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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자유탐구의 지도방안에 대

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중학생들이 자유탐구 과정에서 보이는 특징과 자

유탐구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에게 탐구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탐구 중심의 과학 교육은 지속

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그 방편으로 ‘자유탐구’를 신설하여 설명서를 따

라가는 확인 실험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이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면 2010년 1학

년부터 자유탐구를 매 학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에서 적용에 따른 어려움으로 인해 자유탐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자유탐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유탐구’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해보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두 자유탐구 적

용 사례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자유탐구 활동지, 탐구일지, 최종보고서,

설문지와 교사의 관찰일지와 평가표를 수집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으

며 질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자유탐구의 정착에 도움이 되는 요소를 찾아

보았다. 사례 연구1은 영재센터 사사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랙탈을 소

재를 이용해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모둠별 보고서 제출 방법을 달리해 보

았다. 학생들은 참고자료를 통해 인산염 프랙탈 실험 결과를 공부하여

‘온도’, ‘농도’와 같은 변인들을 찾아냈고, 소재가 제시되어 독창성을 방해

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달리 ‘농도 기울기’, ‘온도 기울기’, ‘진동’ 등의

새로운 변인을 찾아내 독창적인 주제를 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프랙탈은 생소하지만 흥미로운 소재이며, 소재가 주어져 탐구를 빨리 시

작할 수 있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활동지 참고자료를 통해 기

존 실험 자료를 공부하고 탐구 문제를 구상한 활동은 학생들이 흥미 있

는 주제를 정하여 신속히 탐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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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히 프랙탈 결정의 성장이 작은 변인에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변인을 바꾸면서 실험을 반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참고자료로 활용한 활동지 작성에서 실험 결과 관찰과 세부 묘

사 능력이 우수한 학생은 탐구문제를 선택하는 능력도 우수했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인을 구분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변인통

제 능력도 좋았다. 또, 보고서는 개인마다 작성 하는 것이 자유탐구 활동

을 독려하는데 효과적이었다. 개별 보고서를 작성한 모둠의 경우 탐구

참여도와 성실도가 모둠원 모두에 고르게 높게 나왔고,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모둠에서는 소수의 학생이 탐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했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도 특정 학생에게 편중되었다.

사례 연구2에서는 중학교에서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유탐구를 실

시하였다.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유탐구를 실시하는 것은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서로의 탐구 과정을 인지할 수 있어 학교

현장에 자유 탐구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소재나 주제가 주어진 안내된 탐구에 비해 자유탐구를 더 어려워했으나,

자유탐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주제 선정을 포함하여 탐구의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하고, 새로운 과학 지식을 배우고, 분석을 위해 사고

하고, 모둠활동을 경험할 수 있어 자유탐구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

다고 인식했다. 1인 탐구에서는 주제 선정이 어려워서 탐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과학에 대한 흥미와 동기가 낮은 학생들은 교사가 주도

하여 탐구를 시킬 수는 있었으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를 수행하기 어

려웠다. 이 연구에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탐구를 진행하게 하려면 내적

동기의 유발이 필요하며, 학생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탐구 소재를 제시

하고, 격려와 다양한 스케폴딩 제공이 필요함을 알았다.

주요어: 자유 탐구, 프랙탈, 과학 동아리

학 번: 2011-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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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연구하고 탐색하는 방법으로 과학의 한

연구방법일 뿐만 아니라 과학 교육의 중요한 학습방법이기도 하다. 탐구

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우리나라는 제3차 교육과정 이

후 탐구의 방법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실제로 과학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탐구 중심의 과학 교육을 해왔다.

과학 탐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과학적 탐구

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과학적 설명의 구성과 관련된 인지적, 조

작적 기능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아야 한다(권재술, 김범기, 1994). 그러나

학교에서 주로 과학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 탐구의 방법을 학생들에게

지도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활동은 교사에 의해 제

시된 탐구 주제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요리책식 실험실습’인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탐구 활동은 학생이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교육인적자원부, 2007) 학생

이 경험하는 탐구의 수준과 폭이 좁다.

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소양을 갖고, 미

래 사회를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

재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학생들에게 참탐구 경험의 기회를 부여

하여 문제 발견에서 관찰과 분석까지 과학자들이 하는 탐구의 과정을 직

접 체험할 기회를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유탐구’를 신설

하고 설명서를 따라가는 확인 실험의 한계를 벗어나 학생들이 과학적 흥

미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

하여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자유탐구’는 단편적인 지식의 습득보다 학생들이 직접 탐구의 전 과정



- 2 -

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면서 탐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활동

으로 학생에게 스스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주도권을 주는 활동이다

(Open Work in Science Project, Jones et al,1992). 내용보다는 그 탐구

의 전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체험하게 함으로써 과정으로서의 과학 탐구

를 익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신현화, 김효남, 2010). 그러므로 자유탐구

에서는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탐구 방법을 설

계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전체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종합적인 탐구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다.

자유탐구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의 자유탐구 수행 능력

과 기초 탐구 능력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고(변선미 외, 2011),

자유탐구 활동을 한 뒤에 학생들의 통합적인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한다(박종호 외, 2001). 또 외국의 연구들도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차원 높은 사고를 하게 되었고(Backus, 2005), 역종적인 탐구 수행

능력이 높아졌다고 하였다(Sadeh & Zion, 2009).

이처럼 자유탐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교

사들은 자유탐구의 경험이 거의 없어 자유탐구를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느끼고 있으며 방과 후 과학을 할 수 없고, 전문성 부족, 업부 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 자유탐구를 실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하

고 있고(심재호 외, 2010), 지도 방법에 대한 안내와 지도 자료 등이 필

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진순희·장신호, 2007).

교사들 뿐 만 아니라 학생들도 자유탐구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탐구 주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신현화 외, 2010), 탐구 문제 선정에

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Herman & Miranda, 2010). 학생들은 정해진

실험 과정과 방법에 따라 수행하고 정해진 결과를 얻어내는 탐구에 익숙

한 학생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탐구를 할 때 불확실한 가치와 실행 사이

에 방황하게 된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선정단계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조사한 정우경 등(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제한 없는

탐구 대상 선정에 대한 부담감, 과학적 탐구대상의 이해 부족, 경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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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유로 자유탐구를 어려워하고 있었다. 또 2007개정 교육과정에 맞

추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다인수 학급 현장에서 자유탐구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변선미 외, 2011)가 있었는데 학생들은 자유 탐구 활동이 과

학 공부에 도움이 되고 흥미롭고 재밌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잘하는 1-2

명에 의해 탐구가 진행되거나 방과 후 모일 시간 여유가 없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정에 의하면 2010년 1학년부터 매 학년 실시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생의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

해 많은 학교 현장에서 자유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탐구 운영, 어려움에 대한 조사 연구

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은 대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유

탐구와 관련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중학생의 특성과 학교 현장에 적합한 자유탐

구가 활성화되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유탐구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유탐구’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해석하고 직접 적용해보는 다양한 시도

가 필요하다. 자유탐구를 실제 학교 현장에 실시해보면서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학생들의 탐구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

연구의 누적과 공유를 통해 구체적인 지도방법 모색에 도움이 되리라 기

대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학생들이 자유탐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가

장 많이 느끼는 주제선정과정에서 도움이 되면서도 학생이 스스로 주제

를 선정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자율성을 갖춰 자유탐구의 취지를 약화시

키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탐구를 수행시켜 보고자 하였다. 또, 가장 현실

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자유탐구가 수행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하고 처음 자유탐구를 경험하는 학생들에게 안내된 탐구의 과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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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도가 가장 열린 자유탐구를 점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

유탐구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적용하고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보인 특징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2 연구 문제

자유탐구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자유

탐구를 지도하게 되는 교사들을 위한 지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자유 탐구 과정을 분석하여 학생이 주제 선정 과정

에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중학교 교사가 현

장에서 자유탐구를 실천함에 있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탐구 지도 방안을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운 이론 위주의 연구보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학생에게 직접 자유탐구를 지도하면서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사례를 많

이 누적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는 자유탐구를 수행하면서 프랙탈에 관한 탐구활동자료와 학생

들의 자유탐구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틀을 만들어 보았고, 사례연구

1 에서는 연구자의 자유탐구 결과물인 활동자료를 이용해 자유탐구를 실

시해보았다. 사례연구2 에서는 현장에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동아리를

선택하여 자유탐구를 실시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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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1] 연구의 개요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재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주제선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이고 학생 스스로 의미 있는 자유탐구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가?

둘째, 중학교에서 자유 탐구를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

한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중학생들은 자유탐구 수행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며, 자유탐

구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넷째, 중학교 교사가 중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유탐구 지

도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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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에게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수행과정을 분석하여

지도 방안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므로 이론적 배경으로 자유 탐구, 학생

들의 탐구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 개발을 위해 평가틀에 관한 이론적

배경으로 과학 탐구의 평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세 단계로 논의하였다.

2.1 자유 탐구의 정의와 필요성

2.1.1 자유 탐구의 정의

듀이는 ‘탐구’를 ‘새로운 경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사고과정’이라고

하였고, 스왑은 ‘탐구학습’이라는 용어를 1964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탐

구를 통한 교육이야 말로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면서, 탐구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본질적인 것을 습득해 나가는 교수 학습과정’이라

고 보았다. APU(Assessment of Performance Unit)는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를 위한 평가틀을 개발하면서 탐구를 ‘학생들이 즉시 답을 알 수 없

거나 답을 찾기 위한 상투적 방법을 기억할 수 없는 과제’로 정의했다.

미국 국가과학교육기준(National Science Educational Standards, NSES)

에서는 탐구가 과학과 과학 학습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과학적 탐구를

‘과학자들이 자연세계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증거를

토대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하였다.

탐구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이처럼 저마다 다양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은 탐구를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탐구는 진리와 지식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추구하고

이해하는 일반적인 사고의 과정과 방식으로 정의된다. 한편 좁은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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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 과학적 탐구,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응용한 문제 해결, 신념에 따

른 의사 결정, 가치의 명료화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정의될 수 있다(박

승재, 1994).

이 중에서도 과학적 탐구는 자연 현상에 대한 탐구의 과정 및 그 전략

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의미한다(Aikenhead,1983). Watts(1994)

는 과학적 탐구란 ‘탐구의 목적이 연구 방법을 결정하지 않고 그 자체가

탐구의 종착점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방법, 기구, 탐구의

종착점에 대하여 결정을 해야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할 것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황성원(1998)은 자유탐구

활동을 ‘학생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답을 알 수 없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탐구 방법을 계획하고 필요한 도구 및 재료를 준비하며, 탐

구를 수행하고, 얻은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하여 그로부터 과제에

대한 해답으로서 적절한 결론을 얻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NRC(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에서는 세 가지 탐구활동을

제시하였는데, 학생이 교사에 의해 제시된 주제를 제시된 방법을 통해

단계마다 교사의 지도를 거쳐 조사하여 결정된 발견으로 이끌어지는 탐

구를 ‘구조화된 탐구’로, 학생이 교사에 의해 제시된 주제와 과정을 거쳐

연구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해답은 학생들이 결정을 하고 교사가 의도

한 결론이 있을지라도 학생들이 실제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

하지 못한 자신들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탐구를 ‘안내된 탐구’로 소개

했다. 마지막으로 탐구가 진행될 영역은 정해지지만, 학생이 문제를 선택

하고 모든 탐구의 과정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탐구활동을 ‘자유 탐구’로

소개했다.

또, 영국의 OPENS프로젝트(Open Work in Science Project, Jones et

al, 1992)에서는 자유탐구를 ‘학생들이 문제에 대한 해를 찾도록 주도권

을 주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탐구활동의 개방성을 [그림Ⅱ-1]과 같이 문

제 정의, 방법 선택, 해답 도달의 세 가지 연속적인 측면으로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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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에서 자유탐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열린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Ⅱ-1] 탐구 활동의 개방성 정도

이상을 통해 과학적 탐구란 자연현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

거를 얻고 설명하는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유탐구는 탐

구에 기반한 활동을 다양한 폭으로 나눠 제시한 탐구활동 중 가장 학생

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활동으로써 문제를 학생이 스스로 정의하고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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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자유탐구의 필요성

1960년대 탐구 중심 교육과정 이후 과학에서 ‘탐구’는 오랫동안 강조되

어 왔다. Bruner(1960)는 그의 저서에서 “과학 지식이 날로 팽창하는 현

실 여건상 학생들에게 한정된 시간에 많은 지식을 가르칠 수 없으므로,

지식은 기본 개념 위주로 잘 조직하여 구조화된 지식을 제시해야하고,

낱낱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 보다는 학생들에게 지식 자체가 성

립되는 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은 탐구 결과, 생산된

과학 지식의 전달에 관심을 두기보다 오히려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초

점을 맞추어야 미래에 사회인이 된 후 어떠한 지식도 습득할 능력을 갖

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 끊임없이

과학의 지식내용 뿐 아니라 학생의 탐구활동을 강조하는 탐구․실험 중

심 과학 교육의 중요성이 커져 왔다.

그러나, 허명(1984)은 탐구 지도 시간이 길다는 점, 단순한 개념 학습

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교사의 자료 준비, 학습지도, 평가에 대한 부담,

탐구 능력 평가 방법 개발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학교 현

장에서 탐구 수업을 진행하기에 힘든 현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또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탐구 활동과 자유탐구 활동

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면, 교육과정상 지식 내용

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실험을 통해 탐구 활동도 해

야 하므로 실험은 개념을 학습한 후 내용을 재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탐구 활동에서는 학생들

은 이미 답을 알고 있거나(Wellington,1998), 실험을 하면 하나의 정답이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교사에 의해 안내되는 실험의 과정을 밟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고민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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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nough(1989)는 전체 과학적 연구에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과학의 전체는 그것의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서 과학자들이 창조하는 것이나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으

로 접근하는 일은 집을 짓는 것보다 식물을 기르는 것에 가깝다고 하였

다. 이는 탐구의 과정이 그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의 획득 그 이상

의 것을 담고 있어 탐구의 과정을 단편적인 절차 과정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유기적 과정으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Hodson(1993)은 실험 실습의 목적 중에서 두드러진 것은 과학 탐구의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며, 학생 스스로의 힘으로 참과학 탐구

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떠올리고 스스로 방략을 고안하고 결과를 해석하고 이해하기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학생의 자율권을 강조하였다. 또,

Hodson(1998)은 ‘기술자 역할’에서 ‘창조적 과학자 역할’을 하는 학생으

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의 현재 알고 있는 지식과 실험 기능

이 접근 방법을 제약하겠지만, 탐구에 대한 소유감과 책임감은 개념 지

식과 과정 지식을 확장하고 계발하도록 자극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Lawson(1995)은 학생들이 비판적이며 창의적으로 사고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으로 학생들 스스로 자연을 탐구하여 그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내

고 그것을 검증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창의력을 기르는 방략이라고 본 것이다.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는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정보

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 생산자이며,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창의적 사고 과정’인데, 창의성을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서는 창의적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의 한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Mumford, et al., 1991), 강순희(2011)도 문제 해결로서의 창의적 사고력

이 과학교육에서 강조하는 과학 탐구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 교육에서 결과적인 지식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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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의 사고 과정을 경험하면서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적은 양의 지식이나 개념이라도 학생들

의 직접적인 탐구 활동을 통하여 활성화된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하며, 이

를 토대로 다양한 자연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전달을 강조하는 수업 방식을 통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

게 되는 고차원적인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3차 교육과정이후 과학 탐구 방법을 이해시키고 실제

로 탐구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탐구중심 활동을 강조해 왔으

며 특히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

고 과학을 학습하고, 탐구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 분야의 진로를 추구하

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의 주제를 선택하여 장기

간 탐구활동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개방적이고 학

생 주도적인 참탐구의 수행경험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 ‘자유탐구’를 도입

하게 되었다.

2.2 과학 탐구 능력의 평가

2.2.1 탐구 능력 평가

탐구과정 기능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기능(남정

희, 1996)으로 1960년대부터 탐구 과정이 강조되면서 과학 교육의 중요

한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탐구과정의 기능이 지식과 연관되지 않고, 내

용과 상황에 대해 독립적이라는 주장이 초기에는 있었으나, 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통해 탐구과정 기능이 개념 지식이나 과정 지식을 반영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Millar, 1991; Hodson, 1996; 남정희, 1996), 이러 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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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학 탐구 과정 평가는 과학 탐구 능력의 평가가 될 수 있다.

과학적 탐구의 과정이 중요해지면서 과학 탐구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분류가 있고, 각 탐구 과정의 요소에 대한 여러 평가 준거들이

있다. SAPA(Science - A Process Approach)는 1960년대 미국에서 연구

개발된 과학적 탐구 과정의 교수-학습 자료이다. 1990년대 개정된

SAPAⅡ에서는 아래 표Ⅱ-1과 같이 과학적 탐구 능력을 8가지의 기본

탐구 기능과 5가지의 통합적 탐구 기능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중 고등학교의 과학적 탐구 과정과 기

능 요소를 설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활용되었다(조희형, 최경희).

기본 탐구 기능 통합적 탐구 기능

관찰하기

분류하기

시공간관계사용하기

의사전달하기

수사용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추론하기

가설설정하기

변인통제하기

실험하기

자료해석하기

모델 설정

[표Ⅱ-1] SAPA의 탐구과정 기능

APU (Assessment of Performance Unit)는 영국에서 실시한 국가적인

수준의 대규모 학력 평가 사업으로, 실험 실습 평가를 위하여 [그림Ⅱ

-2]와 같이 과학 탐구의 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 방법을 마

련했다.



- 13 -

[그림Ⅱ-2] APU의 실험실습 평가를 위한 과학 탐구 과정

[표Ⅱ-2]는 APU에서 위의 탐구 과정 모형을 토대로 하여 개발한 평

가틀이다.

대범주 주소범주 부소범주

1. 도표와 기호사용

(지필평가)

• 그래프, 표로부터 정보 읽

어 내기

• 정보를 그래프, 표로 사용

하기

• 과학적 기호사용하기

2. 실험 기구 및

측정 기기의 사용
• 측정기기 사용하기

• 양 어림하기

• 실험지침 따라 하기

3. 관찰 (실기평가) • 유사점과 차이점 찾기
• 식별 특성 이용하기

• 관찰한 것을 해석하기

4. 개념의 해석과

응용 (지필평가)

• 정보의 규칙성을 기술하

고 응용하기

• 생물개념 적용하기

• 물리개념 적용하기

• 화학개념 적용하기

• 가설 적용 가능판단하기

• 추론정도 판단하기

• 대안적 가설 세우기

5. 탐구의 설계

(지필평가)

• 검증 가능한 진술 만들기

• 실험절차평가하기
• 탐구방법 고안하기

6. 탐구의 수행

(실기평가)
• 전체적인 탐구 수행하기

[표 Ⅱ-2] APU의 평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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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희(1996)는 고등학교 화학 실험에서 학생들의 탐구과정 기능을 평

가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문제 인식 및 가설설정, 실험설계

및 실험절차 고안, 자료수집, 자료변환 및 자료해석, 결론 도출, 평가의 6

개 탐구과정 기능 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일반화된 평가의 관점과

척도를 제시하였다. 남정희(1996)가 제시한 탐구과정 기능 요소와 그 하

위 요소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고 있어 타당도나 신뢰도

는 높으나, 28개의 하위 요소가 제시되고 있어, 보고서의 채점에 걸리는

시간 소요가 크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필

요한 요소를 선택하는 편집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의 『과학교육 기준』(NRC, 1996)에 따르면 과학 탐구에 참여하

는 학생들은 다섯 가지의 활동들을 참여하게 되는 이 활동을 도식하여

표현하면 아래 [그림Ⅱ-3]과 같다. 이 활동들은 단계적 순서나 단순한

과학적 방법으로 해석되어선 안되고, 오히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탐

구 과정과 같이 동료와의 토론, 관찰 등 실제적인 연구과정의 성격을 띠

고 있다고 강조하였다(NRC, 1996, p.121)

[그림Ⅱ-3] 과학적 탐구 과정( N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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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탐구’는 탐구 문제의 설정과 절차, 방식, 답이 개방된 형태의 자유

탐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탐구는 교사의 지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어진 탐구의 절차가 있다기 보다는 학생들의 통찰과 창의적 사

고에 의존하여 탐구의 과정이 단선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없고 순환하

며 반복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적인 탐구의 과정에서의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학생들에게 탐구 과제를 부여하고 학생의 탐구력을 평가하

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조사해 보았다.

강은형(2001)은 자유주제 탐구에 대한 학생의 탐구 유형을 실습형, 자

료조사형, 탐구형으로 구분하고, 탐구에 대하여 과학성과 창의성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황현정과 전영석(2009)은 전영석과 박종찬(2006)의 학생

들의 탐구 능력에 관한 평가 분석틀을 참고로 하여 탐구 과제 수행 능력

평가 준거틀을 만들었는데, [표Ⅱ-3]과 같이 주제 선정, 탐구 과정, 결론

도출, 결과 제시의 4단계에 각각의 하위 영역을 정하고 평가 기준을 제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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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선정

평가

기준

상: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탐구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잘 드러

나 있다.

중: 과학성과 독창성이 부족하거나 목적과 탐구의 내용이 주제에 잘 드러나

있지 않다.

하: 탐구 주제가 명확하지 않고 과학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

탐구 과정

평가

기준

상: 주제에 맞는 적절한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알맞은 실험 방법을 선택

하여 정확히 수행한다.

중: 가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인을 간과하는

등 실험 과정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 가설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으며 적절한 실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결론 도출

평가

기준

상: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내린 결론이 과학

적으로 타당하고도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

중: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지만,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거나 실

험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지 못한다.

하: 자신의 주관이나 추측이 포함되거나, 결론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등, 결론이 논리적이지 않다.

결과 제시

평가

기준

상: 보고서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탐구의 목적에 따라 결과

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쉽게 그림, 표, 사진 등으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중: 보고서를 구성할 때, 논리적인 측면이 부족하거나 탐구의 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이 보고서에 포함되었다.

하: 보고서가 논리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그림이나 사진, 표 등을 이용하여

탐구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다.

[표 Ⅱ-3] 탐구 과제 수행 능력 평가 준거틀 (황현정, 전영석(2009))

2007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평가 방법은 ‘계획단계-수행단계-발표

단계’에 걸쳐서 참여과정, 협동성, 문제 해결 과정의 과학성, 발표에서의

창의성 등을 주요 평가 요소로 하여 학생 활동 관찰, 보고서 또는 산출

물로 평가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막연한 틀만 제시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17 -

2.2.2 과학적 태도의 평가

흥미와 태도, 가치 등의 정의적 목표는 지식, 탐구 능력과 함께 중요한

교육목표로 주장되어 왔으나 정작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에 직면

하면 명확한 답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과학 교육에서 태도라 함은 과학적 태도와 과학에 대한 태

도로 나눌 수 있다. 과학적 태도는 과학적 방법에 대한 태도로, 개방성,

정직성, 인내성, 협동성, 객관성 등을 포함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 차원에

서의 태도이며, 과학에 대한 태도는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자에 대한 태

도, 과학의 사용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하는 가치 차원에서의 태도를 일

컫는 말이다(물리교육과 물리학습연구실). 학생들은 탐구실험 수행을 통

하여 과학적 태도를 함양하고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

으므로 이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 태도의 평가는 학생의 특성이나 행동

의 정도, 빈도 또는 수준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나 검사

법 등을 사용하여 평가하기도 한다.

2.3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방법을 적

용하여 해결할 수 없을 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지적 처리과

정이다(Mayer, 1999). 이때, 문제 유형의 차이가 창의적인 해결책의 생성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데, 처음 상태, 목표 상태, 변인, 변인의 제한 요인

등이 명시되지 않은,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의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를 요구

한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은 문제 해결과정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역동적

인 상호작용을 하여 문제 해결에 유용하면서도 독창적인 산출물 또는 해

결책을 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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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현(1999)은 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을 언급하면서 창의성을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으로 설명하고 ‘창의성’을 ‘창의적 문제해결’이라는 용어로

전환 사용하면서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보았다.

Urban(1995)은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로부터 통찰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신기하며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보

고, Sternberg(1994)는 무엇인가 새롭고 문제 상황에 적절한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Alfred(1989)는 창의성을 수렴적,

확산적 사고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 Torrance(1962)는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사고의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주요 구성 요소로 보았다.

박종원 등( 박종원, 박종석, 2003)은 [표Ⅱ-4]와 같이 창의적 사고를 4

가지로 정의하고, 각각의 하위요소를 제시하였다.

창의적 사고 하위 요소

발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수렴적 사고 정합성, 통합성, 단순성

연관적 사고 비유, 은유, 귀추

비관습적 사고 이탈적 사고

[표Ⅱ-4] 창의적 사고 (박종원, 2003)

허경철 등은 (허경철 등, 1989) 창의적 사고의 요소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나누고 창의적 사고 요소의 하위 기능을 유창성은

‘많은 양의 아이디어 내기’,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과 시각을 변화

시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기’, 독창성은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내기’, 정교성은 ‘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키기’로 정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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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순과 최경희(2000)는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와 관련된 정보의 적

절성과 신뢰성을 판단하여 문제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 구체화하는 과

정에서 논리적, 체계적으로 사고하는 기능을 비판적 사고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기능 요소로 적절성, 신뢰성, 정교성을 정하였

다. Stenberg(1986)는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를 결정하며 새로

운 개념을 배우는 정신적 과정 및 전략과 개념작용’을 비판적 사고 개념

이라고 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3)에서는 비판적 사고를 어떤 것의 확실성과

가치, 정확성을 판단하는 일을 할 때 필수적인 사고라고 하면서 분석적

사고, 추론적 사고, 종합적 사고, 대안적 사고를 비판적 사고의 하위 범

주로 나타내고, 아래 [표Ⅱ-5]와 같이 각 하위 범주에 대한 정의를 내리

고 있다.

분석적 사고

의미를 파악, 번역, 해석하는 이해력과 자료를 구성 성분으로

분석하고 그들의 관계나 조직되어있는 방식을 분석하는

분석력을 포함하는 기능

추론적 사고
주장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료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종합적 사고 여러 가지 요소나 부분을 하나로 묶어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

대안적 사고
발상 전환적 접근을 하거나, 더 나은 대안을 창안해 낼 줄

아는 능력

[표Ⅱ-5] 비판적 사고의 하위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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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탐구 자료 및 평가틀 개발

3.1 연구 배경과 목적

‘자유탐구’는 문제 정의, 방법 선택, 해결의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개방

되어 있으며 탐구의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

사에 의해 안내된 주제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는 교육 방법에 익숙한 학

생들은 탐구 주제의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탐구의 가치가 있는 문제의 발견은 전문 과학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중학생들의 자유탐구활동 중 주제선정단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을 조사한 정우경 등(2011)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이 탐구 대상 선정에

서 느끼는 어려움은 제한 없는 대상 선정에 대한 부담감, 과학적 탐구대

상의 이해 부족, 자유롭게 대상을 선정한 경험의 부족, 과학적 탐구 호기

심 부족이었고, 자유탐구를 실시하는 교사가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주제를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흥미롭고 탐구의 가

치가 있는 새로운 탐구 소재를 찾아 소개하고 같은 탐구 소재에 대해서

모둠별 토론 활동을 통해 탐구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연구, 시도

해 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참신한 탐구 소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탐구

자료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다른 모둠 또는 개인의 탐구 발

표에 대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탐구 결과와 비교하여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동일 소재로부터 창의적인 주제를 선정하는 학생들의 능

력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적 탐구능력의 평가는 주

로 실험보고서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김호진 등(2000)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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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면, 특히 가장 많이 평가하는 탐구과정 기능은 자료 해석 능력

(86%)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의 탐구학습이 실험수업과 혼용

되어 인식되면서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을 요리책식으로 재현해보는 경우

결과 자료의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데 적합했다면, 문제의 선정과 방법이

상이할 수 밖에 없는 자유탐구의 평가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면이

많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자유 탐구에 대한 평가방법을 언급하고

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틀이라고 보기 힘들고 일반적인 준거의 제시

에 머무르고 있어 구체적인 평가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의 과정은 탐구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결정, 수행,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수정

을 거듭하여 문제의 해를 이끌어내는 자유탐구의 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이러한 자유탐구의 경험을 통해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료 해석 능력이나 결과물의 평가만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탐

구 과정 전체에 걸쳐 탐구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을

평가해 보고자 했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탐구의 과정에서 낯선 소재를 관찰하여 탐구의 가치가 있는

흥미로운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을 평가요소로 하는 평가틀을 만든다.

둘째, 학생의 자유탐구 활동에 소재로 제시할 수 있는 참신한 소재를

찾고, 이를 이용해 학생의 자유 탐구에 주제 선정 시 활용할 수 있는 탐

구 자료를 개발한다.



- 22 -

3.2 연구 방법

연구의 절차는 [그림 Ⅲ-1]과 같이 평가틀 개발과 탐구 자료 개발 두

가지로 진행 되었다.

[그림 Ⅲ-1] 연구 절차

3.2.1 평가틀 개발 과정

평가틀 개발 과정은 자유탐구의 정의 및 과학 탐구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한 문헌 조사와 창의적 문제 해결에 관한 조사를 통해 이

루어졌다. 창의적 문제 해결의 과정은 자유탐구의 전 과정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 해결방법이 알려지지 않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스스로 방략

을 찾아내는 문제 해결 과정은 방법 결정, 수행,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수정을 거듭하여 문제의 해를 이끌어내는 자유탐구의 전 과

정과 많은 유사성이 있고, 이러한 자유탐구의 경험을 통해 창의성이 신

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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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의 준거로 하여 탐

구의 과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의 사고 요소인 창

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평가에 대해서 다시 각각 3가지의 하위 사고요

소를 평가의 준거로 선정하였고, 그 준거에 따라 탐구 과정에서의 구체

적인 평가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이 평가틀에서 연구자가 의미를 둔 점

은 탐구의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의 사고요소를 준

거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탐구 과정에 따른 평가 항목 구성에 사고의 요

소들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자가 만든 평가

틀의 초안에 대해 5명의 교육자(과학교육전공의 박사과정1명, 과학교육

석사출신 교사2명, 과학교육 석사과정인 교사2명)에게 의뢰하여 평가틀

항목에 대한 설문지를 실시했고, 타당도를 검토했다. 평가틀의 평가 요소

와 항목의 타당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뢰서는 <부록1>에 제시했다. 특히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이 다른 문항들에 대한 충분한 면담과 논의를 거

쳐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평가항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의 검토자 중 50%이

상이 동의한 문항을 제외한 6문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의를 거쳐 내용

을 수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인 평

가틀을 결정했다.

3.2.2 자료개발 과정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속에서 자유 탐구의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참신하고 적절한 탐구를 소재를

제시하고 주제를 잡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

이다. 교과서 내용의 반복적인 소재나 인터넷에서 정보 검색하여 쉽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은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일으키기 힘들고

형식적으로 탐구를 진행할 우려가 있다. 소재는 우리 생활 주변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각 학년에서 배우는 과학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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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정했다. 아직, 학교 밖의 내용이면서 생활에 밀접하고 과학적

으로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재의 개발은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갖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소재에 대한 과학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하여 자료를 개발했다.

물질의 상태 변화는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현상이

다. 또, 상태변화는 [표 Ⅲ-1]의 2007개정 교육과정 관련 내용처럼 초등

학교 4학년 과정에서 물의 상태 변화에 대한 학습을 시작으로 전 학년에

걸쳐 비교적 초․중등 과정에서 고르게 언급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년 영 역 ( 2007개정 교육과정 )

초등학교
4학년 ㆍ 물의 상태변화

5학년 ㆍ 용해와 용액

중학교

7학년
ㆍ 물질의 세 가지 상태ㆍ 분자의 운동

ㆍ 상태 변화와 에너지

8학년 ㆍ 물질의 구성 ㆍ 우리 주위의 화합물

9학년 ㆍ 물질의 특성 ㆍ 전해질과 이온

[표 Ⅲ-1] 상태변화에 대한 교육과정 내용

초ㆍ중등학교에서 다루는 상태변화는 주로 현상의 관찰과 용어의 학습

이거나, 그 현상 자체도 동적인 평형상태에 국한되어 있으며, 가역적인

반응에 대한 이론 위주의 메커니즘 해석이 많다.

그러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많은 반응들은 무작위적이며, 비가역적이

다. 특히 비평형적 상태변화 과정에서 생기는 결정의 형상은 프랙탈 구

조를 갖게 되는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책이나 인터

넷 등의 매체를 통해 자연에서의 프랙탈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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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프랙탈 구조는 구름, 산, 번

개, 해안선이나 나뭇가지와 같은 아주 익숙한 것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

게 익숙하면서도 호기심을 갖기 용이하다.

따라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비평형적 상태변화 현상의 예

를 선택하여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 위주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이해 수준에 맞게 자료를 개발하고자 했다. 주목한 프

랙탈 성장의 예는 수지상 결정이었다. 만일, 고체의 결정이 형성될 때 온

도를 천천히 냉각 시키면, 고체 덩어리는 점진적으로 완전한 결정 모양

으로 성장하는데, 이는 새로운 결정이 평형상태에 매우 근접한 조건에서

자라게 되므로 성장이 느리지만 완벽하게 형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온도를 급속히 변화시킨다면, 결정은 비형평 상태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

하게 되지만 규칙적이지 못하고 여러 갈래의 가지치기를 거듭하며 성장

하게 된다. 비평형 상태에서 곁가지 치기를 거듭하며 가지 모양으로 성

장하는 결정을 수지상 결정(dendrite)이라고 하는데, 수지상 결정은 자연

계에 존재하는 통계적 프랙탈의 일종이다. 수지상 결정은 성장을 거듭하

면서 이상적인 프랙탈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탐구 자료 개발을 위해 연구자가 직접 자유탐구의 과정을 체험하였고

자료의 개발 절차는 [그림 Ⅲ-2]과 같았다.

[그림 Ⅲ-2] 자료 개발 절차



- 26 -

본 연구에서는 생물 분야에서 완충액으로 사용되는 염 혼합물인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만든 용액을 시료로 사

용하였다. 저항이 큰 실리콘 판에 직류 전압을 걸어주어 기판에서 발생

하는 열을 이용한 전열가열장치로 시료를 가열하고, 형성된 결정은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아래 [그림 Ⅲ-3]는 연구자가 사용한 가열장치이

다.

[그림 Ⅲ-3] 실험 장치

광학 현미경에는 컴퓨터에 연결된 CCD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어 결정의

사진을 파일로 얻어 분석할 수 있었다. 자유탐구는 동일한 소재에 대해

서 다양한 주제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몇 가지 주제에 걸

쳐 탐구를 실시하고, 탐구의 결과를 토대로 탐구 자료를 개발하였고, 학

생들에게 활용할 때 주제 선정 단계에서 활용할 자료로 학생용 탐구활동

지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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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 결과 및 논의

3.3.1 평가틀

답을 찾는데 상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자유탐구의 경우,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지속

적인 자기 평가를 통해 수정을 거듭하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탐구할 문제를 선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을 선택하고 결과를 이끌

어내는 자유탐구의 전 과정은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유탐구의 평가 요소로 탐구 능력과 더불어 창

의적 문제 해결력을 중요한 요소로 결정하였고 자유 탐구의 각 과정에서

요구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연결 지어 평가해 보고자 했다. 창의

적 문제해결력이란 각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 사고를 통해 좀 더 새롭고

유용한 방법을 찾아 해결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상을 하는 창의적 사고와 더불어 문제를 분석하고 그

적절성을 평가하여 결론을 도출해내는 비판적 사고가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문헌 조사를 참고로 하여 창의적 문제해결력의 평가요소로 창

의적 사고에서는 독창성, 융통성, 정교성을 비판적 사고에서는 분석력,

종합성, 적절성 각각 3가지의 사고요소를 평가의 준거로 선정하였고, 그

준거에 따라 탐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평가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 사고의 평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보았다.

독창성 -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내는 것

융통성 - 유연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

정교성 - 아이디어나 표현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 발전시키는 것

분석력 -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 구성 성분의 관계 등을 분석해내는 것

종합성 - 여러 요소와 부분, 상황을 묶어 판단, 결론을 도출하는 것

적절성 - 자료나 판단이 해당 상황에 합리적이고 알맞으며 타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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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설정한 탐구의 단계와 각 과정의 기능은 [그림 Ⅲ-4]와 같이

구성해 보았다. 탐구 관련 문헌 조사와 프랙탈 탐구활동의 체험을 통해

탐구의 과정을 설계, 수행, 발표의 3단계로 결정하였다. 탐구 능력의 평

가를 위해 각 탐구단계에서의 탐구 과정 기능은 6가지로 나타내 보았다.

그러나, 자유탐구를 체험하면서 탐구의 과정이 엄격한 위계적 관계라

기보다는 실제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유연하

게 수정되고 반복되면서 재설계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탐구의 각 단계

를 엄격히 구분하지는 않았고 탐구 활동의 성격 등에 따라 항목을 선별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림 Ⅲ-4] 탐구의 과정과 단계

또 평가에서 고려할 점은 탐구진행 형태인데, 2007개정 교육과정에서

는 자유탐구를 실시할 때 협동학습 기법 중의 하나인 소집단 탐구

(Group Investigation) 기법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원하는 경우 개

별적으로 탐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같

은 탐구 문제를 선택한 학생들끼리 소집단을 이루어 탐구를 수행하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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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는 과학적 태도 중 실험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작업 전반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협동성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성을 평가요소로 선정했다.

특히 정해진 지식이나 기능 습득을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보기 보다는

여러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습득, 분석, 종합하여 판단

하고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 평가를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타당도 검토를 거친 최종 탐구 평가틀은 <부록2>에 제시했다. 평가

방법은 탐구 주제 선정을 위한 지필형태의 탐구활동지와 탐구 과정에 대

한 교사의 학생 활동 관찰, 더불어 탐구 과정에 대한 중요 평가 근거로

탐구 활동 기간 동안 작성하는 탐구일지, 탐구 활동의 결과물인 보고서,

관찰과 면담을 통한 탐구 태도 평가이다. 주제 선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탐구활동지는 <부록3>에 제시했다. 교사용 활동지와 탐구일지는

탐구 능력에 대한 평가의 요소인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의 사고 요소가

반영되었는지에 따라 우수, 보통, 미흡의 비율척도를 3점 리커드 척도로

평가했다.

3.3.2 탐구 자료 개발

탐구 자료는 자료 개발 의도와 프랙탈 개념 소개와 프랙탈 분석에 활

용되는 차원에 대한 설명, 일반적인 프랙탈 형성의 이론을 소개하고 3가

지 주제에 대한 탐구 실험 자료를 담았다. 개발한 탐구 자료는 총 3가지

주제에 대한 것인데, 첫 번째 실험은 “물방울 형태 용액에서의 결정 성

장 관찰”로 시료를 물방울 형태로 놓고 가열했을 때 형성되는 수지상 결

정을 관찰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실험은 “온도에 따라 프랙탈의 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로 온도 변인과 프랙탈의 가지 형성 사이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한 실험이었고 고온과 저온에서 실험을 실시하며 비교 분석하

였다. 세 번째 실험은 “온도 기울기에 따라 프랙탈의 형성은 어떻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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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까?”로 수지상 결정의 가지 형성 방향에 온도 기울기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고온과 저온의 기울기를 만든 조건에서 실험하고 결

정의 형성을 관찰하였다.

[그림Ⅲ-5]는 탐구 자료 중 일부를 제시한 것인데, 자유탐구는 탐구

문제가 다양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도구,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자가 수행했던 동일한 탐구 주제에 대

한 다른 탐구 방법을 참고란에 소개하기도 했다.

[그림Ⅲ-5] 탐구 자료의 예시 ( 온도기울기와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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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6]은 “온도에 따라 프랙탈의 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

한 예시 자료인데, 탐구 자료는 간단한 실험 보고서의 형태를 갖고 있으

며 어떤 방법으로 변인을 통제하는지에 대한 자료로 구성된다. 자료는

탐구활동 지도 교사용 이므로 별도의 학습지나 활동지는 만들지 않았고,

준비물과 방법, 결과 및 결론 분석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였다. 미세한 조

건의 변화에 따라 프랙탈의 성장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험에 대한

조건이나 유의점 등을 교사가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탐구 지도 시에

학생들에게 조언을 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그림Ⅲ-6] 탐구 자료 예시 ( 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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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및 제언

탐구의 전 과정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자유탐구’를 도입

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탐구 과정을

통해 과학 탐구 능력과 태도, 과학적 소양을 기르도록 하면서 탐구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스스로 하는 탐구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느끼는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언급

은 아직 부족하다. 특히,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느끼는 주제를 선정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탐구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자들

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부족한 것 같다. 따라서, 학생의 흥미와 학생들이 배운 과학 내용을 고려

한 탐구 소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탐구의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는 자유탐구의 경우에 탐구

를 수행하는 전 과정이 창의적인 문제의 해결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학교

현장에 도입될 ‘자유탐구’를 위한 평가틀을 고안할 때 탐구 수행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틀을 고안해 보고자 했

다. 각 탐구의 과정에서 주된 작용을 한다고 판단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사고 요소들을 선정하여 평가요소로 활용하였다.

물론, 탐구 과정 전 영역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하위 요소들이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탐구의 과정이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계속 반

복되면서 탐구가 진행되고 또 수정되기 때문에 어느 요소 그 자체만으로

는 탐구과정 전체를 책임지거나 좌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은 그 결과인 산출물의 창의적인 정도와 완성도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과

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탐구 결과물의

평가만큼이나 탐구 과정에서의 과학적 태도 평가가 중요시 되어야하며

이들이 성취하고자하는 탐구의 목표를 얼마나 의미 있게 도달하였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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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가틀을 적용할

때 활동지, 탐구일지, 보고서, 관찰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이용하였다.

둘째, 인산염 프랙탈을 소재로 탐구 자료를 만들었다. 소재는 학생들에

게 친숙한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변화이며 일반적인 동적 평형 상태가

아니라 비평형상태에서 결정이 성장하는 것을 관찰하도록 한다. 탐구 도

구가 간단하여 현장의 활용 가능성이 높고, 통계적 프랙탈의 일종인 수

지상 결정의 형태가 아름다워 학생의 흥미와 지적인 호기심을 불러일으

키기에 충분하다. 주제는 “물방울 형태 용액에서의 결정 성장 관찰”, “온

도에 따라 프랙탈의 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온도 기울기에 따라 프

랙탈의 형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3가지로 기간은 각 5차시로 예상하여

구상했고, 대상은 중·고등학생 전체로 선정하였다. 학생들은 인산염 용액

의 증발을 통한 프랙탈 성장 실험을 통해 프랙탈 구조의 관찰과 분석을

할 수 있고 프랙탈에 관계된 전반적인 이론을 접할 수 있으며 자연에 나

타나는 프랙탈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울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초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틀은 직접 적용해보면서 탐구과정에서의 탐구 능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평가하는데 타당한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평가

틀이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동료 교사들 간 평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준거의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평가틀의 평가 항목은 자유탐구

에서 교사의 관점에 따라 수정과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본 연구자는 프랙탈에 관한 3가지 주제로 자료를 만들었으나 프

랙탈에 대한 탐구의 주제는 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된다. 프랙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자료 개발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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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랙탈을 소재로 한 중학생의 자유탐구

수행분석

4.1 연구 배경과 목적

학생이 주도해야하는 자유탐구가 지금까지 교육 방법과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유탐구 활동에 긍정적이고, 자유탐

구 수행 능력과 기초 탐구 능력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있고 (변선미

외, 2011), 자유탐구 활동을 한 뒤에 학생들의 통합적인 탐구 능력이 높

아졌고 (박종호 외, 2001), 자유탐구 활동을 통해 종합적으로 탐구를 경

험하고 차원이 높은 사고를 하게 되었으며(Backus, 2005), 역동적인 탐

구 수행 능력이 높아졌다(Sadeh & Zion, 2009). 자유탐구의 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학교에서 자유탐구를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느끼며 (심재호 외, 2010), 지도 방법에 대한 안내를 호소하고 있다

(진순희ㆍ장신호, 2007). 자유탐구에서는 문제 발견이 학생의 몫인데, 가

치 있는 문제의 발견은 전문 과학자에게도 매우 어렵다. 실제로, 자유탐

구 시간에 학생들이 제안하는 많은 문제들이 창의적이지 않으며, 인터넷

이나 대중 과학 책에서 인용되었거나, 탐구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들

이다. 이 때문에 Herman과 Miranda는 (2010) 학생의 탐구 주제 선정을

돕기 위한 지도 방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정우경 등은 (2011) 학생들

이 주제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문제 발견에 대한 체계

적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프랙탈을 주제로 학생들이 수행한 자유탐구의 과정과

효과를 소개한다. 프랙탈 현상은 흥미 있고 주위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탐구를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주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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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에게 프랙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학생들이 우

리가 사전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활동지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얻은 지식에 근거하여 탐구할 주제를 정하고 과정을 설계하

게 했다. 우리가 선택한 소재는 유기물 결정이 성장할 때 생기는 프랙탈

구조인데, 학생들은 무기물 용액의 농도, 농도 기울기, 온도 기울기 등을

변수로 프랙탈 성장을 제어했다. 이렇게 전문적인 성장 조건은 체계적인

사전 활동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두 탐구 모

둠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보고서 작성이 탐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한 모둠은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고 다른 모둠은 개별 보고서

를 제출했다. 두 보고서의 비교에서, 개별 보고서가 모든 학생이 탐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았다.

4.2 연구 대상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대학교 부설 과학영재센터 물리반 학생들 중

사사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 8명(중3)이었다. 8명의 학생은 모두 남

학생이었고 2개의 모둠(각 4명)을 구성하였다. 프랙탈을 이용한 자유탐

구 수행은 2010년 8월 2주 동안 진행되었고, 각 모둠 별로 하루 6시간씩

총 5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소재를 제시하고 자유탐구를 할

때 주제선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와 보고서 작성 방법이 탐구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 사례 연구로 자료 수집은 학생들의 활동지, 탐구일

지, 최종보고서, 설문지, 교사의 관찰 일지이다.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면담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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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은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을 닮은 형상으로, 자기 유사성과 닮

음의 과정이 반복되는 순환성이 있다. 프랙탈의 자기 유사성에는 두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코흐 곡선처럼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양과 동일한 경우로

수학적 프랙탈이라 부르며, 둘째는 나뭇가지처럼 부분의 모양이 전체의 모

양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평균적인 모양이 전체와 유사한 경우로 통계적 프

랙탈이라고 부른다. 용액을 천천히 냉각시키면 결정이 덩어리 모양으로 만

들어지지만, 온도를 빨리 내리면 비평형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작은 결

정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나뭇가지 모양의 프랙탈이 형성된다. 인산염

용액을 유리판에서 증발시킬 때 만들어지는 나뭇가지 모양 인산염 결정은

좋은 예다. 강의를 할 때 나뭇가지 프랙탈을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의 프랙

탈 사진을 보여주었다.

4.3 연구 방법

4.3.1 프랙탈 소개 및 탐구 주제 선정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유탐구의 주제로 용해, 탄성, 냉각처럼 주

위에서 흔히 관찰되는 현상이 좋다 (Wellington, 1998). 냉각에 의해 응

고한 덩어리의 겉모양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복잡한 모양을

찾았다. 눈 결정은 학생들의 흥미를 끌면서도 학생들이 자유로이 탐구할

주제가 풍부한 프랙탈 구조라고 생각했으나, 눈 결정을 만들기 위한 기

구 제작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프랙탈 구조를 가진 박막으로 인산염 용

액이 편평한 판 위에서 증발하면서 생기는 나뭇가지 모양의 인산염 결정

을 선택했다. 그러나 프랙탈이라는 말을 평소에 많이 들었던 학생도 이

것을 주제로 자유탐구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

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프랙탈 현상을 간단하게 소개한 다

음에 탐구 주제를 생각하게 했다.

프랙탈에 대해 학생들에게 강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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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정도의 강의로는 학생들이 인산염 프랙탈을 만들 때 어떤

변인을 통제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어떤 주제로 탐구를 해야 하는지 생

각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수행한 인산염 프랙탈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간단한 실험 과정과 결과를 수록한 활동지를 만들

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읽게 한 다음(부록 참고), 학생 자신이 추가

로 탐구를 한다면 어떤 것이 궁금해졌는지 적게 했다. 전문 과학자들의

세계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주제를 처음으로 탐구한 진짜 독창적인

논문은 많지 않다. 대다수의 논문은 다른 사람이 발표한 논문을 읽고 떠

오른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먼저 발표된 논문을 보완하거나 반

박하는 후속 논문이다. 먼저 발표된 논문을 인용하더라도 먼저 논문에서

누락된 내용을 발표하면 독창성을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사전 실험이 간단하게 소개된 활동지가 첫 논문의 역할을 하여, 학생들

이 활동지를 읽으면서 인산염 프랙탈의 탐구를 위한 독창적인 의견을 갖

게 되기를 기대했다.

4.3.2 자유탐구 실시

자유탐구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은 자유탐구의 취지와 운영계

획 및 평가방법에 대해 안내 받고 탐구활동지를 개별 작성한 뒤, 모둠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였다. 프랙탈에 대한 이

론적 강의를 하였으나 학생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이론 내용과 참고할

만한 논문을 제공해주고 학생들이 탐구 소재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도록

도와주었다.

학생들은 5일 동안 자유탐구를 하면서 활동 전과 후 모둠별 토론 활동

을 했는데, 토론 내용은 자유롭게 하여 실험, 활동 과정, 개인적 경험이

나 생각 등을 나눌 수 있게 했다. 실험을 하는 동안 매일 탐구일지를 작

성하였는데 탐구일지에는 탐구 방법, 결과, 탐구활동 후 느낀 점 등을 되

도록 자세히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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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토론 시간에 학생들의 질문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하였으나, 학

생들이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탐구 마지막 날

학생들이 자유탐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질의ㆍ응답하는 것으로 자유탐구

활동을 마무리 하였으며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사 프로그

램 일정은 아래 [표Ⅳ-1]에 제시했다.

활동차시 연구 활동 활동 내용

1일
오리엔테이션

프랙탈에 대한 이론 강의

탐구 활동지 작성 (문제 발견 활동)

토론을 통해 탐구 문제 정하기

실험 설계 후 탐구 활동 시작하기

2일 이론 배경 및 자료 조사

실험 전, 후 모둠 토론 시간을 갖기

계획에 따라 실험 수행하기

탐구일지 작성하기

3일 실험 수행

실험 전, 후 모둠 토론 시간을 갖기

계획에 따라 실험 수행하기

탐구일지 작성하기

4일 실험 수행

실험 전, 후 모둠 토론 시간을 갖기

계획에 따라 실험 수행하기

탐구일지 작성하기

실험 마무리 및 발표 준비

5일 발표회
발표 준비 마무리 및 탐구 결과 발표

설문지 작성하기

[표Ⅳ-1] 사사 프로그램 일정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탐구 보고서 평가의 경우 소집단

탐구를 한 경우 소집단 공통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과 소집단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한 개별 점수와 소집단 공통점수를 합산하여 부여하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그러나 자유탐구에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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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므로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고서 평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

고서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탐구수행에 미치는 효과와 적합한 보고서 평

가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모둠별로 자유탐구를 하되 보고서 제출

방법을 달리 하였는데 한 모둠은 개별적으로 제출하고(I모둠), 한 모둠은

공동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G모둠).

4.4 연구 결과

4.4.1 활동지를 활용한 학생의 자유탐구 주제 선정

활동지는 [눈꽃]과 [프랙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부분은 선행연구

의 소개, 자료의 제시, 문제 구상 활동으로 구성했다. [눈꽃]부분은 학생

들에게 친숙한 프랙탈 구조인 눈꽃의 결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소개하면

서 알려지지 않았던 다양한 눈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온도와 과포화도에

따라 눈꽃 결정의 형태가 얼마나 다양하게 성장하는지 눈꽃 도표로 제시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보고 탐구할 만한 문

제를 찾아 적게 했는데, 육각형을 떠올리는 친숙한 눈의 결정 모양이 -2

도 근처에서는 얇은 판상, -5도 근처에서는 기둥과 가는 바늘 모양, 그

리고 -30도 부근에서는 기둥 형태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도표를 보며 학

생들은 알지 못했던 눈꽃에 대한 과학적 현상을 접하게 된다. 눈꽃의 결

정이 왜 이토록 다양하게 변하는지는 과학적으로도 미스 테리로 남아있

지만 도표를 살펴보면 온도와 습도와 같은 변인이 눈꽃의 모양을 결정하

는 중요 요인임을 알아낼 수 있다. 또, 다양한 눈꽃을 관찰하면서 결정의

성장이 수증기 분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 부분은 프랙탈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연구 문제를 구상

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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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랙탈]부분은 프랙탈에 대한 연구자의 선행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같은 농도의 인산염 수용액 20㎕를 실온에서 증발시켰을 경우와 60℃의

온도에서 증발시켰을 때 생긴 전혀 다른 형태의 프랙탈 사진 자료를 보

며 관찰할 수 있는 점들을 모두 찾아 기술하도록 하고, 연구 문제를 구

상하게 하였다. 자료에는 농도는 동일하고 온도를 달리하였을 때 형성된

결정의 모양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은 결정을 관찰하고‘온도’나 ‘농도’

와 같은 변인이 인산염 프랙탈의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일부의 결과만을 제시했으므로 변인과 결정성장의 관계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이 든다면, 이 변인들을 이용해 문제를 구상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농도에 따른 결정 성장 속도’, ‘증발하는 온도에 따

라서 생기는 결정 모양의 구조와 크기’, ‘온도에 따른 결정형의 특징(복

잡성, 크기)변화’와 같은 연구문제들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소재가 주어

져 막연함이 덜하였고 대상에 대한 자료를 관찰한 것이 프랙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내거나 탐구하고 싶은 궁금증 들을 떠올릴

수 있어 탐구문제를 구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활동지에 주어진 결과 자료들이 학생들의 탐구 주제 선정의 독

창성을 제한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달리, 과학자의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

에게 연구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궁금증을 제공하게 되듯이 학생들은

활동지를 작성하고 탐구문제를 구상하면서 주어진 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잠재적인 변인들을 떠올렸고 [표Ⅳ-2]와 같이 새로운 변인을 이용

해 문제를 구상해냈다.

학생의 연구문제

Ÿ 일정한 진동이 가해졌을 때도 결정이 반복적 형태로 나타는가

Ÿ 진동에 따라 결정 성장이 변하는지 진동수에 따라 변하는지

Ÿ 응결핵의 제공(하나 또는 복수)했을 때의 결정향의 변화

Ÿ 반듯한 결정이 되는 임계가열속도

Ÿ 다른 물질을 녹였을 때의 결정 성장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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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액체의 양에 따른 결정 구조와 크기

Ÿ 특정 온도와 농도에서의 결정의 일부를 취해 결정을 생성하게

하였을 때 결정이 자라는 모습

Ÿ 압력에 따른 결정형의 특징 변화

Ÿ 온도와 농도에 따른 결정의 방향성

Ÿ 프랙탈이 생기는 방향

Ÿ 핵의 모양과 생성된 프랙탈 모양의 관계.

[표Ⅳ-2] 학생들의 새로운 연구문제

학생들은 ‘온도’와 ‘농도’변인 뿐만 아니라‘핵의 형태’, ‘핵의 개수’, ‘핵

의 모양’, ‘진동과 진동정도’, ‘액체의 양’, ‘압력’ 같은 변인들이 프랙탈 형

성에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했다. 특히, ‘특정 온도와 농도에서 결정의

일부를 취해 생성하게 하였을 때 결정이 자라는 모습’ 이나 ‘방향성’ 과

같은 연구문제는 변인을 이용해 탐구문제를 만들어내기 보다 결정의 성

장 경향이나 성질에 대한 근본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창의적인 문제라

고 볼 수 있겠다.

문제발견은 일반적으로 잘 정의되지 않은 문제를 정의하거나, 잠재적

인 문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 태도,

사고이고(윤경미, 2004), 제공된 상황에서 문제를 부여하고 형성하고 창

조하기 위한 행동, 태도, 사고 과정인데(이혜주,2005), 많은 수의 탐구문

제를 만들고, 그 탐구문제들 중 잠재적인 변인이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된 문제를 구상한 문제발견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 활동지에 제시

된 실험 데이터에 대한 관찰 항목을 많이 적었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었다.

아래 [표Ⅳ-3]에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학생L

과 K1의 경우와 그렇지 못한 학생K2, 학생K3 의 활동지 작성 내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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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활동

항목
학생 응답

(1) 관찰

항목적기

학생L

(가) 정사각형 혹은 위에서 바라본 정팔면체의 형태로 응집

된 규칙적인 결정

(나) 중심의 십자형 결정팔을 축으로 사분면에 크고 작은 십

자형 결정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것들 각각을 축으로 다시

같은 과정이 반복되는 복잡한 모양의 결정

학생K1

(가) 결정이 거의 없고 하나뿐이지만 결정모양이 뚜렷하고

반듯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온물질이 하나의 중심을 갖고 붙

어나가면서 비교적 (나)에 비해 크고 반듯한 결정을 이룬 것

같다.

(나) 결정이 네 방향으로 뻗어 나가있고 가운데 위치한 십자

모양결정을 중심으로 다른 결정이 십자모양 결정 방향으로

자라 어느 정도 규칙성을 갖고 있고 형태로 이뤄져 있으며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결정의 크기가 작아진다.

학생K2
(가) 그냥 결정 모양이다.

(나) 프랙탈 모양이다.

학생K3

(가) 적은 수의 결정이 매우 균일하게 성장

(나) 불균일하게 성장한 것 같지만, 각각의 결정에는 균일한

모양이 있다.

(2) 탐구

문제 적기

학생L

Ÿ 온도에 따른 결정형의 특징(복합성, 크기)변화

Ÿ 농도에 따른 결정형의 특징(복합성, 크기)변화

Ÿ 특정 농도, 온도에서 생긴 결정의 일부를 취해 마저 결정

을 생성하게 하였을 때 결정이 자라는 모습

Ÿ 압력에 따라 나타나는 결정형의 특징 변화

학생K1

Ÿ 일정한 진동이 가해졌을 때 결정이 (나)와 같이 반복적인지

Ÿ 진동에 따라 변하는지 (진동의 구분이 가능하지)

Ÿ 응결핵을 제공(하나 또는 복수)했을 때 결정형의 변화

Ÿ 반듯한 결정이 되는 임계가열속도

Ÿ 온도에 따른 결정형의 변화

학생K2
Ÿ 증발 온도와 농도에 따른 결정의 모양

Ÿ 프랙탈 구조가 가장 잘 보이는 조건 찾기

학생K3
Ÿ 농도에 따른 결정 성장

Ÿ 다른 물질을 녹였을 때의 결정 성장 모양

[표Ⅳ-3] 탐구 활동지 작성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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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생들이 영재센터에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들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문제발견능력이 좋다고 볼 수 있고 모두 문제를 만들어

냈으나 학생K3와 학생K4의 경우 탐구문제가 막연하고 자료에서 찾아낸

변인으로 문제를 구상하였고 문항의 수가 2개인 반면, 관찰을 충분히 하

고 세부적으로 결정 형태, 성장에 대해 묘사하여 기술한 학생K1과 학생

L은 탐구문제의 수가 4~5개로 많을 뿐 아니라 학생K3와 학생K4에 비해

여러 변인을 발견해냈고 그 변인을 조절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탐구문제

를 만들었다. 독특하고 참신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학생들은 활동지 분

석과 자료 관찰을 통해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리라 알 수 있는 변인과 직

관적으로는 알아내기 힘든 참신한 변인들을 생각해내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과정으로서의 창의성을 강조하면서 창의성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

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보고(이대현, 1999), 주어진 문제나 감지된 문제부

터 통찰력을 동원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산출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창의성으로 보고 있으나(Urban, 1995), 문제가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새로운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나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

과학자들도 과학에서의 창의적 업적에 있어 문제발견이 결정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Mansfield & Busse, 1981), 자유탐구에 있어서 주제 선정

과정은 탐구의 규모와 방향, 탐구에 대한 흥미와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이다(박종호 외,2001). 문제발견은 창의성의 중요한 능력 중

의 하나로 볼 수 있다(하주현, 2003)는 연구결과와 같이 문제 선정 과정

에서 새로운 변인을 발견하고 문제로 구상해내는 문제발견능력은 통찰력

과 독창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과정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앞서 탐

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의적 능력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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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자유탐구 수행 과정 특징

학생들은 각자 생각한 주제들 중에서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해서 최

종적으로 주제를 선정했는데, 현실적으로 탐구방법이 가능하며 재미있을

것 같은 주제를 선택했다. 토론을 통해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재미와 흥미에만 치중된 주제나 탐구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제들은 제한

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G모둠은‘온도 변화에 따른 프랙탈의 차원 분석’을, I모둠은‘인산염 용액

의 농도 기울기에 의한 확산이 결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선정

했다. G 모둠의 학생들은 인산염 용액의 결정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농도

조건을 찾고, 온도를 변인으로 하여 결정을 성장시켜 프랙탈 차원을 계

산하였고, I모둠의 학생들은 농도 차이 즉 농도의 기울기를 주어 결정의

성장 방향성을 관찰하였다.

중학생들이 하나의 변인을 활용한 측정 능력은 높지만, 다변인을 고려

한 탐구수행을 요하는 능력은 다소 낮고(유진상, 심규철, 2007), 여러 개

의 변인을 다루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다(황성원, 박승재,

2001)는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은 변인을 통제하고 측정 변인을

다루는 방법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결

정의 성장이 예상보다도 변인의 미세한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실

험을 하면서 확인하였고 변인 통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면 다른 방법을

통해 변인을 통제하거나 측정 변인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인 통제는 문제 상황의 모든 변인을 고려하여, 특정 변인을 조사하

는 동안 다른 변인들을 체계적으로 고정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다

른 나머지 변인들의 영향을 조사해 내는 능력인데, 변인 통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앞서 탐구주제 선정에서 관찰능력이 우수하고 독창적인 탐구주

제를 선정했던 L학생의 경우 특히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인을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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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변인통제능력이 좋았다. 보통, 탐

구일지에는 실험을 한 과정과 실험이 원하는 대로 되었는지의 여부와 결

과 데이터는 잘 적혀있었지만 어떤 점이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

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성찰 내용을 적은 학생은 드물었다. L학생의 경

우 ‘인산염 용액의 농도기울기에 의한 확산이 결정 생성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농도의 기울기를 주면 결정이 저농도에서 고농도의 방향성을

갖고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여 정성적인 탐구를 진행하면서 변

인을 통제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법에 대한 노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잘 드러나 있었다.

․커버글라스 가열부에 증류수와 1%의 PBS 수용액을 떨어뜨려 놓았다가

핀셋으로 이어주었는데 표면장력의 영향이 강해지고 면적이 넓어 국소적

으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모두 고려할 수 없다.

(I-L학생, 2일차 탐구일지)

ㆍ표면장력이나 온도 변화를 농도 외의 다른 요인을 더 잘 제거해야할 것

같다. (I-L학생, 3일차 탐구일지)

ㆍPBS 알갱이에 증류수를 놓는 방법에서 증류수에 PBS 포화 수용액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그 후 1% PBS 수용액을 소량 주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결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쳐 덩어리를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I-L학생, 3일차 탐구일지)

1%의 인산염 용액을 묻혀 가열한 커버글라스에서 형성된 결정을 대조

군으로 하고, 증류수와 용액을 놓아 농도차이를 주어 만든 결정을 실험

군으로 하였으나 이 방법이 확산속도가 너무 빨라 농도차이에 의한 효과

를 나타내기 어려울 거라 판단하고 증류수에 직접 인산염 가루를 투입해

농도차를 만드는 방법으로 탐구를 재설계 하였다. 그리고, 인산염 용액을

놓고 가열하는 판으로 커버글라스를 사용하였는데, 정사각형 모양의 커

버글라스를 표면 장력을 줄이고 방향성을 보기위해 길게 잘라 사용하기

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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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중요한 변인을 찾고 인지하는 능력이 우

수한 학생의 경우 실제 탐구과정에서도 변인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노력의 정도와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처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 방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험결과를 비판적으로 분

석하고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의 탐색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며,

학생들이 구체적인 탐구 과정 진행에 대해 파악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농도 기울기가 결정의 성장에 방향성을 주는

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면서 온도 차이가 결정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지도 동시에 탐구한 점이다. 탐구를 진행하면서 결정의 성장이 온도 기

울기에 의해서도 방향성을 갖게 되리라 예상하고 탐구 중간부터 온도 기

울기에 의한 탐구를 병행하였다. 학생들은 자유탐구를 진행하면서 새로

운 후속 탐구의 주제들을 설정해 낼 수 있었다.

4.4.3 보고서 제출방법과 관련된 탐구 수행 특징

keys(2000)는 보고서 쓰기 활동은 학생들에게 논리적 비판적 사고와

초인지적 사고를 하게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I 모둠의 학생들이 작성한 개

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는 같을지라도 이에 대한 결과 분석 내

용과 탐구 결론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다. 데이터 분석과 도출된 결론

에 대한 진술이 학생들마다 다른 것은 학생들이 보고서를 각자 작성하면

서 개인의 비판적 사고 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결과 분석에 도달한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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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결정의 방향성을 긴팔과 짧은 팔의 길이의 비와 그 결정에서의 단위

거리당 농도의 차이를 측정한다면 결정 이론에서 어느 이론이 맞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 모둠의 S 학생)

개별보고서에서 보인 학생의 구체적인 특징을 보면, 위 예시와 같이 S

학생은 새로운 탐구 방법을 구상하며 새로운 후속 탐구의 문제를 제시하

였고, 아래 예시와 같이 P학생은 농도 차이가 결정 성장의 방향성에 영

향을 줄 것이라는 탐구 주제의 결론에 대해 다른 학생들보다 소극적인

표현을 쓰며 확산으로 인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다고 주장하기에는 무

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ㆍ위의 실험을 통해 확산으로 인해 PBS 결정의 성장이 방향성을 가진

다는 명백히 결론 내릴 수는 없으나 경향성을 보인다고는 할 수 있다.

(I 모둠의 P학생)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한 I모둠과 공동으로 제출한 G모둠의 최종보

고서에는 그래프와 사진자료로 결과가 제시되어 있고 모두 탐구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어 결과보고서의 질 자체는 두 모둠이 모두 비슷한 수준

이었다. 그러나, [그림Ⅳ-1]과 같이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일지와 탐구과

정과 발표준비에서 보인 참여 정도를 관찰 평가한 결과는 G모둠과 I모

둠의 경우 차이가 있었다. I모둠의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높은 점

수를 얻었는데, 학생들이 역할 고정없이 번갈아가며 실험과정을 담당하

고 있었고 자신의 의사를 적극 표현하며 토론 활동을 하고 발표준비를

같이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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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탐구일지와 관찰평가 결과

그러나 G모둠의 경우에는 탐구 참여도에서 개인차가 컸다. 탐구에 매우

적극적인 학생이 있는 반면 탐구활동에 소극적인 학생이 생겼고 평소 실

험 뒷마무리를 하고 데이터를 챙기는 등 적극적으로 탐구 활동을 주도하

던 학생이 탐구 마지막날 발표도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G모

둠의 보고서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개인 소감이 최종 보고서에 적혀 있

는 점으로 미루어 한 학생이 주도하여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경우 이후 설문지에 본인이 탐구에 매우 적극적으

로 참여하였으며 발표용 보고서를 작성을 하였고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

찰하여 분석하고 사진을 찍는 일을 맡아 하면서 세척, 실험 수행 등에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였다.

․아쉬운 점은 내가 탐구의 전 과정을 참여하는데 부족했던 것과 괜히

욕심 부린 것 … 전체적으로 너무나 즐거웠다. (G모둠의 K학생)

이처럼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탐구과정에 대한 반추

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적절한 강도의 동

기를 부여하여 탐구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이 키우고 학생들이 탐구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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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보고서보다 개

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을 때 학생들의 탐구 참여도와 성실도가 전반

적으로 높았고 이는 보고서 제출 방법이 학생의 탐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자유탐구활동을

독려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4.5 요약 및 연구 결과

학생들은 모두 탐구 활동이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유로는

과학자처럼 직접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본 경험 자체 즉 자유로운 탐구의

경험 기회를 3명의 학생이 언급했다. 또, 주제에 대해 4명의 학생이 언급

하였는데 ‘많이 알려진 것이 없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였던 점과 ‘흥

미로운 주제’여서 재미를 느꼈다고 했다. 프랙탈에 대해 학생들은 알려진

것이 별로 없는 생소하면서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탐구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점으로 학생들은 ‘프랙탈’이

란 소재 자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프랙탈은 학생들이 탐구에 대한 흥

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다.

“ 흥미로운 실험 주제가 재미있었다. 아름다운 결정을 본 점이 탐구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 ”(P학생)

“ 프랙탈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주제가 흥미로웠다.

현미경으로 수지상 결정을 관찰했을 때 멋있었다. ”(K학생)

이 연구는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만한 프랙탈을 소재로 중학

생들에게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학생들이 수행한 탐구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탐구소재 제시를 통한 자유탐구의 가능성과 중학교 교사가 자

유탐구를 실천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유탐구 지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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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프랙탈 현상은 흥미 있고 주위에서 흔히 관찰되지만, 학생들이 스스

로 선택하여 탐구를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대상 학생 8

명은 연구자가 사전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활동지를 읽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얻은 지식에 근거하여 탐구할 주제를 정하고 과정을

설계하게 했다. 그리고 모둠별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탐구주제에 따라

염 혼합물인 인산염 용액이 액체에서 고체로 비형평 상태 변화를 할 때

형성되는 인산염 프랙탈 실험을 실시하며 자유탐구를 진행했다. 학생들

의 탐구 과정을 분석하여 얻게 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랙탈은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소재이

며 프랙탈에 대한 선행연구, 인산염 프랙탈로 된 관찰자료, 문제 구상 활

동으로 구성된 활동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변인을 발견하여 문제를 구상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다. 연구에서 학생들은 무기물 용액의 농도, 농도 기울기, 온도

기울기 등을 변수로 프랙탈 성장을 제어했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성장

조건은 체계적인 사전 활동이 없었다면 학생들이 상상하기 어려웠을 것

이다. 완전한 개방성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며 학생들은 제한 없는 탐

구 대상 선정에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정우경 외 2011), 탐구문제 선정에

도움이 되면서도 학생이 탐구에 대한 흥미를 갖고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

여 자유탐구의 취지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

요하다. 참신한 탐구 소재를 개발하고 소개하여 충분한 관찰 활동과 토

론을 통해 학생 스스로 문제를 구상하는 것은 막연한 탐구 대상으로 인

한 탐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마치 과학자의 논문이 다른 과학자에게

연구의 영감을 불러일으키듯이 탐구할 만한 변인을 찾아내 호기심을 갖

고 탐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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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많은 문제와 독창적인 문제를 구상한 학생일수록 관찰 항목이

많고 관찰 사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데, 탐구 주제 선정 시 충분한

관찰을 통해 의문점이나 흥미로운 변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해

충분히 관찰하고 관찰사실을 기술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뒤 문제를 구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문제 선정 과정에서 새로운 변

인을 발견하고 문제로 구상해내는 문제발견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에 앞서 탐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의적 능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문제발견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탐구 과정에서 변인통제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변인 통제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도하

는 노력을 했다.

셋째,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탐구 태도에 영향을 주

었다. 공동 보고서를 제출한 G 모둠의 경우 탐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

하지 않은 학생이 생겼고 탐구 참여도와 성실도에 개인차가 커졌으나,

개별적으로 제출하게 한 I 모둠의 경우는 모둠 전원이 고르게 탐구의 책

임감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자유 탐구를 수

행 하더라도 개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스스로 탐구의 과정을 반추하

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탐구의 책임감이 소수에게 편중되는 것을 줄이고 학

생들이 탐구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데 효과적임

을 알았다.

이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프랙탈이란 탐구 소재 및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사반 학생이라는 대상 학생의 특징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연구의 결과가 자유탐구를 지도하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

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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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과학동아리 활동을 통한 중학생의

자유탐구 수행

5.1 연구 배경과 목적

처음 자유탐구를 접하는 학생들이 자유탐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

방도의 정도가 순차적인 탐구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효녕

등(2008)은 탐구에 익숙하지 않은 영재, 일반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자유

탐구가 아니라 연속적인 탐구활동수행을 통해 자율적인 탐구능력을 개발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자유탐구가 학교에서 실시되는 과정에는 자유

탐구를 처음 접하게 되는 학생이 느끼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운영 방법 등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변선미(2011)는 중

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자유탐구를

수행한 결과 중학생들은 자유탐구가 과학학습에 도움이 되고 흥미롭고

재미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방과 후 시간 여유가 없어 모둠원이

함께 모이는 것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활동의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 심재호 등(2010)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

교사들은 방과 후 과학을 하기 어렵고, 업무 부담 가중으로 자유탐구가

학교현장에서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선행 연

구들을 통해 자유탐구를 하는데 있어 교사와 학생 모두 현실적인 적용

과정과 방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기 중 현장 과학 수업에서 자유로운 탐구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방과 후 과학 활동과 같은 다양한 정규 교과 수업 이외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과학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현장 과

학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과학 교실 및 과학 동아리 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임청환 등(2005)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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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반 운영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사전 준비가 어렵고, 프로그램이 부

족하여 행·재정적인 지원과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었

고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으로는 STS, 환경문제, 교육과정 관련 대체 실

험 등을 원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미 과학 동아리는 거의 모든 중학교에

서 정규 계발활동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

이 부족한 실정이며 교사들이 과학 동아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

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내실 있는 과학 동아리의 운

영과 자유탐구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제약들을 고

려해 볼 때, ‘자유탐구’를 과학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정 중심적인 탐구 활

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과학 동아리를

통해 자유탐구를 실시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행 방법과 프로그램

을 통해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자유탐구에 대한 학생의 인식과 학생들의

자유탐구 수행과정을 분석하여 자유탐구를 실시함에 있어 교사에게 도움

이 될 수 있는 탐구 지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

램을 개발한 후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는 대신, 프로그램을 직접 투입하

고 그 과정에서 얻는 자료와 관찰 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찾아 나갔다.

5.2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서울 Y중학교 과학 동아리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과

학 동아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운영하는 계발활동으로 자발적으로 동아

리를 선택한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고, 20명의 학생은 모두 남학생이었으

며 2학년 9명, 3학년 11명이었다. 1년 동안 동아리 시간은 총 10차시로

운영되었고, 1차시는 1시간 30분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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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방법

5.3.1 프로그램 구성 방법

이 연구는 학교 현장에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행 방법과 프로그램

을 통해 자유탐구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자유탐구 수행과정을 분석하여

추상적인 이론에 의존하지 않은 자유탐구 지도 방안과 중학생의 자유탐

구과정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질적 방법으로 알아본 사례연구이다.

아래 [그림Ⅴ-1]과 같은 흐름을 갖춘 자유탐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

데 문제 정의와 문제 해결 방법의 선택, 해답 도달 측면에서 교사와 학

생이 협력하는 탐구의 과정을 거쳐 학생들에게 주도권이 더 많이 주어지

는 학생 주도적인 탐구의 형태로 구성했다.

[그림Ⅴ-1 ] 연구 절차

이효녕 등(2005)은 과학 영재들을 위한 과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율 탐구활동의 중요성을 제안하면서 영재 학생들의 경우

에도 처음부터 자율참구의 형태로 지도하기보다는 기초부터 순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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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생이 ‘탐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사-학생 협력 탐구 활동’

에서 ‘학생주도 탐구 활동’으로 구성한다. 이는 학생들이 ‘안내된

탐구’를 통해 탐구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자유탐구를 할 수 있게 하

고자 함이다.

②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유탐구를 지도해야 하는 교사에게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자유탐구로 구성되지만, 교사와 함께

중요 탐구 과정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탐구 활동(변인설정과 주

제설정, 실험 설계 등)을 포함한다.

④ 구체적인 탐구보고서 작성 지침과 설명을 제시하고 탐구일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⑤ 자유 탐구 프로그램의 차시별 계획을 세워 학교 현장에 적용하

도록 한다.

⑥ 주제 선정과 방법의 설계 뿐 아니라 탐구 결과의 발표와 서로

의 탐구 결과에 대한 평가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현화 등(2010)의 연구

에 의하면 학생들은 주제 선정, 탐구 설계,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등

탐구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탐

구에 익숙하지 않고 탐구의 경험이 없는 중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자유탐

구나 자유탐구의 형태로 탐구를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안내와 교

사와의 활동이 선행되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탐구의 개방도를

조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중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

발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차시별 계획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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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동아리가 운영된 2012년 3월∼12월에 걸쳐 이루어졌고,

수집된 자료는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일지와

안내된 탐구와 자유탐구 이후 학생들이 작성한 설문지, 각 단계의 프로

그램 시간에 학생들이 작성한 활동지, 결과발표 시간에 작성한 동료 평

가지,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일지이다. 탐구 진행에서

지나치게 어려움을 느끼거나, 적극성을 보이는 학생들의 경우 개별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전기력에 대해 탐색하기’와 ‘공을 춤추게 하라’, ‘튼튼한 다리 만들기’,

‘자유탐구’로 구성된 자유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인식을 조사하기 위

해 Joyce VanTassel-Baska(2006)의 프로그램 평가 요소로 사용된 문항

을 참고하여 각 활동이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리커트 5점 척

도의 문항과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점과 개선점을 기술하는 개방형 문항

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만들어 이용했다. 설문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1

학기와 2학기로 나뉘어 프로그램을 마친 후 실시하였고, 리커트 문항은

점수화하고 응답은 유형화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에서 일부는 무응답도

있었고 둘 이상의 진술도 있어 응답수가 학생수와 일치하지 않는 문항도

있다.

5.3.3 동아리 프로그램 실시

동아리 프로그램은 [표Ⅴ-1]과 같이 구조화된 탐구와 안내된 탐구의

과정을 거쳐 자유탐구로 구성되었는데, 1학기에 개방도가 낮은 구조화된

탐구와 안내된 탐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탐구의 경험을 쌓

도록 하였고 2학기에 개방도가 높은 자유탐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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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과정
특징 차시 활동 내용 자료

오리엔

테이션
ㆍ탐구 과정 안내 1

Ÿ 동아리부서 조직

Ÿ 과학적 탐구 과정 안내
-

구조화된

탐구

ㆍ개념 원리 탐구

ㆍ문제와 방법 안내

ㆍ‘힌트’ 제공

ㆍ탐구 유도

2

Ÿ 정전기력의 특징에 대해

이해하기: ‘다양한 물체

를 마찰시켜 전기력에 대

해 탐색하기’

활동지

안내된

탐구

ㆍ주어진 문제 해결

방법 설계

ㆍ발표, 평가

3

Ÿ 미션 수행 활동: ‘공을

춤추게 하라’

Ÿ 모둠별 대표가 미션을

수행하며 탐구 방법 설

명하기

Ÿ 동료 평가하기

활동지/

동료 평가지

ㆍ탐구 주제, 재료

주어진 안내된 탐

구 수행

ㆍ모둠구성, 설계구상

ㆍ산출물 완성

ㆍ경연 형태로 탐구

진행

4

Ÿ 산출물 만들기 탐구 주

제 선정: ‘튼튼한 다리

만들기’

Ÿ 주제와 재료, 평가 규칙

정하기

Ÿ 모둠 구성하기

Ÿ 설계 구상하기

활동지/

탐구 일지

5
Ÿ 탐구 수행하기

Ÿ 발표 준비 안내하기
탐구 일지

6
Ÿ 산출물 발표, 평가

Ÿ 동료 평가하기
동료 평가지

자유

탐구

ㆍ주제와 방법이 모

두 열린 학생 주도

의 자유 탐구 수행

7

Ÿ 자유탐구 오리엔테이션

Ÿ 탐구 주제 및 방법 구상,

계획서작성하기

탐구 일지/

탐구 계획서

8 Ÿ 자유 탐구 수행 탐구 일지

9 Ÿ 자유 탐구 수행 탐구 일지

10
Ÿ 탐구 결과 발표

Ÿ 동료 평가하기

최종보고서/

설문지/ 동료

평가지

[표Ⅴ-1 ] 동아리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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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탐구활동은 ‘다양한 물체를 마찰시켜 전기력에 대해 탐색하기’

라는 문제가 주어지는 구조화된 탐구였다. 실험 도구가 주어지고, 다양한

물체를 서로 마찰시키면서 마찰 시킨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에 대

해 알아보도록 했는데 도구와 물체를 마찰 시켜야 한다는 방법이 제시되

었으나 이들 사이에 전기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해답은 학생들

이 스스로 찾아내도록 했다. 물체들을 서로 마찰시키면서 충분히 관찰

사실을 기록하고 정전기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되 학생들이 알고 있어

야 할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는 ‘힌트’가 적힌 메모지를 실험 중간에 나눠

주었다. 특히,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금속구와 스티로폼 구를 매달고 대

전된 막대를 가져가도록 하였는데, 이는 두 번째 탐구활동인 ‘공을 춤추

게 하라’는 활동과 연결된 것으로 앞선 탐구활동의 관찰사실과 정전기에

대한 과학 개념을 이용해 두 번째 활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힌

트가 될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활동에서 사용된 학

생용 활동지는 <부록4>에 제시했다.

두 번째 탐구활동은 ‘공을 춤추게 하라’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이었다. 실험 재료가 주어졌으나 첫 번째 활동보다는 방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모둠별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해결 방법을 스스로 설계하도로 했

다. 두 번째 활동은 첫 번째 탐구활동과 관련된 활동으로 첫 번째 탐구

활동에서 이해한 전기력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알루미늄 공과 스티로

폼 공 중에서 어떤 공을 선택할 것인지와 공을 춤추면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떠올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세 번째 탐구 활동은 두 번째 탐구 활동과 마찬가지로 ‘튼튼한 다리 만

들기’란 주제를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었다. 실험 재료로는 학생들

에게 친숙하고 구하기 쉬운 스파게티 면을 제공했고 튼튼한 다리의 견고

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평가 기준 등을 함께 정했다. 두 번째 탐구 활동

과 더불어 주제와 재료가 주어지지만 방법과 해답의 도달은 학생이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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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자율권이 더 주어진 안내된 탐구 형

태로 구성했다.

마지막 탐구 활동은 학생들이 선정한 주제로 탐구를 진행하는 완전히

학생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자유탐구로 구성했다. 자유탐구의 경험이 없

는 학생들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학 탐구 과정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각 활동마다 발표 시간과 동료 평가 활동을 하였다.

5.4 연구결과

5.4.1 1학기 자유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1학기에 운영된 자유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기력에 대해 탐색하기’ 프로그램의 경우 [그림Ⅴ-2]와 같이 19명

(95%)의 학생들이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정전기에 대한 개념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그림Ⅴ-2 ] ‘전기력에 대해 탐색하기’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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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이유로는 ‘과학상식이 늘었다’, ‘과학이론에 대해 알게 되었다’

와 같이 과학 지식 측면(7명)과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다’와 같은 새로

운 경험을 통한 즐거움(4명)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타 의견으로는

‘생각을 깊이 하고 혼자 생각한 점’(2명)과 ‘발표력과 도전감이 상승했

다’(2명)가 있었다. 주입식 지도 방법이나 매뉴얼로 주어진 탐구가 아니

라 개방된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반성적 사고를 하였고 이 점에 대해 긍

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개선해야 될 점으로 ‘시간 부족’과 ‘결과가 애매하다’는 점을 제시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 시간이 짧았고 여러 실

험을 연속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매번 결과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

생들이 스스로 개념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림Ⅴ-3] ‘공을 춤추게 하라’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공을 춤추게 하라’ 프로그램의 경우 [그림Ⅴ-3]과 같이 16명(80%)의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응답을 하

였고 특히 주제가 주어진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실

제로 탐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

로 도움이 된 점은 ‘정전기의 원리 이해’와 ‘정전기를 재밌게 사용하고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55%(11명)였고,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혼자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것’, ‘기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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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유형 응답예시 응답수

주제나 방법에서의

막연함

Ÿ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다

Ÿ 주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Ÿ 막연하다

6

실험 과정의 어려움
Ÿ 변수가 많다

Ÿ 실과 공이 자꾸 분리되어 불편했다
4

발표 관련 어려움 Ÿ 발표자료 PPT를 만드는 게 어려웠다. 1

념을 응용해서 결과를 도출해냈다’는 탐구력 향상에 관한 응답이 25%(5

명)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탐구의 어려움으로 [표Ⅴ-2]와 같이 주제 이해

와 탐구방법의 막연함, 실험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발표 준비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는데, 특히 주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웠다는 응

답은 주어진 탐구 주제의 막연한 표현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있었

다. 처음해보는 발표준비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

로 진행하는 실험과정에서 변인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느

꼈음을 알 수 있다.

[표Ⅴ-2 ] ‘공을 춤추게 하라’프로그램에서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차례대로 주어지는 탐구에 익숙한 학생

들은 방법을 스스로 찾게 한 점 자체에 대해 막연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주제가 주어진 점에서 탐구에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한 점을 통해 주제가 주어진 안내된 탐구는 실질적으로 모든 탐

구 과정을 학생이 주도하는 자유탐구를 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

리라고 생각된다.

학생들은 주제가 주어진 탐구를 통해 스스로 탐구력이 향상되었다고 생

각하고 있었다. 이는 주제가 주어졌으나 다양하게 탐구 방법에 대해 스

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경험을 하면서 한 차원

높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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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 다리 만들기’ 프로그램의 경우 [그림Ⅴ-4]와 같이 18명(90%)의

학생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도움

이 된 점은 ‘다양한 다리의 양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 다리 건설에 과

학적 원리가 이용된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다’, ‘힘의 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많이 분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응답과 같이 다리에 대한 지식적 측면에서 도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학생

이 11명으로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볼 수

있었다’, ‘만들었을 때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로 창의성의 발현과 탐구경

험으로부터 느끼는 희열감을 들었다. ‘재밌고 즐거웠다’, ‘ 형들과 친해진

것 같다’, ‘ 책임감을 많이 느꼈다’와 같은 의견도 있었는데 학생들이 같

은 목표의 산출물을 만들고 발표와 테스트를 함께 한 경험에 대해 학생

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5%의 학생들은 설계

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설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경우, ‘방법 생각하기’, ‘튼튼하게 하는 방법’,

‘한정된 재료’ 등을 언급하였고, 개선점으로는 시간과 재료의 한계를 지

적했다.

[그림Ⅴ-4] ‘튼튼한 다리 만들기’ 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탐구과정이 막연하여 어려웠다고 응답했지만,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즐거웠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활동을 다른 이에게 추천할 만큼 동아리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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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대한 만족감이 높았다. 또 탐구 관련한 건의 사항으로 주제를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는데, 학생들의 자유탐구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과학

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아

리 활동을 통해 조별 활동을 하는 방법, 개인의 연구 능력이 향상되었다

고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 시간이 부족했음

을 개선점으로 지적했고, 또 동아리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답한 학생 1명

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탐구활동이 재미는 있었지만 직접 산

출물을 만드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

다.

이런 개선점과 어려움들은 차후 과학 탐구 동아리 프로그램 구성에 반

영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 동아리 활동은

과학 수업시간을 통해 충족될 수 없는 과학의 탐구 측면을 다루어 과학

에 대한 학생의 학습과 탐구에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5.4.2 자유탐구에 대한 학생 인식

아래 [표Ⅴ-3]은 모든 동아리 프로그램을 마치고 동아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전반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물은 것인데 학생들은 소재나 주

제가 주어졌던 탐구활동에 비해 자유탐구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있

었으나(74%), 자유탐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58%),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으며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활동

(63%)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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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정전기

력이해

하기

공을

춤추게

하라

다리

만들기

자유

탐구

1. 활동이 즐거웠다. 3 4
17

(89%)
4

2. 활동이 과학 교과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

고 생각한다.

13

(68%)
6 3 5

3. 활동을 통해 과학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4 3 5

15

(80%)

4.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다. 6 5 6
11

(58%)

5. 활동이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6 3 9
12

(63%)

6. 활동이 어려웠다. 2 2 1
14

(74%)

7. 활동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 3 0 0 1

[표Ⅴ-3] 자유탐구 프로그램 각 활동에 대한 학생인식

[그림Ⅴ-5]와 같이 17명(89%)의 학생은 자유탐구가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된 점은 [표Ⅴ-4]에 제시

된 것과 같이 ‘주제 선정부터 탐구의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 점(6명)’,

‘새로운 과학 지식 습득(5명)’, ‘사고력 향상(3명)’, ‘모둠 활동의 경험(3

명)’이었다.

도움이 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 이유를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무 처음 하는 거라 잘 모르겠다’ 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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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유형 실제 응답 예시 응답수

자율적인 탐구를

경험함

Ÿ 스스로 탐구를 할 기회를 제공받아서.

Ÿ 우리가 직접 실험하고 만들어 볼 기회가 많

지 않아서.

Ÿ 주제부터 발표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흔

하지 않아서.

6

새로운 과학

지식을 습득함

Ÿ 새로운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Ÿ 과학적 지식을 좀 더 알게 되었다.

Ÿ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서

5

사고력이 향상됨
Ÿ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다.

Ÿ 생각하는 폭이 넓어진 것 같다.
3

모둠활동이

도움됨

Ÿ 조원들과 함께 협동하여 실험을 진행하는 즐

거움을 배웠다.

Ÿ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대

화를 나누고 실험해 발표하는 것이 협동심이

길어지고 아는 것이 많아져 도움이 되었다

3

[그림Ⅴ-5] 자유탐구활동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응답

학생들은 원하는 주제를 정해 자율적으로 탐구를 하는 경험 자체를 좋게

인식하고 있으며 자유탐구를 통해 새로운 과학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력

이 향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Ⅴ-4] 도움이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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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탐구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

보기 위해 자유탐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기술하도록 했는데, 응

답자의 57.8%(11명)의 학생들은 [표Ⅴ-5]와 같이 ‘원하는 주제를 정해 자

율적으로 탐구를 진행해서 좋았다’고 하였다. 자유탐구의 좋은 점은 자유

탐구를 통해 학생 본인에게 도움이 된 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자

유탐구의 좋은 점 중에서는 과학지식의 습득이 기타소수 의견으로 나왔

고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탐구를 경험한 것과 사고력이 향상된다는 점을

자유탐구의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자유탐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여 지식의 습

득으로 이어지기에 탐구의 질과 학생의 경험이 부족하지만, 중학생들은

자유탐구를 경험하는 것 자체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응답유형 실제 응답 예시 응답수

원하는 주제를

정해 자율적으로

탐구를 진행

Ÿ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함으로써 더 많은 것

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

Ÿ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탐구를 진행하여 순

수한 본인의 색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

Ÿ 책으로만 배우지 않고 직접 자율적으로 하

는 것.

Ÿ 자유롭게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다.

11

사고력이 향상됨

Ÿ 주제를 선택하거나 실험 설계를 할 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Ÿ 자율적이여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여

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 것.

Ÿ 주위에 어떤 것이든 한번쯤은 생각하게 된다.

5

기타 의견

Ÿ 창의력이 발달되고 조원들과 협력할 수 있다.

Ÿ 자료를 찾아보고 주제를 정하면서 새로운

과학지식을 얻을 수 있다.

Ÿ 이전엔 할 수 없던 경험이었다.

3

[표Ⅴ-5] 자유탐구의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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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표Ⅴ-6]와 같이 자유탐구의 좋지 않은 점으로 ‘주제 선정이 막

막하다’ 5명, ‘탐구 진행과정이 어렵다’고 4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응답유형 실제 응답 예시 응답수

주제 선정이

막막하다.

Ÿ 너무 주제의 폭이 넓고 막상 하려면 막막하다.

Ÿ 주제 선정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Ÿ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제를 정

해주지 않아서 주제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다.

5

탐구 진행

과정이 어렵다.

Ÿ 탐구과정이 너무 어렵다.

Ÿ 결론 도출 도중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Ÿ 맥을 못잡겠다.

4

결과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Ÿ 탐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

정을 잘못해서 어중간한 탐구가 될 수도 있다.

Ÿ 실제와 다르게 결론이 나오는 게 별로 좋지

않다.

4

[표Ⅴ-6] 자유탐구의 좋지 않은점

이 결과는 아래 [그림Ⅴ-6], [표Ⅴ-7]과 같이 63%(12명)의 학생들이 자

유탐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가장 어려웠던 과정으로 ‘주제선정(9

명’)과 ‘탐구수행(5명)’과정을 답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Ⅴ-6] 자유탐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는가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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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유탐구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자세하게 진술한 내용을

보면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우경

외(2011)의 연구결과와 같이 자유탐구 대상 선정 경험 부족과 제한 없는

탐구대상 선정에 대한 부담감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가지 주제와 실험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

르겠다’, ‘너무 쉽고 간단한 것만 하려고 하는 점’ 과 같이 탐구 대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의견들은 탐구 수행 과정에

서 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으로 볼 수 있었는데 범주화하였을 때 ‘실험

도구 및 재료의 부족(3명)’, ‘모둠활동의 어려움(3명)’ 이었다.

응답유형 실제 응답 예시 응답수

주제 선정의

어려움

Ÿ 우리가 주로 접하는 실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

리만의 주제를 정한다고 하면 참 어렵고 주제가

막연해질 수 있다는 점이 어려웠다.

Ÿ 이미 여러 가지 주제와 실험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Ÿ 새로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Ÿ 주제를 너무 정하기 어려웠다. 무엇을 어떻게 탐

구하는지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Ÿ 내가 생각한 주제가 너무 쉽고 간단한 거만 하려

고함.

7

실험도구 및

재료의 부족

Ÿ 탐구 중 재료구하기, 결과내기가 어려웠다.

Ÿ 실험 재료 구하기가 어려웠다.

Ÿ 실험 도구가 제한적이라서 정확한 실험을 할 수

없었다.

3

모둠활동의

어려움

Ÿ 모이기가 힘들었다.

Ÿ 서로의 시간을 맞추어서 실험을 하기가 어려웠다.

Ÿ 팀내 분열

3

기타

Ÿ 동아리 시간이 적어서 좀 더 확실한 실험이 진행

되지 못한 점이 어려운 점이었다.

Ÿ 실제 결과를 보기 위한 과정을 정확히 딱 맞추는

것이 힘들었고 실험을 성공하기도 쉽지 않았다.

Ÿ 마음 먹은 데로 되지 않아서 어려웠다.

3

[표Ⅴ-7] 자유탐구를 하는데 어려웠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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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7]과 같이 앞으로 자유탐구를 할 의사를 묻는 문항에서 68%

(13명)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다시 자유탐구를 할 의사가 없

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으나 6명의 학생은 ‘보통이다’고 응답하여 자

유탐구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학생들의 경우 탐구를 수

행하면서 ‘팀내 분열’이 있어 자유탐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탐구

를 진행시키지 못하거나 교사의 도움을 통해 탐구를 마무리한 학생들이

었다.

[그림Ⅴ-7] 기회가 된다면 자유탐구를 다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

학생들이 자유탐구의 개선점으로 바라는 점은 실험 도구 및 재료의 지

원(5명), 탐구 시간의 확보(4명)등을 언급했고, 기타의견으로는 ‘자유탐구

는 알아서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가 있었다.

63%(12명)의 중학생들이 자유탐구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특히 어

려움을 느낀 과정은 주제 선정과 탐구수행이었다. 학생들의 응답을 통해

주제 선정의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본 경

험이 없기 때문이며 또 학생들은 탐구의 주제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이나, 어려운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탐구할 가치가 있는 탐구 문

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교사의 충분한 지도와 브레인스토밍이나 활동지

분석을 통해 여러 가지 탐구 문제를 구상해보는 방법으로 지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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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자유탐구 전 자유탐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선미(2011)는 자유탐구의 각 과정보다도 학생들이 함께 모이는 것 자

체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컸음을 언급하고 자유 탐구 활동의 운영에 문

제가 있음을 지적했는데, 실제로 방과 후 학원 등 사교육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자유탐구를 학교 일정 속에서 실시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한 자유탐구실시는 학생들의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의 자유탐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데, 효율적인 자유탐구 활동을 위해 충분한 시간 확보와

활동 공간, 준비물 제공이 필요하다는 전영석, 전민지(2009)의 연구결과

처럼 학생들은 동아리 시간에 탐구를 진행했음에도 더 많은 시간확보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구는 동아리 프로그램의 일정 및 차시 조절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탐구 주제에 필요한 준비물을 모

두 제공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자유탐구 실시에서 학생의 탐구를 옆에서

조력하는 교사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각 활동마다 모둠별 발표시간과 동료 평가를 함께 진행했는

데 이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했다. [그림Ⅴ-8]과 같이

89.5%(17명)의 학생들은 동료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Ⅴ-8] 동료 평가가 필요한가에 대한 학생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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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발표를 보면서 최종적인 탐구 결과에서 무

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 평가를 해야 내가 놓친 점이 뭔지

부족한 점이 뭔지 알 수 있다’는 응답이 6명이었고, ‘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알 수 있는 기회’, ‘내 결과가 다른 사람

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알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5명, 기타의견으로는

‘ 발표를 해야 어떻게 해야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발표하

는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다’, ‘ 더욱 상대방의 발표에 경청하게 된다’, ‘

미래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 등이 있었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

한 학생은 ‘동료들의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학생들은 동료 평가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공

유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가를 통해 상대방의 발표에 경

청하게 됨을 알 수 있다.

5.4.3 수행 과정에서의 학생 특징

자유탐구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했을 때 63%의 학생들이 자유탐구

를 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가장 어려웠던 과정으로 47%의

학생들이 주제설정을 선택했다. 학생들의 주제 선정 과정을 관찰해 보았

을 때, 학생들은 교과서나 인터넷 혹은 TV등에서 보며 재밌게 느껴졌던

것이나 본인이 평소 궁금했던 것 등 자신들이 흥미로워하는 주제들을 거

론하다가 현실적인 탐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탐

구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 주제들을 먼저 포기하고 주제를 정했다.

[표Ⅴ-8]은 학생들이 정한 탐구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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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조는 2학년 1조를 칭함.

모둠* 주제

2-1조 (2인 모둠) Ÿ 유해 가스가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

2-2조 (3인 모둠) Ÿ 언어가 음식에 미치는 영향

2-3조 (3인 모둠) Ÿ 과냉각을 통해 얼음 만들기

3-1조 (3인 모둠) Ÿ 정화 장치를 이용해 깨끗한 물 만들기

3-2조 (4인 모둠) Ÿ 친환경 전지 만들기

3-3조 (1인 모둠) Ÿ 구체적인 주제를 정하지 못함.

3-4조 (2인 모둠) Ÿ 과학 과목에 대한 중학생의 선호 조사

3-5조 (1인 모둠) Ÿ 적정기술을 이용한 도구 만들기

[표Ⅴ-8] 학생들의 탐구 주제

학생이 스스로 흥미로운 주제를 정해야 학생들이 긴 시간과 노력이 요

구되는 탐구 과정에서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다. 자유탐구의 취지와 탐

구에 대한 학생의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료들과의 토론 활동을 통

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느

낀 모둠의 경우 탐구 진행에서도 차이가 생겨 탐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탐구를 이끌어가

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교 현장에서 자유탐구를 진행하게 되면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탐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도 탐구를 하게

될 수 있다. 이들에게 탐구 결과물의 과학적 완성도나 수준보다도 온전

히 탐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므로 탐구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학생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탐구에 임하고 성실했던

학생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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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는 O학생 1인 모둠이었는데, 친구와 주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자

혼자 모둠을 구성하게 되었다. 여러 차례의 면담에서 학생은 어떤 주

제를 정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모둠을 구성하는 것과 다양한 소

재나 주제에 대해 제시했지만, 결국 주제를 선정하지 못했고 탐구를

포기했다. 이 학생의 경우 탐구를 진행해가면서 무기력해진 느낌이었

고, 마지막 발표시간에 본인이 관심이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만 간략하

게 발표하고 끝냈다. 지도 교사에게 성실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 죄

송한 마음이 든다고 하였다. 본인이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탐구

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고, 자유탐구로 인해 과

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어려웠다는 생각이 커서 안

내된 탐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컸다. 다시 자유탐구를

할 의사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었다. 이 학생의 경우, 과학에 대한 관심

이 평소 많은 학생이었으나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가 없어져 차선책으

로 과학 동아리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둠을 구성해서 진행했던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와 달리 자유탐구는 1인으로 하게 되었고, ‘자

신이 너무 쉽고 간단한 주제가 하려고 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고 했으며 탐구의 주제는 남들이 하지 않은 새로운 것, 어

려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본인 스스로 성실하지 못했던

이유는 ‘뭔가 혼자하기에 힘들고 주제를 정하지 못해 아예 포기하다

싶이 했다’고 하였다.

1인 모둠의 사례

O 학생의 경우 간단하고 쉬운 주제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탐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탐구 주제와 자신의 능력에 맞

는 탐구주제 선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주제 선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풀어나가지 못하고 교사의 조언을 회피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으

로 탐구를 마무리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도

교사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 이 학생은 탐구의 주제에 대한 개인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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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 L학생과 K학생

이 모둠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두 친구로 구성되었는데, 공식적

인 동아리 시간이 아닌 날에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면 과학실에

와서 미리 필요한 실험도구를 챙기고 준비를 했으며 점심시간에 부족

한 실험을 하는 등 근면한 태도를 보였고 실험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들면 책을 찾아보거나 교사에게 질문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

다. 서로 역할을 따로 분담하기 보다는 함께 모든 과정을 함께 하는

것 같았다. L학생은 ‘내가 하고 싶은 주제였기 때문에 이 탐구를 끝내

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다’며 탐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두 학생 모두

탐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랐다.

념이 강했고 이런 이유로 친구와 함께 탐구를 하지 않고 1인 모둠을 구

성했으나, 주제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혼자 풀어나가지 못했다. 탐구

주제선정에서 느낀 어려움을 풀어나가지 못한 학생들은 탐구를 포기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탐구 주제 선정에서 어떤 탐구주제를 설정해야하는지

에 대한 교사의 지도가 충분히 필요한 것이다. 처음에는 혼자 탐구를 진

행할 의사를 가진 학생이라고 해도 1인 모둠의 경우 문제 상황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워 좌절감을 느끼며 탐구를 포기하였다. O학생은 최종

발표 시간에 ‘지하수나 약수로 빨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간

략한 이론 조사 발표를 하고 발표를 마쳤다.

자유롭게 모둠을 구성하게 되어 있으나 교사가 모둠 구성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에서 자유탐구를 하는 경우 1인 모둠에 대해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성실한 모둠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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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조 C학생, K학생, L학생

이 모둠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높지는 않으나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

로 구성되었다. 주제는 정화 장치 만들기 였는데 재료를 씻고, 자르고,

만드는 등의 조작 능력 자체가 부족하여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로 구성되어 그런지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도 점심시간에 틈틈이 과학실에 들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과학적인 면에서 탐구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였지만 성실

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학생C와 L의 경우 다른 친구가 못 오더라도

개별적으로 실험실에 와서 틈틈이 실험을 하고 발표 준비를 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실험실 뒷마무리를 하는 책임감있는 모습을 보였

다. 이 모둠의 학생들은 모두 탐구에 성실하게 임했다고 스스로 생각

하고 있었는데, C학생은 ‘목표하는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내고자 했

기 때문에’ , L학생은 ‘ 나에게 자유탐구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 K학

생은 ‘친한 친구들과 해서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Terman & Oden은 과제 집착력이 문제 해결을 위한 끈기, 그들이 선정

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자신감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근면한 탐구

태도를 보이며 여러 학교 행사등과 겹쳐 바쁜 틈에도 쉬는 시간과 점심

시간 등을 할애하여 활동을 하는 헌신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은 목표한

결과가 있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활동

했다고 대답했다. 이 학생들은 스스로가 선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

을 할애하고 모르는 것은 책과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지도 교사에게 질문

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이 학생들의 과제 집

착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적이고 구

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뿐 아니라 어

려움이 있어도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양상을 보인다(Lath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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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CH학생, P학생

이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없으나 혹시나 고등학교에 가는데

스펙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따로 들지 않는 동아리라는 이유로

과학 동아리반을 선택했다. 그러나 실험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감을 보였고, 동아리 시간에 탐구주제를 정하지 못했다. 일정한 기간

의 시간을 주고 주제를 정해오도록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며 주제 선정에서 방황을 하였다. 과학과목에 대한 선호

조사나 스마트폰의 사용시간 등과 같이 친구들의 생각이 궁금한 과학

관련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고 실험이 어렵다면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결국 ‘과학과목에 대한 선호조사’를 설문 조사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탐구 내내 많이 어려워했으나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여 탐구를 진행하고 마무리 했다.

Locke,1991)고 했는데, 성실한 탐구 수행 태도를 보였던 이 학생들도 자

유탐구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나 탐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목

표하는 결과를 이뤄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다. 본인이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따르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하는

모습을 보였고 탐구 결과물의 과학적 질을 떠나 만족감을 느끼게 되므로

다시 자유탐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소극적인 모둠의 사례

이 학생들은 과학에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동아리를

선택했었다. CH학생은 자신이 스스로 탐구를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막막하고 어려워서 찾아오기 어려웠으며

귀찮다고 느껴지는 적도 있고 생각하다보면 잘 몰라서 그냥 시간이 가버

렸다’고 했다. 다시 자유탐구를 하는 것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

고, 활동에 성실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항상 지도교사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나타냈다. 자유탐구가 어려웠지만 유익하고 과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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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흥미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P학생도 다시 자유탐구를

하고 싶은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한 걸

느껴서 자유탐구로 인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다. 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주제와 방법이 주어졌던 1학기 프로그램 활동에 대

한 만족이 컸다.

흥미는 주의력을 이끌어내며 내적 동기 유발에 공헌하고 즐거움은 활동

성을 지속시켜 내적 동기 유발을 촉진시킨다. 외적으로 동기 유발된 학

생은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학생보다 인내력이 부족하고 쉬운 과제를 추

구하며 실패할 때 좌절하고 용기를 잃는다고 한다. CH와 P학생의 경우,

과학탐구는 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과학에 대한 관념이 강했는데 본

인들이 실험을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더욱 탐구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사의 조언을 통해 주제를 정하기는 하였지

만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고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탐구 진행

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경우 교사

의 도움이 학생의 탐구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고 탐구에 수동적으로 참

여하게 되었고 학생들은 성실하지 못한 자신의 태도에 죄책감을 느끼고

교사에게 죄송함을 느꼈다.

5.4.4 동아리를 통한 자유탐구의 특징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 시간이 부족함을 개선점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

었다. 특히, ‘전기력에 대해 탐색하기’ 활동과 ‘공을 춤추게 하라’와 같은

안내된 탐구의 경우 주제가 주어졌던 점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의 탐구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학생들은 정전기나 전기력

에 대한 개념 학습이 되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나 개념 정리가 잘 되

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점이 프로그램에 대한 흥

미가 줄어든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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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은 학교의 학사 일정 계획을 기본으로 하며 대부분 10회 정

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안내된 탐구의 경험 기회를 1회 정도로 줄이고 활

동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개념 이

해가 중요한 활동의 경우는 학생 활동 이후 교사의 설명도 시간적 여유

를 갖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계획된 동아리 활동이 보통 2주 혹은 3주 간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

유탐구의 경우 학생들이 동아리 시간 이후에 공식적으로 모두 모이는 시

간이 없기 때문에 교사가 학생들의 개별적인 탐구 진행 과정을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실험을 실질적인 활동시간인 동아리 시

간과 동아리 시간이 아닌 평소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을 할애하여

주로 학교에서 탐구를 진행하는 모둠들도 있었고 어떤 모둠은 집에서 개

별적으로 탐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아리 시간은 학생들이 자유

롭게 탐구를 진행하고 교사는 모둠별로 피드백을 주는 시간이 되었는데,

학생들이 탐구를 제대로 잘 진행하고 있는지 모둠별로 면담을 실시하고

진행과정에 대한 방법 수정이나, 진행 속도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방법

으로 진행했다. 진행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둠별로 구체적인 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교사는 탐구 문제의 수준이나 방법에 대한 조언

뿐 아니라 모둠별 탐구 진행을 확인하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했다. 매번

모둠별로 비슷한 시간을 할애하여 개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어야 하는

데, 동아리 발표 전 마지막 시간에는 탐구주제에 맞춰 결과를 관찰하고

결론을 내리고 발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피드

백을 제공하고, 탐구 진행 속도가 느린 모둠 위주로 진행에 대한 조언을

했다.

보통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자유탐구 진행 방법에 따르면 주제 선정,

중간, 최종 발표차시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실험을 진행하

는 경우는 1-2시간에 불과하거나 거의 없어 학생들이 방과 후에 따로

모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모둠의 탐구 과정에 대해서는 발

표 시간 외에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과학 동아리를 통해 자유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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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학생들은 각 모둠별로 자신들의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모둠의 진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데, ‘ 2학년 누구누구 애들은 무엇을

하나요? ’ ‘ 누구누구 네는 지난번 실험 잘 하고 있던데, 결과는 잘 나왔

나요?’ 등 다른 모둠의 진행에 대해 궁금해 하고 질문하곤 하였다. 이처

럼 동아리를 통해 자유탐구를 진행하는 경우 동아리 시간에 각 모둠별로

서로의 탐구 과정 진행에 대해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서로 다르

더라도 학생들이 서로의 탐구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서로 다른

모둠의 탐구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조의 경우 언어가 음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하며 쌀로 한 밥과 식빵 각각에서 생기는 곰팡이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을 발표하였는데, 3학년 학생들이 언어의 종류보다

소리의 크기와 같은 다른 변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고려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평소 탐구을 지켜보며 조언해주고 싶었던 점을 언급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1인 모둠이었던 3-3조의 O학생의 경우 결과 발표 시간에 간단히

주제에 대해서만 발표하고 마무리를 하였는데, 같은 3학년 학생들의 경

우 ‘저게 탐구야? ... 실험도 안했잖아.’ 와 같은 대화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후 개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은 O학생이 동아리 활동 시간에

탐구를 거의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학생들은 과학적인 의미에

서의 탐구의 결과나 완성도, 수준만큼이나 성실한 참여 정도와 실험 여

부가 과학 탐구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성실한 모둠 활동을 보였던 2-1조의 L학생과 K학생의 경우 탐구에

임하는 적극성과 성실함에 비해 발표전달력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는

데, 교사의 예상과 달리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발표 결과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었고, ‘ 지난번에 ․․네가 열심히 ․․실험을 하며 데

이터를 얻고 있는 것을 보면서 물어 봤었다’ 라는 반응을 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것은 평소 서로의 탐구 진행을 지켜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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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결론 및 제언

외적으로 동기가 유발되고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학생들의 경우 교

사의 직접적인 도움으로 탐구를 진행하게는 할 수 있었지만 학생이 스스

로 온전히 탐구를 주도한 경험을 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탐구 중 어려

운 과정을 접할 때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인내

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탐구에 소극적이며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고 탐구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주제나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보다 학생이 흥미를 보일 수 있는 탐구 소재를

제시하거나 격려와 다양한 스케폴딩 제공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프로그램 구성 시 주제가 주어지지만 방법이나 해가 열린 덜 개

방된 형태의 탐구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되, 주제를 구성하는 방법

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1인 모둠의 경우 주제 선정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느꼈을 때 해결방안을

스스로 찾기 어려우며 탐구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다. 모둠은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중학교에서의 자유탐구는 모둠을 구성하도록 지

도하여 스스로 탐구를 진행하고 완성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

가 강한 경우 높은 과제 집착력을 보이며 탐구에 적극적이었고, 친구들

과의 모둠활동에서 재미를 느끼는 경우에도 탐구에 성실한 참여를 보였

다. 성실하게 탐구를 수행한 학생들과 소극적인 탐구 태도를 보인 학생

들, 탐구를 포기한 학생들 모두 자유탐구의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느

꼈지만 1인 모둠의 경우, 혼자 해결방법을 찾는데 실패하여 탐구를 진행

하지 못했다.

또,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크게 느낀 학생들의 경우 탐구를 진행하더

라도 소극적인 태도로 탐구를 수행하며 자신이 수행한 탐구에 대한 성취

감과 주도감이 부족하고 다시 자유탐구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회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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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교사의 도움을 통해 주제를 선정한다 해도 학생들은 주제에 흥미

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탐구에 성실하게 임하지 못하였고 탐구진행과

발표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들은 탐구를 진행하면서도 자신

들이 스스로 주도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특히 ‘과

학’은 곧 ‘실험활동을 하는 것’ 또는 ‘자유탐구의 주제’는 ‘아무도 하지 않

은 새로운 것’이어야 하거나 ‘어려운 것’이어야 한다는 과학에 대한 학생

의 관념이 강했는데 이런 경우 주제 선정에서의 어려움을 더 심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유탐구 전 과학탐구에 대한 방법적인 안내

뿐 아니라 과학의 본성과 적절한 탐구 주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안내

가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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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및 제언

6.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자유탐구활동의 지도 방

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중학생들의 자유탐구 과정에 대한 특징

과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생의 자유탐구에 대한 평

가와 수행 방법에 대한 연구를 선행하였고 두 가지 사례 연구를 진행했

다. 첫 번째는 영재센터에 다니는 사사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랙탈이란

소재를 이용해 자유탐구를 실시하면서 보고서 제출 방법을 달리해보았

고, 두 번째는 학교 현장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동아리 활동을 통

해 자유탐구를 실시했다. 각 사례에서 학생들의 활동지, 탐구일지, 최종

보고서, 설문지와 교사의 관찰일지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중학생이 자유탐구 수행 과정에서 보인 특징과 학생들의 자유

탐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프랙탈이란 소재를 통해 독창적인 자유탐구를 할 수 있었다. 학

생들은 활동지를 통해 인산염 프랙탈 실험 결과 자료에 대한 관찰을 통

해 ‘온도’, ‘농도’와 같은 변인들을 찾아냈다. 프랙탈이란 소재를 제시해주

고 주제를 선정할 수 있어 짧은 자유탐구 기간 동안 탐구를 빨리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소재의 제시를 통해 막연한 탐구 대상으

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나, 실험 자료의 관찰을 통해 독창성을

방해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와 달리 ‘농도 기울기’, ‘온도 기울기’, ‘진동’ 등

새로운 변인을 떠올렸고 독창적인 의견을 갖게 되었으며 스스로 주제를

선정할 수 있었다. 활동지에 선행연구에 대한 소개와 연구자가 인산염



- 83 -

프랙탈에 대한 자유탐구 과정을 통해 얻은 실험 자료 관찰 활동, 탐구

문제 구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활동지 작성을 통해 학생들이

프랙탈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탐색할 만한 변인을 찾아내 주제를 선정하

고 탐구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찰능력이 우수하고 탐구주제 선정에서 독창성을 발휘한 학생

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학생들이 다변인을 고려하

는 능력이 다소 낮다는(유진상, 심규철, 2007) 연구 결과를 반영하듯, 수

행 과정에서 학생들은 특히 프랙탈 결정의 성장이 작은 변인에 의해서도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과 반복적인 실험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꼈

다.

활동지 작성 과정에서 실험 자료에 대한 관찰 사항과 세부 묘사 능력

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 구상한 탐구 주제의 수가 많고 독창적인 문제를

선정하였는데, 이 학생의 경우 탐구 수행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인을 구분하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는 변인통제능력이

좋았다. 이 학생은 실험 과정에서 변인 통제에 대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에 방법을 구상하고 수행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변인 통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하

게 작용하는 능력임을 고려할 때, 탐구주제 선정 시 독창적인 변인을 발

견하여 문제를 구상한 학생은 변인 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문

제 해결을 위한 탐색의 과정을 반복하여 문제를 해결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자유탐구 활동을 독

려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학생들의 탐구

태도에 영향을 주었다. 공동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경우 모둠의 소수

학생이 탐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보고서 작성과 발표 등이 특정

학생에게 편중되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개별보

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모둠의 경우 모둠원 모두 탐구 참여도와 성실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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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높게 나왔다. 이를 통해 개별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을

때 모둠원이 고르게 탐구의 책임감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모둠별로 탐구를 수행하더라도 개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 스스로 탐구의 과정을 반추하고 데이터를 해석하여 자신의 생

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탐구의 책임감이 소수에게 편중되

는 것을 줄이고 학생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탐구 과정에 참여하도록 독려

하는데 효과적임을 알았다.

넷째, 과학에 대한 흥미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에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 방법은 학생이 탐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

에 내적인 동기 유발을 통해 학생이 스스로 온전히 탐구를 진행할 수 있

기 위한 간접적인 지도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과학 동아리활동을 통

해 자유탐구를 적용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 가중을

최소화하면서, 방과 후 따로 시간을 내어 모이기 어려운 학생들의 부담

과 어려움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 자유 탐구를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

인 방법이었다. 특히, 학생들은 소재나 주제가 주어졌던 탐구활동에 비해

자유탐구가 더 어려웠으나, 자유탐구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겼고,

탐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주제 선정

부터 탐구의 전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 것, 새로운 과학 지식의 습득, 사

고력 향상, 모둠활동 경험을 자유탐구를 통해 본인에게 도움이 된 점으

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중학생의 자유탐구는 학생이 스스로 온전히

탐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1인 탐구

의 경우 주제 선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어려웠고 탐구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학생 스스로 1인 탐구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유탐구

를 한 점이 어려웠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되도록 모둠을 구성하도록 하

는 것이 탐구를 끝까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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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제언

자유탐구의 장점과 자유탐구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은 적극적으로 자

유탐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자

유탐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교사에게 학생의 자유탐구를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자유 탐구 활동

이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 방법과 평가 방

안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하다(진순희, 장신호, 2007). 따라서, 교사

에게는 자유탐구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고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자유탐구를 적용한 사례를 통해 지도 방법을 모색하는 현

장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써 자유탐구 진행 방법, 연구 참여 학생의 특징

으로 인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규모를 좀 더 확대하

고,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을 거쳐 자유탐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추후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완전한 개방성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며 학생들은

제한 없는 탐구 대상 선정에서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지만 대상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학생의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정우경 외 2011), 탐구문

제 선정에 도움이 되면서도 학생이 탐구에 대한 흥미를 갖고 스스로 탐

구를 진행하여 자유탐구의 취지를 잃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 동아리를 통한 자유탐구 사례의 경우 안내된 탐구의 과정을

경험하고 자유탐구를 진행하였으나 학생들은 탐구 주제 선정에서의 어려

움을 느끼고 있어 주제 선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제 선정 활동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과학에 흥미가 부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스스로 탐구를 진행할 수 있기 위해 교사의 세심한 지도 방법과

비계의 준비에 대한 연구가 추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86 -

Ⅶ. 참 고 문 헌

강은형(2001). 중학교 자유주제 과학탐구의 문제해결유형과 탐구수준 평

가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강순희(2011). 보통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문제 해결력 지향 과학 교수

기법. 2011년 화학교육 여름호, 2-9.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 교육과정

김호진, 곽대오, 성민웅(2000). 중등학교 과학교사들의 학습평가에 관한

실태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1), 101-111.

남정희(1996). 화학실험에서 탐구과정기능의 평가도구 개발. 박사학위논

문. 한국교원대학교.

변선미,김현주(2011). 자유 탐구 활동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 및 자유

탐구 활동이 중학생들의 과학탐구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

교육학회지, 31(2), 210-224.

박종호,김재영,배진호(2001). 자유탐구활동이 초등학생의 과학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교육, 20(2), 271-280.

박종원, 박종석(2003). 과학적 창의성 평가를 위한 3차원틀.

신현화, 김효남(2010). 초등학교 과학과 자유탐구 활동에서 교사와 학생

이 겪는 어려움 분석. 초등과학교육, 29(3), 262-276.

심재호, 신명경, 이선경(2010).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의 실행에 관한 과학 교사의 인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0(1),

140-156.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물리학습연구실(2000). 물리학습의 평가.

이대현(1999). 창의적인 문제해결과정에서의 직관과 논리의 역할. 수학교

육학회지, 38(2), 159-164.

이효녕, 조현준(2008). 과학영재 교육에서 자율탐구활동의 의미와 중요성

에 대한 이론적 고찰. Jour. Science Education Kyungpook



- 87 -

National University, 32(2), 33-50.

이혜주(2005).구조화정도가 다른 문제 상황에서 문제발견에 대한 제 변

인의 상대적 기여도 분석. 초등교육연구.18(2),123-148.

임청환, 김남일, 권성기, 고한중, 이성호(2005). 초등학교 과학교실 및 과

학동아리 관련 현장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모형 설정. 한국과

학교육학회지,25(2), 209-220.

유진상, 심규철(2007). 과학탐구대회에서 나타난 중학생의 과학탐구능력

에 대한 분석 연구. Journal of Society for the International

Gifted in Science, 1(2), 109-116.

윤경미(2004).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문제발견의 차이 및 문제발견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분석.부산대학교 박사논문.

진순희, 장신호(2007). 과학 탐구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지도 경험. 초등

과학교육, 26(2), 181-191.

전영석, 박종찬(2006). 고등학교 학생의 물리 분야 개방적 탐구과제 수행

준비도 분석. 새물리,52(4),345-355.

정우경, 이준기, 오상욱(2011). 중학교 학생들의 자유탐구활동 중 주제선

정 단계에서 나타난 어려움 조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1(8),

119-1213.

조연순, 최경희(2000). 창의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한 중학교 과학 교

육과정 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2), 329-343.

조희형, 최경희(2005). 과학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조희형, 박승재(1994). 과학론과 과학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사고력 검사 개발 연구(비판적 사고력 검사

제작편). 연구보고RRE 2002-3

하주현(2003). 문제발견,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성의 관계. 교육심리연

구, 17(3), 99-115.

허경철, 김홍원, 임선하, 김명숙, 양미경(1991).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

그램 개발 연구(Ⅴ).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88 -

허명(1984).과학 탐구 평가틀의 개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4(2), 57-63.

황성원(1998). 전기와 자기에 대한 중학생들의 자유탐구과정 분석. 석사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황성원, 박승재(2001). 전기와 자기에 대한 중학생들의 개방적 탐구에서

과제 유형에 따른 탐구 수행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2),

255-263.

황현정, 전영석(2009). 초등 예비 교사들의 자유 탐구 수행 능력 분석. 초

등과학교육, 28(4), 404-414.

Aikenhead, G. S. (1983). Science as Inquiry In Penick, J. E.(Ed),

Focus on excellence, 1(1) : Science as inquiry. NSTA.

Backus,L.(2005).A year without procedures: removing procedures from

chemistry labs creates opportunities for student inquiry.

Science Teacher, 72(7),54-58.

Bruner, J. (1960).The Process of Education.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Hodson, D. (1996). Laboratory Work as Scientific Method Three

decade of confusion and distortion.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8(2), 115-135.

Hodson, D. (1993). Re-thinking old ways: towards a more critical

approach to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22, 85-142.

Irit Sadeh, Michal Zion(2009).The Development of Dynamic

Inquiry Performances within an Open Inquiry Settings: A

Comparison to Guided Inquiry Sett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6(10), 1137-1160.

Jones, A.T., Simon, S.A., Black, P. J., Fairbrother, R.W., Watson,

J.R.(1992). Open Work in Science: Development of

investigations in schools.London: Centre for Educational



- 89 -

Studies, King's College,University of London.

Keys, C.W.(2000). Investigating the thinking processes of eighth grade

writers during the composition of a scientific laboratory

repor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7(7),676-690.

Lawson, A.E. (1995). Science Teaching and the Development of

Thinking. Ber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Mayer, R.E.(1991). Problem solving. In M.A. Runco&

S.R.Printzker(Eds.). Encyclopedia of creavity. San Diego :

Academic Press.

Millar, R. (1991). A mean to an end: Practical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mford, M.D., Mobley, M.I, Uhlman, C. E., Reiter-Pal-mon,

R.&Doares, L.M.(1991) Process analytic models of creative

capacities. Creativity Research Journal, 4(2), 91-122.

National Research Council(1996).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서혜애,

오필석, 홍재식 역(2000).국가과학교육기준.

National Research Council(2000). Inquiry and the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A Guide for Teaching and Learning,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Ronard S.Hermann & Rommel J.Miranda (2010).A template for open

inquiry : using questions to encourage and to support inquiry

in Earth and space science. The Science Teacher, 27-30.

Torrance, E. P. (1962).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Y:

Prentice - Hall. Woolnough, B. E. (1998). Authentic science

in schools, to develop personal knowledge



- 90 -

Terman, L. M.& Oden, M. H. (1959). Genetic studies of genius: The

gifted group at mid-life,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

Urban, K. K.(1990). Recent treads in creativity: research and theory

in Western Europe. European Journal for High Ability, 1,

99-113.

Wellington, J.(1998). Practical work in Science: Time for a

re-appraisal. In J.J. Wellington(Ed.),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pp.3-15) New York : Routledge.



- 91 -

부록 1 평가틀 타당도 의뢰서

부록 2 탐구 평가틀

부록 3 탐구활동지(학생용)

부록 4 자유탐구 프로그램 관련 활동지 (학생용)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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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평가 항목

독

창

성

융

통

성

정

교

성

분

석

력

종

합

성

적

절

성

해

당

없

음

탐구단

계

과정기능

탐구

태도

설계

관찰하기

문제설정

탐구설계

1. 관찰한 것으로부터, 새롭고 다양

한 문제를 발견하는가?

2. 검증 가능하고, 탐구의 가치가 있

는 문제를 설정하는가?

<부록1> 평가틀 타당도 의뢰서

개방적 과학 탐구 평가틀의 평가 요소와 항목의

타당도 의뢰서

소재를 주고 학생이 탐구의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계획, 수행하는 개방적

탐구의 경우에, 아래 표는 탐구의 단계에 따른 평가 항목을 제시한 것입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능력의 요소 중 , 이 항목을 통해 평가되기에 가장 타당하다

고 생가 되는 요소를 선정해 주세요. 문항 11번까지입니다.

가장 타당한 것을 1번으로 하여, 2번까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항목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요소가 없다면, ‘해당 없음’에 표시해 주시

기 바랍니다.

<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요소 >

 독창성 -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

융통성 - 유연하고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

정교성 - 아이디어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표현하거나,

발전시키는 것

분석력 - 의미를 파악하고, 자료 구성 성분의 관계 등을 분석해내는 것

종합성 - 여러 요소와 부분, 상황을 묶어 판단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

적절성 - 자료나 판단이 해당상황에 합리적이고 알맞으며 타당한 것



- 93 -

3.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설계하는가?

4. 실험 절차는 적절한 순서로 설계

되었는가?

수행

탐구수행

결과분석

결론도출

5. 탐구 과정에서 변인 통제를 하는

가?

6. 결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

두 수집하였는가?

7.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는가?

8. 데이터를 경향성이나 패턴과 관련

지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환할 수

있는가?

9. 얻은 데이터를 분석, 종합하여 탐

구의 결론을 도출하는가

10. 탐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 적

절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활용하는

가?

발표

발표와

평가

11. 탐구의 결론에 대해 스스로 비판

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는가?

적극

성

12. 발표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

는가?

해당 없음
적극

성

13. 평가와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는가?

전과정
협동

성

14. 탐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 하는

가?

 ※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평가의 요소나, 준거, 문항이 있다면

적어주시고, 수정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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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단계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

방법
탐구과정

기능

탐구

태도

창의적

문제

해결력

설계

관찰하기 독창성

1. 관찰한 것으로부터, 새롭고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는가?

(검증 가능한 문제의 발견)

활동지

문제설정
적절성

종합성

2. 검증 가능하고, 탐구의 가치가 있는

문제를 설정하였는가?

(가치있는 문제의 설정)

활동지

탐구설계
독창성

정교성

3.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탐구

방법을 설계하였는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탐구법 설계 )

탐구일지

탐구설계
적절성

정교성

4. 실험 절차는 적절한 순서로 설계되

었는가? ( 적절한 순서로 탐구 진행 )
탐구일지

수행

탐구수행
적절성

분석력

5. 탐구 과정에서 변인 통제를 하는

가? ( 변인을 고려하고, 통제하기)
탐구일지

탐구수행
정교성

종합성

6. 결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모

두 수집 하였는가? ( 데이터의 수집)
탐구일지

결과분석 분석력

7.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변인들 간의

관계를 올바르게 분석하는가? (변인의

관계 분석)

탐구일지

< 부록2 > 탐구 평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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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분석
분석력

종합성

8. 데이터를 경향성이나 패턴과 관련

지어 한눈에 볼 수 있게 전환할 수 있

는가? ( 데이터의 전환 )

보고서

결론도출
분석력

종합성

9. 얻은 데이터를 분석, 종합하여 탐구

의 결론을 도출하는가? ( 의미있는 결

론 도출하기 )

보고서

탐구수행
융통성

적절성

10. 탐구의 과정에서 필요할 때, 적절

한 자료들을 조사하고, 활용하는가?

( 적절한 자료 활용하기 )

관찰

면담

발표

평가와

발표

융통성

종합성

11. 탐구의 결론에 대해 스스로 비판

적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는가?

( 결론에 대한 스스로의 충분한 평가

와 대안에 대한 준비)

보고서

평가와

발표
적극성

12. 발표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였

는가?( 발표의 준비와 진행)
관찰

평가와

발표
적극성

13. 평가와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청하는가? ( 평가, 토론의

참여도 )

관찰

면담

전과 협동성
14. 탐구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 하는가?

( 과정 전반 )

관찰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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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3 > 탐구활동지(학생용)

앗! 이럴 수가

날짜 : 2010년 ( )월 ( )일 ( )학년 ( )반 ( )번 이름 ( )

   눈 꽃 

과포화도와 온도에 따라 다양한 눈꽃 결정을 보여주는 ‘눈꽃 도표’이다. 중간에 있는 선은 과냉각물

방울의 과포화도이다. 온도가 감소하면서 -2℃이하에서 얇은 판상이던 눈꽃은 -5℃도 근처 기둥형

태로, -15℃에서 다시 판상으로 변하고 -30℃이하에서는 대부분 기둥형태를 갖게 된다. 온도는 아

마도 눈꽃이 판상인지 기둥형태인지를 결정하는 요인일 수 있으며, 높은 과포화도에서는 좀더 복잡

한 형태를 형성된다.

겨울철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결정을 눈이라고 한다. 흔히 알고 있는 눈의 결정

모양은 육각형의 아름다운 별모양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그 눈의 결정

모양을 제외하고도 숨겨져 있었던 눈의 모양은 아주 다양하다. 1930년대에

Ukichiro Nakaya라는 과학자는 눈의 결정 성장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고, 처음

으로 실험실에서 눈의 결정 성장을 관찰하여 다양한 형태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지 못했던 눈의 숨겨진 모습들에 대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했다. 아래 그림은 Nakaya가 관찰한 다양한 눈의 모습들을 나타낸 것 이다.

여러분이 Nakaya라는 과학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자. 눈꽃에 대해서 탐구할

만한 독창적이며 의미있는 문제를 찾아, 적어보자. (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

하고 자세하게 쓰고, 한 문장에는 한 가지 내용만 쓰자. “만약~라면, ~할 것이

다”의 형식을 갖춰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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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랙탈 프랙탈은 해안선, 눈꽃송이, 브로콜

리, 콜리플라워, 고사리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자연

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일부의 모양이 전

체의 모양을 닮은 형상으로, 일부의 모양을 확대했

을 때 전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런 닮음의 과

정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징이 있다. 또, 기하학적

인 차원의 값이 정수임에 비해, 프랙탈은 독특하게도 소수의 차원을 갖는다.

아래 사진은 같은 농도의 PBS 수용액 20㎕를 ㈎는 실온에서 증발, ㈏는 60도의

온도에서 증발 시켰을 때 생긴 결정의 모양을 찍은 것이다. ( PBS는 생물학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완충 용액으로, NaCl과 KCl로 이루어진 인산염

물질이다. 이온농도는 인체의 농도와 거의 같으며,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준다. )

㈎ ㈏

(1)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적어보자.

㈎ :

㈏ :

(2) 탐구하고 싶은 문제들을 모두 적어보자.

(3) 탐구하고 싶은 주제들 중 가장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골라서 적어보자.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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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4 > 자유탐구 프로그램 관련 활동지 (학생용)


활동1 전기를 띤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알아보

자!


활동 날짜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알아둘 점 활동지 작성 시, 자세하게 서술하고, 필요하다면 그림을 그려도 좋다.

◈ 테이블에 놓인 여러 막대를 이용하여 마찰 시킨 물체 사이에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고 관찰한 사실을 적어보자.

◈ 마찰 시킨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

을까?

◈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 아래 그림과 같이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작은 금속구와 스티로폼 공을 매달

아 놓고 (-)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금속구와 스티로폼 공 가까이로 각각 가

져가보았다. 금속구와 스티로폼 공의 움직임을 관찰해보고 관찰 사실을 적어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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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알루미늄 호일 공

(2) 스티로폼 공

◈ 금속구와 스티로폼 공의 움직임에 대해 모둠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그 이유

를 설명해보자.

활동2  공을 춤추게 만들어라!

활동 날짜      년    월    일 학년      반 이름

① 테이블에 놓여있는 재료를 이용하여 스탠드에 공을 매달아 공이 춤추게

만들어라.

② 어떤 공과 어떤 막대를 이용할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하도록 합니다.

③ 여러분이 고안한 실험 방법을 적어봅니다. 글로 적거나 그림을 그려도 좋

습니다.

④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고안한 실험 방법을 소개하면서 발표할 것입니다.

< 나의 실험 방법 소개 하기 >

               * 글과 그림을 이용해 방법을 설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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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tudents' recognition on

the open inquiry activity and performance feature, an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n the methods of teaching open inquiry. The

curriculum revised in 2007 emphasized the open inquiry to increase

students' interest in science and to build up creativity. Science

teachers know that the open inquiry is important, yet most teachers



- 101 -

lack a practical framework of open inquiry for guiding the students.

Because of this, the open inquiry activity has been difficult to be

applied proper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research to

find proper ways for settling the open inquiry at schools. In order to

investigate students' performance and recognition on the inquiry, I

qualitatively analyzed the worksheets, inquiry daily logs, reports, and

questionnaires written by the students during the inquiry, and

collected the teacher-observance journals and assessment cards.

In this field application study, 8 participants of ninth-grade students

of the science-gifted school in Seoul carried out the open inquiry on

fractal phenomenon. By using the worksheets showing photographs of

dendritic growth of phosphate, students found that variables such as

‘temperature’ and ‘concentration’ were important in fractal, and

formulated their own research questions. Despite of the concerns that

students have a hard time to find original research questions,

students in this research could discover new variables such as ‘

gradient of concentration’, ‘gradient of temperature’ and ‘vibration’ for

fractal growth thanks to the pre-activity using the worksheets.

Students considered the fractal phenomenon unfamiliar but interesting,

and because the specific subject matters were suggested they thought

it was easier to begin the inquiry. In the performance process,

students felt difficulties performing the experiment repeatedly and

controlling the variables because the growth of fractal crystal was

subtly influenced by small factors. We could see that the students

with excellent ability in observation and description of data showed

excellence in controlling and separating the variables. Having students

write individual reports was a better way to encourage the inquiry

activity. When students wrote reports individually, every student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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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oup showed high degree of participation and diligence. On the

other hand, when students submitted a joint report, part of the

students participated diligently in the inquiry activity. In the second

case study, 20 participants(11 ninth-grade and 9 eighth-grade

students) performed the open inquiry project in a science club in a

middle school. Because it reduces the workload of teachers and it is

good for students to be aware of each other’s process, performing the

open inquiry during the club activities is considered an effective way.

Students felt that the open inquiry was more difficult than the guided

inquiry in which the research questions and inquiry process are

present. Students thought the open inquiry made them more

interested in science and understand what the inquiry is. In addition,

they found that the self-instructed process of open inquiry and group

work helped them to acquire new knowledge about science and

higher thinking skills. In the case of individual work, it is hard to

materialize research questions when student is externally motivated

or has low interest in science, he/she may perform with the assist

from the teacher but the outcome is low. For students to lead the

inquiry process, motivation is necessary. Subject matters which can

attract students' interests can be a great help and of course teachers

should be supportive and be able to present diverse ways of

scaffolding and teaching methods for students.

Key Words: Open Inquiry, Fractal phenomenon, Science Club

Student Number : 2011-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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