 진
다. 이는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가 과학적인 문제를 더 많이 발견하고, 과학적
으로 적절한 용어로 진술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보
고 직접 실천하며, 자신이 발견한 방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유아의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중심 실험활동은 유아의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과학
적 태도의 구성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호기심과 자진성과 적
극성, 솔직성, 객관성, 비판성, 판단유보, 끈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개방성
과 협동성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둘째, 탐구 중심 실험활동은 유아의 문제해결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

해결력의 구성요소에 따라 살펴보면, 탐구 중심 실험활동이 문제의 발견 및 진술과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문제해결에 대
한 결론짓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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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Inquiry - Oriented Experiment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s and Problem-Solving Ability
Li, Yun-Jin
An, Hye-S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ducational effect of the inquiry
-

oriented

experimental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30

of

a

five-year-old child from two of annexed kindergartens to Elementary Schools
in Siheung, Gyeonggi. The 15 children

from one kindergarten were put in

Experimental Group and the rest of children from the other were put in
Control Group for the study.
Measuring tools for this study included a scientific attitude test and a
problem-solving ability test. To verify the result of the study, t-verification
method was used for calculating the incremental mean of two groups.
There was an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of experimental and
control in scientific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problem-solving ability. This
showed the inquiry-oriented experimental activities had positive effects on
young children's scientific attitude and young children's problem-solving 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