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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과학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중

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효과

적인 탐구 지도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인식과

탐구과정에 대한 개념체계도를 조사하여 사전 인지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개발한 표준 개념체계도와 학생이 수업 전, 수업 후,

자유탐구 활동 후 작성한 개념체계도를 비교하여 탐구과정을 올바르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O와 X로 기록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탐구과정 안

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서 각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가 어떤

유형으로 변화하였는지 확인하였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

동을 통해서 올바르게 잘 학습된 탐구과정과 그렇지 못한 탐구과정의 특

징을 분석하였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녹음·녹화

자료와 활동지를 수집하여 올바르게 학습되지 못한 탐구과정의 적용 사

례를 조사하였다.

과학 탐구과정과 관련된 개념 인식 조사 결과 학생들은 잠정적인 답

(85.7%), 독립변인(71.5%), 종속변인(71.4%), 가설 기각(61.9%) 그리고 가

설 지지(61.9%)에 관한 개념을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은 공통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개념과

관계된 탐구과정에 대한 개념체계도를 잘 그리지 못했고, 가설과 예측 그

리고 자료 정리와 같은 친숙한 개념으로 이뤄진 탐구과정에 대해 일부 잘

못된 개념체계도를 그렸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각 탐구과정의 인지구조는 A(X→X), B(X→

O), C(O→O)의 변화 유형을 가졌다. A의 변화 유형으로 확인된 ‘변인과

가설의 관계’에 해당하는 탐구과정은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지 못

했고, 안내 수업 활동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으며, 탐구과정 안내 수

업 후 작성한 개념체계도에서도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했다. B의 변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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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으로 확인된 탐구과정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새롭게 인식하였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교정하여 명확하게 인식된 경우로, 대표적인 예로

‘변인 통제’를 들 수 있다. 변인 통제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전 개념체계

도에 표현되지 못했지만, 안내 수업 활동에서 변인 통제의 필요성을 강

조하는 모습이 관찰되었고,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었다. 그러나 변

인 통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한 학생이더라도 탐구 주제에

따른 적절한 변인 통제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유탐구 활동 후 각 탐구과정의 인지구조는 B→D(X→O→X), A→

A(X→X→X), C→C(O→O→O) 그리고 B→C(X→O→O)의 변화 유형을

가졌다. B→D와 A→A의 변화 유형으로 확인된 ‘변인과 가설의 관계’,

‘변인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과정은 학생들이 자유탐구를 진행하면서 어

려워한 부분이었고, 자유탐구 후에도 정확하게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지

못했다. 반면, C→C와 B→C의 탐구과정은 탐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

차와 정의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자유탐구 후 정확하게 개념체

계도에 표현되었다. 자유탐구 후 개념체계도에 표현된 변인 통제와 관련

된 탐구과정의 경우, 변인 통제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알고 있는 학생이

더라도 자유탐구 활동에서 통제변인을 다양하게 추출하고, 통제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탐구과정 중 학생들이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서 어려워 한 ‘변인과 가설의 관계’와 ‘변인 통제’를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의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중학교 과학영재, 탐구과정 안내 수업, 자유탐구, 인지구조,

개념체계도

학 번 : 2012-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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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와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현대인들에게 창의적

인 문제 해결력과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 능력이 요구되면서 최근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과학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

007). 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중요한 과학 교

육 목표로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과학교육 분야에서 조혜원

과 김영수(2012)는 생물 창의성을 “생물 지식을 기초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생물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나 생물학적 문제 해결 방안을 구

성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과학 창의성은 과학의 기본 지식과 탐구

과정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력이며(조연순 등, 2000), 창의성을 함

양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과정을 제대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도록 돕

는 것이 필수적이다(Barrow, 2010). 과학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발상,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자료의

해석 및 분석, 결론의 종합 단계를 반복 수행하는 과학 탐구과정이 필요

하다(강순희, 2008). 즉, 학생들 스스로 탐구 문제를 도출하고 변인을 추

출하여 가설을 설정하며, 실험 조건에서의 결과를 예측하고 실험을 설계

한 후, 실험을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학습

하고 익힘으로써 과학적 탐구 능력이 향상될 수 있고(김유향, 2013), 나

아가 과학 창의성이 함양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교과에서 창의성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과 탐구 활동이 필수적이다.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유탐구를 신설하여 종합적 과학 탐구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

게 하였지만, 자유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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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김효남, 2010). 학생들은 탐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과학 탐구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최병순 등, 1993). 그

리고 가설과 변인에 대한 인식과 변인 통제 능력이 부족하였다(엄경화·

김영수, 2012; 김수경 등, 2007; 김재우 등, 1999). 진정한 자유탐구가 가

능하기 위해서는 탐구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

행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탐구 기능에 대한 안내가 현저하게 부족하다

(이은주·강순희, 2012).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각각의 탐구 기능에 대한 설명이나 학생들에게 탐구를

어떻게 가르쳐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안내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이

봉우, 2005). 과학 탐구과정에 대해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탐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학 탐구과정을 학습 할 수 있다는 인식

을 바탕으로 지도하였기 때문이다(홍석준·손연아, 2011). 과학 탐구과정

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안내 후 자유탐구

활동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양일호, 2008). 자유탐구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사한 선행 연구는 실제 자유탐구 활동 후 설문지를 통

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신현화·김효남, 2010; 우종옥 등, 1999),

학생들이 탐구과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고, 학습되었는지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탐구과정에 대한 안내 수업과 자유탐

구 활동이 이뤄지는 일련의 탐구 활동을 통해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결과

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의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와 활동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탐구과정의 절차적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과정을 확인하여, 탐구 학습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탐구 지도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

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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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과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의 특징을 조사한다.

2)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한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한다.

3)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분

석한다.



- 4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본 연구는 인지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개념체계도를 작성하였지만,

개념체계도가 학생들의 인지구조를 모두 나타내었다고 할 수 없다.

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과학 탐구 방법 중 가설 검증을 중심으로

탐구과정을 안내하였다. 따라서 가설 검증과 관련된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과학 탐구과정의 모든 항목을 포함

되어 있지 않다.

3) 특히, 사례 연구의 경우 녹음 자료와 활동지 그리고 학생이 작성한

개념체계도 등의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동료　간 평가를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연

구자의 주관적 관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4)　자유탐구는 본 영재원의 교육과정의 일부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결과물을 발표해야 하므로 멘토 교사의 방법적 지도와 조언을 받았

다. 따라서 교사의 개입이 전혀 없는 학생들의 탐구과정과 다를 수 있다.

５）본 연구는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

에 전체 중학생들에게 일반화시키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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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탐구과정 안내 수업: 교사가 학생들에게 각 탐구과정에 대한 정의

와 중요성 그리고 실행 과정들을 제시하고 제시한 아이디어나 기능을 연

습하도로 지도하는 명시적 수업(explicit teaching)이다. 탐구과정을 활동

속에서 암묵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탐구과정에 대해 명확하

게 안내해 주는 수업이다.

2) 인지구조: 학습자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조직화된 개념 체계의

집합체, 즉 지식의 구조를 의미한다. 2개 이상의 개념이 연결어로 관련지

어 있는 명제들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개념 의미의 집합체이며 상위

에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위치하며 아래로 갈수

록 일반적, 포괄적, 추상적 수준이 낮아져 가장 낮은 수준의 최하부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개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는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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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 창의성과 과학 탐구과정

1) 과학 창의성

폭발적인 지식의 증가와 고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운 문제 해결

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과 새로

운 아이디어 생성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여

최근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도 과학 창의성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길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교육자원인적부, 2007). 2009 개정 교육 과정

에서는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

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중요한 과학교육 목표로 두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그러나 교육 과정 상에서의 강조와 다르게 학교 현장에서

는 과학 창의성을 가르치고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의성 교

육을 위해서는 우선 영역 특이성을 고려하여 창의성을 정의해야 한다.

생물 교과에서 조혜원과 김영수(2012)는 ‘생물 지식을 기초로 새롭고 유

용한 아이디어(생물 개념 간의 새로운 관계)나 생물학적 문제 해결 방안

을 구성하는 능력’으로 ‘생물 창의성’을 정의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도 과학의 기본 지식과 탐구과정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문제에 대한 적

절하고 새로운 해결 방법을 구성하는 측면에서 과학 창의성을 설명하였

고(조연순 등, 2000; 박인숙·강순희, 2012), 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창의

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과학 탐구과정을 제대로 경험하고 익힐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강순희, 2008; Barrow,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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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탐구과정

과학은 자연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으로,

과학교육에서는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갖는다(교육과학기술

부, 2011). 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개념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고, 과학적 탐구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

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NRC, 1996). 과학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

이나 사물들을 탐구할 때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며, 과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과 다른 교과에도

적용될 수 있다(양일호, 2012; 우종옥, 1999). 우리 나라 과학 교육 과정

에서는 제 3차 교육 과정부터 탐구 중심 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제 7차 과학과 교육 과정과 2007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 2009 개정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의 기본 개념 습득과 함께 탐구 능력을 지속적

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창의력과 종합적 과학

탐구 기회를 위하여 자유탐구를 신설하기도 하였다. 과학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탐구과정 기능을 학습하고 익혀야 한다(김유향,

2013). 탐구과정은 문제 발상,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

리, 자료의 해석 및 분석, 결과의 종합 단계를 반복 수행하여 과학적 문

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다(강순희, 2008).

김유향(2013)은 <그림 1>의 개선된 가설 검증형 실험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고, 탐구과정을 탐구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가

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 수행 및 자료 해석을 통해 결론을

도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특히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

집하여 탐구 문제와 연관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통해 변인을 추출하

는 단계를 강조하였다. 또한, 실험을 설계 하기 앞서 가설이 참이라면 특

정한 조건하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하는 단계를 두어 독립변인

의 조작과 종속변인의 측정 및 변인 통제 방법 등을 고려한 실험 설계를

구체화시키는 것을 도왔다. 실험을 수행하고 자료를 실험의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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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고 자료간의 의미를 해석하여 예측한 내용과 비교하여 가설이 지

지되는지 기각되는지 확인하여 결론을 내리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탐구 상황 도입


탐구 문제 도출


변인 추출


가설 설정


가설로부터의 예측


실험 설계


구조화된 실험 실시


자료 해석


가설 검증


결론 도출

<그림 1> 김유향(2013)의 개선된 가설 검증형 실험 수업 모형

선행 연구들을 정리하여 각 단계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탐구 문제 인식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정한 문

제, 의심, 불확실성 등을 인식했을 때 과학적 의문을 갖게 된다. 자연 현

상을 관찰하여 의문을 생성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연구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

다(권용주 등, 2003). 탐구 문제 인식은 자연 세계에서 얻은 궁금증인 과

학적 의문을 과학적 탐구에 의해 답해질 수 있는 형식으로 진술하는 것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탐구 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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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해결 방법에 대한 고려 없이 탐구 문제를 단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기술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이지영, 2011). 학생들은 자연 현상을

관찰하여 현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과학과 관련된 궁금증을 진술

하여 탐구 문제를 인식한다.

(2) 가설 설정

가설 설정은 문제를 인식한 뒤 관찰 결과나 경험을 바탕으로 그 문제

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제시하는 활동이다(김유향, 2013). 과학 탐구과정

에서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인과적 의문으로부터 과학적인 설명으로 진

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학 탐구과정상의 핵심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Lawson, 1995). 박종원(2000)은 과학적 설명가설의 생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에서 좋은 과학적 가설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며, 반증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Peter(1992)

는 검증 가능한 가설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적인 관계로 진술되

어야 한다고 보았다. 엄경화와 김영수(2012)는 과학적 가설은 탐구 문제

에 대한 답이어야 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인과적 관계로 진술해야

하며, 실험으로 검증 가능해야 하며, 타당한 근거에 기반 하여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변인 사이

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조작이 가능한 변인을 정의하여야 한다.

Chinn과 Malhotra(2002)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학자들은 변인을 선택

할 때 가능한 많은 변인으로부터 핵심 변인을 선택하며 종종 이론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개념적인 변인을 발견하거나 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어떤 변인이 통제되어야 하며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충

분한 이론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김재우 등(1999)은 과학

자들은 수많은 독립변인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변인을 제외

한 관련 변인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논리적으로 변인을 포함시키거나 제

외시키는 능력을 변인 추출 능력으로 이것은 학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향

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탐구 대상의

핵심이 되는 종속변인을 추출하고 그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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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중 핵심이 되는 독립변인 및 통제변인을 추출해야 한다. 선택된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이 진술되어야 한다. 문헌조

사를 통해 가설 설정 단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설 설정은 탐

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과학

적 가설은 최선의 답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기초

한 추측이 아니라 문헌 조사와 추가적인 관찰 및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

변인을 추출해야 한다.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실험과 관계된 요인을 종

속변인이라고 하고,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을 생각되는 실험과 관계된

요인을 독립변인이라고 한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요

인 중 문헌 조사와 추가적인 관찰 및 배경 지식에 기초하여 가장 유력한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선택하고, 선택된 독립변인이외의 나머지 독립변인

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은

진술되어야 한다.

(3)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

가설 검증 방법 고안, 즉 실험 설계 과정은 단지 잠정적인 설명에 지

나지 않던 명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으로 많은 창의력이 요구

되며, 새로운 과학지식의 생성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정 중의 하나이

다(정진수·권용주, 2007). 과학적 가설의 검증 과정은 크게 가설에 의한

실험적 예측, 실제 실험, 실제 실험 결과에 의한 가설의 평가 세 과정으

로 나누었다(박종원, 1998). 실험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설과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적 예측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관찰하였다(박종원,

2003). 염혜민(2012) 역시 중학생들은 가설과 예측의 정의를 구별하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탐구 상황 속에서도 가설과 예측에 대해 제대

로 알지 못한다고 밝힌바 있다. 실험 결과를 예측할 때는 가설을 ‘~라면

~일 것이다.’라는 명제로 바꾸게 되는데 ‘~라면’에 해당하는 것이 가설이

고, ‘~일 것이다.’에 해당하는 것이 예측되는 결과들이다. 예측을 통해 실

험 설계를 도울 수 있다. Hur(1984)는 실험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탐구

능력에는 변인 통제와 실험 과정 개발과 실험 설계가 있다고 보았다.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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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설계는 실험의 전체적인 설계를 의미하며, 실험 과정 개발은 구체적

인 실험 절차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변인 통제 능력은 문제 상황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특정 요소를 조사하는 동안 다른 요소들은 체계

적으로 고정하고, 이와 동일하게 나머지 요소들을 조사해 보는 능력으로,

인지 발달의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Inhelder & Piaget, 1958). 학생

들이 실험 수행에서 실패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그 실험에 관련된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Germann et al., 1996). 학생

들이 실험에 관련된 변인들을 조작적으로 진술하게 되면, 올바른 실험을

하기 위해 통제해야 할 것을 찾아 실험 설계를 잘할 수 있게 된다

(Germann & Odom, 1996). 변인 통제 능력은 조작변인, 종속변인, 통제

변인을 판별하고, 실험을 설계할 때 실험 조건을 통제하고 변인을 측정

하는 것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한효순 등, 2002). Baker와 Dunbar(2000)

는 실제 생물학자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설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어떤 변인 A와 결과 B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

A가 있으면 B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실험 조건이고, B가 없는 경우

에는 정말 A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 기초 통제라고 보았다. 이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에 대한 실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양일호 등(2009)이 조사한 생물학자와 과학 영재의 실험 설계 활

동의 과정 요소에는 문제 확인, 준비물 열거, 실험 대상에 대한 고려, 변

인탐색, 변인소거, 변인선택, 변인 조작 방법 계획, 변인 통제 계획(환경

적, 생물적 변인), 관찰 측정 방법 계획, 자료 수집 계획, 자료 해석 계

획, 실험의 반복 계획, 측정의 반복 계획, 안전 수칙이 있다. 따라서 실험

설계에서는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한 후, 예

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계획해야 한다. 실험 설계에

서는 변인 통제가 고려되어야 하며, 변인 통제는 통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같게 유지하는 것이다. 변인 통제를 위해서 실험군과 대조

군을 설정한다. 그리고 실험과 관계된 요인인 변인들을 어떻게 조작하고

측정하고 통제할지 계획하여 실험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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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정리(변환) 및 자료 해석

자료 정리(변환)은 실험, 관찰, 측정을 통해 얻은 자료를 실험의 목적

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기호 등의 형태로 변환하는 활동이다(이은주, 2012). 자료 정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알기 쉽도록 바꾸어주는 역할

을 하며, 사람들의 시각적 체계에 맞도록 조직되어 쉽게 경향성을 찾도

록 도와준다. 자료 해석은 자료를 이해하고 변인 사이의 관계를 해석하

여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우종옥 등, 1992). 따라서 자료

정리는 자료를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여 나

타내는 것이며, 이렇게 자료 정리한 것을 실험 결과라고 한다. 실험 결과

를 바탕으로 자료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다.

(5) 결론 도출

결론 도출은 실험 결과를 분석하고 자료를 해석하여 문제에 대한 해

답을 얻거나 잠정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과정

이다(이은주, 2012). 연구에서 던진 질문 또는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가

설에 대한 확정적 언급이라고 결론을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에서는 탐구과정이 단순하므로 자료 해석이 곧 결론 도출인

경우가 흔히 있다. 자료 해석의 경우에는 주어진 한 가지의 경우로부터

결과를 얻어서 변인들 간의 관계 등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결론 도출은

탐구과정에 의해 얻어진 실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설정한 가설의 옳고

그름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결론 도출은 ‘실험의 결과가 가설을 지지하

는가?’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다. 클로퍼는 수집한 자료에 근거해서 가

설을 평가한다는 하위 영역을 통해 결론 도출을 설명하고 있다. 가설로

부터 예측된 사항과 실험 증거의 일치 여부를 통해 가설의 적합성을 평

가하는 것으로 가설이 참이라면, 예측되는 상황들이 관찰이 되고, 이것은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작용한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을 비교하여 가설 검증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

론을 얻는 것이다. 가설 검증에는 가설 기각과 가설 지지가 있으며,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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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각될 경우에는 새롭게 가설 설정을 하고, 가설이 지지될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가설이 계속 지지되는지 확인한

다.

2. 인지구조

1) 인지구조 변화로서의 학습

학습자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선개념들로 구성된 나름대로의

인지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인지구조란 학습자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조직화된 개념이나 아이디어 집합체로 위계적인 구조를 갖는다. 상위에

는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것이 위치하며 아래로 갈수록

일반적, 포괄적, 추상적 수준이 낮아져 가장 낮은 수준의 최하부에는 가

장 낮은 수준의 개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 학

습자의 인지구조는 어느 한 시점에서 학습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 체계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새롭게 들어오는 지식이나 경험을 자신의 인지구조 즉, 기존의 지식 구

조에 비추어 보아 의미 있는 것일 때 적극적으로 학습이 일어나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김종중·송남희, 2002). Ausubel은 학습자의 인지

구조 속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 개념에 새로운 정보가 연결되는 것을 유

의미 학습이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새로운 정보, 지식의 단편은 개념과

연결어로 이루어진 명제이며, 이들은 인지구조 내의 적당한 위계 속에

자리를 잡는다. 즉 유의미 학습은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인지구조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인지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은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계속

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에 의해 학생 개개인의 인지구조는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재조직된다. 학습자는 새롭게 들어오는 지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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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기존의 인지구조에 비추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적극적으로 학습하여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지구조를 재구성한다.

2) 인지구조 평가 도구로서의 개념체계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학습은 ‘이해를 통한 학습자의 인지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인지구조를 효과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념체계도가 제시되었다(Novak·Gowin,

1984). 개념체계도는 지식을 구성하는 개념들의 관계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이차원적인 시각 도구이다(이영주·정영란, 2001). 따라서 학습

자의 개념 체계의 집합체인 인지구조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기술하는 그림인 개념체계도로 가장 잘 묘사될 수 있다. 개념체계도는 개

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제의 형태로 의미 있게 나타냄과 동시에 개념 체계

를 위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전체적인 개념의 구성 양상과 분화된 정도

그리고 개념간의 관계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도 작성은

개인의 인지구조를 평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념체계도는

개인이 가진 지식을 표현하게 하여 잘못된 연결을 검토하거나 또는 관계있는

개념이 빠져 있는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개념체계도는 학생의 인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식의 구조적 복잡성과 명제적 타당성을 알아보는 가장

강력한 평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Mintzes, Wandersee, & Novak,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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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시 소재 사범 대학 과학영재 교육원 생물 분과 중학교 2학년 학

생, 21명 중 연구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6명의 학생을 제외한 총

15명(남 8명, 여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15명의 학생을 대상

으로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과 사전 탐구과정에 대한 인

지구조 그리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를 통한 인지구조 변화를

조사하였다. 학생이 작성한 개념체계도를 통해 인지구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개념체계도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 학생들은 개념체계도 작성에 익숙해지기까지

필요한 10회 이상의 작성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이명애·김영수, 2006)

개념체계도 작성 방법을 10차시에 걸쳐 안내 받았다. 탐구 능력과 학생

의 인지 발달 수준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논리 사고력 검사지

(GALT; 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Roadrangka(1982))의

점수를 통해 15명의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확인하였다. 학생별

GATL 점수는 다음 <그림 2>와 같고, 15명의 학생 중 구체적 조작 단

계는 0명, 구체적 조작기와 형식적 조작의 과도기 단계는 3명, 형식적 조

작 단계는 12명으로 일반적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비

해 높았다(최병순 등, 1987).

Ÿ X : 구체적 조작기(0-8)

Ÿ : 과도기(9-15)

Ÿ : 형식적조작기(16-21)

<그림 2> GALT 점수에 따른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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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인지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 3>과 같은 자료

수집 과정을 거쳤다.

수업 전

§ 설문지

§ 개념체계도

설문지를 통한 과학 탐구과정 인식 조사

수업 전 과학 탐구과정 개념체계도 작성

(1차)


수업 중

§ 수업 녹화·녹음

§ 수업 PPT

탐구과정 안내 수업

§ 탐구과정 전체 개요 수업 (3차시) → 탐구과정 개

별 수업(가설 설정 단계 수업(2차시), 실험 설계

단계 수업(2차시), 자료 정리 단계 수업(2차시))


수업 후

§ 개념체계도

수업 후 과학 탐구과정 개념체계도 작성

(2차)


자유탐구 활동 중

§ 자유탐구 개별

활동지

§ 중간 발표와 최

종 발표 녹화·

녹음

§ 발표 PPT

조별 자유탐구 활동

§ 탐구 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실험 설계 → 실

험 수행 → 자료 정리 및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 발표 자료와 보고서 작성 → 최종 발표(5개월)


자유탐구 활동 후

§ 개념체계도

§ 사후 인터뷰

녹음

자유탐구 활동 후 과학 탐구과정 개념체계도 작성

(3차)

<그림 3> 자료 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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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와 탐구과정 안내 자료에서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기본 개

념 33개를 추출하였다. 33개의 개념을 들어 본 적 있는지, 들어 봤다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수업 이

전에 설문지를 통해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개

발된 설문지는 [부록 1]에 실려 있다.

과학 탐구과정 개념체계도 작성 활동은 <그림 3>의 자료 수집 과정

에 따라 탐구과정 안내 수업 전,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자유탐구 활동

후에 33개의 개념을 가지고 이루어 졌다. 종이와 펜을 가지고 개념체계

도를 작성하는 활동은 개념체계도 수정에 시간과 노력이 소비되고 개념

체계도의 저장과 공유가 어렵기 때문에(소금현·김영수, 2005) 컴퓨터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념체계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과학 탐구과정 개념을 위계적으로 배치하고 개념

간 관계를 연결하여 개념체계도를 완성하였다.

수업 중에는 수업 안내 내용과 수업 중 학생의 활동을 확인 할 수 있

도록 총 9차시에 해당하는 수업 과정을 녹화·녹음하고, 학생의 발표 내

용을 중심으로 전사하였다. 자유탐구 활동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

에 걸쳐 3인 1조로 진행하였으며, 중간 발표와 최종 발표 과정을 녹화·

녹음하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에서 발표한 학생을 중심으로 전사하였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PPT와 자유탐구 활동 최종 발표 PPT와 보고서를

수집하였고, 자유탐구 중에 가설 설정 단계와 실험 설계 및 수행 단계에

서 조별 토의 후 개별적으로 적은 활동지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자유탐

구 활동 완료 후, 탐구과정 안내 수업에서 느낀 점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인터뷰한 것을 전사하였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시기별 15명의 개념체계도를 수집

하였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에서 탐구과정에 대한 절차적 지

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학생들의 발표 과정

과 활동지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수집하였다.



- 18 -

3. 수업 자료

탐구과정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와 김유향(2013)의 개선된 가설 검증

형 실험 수업 모형 <그림 1>의 탐구과정 절차를 기반으로 탐구과정 지

도 자료를 개발하였다. 탐구과정 안내 자료는 3차시에 해당하는 탐구과

정에 대한 전체 개요 수업과 6차시에 해당하는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

료 정리에 대한 개별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탐구과정에 대한 전체 개요

수업은 탐구과정에 대한 단계와 각 단계의 특징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표 1>과 같다.

<표 1> 과학 탐구과정 전체 개요 지도 자료 내용

탐구과정 수업 내용

전체적인 안내 § 과학 탐구과정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탐구 문제 인식 §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을 진술하도록 안내

가설 설정
§ 탐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으로 가설을

진술하도록 안내

실험 설계

§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 조건에서 관찰

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 예측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계획하도

록 안내

실험
§ 실험 설계한 내용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

하도록 안내

자료 정리 및 자료 해석
§ 자료를 정리하고 자료의 의미를 파악하도

록 안내

결론 도출

§ 예측 내용과 자료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가설 지지 또는 기각)하여 결

론을 도출하도록 안내

탐구과정 안내 수업은 명시적 수업의 일환으로 각 탐구과정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 그리고 실행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학생들이 방법과 절차를 단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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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었다. 개별 수업은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정리 단계에 대한

설명과 예시 설명 그리고 적용·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표

2>와 같다. 해당하는 학습 지도안과 활동지는 [부록 2] ∼ [부록 6]에 실

려 있다. 지도 자료 내용은 생물 교육전공 교수 1인과 생물 교육학 박사

과정생 1인, 생물 교육학 석사 과정생 4인, 고등학교 생물 교사 1인의 자

문을 받아 지도 자료를 완성하였다.

<표 2> 과학 탐구과정 개별 지도 자료 내용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정리)

탐구과정 수업 내용

가설

설정

설명

예시

설명

1. 과학적 가설의 정의와 과학적 가설이 갖춰야 할 조건

2. 과학적 가설을 진술하는 방법

1) 환경 요인과 대상 자체 속성에서 다양한 변인 추출

2)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 선택

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 설정

적용

연습

1. 과학적 가설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설을 제시한 후,

옳게 고쳐 보게 하기

2.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적합한 과학적 가설을 설정해 보기

실험

설계

설명

예시

설명

1.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한 조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

2.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설계

3. 독립변인 조작하는 방법, 종속변인 측정하는 방법, 통제

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 통제 방법 고안

적용

연습

1. 가설 설정 단계 수업에서 설정한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

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해보기

2. 변인 확인 및 독립변인 조작, 종속변인 측정, 통제변인 변

인 통제 방법 고안해보기

자료

정리

설명

예시

설명

1.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의 정의와 필요성

2. 그래프의 목적과 종류

3. 그래프 종류 별 작성 방법

적용

연습

1. 그래프의 종류별로 사용되는 용도 연결해보기

2. 주어진 자료를 적합한 그래프를 선택하여 작성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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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탐구과정

에 대한 인지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업 전(1차), 수업 후(2차),

자유탐구 활동 후(3차)에 작성한 개념체계도를 분석하였고, 평가 도구로

써 표준 개념체계도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였다. 이를 위하여 탐구과정에

대한 개념체계도의 분석 기준이 되는 표준 개념체계도를 개발하였다.

표준 개념체계도는 먼저 선행 연구와 탐구과정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념체계도를 작성한 다음, 표준 명제를 추출하였다. 표준 개념

체계도와 표준 개념체계도에서 추출한 명제는 생물 교육전공 교수 1인과

생물 교육학 박사 과정생 1인, 생물 교육학 석사 과정생 4인, 고등학교

생물 교사 1인의 자문을 받아 수정 및 재작성하여 완성하였다. 표준 개

념체계도는 [부록 7]에 첨가하였다.

표준 개념체계도에서 추출한 명제와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체계도에서

추출한 명제를 비교하여 학생이 명제를 올바르게 작성 하였는지 여부를

O(올바르게 작성하였다.)와 X(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았다.)로 기록하였다.

개념간의 연결이 타당한 연결어로 표현된 경우 올바르게 작성하였다고

보았고, 개념간의 연결이 타당한 연결어로 표현되지 않았거나 개념간의

연결이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 올바르게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명제는 개념의 관계이고, 개념의 관계들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한 지식

의 구조를 인지구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2개 이상의 명제 학습 결과 변

화를 인지구조 변화로 보았다. 따라서 공통적인 변화 패턴을 가진 명제

끼리 분류하여 모인 것을 인지구조 변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인지구조 변화 유형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과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1차 개념체계

도(수업 전)와 2차 개념체계도(수업 후)에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경우(유형

A), 1차 개념체계도에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2차 개념체계도에서 작성한

경우(유형 B), 1차 개념체계도와 2차 개념체계도에서 모두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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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C), 1차 개념체계도에는 작성하였다가 2차 개념체계도에서는 작성

하지 않은 경우(유형 D)이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전과 수업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체계도를

분석하여 각 명제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빈도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명

제에서 높은 빈도 수(50% 이상)를 갖는 유형을 확인한 후,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인지구조 변화 유형으로 명제를 분류하였다. 단, 빈도수가 50%이

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빈도수를 나타낸 인지구조 변화 유형

으로 명제를 분류하였다.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

구조 변화 유형이 A일 때, 3차 개념체계도(자유탐구 후)에서도 작성하지

않은 경우(유형 A→A)와 작성한 경우(유형 A→B)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 구조 변화 유형이 B일 때, 3차 개념체계도

에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B→D)와 작성 한 경우(B→C)로, 탐구과정 안

내 수업 후 인지 구조 변화 유형이 C일 때, 3차 개념체계도에서 작성한

경우(C→C)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C→D)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

지구조 변화 유형이 D일 때, 3차 개념체계도에서 작성한 경우(D→B)와

작성하지 않은 경우(D→A)로 구분하였다.

자유탐구 활동 전과 활동 후에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체계도를 분석하

여 각 명제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빈도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명제에서

높은 빈도수(50% 이상)을 갖는 유형을 확인 한 후, 높은 빈도를 나타낸

인지구조 변화 유형으로 명제를 분류하였다. 단, 빈도수가 50%이상이 되

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큰 빈도수를 나타낸 인지 구조 변화 유형으로 명

제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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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분석틀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분석틀

인지구조 변화 유형
설명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1차 2차

X

A

→ X

1차 개념체계도(수업 전)와 2차 개념

체계도(수업 후)에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경우

X

B

→ O

1차 개념체계도에는 작성하지 않았다

가 2차 개념체계도에서 작성한 경우

O

C

→ O

1차 개념체계도와 2차 개념체계도에서

모두 작성한 경우

O

D

→ X

1차 개념체계도에는 작성하였다가 2차

개념체계도에서는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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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분석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분석틀

인지구조 변화 유형
설명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

구조

변화

유형

1차 2차 3차

X

A

→

→

X

A

→ X

1차 개념체계도(수업 전)와 2차

개념체계도(수업 후)와 3차 개념체계

도(자유탐구 후)에서 모두 작성하지

않은 경우

X

A

→

→

X

B

→ O

1차 개념체계도와 2차 개념체계도

에서 작성하지 않았다가 3차 개념체

계도에서 작성한 경우

X

B

→

→

O

C

→ O

1차 개념체계도에는 작성하지 않

았다가 2차 개념체계도와 3차 개념

체계도에서 작성한 경우

X

B

→

→

O

D

→ X
2차 개념체계도에서만 작성한 경우

O

C

→

→

O

C

→ O

1차 개념체계도와 2차 개념체계도

와 3차 개념체계도에서 모두 작성한

경우

O

C

→

→

O

D

→ X

3차 개념체계도에서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

O

D

→

→

X

A

→ X
1차 개념체계도에서만 작성한 경우

O

D

→

→

X

B

→ O

2차 개념체계도에서만 작성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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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정 안내 수업 발표와 자유탐구 최종 발표 녹음 자료와 가설 설

정과 실험 설계 단계에서 학생들이 적은 개별 활동지 그리고 자유탐구

후 인터뷰를 통해 탐구 활동 중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추출하였다.



- 25 -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1.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의 과학 탐구과정 관련 개념

에 대한 사전 인식과 탐구과정에 대한 사전 인지

구조

1) 과학 탐구과정 관련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결과

문헌 조사를 통해 추출된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중학교 과학영

재 학생들의 사전 인식 조사 결과는 <표 5>와 같다.

과학 탐구과정 개념 중 탐구과정, 과학자, 과학 지식, 배경 지식, 탐구

문제, 가설, 예측, 실험 조건, 실험, 관찰, 측정, 자료, 자료 수집, 실험 결

과, 자료 정리, 자료 해석, 결론과 같은 17개의 개념은 설문지에 응답한

전체 학생들이 들어 봤고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과학 탐구과정 중 문헌 조사(26.6%), 가설 설정(26.7%), 잠정적

인 답(80.0%), 실험 설계(6.7%), 변인(46.7%), 독립변인(73.3%), 통제변인

(40.0%), 종속변인(73.4%), 변인 통제(46.6%), 대조군(46.7%), 실험군

(33.3%), 반복 실험(13.3%), 가설 검증(13.3%), 가설 기각(66.7%), 가설

지지(66.6%), 결론 도출(13.3%)같은 16개의 개념은 설문지에 응답한 학

생들 일부는 들어 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과학 탐구과정의 범주별로 주로 사용되는 개념을 분류했을 때 가설

설정 단계에서는 잠정적인 답, 실험 설계 단계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변인,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 변인 통제, 결론 도출 단계에서는

가설 기각, 가설 지지를 높은 빈도로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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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주
과학 탐구
과정 개념

들어 본 적
없다.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

들어봤고, 알고
있다.

계

탐구
과정

탐구과정 0 (0.0%) 0 (0.0%) 15 (100.0%) 15  (100.0%)

과학자 0 (0.0%) 0 (0.0%) 15 (100.0%) 15  (100.0%)

과학 지식 0 (0.0%)   0 (0.0%)   15 (100.0%) 15  (100.0%)

탐구
문제

문헌 조사 2 (13.3%)   2 (13.3%)   11 (73.3%) 15  (100.0%)

배경 지식 0 (0.0%)   0 (0.0%)   15 (100.0%) 15  (100.0%)

탐구 문제 0 (0.0%)    0 (0.0%)   15 (100.0%) 15  (100.0%)

가설
설정

가설 설정    1 (6.7%)    3 (20.0%)   11 (73.3%) 15  (100.0%)

가설   0 (0.0%)    0 (0.0%)   15 (100.0%) 15  (100.0%)

잠정적인 답    6 (40.0%)    6 (40.0%) 3 (20.0%) 15  (100.0%)

실
험

설
계

실
험

계
획

예측   0 (0.0%)    0 (0.0%) 15 (100.0%) 15  (100.0%)

실험 설계   0 (0.0%)   1 (6.7%) 14 (93.3%) 15  (100.0%)

실험 조건   0 (0.0%)    0 (0.0%)   15 (100.0%) 15  (100.0%)

실험   0 (0.0%)    0 (0.0%)   15 (100.0%) 15  (100.0%)

관찰   0 (0.0%)    0 (0.0%) 15 (100.0%) 15  (100.0%)

측정    0 (0.0%)    0 (0.0%) 15 (100.0%) 15  (100.0%)

대조군   3 (20.0%)   4 (26.7%) 8 (53.3%) 15  (100.0%)

실험군   2 (13.3%)   3 (20.0%)   10 (66.7%) 15  (100.0%)

변
인

통
제

변인   3 (20.0%)   4 (26.7%)   8 (53.3%) 15  (100.0%)

독립변인   6 (40.0%)   5 (33.3%) 4 (26.7%) 15  (100.0%)

통제변인   5 (33.3%)   1 (6.7%) 9 (60.0%) 15  (100.0%)

종속변인   4 (26.7%)   7 (46.7%)   4 (26.7%) 15  (100.0%)

변인 통제   5 (33.3%)   2 (13.3%)   8 (53.3%) 15  (100.0%)

자료
정리
및
자료
해석

자료 0 (0.0%)    0 (0.0%) 15 (100.0%) 15  (100.0%)

자료 수집   0 (0.0%)    0 (0.0%)   15 (100.0%) 15  (100.0%)

실험 결과   0 (0.0%)    0 (0.0%) 15 (100.0%) 15  (100.0%)

자료 정리   0 (0.0%)    0 (0.0%) 15 (100.0%) 15  (100.0%)

자료 해석   0 (0.0%)    0 (0.0%) 15 (100.0%) 15  (100.0%)

결론
도출

가설 검증   1 (6.7%)   1 (6.7%) 13 (86.7%) 15  (100.0%)

가설 기각    7 (46.7%)    3 (20.0%) 5 (33.3%) 15  (100.0%)

가설 지지    5 (33.3%)    5 (33.3%)   5 (33.3%) 15  (100.0%)

결론   0 (0.0%)    0 (0.0%) 15 (100.0%) 15  (100.0%)

결론 도출    1 (6.7%)    1 (6.7%) 13 (86.7%) 15  (100.0%)

반복 실험   0 (0.0%)   2 (13.3%) 13 (86.7%) 15  (100.0%)

<표 5> 과학 탐구과정 관련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결과

학생수(%)



- 27 -

2) 탐구과정에 대한 사전 인지구조의 특징

탐구과정과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이 작성한 개

념체계도의 명제와 표준 개념체계도의 표준 명제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각 명제 작성 빈도는 다음 <표 6>과 같았다. <표 6>을 통해 중학교 과

학영재 학생이 잘 알고 있는 탐구과정과 그렇지 못한 탐구과정을 확인하

여 탐구과정에 대한 사전 인지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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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표준 명제
작성한

학생 수

탐구

문제

1. 탐구과정에는 탐구 문제 인식 단계가 포함된다. 12 (80.0)

2. 탐구 문제 인식은 자신이 가진 배경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을 현상을

관찰했을 때 유발되는 궁금증을 탐구 문제로 진술한 것이다.
5 (33.3)

가설

설정

3. 탐구과정에는 가설 설정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8 (53.3)

4. 가설 설정은 가설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9 (60.0)

5. 가설은 탐구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이다. 2 (13.3)

6.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문헌조사와 추가적인 관찰 및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6 (40.0)

7.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통한)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0 (0.0)

8.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한다. 0 (0.0)

9.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한다. 0 (0.0)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10. 탐구과정에는 실험 설계단계와 실험 수행 단계가 포함된다. 12 (80.0)

11. 예측은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관찰될 것인지

진술한 것이다.
1 (6.7)

12. 실험 설계에서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조건을

계획한다.
13 (86.7)

13. 실험 설계에서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을 설정한다. 8 (53.3)

14.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에서 종속변인의 측정결과를 비교한다. 1 (6.7)

15. 실험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13 (86.7)

16. 실험과 관계된 요인을 변인이라고 한다. 7 (46.7)

17. 변인에는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있다. 5 (33.3)

18.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준다. 2 (13.3)

19. 선택된 독립변인 이외의 나머지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 0 (0.0)

20. 실험 설계에서는 변인 통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5 (33.3)

21. 변인 통제는 통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같게 유지 하는

것이다.
4 (26.7)

자료

정리

및

해석

22. 탐구과정에는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이 포함된다. 0 (0.0)

23.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 실험 결과이다. 6 (40.0)

24. 자료 정리는 자료를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와 그래프 그리고 그림

등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9 (60.0)

25.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다. 5 (33.3)

결론

도출

26. 탐구과정에는 결론 도출 단계가 포함된다. 6 (40.0)

27. 결론 도출 단계는 결론을 얻는 단계이다. 10 (66.7)

28. 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을 비교하여 가설

검증한다.
4 (26.7)

29. 가설 검증한 내용을 포함하여 결론을 얻는다. 3 (20.0)

30. 가설 검증에는 가설 기각과 가설 지지가 있다. 3 (20.0)

31. 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불일치하면, 가설 기각이다. 2 (13.3)

32. 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일치하면, 가설 지지이다. 0 (0.0)

33. 가설이 지지될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상황에서 반복실험을 통해 가설이

계속 지지되는지 확인한다.
0 (0.0)

34. 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새롭게 가설을 설정한다. 1 (6.7)

<표 6> 탐구과정에 대한 명제 작성 빈도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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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과정

탐구 문제

단계를 
포함한다.

~인식하는

가설 설정

가설

진술하는 
단계이다.

실험 설계 실험

관찰

실험 조건

~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하는 것이다.

측정

통해~를

결론 도출

결론

얻는다.

자료 정리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와 그래프 
그림등으로 

~한다.

실험군 대조군

설정한다.

탐구 문제 인식 단계에서 “탐구과정에 탐구 문제 인식 단계가 포함된

다.”, 가설 설정 단계에서 “가설 설정 단계는 가설을 진술하는 단계이

다.”,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단계에서 “탐구과정에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 단계가 포함된다.”, “실험 설계는 예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조

건을 설계 한다.”, “실험 설계에서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을 설정한다.”,

“실험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자료 정리 단계

에서 “자료를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자료 정리 한

다.”, 결론 도출 단계에서 “결론 도출은 결론을 얻는 단계이다.”라는 명

제를 50%이상의 학생이 그려내었다. <그림 4>는 많은 학생이 그린 명

제의 표준 개념체계도로 이미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탐구과정이다(명제

1, 3, 4, 10, 12, 13, 15, 24, 27).

<그림 4>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이 잘 알고 있는 탐구과정의

개념체계도(50%이상의 학생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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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문제 인식, 가설 설정,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자료 정리, 결론

도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명제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 단계에 집중되었다. 탐구과정, 탐구 문제, 가설, 실험

조건, 실험, 자료, 관찰, 측정, 자료 정리, 실험 결과, 결론과 같은 잘 알

고 있다고 응답한 과학 탐구과정 개념으로 이뤄진 명제였다. 학생들이

들어본 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잘 모른다고 응답한 개념으로는 대조군

(46.7%)과 실험군(33.3%)이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명하는 명제를 작성하지 못했지만, 학생들은 각 개념이 어떤 탐구과정

단계와 연관되는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와 같은 탐구과정 내용을

많은 학생들이 그린 것과 대조적으로 가설 설정 단계에서 “가설을 진술

하기 위해서는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한다.”,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한다.”와 같은 변인과 가설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단 한명

의 학생도 개념체계도를 그리지 못했다. 가설 설정 단계가 탐구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가설을 진술하는 절차에 대해

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실험 설계 및 실험 수행 단계에서

“예측은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관찰될 것인지 진술

한 것이다.”, “실험군과 대조군에서 종속변인의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선

택된 독립변인 이외의 나머지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 자료 정

리 단계에서 “탐구과정에는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이 포함된다.”, 결론 도출

단계에서 “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일치하면, 가설 지지이다.”, “가설

이 지지될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가설이 계속

지지되는지 확인한다.”, “가설이 기각될 경우에는 새롭게 가설을 설정한다.”

라는 명제를 그려내지 못했다. 즉,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은 실험 설계 단

계에서 가설과 예측의 관계, 대조군과 실험군의 관계, 탐구과정의 한 단계

로 자료 정리 및 자료 해석의 관계, 결론 도출 단계에서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림 5>는 학생들이 잘 그

리지 못한 명제의 표준 개념체계도로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탐구과정이

다(명제 7, 8, 9, 11, 14, 19, 22, 32,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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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진술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장 유력한~을 
선택한다.

~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된~과

관계로

진술한다.

통제변인

선택된 ~이외의 
나머지가

~이다.

자료 해석

반복실험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와

예측

가설 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일 경우

일치할 경우가 
~이다.

한다.

자료 정리

탐구 과정

포함된다.

가설 기각

실험군 대조군

~일 경우

새롭게 ~을 
설정한다.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참이라면,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을 

다양하게 ~한다.

<그림 5>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이 잘 모르는 탐구과정의 개념체계도(10%미만의 학생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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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46.7%), 독립변인(73.3%), 통제변인(40.0%), 종속변인(73.4%), 대

조군(46.7%), 실험군(33.3%), 반복 실험(13.3%), 가설 기각(66.7%), 가설

지지(66.6%)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뤄진 명제였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이 잘 그리지 못한 탐구과정 개념체계도에서 다음과 같

은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

가설 설정 단계를 설명하는 개념체계도에서 변인과 가설의 관계를 연

결하지 못했다. 연결 짓지 못한 학생 중 일부는 변인, 종속변인, 독립변

인, 통제변인을 개념체계도에 사용하지 않았고(그림 6(a)), 변인 관련 개

념을 사용하였어도 가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실험과 관계된

요인(명제 16)이나 변인의 종류(명제 17)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었다(그

림 6(b)). 이를 통해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은 가설을 변인의 인과적 관계

로 진술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 (b)

<그림 6> 변인과 가설의 관계를 연결 짓지 못한 개념체계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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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설계 단계를 설명하는 개념체계도에서 <그림 7>처럼 가설이 곧

예측이라고 작성한 학생들이 많았다.

<그림 7> 가설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한 개념체계도 예시

개념체계도에서 10명의 학생(66.7%)은 “가설은 곧 예측이다.”라는 잘

못된 명제를 표현하였다. 중학교 학생들은 단순 추측이나 모르는 현상에

대한 예측을 가설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염혜민(2012)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과학 영재학생들도 가설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결과 가설과

예측을 들어본 적 있고,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와 대조적으로 대다

수의 학생들은 가설과 예측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개념체계도를 통해 학생들이 실험군과 대조

군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

부분의 학생들은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명하지 못했고, 일부 학생들이 실

험군과 대조군을 설명하는 개념체계도를 그렸지만, 대부분 잘못된 설명

이었다. 대조군은 아무 실험도 하지 않은 집단이라고 인식한 학생도 있

었고, 실험군 종류에 대조군이 있다고 인식한 학생도 있었다. 대조군은

통제변인이 포함된 집단이고, 실험군은 독립변인이 포함된 집단으로 인

식하는 학생도 있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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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실험군과 대조군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개념체계도

예시

탐구과정 안내 수업 전 학생들이 작성한 개념체계도에서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을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한 단계로만 작성한 경우가 많았고, 탐

구과정의 한 단계로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을 생각하지 못했다(그림 9).

<그림 9> 배경 지식을 얻기 위한 단계로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을 나타낸 개념체계도 예시

개념체계도에서 학생들은 가설 검증, 가설 기각, 가설 지지의 개념을

“가설은 가설 설정, 가설 검증, 가설 기각, 가설 지지를 한다(나눈다./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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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은 애매모호한 연결어를 사용하여 명제를 그렸다. 가설 검증과

가설 지지 그리고 가설 기각에 대한 차이를 알지 못하고 비슷한 용어 끼

리 애매모호한 연결어를 사용해 묶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10).

<그림 10> 가설, 가설 설정, 가설 지지, 가설 기각을

애매모호하게 연결한 개념체계도 예시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이 어떻게 탐구과정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

한 결과, 학생은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변인’과 ‘가설 검증’에 대한 탐

구과정을 설명하지 못했고, 친숙하다고 응답한 ‘가설’과 ‘예측’ 그리고 ‘자

료 정리’와 관련된 탐구과정은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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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탐구과정 안내 수업에서 나타난 인지구조 변화

1)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각 명제 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빈도를 나타낸 것은 <표 7>과 같고,

대표적인 유형으로 각 탐구과정의 명제를 분류한 것은 <표 8>과 같다.

유형 A(X→X)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가설의 정의(명제 5)와 변인과

가설의 관계(명제 7, 9) 실험군과 대조군의 관계(명제 14)와 변인의 관계

(명제 18),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에 대한 설명(명제 31, 32)과 관련 된

것이었다.

유형 B(X→O)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탐구 문제 인식의 정의(명제 2).

가설 설정 과정(명제 6, 8), 실험 설계 과정(명제 11)과 변인과 변인 통제

에 대한 설명(명제 17, 19, 20, 21), 탐구과정과 자료 정리 및 자료 해석

의 관계와 자료 해석의 정의(명제 22, 23, 25), 탐구과정과 결론 도출의

관계와 결론 도출 과정(명제 26, 28, 29, 30, 33, 34)과 관련된 것이었다.

유형 C(O→O)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탐구과정과 탐구 문제 인식, 가

설 설정,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과의 관계(명제 1, 3, 10, 13)와 가설 설

정, 실험 설계, 실험, 변인, 자료 정리, 결론 도출의 정의(명제 4, 12, 15,

16, 24, 27)에 대한 것이었다.

유형 D(O → X)로 분류된 탐구과정의 종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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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구조 변화

유형

A B C D

(X→X) (X→O) (O→O) (O→X)

명제1 1 (6.7) 2 (13.3) 12 (80.0) 0 (0.0)

명제2 4 (26.7) 6 (40.0) 5 (33.3) 0 (0.0)

명제3 2 (13.3) 5 (33.3) 8 (53.3) 0 (0.0)

명제4 0 (0.0) 6 (40.0) 9 (60.0) 0 (0.0)

명제5 8 (53.3) 5 (33.3) 1 (6.7) 1 (6.7)

명제6 0 (0.0) 9 (60.0) 5 (33.3) 1 (6.7)

명제7 11 (73.3) 4 (26.7) 0 (0.0) 0 (0.0)

명제8 5 (33.3) 10 (66.7) 0 (0.0) 0 (0.0)

명제9 9 (60.0) 6 (40.0) 0 (0.0) 0 (0.0)

명제10 0 (0.0) 3 (20.0) 11 (73.3) 1 (6.7)

명제11 6 (40.0) 8 (53.3) 1 (6.7) 0 (0.0)

명제12 0 (0.0) 2 (13.3) 12 (80.0) 1 (6.7)

명제13 0 (0.0) 7 (46.7) 8 (53.3) 0 (0.0)

명제14 9 (60.0) 5 (33.3) 1 (6.7) 0 (0.0)

명제15 0 (0.0) 2 (13.3) 13 (86.7) 0 (0.0)

명제16 2 (13.3) 6 (40.0) 7 (46.7) 0 (0.0)

명제17 2 (13.3) 8 (53.3) 5 (33.3) 0 (0.0)

명제18 7 (46.7) 6 (40.0) 1 (6.7) 1 (6.7)

명제19 7 (46.7) 8 (53.3) 0 (0.0) 0 (0.0)

명제20 2 (13.3) 8 (53.3) 5 (33.3) 0 (0.0)

명제21 3 (20.0) 8 (53.3) 4 (26.7) 0 (0.0)

명제22 4 (26.7) 11 (73.3) 0 (0.0) 0 (0.0)

명제23 1 (6.7) 8 (53.3) 6 (40.0) 0 (0.0)

명제24 0 (0.0) 6 (40.0) 8 (53.3) 1 (6.7)

명제25 3 (20.0) 7 (46.7) 5 (33.3) 0 (0.0)

명제26 1 (6.7) 8 (53.3) 6 (40.0) 0 (0.0)

명제27 0 (0.0) 5 (33.3) 10 (66.7) 0 (0.0)

명제28 3 (20.0) 8 (53.3) 2 (13.3) 2 (13.3)

명제29 2 (13.3) 10 (66.7) 2 (13.3) 1 (6.7)

명제30 4 (26.7) 8 (53.3) 3 (20.0) 0 (0.0)

명제31 10 (66.7) 3 (20.0) 2 (13.3) 0 (0.0)

명제32 10 (66.7) 5 (33.3) 0 (0.0) 0 (0.0)

명제33 5 (33.3) 10 (66.7) 0 (0.0) 0 (0.0)

명제34 6 (40.0) 8 (53.3) 1 (6.7) 0 (0.0)

<표 7>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빈도

학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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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표준 명제

A

5. 가설은 탐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잠정적인 답이다.

7.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통한)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9.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된다.

14.대조구(군)과 실험구(군)에서 종속변인의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X → X 18.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준다.

31.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불일치하면, 가설 기각된다.

32.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일치하면, 가설 지지된다.

B

2. 탐구 문제 인식은 배경 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관찰 됐을 때 유발
되는 궁금증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6.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 문헌 조사,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8.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한다.

11.예측은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 조건에서 어떤 현상이 관찰될 것인지 진술한
것이다.

17.변인에는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있다.

19.선택된 독립변인 이외의 나머지 독립변인을 통제변인이라고 한다.

20.실험 설계 시, 변인 통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21.변인 통제는 통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같게 유지하는 것이다.

22.탐구과정에는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이 포함된다.X → O
23.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 실험 결과이다.

25.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다.

26.탐구과정에는 결론 도출 단계가 포함된다.

28.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을 비교 하여 가설 검증 한다.

29.가설 검증한 결과를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30.가설 검증에는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이 있다.

33.가설 지지될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가설이 계속
지지되는지 확인한다.

34.가설 기각 될 경우에는 가설 설정을 새롭게 한다.

C

1. 탐구과정에 탐구 문제 인식 단계가 포함된다.

3. 탐구과정에는 가설 설정 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4. 가설 설정은 가설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10.탐구과정에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 단계가 포함된다.

12.실험 설계에서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설계한다.

13.실험 설계에서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을 설정한다.

15.실험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O → O
16.실험과 관계된 요인을 변인이라고 한다.

24.자료 정리는 자료의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것이다.

27.결론 도출 단계는 결론을 얻는 단계이다.

<표 8>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별 명제



- 39 -

2) 인지구조 변화 유형별 특징과 적용 사례

(1) 유형 A(X→X)의 특징과 적용 사례

가장 높은 빈도로 유형 A(X→X)를 나타낸 탐구과정은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결과 들어 본적 없거나, 들어봤어도 잘 모

른다고 응답한 잠정적인 답(80.0%), 변인(46.7%), 독립변인(73.3%), 종속

변인(73.3%), 실험군(33.3%), 대조군(46.7%), 가설 기각(66.7%), 가설 지

지(66.7%)와 같은 개념으로 이뤄진 명제였다. 가장 높은 빈도로 유형 A

를 나타낸 명제를 개념체계도로 나타낸 것은 <그림 11>과 같다. 탐구과

정 안내 수업 이전에 가설의 정의(명제 5)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

계(명제 18) 그리고 가설 기각의 정의(명제 31)에 관한 명제는 15명의

학생 중 2명의 학생만(13.3%) 표현하였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관계에 대

한 명제(명제 14)와 가설 기각에 대한 설명(명제 34)에 관한 명제는 1명

의 학생만(6.7%) 표현하였다. 가설과 변인의 관계(명제 7, 9)와 가설 지

지에 대한 설명(명제 32)에 관한 명제는 단 한명의 학생도 표현하지 않

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념을 사용하는 명제이

면서 탐구과정 안내 수업 이전에 명시적으로 표현한 빈도가 낮았던 명제

는 과학 탐구과정에 대한 수업 후에도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형 A(X→X)를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낸

이 명제들은 모두 두 번째 높은 빈도로 B(X→O)를 나타내었다. 탐구과

정 안내 수업을 통해서 일부 학생들이 탐구과정을 학습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지만, 많은 수의 학생들이 여전히 명제 5, 7, 9, 14, 18, 31, 32

에 해당하는 탐구과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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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진술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선택된~과

관계로

진술한다.

자료 해석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와

예측

가설 지지

일치할 경우가 
~이다.

탐구 문제

잠정적인 답

이다.~에 대한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이다.

가설 기각

~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군 대조군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그림 11> 인지구조 변화 유형 A(X→X)에 해당하는 명제의

개념체계도

<그림 11>의 점선 원에 해당하는 ‘변인과 가설의 관계’를 탐구과정

안내 수업에서 실제로 적용·연습해 볼 때 학생들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

했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에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다음은 ‘햄

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탐구 문

제에 대한 답으로 예전에 많은 먹이를 준 햄스터가 새끼를 많이 낳았다는

경험을 근거로 ‘먹는 먹이의 양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제시한 상황

에서 이 가설이 과학적 가설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판단하고 과학적 가설이

아니라면 옳게 고쳐 보게 하는 수업 활동의 일부이다.

유철 :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햄스터를 키웠던 경험

에 의한 이유로 (이런)가설을 제시하였는데 그때 당시 키웠던 햄

스터가 단지 많은 먹이를 주웠던 요인이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 

새끼 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애요. 

교사 : ...혹시 다른 의견 있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서우 :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경험에 의해서 배경 지식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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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니까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운 것이니까 적합한 

가설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 이 가설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은?

학생 : ???

(가설 설정 단계 수업 중)

서우는 독립변인으로만 진술된 가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고치지 못했다. 과학적 가설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독립변인만으로 이

뤄진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가설을 진술한 근거의 타당성에만 초점을 맞

출 뿐 이 가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되도록 고치려는 시

도는 하지 않았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가설을 설정 시, 대부분 하나의

독립변인만을 포함시켜 가설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연구 결

과(염혜민, 2012; 엄경화·김영수, 2012)처럼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도 독

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의 가설을 진술하는 능력과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상추가 생장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탐구

문제에 대한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 변인을 추출해 보는 수업 활동의 일

부이다.

동훈: (상추가 잘 자라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환경적 요인으로 햇

빛의 양, 물의 양, 비료, 흙, 습도.. 등을 대상 자체의 특성으로 상

추의 종류, 질병 유무 등을 칠판에 적은 후 종속변인을 적어야 되

는 빈칸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여기에 우리가 추출한 변인 중에

서 확인하고 싶은 것을 쓰는 건가요? 아닌가?

교사: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줄래요?

동훈:  상추가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사: 동훈이가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을 헷

갈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속변인은 우리가 측정할 것,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아까 이것들이(물의 양, 빛의 양,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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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등) 상추가 자라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네가 적었잖아. 그렇다

면 여기서 영향을 받는 요인인 종속변인은 (무엇일까)?

동훈: ...

(가설 설정 단계 수업 중)

동훈이는 상추 생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다양하게

추출하였다. 그러나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종속변인이 무엇인지 말하지

못했고, 종속변인에 해당하는 요인을 골라내지 못했다. 종속변인과 독립

변인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사의 간접적

인 도움을 받고도 상추의 생장 정도가 종속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했

다. 종속변인을 추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훈이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하지 못했다. 따라서 탐구과정 수업 중 주어진 탐

구 상황에서 변인을 추출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설

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 학생은 수업 후에도 변인과 가설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명제를 개념체계도로 작성하지 못했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작성한 개념체계도에서도 수업 중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은 변인과

가설의 관계에 해당하는 탐구과정 영역에서 올바른 변화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은 변인과 가설 관계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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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S3 S4 S7 S9 S11 S12 S13 S14 S15

1차 ⋁ ⋁ ⋁ ⋁ ⋁ ⋁ ⋁ ⋁ ⋁ ⋁

2차 ⋁ O O O ⁃ ⁃　 ⋁ O ⋁ O

(2) 유형 B(X→O)의 특징과 적용 사례

유형 B빈도가 가장 높은 명제는 명제 2, 6, 8, 11, 17, 19, 20, 21, 22,

23, 25, 26, 28, 29, 30, 33, 34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새

롭게 작성된 탐구과정이다. 이 중 두 번째로 유형 C(O→O)의 빈도가 높

게 나타난 명제 6, 17, 20, 25, 26은 알고 있던 일부 학생은 수업 후에도

여전히 알고 있고, 알고 있지 않았던 학생은 수업 후 새롭게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유형 A(X→X)의 빈도가 높게 나타난 명제 8,

11, 19, 22, 33, 34는 수업 전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랐고, 그 중 많은 학

생은 수업 후 새롭게 인식했고 나머지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명제 2, 21, 23, 28, 29, 30은 두 번째로 유형 A와 유형 C

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형 B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명제는 개념간의 연결을 형성하지 못

했던 것을 형성한 경우(명제 2, 6, 8, 13, 19, 20, 21, 22, 25, 26, 28. 29,

33), 개념간의 연결이 애매모호했던 것이 명확해진 경우(명제 17, 30), 개

념간의 연결에 잘못된 연결어를 사용했던 것이 교정된 경우(명제 11, 23)

로 분류할 수 있었다.

명제 11의 경우, 수업 전 학생들은 “가설은 곧 예측이다.”라는 타당하

지 않은 연결어를 사용하여 명제를 그렸다가 수업 후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한 조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이 예측이다.”와 같은 타당한 연결

어를 사용한 명제로 교정되었다. 명제 11에 대한 잘못된 명제를 표현한

학생의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 9>와 같

다.

<표 9> 잘못된 명제를 표현한 학생의 학습 결과 변화(명제 11)

(O : 올바른 명제, ⋁ : 잘못된 명제, ⁃ : 명제 형성 안됨)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해 5명의 학생이 가설과 예측의 관계를 교정

하여 올바르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3명의 학생은 가설은 예측이라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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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 명제를 탐구과정 안내 수업 이후의 개념체계도에서도 표현하였고,

2명의 학생은 가설과 예측의 관계를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에도 가설과 예측을 연결 짓지 않았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해 잘못

된 명제를 표현한 학생의 50%가 올바른 명제를 표현하긴 하였지만, 상

당수의 학생들은 여전히 잘못된 명제의 표현을 유지하였다.

명제 30의 경우 가설, 가설 기각, 가설 지지에 대한 애매모호한 연결이

명확하게 분리되었다. 비슷한 개념끼리 단순히 묶어 두었던 것이 체계적

으로 정리되었다.

변인 통제와 관련된 명제 20와 21의 경우에는 수업 전 통제변인과 변

인 통제의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던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업 후 통제변인

과 변인 통제를 사용하여 개념체계도를 작성하였다(그림 12).

<그림 12>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새롭게 형성된 변인 통제

개념체계도 예시(S1과 S14)

탐구과정 안내 수업 중 실제로 ‘변인 통제’ 탐구과정을 적용·연습해

보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다음은 ‘먹이의 양은 햄스터

의 새끼 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통해 실험을 설계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승은: 햄스터를 베란다에서 키우면, 햇빛이 들어오는 양도 다 다를텐

데 변인 통제가 안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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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 수컷에게는 동일한 양의 먹이를 먹이고, 건강상태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컷이 암컷의 새끼 낳는 수에 미치는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효창: 햄스터의 운동량도 햄스터가 낳는 새끼 수에 영향을 끼칠 것 같

은데, 운동기구를 놓는다고 해서 햄스터가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

니까 일정한 시간동안 돌아가는 운동기구에 넣어서 일정량의 운

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동량을 통제해 줄 거예요.

(실험 설계 단계 수업 중)

수업 과정에서 학생은 변인 통제 개념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였고, 실험

설계에서 변인 통제가 제대로 되었는지 계속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서우의 발표 내용과 질의 내용의 일부이다. 서우는 먹이의 양을 제외

한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인의 종류와

통제변인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을 발표하였다.

서우: 가장 문제가 많은 변인 통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한 통제변인은 

물의 양, 먹이의 종류, 먹이의 양, 집의 크기, 톱밥의 양, 운동기

구의 유무, 기온, 빛의 양, 나이, 건강 상태..등..여기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통제해 줄 수 있는 것은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기온이

나 빛의 양은 동일한 장소에서 키워서 통제해 주기로 하였습니

다.(변인 통제 방법)

동현: (우리 조의 경우에는 생식을 할 수 있는 동일한 크기와 무게의 

어른 햄스터를 가지고 실험을 설계했는데.) 새끼 햄스터는 그 특

징을 알 수 없잖아요. 이 햄스터가 커서 근육맨이 될 수도 있고, 

약골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새끼를 고르면 햄스터의 특징을 

통제해주지 못하지 않나요?

이호: 먹이를 많이 먹인 햄스터랑 적게 먹인 햄스터랑 건강 상태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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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 양이 달라지지 않을 까요?

서우: 꼭 더 많이 먹는다고 살이 찌는 건 아니니까...(웃음) 

(실험 설계 단계 수업 중)

질의응답 시간에 미처 서우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통제변인이 언급되었

다. 이 통제변인들의 변인 통제 방법 고안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은 변인

통제 활동에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인의 추출

과 연관되어 있는 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통제변인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지만, 추출된 통제변인들을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하는

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을 어려워했다. 중학교 과학영재 학생들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모르고 있던 탐구과정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였

고,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교정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였다. 특히, 변인 통

제와 관련된 내용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작성하였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인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관찰되

었다. 그러나 변인 통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적절한 변인 통제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는 과정을 어려워하였다.

(3) 유형 C(O→O)의 특징

유형 C의 빈도가 가장 높은 명제는 항상 2번째로 유형 B의 빈도가

높았다(명제 1, 3, 4, 10, 12, 13, 15, 16, 24, 27).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80% 이상의 학생이 유형 C 빈도가 가장 높은 명제를

작성하였다. 명제 1, 3, 4, 10, 12, 13, 15, 24, 27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

이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 명제를 그렸고,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도 명제

를 그렸다<그림4>. 명제 16의 경우에는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 그리지

못한 학생들 중 대부분이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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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탐구 활동에서 나타난 인지구조 변화

1)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각 명제 별 인지구조 유형 빈도를 나타낸 것은 <표 10>과 같고, 대

표적인 유형으로 명제를 분류한 것은 <표 11>과 같다.

유형 A→A(X→X→X)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수업 전, 수업 후, 자유탐구 활

동 후의 모든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지 않은 경우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A의 명제 (5, 7, 9, 14, 18, 31, 32)와 모두 동일하다. 명제 34의 경우, 유형 B(X

→O)였던 학생이 자유탐구 활동 후, B→C(X→O→O)와 B→D(X→O→X)로 분

리되었고, 유형 A였던 학생들이 자유탐구 활동 후, 거의 A→A(X→X→X)가 되

었다. 따라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A의 명제가 아니었던 명제 34가 유

형 A→A로 분류되었다.

유형 B→C(X→O→O)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서는 표현

되지 않았다가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 후에 지속적으로 표현된

경우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B의 명제(6, 17, 21, 23, 25, 26, 28, 29, 30)

와 일부 동일하다.

유형 B→D(X→O→X)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서는 표현

되지 않았다가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는 표현되었다가 자유탐구 활동 후 다시

표현되지 않은 경우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B의 명제(8, 22, 33)와 일부

동일하다.

유형 C→C(O→O→O)로 분류된 탐구과정은 수업 전, 수업 후, 자유탐구 활

동 후의 모든 개념체계도에 표현된 경우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C의 명

제(1, 3, 4, 10, 12, 13, 15, 27)와 모두 동일하다. 수업 전 개념체계도에 표현된

명제 중 85.8%는 자유탐구 활동 후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었다.

유형 C→D(O→O→X), A→B(X→X→O), D→B(O→X→O), D→A(O→

X→X)로 분류된 명제의 종류는 없었다.

명제 2, 11, 16, 19, 20, 24는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인지구조 변화유형이 없

었다. 명제 2는 유형 B→C(X→O→O)뿐만 아니라 유형 A→A(X→X→X)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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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 명제를 수업 전과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그리지

않았던 학생들은 자유탐구 활동 후에도 그리지 않았지만, 수업 전에는 그리지

않았다가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그렸던 학생 중 일부는 자유탐구 활동 후 그리

지 않았다. 그래서 빈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명제 19는 유형 B→D(X→O

→X)와 유형 A→A(X→X→X)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명제 2와 19는 탐

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해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명제 16과 24는 B→C(X→O→O), C→C(O→O→O)의 빈도가 높은 수

준으로 나왔고, 명제 20은 B→D(X→O→X), C→C(O→O→O)의 빈도가 높은 수

준으로 나왔다. 명제 11의 경우 B→C(X→O→O)와 B→D(X→O→X)가 높은 빈

도로 나왔다. 명제 11은 가설과 예측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학생들은 “가설은

곧 예측이다.”와 같은 잘못된 명제를 그렸다. 수업을 통해 명제의 표현이 교정

되었다가 다시 올바른 명제를 그리지 않은 학생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명제 11, 16, 20, 24는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

서 이해한 학생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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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구조

변화 유형　

A→A A→B B→D B→C C→C C→D D→B D→A
XXX XXO XOX XOO OOO OOX OXO OXX

명제1 0 (0.0) 1 (6.7) 0 (0.0) 2 (13.3) 12 (80.0) 0 (0.0) 0 (0.0) 0 (0.0)

명제2 4 (26.7) 0 (0.0) 2 (13.3) 4 (26.7) 3 (20.0) 2 (13.3) 0 (0.0) 0 (0.0)

명제3 1 (6.7) 1 (6.7) 0 (0.0) 5 (33.3) 8 (53.3) 0 (0.0) 0 (0.0) 0 (0.0)

명제4 0 (0.0) 0 (0.0) 0 (0.0) 6 (40.0) 8 (53.3) 1 (6.7) 0 (0.0) 0 (0.0)

명제5 7 (46.7) 1 (6.7) 1 (6.7) 4 (26.7) 1 (6.7) 0 (0.0) 0 (0.0) 1 (6.7)

명제6 0 (0.0) 0 (0.0) 1 (6.7) 8 (53.3) 4 (26.7) 1 (6.7) 0 (0.0) 1 (6.7)

명제7 10 (66.7) 1 (6.7) 2 (13.3) 2 (13.3) 0 (0.0) 0 (0.0) 0 (0.0) 0 (0.0)

명제8 5 (33.3) 0 (0.0) 8 (53.3) 2 (13.3) 0 (0.0) 0 (0.0) 0 (0.0) 0 (0.0)

명제9 8 (53.3) 1 (6.7) 5 (33.3) 1 (6.7) 0 (0.0) 0 (0.0) 0 (0.0) 0 (0.0)

명제10 0 (0.0) 0 (0.0) 0 (0.0) 3 (20.0) 11 (73.3) 0 (0.0) 1 (6.7) 0 (0.0)

명제11 3 (20.0) 3 (20.0) 4 (26.7) 4 (26.7) 1 (6.7) 0 (0.0) 0 (0.0) 0 (0.0)

명제12 0 (0.0) 0 (0.0) 1 (6.7) 1 (6.7) 11 (73.3) 1 (6.7) 1 (6.7) 0 (0.0)

명제13 0 (0.0) 0 (0.0) 0 (0.0) 7 (46.7) 7 (46.7) 1 (6.7) 0 (0.0) 0 (0.0)

명제14 8 (53.3) 1 (6.7) 4 (26.7) 1 (6.7) 1 (6.7) 0 (0.0) 0 (0.0) 0 (0.0)

명제15 0 (0.0) 0 (0.0) 1 (6.7) 1 (6.7) 13 (86.7) 0 (0.0) 0 (0.0) 0 (0.0)

명제16 1 (6.7) 1 (6.7) 1 (6.7) 5 (33.3) 5 (33.3) 2 (13.3) 0 (0.0) 0 (0.0)

명제17 1 (6.7) 1 (6.7) 3 (20.0) 5 (33.3) 4 (26.7) 1 (6.7) 0 (0.0) 0 (0.0)

명제18 7 (46.7) 0 (0.0) 3 (20.0) 3 (20.0) 1 (6.7) 0 (0.0) 0 (0.0) 1 (6.7)

명제19 6 (40.0) 1 (6.7) 6 (40.0) 2 (13.3) 0 (0.0) 0 (0.0) 0 (0.0) 0 (0.0)

명제20 1 (6.7) 1 (6.7) 4 (26.7) 4 (26.7) 4 (26.7) 1 (6.7) 0 (0.0) 0 (0.0)

명제21 2 (13.3) 1 (6.7) 1 (6.7) 7 (46.7) 3 (20.0) 1 (6.7) 0 (0.0) 0 (0.0)

명제22 4 (26.7) 0 (0.0) 10 (66.7) 1 (6.7) 0 (0.0) 0 (0.0) 0 (0.0) 0 (0.0)

명제23 0 (0.0) 1 (6.7) 1 (6.7) 7 (46.7) 5 (33.3) 1 (6.7) 0 (0.0) 0 (0.0)

명제24 0 (0.0) 0 (0.0) 2 (13.3) 4 (26.7) 4 (26.7) 4 (26.7) 1 (6.7) 0 (0.0)

명제25 2 (13.3) 1 (6.7) 3 (20.0) 4 (26.7) 3 (20.0) 2 (13.3) 0 (0.0) 0 (0.0)

명제26 1 (6.7) 0 (0.0) 2 (13.3) 6 (40.0) 5 (33.3) 1 (6.7) 0 (0.0) 0 (0.0)

명제27 0 (0.0) 0 (0.0) 1 (6.7) 4 (26.7) 7 (46.7) 3 (20.0) 0 (0.0) 0 (0.0)

명제28 2 (13.3) 1 (6.7) 1 (6.7) 7 (46.7) 1 (6.7) 1 (6.7) 2 (13.3) 0 (0.0)

명제29 2 (13.3) 0 (0.0) 4 (26.7) 6 (40.0) 1 (6.7) 1 (6.7) 0 (0.0) 1 (6.7)

명제30 3 (20.0) 1 (6.7) 2 (13.3) 6 (40.0) 3 (20.0) 0 (0.0) 0 (0.0) 0 (0.0)

명제31 9 (60.0) 1 (6.7) 3 (20.0) 0 (0.0) 2 (13.3) 0 (0.0) 0 (0.0) 0 (0.0)

명제32 9 (60.0) 1 (6.7) 3 (20.0) 2 (13.3) 0 (0.0) 0 (0.0) 0 (0.0) 0 (0.0)

명제33 4 (26.7) 1 (6.7) 6 (40.0) 4 (26.7) 0 (0.0) 0 (0.0) 0 (0.0) 0 (0.0)

명제34 5 (33.3) 1 (6.7) 4 (26.7) 4 (26.7) 1 (6.7) 0 (0.0) 0 (0.0) 0 (0.0)

<표 10>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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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별 명제

안내

수업

자유

탐구
표준 명제

A → A

5. 가설은 탐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잠정적인 답이다.

7. 가설을 진술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을 통한)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9.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된다.

14. 대조구(군)과 실험구(군)에서 종속변인의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18.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준다.X → X → X

31. 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불일치하면, 가설 기각된다.

32. 자료 해석 결과와 예측 내용이 일치하면, 가설 지지된다.

34. 가설 기각 될 경우에는 가설 설정을 새롭게 한다.

B → C

6.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 문헌 조사, 추가적인 관찰이 필
요하다.

17. 변인에는 독립변인, 통제변인, 종속변인이 있다.

21. 변인 통제는 통제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같게 유지하는 것이
다.

23.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를 정리한 것이 실험 결과이다.

25.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자료 해석이다.X → O → O

26. 탐구과정에는 결론 도출 단계가 포함된다.

28. 결론 도출은 자료 해석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을 비교 하여 가설 검증
한다.

29. 가설 검증한 결과를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30. 가설 검증에는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이 있다.

B → D

8.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한다.

22. 탐구과정에는 자료 정리와 자료 해석이 포함된다.

X → O → X 33. 가설 지지될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가설
이 계속 지지되는지 확인한다.

C → C

1. 탐구과정에 탐구 문제 인식 단계가 포함된다.

3. 탐구과정에는 가설 설정 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4. 가설 설정은 가설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10. 탐구과정에 실험 설계와 실험 수행 단계가 포함된다.

12. 실험 설계에서는 예측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을 설계
한다.O → O → O

13. 실험 설계에서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을 설정한다.

15. 실험은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27. 결론 도출 단계는 결론을 얻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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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구조 변화 유형별 특징과 적용 사례

(1) 유형 B→D(X→O→X)와 유형 A→A(X→X→X) 특징과 적용 사례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인지구조 변화 유형을

분석 한 결과, 유형 B→D(X→O→X)와 유형 A→A(X→X→X)의 명제는

자유탐구 활동 후 개념체계도에 표현되지 않았다.

<그림 13>은 유형 B→D(X→O→X)와 유형 A→A(X→X→X)에 해당

하는 명제를 개념체계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에서 보는 것과 같

이 개념체계도에 잘 표현되지 않은 명제는 ‘변인과 가설의 관계’, ‘변인들

간의 관계’,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이다. 탐

구과정 안내 수업 후에 개념체계도로 표현되지 않은 명제는 자유탐구 활

동 후에도 개념체계도로 표현되지 않았다. 특히, <그림 13>의 커다란 점

선 원 영역은 ‘변인’과 관계된 탐구과정 부분으로 가설과 변인의 관계,

변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자유탐구에서도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

었고, 자유탐구 후에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가설

변인

추출이 
필요하다.

진술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가장 유력한~을 
선택한다.

~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된~과

관계로

진술한다.

자료 해석

반복실험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와

예측

가설 지지

다양한 
~상황에서 ~일 경우

일치할 경우가 
~이다.

한다.

자료 정리
탐구 문제

잠정적인 답

이다.~에 대한

탐구 과정

포함된다.

가설 기각

~에 영향을 
미친다. 

실험군 대조군

~일 경우

새롭게 ~을 
설정한다.

측정 결과를 

비교한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이다.

<그림 13> 유형 B→D(X→O→X)와 유형 A→A(X→X→X)에

해당하는 명제의 개념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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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동훈이와 서우의 가설 설정 활동을 분석한 내용이다. 동훈이

와 서우가 속한 ‘단백질’ 조는 고기의 익힌 정도(레어, 미디엄, 웰던)를

다르게 해서 먹는 것이 맛뿐만 아니라 소화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탐구 동기를 가지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 <표 12>는 자유

탐구 활동 초기, 중기, 후기에 동훈이와 서우가 진술한 가설의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자유탐구 활동 초기는 실험 하기 전, 중기는 실험이 진행되

는 중, 후기는 실험이 완료된 최종 발표 시기를 의미한다. 자유탐구 활동

초기와 중기에 적은 가설은 조별 활동 후 적은 개별 활동지를 토대로 기

술하였고, 후기에 적은 가설은 최종 발표 자료를 토대로 기술하였다.

<표 12> 자유탐구 진행 과정에서 작성한 가설의 변화 (‘단백질’ 조)

단계 동훈 서우

자유

탐구

초기

7/27

(개별

활동지)

고기의 익힌 정도는 소화되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pH가 낮을수록 소화가 잘 될 것

이다. 쇠고기가 잘 익을수록 소

화가 잘 될 것이다.


종속변인의 측정 방법 고안의 어려움으로 실험 재료가 고기에서 녹

말 용액과 달걀 용액으로 교체됨.

열과 pH 중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하지 못하다가 열로 독립변

인을 선택함.

자유

탐구

중기

10/12

(개별

활동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익힘의 유

무가 화학적 소화 정도에 영향

을 미칠 것이다.

탄수화물은 익힌 것이 소화가

잘 될 것이고, 단백질은 익히지

않은 것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녹말 용액의 익힘 유무에 따라 소화 정도가 달라진 실험 결과를 해

석하는 과정에서 배경지식의 부족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실험을 삭제

함.

자유

탐구

후기

11/23

(최종

발표)

단백질의 변성 정도는 단백질 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훈이와 서우는 같은 조였지만, 자유탐구 초기 조별 토의를 마치고,

각자 개별 활동지에 적은 가설은 달랐다. 동훈이는 고기의 익힌 정도와

소화 정도의 관계를 가설로 진술한 반면, 서우는 고기의 익힌 정도뿐만

아니라 pH와 소화 정도의 관계도 가설로 진술하였다. 서우는 종속변인

에 영향을 주는 변인 중 하나의 독립변인을 선택하지 못하였고, 실제 자

유탐구 활동 중에서도 다양한 독립변인 중 가장 유력한 요인을 결정하지

못하여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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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 탐구 문제는 고기의 익힌 정도에 따른 소화 정도 비교인데, pH

에 대한 실험을 어느 곳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어렵다. 효소를 

소화의 주체로 정할 것인지, pH를 소화의 주체로 정할 것인지 

(하나의 요인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자유탐구 실험 설계 단계 활동지)

실험 방법의 현실적인 제약, 근거를 바탕으로 한 변인 추출의 어려움

때문에 실험 소재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단백질’ 조는 독립변인(음식의

익힌 정도)과 종속변인(음식의 소화 정도)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유탐구 활동은 조별로 이뤄졌으며 멘토 교사의 방법적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변인과 가설의 관계에 대한 탐구과정을 적용하는 수준까

지 학생들이 도달했다고 해석하는 것에 제한점을 갖는다. 실제로 ‘단백

질’ 조의 최종 발표에서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조작 변인)으로 단백질의

익힘 유무를 선택하여 가설을 진술하였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소화 효소,

pH, 단백질의 익힌 정도가 혼재되어 있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백질의

익힌 정도를 선택하여 조작하고, 나머지 소화 효소와 pH는 ‘소화’와 관련

된 배경 지식과 문헌 조사를 통해 최적의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

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은 배경 지식과 문헌 조사를 통해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2개 이상의 변인을 동

시에 조작하는 문제를 보였다.

‘혈액’ 조의 필호 역시 다양한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물질

중 무엇이 가장 유력한 요인인지 결정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필호: 여러 원인과 물질 중 무슨 원인과 물질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모

르는 것이 좀 어려웠다. 

(자유탐구 실험 설계 단계 활동지)

개념체계도로 정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탐구과정은 실제 자유탐구에서

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것을 통해 탐구과정에 대한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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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자유탐구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훈이와 서우는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타당한 근거를 들어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하는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자유탐구 후에

도 개념체계도에 표현하지 못했다. 유의미한 변인을 추출하는 것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Chinn & Malhotra,

2002). 유준희와 김종숙(2012)는 과학자들은 변인을 선택할 때 가능한 많은 변

인으로부터 핵심 변인을 선택하며 종종 이론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개념적인 변

인을 발견하거나 구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어떤 변인이 통제되어야 하며 어떻

게 충분하고 적당한 통제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

였다. 특히 실험 설계 이전에 가설 설정 단계에서의 변인 추출 과정은 실

험 설계 단계에서의 변인의 조작, 측정, 통제 방법에 도움을 주며, 실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간과하고 실험 설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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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C→C(O→O→O)와 유형 B→C(X→O→O) 특징과 적용 사례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인지구조 변화 유형을

분석 한 결과, 유형 C→C(O→O→O)와 유형 B→C(X→O→O)의 명제는

자유탐구 활동 후 개념체계도에 명확하게 표현되었다. <그림 14>는 유

형 C→C(O→O→O)와 유형 B→C(X→O→O)에 해당하는 명제를 개념 체

계도로 나타낸 것이다.

탐구과정

탐구 문제

단계를 
포함한다.

~인식하는

가설 설정

가설

진술하는 
단계이다.

실험 설계
실험

관찰

실험 조건

~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료

수집하는 것이다.

측정

통해~를

결론 도출

결론

얻는다.

자료 정리

실험군 대조군

설정한다.

변인

배경지식 문헌조사

진술한다.~통해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있다.

실험 결과

~한 것이

이다.

가설 검증

가설 기각가설 지지

변인 통제

같게 
유지하는 
것이다.

~에 대한 
영향을 

~의 

자료 해석

~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와

예측

~한다.

~한 내용을 

한다.

있다.

<그림 14> 유형 C→C(O→O→O)와 유형 B→C(X→O→O)에

해당하는 명제의 개념체계도

다음은 자유탐구 완료 후 인터뷰 내용으로, 학생들은 이전에 과학 탐구과정에

대해 배워본 적 없었으며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탐구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좀 더 쉽게 자유탐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호: 저는 학교에서 간단히 배웠던 적이 있었는데, 변인만 가르쳐 줬

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독립변인

과 종속변인 통제변인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니깐, 종속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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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 잡고 독립변인은 무엇을 잡아서 이렇게 가설을 세워서  

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하면서 실험을 더 편하게 

계획을 짤 수 있었고요. 

유철: 탐구과정에 대해서 학교에서 변인 이런 거 말고, 어떻게 실험 

계획을 잡고 어떻게 주제 동기를 쓰고, 그런 간단한 순서만 알려

주셨는데, 여기 와서 관련된 거 설명 듣고, 개념체계도 작성하면

서 뜻도 알면서 훨씬 더 체계화 된 거 같아요.  

문순: 학교에서는 잘 배우지 못해서 잘 몰랐는데... 여기서 통제변인이

랑 탐구과정을 다 배우니까. 젤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되었다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차근 차근 배워나가니까 훨씬 더 이해

가 됐어요.

서우: 일단 탐구과정에 대해서는 배워 본적이 없었고, 탐구를 해본 적

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탐구를 배워 본적 없어

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서 배우고 한번 해 볼려고 하니까 알

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확실히 더 옛날보다

는 체계적으로 한거 같아서 뿌듯하고. 초등학교 때는 그래프를   

그릴려고 해도 어느 상황에서 어느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지 몰라 

감으로 그렸는데...

(사후 인터뷰)

학생들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해 탐구과정에 대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해 한 것을 바탕으로 자유탐구를 진행 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탐구과정의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해하였고,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변

인과 변인 통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자유탐구를 진행하면서 생각지 못한 통제변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

고, 생각했던 통제변인도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의 고안에 어려

움을 겪었다. 다음은 자유탐구 활동 이후 자유탐구 과정에서 겪은 어려

움에 대한 인터뷰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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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 저희가 통제변인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그걸 잡는데에 어려움

이 있었어요. 통제 하는데에 시간이 걸렸어요.

동훈: 모든 실험에서 통제는 어려웠던 거고... 

문순: 배울 때는 쉬웠는데, 막상 해볼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

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 숙지를 못한 거 같은데....통제 하는게 

생각보다 못했던 것도 많았고, (이 변인을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

했는데 잘 안되었던 것도 있었어요.

(사후 인터뷰)

다음은 ‘단백질’ 조의 최종 발표 일부이다.

승은: 저희 조의 첫 번째 탐구 주제를 쇠고기의 익힌 정도가 소화정도

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기의 특성 때문에 

통제변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

방의 익힌 정도에 따른 소화정도 비교로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통제가 어려워서 단백질로 실험 주제를 좁히

게 되었습니다. 단백질을 실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단백질이 

통제하기 가장 쉬웠고, 거의 단백질로 이뤄진 계란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우: 일단 노른자와 흰자로 계란을 나눴습니다. 계란을 익힌 것과 안 

익힌 것으로 나누고 비커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화 효소도 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단백질을 2개의 수조로 나눴고, 2개

의 수조에 37도의 물을 넣어 온도를 조절했습니다. 수조에는 아

무것도 넣지 않은 대조군, 펩신, 펩신+염산, 트립신, 펩신+트립신

+염산을 넣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드락을 제작하여 결과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5분, 10분, 15분, 30분, 45분 

단위로 용액을 우드락에 뿌린 후, 뷰렛용액을 첨가하여 색깔 변

화를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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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현: ... 흰자와 노른자 두 개를 가지고 하였습니다. 노른자는 색깔이 

있어서 색깔 변화를 보기 어려워서 노른자는 실험 결과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종 발표)

‘단백질’ 조는 주제를 많이 바꿨는데, 그 이유를 실험 재료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러 시행착오 끝에 가장 통제하기 쉬운 단

백질을 실험 재료로 선택하여 자유탐구를 진행하였다. ‘단백질’ 조의 종

속변인은 단백질의 소화 정도이고 이것을 뷰렛 반응 색깔 변화로 측정하

고자 하였다. 단백질의 소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

들로는 단백질에 가해지는 열, 온도, 소화 효소의 종류를 선정하였다. ‘단

백질’ 조는 단백질의 소화 정도를 뷰렛 반응의 색깔 변화로 측정하기로

계획하였지만, 초기 단백질의 양과 단백질 시료의 원래의 색 등 종속변

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더 많은 변인들이 추출해 내지 못했다. 가설 설

정 단계에서 충분히 다양한 변인을 추출하지 못하여 실험 중에 생각지

못한 통제변인들이 나타나 주제를 계속 바꿨다. 또한, 다양한 변인을 추

출하지 못하여 색깔 변화를 보기 어려웠고, 단백질로 이뤄지지 않은 노

른자를 실험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해야 된

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백질의 익힘 유무 외에도 pH,

소화 효소 등을 조작하여 통제변인을 제대로 추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통제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통제변

인으로 추출하지 못한 pH와 소화 효소의 종류를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

하고 단백질의 익힘과 같이 동시에 변화를 주었다. 변인 추출이 다양하

고 올바르게 되어야 통제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변인 통제가 효과적

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음은 ‘단백질’ 조의 최종 발표에서 질의응답 내용의 일부이다.

진효: 실험 설계 부분에서요. 소화 효소가 37도에서 잘한다고 해서 

37도의 물을 수조에 담아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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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계속 온도가 낮아질 거 같은데 이건 어떻게 통제 해 주셨

어요?

서우: 저희가 아는 용액 중에 구하기 쉽고 비열이 큰 물을 정했는데요. 

저희가 드라이기를 가지고 있어서요. 계속 한명이 온도를 재고 

있고, 계속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습니다.

(최종 발표)

‘단백질’ 조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과 드라이기를 이용하

였는데, 온도를 통제변인으로 보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

하고 있었지만 방법적 미숙함을 보였다.

다음은 ‘칼슘은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설정한 ‘혈액’

조의 발표 내용의 일부이다.

필호: (혈액 응고 시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 변인으로 빛과의 

거리, 첨가하는 물질의 종류, 첨가하는 물질의 농도, 온도, 혈액의 

양으로 선정한 후,) 광원으로 부터는 거리를 30Cm로 일정하게 

하고, 쑥 용액과 칼슘 용액은 1%로 농도를 맞췄고, 온도는 

35-36도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혈액, 수돗물, 피, 쑥, 칼슘, 수돗

물의 양은 10마이크로 리터로 맞춥니다.

(예비 실험의 결과) 우리의 실험은 실패하였습니다. (혈액에 물질

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조군 혈액에) 수돗물을 넣었

는데 수돗물에는 많은 이온들이 들어 있는데 이 때문에 우리 결과

가 수돗물이 더 빠르다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실험을 할 때

는 증류수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지만, 증류수를 사용한다

면 적혈구의 용혈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식염수를 사용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 발표)

‘혈액’ 조는 혈액 응고 시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는 변인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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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추출하였고,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물질의 양

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대조군에 용액을 넣어주었는데 다양한 이

온이 녹아 있는 수돗물을 넣어 줌으로써 또 다른 통제변인이었던 첨가

물질의 종류가 통제되지 않았다. 또한 실험 재료의 특징인 적혈구의 용

혈 현상을 고려하지 못했다. 학생들은 변인 통제의 정의와 필요성을 인

식하여 적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지만, 변인 통제 수행 시 실험

도중 생각지 못했던 통제변인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생각했던 통제변인

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안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선행 연구에서는 변인 통제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이론적 설명 모형과

배경 지식의 부족(Germann, 1996; 유준희·김종숙, 2012)으로 본 것과 깊

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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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 탐구를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을 통한 탐구과정에 대한 중학

교 과학영재 학생의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첫째,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들은 가설 설정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잠정적인 답, 가설 설정, 실

험 설계 단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 변인 통

제, 결론 도출 단계에서 사용하는 가설 기각, 가설 지지를 들어 본적 없

거나 들어 봤어도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사전 인지구조 분석 결과 역

시,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뤄진 탐구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친숙한 개념인 가설과 예측 그리고 자료 정리로 이뤄진 탐구과정에서 가

설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탐구과정의 한 단계로 자료 정리를 보지

않는 등의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별로 탐구과정을

분류한 결과, ‘변인과 가설의 관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탐구과정은 가장 높은 빈도로

유형 A(X→X)를 나타냈고, 이 명제는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사전

인식 조사 결과 익숙하지 않다고 응답한 개념간의 연결이었다. 특히, ‘변

인과 가설의 관계’에 대한 탐구과정은 실제 탐구과정 안내 수업 활동에

서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고,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에도 정확하게 이

해되지 못했다. 유형 B(X→O)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탐구과정은 개념간

의 연결을 형성하지 못했던 것을 형성한 경우, 개념간의 연결이 애매모

호했던 것이 명확해진 경우, 개념간의 연결에 잘못된 연결어를 사용했던

것이 교정된 경우였다. 특히 ‘변인 통제’와 관련된 탐구과정은 많은 학생

들이 수업 후 개념체계도에 작성하였고,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인

통제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면서 변인 통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변인 통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

는 학생이더라도 적절한 변인 통제 방법을 새롭게 고안하는 과정을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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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하였다.

셋째,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활동 후 인지구조 변화 유형

별로 탐구과정을 분류한 결과, 높은 빈도로 유형 C→C(O→O→O)가 나타난

탐구과정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C의 탐구과정과 동일했고, 높은 빈도

로 유형 A→A(X→X→X)가 나타난 탐구과정은 탐구과정 안내 수업 후 유형 A

의 탐구과정과 동일했다. 탐구과정 안내 수업을 통해 형성되지 않으면 자유탐구

활동만으로는 탐구과정에 대한 정확한 개념 형성이 어려웠다. 유형 B→D(X→

O→X)와 유형 A→A(X→X→X)에 속하는 탐구과정은 ‘변인과 가설의 관

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가설 지지와 가설 기각에 대한 설명’

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변인과 관련된 명제인 ‘변인 추출’과 ‘변인과 가

설의 관계’ 그리고 ‘변인간의 관계’에 해당하는 탐구과정은 학생들이 자

유탐구를 진행하면서 어려워 한 부분이었고, 자유탐구 후에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유형 C→C(O→O→O)와 유형 B→C(X→O→O)에 속하

는 탐구과정은 탐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와 변인통제에 대한 정의

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탐구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더 체계적으

로 자유탐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생소했던 변인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자유탐구 활동에서 변인 통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학생이더라도 다양하게 통제변인을 추출하고, 통제변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과정을 어려워했다.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의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추출하고, 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해

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런 ‘변인과 가설의 관

계’에 해당하는 탐구과정은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 이후에도 개념체계도

로 표현되지 못했고, 실제 탐구활동에서도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이 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통제변인이라는 변인 관련 용어에

익숙하지 않았고,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가설을 설

정해 보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추출하는 과정은 학생들은 관련 변인에 대한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만,

학생들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의 주제인 경우에는 학생들이 타당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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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여러 독립변인 중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을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

였다. 반면, ‘변인 통제’와 관련된 탐구과정은 학생들이 정확하게 절차적

지식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 탐구활동에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

다. 주어진 탐구 상황에서 다양한 통제변인을 추출하고 변인 통제 방법

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는 탐구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과 실험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관련 변인에 대한 배경 지식의 부족으

로 변인 통제 역시 어려워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지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진정한 탐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탐구과정의 절차적 지식

의 이해뿐만 아니라 탐구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과학 창의성은 과학 지식을 기초로 한 창의적 문제 해결방법을 구상

하는 것이므로 탐구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기초로 탐구과정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활용하여 새롭고 유용한 문제 해결 방안을 구상하는 경험

을 통해 과학 창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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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탐구과정 안내 수업과 자유탐구를 통한 탐구과정에 대한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들의 인지구조 변화와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탐

구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 면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한 연구

이다.

1) 배경 지식과 탐구과정 수행 능력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2) 본 연구 통해 분석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지도 할

수 있는 지도 자료와 교수 방법을 고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본 연구는 가설 검증형 탐구에 국한하여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탐

구의 형태는 가설 검증 뿐 만 아니라 관찰 현장 조사와 같은 다양한 종

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탐구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

여 지도 자료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가 더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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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과학 탐구과정 개념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사전 검사용)

설 문 지

이 검사는 생물분과 과학영재 학생들의 과학탐구과정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검사 결과는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개인의 정보 역시 공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솔직하게 답하

면 됩니다.

2013년 3월

서울대학교 생물 교육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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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과학 용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들어본 적 없다 Ⓐ’에 ∨표를 하고,

들어보았다면, 그 용어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해당하는 곳(‘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잘 모른다 Ⓓ’)에 ∨표를 하시오.

과학 용어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 본 적이 있다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른다.

1) 가설 Ⓐ Ⓑ Ⓒ Ⓓ

2) 가설 검증 Ⓐ Ⓑ Ⓒ Ⓓ

3) 가설 기각 Ⓐ Ⓑ Ⓒ Ⓓ

4) 가설 설정 Ⓐ Ⓑ Ⓒ Ⓓ

5) 가설 지지 Ⓐ Ⓑ Ⓒ Ⓓ

6) 결론 Ⓐ Ⓑ Ⓒ Ⓓ

7) 결론 도출 Ⓐ Ⓑ Ⓒ Ⓓ

8) 과학자 Ⓐ Ⓑ Ⓒ Ⓓ

9) 과학 지식 Ⓐ Ⓑ Ⓒ Ⓓ

10) 관찰 Ⓐ Ⓑ Ⓒ Ⓓ

11) 대조구(대조군) Ⓐ Ⓑ Ⓒ Ⓓ

12) 독립변인 Ⓐ Ⓑ Ⓒ Ⓓ

13) 문헌 조사 Ⓐ Ⓑ Ⓒ Ⓓ

14) 반복 실험 Ⓐ Ⓑ Ⓒ Ⓓ

15) 배경 지식 Ⓐ Ⓑ Ⓒ Ⓓ

16) 변인 Ⓐ Ⓑ Ⓒ Ⓓ

17) 변인 통제 Ⓐ Ⓑ Ⓒ Ⓓ

18) 실험 Ⓐ Ⓑ Ⓒ Ⓓ

19) 실험 조건 Ⓐ Ⓑ Ⓒ Ⓓ

20) 실험 결과 Ⓐ Ⓑ Ⓒ Ⓓ

21) 실험구(실험군) Ⓐ Ⓑ Ⓒ Ⓓ

22) 실험 설계 Ⓐ Ⓑ Ⓒ Ⓓ

23) 예측 Ⓐ Ⓑ Ⓒ Ⓓ

24) 일반화 Ⓐ Ⓑ Ⓒ Ⓓ

25) 자료 (데이타) Ⓐ Ⓑ Ⓒ Ⓓ

26) 자료 정리 Ⓐ Ⓑ Ⓒ Ⓓ

27) 자료 수집 Ⓐ Ⓑ Ⓒ Ⓓ

28) 자료 해석 Ⓐ Ⓑ Ⓒ Ⓓ

29) 잠정적인 답 Ⓐ Ⓑ Ⓒ Ⓓ

30) 종속변인 Ⓐ Ⓑ Ⓒ Ⓓ

31) 측정 Ⓐ Ⓑ Ⓒ Ⓓ

32) 탐구과정 Ⓐ Ⓑ Ⓒ Ⓓ

33) 탐구 문제 Ⓐ Ⓑ Ⓒ Ⓓ

34) 통제변인 Ⓐ Ⓑ Ⓒ Ⓓ



- 71 -

수업

주제
과학 탐구과정 안내

수업

형태
과학 탐구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

수업

목표

§ 과학 탐구과정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과학 탐구과정에 어떤 단계가 있고, 각 단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탐구

과정
교사 설명 내용

과학

탐구

과정

전체

과정

• 과학 탐구과정 수업의 필요성

찌개를 맛있게 끓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리책이

나 인터넷 요리 레시피를 찾아본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찌개가 만들어지는지 확

인하여 연습해보고 익숙해지도록 노력한다.

요리의 전문가인 요리사의 레시피가 정답이라고 말할 순 없다. 설탕 대신 물엿

을 쓸 수 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순서를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과

정을 알고 있다면 모르고 있을 때보다 찌개를 끓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요리사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찌개 끓이는 나만의 비법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과학의 전문가

는 과학자다. 과학자도 과학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일반

적인 과정이 있고, 이것을 탐구과정이라고 한다. 요리를 배우는 사람처럼 우리도

과학자의 문제해결 과정을 배워서 나만의 문제해결 과정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도록 하자.

다양한 요리법이 있듯이 탐구과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인과적 의문(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한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한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탐구과정은 중학생 수준에서 활용하기 용이하며, 중요한

탐구 사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과적 의문을 해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가설검증 방법을 근거로 한 탐구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전체 과학 탐구과정 개요

전체적 흐름 탐구문제 인식,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실험 수행, 자료 정리 및

해석, 결론 도출, 보고서 작성 및 발표 순서에 따라서 탐구과정이 일어난다. 과학

탐구과정은 자연 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진술하는 탐구 문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

[부록 2]
과학 탐구과정 전체 개요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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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탐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답을 붙여보는 가설 설정 단계를 지나,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 조건에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하고, 그 예측 내용

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조건을 계획하는 실험 설계를 하게 된다. 실험 설계한

내용을 직접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하여 자료간의 의미를 파악

하는 자료 정리 및 해석 단계를 지나게 된다. 예측한 내용과 자료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가설을 검증하여 그 내용을 포함한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탐구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동료와 선생님들에게 평가를 받게 된

다. 이제 각 단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과학

탐구

과정

단계

• 단계별 과학 탐구과정

1) 탐구 문제 인식

자연 현상을 관찰 했을 때 사람들은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생성하게 된다. 이

의문을 탐구문제로 명료하게 진술하는 과정이 바로 탐구 문제 인식 단계이다.

① 현상 관찰 : 여의도 벚꽃 축제 때 벚꽃 구경을 하지 못한 슬기는 여의도에 벚꽃

이 다 지고 난후에 관악산의 벚꽃이 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② 의문 생성 : 왜 관악산의 벚꽃은 여의도 벚꽃보다 늦게 필까?

③ 탐구 문제 :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2) 가설 설정

가설은 탐구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잠정적인 답이다. 탐구문제에 대한 답

을 진술하기 위해서 관련 요인인 변인들을 추가적인 관찰과 문헌조사 그리고 배

경지식을 통해서 추출한다. 여기서 변인은 실험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 변인

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변인은 실험에서 원인에 해당하

는,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하고 종속변인은 실험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는 요인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되는 독립변인을 추

출 할 때에는 환경 요인과 대상자체의 특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독립변인을 추

출한다. 추출된 독립변인 중 추가적인 관찰과 문헌조사 그리고 배경지식을 통해

타당한 근거를 들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독립변인을 선택하여 선택

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적(좋은) 가

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탐구문제에 대한 답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답이어야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

반화된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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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문제 :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① 변인 추출: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진술하기 위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독립변인을 추출한다. 이때 

독립변인은 환경 요인과 대상 자체의 특성을 나누어 생각하여 더 다양한 독립변

인을 추출한다.

종속변인(결과) - 벚나무의 개화시기

독립변인(원인) - 환경요인 : 기온, 빛의 양, 토양의 비옥한 정도, 물의 양...

               - 대상 자체의 특성 : 벚나무의 종류, 연령, 건강상태...

② 타당한 근거를 들어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 선택: 여의도는 관악산 보다 온도가 높

고, 기온이 높아지는 봄에 개화하는 것을 통해 ‘기온’이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③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 기온은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3) 실험 설계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한다.(If 가설 = 참, then 예

측)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다.

가설 : 기온은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

상들을 다양하게 예측한다.

① 예측1 : 관악산에서 어떤 벚나무를 다른 벚나무 보다 더 높은 기온 조건에서 키우

면 그 벚나무는 다른 벚나무 보다 더 일찍 개화할 것이다.

② 예측2 : 여의도에서 어떤 벚나무를 다른 벚나무 보다 더 낮은 기온 조건에서 키우

면 그 벚나무는 다른 벚나무보다 더 늦게 개화할 것이다.

③ 예측3 : 관악산의 벚나무를 여의도의 기온과 같은 기온 조건에서 키우면 관악산의 

벚나무는 여의도의 벚나무와 같은 시기에 개화할 것이다.

다양한 예측 중 하나의 예측을 선택하여 이 예측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실험

을 설계해보자. 실험 설계시 어떤 변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독립변인 조작

계획), 어떤 변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종속변인 측정 계획), 어떤 변인을 어떻

게 같게 유지할 것인지(통제변인 처리 계획) 고려한다. 통제변인 처리 계획을 세

울 때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한 독립인 이외에 다른 변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을 설계해야 한다. 이렇게 실험 요인 이외에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거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유

지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하는데,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조구(군)

과 실험구(군)을 실험 설계에 포함시키는 대조 실험을 한다. 가장 유력한 원인이

라고 생각한 독립변인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는 집단을 실험구(군)이며, 어떤

조작이나 조건도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둔 자연 상태의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종속변인의 변화가 조작한 독립변인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구(군)과 대

조구(군)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가설이 맞아서 생긴 결과인지, 다른 요인에 의

해 우연히 도출된 건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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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1 : 관악산에서 어떤 벚나무를 다른 벚나무 보다 더 높은 기온 조건에서 키우면 그 

벚나무는 다른 벚나무 보다 더 일찍 개화할 것이다. 예측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실험

을 설계한다.

① 어떤 변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관악산에서 벚나무 한 그루를 다른 벚나무보

다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다. 관악산 온도 보다 3℃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비닐 하

우스에서 벚나무를 키운다.

② 어떤 변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관악산 기온 보다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

무의 시간에 따른 개화정도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관악산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의 

시간에 따른 개화정도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개화되지 않았을 때는 -, 개화한 정도

에 따라서 + ~ ++++로 기록한다. 두 벚나무의 개화시기를 비교한다.비교 결과 관악

산 보다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가 관악산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 보다 더 빨리 

피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비교 결과가 단지 기온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

을까? 관악산 보다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와 관악산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의 종

류가 수분의 양과 같은 다른 요인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

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던 선택된 독립변인 이외의 변인인 통제변인을 두 벚나무에 

동일하게 유지시켜 줘야 한다. 이렇게 실험 요인 이외에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없애거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변인 통

제라고 하는데,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조구(군)과 실험구(군)을 실험 

설계에 포함시키는 대조 실험을 한다. 

③ 어떤 변인을 어떻게 같게 유지시켜 줄 것인가? 기온의 차이 때문에 벚나무의 개화시

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기온을 제외한 벚나무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 변인인 통제변인(벚나무 종류 및 나이, 양분 조건, 수분 조건 

등)의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같게 유지해야 한다. 관악산의 기온보다 3℃ 높은 

조건에서 키운 벚나무(실험군)와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지만 관악산의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대조군)을 비교한다.

실험군(관악산 기온 + 3℃)와 대조군(관악산 기온)의 시간에 따른 벚나무 개화 정도를 

관찰하여 얻은 자료를 표에 개화 정도를(- : 개화 없음, +~++++ :개화 정도) 기록한다.

실험군(관악산 기온 +3℃)와 대조군(관악산 기온)의 벚나무가 개화하기 시작한 날짜와

만개한 날짜를 표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4) 실험 수행

실험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실험을 실시한다. 관찰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

고, 수집한 자료를 기록한다.

5) 자료 정리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실험의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

용하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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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악산에서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가 더 일찍 개화하기 시작했다.

② 관악산에서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가 더 일찍 만개한다.

“관악산에서 어떤 벚나무를 다른 벚나무보다 더 높은 기온 조건에서 키우면 그 벚나무

는 다른 벚나무보다 더 일찍 개화할 것이다.”라는 예측내용과 실험을 통해 얻은 자

료 해석 결과인 “관악산에서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가 더 일찍 개화하기 시

작한다./관악산에서 더 높은 기온에서 키운 벚나무가 더 일찍 만개한다”와 비교한

다. 비교한 결과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잠정적으로 설정한“기온은 벚나무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이 지지된다는 가설 검증 내용을 포함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설이 지지되었으므로, 다양한 예측사항(예측2, 예측 3)과 벚나무의 종류

와 지역을 다르게 하여 반복실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잠정적이었던 가설

은 더 다양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6) 자료 해석

정리된 자료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변인 사이의 관계를 자신의 말로 표

현하는 단계이다. 자료 해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실험을 필요로 한

다.

7) 결론 도출

예측한 내용과 자료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잠정적으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한 내

용을(가설기각 또는 가설지지)포함하여 탐구 문제에 대한 확정적 언급을 하는 단

계이다. 가설지지 되었을 경우에는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반복실험을 통해 다른

조건에서도 가설이 지지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가설기각 되었을 경우에는 가설

을 수정하여 새롭게 탐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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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가설 설정 단계 안내

수업

형태
과학 탐구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

수업

목표

§ 과학적 가설의 조건에 대해 말할 수 있다.

§ 과학적 가설을 진술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탐구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과학적 가설을 진술할 수 있다.

탐구

과정
교사 설명 내용

가설

설정

단계

• 전체 과학 탐구과정 개요 정리

과학자는 탐구과정을 통해 과학지식을 만든다. 배경지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

상을 관찰했을 때, 유발되는 궁금증을 진술한 것이 탐구 문제 인식이다. 탐구 문

제가 인식되었으면, 이 탐구 문제에 대한 최선의 잠정적인 답인 가설을 진술한다.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한다. 예측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 설계한 내용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고, 수행해서 얻은 자료를 실험

목적에 맞게 정리를 하고, 자료간의 의미를 해석한다. 자료 해석한 결과와 예측

내용을 비교하여 예측한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가설은 지지되는 것이고, 예측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가설은 기각된다. 만약에 가설이 지지되었다면, 새로운

다양한 예측 상황에서 실험을 반복실험해보고, 가설이 기각되었다면, 새롭게 가설

을 설정한다. 이렇게 저번 시간에는 탐구과정에 대한 전체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

다. 오늘은 가설 설정과 실험 설계 그리고 자료 정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구체

적으로 알아보고 새로운 예를 제시하여 실제 해보는 과정을 하게 될 것이다.

• 가설 설정 단계에 대한 설명

가설은 탐구 문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잠정적인 답이다. 탐구문제에 대한 답

을 진술하기 위해서 관련 요인인 변인들을 추가적인 관찰과 문헌조사 그리고 배

경지식을 통해서 추출한다. 여기서 변인은 실험과 관련된 요인을 의미한다. 변인

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독립변인은 실험에서 원인에 해당하

는,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의미하고 종속변인은 실험에서 결과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는 요인을 의미한다.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 되는 독립변인을 추출

할 때에는 환경 요인과 대상자체의 특성으로 나누어 다양하게 독립변인을 추출한

다. 추출된 독립변인 중 추가적인 관찰과 문헌조사 그리고 배경지식을 통해 타당

한 근거를 들어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독립변인을 선택하여 선택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가설을 진술하게 된다. 따라서 과학적(좋은) 가설

[부록 3]
 과학 탐구과정 [가설 설정 단계]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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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탐구문제에 대한 답이어야 하며,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답이어야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해야 하며,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일

반화된 형태로 진술되어야 한다.

• 과학적 가설의 조건 설명

다음과 같은 탐구 문제에 대한 가설 4종류를 제시한다. 이 가설을 보고 과학적

가설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적어본다.

탐구 문제 :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가설1: 햄스터는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새끼를 많이 낳는다.(근거: 종속 번식

을 위해 쥐들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책에서 봤어.)

가설2: 햄스터의 엉덩이 크기는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근거: 왠

지 그럴 거 같아서)

가설3: 햄스터가 먹는 먹이의 양이 영향을 미친다.(근거: 내가 햄스터를 기를 때 맛

있는 먹이 많이 줬는데, 그때 새기를 많이 낳았어.)

가설4: 햄스터의 행복한 정도는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근거:햄

스터가 행복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잖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임신이 힘들어.)

학생들이 가설 1-4를 올바르게 고쳐보게 하고 고쳐 본 것을 발표한다. 학생들

이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과학적 가설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가설은 1은

탐구문제에 대한 답이어야 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가설 2는 타당한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가설 3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되지 않았으므로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가설

4은 행복한 정도는 실험으로 통해 검증 가능하지 않으므로 과학적 가설이 아니다.

• 과학적 가설 작성 절차 예시 설명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탐구 문제에

대한 과학적 가설을 세우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연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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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인 추출: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진술하기 위해 실험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 독립변인을 추출한다. 이때 

독립변인은 환경 요인과 대상 자체의 특성을 나누어 생각하여 더 다양한 독립변

인을 추출한다.

종속변인(결과) - 햄스터의 새끼 수

독립변인(원인) - 환경요인 : 먹이의 양, 종류, 수컷의 수, 공간의 크기...

               - 대상 자체의 특성 : 햄스터의 종류, 나이, 건강...

② 타당한 근거를 들어 가장 유력한 독립변인 선택:  먹이의 양을 가장 핵심적인 독

립변인으로 선택한다. 

③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 : 먹이의 양이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

친다.

• 가설 설정 단계 연습 및 발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배운 절차에 따라 과학적 가설을 설정

해 보게 한 후, 발표한다.

상황1: 민율이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베란다에 상추를 직접 재배하기로 했다. 화분에 

상추 씨앗을 뿌려서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났지만, 상추 포기가 잘 자라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민율이는 왜 자신이 재배하는 상추가 잘 자라지 못하는지 의문

을 갖게 되었다.

상황2: 민율이는 형 몰래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먹다 남은 바나나를 의자 위에 올려

두었다. 다음날 의자 위에 둔 먹다 남은 바나나 주변에 평상시 바나나 주변에 모

이던 초파리 수 보다 더 많은 초파리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율이는 왜 

자신의 바나나 주변에 초파리가 더 많이 몰려 있는지 궁금했다.



- 79 -

수업

주제
실험 설계 단계 안내

수업

형태
과학 탐구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

수업

목표

§ 실험 설계 단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실험 설계 단계가 어떻게 이뤄지는 설명할 수 있다.

§ 탐구 상황이 제시되었을 때, 실험 설계를 할 수 있다.

탐구

과정
교사 설명 내용

실험

설계

단계

가설 : 먹이의 양은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온이 벚나무의 개화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상

들을 다양하게 예측한다. 간략하게 실험조건을 설계한다. 독립변인을 어떻게 변화시

킬 것인지, 종속변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통제변인을 어떻게 같게 유지할 것인

지 설계한다.

• 실험 설계 단계에 대한 설명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한다.(If 가설 = 참, then 예

측)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양한 예측 중 하나의 예측

을 선택하여 이 예측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보자. 실험 설계시 어

떤 변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독립변인 조작 계획), 어떤 변인을 어떻게 측

정할 것인지(종속변인 측정 계획), 어떤 변인을 어떻게 같게 유지할 것인지(통제변

인 처리 계획) 고려한다. 통제변인 처리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한 독립인 이외에 다른 변인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험을 설

계해야 한다. 이렇게 실험 요인 이외에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의 영향을 없애거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변인 통제라고 하는

데, 변인 통제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조구(군)과 실험구(군)을 실험 설계에 포

함시키는 대조 실험을 한다. 가장 유력한 원인이라고 생각한 독립변인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는 집단을 실험구(군)이며, 어떤 조작이나 조건도 가하지 않고 그대

로 둔 자연 상태의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한다. 종속변인의 변화가 조작한 독립변

인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구(군)과 대조구(군)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여

가설이 맞아서 생긴 결과인지, 다른 요인에 의해 우연히 도출된 건지 알 수 있다.

• 실험 설계 단계에 대한 절차 예시 설명

[부록 4]
 과학 탐구과정 [실험 설계 단계]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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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설계 단계 연습 및 발표

조별로 실험 설계한 내용을 예측, 독립변인 조작 방법, 종속변인 측정 방법, 변

인 통제 방법으로 나눠서 발표하게 한다. 다른 조는 실험 설계 내용의 타당성, 실

험 설계 내용의 구체성과 수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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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주제
자료 정리 단계 안내

수업

형태
과학 탐구과정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식 수업

수업

목표

§ 그래프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 그래프의 종류에 따른 용도와 작성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자료가 주어졌을 때 적합한 그래프의 형태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다.

탐구

과정
교사 설명 내용

자료

정리

단계

• 자료 정리에 대한 설명 안내

실험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실험의 목적에 따라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유

용하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표, 그래프, 그림 등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

• 그래프의 종류와 그래프 작성 방법 안내

그래프란 수치 자료의 크기, 경향, 관계,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 그래프는 자료를 시각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자료의 해석을 용이하게

해주며, 자료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준다. 그래프의 종류는 크게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선 그래프, 띠 그래프가 있다.

막대 그래프 : 집단이나 시대별 자료의 수, 양, 비율 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학급 별 과학 점수를 비교할 때, 막대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X축에는 학급을, Y축에는 과학 점수를 표시하며, 막대의 길이는 자료의 양에 비

례하여 표현하고 그래프의 제목은 그래프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놓는다.

선 그래프 : 시간이나 순서에 따라 자료의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연 평균 기온 변화를 조사할 때, 선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X축에는 연도를, Y축에는 연 평균 기온을 표시하며, 시간이나 순서에 따라 

자료의 값은 완만하게 선으로 연결하고 그래프의 제목은 그래프 하단 중앙에 위

치하게 놓는다.

[부록 5]
 과학 탐구과정 개별 [자료 정리 단계] 안내 수업 학습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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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그래프 : 전체에 대한 구성 성분(부분)의 비율들을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된

다. 지각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구성 비율을 비교할 때, 원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전체 원 면적을 100%로 하고, 각 성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성분 비

율에 해당하는 부채꼴 면적으로 나타내며, 큰 비율 값에서 작은 비율 값으로 12

시 방향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표현하고 그래프의 제목은 그래프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놓는다. 

띠 그래프 :어떤 전체에 대한 구성 성분 비율을 다른 전체에 대한 구성 성분 비율과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된다. 삶은 콩의 구성 성분 비율과 밀빵의 구성 성분 

비율을 비교할 때, 띠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띠의 전체 길이를 100%로 

하고, 각 구성 성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띠 토막의 길이로 나타내며, 자

료에서 각 구성 요소들이 순서를 같게 배치하여 그 구성 요소들을 서로 비교하기 

쉽도록 작성하고 그래프의 제목은 그래프 하단 중앙에 위치하게 놓는다.

• 그래프의 종류와 그래프 작성 연습

각각 의 경우에 적합한 그래프의 종류를 연결해 보게 하고, 여러 자료들을 제시

하여 직접 그래프를 작성해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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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활동지

이름:

※ 학생 4명의 가설이 과학적 가설로 적합한지 여부를 확

인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보시오.

※ 잠깐! 과학적 가설의 조건

1. 탐구문제에 대한 답인가?

2.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한 답인가?

3.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진술되었는가?

4. 실험을 통해 검증 가능한 진술인가?

5. 일반화된 형태의 진술인가?

이름
가설로서

적합성
이유

민

국

준

이

후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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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율이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베란다에 상추를 직접 재배하기로 했다. 화분에 상추

씨앗을 뿌려서 싹이 트고 시간이 지났지만, 상추 포기가 잘 자라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 민율이는 왜 자신이 재배하는 상추가 잘 자라지 못하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

다.

1. 상추 사건
※ 과학적 가설을 설정해 보자. 이름:

1. 민율이의 호기심을 탐구문제로 적어보자.

2. 상추가 잘 자라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모두 적어보자.

(1) 환경 요인

(2) 상추 자체의 특성

3. 상추가 잘 자라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위 요인들 중 가장 유력한 요

인(독립변인)을 선택하여 적어보자.

4.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종속변인)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5.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들(통제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적

어보자.

6. 가장 유력한 요인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탐구문제에 대해 답이 되는

가설을 진술해 보자. 그렇게 가설을 설정한 근거(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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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율이는 형 몰래 바나나를 먹고 싶어서 먹다 남은 바나나를 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다음날 의자 위에 둔 먹다 남은 바나나 주변에 평상시 바나나 주변에 모이던 초파리

수 보다 더 많은 초파리가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민율이는 왜 자신의 바나나

주변에 초파리가 더 많이 몰려 있는지 궁금했다.

2. 바나나 사건
이름:

1. 민율이의 호기심을 탐구문제로 적어보자.

2. 초파리를 몰려들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모두 적어보자.

(1) 환경 요인

(2) 초파리 자체의 특징

3. 상추가 잘 자라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위 요인들 중 가장 유력한 요

인(독립변인)을 선택하여 적어보자.

4.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요인(종속변인)은 무엇인지 적어보자.

5.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인들(통제변인)에는 어떤 것들이 적

어보자.

6. 가장 유력한 요인인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로 탐구문제에 대해 답이 되는

가설을 진술해 보자. 그렇게 가설을 설정한 근거(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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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스터에 대한 문헌조사>

햄스터의 크기는 몸길이 12∼15cm, 꼬리길이 1.5∼2.5cm, 몸무게 130∼180g이다.

정확한 명칭은 골든햄스터이며, 시리안햄스터라고도 한다. 1930년 시리아의 아레

포 지방에서 암컷 1마리와 새끼 12마리를 잡아 길들인 그들의 자손이 1931년과

1938년에 각각 영국과 아메리카로 들어와 오늘날 세계적으로 애완용이나 실험용

으로 널리 길러지게 되었다.

발정기가 되면 울음소리로 수컷을 부른다. 이때 내는 소리는 초음파에 속하는 고

주파로, 사람은 감지할 수 없다. 반경 32km 내에 있는 수컷 햄스터들이 이 소리

를 들을 수 있으며, 제일 먼저 오는 수컷과 교미를 한다. 젖꼭지는 14∼22개가

있으며, 연 5∼6회 한배에 8∼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임신기간은 17~20일로, 생

후 11주 정도면 성숙한다.

※ 실험을 설계해 보자. 이름:

1. 준수는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탐구

문제를 인식하였다.

2. 준수는 ‘햄스터가 먹는 먹이의 양이 햄스터가 낳는 새끼의 수에 영향을 미친

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3. 만일 가설이 참이라면, 특정한 조건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을 예측해 보자.

4. 예측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 보자.

(1) 간략하게 실험을 설계해 보자.(대략적인 실험조건(변인통제-대조군/실험군 포

함))

(2) 구체적으로 실험을 설계해 보자.

① 독립변인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설계해 보자.

l 독립변인:

l 변화시킬 방법:

② 종속변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설계해 보자.

l 종속변인:

l 측정할 방법:

③ 어떤 변인들을 어떻게 같게 유지 할 것인지 설계해 보자(변인통제 방법).

l 통제변인들:

l 같게 유지 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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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방법

1. 자료를 분석한다.

2. 자료를 표로 정리한다.

3. 적합한 그래프를 선택한다.

4. 그래프를 작성한다.

1) (축이 있을 경우) X축과 Y축을 결정한다.

2) (축이 있을 경우) 축의 눈금을 설정한다.

3) 데이터를 표시한다.

4) 범례를 표시한다.

5) 그래프의 제목을 작성한다.

※ 다음 자료를 정리해 보자.

이름: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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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표준 개념체계도
과학자

탐구과정

과학지식

탐구 문제 가설 설정

~을 통해

~을 
생성한다.

단계를 
포함한다.

~인식하는

배경지식 문헌조사

실험 설계
실험 자료 정리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정교화된다.

~을 통해

관찰

현상을 
~했을 때

~으로 
설명되지 

않는

유발되는 궁금증을 
~로 명료화한다.

가설

~을 진술하는 
단계이다.

잠정적인 답

최선의 ~ 이다.

~에 대한

종속변인에 영향을 줄 것을 
예상되는 ~ 중 가장 

유력한 요인을 선택한다.

독립변인

변인

~ 추출이 필요하다.

참이라면, 확인될 수 있는 
현상을 

~통해
실험 조건

~을 계획하는 것이다.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이다.

실험군 대조군

변인 통제

고려되어야 한다.

반복실험

~과 관련된 
요인이다.

종속변인 통제변인

설정한다.

있다.

실험 결과측정

~일 경우

내용을 
비교하여 

결과와

~에 영향을 준다.

~에 대한 영향을 같게 
유지하는 것이다.

~의

통해

~결과를~의

비교한다.

내용과 목적에 맞게 표와 그래프 그림등으로 ~한다.

~한 것이

이다.

~간의 의미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한 내용을 포함하여 

한다.

예측

관계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한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가설 기각가설 지지

있다.

다양한 조건에서 ~ 
한다.

~일 경우

새롭게 ~ 
한다.

결론

얻는다.파악하는 
것이다.

은

선택된 ~ 이외의 변인들을 ~이라고 한다.

~에서

진술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일치하면 
~된다.

불일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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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ining Changes in the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Related to the

Scientific Inquiry Process as a Result of Explicit

Instruction and Open Inquiry

Seung-Hee Choi

Biology Education Major,

Dep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fundamental data in

order to develop an efficient teaching method by examining changes

in the gifted middle school students’ cognitive structures related to

the scientific inquiry process as a result of explicit instruction and

open inquiry.

For this study, a questionnaire was given to 15 students who

were in the 8th grade and scientifically gifted. The purpose of the

questionnaire was to determine what preconception these students had

about 33 basic concepts of the inquiry process. For the analysis of

change in cognitive structure, they were required to organize their

own concept map about the inquiry process with the 33 concepts,

before explicit instruction, after instruction, and after open inquiry

activity. The study then began with recordings (audio and video) and

worksheets of their activities to see what caused difficulties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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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during the inquiry process.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concepts of the inquiry process, most

students have not heard about these concepts before, and if so, they

know very little about these concepts, such as tentative answer

(85.7% of students do not know about the concept), independent

variables (71.5%), and dependent variables (71.4%). Based on the

students’ concept maps, cognitive structures about the inquiry process

were investigated. The students did not correctly understand some

inquiry processes with which they were unfamiliar, including

variables. However, among wrongly understood propositions, there

were somewhat familiar concepts, such as hypothesis, prediction, and

data organization.

After the explicit instruction class, students’ change patterns could

be classified by three change types: A (X→X), B (X→O), and C (O→

O). (Base on the concept maps, “O” means understand, “X” means

misunderstand or cannot understand) In change type A, students

could not describe the 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the hypothesis

in their concept map, even after the class, if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during the class. In change type B, students properly

understood the unknown or misunderstood parts. Especially in

controlling variables, most students could properly describe them in

their concept map and they insisted on their importance during the

process. However, they felt that it was difficult to build a proper

method for controlling variables.

After the open inquiry activity, the changes in cognitive structures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change types: B→D (X→O→X), A→A (X

→X→X), C→C (O→O→O), and B→C (X→O→O). In change types B

→D and A→A, students encountered difficulties when they tried to

extract the variables using a logical basis and select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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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tial independent variables to apply to their activities. In change

type C→C and B→C, students understood the overall procedures,

meanings, and necessities. But it was difficult for them to extract the

control variables and to maintain them even when they had

knowledge about the proced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ing teaching

methods concerning the inquiry process, which most students find

difficult.

keyword : middle school gifted in science, scientific inquiry

process, explicit instruction, open inquiry, cognitive

structure, concept map

student number : 2012-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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