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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various aspects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and its development by observing a block building activity undertaken by infants and toddlers. The 

subjects comprised 73 young children from between the ages of 12- to 41-months-old. The interviewee 

was individually asked to build “something tall”, making use of 20 block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first, a regular increase by age is seen in congruence, the vertical use of flat blocks, and 

innovative ways of using triangular blocks. Second, many types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processes, such as classification, seriation, spatial relationship and temporal relationship, were shown 

during the block building activities on the part of the 12- to 41-months-olds who took part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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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물을 가지고 하는 놀이는 매우 어린 나이에서

부터 아이들의 활동에 리 나타난다(Morgenthaler, 

2006). 즉, 아주 어린 아들도 보고, 만지고, 냄

새 맡고, 듣고, 맛을 보는 등 자신의 감각으로 주

변 사물을 탐색하는 행동을 보인다(Charlesworth, 

2011). 이후 쥐고, 두드리고, 흔드는 것과 같은 

단순 조작능력이 생기면서 아들은 사물에 

한 보다 다양한 탐색  행동을 나타내게 된다

(Damast, Tamis- Lemonda, & Bormstein, 1996; 

Uzgiris, 1983). 탐색  행동이란 ‘이 사물은 무엇

일까?’라는 의문을 풀기 한 행동으로 새로운 

자극물을 할 때 그 자극물을 만져보고 조작하

여 시험해보는 반응을 의미한다(Hutt, 1971). 탐

색  행동은 1수  수동  , 2수  활동  

조작, 3수  탐색  행동으로 수 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Van Schijndel, Franse, & Raijmakers, 

2010; Van Schijndel, Singer, Van dermaas, & 

Raijmakers, 2010), 3수  탐색  행동이란 극

이고 주의 깊은 조작에 덧붙여 자신의 행동에 

반복(repetition)과 변화(variation)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탐색  행동을 통해 주변의 물

리  환경을 탐색함으로써 아의 발달이 진

될 수 있다(Lee, Lee, Shin, Kwak, & Lee, 2001).

Piaget에 따르면 환경 속에서 탐색  행동을 

통해 얻어지는 사물과 사물의 특성에 한 지식

을 물리  지식이라고 한다. Piaget는 그밖에도 

지식을 사회  지식과 논리․수학  지식으로 

구분하 는데(Kamii & DeVries, 1993, 1997), 사

회  지식이란 다양한 사회  상황에서 지켜야

할 규칙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의 유형이

다. 논리․수학  지식이란 정보를 조직하고 세

상을 이해하기 해 각 개인이 구성하는 계성

을 포함한 지식이다(Charlesworth, 2011). 물리  

지식과 사회  지식이 모두 개인의 바깥에 그 근

원이 있는 반면, 논리․수학  지식은 개인의 머

릿속에서 정신  계에 의해 구성된다. 이와 같

이 물리  지식과 논리․수학  지식은 그 근원

에 따라 구분되지만, 사실 두 지식은 서로 향

을 주고받으며 함께 발달한다(Kamii, Miyakawa, 

& Kato, 2007). 를 들어 네모블록의 모양(물리

 지식)을 인식하기 해서는 네모모양을 다른 

모양과 구별(논리․수학  지식)할 수 있어야 한

다. 반 로 네모블록이 세모블록과 다르다(논

리․수학  지식)는 것을 인식하기 해서는 각 

모양블록의 특성(물리  지식)을 이해하고 있어

야 가능하다. 이와 같이 논리․수학  지식은 물

리  지식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이 게 얻은 

새로운 물리  지식은 논리․수학  지식을 더 

정교하게 만든다(Kamii et al., 2007). 

이러한 Piaget의 지식의 에 근거하여 Kamii

와 DeVries(1993)는 물리  경험을 바탕으로 논

리ㆍ수학  지식을 구성하도록 돕는 물리  지

식 활동 로그램을 제시하 다. 좋은 물리  지

식 활동이란 유아 자신이 행 를 통해 사물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자신이 사물에 한 행

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하며, 나타나는 사물의 

반응이 찰가능하고 즉각 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물리  지식 그 차제가 아닌 정신  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 물리  

지식 활동의 목 이다. Kamii와 DeVries(1993)

가 제시한 물리  지식 활동에도 본 연구에서 

용한 것과 같은 블록 쌓기 활동이 제시되어 있는

데, ‘분류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 

탁월한 물리  지식 활동’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한편 Kamii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Kamii & 

DeVries, 1993, 1997; Kamii & Kato, 2006; Kamii, 

Miyakawa, & Kato, 2004; Kamii, Rummelsburg, 

& Kari, 2005; Miyakawa, Kamii, & Nagahi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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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논리․수학  지식의 유형을 분류, 서

열화, 수를 포함하는 논리ㆍ산술  지식과 공간

 계와 시간  계를 포함하는 시ㆍ공간  

지식으로 구분하고 있다(Shin, Kim, & Lee, 

2014). 를 들어 한 바구니에서 다른 바구니로 

색깔 공을 옮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씩 공을 

세어보거나(수), 공의 크기가 다른 경우 가장 큰 

공부터 작은 공의 순서 로 옳길 수도 있으며

(서열화), 공을 색깔별로 담아보거나(분류), 공

을 한 개씩 옮기지 않고 한꺼번에 쏟아 으로

써 시간  계(한 개씩 나르는 것보다 시간이 

게 걸린다)와 공간  계(바구니를 거꾸로 

들어야 공이 쏟아진다)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러

한 구분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블록 

쌓기 활동에는 분류, 서열화, 수, 공간  계, 

시간  계 등의 논리․수학  사고가 포함된

다(Kamii et al., 2004). 

최근까지 블록 쌓기 활동 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분 3세 이상의 유아들을 상으

로 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의해 계획된 쌓기 놀

이 로그램을 용하여 주어진 결과(지도표상

능력, 공간조망능력, 공간시각화능력, 추론능력, 

수학  능력, 창의  문제해결력 등)를 알아보

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Kim, 2011; Kim 

& Cho, 2013; Choi, Ahn, & Yim, 2012; Lee, 

2010; Lee & Cho, 2012). 즉, 쌓기 활동 과정에

서 유아들이 스스로 구성하는 지식의 양상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행

히 최근 국내에서 쌓기 활동과 련하여 아를 

상으로 블록놀이의 내용  특징을 알아보는 

질  연구(Kim & Lee, 2013)가 진행되어 블록

놀이에서 나타난 놀이의 내용으로 몸놀이, 가상

놀이, 짓기놀이, 부수기놀이 등의 유형이 나타

났음을 밝혔고, 쌓기놀이에서 나타나는 2세 

아의 비형식  수학 경험에 한 연구(Lim & 

Lee, 2013)를 통해 쌓기놀이에서 수세기, 공간

과 도형 개념 인식하기, 물체의 속성 비교하기, 

단순분류하기, 간단한 규칙성 만들기 등의 수학 

경험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 아의 

논리․수학  사고 발달과 련해서는 습 화 

과제를 통해 단순한 사물이 공간  계의 범주

화에 유리한 지 알아본 연구(Park, Casasola, & 

Kim, 2012)에서 14개월의 어린 아들도 사물

과 사물 사이에 나타나는 공간  계( )를 인

식하고 범주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Kamii 등(2004)은 1-4세 유아들을 상

으로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징  행동

들과 연령별 논리․수학  사고를 분석하 다. 

그 결과 공간  계, 분류, 일치성, 시간  

계 등 다양한 논리․수학  사고가 나타났고 연

령 증가에 따라 변화됨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아를 상으로 하는 연구들은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그 행동에서 유아들이 구성

하는 기 지식  어린 아들의 계  사고

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다면 어린 아들이 구성하는 지식을 연

구하는 목 이 무엇인가? Schwartz와 Copeland 

(2013)는 교사가 교과 내용에 한 유창성을 가

지고 있을 때 유아의 놀이와 흥미를 최 한 확

장해  수 있다고 하 다. 유아뿐 아니라 아

들도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감각  탐색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는 을 고려할 때, 아를 한 

교육 활동에서도 교사가 그 활동에 내포되어 있

는 교육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교사만이 아들을 한 교육활동을 그

 ‘재미있었던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극 인 

조작과 다양한 탐색이 지속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아를 한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으로는 2013년 1월 개정 고시된 제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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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표 보육과정이 있다. 표 보육과정은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 계, 술경

험, 자연탐구 등의 6개 역으로 구성되는데 블

록 쌓기와 같은 물리  지식 활동은 주로 자연탐

구 역과 련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자연탐

구 역은 아들이 다양한 감각과 호기심으로 

주변 사물과 자연환경을 능동 으로 탐색하여 

그 특징을 인식함으로써 다양한 사물과 상에

서 나타나는 차이에 심을 가지고, 같고 다름에 

따라 구분해보고, 수량을 인식하며 나아가 규칙

성에 심을 가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표 보육과정은 내용 지식과 탐구 기

술을 포함하고 있지만 매우 포 이어서 교육

장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야하는 교사들

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유아교육 장의 

아반 교실은 어느 곳이나 쌓기 역을 마련하고 

다양한 종류의 블록과 블록 쌓기 활동을 제공하

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구성되는 교육 내용으로써 

지식은 구체 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이러한 장의 문제 과 최근 아 연구의 

동향을 고려할 때 유아들이 블록 쌓기 활동에

서 얻게 되는 교육 내용을 성인 입장이 아닌 

유아의 입장에서 어떠한 지 검토해 으로써 의

미 있는 교육 내용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아들이 블록 쌓기 활

동을 통해 구성하는 내용 지식을 탐색하기 하

여 물리  지식 활동으로써 블록 쌓기 활동을 

용하고 활동 에 나타나는 물리  경험과 논

리․수학  사고를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만0세반∼만2세반 

유아에게 블록을 높이 쌓아보는 활동을 안내

하고 이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특징 인 

쌓기 행동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논

리․수학  사고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블록 쌓기 활동에서 일치성으로 

본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

리․수학  사고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블록 쌓기 활동에서 flat블록의 

수직 사용을 통해 본 만 0, 1, 2

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

고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블록 쌓기 활동에서 삼각형블록

의 사용 방법을 통해 본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

고는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연구 상

본 연구는 서울 종로구에 치한 P어린이집과 

경기도 고양시에 치한 G어린이집 만 0, 1, 2세

반 유아 73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 

유아는 선행연구들(Kamii et al., 2004; Kamii et 

al., 2007; Kang & Lee, 2008; Miyakawa et al., 

2005)이 체로 유아를 연령 는 6개월 간격

으로 구분하 다는 것에 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6개월 간격을 용하 다. 이에 따라 연구 

상은 12∼17개월 10명, 18∼23개월 16명, 24∼

29개월 14명, 30∼35개월 15명, 36∼41개월 18

명으로 구성된다. 

2.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논리ㆍ수학  사고를 알아보기 해 

Kamii 등(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블록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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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imemsions Quantity No. Dimemsions Quantity

1  5cm×5cm×15cm 2 6 5cm×2.5cm×5cm 2

2
  

5cm×5cm×5cm 4 7 10cm×5cm×10cm 1

3  5cm×2.5cm×15cm 2 8 Half of 2 2

4  5cm×2.5cm×10cm 2 9 Half of 7 2

5   
diameter5cm 

height5cm 
1 10 Half of 1 2

<Figure 1> The blocks used in the activity

활동을 용하 다. 한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논리ㆍ수학  사고가 어떠

한 지를 분석하기 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특

징 인 행동 크게 3범주에 기 하여 하  범주

를 블록의 면 면 일치 정도, flat블록 수직 사

용 개수, 삼각형블록의 사용 유무 등에 따라 각 

3수 , 4수 , 5수 으로 세분화하고 논리․수

학  사고 유형을 포함하여 구체 인 분석 기

을 마련하 다. 

1)블록 쌓기 활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블록 쌓기 활동 자료는 

총 20개의 나무블록으로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블록 쌓기 활동은 조용한 공간

에서 개별 으로 진행하 다. 연구자는 연구 

상 유아가 실험 장소에 들어오기  활동 자

료를 미리 바닥에 펼쳐 놓아 유아가 쉽게 

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하고 “여기에 뭐가 있

는지 볼까?”, “이 블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라고 말하면서 유아가 블록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유아가 블록을 

쌓는 활동으로 연결시키려 할 때 연구자가 다가

가 “ 는 키가 큰 것(건물, 탑 등)을 만들 수 있

니?”, “선생님은 제가 정말 키가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 궁 해.”, “네가 여기 있는 모든 블

록을 사용해서 네 키만큼 키가 큰 것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 만일 유아가 블록 두

드리기, 블록 늘어놓기 등 쌓기 활동과 련 없

는 활동을 하는 경우, 연구자는 다시 “선생님은 

네가 정말 키가 큰 것을 만들 수 있는 지 궁

해”라고 이야기하며 쌓기 활동을 격려한다. 

유아에 따라 연구자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  블록을 쌓는 시범을 보

이며 “선생님은 네가 선생님 것처럼 키가 큰 것

을 만들 수 있는 지 궁 해”라고 이야기한다. 

단, 시범을 보일 때 지나친 단서 제공이 되지 

않도록 2번 블록만을 사용하여 2-3개 쌓아 올리

는 모습을 보여 다. 한 시범보이기를 마친 

후에는 연구자가 쌓았던 블록을 즉시 내려놓는

다. 연구자는 유아의 활동을 지켜보며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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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에 그만두려고 하거나 블록을 다른 방법

으로 사용하려고 할 때 “지  만든 것보다 더 

키가 크게 만들 수 있겠니?”, “네가 쌓은 블록

을 더 키가 크게 만들기 해 블록을 모두 사용

할 수 있니?”라고 이야기하며 블록을 더 높게 

쌓아보도록 요구한다. 활동 총 시간은 약 10분

으로 한다. 그러나 유아들이 블록 쌓기 활동

에  심을 보이지 않거나, 블록을 더 높게 

쌓아보라는 요구에도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활동 시간을 단축한다. 

본 활동에서 유아들에게 블록을 더 높게 

쌓도록 요구하는 것은 탑을 높게 쌓는 능력을 

보기 해서가 아니라 탑을 높게 쌓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만들어내는 논리․수학  계를 

악하기 해서이다. 

2)논리ㆍ수학  사고 평가 도구

(1) 블록 쌓기 활동의 논리ㆍ수학적 사고 평가 도구 

유아가 나타내는 논리ㆍ수학  사고의 유형

과 수 을 평가하기 해 선행연구(Kamii et al., 

2004)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특징 인 쌓기 행

동 즉, ‘구성물의 일치성’, ‘flat블록의 수직 사용’, 

‘삼각형블록 사용’으로 행동의 범주를 구분하고 

비연구를 통해 하  수 을 세분화하 다. 

먼  일치성(congruence)이란 블록을 안정

으로 쌓기 해 앞서 쌓은 블록의 수평면과 다

음 블록의 닿는 면이 일치되도록 쌓아올리는 것

으로 블록 간의 면 면 일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Kamii et al., 2004)에 

따라 활동자료  5cm블록(2번 , 5번 , 6번

)과 flat블록(1번 , 3번 , 4번

)을 구분하고 5cm블록 는 flat블록을 각

각 3개 이상씩 연이어 쌓은 경우에 한해 일치성

을 고려한 것으로 단하 다. 이에 따라 하

수 을 5cm블록 는 flat블록을 사용하지 않

음, 일치되지 않음, 일치됨으로 세분화하 다. 

다음으로 flat블록의 수직 사용이란 블록을 높

게 쌓기 해 블록의 면  가장 긴 쪽을 수직으

로 세워 쌓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1번 

블록과 3번, 4번 블록을 구분하고 flat블록 수직 

사용 개수에 따라 1번 블록(사용하지 않음, 1개 

수직 사용, 2개 수직 사용), 3번, 4번 블록(사용하

지 않음, 1개 수직 사용, 2개 수직 사용, 3개 수직 

사용, 4개 수직 사용)으로 세분화하 다. 

마지막으로 삼각형블록(8번 , 9번 , 10번

)의 사용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

던 삼각형블록 피하기와 수평 으로 사용하기 

외에 삼각형블록의 특성에 한 이해 없이 무작

로 사용하거나 삼각형블록을 지붕, 받침

( )등으로 사용한 행동을 추가하 다. 이에 

따라 삼각형블록의 사용은 사용하지 않음, 피하

지 않음(특성 이해 없이 사용), 피함, 새로운 방

법(지붕, 수평, 받침 등)으로 세분화하 다. 

연구자들은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특

징  행동 범주와 하  범주에 한 분석 거

를 보다 명확히 하기 해 범주  하  범주별

로 논리ㆍ수학  사고의 유형을 제시하 으며, 

그 자세한 사항은 Table 1, Table 2,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2) 블록 쌓기 활동의 논리수학적 사고 분석 방법

블록 쌓기 활동에서 유아의 논리․수학  

사고의 분석은 각 개별 유아의 활동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한 뒤 3명의 연구자와 3명의 보

조연구자가 각각 비디오를 보고 쌓기 행동의 

범주와 하  범주에 따라 분석하 다. 구체 으

로는 유아들이 블록 쌓기 활동 에 한 번이

라도 특징  행동 범주(구성물의 일치성, flat블

록의 수직 사용, 삼각형블록의 사용)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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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gruence

Category-subcategory Level An example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Congruence

5cm

blocks

No using 0

Not congruent 1 ∙ Spatial relationship ‘on’

Congruent 2

∙ Classification ‘shape’

∙ Classification ‘stackable(usable)’

∙ Number

∙ Seriation

∙ Spatial relationships ‘on’

∙ Spatial relationships ‘down’

∙ Temporal relationships ‘before-after’

∙ Temporal relationships ‘temporal order’

Flat

blocks

No using 0 ∙ Spatial relationship ‘on’ 

Not congruent 1 ∙ Spatial relationship ‘on’ 

Congruent 2

∙ Classification ‘shape’

∙ Classification ‘stackable (usable)’

∙ Number

∙ Spatial relationships ‘on’

∙ Spatial relationships ‘down’ 

∙ Temporal relationships ‘before-after’

∙ Temporal relationships ‘temporal order’

<Table 2> Vertical use of flat blocks

Category-subcategory Level An example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Vertical use 

of 

flat block

Block 1 

 No using 0 ∙ Spatial relationship ‘on’ 

 One 1
∙ Classification ‘shape’ ‘length’

∙ Spatial relationships ‘on’ ‘tall’

 Two all 2

∙ Classification 

∙ Number

∙ Seriation

∙ Spatial relationships ‘congruence’ ‘tall’

∙ Temporal relationships ‘temporal order’

Block 3,

Block 4

 No using 0 ∙ Spatial relationship ‘on’ 

 One 1 ∙ Classification ‘shape’ ‘length’

 Two 2
∙ Classification ‘shape’ ‘length’

∙ Spatial relationships ‘on’ ‘tall’

 Three 3
∙ Classification ‘shape’ ‘length’

∙ Spatial relationships ‘on’ ‘tall’

 Four all 4
∙ Classification ‘shape’ ‘length’

∙ Spatial relationships ‘on’ ‘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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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se of a triangular blocks

Category-subcategory Level An example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Using

triangular 

blocks

 No using 0 ∙ Spatial relationships ‘on’

 No avoidance 1 ∙ Spatial relationships ‘on’

 Avoidance 2 ∙ Classification ‘stackable(usable)-not stackable(not usable)’

 New way 3

∙ Spatial relationships ‘top’

∙ Spatial relationships ‘the two parallel surfaces’

∙ Temporal relationships ‘last’ ‘after’

경우 하  범주를 확인하여 빈도를 구하 다. 

연구자들은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해 복분석을 실시하 는데, 즉 연구자  보

조연구자 2인 이상이 하나의 비디오를 분석하

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경우 연구

자들이 함께 의하여 조정하 고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비디오를 재확인

하여 최종 평가하 다.

3.연구 차

먼  블록 쌓기 활동에서 활동 개 방법의 

성과 교사의 모델링 방법  활동 에 나

타나는 유아의 특징  행동을 확인하기 하

여 만 0, 1, 2세반 유아 각 2명씩 6명을 상

으로 비 연구를 실시하 다. 비 연구에서 

유아들은 교사의 모델링에 따라 반응에 차이

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교사의 모델링 방법을 통

일하는 것으로 활동 내용을 수정하 다. 한 

비연구를 통해 Kamii 등(2004)의 연구에서 

제시된 특징 인 쌓기 행동을 확인하고 하  수

을 보다 세분화한 뒤 논리․수학  사고의 

와 함께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블록 쌓기 활동은 연구 상 유

아가 재원 인 두 곳의 어린이집의 원장인 연

구자 2인과 원감인 보조연구자 1인이 오 , 오

후 자유놀이 시간에 어린이집의 조용한 공간에

서 개별 으로 진행하 다. 유아 1인 당 활동 

시간은 선행연구(Kamii et al., 2004)를 참고하여 

약 10분으로 하 으며, 유아들이 다른 활동에 

흥미를 가지거나 블록 쌓기 활동에  심을 

보이지 않을 때는 활동 시간을 단축하 다. 활

동의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여 유아들이 

나타내는 특징 인 블록 쌓기 행동 범주와 논

리․수학  사고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 다. 

4.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논

리․수학  사고 유형을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각 월령별로 나타나는 쌓기 행동의 빈도를 

산출하고 이를 6개월 단  집단별로 묶어 빈도

와 백분율을 산출한 뒤, 유아가 나타내는 특징

인 사례를 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Ⅲ. 결과분석

1.블록 쌓기 활동에서 일치성으로 본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고

블록 쌓기 활동에서 유아가 만든 블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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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congruence by group N(%)

Subcategory Level

Age(in months) groups
Total

N = 7312-17

N = 10 

18-23

N = 16 

24-29

N = 14 

30-35

N = 15 

36-41

N = 18 

Congruence

5cm

blocks

0 No using 4(40.0) 0 0 0 0 4( 5.5)

1 Not congruent 2(20.0) 7(43.8) 7(50.0) 5(33.3) 1( 5.6) 22(30.1)

2 Congruent 4(40.0) 9(56.3) 7(50.0) 10(66.7) 17(94.4) 47(64.4)

Congruence

flat

blocks

0 No using 3(30.0) 2(12.5) 0 0 0 6( 8.2)

1 Not congruent 6(60.0) 8(50.0) 10(71.4) 10(66.7) 9(50.0) 43(58.9)

2 Congruent 1(10.0) 6(37.5) 4(28.6) 5(33.3) 9(50.0) 24(32.9)

조물의 일치성 수 을 집단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에 의하면, 먼  5cm블록의 일치성 

수 은 12∼17개월(10명)에서 4명(40%)이 5cm

블록을  사용하지 않았고, 2명(20%)이 일

치되지 않게 쌓았으며, 4명(40%)이 일치되게 

쌓았다. 18∼23개월(16명)은 7명(43.8%)이 일치

되지 않게 쌓았고, 9명(56.3%)이 일치되게 쌓았

다. 24∼29개월(14명)에서는 7명(50%)이 일치

되지 않게 쌓았고, 7명(50%)은 일치되게 쌓았

다. 30∼35개월(15명)에서는 5명(33.3%)이 일치

되지 않게 쌓았고, 10명(66.7%)이 일치되게 쌓

았다. 36∼41개월(18명)에서는 1명(5.6%)을 제

외하고 17명(94.4%)이 모두 일치되게 쌓았다. 

다음으로 flat블록의 일치성 정도는 12∼17개

월(10명)에서 3명(30%)이 flat블록을  사용

하지 않았고, 6명(60%)이 일치되지 않게 쌓았

으며, 1명(10%)이 일치되게 쌓았다. 18∼23개월

(16명)에서는 2명(12.5%)이 flat블록을 사용하지 

않았고, 8명(50%)이 일치되지 않게 쌓았으며, 6

명(37.5%)이 일치되게 쌓았다. 24∼29개월(14

명)부터 모든 유아가 flat블록을 사용하 고, 

10명(71.4%)이 일치되지 않게 쌓았으며, 4명

(28.6%)이 일치되게 쌓았다. 30∼35개월(15명)

에서는 10명(66.7%)이 일치되지 않게 쌓았고, 5

명(33.3%)이 일치되게 쌓았다. 36∼41개월(18

명)에서는 9명(50%)이 일치되지 않게 쌓았고, 9

명(50%)이 일치되게 쌓았다. 

이와 같이 블록을 안정 으로 쌓기 해 일치

성을 고려하여 면 면이 일치되도록 쌓는 빈도

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5cm블

록의 경우 체로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

고, 가장 높은 월령인 36∼41개월에서 94.4%까

지 나타났다. 반면 유아들이 차츰 블록을 높게 

쌓는데 심을 보임에 따라 flat블록의 일치성은 

5cm블록에 비해 낮은 수 인 최고 월령 36∼41

개월에서 50%에 그쳤다.

유아가 나타내는 논리․수학  사고를 보

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각 월령별 반응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 의하면 먼  5cm블록(2번 , 5번

, 6번 )의 일치성에서 나타난 특징  사례

는 다음과 같다. 

0수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낸 12개월의 

아는 블록을 비비거나, 두드리거나, 마주 는 

등 블록을 쌓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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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frequency of the congruence by age (in months) (N = 73)

Age

Level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5cm

blocks

0 1 2 1

1 1 1 1 1 3 2 3 3 1 2 1 2 1

2 3 1 2 1 2 4 3 2 1 1 3 1 3 2 1 2 3 1 4 2 5

Age

Level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flat

blocks

0 1 2 1 1

1 1 2 2 1 1 3 1 1 2 4 4 1 1 5 1 1 2 1 1 2 1 1 1 3

2 1 1 1 1 1 2 2 1 1 2 1 1 1 1 1 3 2 2

즉, 0수 의 아는 부분 단순한 한두 가지 

행동을 반복하면서 논리․수학  사고를 나타

내지 못하 고, 2개 블록을 쌓은 16개월 아 1

명만이 먼  쌓은 블록 ‘ ’에 블록을 놓는 공

간  계에 한 이해를 일부 나타내었다. 

1수 (일치되지 않음)은 12개월부터 나타나 

17개월 이후부터 모든 유아가 1수  이상을 

나타내었다. 1수 을 나타낸 아는 각 블록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가까이 손에 잡히는 블록

을 무작 로 선택하여 2∼3개 쌓았다. 특히 

5cm블록을 3개 이상 연속해서 쌓아올리지 못하

고 1∼2개를 쌓다가 다른 블록을 사용하 다. 

외 으로 1수 을 나타낸 40개월의 유아는 

5cm블록이 아닌 flat블록을 가지고 일치된 구성

물을 만들었다. 즉, 1수 의 유아들은 부분 

블록을 쌓기 해 먼  쌓은 블록 ‘ ’에 다음 

블록을 놓아야 한다는 공간  계에 한 이해

를 나타내었지만, 블록이 가진 크기, 모양 등의 

물리  특성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았고 블록 간

의 면  면을 일치시키는 것(공간  계)을 

 고려하지 못하 다. 

2수 (일치됨)은 15개월에 처음 나타나 35개

월부터 부분의 유아가 2수 을 나타내었다. 2

수 을 나타낸 15개월의 아는 블록을 모양별

로 하나씩 쥐어 보고, 두드려본 뒤 쌓기를 시작

하여 여러 블록들 에서 5cm블록만을 골라 5

개까지 쌓았다. 즉, 이 아는 ‘ ’에 쌓는 공간

 계에 한 이해뿐 아니라 여러 블록 에

서 모양에 따라 5cm블록만을 구분하 으며, 

5cm블록을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9개월의 아의 경우 5cm블록

을 모두 사용한 후 더 높게 쌓아보자는 연구자

의 요구에 flat블록이나 삼각형블록을 1-2개 쌓

으려는 시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이 아는 여

러 번의 쌓기 시도에서 부분 5cm블록을 ‘

(먼 )’에, 그밖에 블록을 ‘후(다음)’에 쌓는 일

된 순서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간  계에 

한 이해를 보여주는 라고 할 수 있다. 한 

20개월의 아는 쌓아올린 블록을 손으로 쳐서 

무 뜨리는 행동을 반복하 다. 이 아들은 

‘손으로 치는 행동’이 ‘무 지는 블록’이라는 결

과를 가져왔음(인과 계)을 알고 있었으며, 쌓

아진 블록을 면 블록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공간  계에 한 이해를 나타내고 있었다. 2

수 을 나타낸 유아  24개월, 38개월, 39개

월의 유아는 블록의 개수를 세어가며 쌓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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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쌓은 다음 아래쪽부터 블록의 개수를 세는 

모습을 보 다. 이 과정에서 수세기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유아들은 수량에 한 

심을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었다. 

다음으로 flat블록(1번 , 3번 , 4번

)의 일치성에서 나타난 특징  사례들을 

살펴보면, 

0수 (사용하지 않음)을 나타낸 아  12

개월, 14개월의 아는 블록을 쌓는 데 심을 

보이지 않았고 18개월, 19개월의 아는 flat블

록을 사용하지 않고 5cm블록만을 주로 사용하

다. 즉, 0수  유아  일부는 논리․수학

 사고를 나타내지 않았고 5cm블록을 사용한 

일부는 ‘ ’의 공간  계에 한 사고를 나타

내었다. 

1수 (일치되지 않음)은 12개월에 처음 나타

나 20개월 이후부터 모든 유아가 1수  이상

을 나타내었다. 19개월, 24개월의 아는 5cm

블록을 일치되게 쌓은 반면, flat블록은 3개 이

상 연속해서 쌓아올리지 못하 다. 한 23개

월, 30개월의 아는 flat블록을 수직으로 사용

하면서 블록을 안정되게 쌓는 일치성을 고려하

기보다 ‘높게’ 쌓으려고 노력하 다. 1수 에 

속한 유아들은 블록을 무작 로 사용하거나, 

5cm블록만을 주로 사용하거나, flat블록을 수직

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flat블록의 일치성을 고

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자는 ‘ ’의 

공간  계에 한 사고를 나타냈고, 다음은 

‘쌓기 쉬운 블록(5cm블록)’과 ‘쌓기 어려운 블

록(flat블록 등)’의 분류, 5cm블록을 항상 다른 

블록보다 ‘ ’에 사용하는 시간  계를 나타

내었다. 후자는 flat블록을 각 면이 가진 형태의 

차이를 구별하고, ‘높게 쌓으려면’ flat블록을 수

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공간  계에 한 이

해를 나타내었다. 

2수 (일치됨)은 15개월에 처음 나타나 가장 

높은 월령인 41개월에서도 1수 과 2수 이 유

사한 비율로 찰되었다. 15개월의 아는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flat블록 4개를 연속해서 일

치되게 쌓아올렸다. 23개월의 아는 5cm블록

을 이용해 탑을 쌓고 바로 에 flat블록으로 두 

번째 탑을 쌓아올렸다. 즉, 높게 쌓아보라는 연

구자의 요구를 이해하지는 못하 으나 5cm블록

과 flat블록을 분류하고 각각 일치되도록 쌓아올

리는 공간  계에 한 이해를 나타내었다. 

한 39개월의 유아는 5cm블록을 먼  일치되

도록 쌓은 다음, 그 에 flat블록을 일치되게 쌓

아올렸다. 특히 이 유아는 블록을 ‘가장 안정

인 것(5cm블록)’, 그 다음 안정 인 것(flat블록 

수평)’, ‘그 밖의 블록’으로 순서 지었고(분류, 

서열화),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쌓아올렸다. 

와 같이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일치

성으로 보았을 때 유아들은 블록을 안정 으

로 쌓기 해 면  면을 일치되게 쌓는 공간  

계 이외에도 분류, 서열화, 수, 공간  계

( , 아래로), 시간  계 등의 다양한 논리․

수학  사고를 드러냈다.

 

2.블록 쌓기 활동에서 flat블록의 수직 사용

으로 본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

수학  사고

블록 쌓기 활동에서 flat블록 수직 사용의 수

은 집단별로 다음의 Table 6과 같다.

Table 6에 의하면, 먼  1번 블록( )의 

수직 사용은 12∼17개월(10명)에서 9명(90%)이 

사용하지 않았고, 1명(10%)이 한 개를 수직으로 

쌓았다. 18∼23개월(16명)은 13명(81.3%)이 사

용하지 않았고, 3명(18.8%)이 한 개를 수직으로 

사용했다. 24∼29개월(14명)에서는 13명(92.9%)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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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the vertical use of flat blocks by group N(%)

Subcategory Level

Age(in months) groups
Total

N = 7312-17

N = 10 

18-23

N = 16 

24-29

N = 14 

30-35

N = 15 

36-41

N = 18 

Vertical use of 

flat block 1 

0  No using 9(90.0) 13(81.3) 13(92.9) 9(60.0)  9(50.0) 53(72.6)

1  One 1(10.0)  3(18.8)  1( 7.1) 5(33.3)  3(16.7) 13(17.8)

2  Two all 0 0 0 1( 6.7)  6(33.3)  7( 9.6)

Vertical use of 

flat block 3,

block 4

0  No using 10(100) 15(93.8) 11(78.6) 8(53.3) 11(61.1) 55(75.3)

1  One 0 1(6.3)  3( 21.4) 2(13.3)  3(16.7)  9(12.3)

2  Two 0 0 0 3(20.0)  2(11.1)  5( 6.8)

3  Three 0 0 0 1( 6.7)  2(11.1)  3( 4.1)

4  Four all 0 0 0 1( 6.7) 0  1( 1.4)

사용하지 않았고, 1명(7.1%)이 한 개를 수직으로 

사용했다. 30∼35개월(15명)에서는 9명(60%)이 

사용하지 않았고, 5명(33.3%)이 한 개를 수직으

로 사용했으며, 1명(6.7%)이 두 개 모두를 수직

으로 사용했다. 36∼41개월(18명)에서는 9명

(50%)이 사용하지 않았고, 3명(16.7%)이 한 개

를 수직으로 쌓았으며, 6명(33.3%)이 두 개 모

두를 수직으로 사용했다. 

다음으로 3번 블록( )과 4번 블록( )

의 수직 사용은 12∼17개월에서는 10명 모두가 

3번, 4번 블록을 사용하지 않았다. 18∼23개월

(16명)은 15명(93.8%)이 사용하지 않았고, 1명

(6.3%)이 한 개를 수직으로 사용했다. 24∼29개

월(14명)에서는 11명(78.6%)이 사용하지 않았고, 

3명(21.4%)이 한 개를 수직으로 사용했다. 30∼

35개월(15명)에서는 8명(53.3%)이 사용하지 않

았고, 한 개(2명, 13.3%), 두 개(3명, 20%), 세 개

(1명, 6.7%), 네 개(1명, 6.7%)까지 수직으로 사

용하 다. 36∼41개월(18명)에서는 11명(61.1%)

이 사용하지 않았고, 한 개(3명, 16.7%), 두 개(2명, 

11.1%), 세 개(2명, 11.1%)까지 수직으로 쌓았다. 

이와 같이 블록을 높게 쌓기 해 flat블록의 

긴 면을 수직으로 쌓는 행동은 연령집단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즉, 29개월까지는 각 집단별로 

1명∼3명 정도가 flat블록(1번 는 3번/4번)을 

수직으로 쌓았고, 30개월부터는 flat블록을 수직

으로 사용하는 빈도가 에 띄게 증가하 으며, 

특히 부분 2개 이상을 수직으로 쌓았다. 

유아가 나타내는 논리․수학  사고를 보

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각 월령별 반응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  1번 블록( )의 수직 사용에서 수

별로 나타난 특징  사례를 살펴보면, 

0수 (사용하지 않음)은 1번 블록을  사

용하지 않거나 수평으로만 사용한 것으로 가장 

어린 12개월의 아 에서도 1명은 1번 블록

을  사용하지 않았고, 다른 1명은 1번 블록 

한 개를 수평으로 사용하 다. 

1수 (1개 수직 사용)을 나타낸 16개월의 

아는 블록을 쌓고 무 뜨리는 경험을 반복하던 

 1번 블록이 세워져있는 것을 우연히 보고, 

그 에 블록을 쌓았다. 이후 반복된 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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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frequency of the vertical use of flat blocks by age (in months) (N = 73)

Age

Level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Block
1

0 2 2 3 1 1 1 3 4 2 1 2 6 4 1 1 1 3 1 3 1 1 1 1 3 2 2

1 1 1 2 1 1 3 1 2 1

2 1 1 1 1 1 2

Age

Level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Block
3

and
4

0 2 2 3 2 1 1 3 4 2 2 3 5 3 1 1 1 3 1 2 1 1 1 3 1 3 2 1

1 1 1 2 1 1 1 2

2 1 2 1 1

3 1 2

4 1

이 아는 제일 먼  1번 블록을 수직으로 세운 

뒤 그 에 블록을 쌓아올렸다. 단지 블록을 ‘

로’ 쌓으려고만 하던 16개월의 아가 우연한 

경험을 통해 ‘높이’ 쌓기 한 계를 만들어가

고 있었다. 한 23개월의 아는 ‘키가 크게 

쌓아보자’는 연구자의 요구에 ‘이 게?’라고 되

물으며 1번 블록을 수직으로 세웠다. 즉, 22개

월 이후에 1번 블록 한 개를 수직으로 사용한 

유아들은 1번 블록의 짧은 면과 긴 면을 분류

하고 1번 블록의 물리  특성을 이해하면서 블

록을 ‘ 로’ 쌓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쌓

기 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2수 (2개 모두 수직 사용)을 나타낸 37개월 

유아는 바닥부터 7번 블록( ) → 5cm블록 

→ flat블록(수직) 순으로 쌓아올렸다. 특히 이 

유아는 블록이 쓰러져도 즉시 의 순서로 블록

을 다시 쌓아올렸고, 쌓은 후 아래쪽부터 블록

의 개수를 세어(수) 확인하 다. 즉, 이 유아는 

flat블록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1번 블록을 수직

으로 일치되게 쌓았으며(공간  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쌓되(시간  계, 서열화), 쌓은 

블록의 수에도 심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3번 블록( )과 4번 블록( )

의 수직 사용에서 수 별로 나타난 특징  사례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0수 (사용하지 않음)은 3번, 4번 블록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평으로만 사용한 경우로 

12개월 아부터 41개월 유아가지 꾸 히 찰

되었다.

1수 (1개 수직 사용)은 23개월 아에게서 

처음 찰되었으며 이 아는 수직으로 쌓은 1

번 블록 ‘ 에’ 3번 블록을 붙여서 세웠다. 1수

의 유아는 3번, 4번 블록을 수직으로 쌓는 

것을 한 번 시도하 지만 쉽게 무 지면서 이후 

시도에서 수평으로만 사용하 다.

2수 (2개 수직 사용)에서는 32개월 아가 

처음 시도에서 3번 블록 2개를 수직으로 쌓았

으나 쉽게 무 지면서 이후 시도에서 flat블록을 

모두 수평으로 사용하 다. 2수 의 40개월 유

아는 5cm블록으로 탑을 쌓은 뒤, 그 에 flat블

록으로 탑을 쌓음 더 높게 쌓아보자는 연구자의 

요구에고 고개를 가로 으며 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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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of using triangular blocks by group N(%)

Category Level

Age(in months) groups
Total

N = 7312-17

N = 10 

18-23

N = 16 

24-29

N = 14 

30-35

N = 15 

36-41

N = 18 

Using

triangular 

blocks

0  No using 5(50.0)  3(18.8) 0 0 0  8(11.0)

1  No avoidance 4(40.0) 12(75.0) 6(42.9) 5(33.3) 2(11.1) 29(39.7)

2  Avoidance 0 0  2(14.3) 1( 6.7) 1( 5.6)  4( 5.5)

3  New way 1(10.0)  1( 6.3)  6(42.9) 9(60.0) 15(83.3) 32(43.8)

3수 (3개 수직 사용) 30개월의 아는 3번 

블록 1개를 제외하고 모든 flat블록 수직으로 사

용하 으나 조작능력이 미숙하여 앞서 쌓은 블

록을 건드려 무 지는 경우 자주 발생하 다. 

이후 이 아는 하나의 탑을 높게 쌓기보다 3∼

6단 정도의 탑을 여러 개 구성하 다. 즉 이 

아는 블록을 높이 쌓는 것과 블록이 무 지는 

것의 련성을 이해하고 이를 피하기 한 새로

운 방법(낮은 탑 여러 개 구성)을 찾았다.

4수 (4개 모두 수직 사용) 32개월의 아 

flat블록 4개를 포함하여 블록9개를 로 높이 

쌓아올렸다. 그러나 10번째 블록을 쌓다가 블록

이 쓰러져 버리자 높게 쌓는 것을 다시 시도하

지 않고 연구자의 요구에도 ‘그 다음은 떨어져’, 

‘먼  집을 만들고’라며 다른 놀이로 심을 

환하 다. 한 번의 시도에 그치기는 하 지만 

이 아는 다른 아들에 비해 높은 조작능력으

로 단순히 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일치

성을 만들어내며 수직으로 높이 쌓았다. 

와 같이 flat블록의 수직 사용에서는 분류, 

수, 서열화, 시간  계, 공간  계, 인과 

계에 한 이해 등 다양한 종류의 논리․수학  

사고가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flat블록의 

수직 사용에서는 유아들이 연구자의 요구(높

게, 키가 크게 쌓아보자)를 이해하는 지가 나타

나기 시작하 고 그 요구를 수행하기 해 flat

블록의 긴 면을 활용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조작능력이 미숙하여 자주 실패를 

경험한 유아들은 ‘높이 쌓으려는 욕구’보다는 

‘안정되게 쌓으려는 바램’을 우선하면서 flat블록

의 수직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3.블록 쌓기 활동에서 삼각형블록의 사용으로 

본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고

블록 쌓기 활동에서 삼각형블록 사용 수 은 

집단별로 다음의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의하면, 먼  삼각형블록(8번 , 

9번 , 10번 ) 사용의 수 은12∼17

개월(10명)에서 5명(50%)이 사용하지 않았고 4

명(40%)가 삼각형블록을 피하지 않고 특성에 

한 이해 없이 무작 로 사용하 으며. 1명(10%)

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 다. 18∼23개월(16명)

은 3명(18.8%)이 사용하지 않았고, 12명(75%)

이 삼각형블록을 피하지 않았으며, 삼각형블록을 

의도 으로 피하는 유아는 없었고, 1명(6.3%)

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했다. 24∼29개월(14명) 

이후부터 삼각형블록을 사용하지 않는 유아

가 없었고, 6명(42.9%)이 피하지 않았으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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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frequency of using triangular blocks by age (in months) (N = 73)

Age

Level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Tri-
angular
block

0 2 2 1 1 2

1 2 2 2 2 2 2 4 3 1 1 1 1 1 1 2 1 1

2 1 1 1 1

3 1 1 3 3 3 3 2 1 1 2 1 4 3 4

(14.3%)이 의도 으로 피했고, 6명(42.9%)이 새

로운 방법으로 사용하 다. 30∼35개월(15명)에

서는 5명(33.3%)이 피하지 않았고, 1명(6.7%)이 

의도 으로 피했으며, 9명(60%)이 새로운 방법

으로 사용하 다. 36∼41개월(18명)에서는 2명

(11.1%)이 피하지 않았고, 1명(5.6%)이 의도

으로 피했으며, 15명(83.3%)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 다. 

이와 같이 삼각형블록의 사용에서 유아들

은 23개월까지는 삼각형블록을 사용하지 않거

나 삼각형블록의 특성에 한 이해 없이 무작

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24개월부터 

쌓기 활동에 삼각형블록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

아지고 한 삼각형의 특성을 일부 악해 삼각

형블록의 사용을 피하거나, 삼각형블록을 쌓기 

해 새로운 방법을 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으

며, 그 비율은 월령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졌다. 

유아가 나타내는 논리․수학  사고를 보

다 구체 으로 알아보기 해 각 월령별 반응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삼각형블록(8번 , 9번 , 10번 )의 

사용에서 수 별로 나타난 특징  사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0수 (사용하지 않음)은 블록 쌓기에 심이 

거의 없어 삼각형블록의 사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20개월의 아는 5cm블록을 3개 정도 

쌓아보는데 그쳤다. 

1수 (피하지 않음)은 삼각형블록을 사용하

지만 특성에 한 이해는 없이 무작 로 쌓아올

리는 경우로 15개월, 19개월의 아는 삼각형블

록을 지붕모양(△)으로 쌓고 꼭짓 이나 빗면 

에 다른 블록을 올려놓아 결국 블록 체가 

무 졌다. 34개월의 아는 삼각형블록 에 다

른 블록을 올려놓으며 ‘미끄러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삼각형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을 생각하

지는 못하 다. 이는 아직 삼각형블록의 특징에 

한 이해가 미흡하고 블록을 안정되게 쌓기 

해서는 먼  쌓은 블록의 면과 다음에 쌓는 블

록의 면이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공간  계

에 한 이해가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수 (피함)은 삼각형블록을 의도 으로 피

하는 경우로, 를 들어 26개월의 아는 삼각

형블록을 보고 ‘이건 세모야’라고 이야기하며, 

삼각형블록끼리 한 곳에 모아놓고 사용하지 않

았다. 2수 의 유아들은 삼각형블록과 다른 

모든 블록을 ‘쌓을 수 없는 것’과 ‘쌓을 수 있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3수 (새로운 방법)은 삼각형블록을 쌓기 해 

나타나는 새로운 형태의 쌓기 방법으로 19개월의 

아는 8번 블록( )을 지붕모양으로 쌓았다가 

다음 블록의 배치가 어려워지자 8번 블록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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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올려 다른 블록을 아래에 먼  쌓고 그 에 

8번 블록을 다시 쌓는 모습을 반복 으로 나타

내었다. 30개월의 아는 동시에 여러 개의 탑

을 쌓고 모든 탑의 꼭 기에 삼각형블록을 올려

놓았다. 삼각형블록을 꼭 기 지붕으로 사용한 

19개월과 30개월의 아는 삼각형블록의 에 

다른 블록의 배치가 어렵다는 공간  계에 

한 이해는 있었지만, 삼각형블록이 가진 특성

(두 개의 평행면)을 이해하지는 못하 다. 32개

월의 아는 10번 블록( ) 에 놓은 블

록이 미끄러지는 것을 보고 10번 블록을 돌려 

수평으로 사용하 고, 8번 블록은 2개를 나란히 

받침으로 사용(△△, 받침)하여 그 에 다른 

블록을 쌓았다. 3수 의 아들은 삼각형블록을 

꼭 기지붕으로 주로 사용하 고, 수평으로 사

용하는 경우도 종종 찰되었으며, 받침을 사

용한 경우도 있었다. 

와 같이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삼각형

블록의 사용으로 보았을 때 유아들은 삼각형

블록을 ‘쌓을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하거나, 삼각

형블록의 특성(두 개의 수평면)을 활용하여 수평

으로 쌓거나(공간  계), 삼각형블록을 구조물

의 맨 꼭 기에 마지막으로 쌓는 공간  계와 

시간  계에 이해를 동시에 나타내었다.

Ⅳ. 논의  결론

본 연구는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고 유형

을 자세히 알아보고, 월령에 따라 논리․수학  

사고가 어떠한 지 악함으로써 블록 쌓기 활동

에서 나타나는 내용 지식을 분석해보는 것이 목

이었다. 이러한 연구 목 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일치성은 

블록을 안정되게 쌓으려는 바램에서부터 시작

되었고, 그 정도는 블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논리․수학  사고를 담고 

있었다. 먼  5cm블록의 일치성은 15개월에 처

음 나타나 12∼17개월에서 40% 이상을 나타냈

으며 월령이 높아질수록 100%에 가까운 유

아들이 5cm블록의 일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cm블록의 일치성이 15개월에 

처음 나타나 2∼4세에 95%의 높은 일치성이 나

타남을 보고한 Kamii 등(2004)의 연구와도 어

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이

미 15개월에 ‘먼  쌓은 블록 에 다음 블록을 

놓는’ 공간  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14개

월 아들이 습 화 과제에서 공간  계를 인

식하고 범주화가 가능했다고 보고한 Park 등

(201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공간  계와 같

은 논리․수학  사고가 매우 어린 시기부터 나

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블록을 

안정되게 쌓아올린 2수 의 유아들에게서는 

매우 다양한 유형의 논리․수학  사고가 나타

났다. 컨  분류(모양, 쌓을 수 있는 것과 쌓

을 수 없는 것), 수(5cm블록의 개수, 쌓은 블록

의 개수), 공간  계( , 아래, 면 면의 일

치), 시간  계( -후, 순서), 인과 계 등이 

그 내용이다. 다음으로 flat블록의 일치성은 

5cm블록보다는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2수 을 

기 으로 가장 높은 36∼41개월에서 5cm블록

의 반인 50% 정도가 일치성을 나타내었고 그 

원인으로는 30개월 무렵부터 flat블록의 수직 

사용 빈도가 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되었다는 

과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유아들

이 블록을 안정되게 쌓으려는 바램 외에 연구자

들이 지속 으로 요구하는 ‘높게 쌓아보자’는 

요구에 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flat블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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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으로 쌓는 시도가 늘어났고 상 으로 flat블

록의 일치성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flat블록의 일치성에서도 5cm블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논리․수학  지식이 나타

났다. 특히 유아들은 flat블록보다 5cm블록을 

더 안정 인 블록(쌓기 쉬운 블록)으로 보고 있

었는데 블록을 가장 안정 인 블록(5cm블록)부

터 그 다음 안정 인 블록(flat블록 수평), 가장 

덜 안정 인 블록(그밖에 블록) 순으로 서열화

하고 이 순서에 따라 블록을 쌓았다. 블록 쌓기 

활동의 일치성에 한 결과는 Lim과 Lee(2013)

의 연구에서 쌓기놀이에서 나타난 비형식  수

학경험으로 제시하 던 수세기, 공간과 도형 개

념 인식하기, 물체의 속성 비교하기, 단순분류

하기 등을 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flat블록의 

수직 사용은 블록을 안정되게 쌓으려는 바램을 

넘어 블록을 높이 쌓으려는 욕구가 반 된 결과

다. 앞서 flat블록의 안정성이 월령이 높아짐

에 따라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flat블록의 

수직 사용은 높은 연령에서 에 띄게 그 빈도

가 증가하 다는 에서도 알 수 있다. 즉, 30개

월 이상의 유아들은 블록을 높이 쌓는 것에 

심을 나타내며 flat블록을 수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 다. 물론 1개 이상 수직으로 쌓은 비율

이 30개월 이상에서도 50%를 넘지 않는 수 이

기는 하 지만 이는 선행연구(Kamii et al., 2004)

에서 2세가 1번 블록을 30%, 3번, 4번 블록을 

20% 수직 사용했다는 연구 결과에서 크게 벗어

나지 않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 유아들은 

아직 조작능력이 부족하여 쌓는 과정 에 앞서 

쌓은 블록을 의도하지 않게 쓰러뜨리는 경우가 

빈번하 고, 이 경험은 유아에게 높이 쌓고 

싶은 욕구를 축시켰다. 실제 사례에서도 유

아들은 ‘떨어질 것 같애’, ‘이젠 안돼’, ‘다음은 

쓰러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

작능력의 미숙이 실패에 한 두려움을 가져왔

고 ‘높이 쌓으려는 욕구’보다 ‘안정되게 쌓으려

는 바램’을 우선시하고 있었다.

셋째,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삼각형블록

의 사용은 유아들의 사고의 다양성과 문제해

결의 과정을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본 연구

에서는 삼각형블록의 사용을 피하지 않음(삼각

형블록의 특성에 한 고려 없음), 피함(삼각형

블록을 의도 으로 피함), 새로운 방법(꼭 기

지붕, 수평, 받침 등)으로 구분하 는데 ‘피

함’은 밖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의도 인 행동

(삼각형블록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기, 

이건 아냐 라고 이야기하기, 처음에 지붕으로 

쌓았다가 다시 치우기 등)만을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유아들이 내 으로 단한 것은 포함

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유아들은 삼각형

블록 에 다른 블록의 배치가 어렵다는 문제를 

앞에 놓고 계속 에 쌓기(1수 ), 삼각형을 피

하기(2수 ),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기(3수 )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 는데 연령 증가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극 으로 문제를 해

결하는 빈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Van Schijndel 

등(2010)이 제시한 탐색  행동 수 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3수  탐색  행동으로 극 이

고 주의 깊은 조작과 함께 행동에 반복과 변화

를 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즉, 블록 쌓기 활

동을 통해 유아들은 다양한 논리․수학  지

식을 경험하고 가장 높은 수 의 탐색  행동

(탐색  놀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논의를 종합하면 블록 쌓기 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다양한 물리  경험을 하고 그 속에

서 깊이 있는 논리․수학  사고가 가능했다. 

이는 Kamii와 DeVries(1993, 1997)가 이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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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바 로 물리  지식 활동으로써 블록 쌓기 

활동이 논리․수학  사고를 진하는 좋은 활

동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한 물리  지식

과 논리․수학  지식이 서로 향을 주고받으

며 함께 발달한다는 Piaget의 지식의 을 지

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블록을 쌓는다’

는 물리  활동은 블록을 안정되게 쌓기 해 

계성(논리․수학  사고)을 검토할 기회를 만

들었고 이 게 해서 얻어진 지식들은 물리  결

과물(안정되게 쌓은 탑)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만 0, 1, 2세반 유아의 블

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나는 논리․수학  사고

를 알아보는 기 연구로써 블록 쌓기 행동이나 

논리․수학  사고에서 나타나는 연령별 차이

를 명확하게 드러내지는 못하 다. 그러므로 추

후 연구를 통해 블록 쌓기 행동과 논리․수학 

사고의 유형을 보다 정교화하여 연령 간 통계  

차이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장의 교사들에게는 분석된 블록 쌓기 

활동의 물리  지식과 논리․수학  사고는 

유아들이 활동의 결과 구성하게 되는 지식의 내

용이기도 하지만 블록 쌓기 활동을 시작하기  

교사들이 기본 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교육 내

용으로써 의미가 있다. 단, 그 내용을 직  가르

치는 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에 유의

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블록 쌓기 활동의 내용  측

면 이외에도 아에게 제공되는 나무블록의 종

류나 크기에 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아들은 블록을 안정 으로 쌓기 해 가로 세

로 비율이 같은 5cm블록을 선호하 으며, 가로

와 세로의 비율이 다른 블록 에서는 폭이 

무 좁지 않은 블록( : 1번 블록)을 더 자주 사

용하 다. 즉, 먼  안정감을 가지고 쌓아볼 수 

있도록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한 블록을 충분히 

제공한 다음 1번 블록처럼 높게 쌓는 시도를 자

극하는 블록을 제공하고 그에 한 자신감이 생

겼을 때 좀 더 폭이 좁은 블록을 제공한다면 지

속 인 탐색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Charlesworth, R. (2011). Experiences in math 

for young children(6th ed). Belmont, CA: 

Wadsworth Cengage Learning. 

Choi, M. S., Ahn, J. Y., & Yim, Y. J. (2012). 

The effect of the block play with theme 

explorations on young children’s spatial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mathematical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 

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7(2), 

257-278.

Damast, A. M., Tamis-Lemonda, C. S., & Bornstein, 

M. H. (1996). Mother-child play: Sequential 

interactions and the relation between maternal 

belief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7(4), 1752-1766.

Hutt, C. (1971). Exploration and play in children. 

In R. Herron & B. Sutton-Smith(Eds.), Child’s 

play (pp. 231-251). New York: Wiley.

Kamii, C. & DeVries, R. (1993). Physical knowledge 

in preschool education: Implication of piaget’s 

theory. New York : Teachers College Press. 

                     (1997). Physical knowledge 

in preschool education: implication of piaget’s 

theory. Lee, K. W., & Moon, M. O. (translation). 

Seoul: Changjisa. (Original published in 1978). 

Kamii, C., & Kato, Y. (2006). Play and mathematics 



블록 쌓기 활동에서 나타난 만 0, 1, 2세반 유아의 논리․수학  사고 19

- 93 -

ages one to ten. In D. P. Fromberg & D. Bergen 

(Eds.), Play form birth to twelve: Contexts, 

perspectives, and meanings(2nd ed., pp.187- 

198). New York: Routledge.

Kamii, C., Miyakawa, Y., & Kato, Y. (2004). 

The development of logico-mathmatical 

knowledge in a block building activity at 

ages 1-4.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9(1), 44-57.

                                   (2007). 

Trying to make a lever work at ages 1 to 

4: The development of “functions” logico- 

mathematical thinking.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8(1), 145-161.

Kamii, C., Rummelsburg, J., & Kari, A. (2005). 

Teaching arithmetic to low-performing, low- 

SES first graders. Journal of Mathematical 

Behavior, 24, 39-50.

Kang, Y. W., & Lee, K. H. (2008). The develop- 

ment of logical and mathematical in 1-to 

3-year-olds: Examined by physical knowledg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15-32.

Kim, J. H., & Lee, J. H. (2013). Toddlers' block 

play, its characteristics and values based on 

play contents and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20(1), 

97-124.

Kim, M. A., & Cho, E. J. (2013). Relationships 

between kindergarteners’ block building 

activities and their map reading and map 

representation abilitie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3(3), 259-281. 

Kim, S. H. (2011). The effects of block play using 

pre-drawing pictures, photographs, and port- 

folio on young children’s reasoning ability, 

mathematic Ability, and creativity.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69, 

191-211. 

Lee, S. B. (2010). The effects of a block play activity 

program on preschool children’s geometric 

and spatial sense,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0(1), 95-120.

Lee, S. W., & Cho, E. J. (2012). Effects of young 

children`s block building activities focused on 

spatial experiences on their spatial visuali- 

zation abili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 

hood Education, 19(1), 161-189. 

Lee, Y. J., Lee, J. S., Shin, E. S., Kwak, H. L., 

& Lee, J. W. (2001). Development of infant 

toddler program based on play and exploration.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1(2), 133-154.

Lim, S. B., & Lee, E. H. (2013). The research 

of the informal mathematical experiences of 

2-year-old toddlers in the block area of a 

childcare center. Korean Education Inquiry, 

31(2), 43-66. 

Miyakawa, Y., Kamii, C., & Nagahiro, M. (2005). 

The development of logico-mathematical 

thinking at ages 1-3 in plat with blocks and 

incline.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9(4), 292-301. 

Morgenthaler, S. K. (2006) The meanings in play 

with objects. In D. P. Fromberg & D. Bergen 

(Eds.), Play form birth to twelve: Contexts, 

perspectives, and meanings (2nd ed., pp. 

65-74). New York: Routledge.

Park, Y. J., Casasola, M., & Kim, J. W. (2012). 



20 Korean J. of Child Studies Vol. 36, No. 2, 2015

- 94 -

Do simple objects facilitate infants’ formation 

of a spatial category?. Child Studies in 

Asia-Pacific Contexts, 2(2), 77-90.

Schwartz, S. L., & Copeland, S. M. (2013). 

Connecting emergent curriculum and standards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Strengthenin 

content and teaching practice. Park, E. H., 

Shin, E, S., Kim, H. J., & Lee, J. H. (translation). 

Seoul: Hakjisa. (Original published in 2010).

Shin, E. S., Kim, H. J., & Lee, S. M. (2014). 

Logico-mathematical thinking at age 1-2 in 

slope activit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1), 225-246.

Uzgiris, I. C.(1983). Organization of sensorimotor. 

In M. Lewis (Eds.), Origins of intelligence 

(pp. 135-189). New York: Plenum Press. 

Van Schijndel, T. J. P., Franse, R. K., & Raijmakers, 

M. E. J.(2010). The exploratory behavior scale: 

Assessing young visitors’ hands-on behavior 

in science museums. Science Education, 94(5), 

794-809. 

Van Schijndel, T. J. P., Singer, E., Van dermaas, 

H. L. J., & Raijmakers, M. E. J. (2010). A 

sciencing programme and young children’s 

exploratory play in the sandpit.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7(5), 

603-617.

Received January 31, 2015

Revision received March 26, 2015

Accepted April 20, 201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