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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원생과 함께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심자인 고등학생들의 연구
수행과 관련된 발달이 “실제적” 수준에서 대학원생의 수준인 “잠
재적” 수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
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와 어떤 차이가 있었으
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에 어떻게 근
접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
떤 것들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문화기술지
연구를 활용해서 8개월 동안 수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대학원
생 1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5명으로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 연
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생들의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지역의 수질 오염
에 대한 프로젝트 초기의 상황정의가 모두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 수행 능력이 프로젝트 초기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대학원
생의 수준인 잠재적 발달 수준에 가깝게 변화한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
황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대학원생의 스캐폴딩과 고
등학생의 메타인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등학생들은 프로젝
트 참여를 통해서 뚜렷한 네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자가 수
행하는 실제 과학탐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프로젝트의 주
제인 환경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지역 하천의 수질 오
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수질 오염 연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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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과학적 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초심자와
전문가의 발달 수준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는 초심자가 연구 과제를 처음부터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
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이러한 발달 수준의
차이는 전문가의 스캐폴딩과 초심자의 메타인지를 통해서 좁혀져
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초심자의 연구 과제 수행 능력
의 향상을 돕는 요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 탐구, 상황정의, 상호주관성, 스캐폴딩, 메타인지
학 번 : 2009-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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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탐구는 과학교육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3
차 교육과정에서 탐구 중심 과학교육 이념이 크게 부각되어 관찰, 실험
등 탐구 활동이 강화되었으며(문교부, 1973),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과학
개념을 이해시킬 때 탐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교육부,
1998). 또한 개정 7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자유탐구가 명시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미국의 경우 학생들이 탐구를 통해서 과학을 학
습하면서 과학자의 활동과 사고 과정을 동일하게 경험하며(NRC, 2000),
탐구로서의 과학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NRC, 1996)고 국가과학교육기
준에 제시되었다.
그런데 현재 학교에서 수행되는 과학탐구는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hinn

& Malhotra,

2002).

학교 과학탐구의 경우 교사가 연구 질문을 주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데이터를

얻을

것인지,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지도 교사가

제공하며, 결과가 다른 이들에 의해

비판받지도 않으며, 정확한 답이 이
미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AAS, 1993; 김미경, 2008). 학교의
과학탐구가 지닌 이러한 문제와 아울러 학생들이 과학자들에 의해 수행
되는 실제 과학탐구를 좀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음이 지적되었다
(AAAS, 1993; Dori & Herscovitz, 1999). Hodson(1993)은 이를 위해서
과학이 실행되는 실제적 맥락에서의 ‘과학하기’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
며,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경험이 많고 숙련된 실행자와 함께 ‘과학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여
실제 과학탐구를 경험하게 되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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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학자 주도로

설계된

연구 프로젝트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 프로젝트가 고등학생들의 사전 경험과 현존하는 지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계되었기
가 있는 것(Ritchie

때문에 고등학생들의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에 한계

& Rigano,

1996)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는 과학

자의 연구에 고등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R&E(Research

&

Education)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
램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타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성주
등, 2009). 이와 같이 과학자가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에 고등학생이 참
여하는 경우, 고등학생은 과학자에
이 모두

운

낮은

비해서

탐구 주제 관련 지식과 경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

상황인 것이 한계점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있어서 전문

가와 차이가 났던 초심자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독립

적인 연구자로 변화되었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초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실험 방법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Ritchie

익숙해졌으며, 실험 이론에 대해서
& Rigano, 1996). 이처럼 초심자가

전문가와 함께 실제 과학탐구를 수행할 때 초심자의 탐구 수행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은

멘토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고등학생은 멘티로서 참여하는 ‘멘토링을 통
한 과학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심자인 고등학생의 탐구 수행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멘토링에서 멘토는 실천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

로 간주되며, 멘티가 처한 상황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Harrison et

al.,

2005)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이 멘토로서 고등학

생을 안내하는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대학원

생 멘토와 함께 참여한 고등학생의 탐구 수행 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서

Vygotsky(1978)의

근접발달영역(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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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proximal development)

관점을 도입하였다. 근접발달영역이란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과 성인의 지도나 보다 유능한 동료와의

협동

하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거리”로

따르면 초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발달의 “실제
적” 수준은 초심자가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잠재적” 수준은 전문가의 지도로 수행할 때 성취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초심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접발달영역
정의된다. 이 관점에

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발달의 실제적 수준과 잠재적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Wertsch(1984)는 근접발달영역에서 발달의 실제적 수준과 잠재적 수준
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개념으로 상황정의(situation definition)를
제시했는데 “특정한 상황에서
상황이나

맥락이

작업하는 사람에

표현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

의해서 정의되는, 특정한

즉,

초심자의 연구 수행

능력과 관련된 발달의 “실제적” 수준과 “잠재적” 수준은 연구 수행 상황
에 대한 초심자의

언어를

통한 정의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

에, 상황정의는 근접발달영역 변화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

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심자인 고등학생들의 연구 수행과 관련된
발달이 “실제적” 수준에서 “잠재적” 수준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고
자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Wertsch(1984)의 상황정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
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와 어떤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에 어떻게 근접해 가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
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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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과 함께 과학탐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고등학
생의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문가가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초
심자가 프로젝트 초기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전문가의 잠재적 발달 수준
에 가깝게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진다.

첫째,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의 연구 과

제에 대한 상황정의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둘째, 고등학생의
인은 무엇인가?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자의 의도대로

선발한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를 전체 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적용시키
는 데 제한점을 가질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와 고등학생 5명이 공동으로 나타
낸 상황정의를 비교해서 분석했다. 그런데 고등학생들 각각의 연구 과제
관련 사전 경험과 현존하는 지식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 5명
의 연구 과제에 대한 개별적인 상황정의는 본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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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근접발달영역(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Vygotsky(1978)는 ZPD를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실제적 발달 수준(ADL, actual development level)과 성인의 지도나 보
다 유능한 동료와의 협동 하에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결정되는 잠재적 발
달 수준(PDL, potential development level) 사이의 거리”로 정의했다.
즉, ZPD에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은 하위 경계인 ADL에서 상위 경계인
PDL까지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Brown 등
(1993)에 따르면 상위 경계는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의 발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의 역량도 점차 발달하면서 끊임없
이 변화한다. 성인과 아동이 특정한 활동을 함께 수행할 때 이 과정은

세 단계로

일어난다. 처음에는 성인이 활동의 인지적 영역의 대부분을

단계에서는 성인과 아동이 활동의 책임을 공유하게
아동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Ash

수행한다. 그 다음
되고, 마지막에는

& Levitt,

2003).

ZPD가 형성될 수
사물의 의미를 전문가처럼 완전

전문가와 초심자가 특정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있는데, 초심자는 활동과 관련된 특정한

못할 수도 있으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초심자와 전문
가는 아주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다. Baker 등(1999)은 이와 비슷하게
ZPD 내에서의 발화도 다르게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문제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여러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데, 상호 간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추정한 것을 분명하게 해야만 하고, 논증해야 하고, 관련된 예를 들어야
하게 지각하지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ZPD

개념에 근거해서 개인이 보다 유능한 다른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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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하

는 경우

혼자서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

이 높아졌으며, 이후 아동의 사고가 다른 이가 제공한 도움에 의해서 변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Hedegaard, 1992;
Rogoff, 1990; Wertsch & Stone, 1999).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ZPD 구성개념을 확장하고 정교하게 다듬었다.
Rogoff와 Wertsch(1984)는 ZPD에는 참여자들의 “공동 의식(joint
consciousness)”이나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서 ZPD를 공유된 학습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잠재
적 학습의 깊이는 학습자의 “능력”의 작용일 뿐만 아니라 “공동 의식”이
나 “상호주관성”을 발달시킬 학습자와 더 유능한 다른 이 둘 다의 능력
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Wertsch(1984)는 ZPD를 체계적
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구성개념을 제시했는데, 상황정의
(situation definition),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그리고 기호매개
(semiotic mediation)이다. Wertsch에 의하면 성인과 아동이 특정한 활동
을 함께 수행할 때 ZPD가 형성되는데, ZPD 내에는 한 개 이상의 상황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호주관성이 존재하고 성인과 아동은 기호매개
를 통해서 상호주관성에 대해서 절충한다.
화하는 방식에 대한

잠재적 발달 수준

근접발달영역

실제적 발달 수준

<그림 1> 근접발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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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rtsch의 근접발달영역 구성개념
2.1 상황정의(situation definition)
Wertsch(1984)에

따르면

상황정의란 “특정한 상황에서

작업하는

사람

맥락이 표현되는 방식”이다. 상황
정의 개념은 ZPD를 설명할 때 필수적인데, ZPD 내에서 특정한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성인과 아동이 활동과 관련된 목적 및 구체적 사건을 표
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시된 모형과 똑같이 블록을 쌓는 과업이 성인과 아동에게 주어졌을
때, 이들이 이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블록을 배열하는 방식으
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블록들이 제시된 모형과 일치하도록 조립해야
만 정확하게 완성될 수 있지만, 취학 전 아동은 제시된 모형을 참고하지
않고 블록을 선택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제시된 모형과 똑같이 블
록 쌓기’와 같은 동일한 과업의 목적이 성인과 아동에게 주어졌을 때 완
전히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근거해서
Wertsch(1984)는 특정한 과업이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정의의 중요한 측
면 중 하나가 “과업의 목적을 표현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erliner와 Carter(1989)는 숙련된 교사와 예비 교사가 교실에서 일어나
는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상황정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
다. 즉, 숙련된 교사와 예비 교사는 특정한 교실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
들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숙련된 교사는 특
정한 교실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예비 교사보다 더 잘 지각하였으
며, 교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미세한 특징들도 더 잘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만약 예비 교사의 상황정의가 숙련된 교사의 상황정의와
일치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들 사이에는 최대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
된 것이다. 여기에서 상호주관성은 단지 지식을 누적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이해해야 형성
되는 것이다(Hoel & Gudmundsdottir, 1999).
에 의해서 정의되는, 특정한 상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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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
따르면 상호주관성이란 “성인과 아동이 같은 상황정
의를 공유하고 자신들이 같은 상황정의를 공유한다는 것을 알 때 둘 사
이에 존재하는 것”이다. 제시된 모형과 똑같이 블록을 쌓는 과업이 성인
과 아동에게 주어졌을 때, 최소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경우에는 블록
의 위치에 대한 합의만 있을 수 있고, 최대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경
우에는 성인과 아동이 과업에 대한 목적과 구체적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
로 표현할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Wertsch(1985)는 상호주관성은 “여러 다른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는 각 학습자는 특정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실제적” 발
달 수준 및 “잠재적” 발달 수준이 다르고 이에 따라서 각 학습자의 발달
경로도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발달의 “실제적” 수준은 학습자가 독
립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고, “잠재적” 수준은 보다 유
능한 다른 이의 지도로 수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Wertsch(1984)에

Wertsch(1985)는 또한 다음과 같은 상호주관성의 네 가지 발달 수준을
제시하였다. 처음에는 학습자 개인의 상황정의, 그 다음에는 다른 참여자
와 공유된 상황정의, 그 다음으로는 다른 참여자의 상황정의에 대한

론,

마지막으로 과업을 본연의 목표에

다.
Wertsch(1984)에

따르면

맞춰서 독립적으로

아동의 상황정의가

에 해당되더라도 성인의 상황정의는

반드시

ZPD의

추

수행하는 것이

실제적 발달 수준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되

는 것은 아니다. 성인과 아동은 제 3의 상황정의를 토대로 특정한 활동
을 함께 수행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제 3의 상황정의는 특정 상황에 대

한 성인의 표상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발달의 잠재적 수
준에서의 성인과 아동의 공동

작업에는 종종

제 3의 상황정의가

포함되

는데, 이러한 제 3의 상황정의는 성인과 아동 사이의 의사소통을 가능하
게 하는 방식으로, 공동

작업의

목적 및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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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다. 일부 경우에서 제 3의 상황정의가 아동 발달의 실제적 수준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서

아동은 특정 상황에 대한 목적 및 관련된 구체적 사건들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변화시켜야 발달의 잠재적 수준에 해당하는 상호주관적 상황정

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아동의 상황정의의 성인
의 상황정의 방향으로의 이동이

포함된다.

이와 같이 성인과 아동이 특

정한 활동을 함께 수행할 때 상황정의가 다를 수 있는데
3의 상황정의를 통해서 상호주관성이

형성 될

협의를

통한 제

수 있다.

한편 Roth(1993)는 학생들이 특정한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할 때 의미를

협상하고, 공유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상호주관성을 형성해야 하
므로 상호주관성은 협동 학습 연구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주장하였다.

2.3 기호매개(semiotic mediation)
상호주관적 상황정의에 대한
체적인

작용

절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 구

과정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등장한 개념이 기

Vygotsky의 전반적인 이론에서 기호매개, 특히 언어 기호에
대한 설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Vygotsky(1986)는 ‘사고란 단지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서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언어
호매개이다.

를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간주하였다. Wertsch(1984)
는 상호주관성은

존재하는

종종 언어를

통해서 생기는데,

경우에도 의사소통 시 적절한

형태의

상호주관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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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다른

상황정의가

기호매개가 이용된다면

3. ‘참여’로서의 학습
Vygotsky의 이론에 기반한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과정을 학습자
가 동료나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보
았다(이지영, 2011). Lave와 Wenger(1991)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해서 학
습을 특정한 상황 하에서의 사회적 공동 참여의 형태로 보았는데, 이러
한 참여의 과정은 실행 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Wenger 등(2002)은 실행 공동체란, 실행에 기반한 학습을 통해서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 및 관련된 문제들을 공유하고 심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정의하였다(이민주, 2011). 이러한 ‘참여’로서의 학
습의 관점은 Lave와 Wenger의 상황학습(situated learning) 모델(Lave,
1996; Lave & Wenger, 1991; Wenger, 1998)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Lave와 Wenger(1991)에 따르면, 실행 공동체에 처음 들어온 초심자는
‘합법적 주변 참여인(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nt)’의 특성을 띤다.
여기에서 ‘합법적’이라는 개념은 특정 공동체의 공식적인 구성원이 된다
는 뜻으로서 공동체 내 활동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의미이다. 초
심자는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 규범 등에 대해 낯설
고 익숙하지 않다. 또한 실행 공동체 참여 초기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초심
자는 실행 공동체 내에서 참여가 발달할수록 ‘완전한 참여인(full
participant)’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민주, 2011). 완전한 참
여인은 소속된 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 규범 등에 대해 익숙하고,
문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참여의 관점에 따르면, 전문가와 함께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초심자는 초기에는 연구팀에서 ‘주변적 참여인’으로 출발하였지
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가 발달하면서 ‘완전한 참여인’으
로 변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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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에서 주관한 ‘2011 대학원생

리더십 제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약 8개월에

걸쳐서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인 문화기술지(ethnography)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2011년 3월에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공동연구팀 구성으로 시작되었고, 10
월에

최종

발표회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대학생, 고등학생과 팀을 이뤄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 역량 및
해 우수한 공학기술인력

양성’이다.

직접 연구 과제를
리더십 강화를 통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5명으로

총

8

명이다. 대학원생은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석사 과정, 대학생 2명은 각각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학년 및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명과학부 2학년, 고
등학생 5명은 경기도 소재 인문계열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에 재학 중
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인 지도교사가 2011년 3월 주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뒤 프로젝트 수행에 적합한 대학원생 1명과 대학생 2명
을 의도적으로 선정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지도교사가 재직 중인 고등학
교를 졸업하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적극적인 성격, 검증된 리더
십, 전공 이외 다양한 활동 경험, 우수한 발표력 등인데, 고등학교 동문
모집 공고를 본

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지도교사는 참여자들이 약
8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용이한 상호작용

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의도적으로
정했다. 대학원생과 대학생은 프로그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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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에

대한 지도교사의

선

설명

후 적극적인

을 들은

참여의 의사를 밝혔다.

2011년 3월 23일 대학원생의 주도로

작성된

연구계획서가 주관 기관에

제출되었으며, 4월 19일 프로그램 참여 연구팀으로

선정되었다.

대학원생

과 대학생은 5월 24일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연구 과제와 관련된 특강을
실시한

후

연구 과제를 함께 수행할 고등학생 5명을

생과 대학생이 의도적으로

선발한

선발하였다.

대학원

고등학생 5명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는데, 우수한 성적, 성실한 참여,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진학
등이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지도교사가 대학원생과 대학생을

이후 대략 두 달이 지난 5월 24일에 고등학생들이

희망

선정한

선발되어 비로소

공동

완료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이자 참여 관찰자인 지도
사범대학에서 생물교육을 전공하였고, 고등학교 생물교사로 6년

연구팀의 구성이
교사는

간 근무하였으며, 대학원에서 과학교육을 전공하고 있다. 공동연구팀 구
성원들의 소속 및 특성은 <표 1>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구성원
대학원생
(1명)
대학생
(2명)
고등학생
(5명)

<표 1> 공동연구팀 구성원들의 소속 및 특성
소속

특성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석사 과정
공과대학 환경공학과 2학년
자연과학대학 분자생명과학부 2학년

· 적극적인 성격
· 검증된 리더십
· 전공 이외 다양한 활동 경험
· 우수한 발표력
· 우수한 성적
· 성실한 참여
·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진학 희망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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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상황
2011년 6월 2일 프로젝트에 참여할 공동연구팀

에 제출되었다. 주관 기관이

최종 명단이

주관 기관

규정한 공동연구팀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데, 대학원생은 연구과제 총괄책임을 담당하고,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을 담당하며, 지도교사는 연구 진행을 협조한다. 대학원생,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이 맡은 구체적인 역할은 <표 2>에 상세하게
제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었는데,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공동연구팀의 과학탐구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등학생들은 멘티로서 참여하였다.

구성원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표 2> 공동연구팀 역할 분담

역할

세부 역할

연구과제 수행

연구계획서 작성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 수행 및 지도
실험보고서 첨삭 지도
논문 작성
교재 제작
고등학생 발표 지도

연구과제 수행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 수행 및 지도
실험 보고서 작성 지도
논문작성
교재 제작
고등학생 발표 지도

연구과제 수행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 수행
실험보고서 작성
발표

총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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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팀의 구성원인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안

산시에

거주하며, 대학원생과 대학생 1명은 같은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 중이다. 대학원생과 대학생은 공동연구팀의 이러한 특성에 근거해
서 지역 기반인 ‘안산시’와 전공 기반인 ‘환경공학’을 연계하고, 고등학생

들이 연구에 참여하는 점을 고려해서 연구 과제를 정했다. 안산시를 관
통하는 안산천의 수질 오염도를

직접 측정한 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환경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정했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최종

연구 목적으로

설

공동연구팀의 프로젝트 수행은 여름 방학부터 본격화되었다. 수질 오염

말에서 8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10회 실시한 후 수합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
성했다. 10월 29일 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최
종 발표회가 열렸는데,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맡았다.
고등학생들은 최종 발표회 전 대략 2주 동안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교실에서 최종 발표회 발표 연습을 진행했는데,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주
말에 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고등학생들의 발표를 점검했다. 고등학생들은
10월 29일 최종 발표회에서 규정 시간 15분 동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대략 8개월 동안 수행된 프로젝트는 종료되었다. 공동연구팀은 프로그램
에 참여한 52개 팀 중에서 상위 12팀까지 수여되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다 상세한 프로젝트 수행 일정은 <표 3>에 제시되
도

측정

실험을 고등학생들의 여름 방학 기간인 7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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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3월 7일
3월 7일 23일
3월 23일
4월 19일
5월 9일
5월 24일
6월 2일
7월 24일
7월 29일
7월 31일
8월 3일
8월 7일
8월 11일
8월 14일
8월 17일
8월 21일
8월 28일
8월 31일
9월 3일
9월 10일
10월 9일
10월 16일 28일
10월 29일

∼

∼

<표 3> 프로젝트 수행 일정표(2011년)
일정

내용

주관 기관 홈페이지 공고
대학원생(1명)·대학생(2명) 선정
연구계획서 제출
선정자 공고
대학원생 · 대학생 워크숍
대학원생 · 대학생 고교 방문 특강
공동연구팀 최종 명단 제출
공동연구팀 회의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1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2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3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4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5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6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7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8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9
수질오염도 측정 실험10
공동연구팀 회의
공동연구팀 회의
공동연구팀 회의
발표 연습
최종 발표 및 프로젝트 종료

프로그램 개요 게시
지도교사의 의도적 선정
대학원생에 의해 주도
전체 52개 팀 선정
프로그램 일정 소개
고등학생(5명) 선발
팀 구성 완료
프로젝트 진행 일정 논의
지도-대학생(민지)
지도-대학원생
지도-대학생(민지)
지도-대학생(유정)
지도-대학생(민지)
지도-대학원생
지도-대학생(유정)
지도-대학원생
지도-대학원생
지도-대학생(유정)
프로젝트 향후 진행 일정 논의
보고서 작성 및 발표 계획 논의
보고서 검토 및 발표에 대한 논의
발표 주체 : 고등학생
논문집 발간/입상(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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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Yin(1994)은 사례 연구에서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기술하기 위해서
는 문서, 기록물, 면접, 참여관찰 등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사례에 대한 기술을 풍부하게 하
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본격적인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이 시작되기 전 공동연구팀
구성원 8명의 1차 심층면담을 실시했으며,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이 진
행된 여름방학 중 구성원 8명의 2차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프로젝트 종
료 후 해외 체류 중인 대학생 1명을 제외한 7명의 3차 심층면담을 실시
했으며, 고등학생 5명 중 4명을 대상으로 4차 심층면담을 실시했다. 모든
심층면담은 녹음되어 전사되었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의 연
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를 밝히는 근거로 이용되었다.
프로젝트는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을 수행한 전반부와 최종 발표회 발
표를 준비한 후반부로 나눌 수 있었다. 전반부인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
은 총 10회 실시되었는데 연구자는 관찰자로 참여하여 현장 일지를 작성
하였으며, 실험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여 구성원들 담화 내용을 전사하
였다. 후반부인 최종 발표회 발표 준비 과정에서는 대학원생 및 대학생
이 함께 참여한 발표 연습 과정을 녹화 및 녹음하여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하는 선택적인 근거 자료로 이용하였다.
대학원생이 주도적으로 작성해서 주관 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는 대
학원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판단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
다. 고등학생들이 실험 수행 과정에서 최초로 작성한 실험 보고서와 대
학원생의 스캐폴딩을 받은 후 수정해서 작성한 실험 보고서는 고등학생
들의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정의의 변화를 드러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다. 공동연구팀이 연구 과제 수행
결과를 체계적으로 기술한

논문과

프로젝트 수행의 성과물인 환경교재도

연구 결과 분석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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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자료는

반하여 귀납적으로

내러티브

탐구 방법(오필석 등, 2008)에 기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Wertsch(1984)의 상황정의

개념에 근거해서 이루어졌는데, 대학원생과 고등학생의 상황정의는

녹음

자료, 실험 보고서 등 구어(口語) 및 문어(文語)로 표현된 각종 자료에

먼저 대학원생의 연구 계획서에 나타난 연구 과제
에 대한 상황정의 관련 텍스트를 추출했고, 이를 전문가의 상황정의로
설정했다. 그 다음 전사 자료 및 실험 보고서에서 발견되는 고등학생들
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관련 텍스트를 추출한 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의 상황정의 변화(shift)를 알아보는 근거 자료로 이용하였다.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
근거해서 분석되었다.

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지역의 수질 오염’으로
분류해서

파악했다.

또한 기존의 공동연구팀에 나중에

들이 보이는 프로젝트 전반기와
주변 참여’(Lave

&

후반기의

합류한

고등학생

참여의 정도 변화는 ‘합법적

Wenger, 1991)의 관점을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자료 분석의

내적 타당

도를 확보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Lincoln

& Guba, 1985). 첫 번째는 장시간의 참여(prolonged
engagement)이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질적 연구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연구는 프로젝트 수
행 기간 8개월(2011년 3월～2011년 10월)에 걸친 장기 연구 과정을 거쳤
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관찰(persistent observation)이다. 연구자는 프로
젝트 활동 기간 동안 이뤄진 공동연구팀의 각종 전체 모임에 모두 참여
관찰하였으며, 실험 수행 과정 및 발표 준비 과정도 관찰을 수행하면서
이를 기록했다. 세 번째는 삼각측정(triangulation)으로,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자료 출처와 이론적 틀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는 참
여자 확인(member check)으로 연구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있는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연구 참여자들과 직접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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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구성된 공동연구팀의 대학원생, 대학생, 고등학생

은 환경 관련 연구 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각기 다른 상황이었다.
특히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과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 관련 지식
과 경험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다.

절에서는 우선

이에 본

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알아본

후,

대학원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
해서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지역의 수질
오염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1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작성한 연구 계획서에
근거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학원생은 연구 계획서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지역의 수질 오염 등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해서 상
세하게 기술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로서 대학원생이 가진 연구 과제에 대
한 인식은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 계획서에 나타난 대학
원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살펴볼 때 대학원생은 연구를 수행
대학원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는 사전에

하는 목적, 방법, 그리고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는 것으
로 보였다.
이번 연구 사업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재를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으로 얻어진 결과물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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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를 제작한다. 경기도 안산시는 공단밀집 지역으로 대기·수질오염 등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략) 환경오염정도를 측정할 때 전문적인 기기조작 없이도 학생들이 측
정 가능한 항목을 고려한다. 이에 적합한 대상이 수질오염도 측정이라 판
단, 안산천을 대상으로 한 수질오염도 측정 계획을 설립한다. 안산천을 시
화호로 유입되는 하류, 그 외의 중류와 상류로 구분한 후 각각 3개의 지
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중략) 현장실습으로 얻어진 결과 값들을 분
석하여 수질오염도에 관한 지역 환경교재를 개발한다.
(연구계획서, 2011-03-23)

저희가 안산천 수질 측정을 하는 거잖아요. (중략) 안산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를 누구나 느끼지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 접해볼 기회가 적은데 저희
가 최종적 목표가 그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측정한 수질
측정 자료로 교재를 만들면 임상실험처럼 학생들 대상으로 하면 적용해보
는 게 가장 큰 마지막 단계의 목적이고요.
(대학원생, 2011-05-29, 심층면담)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대학원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연구 과제 수행 능력 향상과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는 발
달의 “잠재적”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1.2 고등학생의 상황정의 변화
초심자가 다른 이들, 특히 보다 유능한 이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전체 과업과 개념적 담화에 대한 접근이 원활해져서 자신의 활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Wells, 1999).

없이는 성공적으로 완성할
된다(Enyedy & Goldberg,

수

즉, 이로 인해서 초심자는 외부
없었던 수준 있는 활동에 참여할 수

도움
있게

2004). 본 연구에서도 초심자인 고등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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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연구 과제 수행 능력이 향상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동연구팀에 나중에

합류한

고등학생들은 프

Lave와 Wenger(1991)의 합법적 주변 참여인(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nt)의 특성을 보였다. 연구 과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
험이 모두 대학원생 및 대학생에 비해서 낮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연
구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미흡했으며, 대학원생이 부여한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프로젝트 수행이 본격화되면서
로젝트 초기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프로젝트 초기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1 연구 목적 상황정의 변화
Dewey(1938)는 경험이란 제대로 알기 전에는 ‘느끼는 것’이거나 ‘해봤
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감지하는 것이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해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고등학생들도 프로젝트 참여 초기에는 연구 과제에 대한
사전 경험과 현존하는 지식이
는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깊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의 수질 오염 연구’라

있는 이해가 부족한,

단순하게

상황을 ‘수

감지하는 수준에 머무른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대학원생은 연구 계획서에서 프로젝트의 연구 목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깊이 연계해서 풍부하게 기술했지만, 고등학생들
은 프로젝트 초기 연구 목적에 대해서 ‘환경’, ‘안산시 수질오염 조사’로
막연하게 정의하는 등 단순하고 피상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이 실제 연구 수행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는 탐구 기반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
이 과학 탐구 수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탐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Pea(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Wertsch(1984)의
질 오염 조사’ 정도로

‘상호주관성’ 개념에 근거하면, 프로젝트 초기 초심자인 고등학생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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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상태였으므로 고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상태였다.

정의와 전문가인 대학원생의 상황정의는 큰 차이가
등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는

최소한의

처음에는 연구가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고 그냥 큰 틀로
환경 쪽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윤희, 2012-05-06, 심층면담)

그냥 안산시 수질이 나쁘니깐 그런 거 조사해서 그냥 왜 나쁜지 그런 거
아는지 알았는데... 그냥 안산시 수질오염 이런 거 조사한다.
(지혜, 2012-05-06, 심층면담)

얘기만 들었을 때는요 아예 몰랐고요. 맨 처음에 뭘 한다, 프로젝트가 있
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 정도고. 맨 처음에 모임 가
졌잖아요. 그러면서 언니들이 오티(OT)처럼 할 때 설명을 들었잖아요. 아
그럼 안산에 있는 수질오염도 조사하는구나.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은 실험 수행,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에

대한

검토, 최종

발

표회 발표 준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목적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
학원생의 상황정의에 근접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의문에서 나타나는데 그 의문을 해결할

뒷받침할 증거를 찾는 행동을 포함하는,
사고이다(Dewey, 1938). 고등학생들이 초기

수 있는 방법과 그 해결 방법을
특정한 목표를 향한 일련의
에 보였던

단순한

상황정의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변화를 보였는데, 실험

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이러한

반성적

사고를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은 연구 목적이나 연구 방법에 대해 이해하지
한

채로

대학원생과 대학생의 안내를

수행을 해가면서 연구 목적에 대해서

못

받으며 실험을 시작했는데, 실험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

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료 고등학생들과 토의하고,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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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아래에 나타난 것과 같
메타인지(metacognition)를 통해서 상황정의가 변화한 사실이 드러났

원생에게 질문을
은
다.

그때 희영 언니(대학원생)한테 물어봤는데 언니가 말씀해주셨는데, ‘아 그
렇구나’ 이러고 또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그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언니한테 또 물어보려고요.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저희끼리 환경 그런 거 하려고 측정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측정해서
뭐가 달라지냐고.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계속 물만 뜨니까, 뭐 하는 거지? 계속 반복적인 일만 하니깐. 목적을 모
르고 똑같은 일만 계속 반복하니깐. (중략) 지금 뭐 하는 건가 의문이 들
었어요.

(경은, 2012-05-10,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수질 오염 연구에서 연구 목적과

깊은

관련

채수(採水, water sampling) 지점 선정에 대해서 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두 하천이면서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는 안산천과 화정천, 그리고 두 하천의 합류 지점의 수질을 측정함으
로써 하천의 오염원이 어떤 하천에서 유입되었는지 알아내는 것이 연구
이 있는

의 목적이라고 인식한 것으로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드러났다. 실험 수행

측정’이
‘세 지점 측정을

전에 실시된 심층면담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환경’, ‘수질 오염도
라고만 진술하는 수준이었던 고등학생들의 상황정의가

통해서 오염원의 유입 지점을 알아낸다’로 뚜렷하게 변화한 것이다.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이걸 하면서, 화정천이랑 안산천이 나눠졌다가 거
기서 합류되면서 어떤 게 변화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변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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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2011-08-14, 심층면담)

Wellington과

Osborne(2001)은 탐구 능력 향상을 위한 실험 수업은 글
쓰기와 같은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탐구 활동 중에 관찰하거나 측정
한 사실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한 과학적 지식을 주장하는 등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Lemke, 1990). 본 연구
에 참여한 고등학생들도 실험 보고서 작성 기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를 드러냈다. 실험 수행 과정에서 연구
목적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시작했던 고등학생들은 실험 보고서 작
성을 통해서 연구 과제 수행의 전체적인 틀과 흐름을 점검할 수 있게 되
었고, 그 결과로 이들의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가 보다 정교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천과 화정천은 안산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하천이라고 볼 수 있다. 안
산천과 화정천의 오염도를 파악함으로써 주변의 주거환경에 따른 원인인
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안산천과 화정천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하류
층인 시화호에서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주도해서

(윤희, 수정 실험 보고서 중 ‘실험목적’)

작성한 논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고등학생의

연구 목적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한 것

앞두고 ‘논문 검토’ 시
간을 가졌다. 실험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실험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연
구 목적에 대한 상황정의를 정교화한 고등학생들은 ‘논문 검토’ 시간을
거치면서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으로 드러났다. 공동연구팀은

최종

발표회 준비를

밝혔다.
수질측정은 좀 이렇게 부분적인 거잖아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보고서
도 그날 그때 실험에 대한 것이었으니깐. 논문은 모든 결과가 나와 있었

- 23 -

고. 한 눈에 보기에도 쉬웠고. 비교해보면서.
(지현, 2012-05-20, 심층면담)

‘논문

검토’

시간을 기점으로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 전체

맥락

속 연

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의 유기적 관련성에 대한 이해도는 분
명 높아진 것이기에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에
을

더욱 근접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아직 논문의 내용
완전하게 내면화하지는 못 한 상태인 것으로 아래 심층면담에서 드러

났다.
그때는 언니들이랑 (논문) 점검할 때는,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니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윤희, 2012-05-20, 심층면담)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논문이 말이 어려운 게 있었잖아요.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자신의 연구를

청중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실행하는 과학자의 본질적인

활동이다(Bleicher, 1994). 고등학생들은 프로젝트의 마지막 과업인
발표회 발표를

맡았는데,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 이르러서

목적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에

최대한

비로소

연구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논문의 내용을 자신들이 우선 이해해야 자신들의 언어로 청중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는

최종
이해

저희가 그거(논문) 하나하나 다 읽어야 저희가 나가서 발표하는 거니깐 저
희가 이해를 해야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깐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경은, 2012-05-0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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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발표회 준비를 전적으로 고등학생들에게 맡겼는데, 다
만 1주일에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고등학생
들은 주중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해서 교실에서 발표 연습을 꾸준히 진행
했다. 따라서 발표 대본에 대한 실제적인 검토는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고등학생들은 청중 앞에서 연구의 의의, 목적, 방법, 결과를
포함한 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한된 시간 안에 간결하게 발표해야 하
는 최종 발표회를 앞두고 비로소 Lave와 Wenger(1991)의 완전한 참여
인(full participant)의 면모를 보였다. 이는 대학 핵물리연구실 프로그램
대학원생은

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이 주변인으로 참여하여 점차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유효숙(2011)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고등학생들은 발표
준비 과정에서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생에게
하고 동료들과의 토의를 거쳐서

더욱

꾸준하게

질문

정교하게 가다듬고 강화하는 모습

을 보였다.
발표하고 그럴 때요, ‘결과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됐나’ 그거 알아볼 때,
‘여기는 강이 넓었는데 좁아지고 아니면 좁았는데 넓어지니깐 막 오염이
많이 됐던 게 넓어지니깐 오염이 덜 됐을 것이다’ 이런 거 애들끼리 생각
해보고. 잘 안 되면 언니한테 카톡으로 여쭤보고. 저희끼리 해결할 수 없
는 거를 언니들이 알려주셨어요. 엄청 길게.
(지혜, 2012-05-20, 심층면담)

반성적 사고란
신의 앎에 대해

‘자신의 사고를

돌아보는 사고’인데, 학습 상황에서는 ‘자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학습 상황에서의 반성적 사고는 학습을 통해 얻게 된 것과 얻지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 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Given, 2002). 고등학생들은 청중과의 의사소통을 효과적
으로 하기 위해서 발표 대본을 반복적으로 점검했는데, 이 과정을 통해
서도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어 연구의 전체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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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세부

사항들이 어떻게

청중이

이해하기 어렵다

속에서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결과 등의

유기적으로 연계되는지 상세하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고

판단되는

작성한

발표 대본

내용

중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고등학생들 상호 간의 토의를 거쳤으

며, 토의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조언을 구할 부분은 대학원생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은 부분은, “언니 이거는 이렇게 고치는
건 어때요?”, 이해하는 그런.

(지현, 2012-05-20, 심층면담)

거기서 항목을 정하고 중복되는 내용 있으면 빼고, 너무 길다 싶으면 발표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뺄 건 빼고. 누가 “이 내용 있었으면 좋겠어.” 이러
면 다 같이 살을 붙이고, “수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빼고.
(윤희, 2012-05-20, 심층면담)

발표 내용에 관해서... 이 말도 맞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해주면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연우, 2012-05-20, 심층면담)

프로젝트의 지도교사로서 고등학생들의 발표 준비 과정을 참관했던 연
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발표에 대한
고

완전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

참여인의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이었다.

발표할 때는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하는 거니깐 이왕 하는 거 제
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문을 가지고, 제
가 주체적인 입장에서 이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심화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연우, 2012-05-20,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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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 방법 상황정의 변화
계획서에는 연구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프로젝트 초기 연구 방법
에 대한 상황정의는 ‘수질 오염도 측정’으로 단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
다. 이와 같이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 수행 전 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의
상황정의는 크게 차이가 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최
소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등학생들의
연구 방법에 대한 상황정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고등학생들이 연구 방
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부분은 ‘변인 통
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변인 통제는 문제 상황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특정 변인을 조사하는 동안 다른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정하고, 이와
동일하게 나머지 변인들의 영향을 조사해 보는 능력이다. 이러한 변인
대학원생이

작성한

연구

통제 능력은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지 능력 중 과학을 학

뿐 아니라
하나이다(이상권 등,

습하는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능력으로 탐구 능력

형식적

사고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

요소 중의

Inhelder와 Piaget(1958)는 이러한 변인 통제 능력은 전통
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형성되기가 어렵고, 사회적 · 물리적 환경과의 상
호 작용이 요구되며, 학습자의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 프
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1). 그런데

변인 통제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수행 전 연구 방법을

단순히

‘수질 오염도

고등학생들은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큰 영향을

줄

날씨의

측정’으로만

알고 있던

변화가 수질 오염도에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는 등 메타인지적 사고

(metacognitive thinking)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수질 오염
도

측정

실험이 수행된 2011년 7월

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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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기

록적인 집중 호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의 실험 수행

과정을 지켜본 연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고등학생들은 강수량과 일조량
의 변동의

날씨의

폭이 유난히 컸던 여름 날씨를 직접 겪으면서 수질 오염도와

상관관계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은 실험 수행 초기

날씨에

대해서 ‘날씨가 실험 결과에 영향

칠 것이다’ 정도로 막연하게 예상하는 수준이었으며, ‘날씨’는 정확

을 미

한 실험 결과를
는 전혀 통제할

얻기 위해서 분명 통제해야 할 변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수 없는 변인이라서 실험 결과가 잘 나오지 못할까봐 염

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험 전날 비가 많이 온 상태여서 이 비가 우리의 실험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알 수 없다. 이로 인해 실험의 결과가 평소와 다를 수 있다.
(지현, 2011-07-28, 실험 보고서)
지금 장마 중이라 정확한 수질측정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은, 2011-08-03, 실험 보고서)
요인이 너무 많아서,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너무 많아서요, (실험이 잘 될
지) 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고려하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이
것저것 날씨나 강수량, 아니면 주변 식물, 사람이 어떤 한 날에 무슨 그런
거. 아무튼 주변 환경의 다 요인의 영향을 받으니깐.
(지현, 2011-08-14, 심층면담)
어느 날은 맑고, 어느 날은 그렇고, 비 오는 날도 많았거든요. 초반엔 비
도 많이 오고, 실험이 예상보다 빨리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장마철, 앞에는
비 오고, 그리고 지금 짧게 몇 번 하지 않았는데, 될 만한 자료가 있을까
요? 앞에 너무 많이, 할 때마다 ‘이번에는 비와서 잘 모르겠다, 다음엔 괜
찮겠지.’ 했는데 또 비오고 해서 잘 모르겠어요.
(경은, 2011-08-14, 심층면담)

- 28 -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수질 오염 연구에서 ‘날씨’의 영향에 대해서 대학

원생에게 스캐폴딩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서 과학자의 실제 수질 오염
연구에서도 ‘날씨’는 통제할 수

따라

없는

고등학생들은 실험 수행 초기

대해서 막연하게 염려하던 수준에서
고 그 한계를

변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이에

날씨가

벗어나 이번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컨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실험 결과의 의미를 찾으려는 발

전된 모습을 보였다. 요 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수질 오
염 연구에서의 ‘날씨’라는 변인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메타인지로 인해서
고등학생의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가깝게 변화한 것
이다.
제가 어제 희영 언니(대학원생)께 여쭤보니깐 비오는 거나 이런 날씨는 연
구원님들도 잘 어떻게 못 한다고 그랬어요. 비가 어느 시간 동안 정확하게
그 양만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점에 따라서 만약에 안산천, 화정천, 호원
초(합류 지점) 나눠서 하니깐. 안산천, 화정천 쪽은 집중적으로 내릴 수도
있고 호원초는 조금만 내릴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간다고 해도. 그래서 이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윤희, 2011-08-14, 심층면담)

환경 그게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통제 변인은 제대로... 같은 지점에서
수취를 하고, 같은 똑같은 실험 절차를 겪기는 했는데, ‘비가 얼마나 오나’
랑 온도나 강우량 등에 따라서 달라서 통제 변인이 확실히 저희 실험의
한계였는데.

(지현, 2011-08-14,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이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
작한 것은 ‘측정의 정확성’이었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측정’은
기초탐구 기능과 관련된 탐구 활동 요소로 간주된다(이상권 등, 2011). 고
등학생들은 ‘측정의 정확성’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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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정확한 용량을 사용해야 실험 결과가 정확하게
나 수 있다고 인식했다. 실험 방법에 ‘시험관에 하천의 물을 5mL 은
후 측정시약을 20방울 는다’, ‘계량 스 으로 한 스
는다’ 등의 표현
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이에 대해 고등학생들은 ‘한 방울’이나 ‘한 스
’ 같은 경우 실험을 수행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실험은 하천의 물에 특정 시
약을 은 다음, 규정된 시간이 지난 후 화학 반 이 일어난 물의 색 을
통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이에 고등학생들은 규정 용량에
서 어난 시약을 어준다면 물의 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실험 시 반드시
정확한 용량을 어 야 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

넣

푼

넣

벗

푼

칠

넣

넣 줘

넣

푼넣

응

깔

깔

칠

그리고 저거 (수질 오염도 측정) 키트 사용해서 실험을 할 때 수치가 무조건
다 정확하게 딱딱 기계적으로 맞는 게 아니니깐. 만약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을 채취할 때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5밀리나 그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리고 스푼으로 가루를 뜰 때도 이게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는지 그것도 때
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윤희, 2011-08-14, 심층면담)

둘째,

객

실험 결과 해석과 관련해서 ‘ 관적

측정

기준’에 대한 구체적 인

식이 고등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수질 오염도는 하천의

세

채
지난

지점에서

취한 물에 6종류의 측정 시약을 각각 떨어뜨린 다음 규정 시간이
후 나타난 색깔을 통해서 판정했다. 그런데 색깔이란 관찰자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커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연
구자의 관찰에 의하면, 실험 중에 가장 활발한 토의가 이뤄진 부분이 색
깔 판정이었다. 고등학생들이 객관적 색깔 판정 기준의 필요성을 지속적
으로 제기하는 모습을 다음의 심층면담과 실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처럼 실험의 오차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은 실험 방법의

신뢰성

과 결과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 학생들이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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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김미경,

2009), 고등학생들의 연구 방법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

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수질측정을 할 때, 색상을 비교하여 수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 때
색깔 구별하는 거요, 너무 주관적이고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혜, 2011-08-14, 심층면담)
색상이 어느 수치에 더 가까운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결정을 내리기는 하
나 이것 역시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불가
능하다. 이로 인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역시 우리 실험
의 한계점이다.

고등학생들은

끝난
선된

(지현, 2011-07-28, 실험 보고서)

객관적 측정 기준과 관련해서 문제 상황을 인식하는 데서

게 아니라,

객

더

나아가서 현재의 실험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개

측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더 발달된 메타인지
적 사고가 나타난 사실이 다음의 심층면담과 실험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연구 방법에 대한 상황정의가 더 깊고 풍부해진 것
으로 볼 때,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더 가깝게 변화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 관적

3개 한꺼번에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데 3개 한꺼번에 실험할 장비가 준비
가 안 돼서 따로 따로 하는데...

(지혜, 2011-08-14, 심층면담)

항목마다 3개잖아요. 만약에 아질산성 질소를 한다 하면 3개 한꺼번에 재
서 3개 차이 비교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지혜, 2011-08-14, 심층면담)
실험할 때 색깔로 구분했잖아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랑.

(지혜, 2012-05-0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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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을 세 시험관에서 동시에 실행하여,
세 시험관의 색상 변화를 비교해 수치를 기록해야 한다. 세 시험관에 실험
을 각각 하게 되면 세 시험관의 색상을 색상표와 비교해 주관적으로 정하
게 되어 정확한 수치를 비교할 수 없다. 동시에 실험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해도 어느 하천의 오염도가 더 높은지, 낮은지는 비교
가 가능하다. 실험의 목적인 오염도 비교를 위해서는 동일한 실험을 동시
에 실행하는 것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하다.
(지현, 2011-07-29, 수정 실험 보고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탐구 실험은
는

단순한

실험 방법을

명료하게 나타난다.

따르는

따라서

규정

시간

내로

수행할 수 있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험 결과도 대부분

학교에서의

규정된

탐구 실험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는 실험 방법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과학자가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는 복잡한
맥락 내에 놓여있으며 연구 방법도 학교 실험과 달리 단순하지 않다. 또
한 Kinhead(2003)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는 성공
할 가능성이 크지만,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는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다. 즉, 고등학생들은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교 실험 방법을 단순하게 따르는 데 익숙했던 것이다.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이러한 실제 과학탐구에 참여하면서 연구 방법에 대한 메
타인지가 나타났으며, 메타인지가 변화 요인으로

작용해서

연구 방법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
다.

1.2.3 지역의 수질 오염 상황정의 변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일상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과학
개념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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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K

었다( rajcik et

al.,

1994). 이 프로젝트는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지

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기반 연구로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의

갖는다.

연구

계획서를

장점을

보면 대학원생은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구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
의 수질 오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 초기 상황정의는 ‘더럽다’,
‘냄새 난다’, ‘공업도시라서 그렇다’ 등 단순하고 피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체적이고

실험 수행 전 실시된 심층면담에서 드러났다.

그건(수질오염) 별로 관심 없었는데. 저랑 친한 친구가 화정천 바로 앞에
살아요. 그런데 그 친구랑 지나가다가 친구 얘기 들어보면 여름 되면 냄새
진짜 장난이 아니라고. 진짜 지나가기 싫다고. 그런 얘기 듣다 보면 ‘진짜
더럽긴 하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지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연우, 2011-07-26, 심층면담)

여기 공단도 많고 그렇잖아요. 안산천이 더럽다고 하나? 버스 기다리다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거든요. (중략) 인식이 ‘아, 더럽다’ 그 정도?
(경은, 2011-07-26, 심층면담)

이처럼 고등학생의 프로젝트 참여 전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관심도
와 이해도는 아주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심층면담에서 드러났다. 그러

나 프로젝트 참여가 결정된
의 현황과 원인에 대해서

잘

후에는

연구 수행을 통해서 지역 수질 오염

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으로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나타났다.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공동연구팀의 구성원으로

선발된 후

관심도는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때는 그냥 냄새가 나구나 이랬잖아요. 이게 왜 냄새가 나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제를 듣고 나서 왜 그런 냄새가 나고 수질이 그렇게 더럽고
그런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것도 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연우, 2011-07-2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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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관통하는 하천의 수질 오염은 거주지에서

배출하는

오염

물질이

많다. 따라서 도시 하천을 대상으로 한 수질 오염
연구에서 오염 물질 유입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구조를 이해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학원생은 안산시를 관통하는 가장 큰 두 개의
하천인 안산천과 화정천, 그리고 이 두 하천이 합류하는 하류 지점인 호
원초등학교 인근 하천, 이렇게 세 지점을 채수 장소로 선정했다. 고등학
생들은 실험 수행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지역 수질 오염 연구의 기본 이
해 사항인 ‘세 지점 채수 장소 선정 이유’에 대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
다. 고등학생들은 실험 수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두 하천이 합류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는 지점인 호원초등학교 인근 하천이 과거 수질 오염 문제로 크게 부각
되었던 시화호로 유입된다는 사실로까지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인식
이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정천과 안산천이 이렇게 양쪽에서 흐르다가 호원초 강에서 만나는 거잖
아요. 안산의 다른 천도 많이 있지만 가장 주된 천 2개가 안산천이랑 화
정천이 가장 크고 긴 제일 밀접해 있는 거고 주변에 주택가도 많고 그런
데 주택가가 많은데 거기에 물이 더러우니깐 주민들한테 그 피해가 오잖
아요. 그런데 두 지점을 측정한 다음에 만나서 시화호와 연결된 하천을 보
면서 그 하천에서 두 개가 합쳐지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랑 또 시화호
가 그 하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려고 측정한 거라고. 그게 시화호랑
연결된 거도 이제 알았어요. 시화호가 시화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뉴스보
고 ‘아 그런 거구나’ 그랬는데. 가까이에 있는 것인 줄 몰랐어요.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저희 지역에 흐르는 하천이 어디서 오염이 됐는지. 그리고 그 하천의 근원
같은 거 있잖아요. 하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됐는지, 왜 오염이
됐는지, 어디에서부터 됐는지 알 수 있었고. 그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
도, 생각보다 안 심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연구 전보다는 아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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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졌으니까 지나다가다 한번 보게 되고. 오늘은 냄새가 더 나네. 막 이
렇게. 그 전에는 나면 나나 보다.

(경은, 2012-05-11,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의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사실은 실험
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이 처음 제출한 실험

보고서에는 하천의 오염도가 높다는 실험 결과만이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런데 아래에 제시된 수정하여 제출한 실험 보고서에서는
지점

세

곳을

채수

연관시켜서 수질 오염의 인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실험 보고서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반성적

작성’이라는 글쓰기를

통해

사고를 하게 되어 상황정의가 대학원

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총 8가지 수질 측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안산천과 화정천이 안
산 시내를 흐르는 도중 오염원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하천이 합류지점으로 흐르면서 여러 작은 하천들이 각 하천에 합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하천 유량이 늘어나면서 합류지점에서는 오염도가 두
하천보다 감소한다. 또한 오염원이 유입되는 정도는 화정천보다 안산천이
더 심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입되는 오염원으로는, 주로 안산 시내
를 흐르고 있으므로 생활하수일 가능성이 높다.
(지현, 2011-07-28, 수정 실험 보고서)

이처럼 고등학생들의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상황정의는 처음에는

럽

‘더 다’ 정도로

단순했지만,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변화하
였다. 하천의 채수 지점 세 곳의 구조적 특성과 연관시켜서 지역 수질
오염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으며, 더 나아가 시화호 오염 문제와 연결시
키는 등 대학원생이 연구 계획서에서 기술한 상황정의에 근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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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등학생의 프로젝트 참여 흐름 및 상황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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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생의 상황정의 변화 요인
Rogoff(1990)는 “안내된 참여(guided

participation)”

개념을 제시했는데,

과학 탐구 수행과 관련된 “안내된 참여” 과정에서 학생은 능동적 탐구자

q

(active in uirer), 교사는 능동적 안내자(active

guide)로서의 역할을 수
행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olman & Pea, 2001).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
한 고등학생들도 대학원생과 대학생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안내된 참
여” 형식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공동연구팀 내에서 고등
학생들은 능동적 탐구자로서, 대학원생과 대학생은 능동적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메타인지가 나타나면서 능동적 탐구자로서의 면모를 보였고, 대학
원생과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게 스캐폴딩을 제공하면서 능동적 안내

자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학원생과 대학생의 스캐폴

딩, 그리고 고등학생의 메타인지로 드러났다. 이는 ‘R&E 프로그램 모형’
을 개발한 이선길(2006)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데, 모형의 구성요소에
‘멘토의 스캐폴딩’과 ‘학생들의 메타인지 활동’을

포함시킨

결과 학생들의

과학 연구 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고

등학생들의 상황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2.1 대학원생과 대학생의 스캐폴딩
이 프로젝트는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었는데,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고등학생들은 멘티로서
참여하였다. 멘토링은 ‘실제 상황에서의 도제적 관점(situated-apprentice
perspective)’에 기초한 것으로, 멘토링에서 멘토는 실천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간주되며 멘티가 처한 상황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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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son et

al.,

2005). 또한, 멘토란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시키는 역할
을 맡은 사람으로서 학습자가 필요할 때 도움을 제공한다(Jeffries,
1990). 본 연구에서도 멘토인 대학원생과 대학생에게 받은 적절한 도움
이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하였
으며, 궁극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에도 크게 기
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의 자율적인 수행 능력의 향상에 있

어서 조교의 적절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보고되었다(유효숙,

2011).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프로젝트 수행 능력 향상에 대학원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스캐폴
딩은 ‘학습자의 성장기회를 최대화시키는 교육적 도구’로 작용하는 것으
로 밝혀졌다(Doyle, 1986).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 대학원생과 대학생 모두 멘토의 역할을 수행했
지만, 고등학생들은 대학원생과 대학생에게 각각 다른 유형의 스캐폴딩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Grindstaff와 Richmond(2008)에 따르면 사회
적 지원(social support)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인지적
(cognitive) 지원, 감정적(emotional) 지원, 기술적(technical) 지원이다. 본
절에서는 대학원생과 대학생이 고등학생에게 제공한 스캐폴딩의 차이를
위에 제시된 세 가지 유형에 근거해서 분석했는데, 대학원생은 인지적
지원 유형의 스캐폴딩을 주로 제공했으며, 대학원생과 고등학생들의 중
간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했던 대학생들은 기술적 지원과 감정적 지원
유형의 스캐폴딩을 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과 대학생의 스캐폴딩이 중요하게

2.1.1 대학원생의 스캐폴딩
Rogoff와

Gardn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적 스캐폴딩은 초심자와
전문가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데, 유사한 맥락으로부터 지식
과 기능의 전이를 이루는 데 효과적이다. 본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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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에 대학원생의 교육적 스캐폴딩이 변화
요인으로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멘토링에서 멘토는 ‘변화의
주도자’ 역할을 한다는

Feiman-Nemser(2001)의 주장에 부합하며,

멘토

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것은 멘티를 한 사람의 전문가로 성장시킬 수 있
는 능력이라는

곽영순(201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대학원생이 고등학생에게 제공한 스캐폴딩은

세

가지 과정에서 뚜렷하

첫 번째로 실험 보고서 작성 지도였다. 과학탐구 보고서는
과학적 탐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다른 과학자들에게 알리고 그 타당성을
검토받기 위한 과학자들의 특별한 의사소통 수단이다(김미경, 2009). 또
한 Keys(2000)는 학생들이 보고서 쓰기를 통해 단순히 과학자 사회의
관례를 배우는 것을 넘어, 지식 주장과 증거 도출하기, 데이터와 관찰 방
법에 대해 기술하기,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대한 반성하기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과학탐구 수행에서 ‘보고서 작성’은 필수적
과정인데, 실제 과학탐구를 처음 수행하는 고등학생들의 보고서 작성 능
력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학원생은 아래의 심층면담에서 밝
혔듯이 전체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등학
생들의 실험 보고서 작성을 지도하였다.
게 나타났다.

앞으로 필요한 게 학생들한테 글 쓰는 걸 좀 가르쳐야 되는데, 보고서를
써오는 것을 보면 제가 항상 다시 수정을 해서 보내주고 두 번째 수정을
또 받거든요.

(대학원생, 2011-08-28, 심층면담)

글 쓰는 게 제가 제일 손 댈 게 많은 부분이에요.
(대학원생, 2011-08-28, 심층면담)

공동연구팀은 실험 보고서를 주관기관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고등학

작성해서 제출해야 했는데, 양식에는 날짜, 제목, 실험시약 및 기구,
실험방법, 실험결과 및 고찰 항목이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었다. 대학원생
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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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우선 주관
기관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실험 보고서를 스스로 써보게 했다. 대학
원생은 고등학생이 작성한 첫 번째 실험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학원생은 고등학생들의 실험 보고서 작
성법 개선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을 실험 보고서에 표시
하였고,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할 작성목록을 정리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주었으며, 공동연구팀의 전체 회의 시간에서도 실험 보고서 작성법에 대
해서 지도했다. 대학원생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한 실험 보고서 작성 지
침에는 ‘실험 방법’ 및 ‘실험 결과 및 고찰’과 관련된 내용이 상세하게 기
은 고등학생들에게 실험 보고서

작성법을 따로

알려주지

술되어 있었는데 <표 4>에서 제시하였으며, 실제 첨삭 예시는 <표 5>
에서 제시하였다.

<표 4>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및 제목, 실험시약 등 기재 방법
실험방법

실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읽었을 때에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적는다.
실험결과 및 고찰 부분에서 작성해야 할 목록
1. 실험목적

실험결과 및
고찰

2. 실험이론
3. 실험결과 정리(도표 및 사진 등)
4. 실험결과 값 분석
5. 결론: 실험결과에 대한 논의, 연구의 한계점 등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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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원생의 첨삭 예시 - 지현이의 실험 보고서
첨삭 주제

첨삭 예시
·채취한 물(어느 지점에서 퍼온 것인지도 작성)
·B시험관은 대조실험 시험관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세요.

실험보고서
작성법

·표 아래에 각 물질의 농도를 표시하면 ‘ppm’ 단위가 무엇인
지 찾아서 적어주세요.
·보고서에는 나, 너, 우리 등의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
습니다.
·왜 이 세 지점의 수질을 측정하고자 하는지 이유를 써주면

실험내용

좋습니다. (지점 선정 이유와 의의)
·비가 오기 전과 온 후에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작성해 주시
면 더 좋겠습니다.

대학원생이 첨삭한 고등학생의 실험 보고서를 <표 5>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첨
삭도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 내용에 대한 대학원생의 첨삭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세 지점 선정의 이유와 의의’과 ‘비 오기 전과 후의 변
화’에 대한 추가 작성을 요구하는 등 연구의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중
변인의 영향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메타인지를 촉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처음 작성한 실험 보고서에 대한 첨삭 내용을 보면
서 실험 보고서 작성법을 익혔을 뿐만 아니라,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고찰이 촉진되어 메타인지가 나타나게 되어 상황정의 변화에 기여했을
면, 실험 보고서

것으로 보인다.

작성법에

Rivard(1994)에 의하면,

타인지를
다시

쓰는

대한 첨삭뿐만 아니라, 실험의

살펴보

글쓰기는

촉진한다(이민주,

학습자의 과학 지식을 구조화하고, 메

2011). 고등학생들은 실험 보고서를 수정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연구 과제의 목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

법, 그리고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의 현황과 원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면서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지식을 구조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
구 과제에 대한 메타인지도 나타나게 되어 결과적으로 연구 과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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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

따라서

작성한 실험 보고서에 대한 꾸준한
첨삭을 통해서 보고서 작성 능력의 향상을 이끈 대학원생의
고등학생의 상황정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로 보인다.
모니터링과
스캐폴딩이

고등학생들이

다.
대학원생이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한 스캐폴딩은 두

번째로

실험 수행 과

정에서 나타났다. 지도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대학원생은 실험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이 나타날 때마다 나중에 보고서에

반드시

기

록하라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대학원생이 참여한 6차시 실

채취한 물에

시약을

떨어뜨리고

행하는 동안에도 실험의 오차를

줄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험에서, 하천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깔 판정을 통해서 수질 오염도를 측정할 때, 규정된 시간을 초
과한 상황이 발생했다. 대학원생은 규정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반응이
더 일어나서 색깔이 더 진해졌을 거라 지적하며, 실험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오차도 실험 보고서에 꼼꼼하게 기록하도록 지도했다. 실험을 수
직후의

색

없이 반성하는

얻기

위해

끊임

것이 중요한데(김미경, 2008), 이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진

신뢰성에 관심을 가지고 타당한 방법을 찾는 것에 해당
& Malhotra, 2002).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과학

행하면서 방법의
한다(Chinn

자가 수행하는 실제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그

냥 폐기되는 값이

아닌, 실험 보고서에서 기술해야 하는, 실험 결과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

긴

다는 사실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은 오차가 생

원인을

실험 보고서에 기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실험 과정에 대한

성찰을

반성적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구 방법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실험 중 색
정확한

판정

기준이

없었기

갔

깔

변화를

판정하는

상황에서도

깔 판정을 두고 고등학생들 사이에

때문에 색

서 활발한 대화가 오 다. 우선 대학원생은 현재의 실험 방법으로는 육

깔 판단해야

안으로 색 을

하기 때문에 관찰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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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실험 방법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런 다음 현재의 실험 상황에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측정의

첫째, 색깔 판단을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관찰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
지만, 실험을 수행하는 구성원 한 명만이 판단한 값이 아니라 함께 실험
을 수행한 여러 명이 같이 판단한 값이라고 써야 한다고 지도했다. 이를
통해서 고등학생들은 실제 과학탐구에서 실험 결과 해석이 명료하지 않
은 경우, 연구팀의 구성원들이 함께 해석에 참여해서 결론을 도출했을
때 실험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딱 맞아야 하는데...... 이런 거를 실험보고서에 쓰는 거야. 우리가
항상 10분 정도나 5분 정도에 사진을 찍는데, 지금 사진을 못 찍어서 지
체가 되었잖아. 이걸로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거 찍어놔. 실험 결과
보고서에 잘 된 결과만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잘못을 해서 시약을
한 번 넣어야 하는데 두 번 넣었을 때 시간이 지나니깐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났지? 잘못된 결과도 쓰는 거야. 오차나 오류도 쓰는 거야. 색깔이 더
진해졌지?

(대학원생, 2011-08-14, 실험 6차시)

얘들아, 사진, 자기가 찍은 사진, 자기 실험보고서에 붙여야 하니깐, 자기
가 한 거 잘 붙여야 해. 만약에 8월 7일이라면 8월 7일에 한 거, 그리고
그때 실험했던 거 다 자기 실험보고서에 붙여야 해.
(대학원생, 2011-08-21, 실험 8차시)

실험할 때, 실험 오차 같은 거 쓸 때, 정 할 게 없으면 이런 거 있지, 5밀
리를 정확히 맞춰 넣기 힘들 수 있잖아. 그런 거라도 써.
(대학원생, 2011-08-21, 실험 8차시)

그리고 실험보고서 쓸 때 ‘색깔을 보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
한 것이 아니라 같이 실험을 한 팀의 옆 친구랑 같이 상의해서 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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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둘째,

(대학원생, 2011-08-21, 실험 8차시)

깔

깔

대학원생은 색 이 두 지표 색 의 중간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

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물 색깔을 고려해서 진한
쪽으로 색깔을 판단해야 한다며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지도교
사의 관찰에 의하면, 대학생은 동일한 상황에서 기계적으로 중간 색깔로
색 로 기계적으로

판정하자고 고등학생에게 제안하는 등 연구 방법에 대한 인지적 지원에
서 한계를 보였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물도 자체적인 색깔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간 색깔로 보는 것보다 진한 쪽 색깔로 판정하는 게 정확하다
며 보다 정확한 측정 기준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대학원
생의 인지적 지원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은 하천의 수질 오염 연구에서는
하천의

물

깔

자체의 색 을 고려해서 실험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이게 아마 물 색깔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진하기
로 보는 게 더 나을 거야.

연우
대학원생

(대학원생, 2011-08-14, 실험 6차시)

진짜 얘는 모르겠어요.
진하기로 봐 진하기로. 색깔은 물 색깔이 흰 색깔이 아니니깐.
(2011-08-14, 실험 6차시)

대학원생이 고등학생에게 제공한

종

세 번째

스캐폴딩은 고등학생들의

최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나타났다. 지도교사의 관찰에 의하면, 고등학생

들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인지적 지원을 제공한 대학원
생에게 주로 스캐폴딩을 요청했으며, 대학원생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직접 통화를 하거나, 주말에 만날 때 참고 자료를 직접 제공
하는 등의 다양한 경로로 고등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고등학생들은
최종 발표회에서 공동연구팀의 연구를 처음 접하는 청중들 앞에서 규정
이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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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인 15분

연구의 의의, 목적, 결과, 결론 등을 간결하게

설명해

최종 발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이 주
도적으로 작성한 논문을 내면화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메타인지적
사고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원
생에게 스캐폴딩을 받았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야

했다.

내에

고등학생들은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에 근접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는 고

끌

등학생들의 메타인지가 대학원생의 스캐폴딩을 이 어낸 사실이 다음에
제시된 대학원생의 심층면담에서도 드러났다.
그때 애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게, 카카오톡으로 물어봤다고 했던 게 아마
그 시점에서 연우가 “언니 준비하면서요, 저희들끼리 얘기하다가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에요?”라고 물어본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학생들끼리
발표 준비하다가 자기네들끼리 했는데 뭔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

저희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맞아요? 이건 아닌가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때 질문이 많았어요.

(대학원생, 2012-05-13, 심층면담)

2.1.2 대학생의 스캐폴딩
대학생은 이 프로젝트에 멘토로서 참여했지만, 대학원생에
과제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존재했기

많이

비해서

연구

반면,

대학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한계가

때문에 인지적 지원은 대학원생이 주로 제공하였다.

생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서는 감정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제

공했고, 실험 수행 과정에서는 기술적 지원을 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대학생들도 수질 오염 연구는 처음 수행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

학원생은 고등학생들과 실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대학생들과 예

비

실험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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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익

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을 고등학생들과 원활
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실험 수행 과정에서의 담화에
고등학생들에게 실험 방법과 관련된

세부 절차를

따르면,

대학생은

알려주는 기술적 지원

유형의 스캐폴딩을 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교사의 관찰에

르면,

따

대학생들도 수질 오염 연구에 대해서 초심자였기 때문에 고등학생

들의 인지적 지원을 요청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한계를 보였다.

답변하지 못하는

등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시험관 A에만 ‘2’를 6방울 넣고 마개를 닫으십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개를 닫고 1분간 세게 흔들어주십시오. 1
분 봐줘.

(대학생 민지, 2011-07-29, 실험 1차시)

5밀리를 먼저 하고 10밀리를 나중에 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밀리부
터 대조군. 그 다음에 COD에 5밀리.
(대학생 유정, 2011-08-07, 실험 4차시)

또한 대학생들은 대학원생과 고등학생의 중간에
두

계층의

형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는

놓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있는

존재로서,

감정적

지원 유

스캐폴딩을 중점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매개 역할을

존재했기 때문에 대학원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의
더 원활했던 것으로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드러났다.

수행한 대학생이
통이 실제로

의사소

대학생 언니들이랑은 좀 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중략) 대학생 언니들
은 좀 더 친구 같고. (중략) 대학생은 선생님 안 같다는. 좀 더 어린, 편하
다는, 편한 친구?

(지현, 2012-05-06, 심층면담)

대학생 언니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연결해주는 거.
대학원생 언니랑 대학생 언니랑 조금 더 친하고요. 왜냐하면 나이 대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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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고 알고 있는 것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니깐 대학생활 겪었으니
깐. 대학생 언니랑 저희 고등학생이랑 조금 관심사가 가깝잖아요. 대학원
생이랑은 조금 나이 차가 있는데. 언니들 셋이 같이 있으면 조금 더 대화
가 더 잘 이루어졌어요.

(지현, 2012-05-06, 심층면담)

2.2 고등학생의 메타인지
고등학생은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

최소
시작하

의 상황정의와는 큰 차이를 보여서 고등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는
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상태였다.

그런데 실험을 본격적으로

면서 연구 과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메타인지가 나타났고, 메타인지가 주
된 요인으로

작용해서

고등학생의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

으로 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메타인지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수행을 계획, 점검,
평가, 수정하는 것을 의미한다(Jacobs & Paris, 1987). 이러한 메타인지
는 학습자가 단지 학습 내용을 습득하는 단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
로

무엇을

신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돕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dkins, 1997).
고등학생의 메타인지는 첫 번째로 실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났다. 고등
학생들은 이미 연구 과제가 결정된 상황에서 공동연구팀에 합류했다. 따
라서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제에 대한 이해는 아주 낮은 상황이었다. 그
런데 실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왜’라는 의문
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메타인지를 보이기 시작했다. 실험 수행 과정에서
는 고등학생의 메타인지가 대학원생의 스캐폴딩을 이끌어냈고, 대학원생
학습과정을

의 스캐폴딩을 통해서 고등학생의 연구 목적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

창 수행하

생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이 실험을 한

는 기간 중에 실시된 다음의 심층면담 자료를 보면 고등학생의 연구 목
적에 대한 메타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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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요 이 실험하는 목적을 알긴 알겠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실험을 하는 목적이, 이걸 하면서, 화정천이랑 안산천이 나눠졌다가 거
기서 합류되면서 어떤 게 변화가 있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변 환경이 어떻고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보는지 잘 모르
겠어요.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또한 실험 수행 과정에서는 고등학생의 연구 방법과 관련된 메타인지도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변인 통제와 관련된 메타인지가 특히 활발

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인 통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메타
인지로 인해서 대학원생의 스캐폴딩이 제공되었고, 이로 인해서 고등학
생들은 학교에서 경험한 실험과는 달리 실제 연구에서는 변인 통제가

완

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수질 오염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 ‘날씨’에 대한 고
등학생의 메타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희가 실험하면서도 “그런데 이거 이렇게 달라가지고 온도나 이런 거 달
라서 이게 결과가 제대로 나오냐?” 그런 것도 생각한 것 같고.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좀 지나면서는 저희끼리 좀 얘기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야, 온도랑 바람이랑 이런 거 다 다른데 거기는 지금 비 오고 여
기는 안 오는데 이게 이렇게 다르면 돼?”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고등학생의 메타인지는 두
타났다.

글쓰기를

번째로

포함하고

과정에서 나

과학 지식을

합리화하는

통한 학습은 학습자가 통합적인 인지 구조를 사용하여

과학 지식을 이해하고, 실험적 증거를
과정을

작성하는

실험 보고서를

있다(Hand et

al.,

바탕으로

1999). 또한 학습자는 동료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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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공유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며, 그 결과를

글로

표현하

형성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Halliday & Martin, 1993; Yore et al., 2004). 고등학생들은 이 과정
을 통해서 수행 중인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었
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학교 밖에서 실제 이뤄지는 탐구 과정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들이 학
교에서 수행했던 탐구 실험은 규정 시간인 50분 내로 마칠 수 있도록 간
단하게 설계되었으며, 결과도 명료하게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학교
탐구 실험에 익숙했던 고등학생들은 연구 과제의 한계와 개선점에 대해
서 실험 보고서에 쓰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 탐구실험은 학교 탐구실험과
달리, 의도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여러 복잡한 변인들이 관여하고 있으
며, 실험 과정에서 오차도 생길 수 있는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했을 것으로 보인다.
는 과정을 통해 과학 지식의

비가 오는 상태에서 하천의 물을 채취하고 pH, 온도를 측정하였다. 따라
서 비가 실험의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또 각 항목의 오염도를 측
정할 때, 색깔을 사람의 눈으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내
리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연우, 수정 실험 보고서 중 ‘실험의 한계점’)
한계점은 측정할 때가 장마철이라서 정확한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이었다.

(경은, 수정 실험 보고서 중 ‘실험의 한계점’)

하지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수질이 깨끗하다. 그
러므로 수치가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수치를 측정할 때, 색상을 눈
으로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조명에 의해서 결과가 다를
수 있고, 색상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묻고 결정하기는 하지만 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수는 없다.
(지혜, 수정 실험 보고서 중 ‘실험의 한계점’)

- 49 -

최종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가장 활
발하게 나타났다. 최종 발표와 질의응답을 준비하면서 고등학생의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메타인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에 따라 대학원생
의 스캐폴딩을 자발적으로 요청해서 받았으며, 결과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에 최대한 근접하게 되었다. 그 결
과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 고등학생들과 대학원생 사이에 최대한의 상호
주관성이 형성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메타인지는 마지막으로

논문 점검하면서 그때 제 스스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다는 그
런 관점에서도 그럴 수 있고. 언니들한테나 애들한테도 제가 물어봤어요,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을. 그때 친구들이랑 언니들의 도움이 있어서
그 정도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윤희, 2012-05-20,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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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로젝트 성과
학교 밖 과학 활동은 교육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Averch et al.,
1972), 또한 장기적으로 과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Wellington, 1990)
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고등학생들은 학교 밖 과학 활동에 속하
는, 실제 과학탐구에 참여함으로써 네 가지 뚜렷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
었다. 고등학생들이 거 첫 번째 성과는 과학자가 수행하는 실제 과학
탐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이다. Bleicher(1996)는 고등학생들의 대학
연구실 참여를 통한 과학 학습의 목표는, 연구실을 외부 방문자로서 바
라보는 관점에서 어나, 과학이 무엇이고 과학자에 의해서 어떻게 수행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학탐구 프로젝트
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도 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하는 등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점적으로 보았던 학교 탐구와는 달리,
실제 과학탐구에서는 탐구 과정을 아나간다는 사실을 고등학생들이 잘
이해한 것으로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인지적 발
달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성선(1999)의 연구 결과에 부합하
는 것으로, 고등학생들이 실제 과학탐구에 참여함으로써 과학의 탐구 과
정 전반에 대한 인지적 발달이 촉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둔

벗

밟

박

학교에서는 책을 보죠. 교과서를 읽죠. 그런데 이건 직접 나와서 실험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는 실험 잘 안 하잖아요. 학교는 그냥 결과를 제가 배
우고 있는 거고 지금은 과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지현, 2011-08-14, 심층면담)

일단 과학적 탐구하는 거 그거 전혀 몰랐는데 그냥 교과서에서만 보던 거
잖아요. 그런데 그걸 직접 할 수 있던 걸 배운 거고.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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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등학생들은 학교 실험에서는 실험 결과를 확인한

후

실험 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 과학탐구에서는 수집한 실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한다는 사실을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서

서에 기록하고
험 결과를

이해하게 된 것으로 다음의 심층면담에서 드러났다.
(지금 수행하는 탐구는) 저희가 결론을 내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실험하
고 ‘결과가 이거다’ 이게 아니라요. 저희가 희영 언니한테 보고서 써서 내
는 것도 보면 그럼으로 인한 결론을 내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낼 때 ‘따라
서 합류 지점 오염도가 더 높으면 화정천이랑 안산천이 모여서 그 오염도
가 더 심해져서 합류 지점 오염도가 더 높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에 쓰
잖아요. 그건 저희가 결론을 낸 거잖아요. 탐구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결론을 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결론 내려고 보니깐 이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되게 좀 어려웠어요. 결론 내는
게. ‘내가 결론을 내는 게 이게 사실인가?’ 막 이 생각도 들고. ‘이게 맞긴
맞나?’ 이러면서 적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저희가 탐구한 걸로 저희
가 이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
고.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더

나아가 고등학생들은 실제 과학탐구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이해한

본질적인 탐구 과정에 대해서
연구자
지현

익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통해서 뭘 얻을 것 같아?
그냥 과학의 탐구하는 과정을 저희랑 같은 나이 때 다른 아이들
보다 좀 더 먼저 겪고 익숙해지는 것.
(지현, 2011-08-14,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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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이 거

둔 두 번째 성과는 프로젝트 주제인 환경 분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경
험한 실제 과학탐구 수행에 대한
학탐구에 또 참여하기를

흥미가 커졌으며, 향후 이러한 실제 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

나아가 이

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환경 분야 연구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장래
희망을 ‘환경 컨설턴트’로 설정한 학생도 다음 심층면담에서와 같이 등장
했다. 이는 연구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 과학교사가 전공에 대한
적성을 확인하고 과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이인선
(2009)의 연구 결과에 부합된다.
저는 하면서 프로젝트로 일하는 게 재밌어서 그런 걸 계속 하고 싶어요.
이거 하면서 생물이랑 그런 거 관심 있고 잘 하는 거 같고. (중략) ‘환경
컨설턴트’ 하고 싶어요.

(지혜, 2012-05-06,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세 번째

성과는 지역의 수

질 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사

례를

통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 및 과학에 대한 관심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는

Heinze

등(199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고등학생들

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전에는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해서

단순하게

냄새가 나는 게 거슬리고 불편하다’ 정도의 제한된 관심을 보였다. 그런
데 프로젝트가 종료된 후에는 하천 근처를 지나다닐 때 전과는 달리 유
‘

심히 관찰한다고 밝혔으며, 하천 정비 공사를 통해서 하천의 수질 오염
이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도 심층면담에서 밝혔다. 이와 같이 고등학생
들은 프로젝트 수행 전에는 지역의 수질 오염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았으나,

수행

후에도 꾸준하게

낮

하천을 관찰하고, 수질 오염의 원인을 생

각해보는 등 수질 오염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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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나는 것만 좀 거슬렸는데, 그게 다였는데. 시작하고 나서는 왜 그런
가도 생각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날까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고. 요즘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아, 잘 됐다’ 관심을 갖게 되
었어요. (수질 오염에 대한 관심이) 조사할 때만큼은 없는데 그래도 가면
서 ‘이게 이래서 이랬지’ 그러면서 되새겨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동명(아파트) 가는 길에 생활하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서 아
저것 때문이라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지나가다가 보면, 하천 예전에 보면 그냥 ‘어... 있네.’ 지금 보면 그래도
조사했던 거고, 좀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깐 뭔가 알고 있으니깐, 그 아는
지식 바탕으로 생각하게 되고. 물이 많으면 ‘왜 물이 저렇게 많나’ 생각해
보고 그냥 그런 거, 그 정도.

(지현, 2012-05-06, 심층면담)

버스 타고 갈 때 맨날 쳐다봐요. 요즘에 공사도 해가지고. 관찰해요. 그
전엔 아예 안 봤죠. 깨끗해지고 있나? 그냥 딱히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지혜, 2012-05-06, 심층면담)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얻은 마지막 성과는 과학적 지식
이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Dewey(1933)에 따르면, 탐구의 성과는 지식인
데 탐구 과정을 통해서 발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탐구는 연속적인 과
정이며, 탐구의 성과인 지식이 그 다음 단계의 탐구에 대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도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과학적 지식이 뚜렷하게 증가했음이 다음의 심층 면담에서 나타났다. 따
라서 고등학생들이 향후 수질 오염 관련 탐구를 수행할 기회가 또 생
다면,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얻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더 향상된
탐구 수행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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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에는 그런 실험 같은 것을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는데, 그런 걸 알게
됐으니깐 과학적 지식이 좀 쌓였고.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COD, DO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막 그냥 배울 때 그냥 말만 배우고
말고...

NH 4 가

많으면 뭐고 적으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몰랐는데, 실험

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이거였나’ 이러면서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거는
이거잖아 이러면서 알게 되었고.

(연우, 2011-08-14, 심층면담)

발표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좀 생소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언니들한테 물
어보다 보니깐 과학적인 지식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게 또 공부하다
보니깐 나오더라고요. 오~ 보람 있군. 생물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푸는데
뭔가 하천 수질 같은, 질산, 질산염? 그런 것도. 화학에서도 나오고.
(경은, 2012-05-10, 심층면담)

특히 고등학생들은 과학적 지식 중에서 프로젝트의 연구 과제인 수질
오염 연구와 관련된 지식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오
염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수질 오염

했으며,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이 증가

수질 오염과 관련된 실험 결과 해석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에는 아예 관심이 없어서 이해를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 이래서 이렇지 이러면서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고. 왜 더럽게 됐고 냄
새가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만
아니더라도 수질 오염이 왜 발생하고 어떻게 측정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연우, 2012-05-06, 심층면담)

그냥 전에는 화정천이 막연하게 그냥 수질이 안 좋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
었는데, 어떻게 나쁜지 구체적인 현황 같은 거 (알게 되었어요).
(윤희, 2012-05-0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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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정보나, 뭐가 흐르고 어디에 뭐가 합쳐지고, 하천의 수질 오
염 조사하는 것도 다 실험하는 거 해서 알게 됐고. 얼마나 어떻게 오염됐
는지 수치상으로 알게 되었고.

(지현, 2012-05-06, 심층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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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과학탐구는 과학교육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현재 학교에서 수
행되는 과학탐구는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
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이 실행되는 실제적 맥락에서 ‘과학하
기’를 학습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숙련된 실행자
와 함께 ‘과학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 주도로 설계된 연구 프로젝트에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경우 고등학생들의 연구 전반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 타율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도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 능력에 있어서 전문가와 차
이가 났던 초심자가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점차 향상되면서 독립적인 연
구자로 변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처럼 초심자가 전문가
와 함께 과학탐구를 수행할 때 초심자의 탐구 수행 능력이 향상될 가능
성이 큰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고등학생은 멘
티로서 참여하는 ‘멘토링을 통한 과학탐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초심자인
고등학생의 탐구 수행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
로 탐색하기 위해서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를 연구 목
적, 연구 방법,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으로 나누어서 대학원생의 상황정
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알아보았으며, 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첫째, 고등학생의 연구 목적에 대한 초기 상황정의는 ‘환경’, ‘수질오염
조사’ 등으로 단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 기 때문에 대학원생과 최
소한의 상호주관성이 형성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수질 오염도 측정 실험
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고등학생의 상황정의는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실험 보고서 작성, 논문 검토, 최종
발표회 준비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치면서 고등학생의 상황정의는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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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상황정의에 더욱 가깝게 이동하여 최대한의 상호주관성을 형성하였
다.
둘째, 고등학생은 연구 방법에 대한 초기 상황정의도 단순하게 ‘수질 오
염도 측정’으로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 다. 그런데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인
통제’와 ‘측정의 정확성’ 등 연구 방법과 관련된 메타인지가 나타나면서
연구 방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개선점을 제시하는 수준
으로 변화한 사실이 상황정의 변화를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째, 고등학생의 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에 대한 초기 상황정의는 ‘더
다’, ‘
난다’에 머물 다. 그런데 실험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역
하천의 세 지점에서 측정한 수질 오염도 비교를 통해서 오염원의 유입
지점을 예측하는 수준으로 변화하여 대학원생의 상황정의에 근접한 사실
이 드러났다.
이처럼 고등학생들은 프로젝트 참여 초기에는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
의가 단순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도움
없이는 자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 보였다. 그런데
프로젝트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
원생의 상황정의 방향으로 변화한 사실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고등학
생들이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대학원생의 수
준인 잠재적 발달 수준에 가깝게 변화한 것을 상황정의 변화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를 이 주된
요인으로는 대학원생의 스캐폴딩과 고등학생의 메타인지인 것으로 드러
났다. 첫째, 대학원생이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스캐폴딩을 지속적으로 제
공하여 고등학생들의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 변화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생은 특히 실험 수행, 실험 보고서 작성, 최종 발
표회 준비 등 크게 세 가지 과정에서 스캐폴딩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였
다. 둘째, 고등학생들이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 과제에
대한 메타인지가 나타났고 이를 통해서 상황정의가 변화한 것으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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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고등학생들은 프로젝트 초기에는 대학원생이 부여한 역할을 수동
적으로 수행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험을 수행하면서 점
차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모습으로 변화했
다. 이
메타인지로 인해서 연구 과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성하면
서 동료들과 토의하거나 대학원생에게 자발적으로 스캐폴딩을 요청하였
고, 결과적으로 연구 과제에 대한 상황정의가 대학원생의 상황정의 방향
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한편 고등학생들은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네 가지 뚜렷한 성과를 거
두었다. 첫째, 과학자가 수행하는 실제 과학탐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진
것이다. 주로 실험 결과를 확인하고 끝내는 등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점
적으로 보았던 학교 탐구와는 달리, 실제 과학탐구에서는 탐구 과정을
아나간다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며, 더 나아가 본질적인 탐구 과정에
대해서 보다 익숙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프로젝트 주제인 환경 분
야 진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다. 장래 희망을 ‘환경 설 트’로 설
정한 학생이 등장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는 고등학생들의 향후 진로 결정
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째, 지역의 수질 오염에 대한 관
심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참여 전에는 단순하게 ‘더 다’, ‘
나는 게 거
다’ 정도의 제한된 관심을 보였지만 프로젝트 종료 후에
는 하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질 오염 연구와 관련된 과학적 지식이 증가한
것이다. 고등학생들은 수질 오염 연구와 관련된 지식이 거의 없었지만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서 수질 오염의 현황과 원인, 그리고 수질 오염 측
정 방법 등에 관한 지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전문가가 주
도적으로 설계한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초심자가 참여하는 경우, 초심자
의 연구 과제 전반에 대한 상황정의가 전문가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초심자가 자율적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의의가 있다. 둘째, 프로젝트 초기 연구 과제
수행과 관련해서 초심자의 상황정의가 전문가의 상황정의와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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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지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차이가 점차 좁혀져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초심자의 연구 과제 수행 능력이 초기의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전문가의 잠재적 발달 수준에 가깝게 발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전문가와 함께 과학탐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전문가의 과학탐구 수행 능력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는 것
으로 드러났으므로, ‘과학하기’를 학습하는 효율적 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혀낸 데에도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과학탐구 수행에 있어서 초심자의 발달 수준이 전문가의 발달 수
준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이 나타나 했지만, 초심자가 향후 진정으로 참
탐구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과학탐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초심자
가 그 후 또 다른 과학탐구를 수행하는 경우, 탐구 수행 능력과 관련해
서 어떤 발전적 변화가 있는지 후속 연구가 이뤄진다면 이번 연구의 결
과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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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High School Students’ Shifts of
Situation Definitions Appeared on Scientific
Inquiry Project through Mentoring
Lee, KyungAh
Dept. of Science Education(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high school
students’ situation definitions shift toward those of the graduate
as students engaged in the scientific inquiry project through
mentoring and to find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shifts.
Qualitative research was completed for 8 months and the
participants included the instructor and the research team
members including one graduate, two undergraduates, and five
high school students. The research team carried out the project
on water pollution of local stream. Data from participant
observations, laboratory reports, and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o explore shifts of students’ situation definitions.
This study was concluded that students’ situation definitions
gradually shifted toward those of the graduate’s during the
project. Early in the projec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situation definitions between the students and the graduate, so
- 69 -

intersubjectivity was formed to a minimum. But late in the
project, while preparing a final presentation, there is a
maximum intersubjectivity between them. There were two major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shifts of the students’ situation
definitions. The graduate’s scaffolding and the students’
metacognition appeared to be decisive factors that facilitated the
shifts of those.
Students achieved four distinctive outcomes by performing
projects: First outcome is their developed understanding of
scientists' research process; second one is their increased
interest in the environmental career; the third one is that they
have continuing interest in water pollution of local stream even
after the end of the project; and the last one is their increased
scientific knowledge.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re is a larg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al level between novices and experts on
performing research. So novices are likely to have difficulties in
doing that autonomously. But the difference was gradually
closed up by the experts’ scaffolding and the novices’
metacognition. Consequently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clarifying that the novices can develop the ability to perform
research if these two factors work properly.
keywords : inquiry, situation definition, intersubjectivity,
scaffolding, meta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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