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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액체의 증기압 ‘개념’을 학습자

의 ‘수행’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는 교실수업에서 유용한 액체의 증기압 측정 기구 및 측정 방

법 개발이고, 둘째는 이를 이용한 탐구기반 수업모듈의 제시이다.

플라스틱 주사기와 3-way 콕, 범용 압력계를 조합한 증기압 측

정 기구를 이용해 교실환경에서 가능한 증기압 측정 방법을 개발

하고, 25℃에서 80℃범위의 물과 에탄올의 증기압을 측정하였다.

탐구기반 수업모듈은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실험비계설정(experimental scaffolding)을 하였고, 상황학습 환경

을 조성하여 일상 맥락의 실제적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식의 전

이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액체의 증기압으로 파일럿 수업

을 실시한 후, 수업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된 수업모듈을 얻었다.

또한, 앞서 개발한 증기압 측정 방법을 파일럿 수업에서 실험비계

로 도입하여 학생수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 수업

모듈은 학습자가 과학개념(물질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측정

을 통해 개념을 강화하고,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개념을 내면화하

도록 구성하였다.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과학과정기술과

과학적 사고기술을 배우는 것은 선언적 지식만을 학습하는 일반적

인 개념학습과는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주요어 : 액체의 증기압, 증기압 측정, 탐구기반학습, 비계설정

학 번 : 2012-21432



- ii -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문제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액체의 증기압과 관련한 개념적 이해 ········· 4

(1) 증발 ······························································· 4

(2) 증기압 ··························································· 5

(3) 증기압 관련 교과서 실험분석 ················· 8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이론 ·············· 9

(1) 탐구기반학습(inquiry-based learning) ···· 9

(2)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12

(3) 비계설정(scaffolding) ··································16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9

Ⅳ. 개발과정 ································································· 20

1. 증기압 측정 방법 ·············································20

(1) 증기압 측정 방법 사례조사 ·······················20

(2) 장치의 제안 ···················································24

(3) 측정 원리 ·····················································25



- iii -

(4) 측정의 정확도 확인 및 보정 ····················· 26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 28

(1) 수업모듈 및 수업모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28

(2) 수업모듈 설계원리 ······································· 30

(3) 비계설정 전략 ··············································· 35

Ⅴ. 연구 결과 ································································ 38

1. 증기압 측정 방법 개발 및 측정 결과 ·········· 38

(1) 증기압 측정 방법 ······································· 38

(2)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 40

(3) 온도에 따른 물과 에탄올의 증기압 측정 결

과 ·································································· 42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개발 결과 ····· 43

(1) 수업의 구조와 실험비계설정의 제시 방법

········································································ 43

(2) 수업모듈의 각 단계별 특징 ······················· 45

(3) 수업모듈의 적용 ········································· 48

(4) 수업모듈의 수정 및 보완 ··························· 52

Ⅵ. 결론 및 제언 ························································· 56



- iv -

참고문헌 ········································································ 58

부 록 ············································································· 68

Abstract ········································································ 76



- v -

표 목 차

[표 1] 그림 5관련 각 출판사별 제시된 증기압 관련 실험

···························································································· 9

[표 2] 개념학습에서의 과제분석 ············································· 36

그 림 목 차

[그림 1] 온도에 따른 분자의 운동에너지 분포 ··················· 5

[그림 2] 닫힌 용기에서 액체의 증발 ····································· 5

[그림 3] 같은 온도에서 증발속도와 응축속도 ····················· 6

[그림 4] 수은주를 이용한 액체의 증기압 측정 ··················· 7

[그림 5] 화학Ⅱ 교과서에 제시된 증기압 관련 실험 ········· 8

[그림 6] 상황학습 수업설계의 기본방향 ······························· 16

[그림 7]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성 ············································· 17

[그림 8] 연구 절차 ····································································· 20

[그림 9] Norman(1962)의 증기압 측정 장치 ························ 21

[그림 10] Richardson(1987)의 증기압 측정 장치 ················ 22

[그림 11] Schaber(1985)의 증기압 측정 장치 ······················ 22

[그림 12] Iannone(2006)이 개발한 증기압 측정기구 ·········· 23

[그림 13] 박종욱(2003)의 증기압 측정 장치 ························ 24

[그림 14] 개발한 증기압 측정기구의 구성 ························· 25

[그림 15] 주사기 내부 물 단일계의 동적 평형 과정 ········· 26

[그림 16] 측정된 압력의 역수값과 주사기의 부피와의 관계



- vi -

···················································································· 27

[그림 17] 각 측정값에 대한 오차율 ······································· 28

[그림 18]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설계 원리 ······················· 35

[그림 19] 주사기 내부 진공 만들기 ······································· 39

[그림 20] 압력계 눈금 ······························································· 40

[그림 21]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장치와 그의 모식도

···················································································· 42

[그림 22] 개발 장치로 측정한 온도에 따른 물과 에탄올의 증

기압 ·········································································· 43

[그림 23] 수업의 3단계와 단계별 실험비계설정의 계획 ··· 44

[그림 24] 탐구기반 개념학습 초기 수업모듈 ······················· 47

[그림 25] 액체의 증기압을 적용한 수업 ······························· 49

[그림 26] 스스로 물 먹는 새 ··················································· 49

[그림 27] 학생들의 물의 증기압 측정 결과 ························· 51

[그림 28]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 ········································· 51

[그림 29] 수정된 액체의 증기압 수업 ··································· 53

[그림 30] 탐구기반 개념학습 최종 수업모듈 ······················· 54

[그림 31] 학습 진행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 개념수준의 상승

······················································································ 54



- 1 -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정보와 지식이 무한히 창출되고 소모되는 현대 사회에서 과학도 놀랄

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과학교육의 목표는 과

학적 원리와 법칙을 이해하여 일상생활 문제에서 바람직한 태도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전제가 올바른 과학 개념의 이해

라고 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학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학생들

은 새로운 과학개념들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 그리고 다음 학년에서

는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거나 다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일수록 이 개념과

관련한 다음 개념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개념을 처음 형성할 때 올바르

게 학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교과에서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개념의 난이도와 추상성이 가

파르게 증가하고, 기존에 배우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들이 등장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화학의 경우 원자, 화학 평형, 오비탈, 엔트로피 등 수업

전에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가질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아서

학생들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념의 수준과 학생들의 인지 수준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한 이유가 된다(박숙연, 1997). 고등학교 화학 II에 처음 도입되는

증기압의 인지요구도 수준은 후기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은 상당수가 과도기 수

준이거나 구체적 조작기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교과의

인지요구도 수준과 학습자 인지수준의 이러한 불균형은 과학학습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증기압은 ‘끓는점 오름’, ‘어는점 내림’ 및 ‘삼투

압’ 등 뒤를 이어 나오는 ‘용액의 총괄성’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개념이

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이해가 필요하고, 따라서, 높은 인지요구도 수준의

화학개념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모

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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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이용한 수업은 추상적인 과학지식을 학습지도 하는데 효과적이

라고 인식되고 있다(김재현 등, 2005; 이순옥, 2007). 따라서, 액체의 증

기압과 같은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고교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

면 증기압 관련 내용을 대부분 자료해석이나 추리, 예상 등의 형태로만

제시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실험활동이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전영미, 2002; 윤희숙 등, 2012). 또한 학교현장에서 접근 가

능한 증기압 측정 방법을 제시한 연구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증기압 측정기구나 측정방법에 대해 연구해 볼 가

치가 있다.

과학의 개념획득은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통해 가능하다(김희정, 2001).

또한, 내용과 수준에 따른 수업모형이 적절하게 활용될 때 학습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김도욱, 1991), 증기압 개념과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념학습 수업모형 또는 수업모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과학교

육 분야의 개념학습 연구는 인지적 갈등의 해결과정을 통해 새로운 개념

을 습득하게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인지갈등 해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현실적용에 제한적이다(신선희, 2009).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념변화 모형의 근간을 이루는 개인적 내면의 인지

적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의 사회적 과정도 중요시해야 한다(강석진, 노

태희, 2000). 따라서, 효과적인 개념학습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탐구기반학습이 제안되

고 있다(Prince & Felder, 2006: Prince & Vigeant, 2006). 많은 연구자

(Comeaux & Huber, 2001; Prince & Felder, 2006; Prince & Vigeant,

2006; van Zee et al., 2005)들이 탐구기반학습이 학습자 스스로 자발적인

탐구과정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교수-학습 형태로서

개념학습에 적용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하였다(신선희, 2009 재인용).

탐구기반학습이란 학생들이 지식 획득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학습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개념이해가 아니라 지식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 중요시하므로 개념수업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 교육적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탐구수행’을 통한 ‘개념이해’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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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공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과 학습자 지

원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학 개념이 학교지식으로만 존재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맥락(context)의 문제해결에 활용(Brown et al.,

1989)됨을 알게 하는 것이나 탐구 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인지적 구조화

를 돕는 인지적 도움(cognitive support) 전략(Tharp & Gallimore, 1988)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적 요소들을 포함한 탐구기반 개

념학습 수업모듈을 마련한다면 증기압과 같은 추상적 개념지식 학습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활동을 강조한 효과적인 증기압

개념학습 교수-학습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적 측면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액체의 증기압 개념의 높은 추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방

법 중 하나로 증기압을 직접 측정해 보는 방법이다. 측정은 과학 교과의

장점인 실험활동을 통해 피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과학적 경험을 제공

하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 따라서, 학생들도 교실에서 쉽게 증기

압을 측정할 수 있는 증기압 측정기구와 측정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둘째, 전통적 강의식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학습 수업모

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수업모듈의 구조는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학습

과 지식의 전이를 촉진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의 맥락에 있는 실제

적 과제(authentic task)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탐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자의 부담을 줄이는 인지적 지원도구로써 비계

설정을 이용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액체의 증기압 개념을 학습자의 능동적 활동에

의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증기

압 측정 기구 및 측정 방법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

업모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추상적인 과학개념을 ‘생각함으로

써 배우는 것(Learning as Thinking)’이 아니라 ‘활동으로써 배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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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rning as Doing)’ 구현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실수업에서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액체의 증기압 측정

기구 및 측정 방법을 개발한다.

둘째,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실험비계설정을 이용한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기압 측정 방법의 개발과 수업모

듈연구의 두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을 액

체의 증기압과 수업모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액체의 증기압과 관련한 개념적 이해

증기압 측정기구 개발을 위해서는 증기압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발과 증기압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보고, 화

학Ⅱ 교과서에 제시된 증기압 관련 실험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증발(vaporization)

증발은 액체 표면의 분자가 끓는점 미만에서 기화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액체 표면의 분자 중에서 분자 간의 인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분자 간 인력을 끊고 기체상으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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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는 상태변화이다. 따라서, 증발은 액체에서 분자 간 인력의 크기에

의해 좌우된다. 분자 간 인력이 큰 액체들은 분자들이 기체상으로 달아

나려면 더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빠르게 운동하는 어떤 분자들은 액체표면으로부터 탈출하기에 충분한 에

너지를 갖고 있어서 기체분자로 된다. 따라서, 온도가 높을수록 액체표면

을 탈출하기에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가진 액체 표면 분자들이 많으므로

증발은 더 잘 일어난다.

그림 1. 온도에 따른 분자의 운동에너지 분포(Zumdahl, 일반화학 8판)

(2) 증기압

닫힌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순수한 액체 물질을 생각해 보자. 이 액체

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증기의 압력을 그 물질의 증기압이라고 한다

(Atkins, 물리화학 9판).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그림 2. 닫힌 용기에서 액체의 증발(Zumdahl, 일반화학 8판)

그림 2와 같이 닫힌 용기 속에 들어 있는 임의의 액체는 어떤 온도에

서 일정하게 증발한다. 이것은 액체 분자 일부가 기체로 되어 용기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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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위 빈 공간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빈

공간 속 기체 분자의 농도는 점차 증가하고, 일정 시간 후 빈 공간은 포

화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기체 분자들 중 일부가 액체로 되돌아오게 되

는데, 이를 응축(condensation)이라고 한다. 응축은 기체가 된 분자가 수

면 위 빈 공간에서 일정하게 운동하다가 액체 표면에 있는 분자와 충돌

하여 기체 분자가 액체의 분자간 힘에 의해 붙잡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온도에서 액체의 증발속도는 일정하고 기체의 응축속도는 기체 분

자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 기체의 응축속도가 점점 증가하다

가 어느 순간 액체의 증발속도와 기체의 응축속도가 같아지면, 정방향의

속도와 역방향의 속도가 같아지는 상태인 ‘동적 평형(dynamic

equilibrium)’에 이른다. 이러한 동적 평형 상태에서 기체는 일정한 압력

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을 평형증기압 또는 증기압이라고 한다. 동적

평형 상태에서는 닫힌 용기 내 액체의 화학퍼텐셜과 기체의 화학퍼텐셜

이 같아졌음을 의미한다.

그림 3. 같은 온도에서 증발속도와 응축속도(Ebbing. 1993)

여기서 액체의 증기압이란, 평형상태에서 해당 액체가 증발되어 생성

된 그 기체만의 압력을 말하는 것이므로, 증기압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

해서는 액체가 담긴 용기 내부가 반드시 그 액체의 단일계여야 한다. 즉,

액체는 순물질이고, 액체 위 빈 공간은 진공일 때, 순수하게 그 액체만의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4(a)와 같이 수은주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액체의 증기압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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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수은으로 꽉 채운 관을 수은 그릇에 거꾸로 세우면 수은은

76cm까지 내려오다 멈추고 수은관의 빈 상단은 진공상태가 된다. 이 때

수은관에 액체를 주입하면, 수은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액체는 위로 떠

오른다. 관의 꼭대기에서 액체의 일부가 증발하여 그 증기의 압력으로

그 증기의 압력으로 수은의 일부를 관 밖으로 밀어낸다. 계가 평형에 도

달하면, 다음 식에 의해 수은 기둥의 높이변화로부터 증기압을 구할 수

있다(Zumdahl, 일반화학 8판).

기압  증기  수은기둥
증기  기압  수은기둥

그림 4. 수은주를 이용한 액체의 증기압 측정(Zumdahl, 일반화학 8판)

그림 4(b)는 에테르의 증기압이 가장 크고, 물의 증기압이 가장 작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분자 질량이 큰 물질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기압을 가지는데, 이는 주로 큰 분산력 때문이다. 물질이 전자를 많이

가질수록 분극성이 커져서 분산력도 커지게 된다. 액체의 증기압은 분자

간 인력이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므로, 물의 분자 간 인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물 분자들 간에 작용하는 강한 수소결합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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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에테르보다 분자량이 훨씬 작은데도 불구하고 증기압이 에테르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이 더 잘 일어나고, 액체의 증기압도 증가한다.

또한 어떤 일정한 온도에서 증기압은 액체의 양, 액체의 표면적과 상관

없이 일정하다. 같은 온도에서도 액체의 종류에 따라서 증기압이 다르다.

따라서, 증기압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된다.

(3) 증기압 관련 교과서 실험분석

현재 화학Ⅱ 교과서에 제시된 증기압 관련 모든 실험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세 가지로 나타났고, 출발사별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림 5(가)는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 차이를 U자관 높이차에 의해 알아

보는 것으로, 묽은 용액의 증기압 내림을 설명할 때 대부분의 교과서에

서 제시하고 있다. 그림 5(나)는 닫힌계에서 용매와 용액의 증기압 차이

에 의해 두 용액의 수위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다. 그림 5(다)는 U자관 좌우 수은주의 높이차를 이

용해 증기압의 크기를 측정하는 실험으로, 증기압의 개념과 측정방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실험들은 수은을 사용하거나, 관찰 가능한

결과까지 너무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기 위

해 진공펌프 등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 그

대로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가) (나) (다)

그림 5. 화학Ⅱ 교과서에 제시된 증기압 관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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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림 5 관련 각 출판사별로 제시된 증기압 관련 실험

실험

출판사
(가) (나) (다)

제 7차

교육과정

천재교육 ○

형설출판사 ○

중앙교육연구소 ○ ○

대한교과서 ○ ○

금성출판사 ○

교학사 ○ ○

청문각 ○

2009 개정

교육과정

천재교육 ○

비상교육 ○ ○ ○

교학사 ○ ○

상상아카데미 ○ ○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이론

(1) 탐구기반학습 (inquiry-based learning)

가. 탐구(inquiry)의 정의

탐구란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탐색, 의문제기, 가설설정,

검증의 단계를 거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 나가는 지적과정이다. 탐구라

는 용어는 지금까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탐구의 본질은 단순한

개념의 이해나 정보의 공유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문을 제기

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결론을 내리는 것(Lim, 2001)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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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탐구는 단순한 지식 교육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학습 주체자의

심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 수단이 될 수 있다.

듀이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사고의 방법과 과정으로써 과학

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NRC, 2000). 오늘날과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

사실과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식을 적용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과학적 사고와 과학적 방법을 습득하고

그것을 다른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방법을 체득해야 한

다. 따라서, 과학 탐구를 통해 학습자는 고차원적 사고기술과 과학적 기

술을 발달시키고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다(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1996)). 이것은 탐구활동이 탐색하고, 선지식을 활

용하고, 실험하고 그것을 새로운 학습에 대한 이해로 확장시키는데 충분

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

주목해야 할 점은, 탐구란 단순히 정해진 단계(문제제기-가설설정-실

험설계-가설검증-결론도출-결론적용)를 순서대로 밟아서 주어진 문제의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 넓은 과학적 절차에 따라 지적인 문제해

결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1996))

을 의미함을 이해해야 한다.

나. 탐구기반학습의 특징과 교육적 효과

전통적 학습에서는 ‘알려진 것’에 대한 정보전달과 내용의 마스터에 초

점을 두기 때문에 과학적 기술이나 탐구기능보다는 정보의 축적을 중요

시한다. 그러나, 탐구기반 학습에서는 과학하는 방법을 습득하고 탐구 과

정을 학습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지식을 구

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변영계, 2006). 학습자에게 유의미한 것은

지식자체보다 지식의 구성과 그 절차이다. 탐구기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과학자의 활동을 모델링하여 과학의 원리를 찾도

록 요구한다(Van Joolingen et al., 2005). 탐구기반학습은 비구조화된 학

습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어떤 사실이나 개념, 문제해결 방법 등을 발견해 가는 학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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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시된 문제와 과제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통

해 달성되는 학습방법(Wyatt, 2005)이다. 따라서, 탐구기반학습은 학습자

의 요구와 능력, 흥미에 초점을 맞추어 필요에 의해 선정된 적절한 문제

기반의 접근방식을 의미한다(Norman, 1996). 탐구기반학습의 목적은 학

습자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최종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최종 형태를 스스로 조직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옥미, 2001; 변영계,

2006).

탐구기반학습에서는 학습한 내용을 문제 해결과 정보처리 기술을 발달

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적 방법

을 배운다. 이러한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탐구기반학습은 고차원적 사

고기술, 과학적 인지과정 발달의 초석이 된다(Krathwohl, 2002).

탐구기반학습의 교육적 효과(강명희, 한연선, 2000; Robinson, 1996)는

다음과 같다(신선희, 2009 재인용). 첫째, 어떤 주제에 대한 학습이나 문

제해결을 위해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능동적 탐구행위를 촉진시키고, 주

어진 문제 상황을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지적능력이나

기능을 길러 줄 수 있다. 둘째, 학습자들이 지식의 획득 자체보다 지식의

획득 과정, 방법에 관심을 갖게 하여 탐구의 과정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셋째, 학자나 전문가들이 문제해결과 원리, 법칙을 발

견하기 위해서 거쳤던 사고과정 혹은 탐구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원

리, 개념, 법칙, 이론 등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들이

탐구의 모호성을 인지하고 익숙하게 해 줌으로써 탐구과정에 숙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섯째, 탐구문제에 지식을 적용해 봄으로써 학습하려

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과학적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촉진한다. 여섯

째,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 언어적 표현력과 논리적 사고

력 개발을 도와준다. 일곱째, 정보의 습득과 분석 능력이 증진되며 학습

자가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게 만든다. 여덟째, 탐구과정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이해와 타인의 관점에게 자신의 의견을 재조명 해보고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요약하자면, 탐구기반학습은 ‘무엇을 아는가(what we know)’보다 ‘어

떻게 알게 되었나(how we com to know)’를 더 강조한다(course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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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nois univ.) 따라서, 지식의 표면적 이해에 그치는 전통적 강의식 학습

을 대신하여 학생들의 깊은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다(Trigwell et

al.1999). 무엇보다 탐구기반학습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

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가. 상황학습의 개념

상황학습 개념은 Brown, Collins & Duguid가 1989년에 발표한 <상황

적 인지와 학습의 문화(situated cognition and the culture of learning)>

라는 논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그들에 의하면 지식이란 상황적인 것으

로, 지식이 개발되고 사용되는 맥락과 활동, 문화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다. 또한 학습이나 인지적 활동은 상황과 분리될 수 없고, 학습은 의미

있는 맥락에서 일어날 때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상황학습이란

지식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실제 맥락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는 것

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실제 생활의 경험과 연결시키고 유의미한

맥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촉진시키는 접근방법이다. 상황학습은 실제

상황의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여 문제해결력을 증진시켜 나간다(조현주, 2011).

상황학습 이론에서 말하는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이지만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서는 그 지식을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Jeong-Lim & Michael, 1995). Bransford 등(1989)은 이러한 문

제가 공교육의 탈맥락적이고 형식위주의 지식위주의 학습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탈맥락화되고 단순한 지식은 지식을 지식자체로만 머

무르게 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일상 생활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학교교육의 특징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상황학습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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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황학습의 특징

1) 맥락화(contextualized)

구성주의는 객관적 진실로서의 지식보다 개인적 경험에 의한 능동적인

지식 형성의 과정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구성주의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

험이 이루어지는 환경, 즉 실제 생활의 맥락과 분리시킬 수 없다. 따라

서, 학습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하므

로, 실제적 과제(authentic task)를 통한 실제적인 활동(authentic

activity)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상황인지 이론에서 인지

는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발되는 활동,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Brown at el, 1989) 실제성을 반영하는 수업이 중요

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제성의 잠재력 중 하나는 동기부여이다. 학교

교육과 같은 형식적 학습은 탈맥락적이고 상징적인 지식을 중요시 하고,

추상적이고 체계화된 문제해결 전략과 절차를 강조한다. 즉, 지식은 생활

과 분리되어 있고 매일 매일 일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잘 지원하지 못한

다(Jeong-im & Michael, 1995).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는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

를 충족시키고 개인적 의미를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학습은 일상

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의 맥락을 제공하여 문제해결상황에서도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실제 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이(transfer)

전이란 학습한 지식이나 정보를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으로, 상황

학습에서는 지식을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

다. 전이는 학습이 잘 이루어졌다는 증거 중의 하나이다. 학습한 지식이

지식 자체로 머무르지 않으려면 학교 교육이 전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밴터빌드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지식의 전이는 구체

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촉진될 수 있다(Cogni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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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Group at Vanderbilt, 1992). 상황학습 환경은 다양한 맥락

에 적용될 추상적인 기능과 방법을 가르치기보다 고유한 맥락에서 다양

하고 구체적인 사례의 사용을 강조한다. 상황학습은 또한, 학습의 시작점

에서 하나의 정착점(anchor)을 두고 다양한 실제 상황을 제공할 때 학습

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서 정착교수(anchored instruction)를 강조한다

(Jeong-Im & Michael, 1995). 여기서 정착점이란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 연결될 수 있는 출발점 또는 초석을 의미한다. 즉, 맥락에 정착점

을 두었을 때 학습내용은 쉽게 통합될 수 있다. 학교교육이 실제생활에

서 적용되지 못하고 지식자체로서만 머무는 것, 즉 전이에 익숙하지 않

은 것은 지식이 유의미하도록 해 주는 정착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상황학습 수업 설계의 기본 방향

1) 지식이나 기능이 사용되는 실제적인 맥락을 함께 제시한다.

지식이나 기능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맥락의 일부분이다. 맥

락은 어떤 지식이나 기능에 상황적 단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조현주, 2011). 따라서 학생들에게 그저 개

념적 지식만을 전달하거나 교과서의 연습문제를 풀도록 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관련된 맥락을 포함하는 문제를 제시하거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식이 학교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2) 실제적인 과제를 사용한다.

학교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인위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학생

들에게 무의미한 문제나 과제를 수행하도록 요구한다(Newmann, 1991).

그러한 문제는 학생들의 경험과 분리되어 개인적인 의미를 제공하지도

못한다. 이에 반해 실제적 과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과제로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두는 문제해결 상황이 중심을 이룬다. 따라서 실제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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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설계할 때 지식의 용도와 사용방법을 고려하고, 상황이나 맥락 안

에서 지식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실제적인 과제는 학습자에

게 유의미한 경험이 된다.

3)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사용한다.

앞서 전이 가능한 지식이나 기능을 학습할 수 있으려면 고유한 맥락에

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사용할 것을 강조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

양한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일반화된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

한 상황에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실제적 과제를 통해

서 지식을 적용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식의 전이는 보다 촉진된다.

4) 전문가의 수행과 사고과정을 반영한다.

학교에서는 추상적인 지식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관찰할 기회 없이 과학적 개념을 학습하도록 요구한다. 따

라서, 실제적인 과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야 한다. 이와

같이 과학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사고와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

릍 통해 학습자는 지식을 사용하는 기술과 사고과정을 배울 수 있다.

5)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협동학습을 활용한다.

상황학습의 과정에서는 학습자와 내용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협력적으로 이루어진다.

Suchman(1987)은 인간적 상호작용이 최대한의 맥락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협동학습에서 학생

들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를 공유하는 법을 배우며 학습에 대한 공유된

책임을 경험한다. 협동학습은 실제상황에서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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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수행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시각들을 접함으로써 자신이 구성한 지식

의 타당성을 검증해 볼 수 있기에 상황학습 환경에 적용하는데 적합하다

고 할 수 있다(이승은, 2000 재인용).

그림 6. 상황학습 수업설계의 기본 방향

(3) 비계설정(scaffolding)

가. 근접발달영역과 비계설정

발달의 범위 내에서만 학습이 가능하다는 피아제(Piaget)의 견해와는

달리 비고츠키(Vygotsky)는 학습에 의해 발달이 촉진될 수 있다고 보았

다. 학습은 근접발달영역(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안에서만 가능

하게 되며, 근접발달영역은 교수-학습을 통해 생성된다(Vygotsky, 1978).

근접발달영역이란 실제적 발달수준과 잠재적 발달수준과의 거리를 의미

한다. 실제적 발달 수준은 학생의 현재 수준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

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잠재적 발달 수준은 선발달자의

도움을 받아 높은 수준으로 발달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을 의미한다. 근

접발달영역에서 학습자가 타인의 도움을 받아 학습을 수행하는 것은 잠

재적 발달 수준을 실제적 발달수준으로 변형시킨다. 다시 말해, 비고츠키

가 말하는 학습과 발달은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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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역할은 근접발달영역에

서 학습자에게 적합한 경험들을 제공하여 학습자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

(Vygotsky, 1978)이다. 여기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학습자에게 적당히 도

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과제가 학습자의 실제

적 발달영역에 속하면 학습자는 도전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잠재적

발달영역에 속하면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것이다.

근접발달영역은 학습자가 수행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사고와 지식을

달성하면 새로운 수준으로 상승한다. 학습자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수

행하게 될 때, 더 높은 수준의 근접발달영역으로 변화하여 새로운 도움

과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자의 이러한 변화는 지식, 기술, 훈련, 행위의

습득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근접발달영역의 역

동성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김억환 외 역, 1998; 조선미, 2001

재인용).

그림 7.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성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효과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전략 중 하나가 비계

설정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이해력 수준에 적당한 비계설정이 학습자의

사고 변화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Roff, 1990; Vygotsky, 1987). 비계

설정이란 Wood 등(1976)에 의해 처음 소개된 용어로서, 근접발달영역

안에서 ‘비계가 없으면 불가능한 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비계설정은 경험 있는 교수자에 의해 사용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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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모델을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수행에 대해 피드백을 주거나, 인지적

구조화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Tharp & Gallimore

1988).

비계설정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학습이 진행될수록 교수적 지원이

반드시 ‘소거(fading)’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oy, 2004). 교사는 학습자가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학습자에게 제공하던 지원을 제거하거나 점차

줄여야 한다. 이것은 교사가 도움을 제공할 때만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

하고 도움이 중단되었을 때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비계가 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교사나 지원도구의

도움을 받으며 점차 과제에 익숙해지면, 도움은 소극적이고 간접적이 되

거나 사라져야 한다. 비계 설계자는 과학적 탐구과정의 어떤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비계를 설정하는지 등 복잡한 구조를 잘 알아야 하고, 과학

적 탐구과정의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모든 비계설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Roy, 2004). 이것은 근접발달영역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학습자의 발달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수준을 증가시키면서 비계설

정을 분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비계설정의 구성요소

비고츠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Berk & Winsler는 효과적인 비계설

정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홍용희 역, 1995).

첫째, 공동의 문제해결이다. 학습자는 교사와 또는 동료와 상호작용을 통

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상호주관성 확립이다. 상호주관성이란

참여자간 공통의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서로

다르게 이해하던 참여자가 상대방의 관점에 자신의 것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하다. 교사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풀어서 이야기함으로써 상호주

관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따뜻함과 반응이다. 비계설정 중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교사는 학습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게 되는데, 교

사가 따뜻하고 반응적일 때 학습자의 성취는 최대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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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내용면에서 증기압 측정 방

법과 수업모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증기압 측정 방법을 개발

한 후 증기압 학습을 위한 수업모듈을 구성하였고, 수업모듈의 파일럿

수업에서 개발한 증기압 측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계획하였다.

증기압 측정 방법 개발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교실 환경에서 증기압

을 측정한 사례를 조사하고, 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간단한 실험재료들을

조립한 증기압 측정 기구를 개발하였다, 정량적인 방법으로 정확도를 검

증한 후, 이 기구를 이용한 새로운 측정 방법으로 25℃ ～ 80℃까지 물

과 에탄올의 증기압을 측정하였다.

증기압 개념학습 수업모듈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먼저 과학 수

업모형 및 수업모듈과 탐구기반학습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

고, 탐구기반학습과 상황학습이론의 공통적인 요소들로 탐구기반 개념학

습 수업설계 원리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구(cognitive support)로 실험비계설정을 이용하여 초기 탐구

기반 수업모듈을 구성하였다. 이 수업모듈로 파일럿 수업을 1회 실시한

후, 수업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개선된 수업모듈을 얻었

다. 파일럿 수업에서는 앞서 개발한 증기압 측정 방법을 실험비계설정으

로 사용하였다.

전체적인 연구 절차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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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구 절차

Ⅳ. 개발과정

1. 증기압 측정 방법

(1) 증기압 측정방법 사례조사

증기압 측정 기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교실환경에서 증기압 측정 방법

을 연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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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rigerio(1962)는 일반화학 수업 시범실험으로 그림 9와 같은 방

법으로 온도에 따른 증기압을 측정하고 그래프를 얻었다. 간단하고 값싼

기구들로 학생들이 쉽게 조립할 수 있고 측정결과가 좋다는 장점이 있지

만, 흡출기(aspirator)를 이용해 플라스크 내부를 진공상태로 만든다거나

내부 액체를 끓인 후에 주사기를 이용해 제거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과

정이 수반된다.

그림 9. Frigerio의 증기압 측정 장치(Frigerio, 1962)

Richardson(1987)은 증기압을 처음 소개하는 학부생 수업에서 그림 10

과 같은 장치로 시범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장치는 앞서 이론적 배경에

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원리로 U자관에 들어있는 액체의 높이차를 이용

해 증기압을 측정하는 것이다. U자관에는 수은보다 밀도가 작은 물을 사

용하여 더 안전하고 결과에 극적인 효과가 있지만, 의미 있는 높이차를

보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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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ichardson의 증기압 측정 장치 (Richardson, 1987)

Schaber(1985)는 학부 물리화학 실험수업에서 온도에 따른 순수한 액

체의 증기압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 11과 같은 장치를 개발하

였다. 이 장치로 얻은 물, 벤젠, 메탄올, 아세톤 외에 몇 가지 유기용매에

대한 측정결과는 정확도가 1 %미만으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측정 장치

의 부피가 너무 크고, 진공 펌프를 이용하는 등 실용적이지 못하다는 단

점이 있다.

그림 11. Schaber의 증기압 측정 장치 (Schb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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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최근 연구로 Iannone(2006)가 개발한 증기압 측정기구의 모식

도는 그림 12와 같은데, 이 기구를 항온수조에 넣어 온도에 따른 액체

또는 고체의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기구는 값싼 재료들을 조립하

고 부피가 작아 매우 유용하지만, 진공상태를 만들기 위해 그림 12의 밸

브 우측에 액체 질소로 냉각시킨 선을 장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

러나, 단일계가 된 용기 상부에 압력센서를 부착하여 간단하게 증기압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림 12. Iannone이 개발한 증기압 측정 기구 (Iannone, 2006)

박종욱(2003)의 연구는 위에서 보여준 오래된 연구들보다 원리와 실험

방법이 간단한 증기압 측정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플라스틱 주사기 내

부를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후, 그 때의 주사기 내부 압력을 물

기둥을 이용해 측정하는 것이다. 이 장치는 동적 평형과 함께 증기압 개

념의 정확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기압에서

수은주(76 cm)대신 물기둥(100 cm)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험장치가 1.5

m의 높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다. 그러나, 이 장치는

교수-학습에 유용한 화학의 원리를 담고 설계되어 있으므로, 학생들의

증기압 개념학습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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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박종욱의 증기압 측정 장치 (박종욱, 2003)

(2) 장치의 제안

본 연구에서는 박종욱의 장치적 결점인 측정계 부분을 그림 12에서와

같이 간단한 압력센서로 대체했다. 압력센서는 개념이해를 위한 교실 실

험이 목적이므로 섬세한 정밀도 보다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편리함을 우

선적으로 고려하여 범용 아날로그 압력게이지를 장착하는 것으로 하고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한 증기압 측정 기구는 그림 14와 같다. 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감

압계(HISCO)와 60 mL부피의 플라스틱 주사기를 3-way 콕으로 연결하

여 기구를 구성하였다. 3-way 콕에 압력계가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금속연결관을 주문제작하여 연결하였다. 금속연결관은 압력계 쪽

으로는 암나사, 3-way 콕 쪽으로는 숫나사로 총 길이 3 cm, 외경은 1.6

cm이다. 3-way 콕의 나머지 입구는 나중에 증류수를 주입하거나 연결

부의 공기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그리고 주사기의 부피 50 mL가 되도

록 피스톤에 전기인두 등을 이용하여 구멍을 뚫는다. 이 구멍은 송곳이

나 못 등을 이용하여 주사기의 부피를 고정하는데 사용한다. 고정시키는

부피 50 mL는 절대적인 값이 아니므로 선택한 주사기의 용량에 따라

적당한 부피에서 고정해 주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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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발한 증기압 측정기구1)의 구성(우현승과 정대홍, 2012)

(3) 측정 원리

닫힌계에서 순수한 액체가 증기와 동적 평형을 이룰 때의 압력, 즉 증

기압을 측정하려면 주사기 내부는 액체 단일계가 되어야 한다. 예를 들

어, 물의 증기압을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자. 완전히 빈 주사기에 물(증류

수)을 소량 주입한 후 밀폐된 상태에서 피스톤을 있는 힘껏 잡아당겨 부

피를 늘이면 그 때 생기는 빈 공간은 진공이 된다. 물이 증발하기 시작

하면서 이 빈 공간은 점차 수증기로 채워지고,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동

적 평형에 이르게 된다. 이 때 주사기 내부 압력을 읽을 수 있도록 압력

게이지를 주사기에 직접 장착하였으므로 그림 14의 장치를 이용해 액체

의 증기압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다.

1) 특허출원번호: 10-2013-0012999, 등록일자: 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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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사기 내부 물 단일계의 동적 평형 과정

주사기 내부에서 동적 평형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주사기

내부에 액체를 소량 주입하고 피스톤을 당겨서 부피를 늘이는 순간, 주

사기에 넣어 준 액체의 종류에 따라 압력의 눈금이 다르다는 사실로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구로 물의 증기압을 측정하려면 주사기에 증

류수를 주입하기 전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선행 작업, 즉 내부에

존재하는 공기를 제거해 주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주사기

내부를 물 단일계로 만들어 준다.

(4) 측정의 정확도 확인 및 보정

액체의 증기압을 측정하기 이전에 그림 14의 기구가 기체의 압력을 정

확하게 나타내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사기의 부피

를 10 mL 에서 50 mL 까지 10 mL 간격으로 부피를 늘여가며() 그

때 압력계의 값()이 보일의 법칙을 잘 따르는지 여부로 확인하였다.

먼저, 3-way 콕 밸브의 방향을 그림 19(a)(p. 39)와 같이 두고 빈 주

사기의 부피가 10 mL가 되도록 피스톤을 힘껏 당긴다. 그 때의 압력계

눈금을 읽고 기록한다. 같은 방법으로 주사기를 당겨 부피가 20, 30, 40,

50 mL일 때의 압력계의 눈금을 읽고 기록한다. 이로 부터 과 

의 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하면 그림 16과 같다. 측정된 압력의 역수값과

부피값이 비례관계를 잘 나타내므로 본 기구는 주사기 내부 압력을 정확

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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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측정된 압력의 역수값과 주사기의 부피와의 관계

유의해야 할 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3-way 콕과 압력계를 연결하

기 위해 사용한 금속연결관(그림 14 참조)에는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액체가 담겨지는 용기의

전체 부피(V)는 주사기의 부피()에 연결관 속 부피()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 따라서 보일의 법칙을 나타내는 관계식   는 수식 (1)과

같이 표현된다. 이 식을 에 대해서 정리하면 수식 (2)로 나타낼 수 있

다.

  ------- (1)

 


 -------- (2)

이 때, 측정된 값들에 대해서 최소자승법을 이용하면 그림 16에 나타난

것처럼  = 4.042 mL임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연결부 내부에는 제

거해야 하는 공기가 약 4.0 mL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론적인 압력 기댓값()은 수식 (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3)



- 28 -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구한 압력의 이론적 기댓값과 측정값()을 비교

해 보면(그림 17) 오차가 매우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개발한 그림 14의 측정 기구가 주사기 내부 액체의 증기압을 측

정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10 15 20 25 30 35
0.00

0.25

0.50

0.75

1.00

f

P0  (cmHg)

그림 17. 각 측정값에 대한 오차율,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1) 수업모형 및 수업모듈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과학 수업모형 개발사례

수업모형이나 학습모듈 등을 직접 개발하여 과학 개념학습을 실시한

연구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서영진(2013)은 엔트로피를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교수모형을 만들고, 화학개념을 처음 배울 때 교수모형의 효과

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새로운 학습모델을 개발한 것이기

보다 학습내용의 교수 순서를 정해 놓은 것에 가깝다. 또한, 강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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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과 이준호 등(2010)과 김흥태(2012)는 각각 무게와 압력, 생물분류,

생물농축의 개념이해를 위해 수업모형이나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을 통해, 효과적인 수업모형 개발이 과학

개념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과학 전

영역에 걸쳐 과학 개념학습 수업모형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수업모형의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 개발목적과는 상관없이 과학 및 공

학에서 수업모형을 개발한 연구사례를 살펴보았다. 박기용 등(2009)은

소외된 과학영재들의 사고력 향상을 위한 4단계의 수업모형을 개발하고,

산과 염기 단원을 적용시킨 예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실시

하지 않았다는 연구한계가 있다. 변정호(2012)등은 창의성과 문제해결력

을 기반으로 해서 생체모방을 주제로 3단계의 새로운 융합수업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것은 단계별 수업모형 개발에 참고할 만하다. 탐구기반 개

념학습에 대한 신선희(2009)의 연구는 탐구기반 개념학습에서 적절한 지

원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개념학습을 위해서 수업모형을 만드는 것,

그리고 탐구기반인 경우 지원도구를 마련하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탐구기반학습의 효과

국내의 과학 탐구학습 관련 연구는 지식의 이해나 학업성취도보다는

학습자의 탐구능력 향상이나 과학에 대한 태도 변화 중심의 연구가 많다

(김남영, 2012; 박윤희, 2010). 실험실 탐구기반학습 효과에 대한 외국의

연구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Chang & Mao(1998)는 2주간 수업으로

전통적 강의식 수업과 탐구기반수업으로 중학교 지구과학 학생들의 성취

도를 비교하였고, Padilla 등(1984)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과정기술

(변인통제, 자료해석, 가설형성, 조작적 정의와 실험)을 처치하여 14주간

연구하였다. Selim과 Shrigley(1983)은 5학년 학생들에게 과학지식을 가

르치는데 발견학습(탐구학습)과 전통적 학습을 비교하여 21일간 처치하

였다. 이러한 단기간 연구를 통해 탐구적 접근을 사용한 과학 학습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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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개념 이해도 및 성취도, 과학적 기술, 태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탐구기반 프로그램의 종단 연구로 Gibson & Chase(2002)가 1992년에

서 1994년까지 3여년에 걸쳐 탐구학습의 장기간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미국 Hampshire College에서 매년 2주간 실시하는 탐구기반 여

름과학캠프에 꾸준히 참여한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눈

에 띄는 인터뷰 결과는 이 캠프에 꾸준히 참여한 학생이 고등학교 진학

후 바뀐 강의식 수업으로 인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아예 관심을 껐다(turn off)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과학을 탐구기반으로 가르칠 때 과학 성취도

와 동기유발에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 또한 탐구기반 학습을 일찍부

터 꾸준히 실시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2) 수업모듈 설계원리

본 연구에서 증기압 개념학습을 위해 제안하는 수업모듈의 핵심은 탐

구 수행을 통해(탐구기반) 인지적 부담감 없이 새로운 개념형성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용한 탐구기반학습은 과학적 탐구방법을

배우는 일반적인 가설-연역적 탐구학습과 구별되는 의미로 사용했다. 다

시 말해, 탐구기반 개념학습에서 일어나는 탐구활동은 목적이 아니라 새

로운 개념형성을 위한 학습수단이고, 학습의 최종목표는 새로운 개념의

형성과 내면화이다. 이를 위해서 학습한 개념이 학습자에게 유의미해질

수 있도록 일상의 맥락에서 출발한 실제적 과제를 제시하고, 과학자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개념을 학습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상황학습 환경이 본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에서

지식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로 도입되었다.

성공적인 개념학습을 구현하기 위한 수업모듈 설계원리를 상황학습과

탐구기반학습의 이론의 공통 요소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가. 문제해결과정(problem-solving process)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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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문제해결은 전통적으로 예시 문제와 해답을 제공하는 교과서나

강의를 통해 교육되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전략이

나 문제인식에 필요한 지식보다는 문제해결을 위한 절차적 순서에 초점

을 두었다. 과학교육에서 학습자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

니라 문제해결과정에서 필요한 인지전략이다. 문제해결에는 수행과정에

포함된 지식의 적용 이상의 인지적 과정이 중요하다.

인지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인지기능에는 정보를 저장하는 장기

기억(long-term memory)과 정보처리와 관련된 의식적 과정이 일어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이 관여한다. 전문적인 체스 선수는 실전에서

했던 게임을 초보자에 비해 간단하게 재생산할 수 있다. 전문적 해결가

는 장기기억에 저장되어 있던 확장된 경험을 꺼내어 그들의 기술로 이끌

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기억에 많은 양의 정보가 저장되어야 복

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Kirschner et al., 2006). 이것은 인지적 과

제를 수행했을 때 장기기억에 더 많은 정보가 저장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문제해결은 지식베이스(knowledge base)와 기술베이스(skill

base)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일어난다(Taconis et al., 2001). 지식기반이

란 지적활동에 의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조직화된 모임으로, 종

종 스키마schema라고 칭한다. 기술베이스란 지식기반에서 한 가지 특별

한 스키마와 관련된 영역 특수적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읽고, 계산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결과를 체크하는 등 세부적인 기술을 의미한다. 초보자

는 전문가와 달리 비구조화된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해결에

능숙해 질 수 있는 충분한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연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Taconis 등(2001)은 그것이 과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험

을 통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인지적 과제를 학습하면서 문제해결과정

을 통해 학생들은 지식기반과 기술기반 모두를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즉, 과학과제를 학습하는 것은 지식, 기술베이스 모두에 영향을 주

므로 학생들에게 문제해결과정의 경험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해결이 완료되면 해답을 찾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기반 또한

수정되거나 새롭게 형성된다.

요약하자면, 문제해결과정은 학생들의 장기기억에 있는 정보의 양을

늘이고 지식기반과 기술기반 모두를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서 지식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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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즉, 문제해결에서 수

반되는 인지적 활동의 경험이 학습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나. 과학적 사고기술(thinking skill)을 포함한다.

‘지식의 학습’이 아니라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학탐구에서 과학적 사고기술은 매우 중요해진다. 이것은 과학교육을

통해 단순한 교과지식의 내용을 배우는 것보다 과학자처럼 사고하는 방

식, 즉 과학적 사고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적 사고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지만(김진영, 2010), 종합해 보면 과학적 탐

구나 내용을 학습할 때 사용되는 추리력과 논리적 사고력, 인지조작 기

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여 학습하는 것보다 과학

적 사고를 통해 학습하게 될 경우,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해진다. 즉, 과

학적 사고기술을 이용한 개념습득은 개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개념체

계는 단순한 개념의 합이 아니라, 사고기능을 이용하여 개념을 유기적으

로 구조화된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구조는 과학적 사고활동의 기반이

된다(김진영, 2010). 즉, 과학적 사고와 과학개념은 연쇄적이고 상호보완

적이다

Lawson(1995)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사고를 교실 밖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창의적이고 비

판적인 사고력을 지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기술이 필

수적이다. 이것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기술을 과학학습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과학적 탐구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학교교육에서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김진영(2010)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적 사고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적이고 가장 강한 요인은 과학 개념체계였으며 간접적이고 가장 강한 요

인은 교사의 역할이다. 따라서, 과학적 사고기술을 배우고 개념체계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교사가 보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다. 동료 간 협동(collaboration)과 상호작용(interaction)을 포함한다.

협동은 문제해결과정의 핵심 특징이다(Stein 등, 2010). 협동은 학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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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멤버 간 전문 지식을 분배함으로써

(Pea, 1993; Salomon, 1993)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준다.

Jones & Carter(1998)에 의하면 근접발달영역이 비슷한 동료와의 상호작

용이 지식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의 지

식구성을 도와주므로 혼자서 학습할 때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집단의 멤버들은 해결해야 하는 공동의 문제를 공유하

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

호작용 한다. 멤버들은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때로는

자신의 견해를 ‘도전’받는 상황에서 다른 이의 견해를 포용하고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타협’의 과정을 경험한다. 이러한 타협의 과정은 협동학

습 그룹에서 필수적이다(Herrington & Oliver, 2000). 다시 말해, 도전과

타협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학습은

강화된다. 이처럼 소집단에서 발생하는 토론은 문제해결력과 고차원적

사고를 향상시키고 지식의 구성을 공유하도록 촉진한다(Blumenfeld et

al.,1996; Vye et al.,1997). 한수진(2002)에 의하면,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

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평가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소집단 토론

(Meyer & Woodruff, 1997)이 과학 개념학습에 적절한 환경이다. 이것은

피상적으로 개념을 암기하기보다 문제해결 과정에서 동료 간 활발한 토

론과 상호작용을 통해 일관된 사고체계와 인지적 발달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습이란 학습자가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

라. 교사는 조정자(facilitator)로서 역할을 한다.

상황학습 환경과 탐구기반학습에서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역할을 수행

해야 하므로, 교사는 학습촉진자 또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교사는 효과적으로 학습자들의 학습을 촉진하고 상호작용적인 격려와 지

원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 첫째, 인지적 발판 또는 비계설정(scaffolding)이

다. 비계설정은 인지적 구조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 필요하다

(Brown & Palinscar 1989). 이것은 학습자들이 학습을 제어하고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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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과제를 단순하게 하고, 적절한

도전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코칭(coaching) 또는 안내

(guiding)와 조언(advice)이다. 코칭은 개개인이 학습을 하거나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그들을 관찰하고 돕는 것을 말한다(Brandit. et al., 1993).

교사는 문제해결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적 자원(resource)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도움을 주되, 문제해결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

을 경험해야 하므로 조언과 안내는 명시적이고 직접적이기 보다 암시적

이고 비지시적이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인지적 도구와 자료를 제공한다. 인지적 도구란 학습자들이 사고

와 아이디어를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계산기나 노트북 등과 간단한

업무 보조도구부터 자료파일, 시뮬레이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를 지닌다.

마. 결과가 아닌 수행과정을 평가(performance based assessment)한다.

전통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연필과 종이로 이루어지는 ‘테스트’를 의

미한다. 이것은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억과 파지

에 의존하는 낮은 수준의 사고기술에 관한 것으로 제한된다. 즉, 사실이

나 기억된 정보만을 평가한다. 강의식 수업에서 교수자가 평가하고자 하

는 것도 이와 같은 올바른 내용지식의 이해이다. 그러나, 과학교육의 방

향이 일상생활의 연관성과 함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

록 변화하면서 평가의 방향이 수행중심으로 이동하였다(Teague &

Wygoda, 1995).

학습자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 사고기술을 사용한

다. 추론하고 질문하고, 개인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 동료와 협동하고, 상

호작용을 통해 결과를 생산한다. 이러한 탐구의 통합적 과정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지식 구성의 과정이다. 따라서, 학생들

에 따라 다양한 역량의 레벨에서 수행과정이 평가되어야 한다. 교사는

탐구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행을 주지하고, 평가하고,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비지시적 도움도 줄 수 있다. 학생 스스로도 탐구의 과정 중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수행을 끊임없이 평가할 수 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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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토론과 협동의 타협의 과정에서 동료에 의해서 외적 피드백을 받

고, 학습자 자신의 내적 성찰을 통해 자기조절 작용을 할 수 있다.

수행의 평가가 장기기억과 학생들의 이해력을 강화시킨다(Rutherford,

1991; Newman, 1993)는 연구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것이 탐구를 기반으로 한 개념학습에서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설계 원리

(3) 비계설정 전략

강의식 수업에 대한 대안으로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탐구기반

학습에도 부정적 시각이 있다. Kirschner 등(2006)은 탐구기반 학습과 같

은 비안내(non-guided) 또는 최소안내(minimal-guided) 학습환경에서의

탐구는 학생들에게 인지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하였다. 탐구에 서투른

학습자는 사전지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데 적당한 스킴scheme이

부족한데다 탐구의 수행(발견기술)이 더 많은 인지적 부담을 유발하고,

예시가 제시된 수행보다 더 미숙한 학습을 유도한다(Tuov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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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ller, 1999). 또한 안내된 학습보다 학습의 효과가 적고, 오개념이 많

고 불완전한 지식을 생성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탐구기반 학습에서

교사가 인지적 비계설정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탐구 지원도구의 필요성과 제작에 대한 연구로, 신선희

(2009)와 장혜정(2005)이 웹테크놀로지 기반 지원도구를 설계하여 교육

적 효과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가. 과제분석

비계설정을 위한 과제분석이란 학습자들이 어떤 이유로 학습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지 그 장애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학습과제 유형에 따라

직면하는 장애가 다르고 학습자를 지원하는 비계설정도 전략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수 등(2006)의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에 따른 학습결

과 유형별 학습자의 장애요인은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운동기능,

태도의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개념학습 수업에서 직

면할 수 있는 학습자의 장애요인은 지적기능이나 인지전략과 관련된 것

으로 보고 그들의 연구를 참조하여 수정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개념학습에서의 과제분석

학습결과 유형 학습상의 장애요인

지적

기능

개념
• 새로운 상황에서 사례생성 경험 부족

• 인지적 방향감 상실

원리, 절차 • 관련 원리, 법칙의 적용 어려움

문제해결
• 관련 개념, 원리, 절차의 선정, 회상의 어

려움

인지전략

• 과제특징에 대한 지식 부족

• 충분하지 못한 내용지식

• 자신의 기억, 정보처리과정의 특징에 대한

인식경험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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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계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

Shaoquing(2002)와 Hartman(2002) 등은 비계설정에서 고려해야 할 측

면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정선과 오정숙(2003)은 학습환

경이나 비계설정의 제공주체, 학습내용, 학습자, 비계설정 사용 목적 등

의 네 가지 요소들을 고려 사항으로 도출하였다.

첫 번째, 학습환경이나 비계설정의 제공주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

는 요소는 비계가 시스템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 또는 교사나 동료 학습

자에 의해 제공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시스템에 의해 제공된

다면 통제의 주체가 시스템인지 학습자인지 시스템과 학습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두 번째, 학습내용과 관련한 고려 사항은 내용의 구조화 수준과 내용

의 난이도 수준이다. 이것은 학습 과제가 잘 구조화(well-structured)된

것인지, 비구조화(ill-structured)된 것인지와 관련되며, 비구조화 된 내용

의 경우가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더 섬세하게 설계된 비계

가 필요하다. 내용의 난이도는 기본수준, 중간수준, 고급수준 중 어느 정

도의 학습을 목표로 하는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 학습자 요소로 학습자의 경험과 선수지식, 자기조절 등의 수

준이다. 학습자가 소프트웨어에 얼마나 익숙한지, 탐구의 경험은 있는지,

학습하는 내용이 예전에 알고 있던 것과 쉽게 연관되는지 등에 따라 비

계설정의 방식이 달라진다. 학습자의 지식수준과 학습에 대한 태도와 동

기, 필요성 등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서도 제공되는 가이드와 도움이 달

라져야 한다.

네 번째, 학습과정에서 비계를 사용하는 목적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보습득을 돕기 위한 수용비계(reception scaffolds), 정보 구조

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전달비계(transmission scaffolds),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생산비계

(production scaffolds)이다.

다. 비계설정의 제공수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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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등(2006)은 비계설정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가 하는 것

은 설계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이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비계

설정 수준이란 비계설정의 양, 시간, 횟수 등을 의미한다. 이것을 고려하

지 않고 불필요한 비계를 제공한다면 학습을 오히려 방해하고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 발달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 Leong과 Bodrova(1995)는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에 따라 제공수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

들은 높은 자기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비계설정의 양과

횟수를 낮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제공해 주며, 낮은

조절능력을 가진 학습자에게는 그 반대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전지식이 높은 학습자들은 매체나 자기 자신을 활용한 비계설정이 가

능하고, 사전지식이 낮을 경우 보다 체계적인 비계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나 선발달자인 동료의 비계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자기조

절 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교사나 동료의 도움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조직

화된 성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체가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자기조

절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는 교사나 동료의 비계설정 제공이 필요하

다. Poehner와 Lantolf(2005)는 학습자들의 근접발달영역을 평가하여 높

은 수준에 있는 학습자에게는 비계의 양과 횟수를 줄이고 단시간에 집중

적인 도움을 주고, 발달단계가 낮은 학습자에게는 그 반대의 전략적 접

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발달단계가 낮거나 자기조절 능력

이 낮은 학습자에게는 비계의 양과 횟수를 늘려 장시간에 걸쳐 분산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v. 연구 결과

1. 증기압 측정 방법 개발 및 측정 결과

(1) 증기압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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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 주사기 내부를 물 단일계로 만들어야 하므로

증류수를 주입하기 전 용기 내부를 진공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

였다. 따라서, 수식 (2)의 계산 결과대로 대략 4.0 mL에 해당하는 연결관

내부의 공기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압력계에 피스톤이 완벽하게 끝까지 밀어 준 빈 주사기를 달고

3-way 콕 밸브의 방향을 그림 19(a)와 같이 둔다. 그리고, 피스톤을 50

mL 정도까지 힘껏 당겨준 후, 3-way 콕 밸브의 방향을 <그림 19(b)>

와 같이 돌리고 주사기의 피스톤을 끝까지 밀어준다. 그러면 연결관 속

내부 공간의 공기가 바깥쪽으로 빠져 나온다. 한 번으로는 내부 공기가

다 빠지지 않으므로 압력계의 눈금을 관찰하면서 거의 76 cmHg 가까이

돌아갈 때까지 이 과정을 가능한 여러 차례 반복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작업으로는 진공펌프를 이용할 때와는 다르게 내부 공기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어렵고 수 백 Pa 정도 압력(1 cmHg ≅ 1300 Pa)에 해당

하는 미량의 기체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측정오차 범위 내에서

무시할 수 있는 값이라고 판단되지만, 이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할수록

데이터의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다. 오차를 감안하고 진공펌프의 역할을

대신해서 선택한 이 방법은 전적으로 교실 실험에서의 활용을 고려한 것

이다.

그림 19. 주사기 내부 진공 만들기. (a)와 (b)의 과정에서 밸브의 방향

을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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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의 공기가 다 빠졌다고 판단되면 3-way 콕의 나머지 남은 콕에

타이곤 튜브(tygon tube) 등을 연결한 후 3-way 콕의 밸브 방향을 그림

19(b)와 같이 두고 증류수를 10 mL 부피까지 주입한다. 그리고 3-way

콕 밸브의 방향을 다시 그림 19(a)와 같이 바꾼 후 피스톤을 50 mL 까

지 당긴다. 그 후 미리 뚫어 놓은 구멍에 송곳을 끼워서 부피를 고정한

다. 주사기 내부는 매우 빠르게 동적 평형에 도달하고 압력계는 일정한

눈금을 가리킨다. 이 눈금값이 곧 물의 증기압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측정 기구를 이용해 액체의 증기압을 ‘읽을 수 있다.’

참고로 그림 20과 같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압계의 눈금 범

위는 0 ～ 76 cmHg 로 표시되어 있다. 대기압일 때 감압계의 눈금이 0

cmHg 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된 숫자는 이로부터 감소된 압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감압을 할수록 바늘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

서 진공에 가까우면 압력계의 눈금은 76 cmHg 근처를 가리킨다.

그림 20. 압력계 눈금. 대기압으로부터 줄어든 압력(감압)의 크기를

나타낸다.

(2)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특정 온도의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주사기 내부 액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항온조가 필요하다. 즉,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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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입하고 주사기 부피를 50 mL로 고정한 측정 기구를 항온조 속 물

에 충분히 잠기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부피고정으로 인해 피스톤이 뒤

로 빠져 길어진 측정 기구에 알맞도록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5 cm

인 투명 아크릴수조를 제작하고 여기에 온도조절기를 별도로 장치하였

다. 이렇게 하면 항온수조와 같은 기능을 한다. 온도조절기는 원하는 온

도를 설정하면 해당온도까지 수조 안 물의 온도를 데운 후, 설정된 온도

에 도달하면 항온을 유지해 준다.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장치는

그림 21(a)와 같고, 그 모식도는 그림 21(b)와 같다. 내부 공기 제거작업

을 통해서 내부가 물 단일계가 된 측정 기구를 스탠드로 고정하여 항온

수조 속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설치한다. 만약, 주사기의 상부가 공기 중

으로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주사기 내부가 설정된 온도보다 낮아져서 증

기압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온도조절기를 원하는

온도로 설정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주사기 내부의 증류수는 항온수조

속 물과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된다. 물의 온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에

도달하면 압력계의 바늘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

다가 압력계의 눈금을 읽었다. 그 값이 바로 해당 온도의 증기압이다. 이

런 방법으로 25 ℃부터 80 ℃까지 5 ℃간격으로 증기압을 측정했다. 80

℃ 이후로 측정하지 않은 이유는 외부 공기와 온도차가 크고, 항온조의

부피가 35 cm으로 물의 용량이 너무 커서 그 이상은 온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이 데워지고 열적평형이 이뤄지는 과정을 포함

하여 증기압을 읽기까지 5 ℃마다 평균 10 ～ 15분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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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1.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장치(a)과 그의 모식도(b)

(3) 온도에 따른 물과 에탄올의 증기압 측정결과

위와 같은 측정 방법으로 25 ℃부터 80 ℃까지 물과 에탄올의 증기압

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22와 같다. 측정 기구의 일반화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추가적으로 에탄올(순도 99.9 %, 대정화금 4023-4100)의 증기압

도 측정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에 따른 물과 에탄올의 증기

압은 전반적으로 오차가 5 % 내외로 정확도가 높고 문헌값과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정확도 높은 액체의 증기압을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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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이 측정 기구와 측정 방법은 교실수업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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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개발 장치로 측정한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

정값, : 문헌값 (Haynes, 2010-2011))

2.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 개발결과

(1) 수업의 구조와 실험비계설정의 제시 방법

박숙연(1997)의 연구에 의하면 액체의 증기압 개념은 후기 형식적 수

준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처음 접하는 고등학교 2학년 자연계열 학생들

은 여전히 과도기(33.5 %)와 구체적 조작수준(6.2 %)에 머물러 있다. 이

러한 인지적 불균형은 학습자들이 이 개념을 새롭게 학습하는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학습자의 자기조절 능력이 낮으므로 비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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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략에 따라 높은 수준의 체계적인 비계설정이 필요하고, 비계설정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분산적으로 해야 함을 의

미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와 개념의 인지적 수준 차이와 비계설정 전략

을 고려하여 수업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였다.

먼저, 수업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개념의 인지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인지적 부담(cognitive load)을 줄인다. 그리고, 교사가 비계설

정을 제공하되, 각 단계별로 분산적 비계설정을 한다. 수업을 3단계로 나

눈 것은 Lawson(1989)이 구성주의 수업모듈 중 개념학습에 가장 적합하

다고 한 순환학습 모형의 3단계를 참고한 것이다. 그는 순환학습 모형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시키는 데 적절하고, 구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단계별 비계설정은 과학적 사고과정과 문제해결기술

이 필요한 실험활동과 과학적 과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교사가 단계적으

로 제시하는 과학적 과제를 본 연구에서는 ‘실험비계설정(experimental

scaffolding)’이라고 명명하였다. 실험비계설정은 이것이 없으면 혼자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개념을 습득하지 못하는 학습자에게 문자 그대로 비계

(飛階; 건축현장에서 고소(高所)에 설치는 가설물)를 제공하는 인지적 지

원(cognitive support)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학습자가 다음 단계로 넘

어가기 위해서는 제시한 과학적 과제를 정확히 수행하고 이해했을 때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실험비계설정 과제를 차례대로 해결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은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최종적으로 목표한 과학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그림 23. 수업의 3단계와 단계별 실험비계설정의 계획

각 단계별 실험비계설정은 ‘적당히 도전적인’ 탐구내용으로 하여 학습



- 45 -

자의 잠재적 발달수준을 실제적 발달수준으로 상승시키면서 수준의 점진

적 증가가 일어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약간 어려운 과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료 간 협동을

유발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지식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수업설계 원리에 따라 모둠을 구성하고, 모든 실험비계설정 과제는 동

료 간 협동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효과적인 협동을 위해서는 2～6명

정도로 구성된 능력면에서 이질적인 소집단이 좋다(김상윤, 2010). 또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

들의 토론과 수행과정을 주시하되, 직접적인 지도는 하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이 복잡한 문제해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래를 위한 생

산적인 실패(productive failure)이며, 사후검사에서는 직접 지도에 의한

학생들을 능가한 결과를 보인다고 하였다(Kapur & Bielaczyc, 2011). 따

라서, 학생들이 자발적 수행에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전체 학습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교사는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조정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과 과학

적 사고기술을 올바르게 배울 수 있도록 한다.

(2) 수업모듈의 각 단계별 특징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한다. 일상의 경험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세계의 한 부분을 교실

로 도입하여 과학 수업을 실제 세계와 연관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서 ‘현상’은 흥미유발을 위해 단순하게 도입하는 소재가 아니라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전체 프로세스를 구동시키는 핵심기제로 작용한다. 이를 위

해서는 반드시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물리량’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

다. 현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의문을 ‘문제제기질문(driving question)’으로

던지고, 학생들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이 이 질문을 해결해야 하는 것

임을 알게 한다. 이 질문을 해결하는 것이 곧 실제적 과제다. 문제제기질

문은 반드시 일상생활의 맥락에서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의문을 과학용

어를 배제하고 일상적인 문제로 기술한다. 이것은 학습개념이 일상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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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맥락에 있는지 알게 하고, 학습자에게 동기유발과 지식의 전이를 촉

진한다. 이와 같이 문제제기질문은 전체 학습과정의 프레임을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단계 1은 현상에서 물질의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실험

비계설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적절한 실험재

료를 선택하는 일이다. 학생들은 현상을 관찰하고,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를 추론한다. 이러한 과학적 추론은 관찰에 의한 사고활동의 결과로 논

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Lawson,

1995; Lawson, 1989). 이것은 학생들에게 고차원적 사고기술을 요구하지

만, 수업설계의 원리에 따라 동료 간 협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과학적 사

고기술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모둠별 토론과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자

신들의 의견과 비교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한다. 이를 토대로 현상을 측

정할 수 있는 물리량을 정의하고, 새로운 과학개념인 ‘물질의 특성’을 ‘발

견’하게 된다. 여기에서 필요에 따라 교사는 정확한 용어를 도입할 수 있

다. 이 물질의 특성이 학생들이 새롭게 형성하는 과학개념이고, 이 개념

의 깊은 이해와 내면화가 본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최종목표이다.

단계 1에서 추론을 통해 발견한 물리적 특성은 학습자에게는 여전히

피상적인 상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단계 2와 단계 3의 실험비계

설정은 피상적 개념의 구체화와 강화를 위해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과학적 개념인 물질의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 1이

제대로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단계 2의 실험비계설정의 특징은 설계 및 조작으로 물리

량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측정 장치를 설계하도록 한다. 학생들

은 열띤 토론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결과를 예상하고 물리

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를 조작하거나 최적의 조건을 찾는다.

단계 3의 실험비계설정의 특징은 측정과 자료처리 및 자료해석으로 학

생들이 단계 2에서 설계한 대로 물리량을 직접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

하여 자료를 해석하는 것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통제해야 할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측정과 관

련된 과학적 기술을 익히는 등 통합적 탐구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측

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처리 및 자료해석을 한 후 처리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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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자료해석 결과를 모둠별로 발표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와 다른

모둠의 결과를 비교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수업

초반에 제시된 문제제기질문에 대한 해답이 된다. 학생들은 최종 해답을

얻음으로써 단계 1에서 발견한 과학개념인 물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3단계 실험비계설정의 수행을 통해 학습

자는 개념을 인지적 부담 없이 점진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단계 1의 실험비계설정의 특징은 관찰과 추론으로, 관찰

현상으로부터 추상적 과학개념인 물질의 특성을 발견한다. 현상으로부터

개념을 끌어들이는 것은 인지수준의 자연스러운 상승을 도모하기 위함이

다. 단계 2와 단계 3은 물질의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계 1에서 학생

들이 ‘인지적 과정(cognitive process)’을 통해 성취한 결과를 ‘수행

(performance)’으로 지원하고 보강함으로써 지식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개념의 내면화(internalization), 즉 지식을 자기 것으로 가지게 된

다는 것은 물리량 측정의 조건을 찾고, 측정 장치를 설계하고, 변인을 통

제하는 등 과학적 방법으로 탐구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발현된다

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의 탐구기반 수업모듈을 도식화하면 그림 24와 같다.

그림 24. 탐구기반 개념학습 초기 수업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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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업모듈의 적용

그림 24의 초기 수업모듈에 액체의 증기압을 적용한 파일럿 수업을 1

회 실시하였다. 2013년 5월 11일 시흥시 영재교육원 중학교 3학년 20명

을 대상으로 하여 총 5시간 수업을 블록형 두 시간으로 실시하였다. 중

학생을 선정함으로써 선개념이 없고 인지수준이 개념수준보다 낮고, 자

기조절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수업모듈의 유용성을 알아보기

에 적당하다. 이 수업모듈에 근거한 액체의 증기압 수업의 구체적인 3단

계는 다음과 같다(그림 25).

단계 1에서 중요한 것은 액체의 증기압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현상을 찾

는 것이다. 박숙연(1997)에 의하면, 액체의 증기압이 액체의 증발이나 끓

음과 같은 실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예와 관계가 있으므

로 이를 근거로 논리적인 추론을 하게 하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므로, 단계 1에서 도입하는 현상은 ‘증발’로 선택했

다. 문제제기질문은 증발 현상으로부터 무리 없이 <물은 얼마나 증발할

까>로 유도하였고, 이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물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알기 위해 ‘측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도록 했다. 즉, 수업은 ‘물이 얼

마나 증발하는지 어떻게 측정할까(실제적 과제)’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

발한다. ‘물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측정하기 위해서는 ‘물리량’이 필요하

고 그것이 곧,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했다.

주지하다시피, 액체의 증기압으로 유도가 가능하도록 증발 현상을 담

고 있는 실험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과학완구로 흔

히 볼 수 있는 <스스로 물 먹는 새(그림 26)>를 선택했다. 이 새의 무한

반복운동을 일으키는 구동력이 물 먹는 새 내부에 들어 있는 에테르의

증발현상으로 인한(추론 결과) 에테르 액체기둥의 상승(관찰)이라는 것

을 찾아내는 것이 이 단계의 결정적인 활동이다. 모둠별 추론 결과 발표

를 통해 학생들은 ‘닫힌계’에서도 ‘증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가 무한운

동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닫

힌계에서 계속적인 증발에도 불구하고 수면의 높이가 일정한 것으로 부

터 ‘동적 평형’을 유도하고, 교사는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소개했다. 전체 학습과정에서 교사의 직접적인 개입은 이 지점이 유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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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설계 원리에 따라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의 수행을 보조하는 조

정자일 뿐이다.

그림 25. 액체의 증기압을 적용한 수업

(a) (b)

그림 26. 스스로 물먹는 새(a)와 내부 구조(b)



- 50 -

이러한 방식으로 증발현상 관찰로부터 액체의 증기압이라는 물질의

특성으로 자연스럽게 전이시키고, 학생들은 증기압이라는 물리량을 측정

하기 위해서 ‘닫힌계’와 ‘증발’ 그리고 ‘단일계’라는 중요한 조건이 필요함

을 찾아내었다. 또한, 단계 1에서 발견한 물리적 특성인 증기압으로 <물

은 얼마나 증발할까>라는 문제제기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의 증기

압을 측정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계 2에서는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나 조건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앞서 개발한 증기압 측정기구(그림 14)를 제시했다.

이 기구의 부위별 기능을 살펴보고 충분히 조작ㅠ한 후, 이것을 이용해

서 증기압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모둠별 토론을 통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것이 단계 2의 실험비계설정이다. 증기압이 증발과 관련이 있고,

증발량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문제제기질문의 ‘얼마나’라는 의미에는

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학생들이 찾아내야 하고, 그 조건을 찾으면

온도에 따른 증기압 측정 장치를 설계해야 함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한

토론결과 통해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주사기 내부에서 동적 평형이 이루

어지도록 부피를 고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 주사기 속 액체의 온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도록 항온조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등의 조건에 합의하게

되었다.

단계 3에서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결과대로 온도에 따른 물

의 증기압을 25 ℃에서 60 ℃까지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한 데이

터로 그래프를 작성하고 자료를 해석한다. 이것이 단계 3의 실험비계설

정이다. 학생들에게 자료처리의 방법과 중요성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

수업에서는 수작업으로 그래프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기술적 도구의 유용성도 함께 보여주고 싶다면 모둠별 노트북을

준비해 엑셀프로그램으로 데이터 처리를 시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한 방

법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모둠별 측정 결과 발표를 통해서 온도에 따

라 물은 일정한 증기압을 나타낸다는 것과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증

가한다고 일반화시켰다. 이로써 수업초반에 던져진 문제제기질문, <물은

얼마나 증발할까>에 대한 해답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었다. 학생들은 현

재 물이 증발하는 양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그래프에서 현재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을 찾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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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학생들의 물의 증기압 측정 결과

그림 27을 보면 문헌값과 측정값의 오차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 모둠이 앞서 개발과정에서 설명한 ‘단일계’를 만드는 과정을

시도하지 않았거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오차가 큰 이유에 대

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여 증기압에서 단일계의 조건이 매우 중요함을 측

정 후에도 고찰할 수 있도록 했다. 탐구기반학습에서 교사는 조정자로써

적재적소에서 효과적인 발문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8.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

결과적으로, 물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알아보는 실제적 과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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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증발과 관련된 물리량인 증기압을 직접 측정할 수 있게 됨으로

써 증기압이라는 추상적인 과학개념에 대한 실제적 이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다.

(4) 수업모듈의 수정 및 보완

위와 같은 수업적용의 결과를 가지고 수업을 보조한 현직교사 2인과

수업모듈을 모니터링 한 교육전문가 2인과 함께 수업의 내용과 초기 수

업모듈의 타당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비계설정 원리 측면이다. 비계설정의 중요한 특징은 ‘소거’이고,

비계설정을 소거한 후에 학습자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

은 진정한 비계설정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비계설정의 소거를 통해 학

생들이 지식을 내면화하고 잠재적 발달수준에 들어섰는지 확인할 수 있

어야 한다. 따라서, 원리적으로 보다 정확한 비계설정이 되려면 3단계 모

두 실험비계설정을 했던 기존의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측면은 탐구내용이다. 물질의 특성을 발견하는 단계 1은 추론

을 통한 인지적 사고과정 중심이고 단계 2와 단계 3은 수행 중심이다.

수업적용 결과, 단계 1보다 단계 2와 단계 3이 수행의 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수업모듈 개발과정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증기압 측정

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것은 수행이 복잡한 인지 과정이 크게 필요치 않

은 과학적 스킬에 의존한다는 것, 그리고 단계 1에서 추론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상호작용과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탐구 수행에 점차 적응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단계 2의 측정 장치 설계에서도 합의를

쉽게 도출하였는데, 이는 수업이 진행될수록 동료 간 상호작용에 익숙해

지고, 탐구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에 대한 책임감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해 볼 때 측정과 관련한 단계 2와 단계 3을 병

합, 압축해서 한 단계(단계 2)로 하고, 단계 3에서는 물질의 특성을 다른

상황에 적용(이 수업에서는 액체의 종류)하여 개념의 범위를 보다 확장

시키는 단계로 수정했다. 또한, 물리량의 발견과 측정은 학생들의 인지구

조 속에 개념이 충분히 내면화되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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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은 인지적 지원이 제거되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계 3을 실

험비계설정 없이 간단한 자료제시와 해석을 통해 개념의 내면화를 확인

하는 짧은 단계로 수정했다. 개념이해의 진정한 의미는 개념자체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그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함(한수진, 2002)한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수정은 적절해 보인

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액체의 증기압 수업 3단계는 그림 29와 같이

바꿀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수정된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은 그림

30과 같다. 기존의 수업모듈에서 각 단계별 진행시간을 동일하게 했던

것과 다르게 수정된 모듈은 단계별로 차이를 두었다. 기존의 단계 2와

단계 3이 병합된 단계 2가 가장 길고, 실험비계설정이 소거된 단계 3은

가장 짧다.

그림 29. 수정된 액체의 증기압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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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정된 수업모듈

본 수업모듈을 통해 기대하는 증기압 관련 학생들의 개념수준 변화를

그림7의 근접발달영역 역동성을 참고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31).

그림 31. 학습 진행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 개념수준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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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비계설정을 이용한 탐구기반 수업모듈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은 새롭게 배우는 ‘물질의 특성’으로 ‘물리

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들은 물질의 특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발견한 물질의 특성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개념을 강화한다.

둘째, 문제제기질문은 반드시 일상의 맥락에서 나오는 실제적 과제로

설정한다. 학습한 개념이 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서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아는 것으로 과학 개념의 실용성을 확보

하고 지식의 전이를 촉진시킨다.

셋째, 실험비계설정은 적당히 도전적인 과제로 한다. 실험비계설정 과

제를 완료했을 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학습자의 발달수준

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약간 어려운 문제를 제시한다. 이것은 자연스럽

게 동료 간 협동과 상호작용이 유발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킨다.

넷째,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기술과 과학과정기술을 향

상시킬 수 있다. 실험비계설정에서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면서 추론하고,

유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등 고차원적 사고과정을 경험한

다. 또한, 변인을 통제하고, 측정하고, 자료를 처리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은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만을 학습하는 일반적인 개념학습과의 차별화된 장점이다.

다섯째, 지식의 구성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과 저장과 기억을 반

복하는 개념학습 대신에 학습자 본인의 능동적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과

학 지식을 건설했다는 점은 학습자에게 과학적 자신감과 도전의식을 고

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수업모듈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과정 중 어떤 활동도 학습자에게

일방적 주입에 대한 강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제적 과제를 해

결하기 위해 실험비계설정 과제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충실히 ‘수행’하

면 학습자의 내면에 자연스럽게 개념이 형성된다. 이것이 성공적으로 구

현되기 위해서는 인지적 지원도구인 실험비계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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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쉽게 배우지 못한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화학 교과

의 경우 내용면에서 수준과 분량의 학교급 간, 학년 간 격차가 큰데, 화

학Ⅱ에서는 엔탈피, 엔트로피 등 새로운 개념지식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도 한다. ‘액체의 증기압‘도 마찬가지 경우로, 특히 용액의 총괄성 개념과

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개념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효과적

학습전략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수행을 통한 개념학습을 구성하기로 하

고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다. 첫째는 교실수업에서 유용한 액체의

증기압 측정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험비계설정을 이용한 탐

구기반 개념학습 수업모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 번째 연구인 증기압 측정기구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은

교실에서 누구나 쉽게 측정할 수 있도록 기구 사용법과 측정 방법이 쉽

고 안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플라스틱 주사기와 3-way 콕,

범용 압력계를 조립한 새로운 기구를 개발하고, 이 기구를 사용하여 온

도에 따른 물과 에탄올의 증기압을 직접 측정하였다. 이 기구는 플라스

틱 주사기 내부에서 동적 평형이 이루어지므로 증기압 개념학습에 도입

하기 좋고, 주사기 속 액체의 증기압을 곧바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장

점이다. 증기압 측정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작업은 액체 단일계를 만

들기 위해 내부공기를 제거하는 일이었다. 이 기구를 차후 개발한 수업

모듈에 도입하여 교실 수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학생들은 기

구의 원리와 사용법을 잘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였고, 증기압 측정도

어려움 없이 수행하였다. 이것으로써 개발한 측정기구와 방법은 교실수

업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문헌에서 이론적인 절대값으로 제시하고 있는 증기압 데이

터를 직접 측정하여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얻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것은 정밀한 공학용 기구를 쓰지 않고, 평범한 학교 실험재료들을 조합

하여 만든 기구로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학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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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로 증기압을 직접 측정해 보고 문헌값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면 교과서 안에서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증기압을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증기압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량도

내가 직접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과 함께 과학에 대한 적극적

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연구인 단계별 실험비계설정을 이용한 탐구기반 개념학습 수

업모듈은 액체의 증기압 개념을 학습자의 탐구 수행을 통해 학습하기 위

한 효과적인 교수-학습 단계를 제시하였다. 1회의 파일럿 수업을 통해

수정·보완된 수업모듈 3단계는 물질의 특성 발견- 물질의 특성 측정-

물질의 특성 확장이다. 단계 1에서 학습자가 물리적 특성을 스스로 발견

하고, 단계２에서 그와 관련한 물리량을 측정하고, 자료처리 및 자료해석

을 한다. 단계 3에서는 실험비계설정 없이 간단한 예시나 자료해석을 통

해 발견한 물리적 특성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 수업모듈은 일

상 맥락의 과학적 질문을 해결하는(실제적 과제) 상황학습을 전제로 하

였다. 이것은 높은 형식적 수준의 개념이 교실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학습자에게 동기유발과 유의미 학습, 그리고 지식

의 전이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동료 간 협동을 통해 실험비계설정 과제

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기술과 문제해결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개념지식 이외에 이러한 과학과정기술을 함께 습

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탐구기반 개념학습의 장점이

다.

파일럿 수업을 통해 높은 인지요구도 수준의 화학개념도 일방적 주입

에 대한 강요 없이 학생들의 ‘수행’을 통한 ‘개념형성’이 가능함을 보았다

는 점에서 이 수업모듈은 교수-학습적 의미가 크다. 또한, ‘생각함으로써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행함으로써 배우는 것’을 구현하겠다는 목표에

부합된 모형이라는 점도 중요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학습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전체 수업의 조직 , 최적의 실험비계설정, 조정자로써의

역할 기술 등 교사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과학반이나 실험탐구동아리 수업 등에서 액체의 증기압

개념을 이 수업모듈로 수업하고자 한다면, 개발한 측정기구나 본 수업모

듈을 그대로 도입해서 수업을 실시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는 현장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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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일부분만 차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수업모듈의 경우, 액

체의 증기압 개념 이외에 다른 과학 개념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본다. 학습자 스스로의 개념발견과 물리량의 측정으로 새로운 개

념을 형성하도록 하고자 한다면, 능동적 문제해결과정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학생들은 이 학습 경험으로 학습에서 자기조절 능력과 지식

의 구성 과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과학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히 사실 안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과학 교육의 목표는

‘무엇을 아는가’ 가 아니라 ‘어떻게 알게 되었나 ’를 가르치는 것이다.

본 수업모듈은 개념학습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로 검사도구를 이용한 성취

도 검증을 통해 본 수업모듈의 개념학습 효과성에 대한 정량적 타당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액체의 증기압 외에 다른 개념을 적용한 사례

에 대한 후속연구가 이어진다면 수업모듈을 보다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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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은 얼마나 증발할까? ”
조:         이름:               .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할 거예요

1)비판적  사고 하기 2)창의적  사고 하기  3)토의   하기 4)협동   하기

THE MISSION           

염전에서는 물의 증발 현상을 이용하여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얼마

나 증발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계 1. 발견하기           
(1) 예측

① 물이 담긴 생수병의 뚜껑을 열어 놓으면 한 달 뒤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② 생수병의 뚜껑을 꽉 닫아 놓으면 한 달 뒤 물의 양은 어떻게 될까요?

③ 왜 그럴까요?

                   ⇒ 한 달 후 ?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으로 쉽게 예
측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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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새로운 생각 이끌어 내기           

(1) 관찰

① 물컵에 새의 머리를 숙여 부리를 충분히 적신 후 손을 놓고 새의 움

직임을 잠시 관찰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② 왜 새의 움직임과 함께 새의 내부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액체  
     기둥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2) 추론

     ♫ 스스로 물 먹는 새의 내부 구조를 살펴봅시다.

   

새는 왜 계속해서 물을 마실까요? 토론해 봅시다.

① 액체기둥이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체의 압력 커져서

②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에테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이로부터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증발이 더 잘 일어나서

물컵의 높이는 새의 다
리보다 높지 않도록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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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2. 새로운 생각 이끌어 내기           

(3) 새로운 생각 

(가) (나)

① (가)와 (나) 그릇 안에서는 똑같이 증발이 일어납니다, (가)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토론해 봅시다.

증발이 똑같증발속도 응축속도

증기압 용어까지 유도

② 새로운 용어

③ 물의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생각해

봅시다.

ㄱ. (용기의 뚜껑)?

ㄴ. (용기 내부의 상태)?

ㄷ. (측정값 읽기)?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배워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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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문제 해결하기           

(1) 증기압 측정 장치 설계

♫ 다음 증기압 측정기구의 각 부위별 기능을 살펴보고, 직접 조작해 봅

시다.

① 위 증기압 측정 기구에 증류수를 10 mL 주입한 후 주사기의 부

피를 50 mL가 되도록 고정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공상태 만들기

증기압을 측정하기 위해 고
안된 기구를 보고 각 부위별 
기능과 기구의 원리를 익혀 
봅시다.

② 만약, 상온보다 높은 40 ℃에서 물의 증기압을 측정하려면 어

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항온조 등등

③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해 봅시다.

항온조 등등

④ 이제, 위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온도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 측정 장

치를 설계하여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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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3. 문제 해결하기           

② 만약, 상온보다 높은 40 ℃에서 물의 증기압을 측정하려면 어

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항온조 등등

③ 구체적인 방법을 토론해 봅시다.

항온조 등등

④ 이제, 위 측정 기구를 이용해서 온도에 따른 액체의 증기압 측정 장

치를 설계하여 봅시다.

(2)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측정                                          
①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을 측정하고 결과를 얻어 봅시다.

온도 (℃) 25 30 35 40 45 50 55 60

증기압(mmHg)

증기압(문헌값) 23.8 31.8 42.2 55.3 71.9 92.5 118.0 149.4

② 측정한 데이터로 온도에 따른 물의 증기압 그래프를 그려 봅시다. 문헌값과 함

께 그리고 측정값과 비교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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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단계 3. 문제 해결하기           

③ 50℃ 증기압의 오차를 구해 볼까요?

[ 오차구하기 ]

④ 전반적으로 증기압이 문헌값 보다 (매우) 크게 측정된 이유는 무엇

일까요? 측정 방법과 관련하여 생각해 봅시다.

(3) 결론 도출하기
① 온도에 따라 증기압은 어떻게 변하나요?

② 교실 안 온도는 현재 ( )℃입니다. 물은 얼마나 증발할까요?

③ 겨울보다 여름에 빨래가 잘 마르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표

현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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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Vapor Pressure

Measurement Method Applicable

to School Class and Its

Application to Inquiry-Based

Instructional Module

Woo, Hyunseung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Major in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two ways to learn the ‘concept’, vapor

pressure of liquid by learner’s active ‘performance’. The first

one is creation of measurement device and method of vapor

pressure useful for classroom, and the second one is a propose

of inquiry-based instructional module using the created device

and method.

The device was composed of plastic syringe, 3-way coc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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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pressure gauge, and vapor pressure of water and

ethanol was measured from 25℃ up to 80℃ using this device

under classroom-situated environment. The experimental

scaffolding of step-by-step and situated learning environment

can promote knowledge transfer by authentic task problem

solving was used for inquiry-based instructional module to

reduce learners’ cognitive load. After pilot test applied to

concept, vapor pressure, the module was modifie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of the test. The possibility of student-

experimental use was confirmed by adopting this device for

experimental scaffolding in the pilot test. It can make learners

discover science concept(properties of matters) and reinforce by

measurement and internalize by applying another case

themselves. It is a strong point distinguished from general

declarative knowledge learning to make learners discipline

science process skill and scientific thinking skill by

problem-solving process.

keywords : vapor pressure of liquid, measurement of vapor pressure,

inquiry-based learning, scaffolding

Student Number : 2012-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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