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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또 일상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확인
하거나 적용한다. 반대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것을 학교로 가져
오기도 한다. 선언적 수준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물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경험과 과학학
습을 연결 짓고, 구체적으로 이 둘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실제
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설문조사 및
담화관찰, 교과용도서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
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는 총 3 개의 하위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1에서는 전국 4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298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탐색해
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
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서 일상경험의 역할
을 개인의 학습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4
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6명의 학생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 어떠한 영
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 1과 2의 분석결과를 Dewey
의 경험론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연구 3은 열개념 학습에 대한 보다 구
체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4학년, 3단원 열전
달과 우리 생활)에 담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른 경험들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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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올린 경험은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타인이나
영상매체·책·인터넷 등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교과학수업에 의한 형식
교육경험,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비형식교육경험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해당 과학내용이 형식교육에서 경험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
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일상경
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
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직접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결고
리들을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고리와 해석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의 직접 경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연구 2에 따르면,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
서 동료를 반박하거나, 뒷받침할 때 사용하였으며,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
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키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잘못된 추론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이 담화 사례들은 Dewey의 계속성과 교변작용의 확장된 예를 보
여주었다. 이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시발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연구 3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는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기 위
해 학생의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 간에 일상경험
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도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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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들을 교과서에 도입하였으나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
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교과서 집필자
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예를 선정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
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신뢰하고 과학 현상
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
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다. 또한 열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와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Dewey의 경험론과 관련지어 학생의 일상경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일상경험과 열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밝힘으로써 교사와 교과용도서 개
발자들이 과학교육에 일상경험을 도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 것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주요어: 일상경험, 열, 담화, 과학담화, Dewey, 계속성, 교변작용, 초등
과학, 연결고리

학 번: 2009-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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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이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다.”

– J. Dewey, LW131-

1.1.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학생이 과학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현상은 전통적으로 과학교육이 해
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Kruckeberg, 2006). 이러한 소
외현상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
에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과 수준이 추락하는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Ainley & Ainley, 2011). 또한 학생 대안개념 발생 역
시 과학교육에서 지속되는 핵심문제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
워하고(Garrison & Bentley, 1990), 과학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과학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소외현
1

Dewey의 저작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어 인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ewey관련 연구자 집단은 Dewey의 문헌을 인용할 때,
Dewey의 저작을 정리하여 출판한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의 간행물
이름(Early Works, Middle Works, Later Works), 권, 쪽수를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도 (LW 13; Later Works, 13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Dewey 저작을 표시한 것이다.
1934: Art as Experience (LW 10),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LW 9),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LW 13),
1925: Experience and Nature (LW 1),
1933: How We Think (LW 8),
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L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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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원인을 일상경험(everyday experience)에서 찾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통해 대안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학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학생들이 일상경험
을 과학학습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며(Roth et al., 2001), 일상경
험을 과학학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주요한 원천이나 장벽으로 본다
(Warren et al., 2001).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학생의 일상경험과 그들의
과학지식을 구분하고, 학생의 일상경험에 의해 야기된 대안개념을 극복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학생의 대안개념 혹은 선개념을
조사해왔다(Garrison & Bentley, 1990; Scott et al., 2007). 즉, 일상경험을 극복
의 대상으로 보아온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이
서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한다고 보는 관점
이 있다(Avraamidou & Osborne, 2009).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은 과
학을 학생의 경험과 분리시켜 가르치는 대신에 학생의 사전지식이나 일
상경험에 기반한 실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수업을 더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Chinn, 2007; Rivet & Krajcik, 2008). 이와 같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학학습은 학생들의 일
상경험과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oosimile, 2004).
일상경험과 과학개념 형성의 관계를 학생의 발달수준과 생활시간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과학개념 형성에 일상경험이 미치는 영향
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Steiner의 인간발달단계에 따르면,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은 체험과 느낌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며(정윤경,
2000), 이들은 자라는 동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과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과학개념을 형성하게 된다(Beeley, 2012; Quinn et al., 2011).
Piaget 또한 인지발달 단계 상 구체적 조작기(7~11세)에 해당하는 이 시
기의 어린이들이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구체적 경험에 의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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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어린이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 시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18세까지 활동시간의 20%정도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 생애의 10%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Sosniak,
2001).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하루 동안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약 5시
간(주말 제외)이며, 그 중 과학수업 시간은 연간 94시간(4학년, 차시 당
40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100분 정도이다. 즉, 과학학습 시간보다 일
상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과학수업보다
는 일상경험이 과학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Quinn et al. (2011)은 K-12학년을 위한 과학교육 틀을 제시하면서,
K-12학년의 과학수업 핵심 아이디어로서 과학수업이 학생의 일상경험
및 그들의 흥미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wey 또한 교육에서 경험을 강조하였다(LW 9; LW 13). Dewey의 입장
을 따라 Gallego(2001)는 경험이 교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고, Wong et al.(2001)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치 있는 경험을 통
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학생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Dewey는 학습이 일상경험과 분리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경험과 교육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였다(LW 13; Pugh & Bergin, 2010). 이러한
Dewey의 사상은 진보주의, 경험학습 등으로 불리며 과학교육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쳤다(Wong et al., 2001).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많았던 것에 비해,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Cajas, 1998). 과학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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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보면, 이 둘을 연관 짓는 논의는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e.g. Baumert et al., 1998; Enghag et al., 2007; Garrison & Bentley, 1990;
Georgiou & Sharma, 2012)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e.g. Oloruntegbe
& Ikpe, 2011; Warren et al., 200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일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도 학생의 일상생활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소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생의 실제 모습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일상경험
의 역할과 특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과학개념들 중에서 특히 열개념은 추상적이고 반 직관적이며, 일상생
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학
생과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과학적 열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Georgiou & Sharma, 2012; Liu, 2011; Yeo & Zadnik, 2001). 역사적으로 열
은 열소설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학생들은 학교
에서 열이라는 과학적 개념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 다양한 일상생활 맥락
에서 열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접하게 된다(Georgiou & Sharma, 2012). 이
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자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열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Wiser & Amin, 2001). 즉, 학생의 일상생활이 열개
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개념 형
성에서 일상경험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열 현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일상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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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의 일상경험이 개인의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을 학습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Enghag et al., 2007; Mayoh & Knutton, 1997; Warren
et al., 2001)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
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 그 역할과 특징을 밝히는 일은 열개념 학
습을 넘어 학생의 일반적인 과학개념 학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
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이 일상경험과 열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을 개인적 측면
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 사
회적 측면에서는 교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중 열개념 관련 단원
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일상경험은 그들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개인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와 체험된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은 무엇인가?

●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요구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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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의견을 바꾸는 이유와
일상경험 등장 유형은 무엇인가?

●

사회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와 교환된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은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
게 반영했는가?

1.3. 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는 연구 1, 2,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 대한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연구 1과 2는 학생의 측면에서 조사한 부분으로서, 연구 1에서는 초등
학생 개인이 열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해당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
떻게 연결되는지,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또한 과
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전국 4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8명이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일상경험
의 역할을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환경 내의 학습 속에서 살펴보기 위
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6명의
학생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1과 2의 분석결
과는 경험과 교육에 대한 Dewey의 관점과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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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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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해보면, Piaget를 주축으
로 하여 개인이 어떻게 앎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개인적 구
성주의와 Vygoksky를 주축으로 하여 학습의 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열 현상과 관련된 학
습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1은 개개인의 학습자
에 초점을 두고 과학학습과 개인의 일상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
며 연구 2는 개개인의 학습자가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드러
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
해 논의하였다.
연구 3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담
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
해와 일상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열개념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1과 2의 연
구 결과를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4학년, 3단
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일상경험 도입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본문, 실험 및 활동에 나타나 있는 일상경험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
빈도, 제시 순서 등을 분석하였고, 교사용지도서는 일상생활 관련 지도
내용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열 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일상경험의 역할이나 특징이 교과서에 반영되
어 있는지 일상생활 관련 예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
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학생 측면의 연구와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열개념과 관련된 교과용도서를 분석하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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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크게 학생 측면의 연구(연구 1과 2)와 교과용도서 분석 연구(연구 3)
로 구성한 이유는 학생 측면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
과용도서 내용과 특징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각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주요 개요
연구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1

-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 및
관련 경험 조사
- 과학학습에서 일상경험 도입과
관련된 학생의 생각 조사

4학년 298명

설문조사 및 면담

연구 2

- 열 현상에 대한 과학담화 실시

4학년 6명

소극적 참여 관찰
및 면담

연구 3

- 일상경험 도입 특징 조사

4학년 열 단원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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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경험(experience)
본 연구에서는 Dewey의 정의(LW 13) 에 기반하여 경험을 능동성과 수
동성을 내포하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에 의해 발생하
는 결과와 그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기체가 환경에 작용하고 환경에 의
해 겪는 행위와 그것으로부터 배운 지식,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인
지 및 사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경험은 사람들이 주변환경과 교변작용하면서 해본 것, 본 것, 들은
것, 자신이 겪은 일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지칭
한다. 특히 학생의 경험은 크게 일상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경험을 사회적으로 중재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으로 본다(Greene & Hill, 2010)

일상경험(everyday experience)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학생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타인이나 주변환경과 교변작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찰하거나,
접하거나, 겪게 되는 일들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이나 기억을 말한
다(Greene & Hill, 2010; Mayoh & Knutton, 1997). 또한 이 일상경험은 사회
적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 개인이 주변환경
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지식을 얻는 직접 경험뿐
만 아니라 컴퓨터나 인터넷, TV,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우연적으로 얻
게 되는 간접 경험도(언어나 문자 등을 매개로 하는) 일상경험에 포함된
다. 학교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행하고 얻은 경험은 일상경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실험이나 교사의 강의와 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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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업은 형식교육경험에 속하고, 과학캠프나 인터넷강의 등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은 비형식교육경험에 속한다.
본 연구는 일상경험의 역할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
기 때문에 일상경험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타인이나 주변환경과 교변작용하면서 형성
하고 자신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경험을 ‘체험된 일상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동료와의 과학담화에서 상기되어 동료들과 상호 교환하는
일상경험을 ‘교환된 일상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즉, 연구 1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체험된 일상경험이며, 연구 2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교환
된 일상경험을 뜻한다.

일상직접경험(direct everyday experience)
본 연구에서는 일상경험을 일상직접경험과 일상간접경험으로 구분한다.
일상직접경험은 일상경험 중에서 학생이 직접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함께 교변작용하는 체험과 이 때 얻게 된 기억을 포함한다.

일상간접경험(indirect everyday experience)
일상간접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 타인, 책, 인터
넷을 통해 얻게 되는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는 경험을 말한다.

과학담화(science discourse)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과학담화는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학관련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
과 공유하며 그 의미를 구성해가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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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linking point)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열 현상과 관련된 문항을 보고 이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일상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연결고리는 초등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
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이자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공통된 구성 부분, 이음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얼음을
솜으로 감싸거나 감싸지 않음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달라지는 과학 현상(
단열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학생이 솜이불을 덮었던 경험이나 아이스크
림 포장을 뜯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근거로 과학 현상을 이해했다
면,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소재’와 ‘물리적 조건’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솜’은 과학 현상과 솜이불을 덮었던 자신의
일상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감
싼 것은 온도가 낮은 물체를 감싼 것과 같은 ‘물리적 조건’이기 때문이
다. ‘소재’나 ‘물리적 조건’과 같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결하
는 이음매가 연결고리이다.

학생의 이해 (students’ understanding)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생의 이해는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개념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과학 현상과 관련된 문항에 직
면했을 때 제시하는 설명을 학생이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표현
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학생의 개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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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른 개념에 비해 일상경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
으로 짐작되는 열개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개념에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구 1은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상경험
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 중에서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이 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습이 가능하며 열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른 4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대상에 의한 연구결과를 다양한 배경요인을 가진 초등학생 전체
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다른 연령의 다른 배경요인을 가
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의 경험을 조사하면 그 결과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2에 참여한 학생은 경기도 소재 1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다.
본 연구는 특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같
은 지역에서 자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
정 소수 사례에 해당하므로 전형성의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간 담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수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하여 면담과 관찰, 연구결과 분석 등
이 심도 깊게 이루질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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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은 열개념 지도와 일상경험 도입의 실제를 확인하고 과학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 개발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의 열개념 지도 단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물리의 타 개념,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으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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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
학적 개념 발달을 일상경험에 의해 얻은 개념과 관련지었던 Vygotsky의
관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일상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의 변화가 가
능한지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Dewey의 경험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과학 현상과 경험의 연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생활관련 내용과 열개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
으며 과학학습과 관련된 어린이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2.1.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의 관계
2.1.1. 과학개념 형성에 대한 일상경험의 영향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학습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이것
들과 학습내용이 의미 있게 연결될 때 학습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일한 과학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을 접하더라도 학생의 사전지식,
과거경험 등에 따라 다른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등장과 함께 학습자의 지식 구성 과정과 사전지식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강조되었으며,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의 대안개념
을 끌어내고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을 갖거나 학
생의 대안 개념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Baviskar et al., 2009; Bächto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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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대상 영역에 대한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학습자의 개
념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Ausubel(1968)의 주장과 Piaget(1952)의 동
화와 조절이라는 생각은 과학학습에서 대안개념의 역할과 개념변화 연구
를 촉발시켰다(Scott et al., 2007; Treagust & Duit, 2008). 이런 개념변화 연구
의 일환으로 Posner et al.(1982)은 학습자가 자신의 대안개념과 불일치하
는 사건에 직면하고 인지적 갈등을 느껴 개념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과
학학습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대안개념은 다른 영
역의 지식, 과거 경험, 형이상학적 신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
2007; Posner et al., 1982; Strike & Posner, 1992). 특히 과거 경험은 개인이 과
학 현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선례를 제공하게 된다(Park, 2007). 개념생태(conceptual ecology) 와
개념프로파일(conceptual profile) 관점으로 개념변화 연구의 동향이 변화함
에 따라(곽영순, 2002) 학생의 대안개념은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일상생
활 속에서 개발된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Mortimer, 1995),
학생의 일상경험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되었다(Liu, 2011).
이렇게 학생의 과거 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과학개념 발달과 일상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나 일상경험과 과학
교육의 관계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조망하는 과학교육 연구들은 찾아보
기 어렵다. 그러나 과학교육 연구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교육심리학
과 교육철학 분야에서는 Vygotsky와 Dewey가 경험과 학습의 관계에 관
심을

가지고

심도

깊은

관점을

발표하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Vygotsky와 Dewey가 발표한 경험과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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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과학적 개념 발달과 일상경험의 관계에 관한 논의
과학적 개념 발달에 대한 Vygotsky의 관점은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과 같이 그가 제시한 다른 개념들에 비해 덜 주목
받았으나 과학적 개념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일상경험의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Howe, 1996). Vygotsky는 아동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습을 시작하며,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학
습내용의 대부분을 취학 전부터 경험하게 된다고 여겼다(Vygotsky, 2012).
즉, 아동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관
찰하고 과학기술을 접하는 것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과학적 개념과 관련
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개념을 가지고 학교로 오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과학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은 취학 전에
자기 나름의 과학학습을 한다.
그러나 Vygoksky는 취학 전에 발생한 학습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학
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였다(Vygotsky, 2012).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그의 저서 중 Thought and Language (Vygotsky, 2012)에서 이루
어졌다. 그는 자발적 개념(일상개념)과 비자발적 개념(과학적 개념)을 구
분하고, 이 두 개념의 발달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상반되거나 상호배타적
인 사고 간의 갈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습의 단일한 과정의 각 부분
으로 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겼다.
일상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발달에 대한 Vygotsky의 생각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형식교육의 교수학습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개념을 언어로 정의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습하고, 학생
의 과학적 개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즉, 과학적 개념의 발달
은 개념 자체에서 시작한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상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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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이고 경험적이며 실제적이다. 또한 풍부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
다. 즉, 일상개념의 습득은 과학적 개념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과 직접
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된다. 이 두 개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상호
작용하며 돕는데, 과학적 개념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발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즉,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고, 일상적 개념
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다. Vygotsky의 이러한 생각은 초등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개념이
과학학습과 학생의 과학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1.3. 경험과 교육에 관한 논의
경험과 교육을 활발하게 관련지어 논의했던 때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던 대략 1917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였다. 이 시
기의 과학교육은 아동중심 교육, 실생활 적용의 중요성, 지식의 사회적
중요성, 학생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 등을 확인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DeBoer, 1991). 이 40년동안
과학교육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반대하고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DeBoer,
1991).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기반이 된 이론이 Dewey의 경험론이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경험 이론 중에서 경험이라는 개념을 교육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 Dewey의 경험론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18 -

(1) 경험의 정의와 유형2
Oakeshott(2002)가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Its Modes에서 “경험
(experience)은 철학용어 사전의 모든 단어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념
이다” (Oakeshott, 2002, p. 9)라고 밝히고 있을 만큼, 경험은 난해하고 정의
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Dewey는 “경험은 항상 개인과 그것의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교변작용
(transaction)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LW 13, P. 25). 다시 말
하면, 경험은 유기체가 환경에 시도하고, 환경에 의해 겪는 것의 결과와
그 과정이다(LW 9). 여기서 유기체는 인간이라 할 수 있고, 환경은 아이
들이 놀이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이야기 할 때의 상대방, 독서할 때
의 책처럼 “경험을 하게 하는 개인적 요구, 바람, 목적, 능력과 상호작용
하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LW 13, p. 25).
따라서 Dewey의 경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경험은 능동적인 요소
와 수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능동적인
면에서 경험은 해보는 무엇이고 수동적인 면에서는 겪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행동의 결과와 연결되었을 때 경험이 된다. 행동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으면, 불에 손가락을 넣어서 화상을 입는 것은 나무
막대기가 타는 것처럼 단지 물리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손가락을 넣는
것은 능동적 요소이고 화상은 수동적 요소이다. 두 요소가 결합되고, 우
리가 그들의 관계를 인식한다면, 그 경우는 경험이 된다(LW 10). 따라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것과 결과로 생겨나는 것 사이의 관계에
2

Dewey의 경험론에 대해 정리하는 이 절의 주요 내용은 ‘Na, J. & Song, J. (2013).
Why everyday experience? Interpreting primary students’ science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Dewey. Science & Education, published online 14 August 2013. DOI:
10.1007/s11191-013-9637-y’에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정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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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과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LW 9).
Dewey는 경험과 교육을 관련짓고,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우리
가 하는 것과 우리가 그 결과로부터 겪는 것 사이의 앞 뒤 연결을 만드
는 것”이라고 말하였다(LW 9, p. 147). Bernstein(1966)은 Dewey의 주장을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자 재조직화’라고 해석
하였다. Dewey는 또한 교육과 관련된 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경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경험의 다른 의미들과 분리하였다. 경험이 최소
한의 부차적 반성의 결과인지 통제된 반성의 결과인지에 따라 1차 경험
과 2차 경험으로(Dewey는 주로 ‘secondary or reflective experience’라고 표현
하였다.) 구분하였고, 어떤 매체를 통해 얻어지느냐에 따라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 분리하였다. 그는 또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균형과
1차 경험과 2차 경험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각 경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Dewey는 철학적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 과학적 방법과 철학
적 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때 1차 경험과 2차 경험을 사용하였
다. 1차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이고, 거시적이며, 가공되지
않은 소재나 대상에 의해 겪고, 시도하는 일상경험이다. 2차 경험은 체계
적인 사고의 중재와 반성에 의해 얻어지고, 정제된 대상에 의해 만들어
진 경험이다. 그는 과학이 1차 경험으로부터 소재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시 1차 경험으로 돌아가는 경험적 방법
을 따르는데 철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 경험적 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W 1). 즉, Dewey는 철학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처럼
기본적인 1차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 2차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반성하
며, 마지막으로 1차 경험에 의해 반성적 경험의 결과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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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Dewey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하였다. 직접 경험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즉,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참여할 때 직접적으
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간접 경험은 표상화된 미디어의
중재를 통해 얻어진 경험이다. Dewey는 특히 교육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경험의 대부분은 간
접적이고 개인적이다. 직접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LW 9, p. 240)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간접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언어와 기호가
간접 경험의 도구라고 여겼지만, 그는 형식교육이 책에 많이 의존하고,
문자 언어와 같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Dewey가 지적했
던 것처럼, Dewey 시대의 교육은 직접 경험보다 오히려 간접 경험에 무
게를 두었다. 따라서 Dewey는 형식교육의 모든 과목은 기초 단계에서
직접 경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보다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교육적 경험
Dewey가 교육에서 경험을 강조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모든 경험이 다
교육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LW 13). 어떤 경험이 이어지는 후속
경험의 성장을 방해하면 그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이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경험과 교육이 직접적으로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험은 비교육적(mis-educative)이며, 다음에 하게
될

경험의

성장을

막고,

왜곡하는

경험이다(LW 1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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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비교육적

경험의

교육적

‘계속성(continuity)’과
도입하였다(LW 13).

의미와

가치를

측정하기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교육적

경험은

학습자와

위해
두

Dewey는

가지

학습되는

것

원리를
사이의

계속성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계속성과 상호작용이 교육적 의미와
경험에 대한 가치의 척도이다.
경험의 계속성(continuity)은 경험이 이전의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계속하고, 다음에 행하고 겪게 될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Dewey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경험은 다음에 오게 될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성은 교육적 경험의 특수한 면을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며, 모든 경험은 계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경험은, 다음 번에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거나, 선호하거나 혐오하게 해서 후속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데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성은 어떠한 경험에든지 있다 (LW 13, p. 11).

이처럼 모든 경험이 계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성이 교육적 경험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경험이 다음 경험의 질에 더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불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불을 실제로 봤을 때 불에 대한 책을 읽었던 과거 경험은 그 아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도둑질이 미래의 삶과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성의 원리이며, 후속
경험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현재의 경험이 교육적 경험인 것이다.
또한 Dewey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학생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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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이며,

기계적인

훈련에

불과해

각

경험의

계속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LW 13). 이러한 단편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의 삶과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행해지는 경험의 연결이
계속성이며 그 정도가 교육적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경험의 계속적이고 긍정적 연결이 교육적 경험을 결정한다.
상호작용(interaction)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교변작용

(transaction)을 말한다(LW 13). 교변작용은 우연한 상호 접속의 수준을
넘어 시공간에서 개인과 상황 또는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LW 16). 따라서 어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에 속한다면 단편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교변작용이 경험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Dewey의
초기 저작들은 ‘inter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독자들의 혼란과 잘못된 이해를 피하기
위하여

후기

‘transaction’이라는

저작에는

사용하였다(LW 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대체하여

과학교육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Dewey의 ‘interaction’ 개념을 구분하기
위하여 교변작용(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 Dewey가 말하는
교변작용은 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다거나 페인트 통 속에 페인트가
들어있다는 정도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개인이 사물이나 타인과 같은
환경과 교변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LW, 13). 즉, Dewey는 다른 대상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한 개인의 일방적 영향과 변화 같은 약한 상호작용을
3

Transaction은 한국문헌들에서 교호작용(김무길, 2005) 혹은 교변작용(박천환,
2009; 박철홍, 2008)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쌍방향이면서 서로 변
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교변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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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적극적 상호작용과 구분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교변작용’을
사용하였다(Miller, 1963). 따라서 어떠한 경험이 교육적 경험이 되려면,
학습자와 학습의 대상(학습내용)간의 긴밀한 교변작용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경험이 후속 경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Dewey는 교육의 시작이 학습자가 이미 가지
고 있는 경험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W, 13). 그러나 학
습에서 이런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그 다음 단계
에서는 더 풍부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경험의 진보적 발달이 필
요하다(LW, 13). 이것은 교사가 학생의 이전 경험을 디딤돌로 여겨야 하
며, 동시에 보다 더 조직화된 내용의 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Dewey가

말하는

내용의

점진적

조직화

(progressive organization)이다.
앞서 제시된 Dewey의 생각들은 경험과 교육을 관련짓고, 교육적 경험
과 비교육적 경험을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wey의 관점을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이면서 오랜 기간 빈번하게 형성되어 온 일상경험과 초등학생의 과
학학습을 연결 지어 보고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1.4. 과학 현상과 경험의 연결: 귀추, 유추, 비유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생이 과학학습을 할
때 또는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추론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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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과학 현상과 경험을 관련짓는 귀추, 유추, 비유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1) 가설 생성 과정에서의 귀추
귀추(abduction)는 Peirce에 의해 제안된 추론 유형으로서 현상의 원인
이 되는 설명적 가설을 생성할 때 발생한다(권용주 등, 2003b; 정용재와
송진웅, 2006). Lawson(2002)은 현재의 상황을 잘 알려진 다른 유사 상황
과 연결 짓고, 이 유사성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설의 원천으로 사용하
는 가설생성 과정을 귀추라고 정의하였다. Fischer(2001)는 Peirce가 제시
한 연역, 귀납, 귀추법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그림으로 요약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결과/
관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법칙
을 도입하여 새롭게 가설을 구성하는 과정인
(1)→(2)의 과정이 귀추의 과정을 나타낸다. 과
학적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관찰하
고 의문이 생성되면 귀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가설을 생성하게 그림 2.1 귀추의
(Fischer, 2001)
된다(Lawson, 2002).

과정

권용주 등(2000; 2003a; 2003b; 2003c)은 가설이 현재 상황을 관찰해서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현 상황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상황
간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이를 차용하여 설명하는 귀추(abduction)에
의해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설은 현재의 현상과 유사한 과거 경
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권용주 등(2000; 2003c)의 가설 생성 단계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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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문을 생성하고 현재의 의문상황(questioning situation)을 구성하는
정성적 하위 특성들을 동정하는 단계

② 현재의 의문상황과 과거의 경험상황(experienced situation)을 정성적
확률에 바탕을 둔 유사성 정도 비교를 통해 유사성 정도가 높다
고 판단되는 과거의 경험상황을 동정하는 단계
③ 이 경험상황을 설명해주는 원인적 설명자(causal explicans)를 동정하
는 단계
④ 이러한 원인적 설명자들 중에서 현재의 의문상황을 가장 효과적으
로 설명한다고 판단되는 가설적 설명자(hypothetical explicans)를 선
택하고 조합하는 단계

Lawson(2002)과 권용주 등(2000; 2003a; 2003b; 2003c)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생성의 과정에는 현재의 의문상황과 과거의 경험상황을 연
결 짓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문상황과 ‘유사성 정도(the degree of
likeness)의 확률이 높은 과거의 경험상황을 채택하여 가설이 생성된다.
이 연구들은 과학 현상과 이전 경
험을 연결 짓고 그들 사이의 유사
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가설을 생
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
나 그림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을 생성할 때 의문상황과 경험
상황, 관찰결과와 이전경험이 어떠
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공통된 구성 그림 2.2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는
부분, 이음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 귀추의 과정(권용주 등, 20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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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2)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유추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유추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자발적 유
추(spontaneous analogy)라고 부른다(Clement, 2008). 자발적 유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원래의 문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시도

•

궁극적으로 문제에 답할 수 있는지는 상관없음

•

구조적이거나 기능적 유사성이 아닌 단지 표면적 유사성을 수
반하는 소소한 사례는 배제

이러한 유추는 세 가지 방식(정식 원리를 통한 생성, 변형을 통한 생
성, 연상을 통한 생성)을 통해 생성된다. 이 중 학습자가 문제 상황 A에
직면했을 때 연상을 통하여 자신의 기억에서 유사한 경우 B를 상기하는
유추 방식을 ‘연상을 통한 생성(generation via an association)’ 이라고 한다.
유사한 경우 B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이면서 문제 상황 A와 상당부
분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왜 문제 상황 A에 직면하
면 B를 상기하는 것인가? A와 B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가? 이들을 유
사하다고 판단하는 이음매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
이 본 연구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3)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비유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유는 학생들이 친숙한 것을 이용
하여 친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새로운 개념 구조를 생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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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수 전략이다. 비유는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을 돕고 추상
적인 과학개념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김영민, 2012). 이러한 긍정적 역할 때문에 비유는 전지
를 펌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과학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비유를 사용하여 과학학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비유물의 조건이다.
비유물은 목표 대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Mozzer & Justi, 2012)
목표 대상보다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다. 이에 비유를 사용하는 교수전
략들은 비유물이 과학개념의 특성과 유사한지 대응해보는 활동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 비유물이 학생들과 친숙한지 점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e.g. Glynn, 2007; Treagust, 1993). 이렇게 비유는 비유물(학생에게 친숙
한 예)과 목표 대상(과학 개념) 사이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Duit, 1991).
본 연구는 귀추, 유추, 비유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에 어떠한 연결을 보이
는지 살펴보는 것은 귀추, 유추, 비유에서 각각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상
황과 이전 경험을 연결시키는 유사성, 원래의 문제 상황과 친숙한 상황
사이의 유사성, 비유물과 목표대상 간의 유사성의 세부 요소를 드러내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일상경험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2.2.1.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과학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찾
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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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연관 짓는 논의는 크게 과학개념 습득에 관한 연구와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과학개념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
의 대안개념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연결 짓고 이에 대한 해
결책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
구들은 학생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고 일
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과학수업
에서 나타나는 일상경험 도입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교육실천 모습
을 분석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일상생활 관련 연구들을 과학개념습득, 사회문화적 환경, 교실실천모습과
관련된 연구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일상적 상황이 과학
개념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노금자와

김효남(1996),

홍미영과

박윤배(1995),

Reif

&

Larkin(1991), Song & Black(1992)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각각
과제 상황과 문제 상황을 과학적,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Reif

&

Larkin(1991)의

연구는

학생들이

일상적

지식영역(everyday

knowledge domain)과 과학적 지식영역(scientific knowledge domain)의 차이
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학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Reif & Larkin(1991)이 제시한 일상적 지식영역과 과학적 지식영역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 지식영역의 핵심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반면, 과학적 지식 영역의 목표는 최적의 예측과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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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영역은 약간의 추론과 받아들일 만한 다양한
전제들이 필요하고, 과학영역은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화된 전제들이 필
요하며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일상영역에
서 지식습득은 타인이나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습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
다. 그러나 과학영역에서는 일상영역과는 반대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예
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야 한다. Reif & Larkin(1991)은 이
연구에서 학생이 과학학습을 어려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학의 목표
를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 과학과 일상지식 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상경험을 과학학습의 장벽으로 본 Garrison & Bentley(1990)는 학생들
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개념충돌과 사전지식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일상경험에 의존하면 과학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경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학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Georgiou & Sharma(2012)는 호주의 대학교 1학년 학생 598명의 열개념
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그
들의 일상경험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Cobern et al., (1999) 역시 미국의 9
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자연’에 관하여 묻는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지식을 사용하기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자연에 대한 개념과 연결 지었다. 이 두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개
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일상경험은 큰 역할을 한다.
학생개념 조사 수준의 연구를 넘어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계하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Wiser & Amin(2001)는 학생의 열개념을 ‘일상개념화
(everyday conceptualization)’와 ‘일상의 열(everyday heat)’이라고 부르며, 이

- 30 -

개념의

존재론적

변화(ontological

change)를

접목한

메타개념교육

(metaconceptual teaching)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메타개념교육을 통해
과학의 열(science heat)과 일상의 열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 두 열이 서로
양립될 수 있으며 일관된 하나의 설명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상경험을 학생과 과학학습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는 Garrison &
Bentley(1990)의 주장과 달리 Enghag et al.(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
집단 활동을 하게 하고 일상경험이 물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집단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일상경험과 관
련된 진술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 개념을 사용하는 대화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경험에 기반한 논의 후에 물리
추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들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과학
학습에 있어 개인에게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
앞서 과학개념 습득과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 과학적 ’ 이라는 용어를
합리성,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고, ‘ 일상 ’ 이라는
용어는 즉흥성, 애매성, 비공식, 참여, 주관성과 같이 반대 성질을 나타내
는 데 사용하였다. 이들은 과학적 활동과 일상적 활동 사이의 차이를 제
시함으로써 과학과 일상을 양분하고, 과학적인 것을 특권을 가진 존재로
보이게 한다(Warren et al., 2001). 그러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을 비판한다.
과학학습을 학생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로는 Oloruntegbe & Ikpe(2011), Siry et
al.(2012), Warren et al.(2001)이 있다. 먼저 Oloruntegbe & Ikpe(2011)는 학생
들이 과학을 실제 생활 경험으로 여기지 않으면 과학을 배우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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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경험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믿었다. 학생은 교과내용과 일상생
활을 관련지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학습을 하는 동안
이러한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
을 기반으로 그들은 교사가 화학 수업시간에 일상생활 용어, 예 등을 사
용하여 설명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허드렛일이나 가정에서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가사 일을 돕지 않기 때문에 일상경험
이 많지 않았다. 교사들은 화학개념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많은 교사들이 맥락기반 학습이 학생들을 산만하
게 만든다고 우려하였다. 교사들은 일상생활과 실제로 연계된 실험실 활
동에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평가 중심 교육과정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 과학과 실제 생활을 연결시
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
생의 경우 가사일에 더 많이 참여하지만 이것을 화학수업에 전이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고소득층 학생들은 가사일을 돕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Oloruntegbe & Ikpe(2011)는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교사가 학교 수업과 가정의 예를 연결시킬 수 있
다면 학생들은 가정에서 겪는 일에서 과학을 배울 수 있다. 둘째, 교사는
가정에서의 경험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분명하게 두 경험 사이의 연결을 알고, 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Warren et al.(2001)는 언어, 경제적,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교실에서의 과
학학습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학생의 배경에 따라 과학학습이 달라지므로 교사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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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실천모습을 분석한 연구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들은 학생과 밀접해지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
환으로 음식, 음료, 건강과 같은 주제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관련짓기 위해 노력해왔다(Mayoh & Knutton,
1997). 이러한 교육과정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지 과학수업에서 나타나
는 일상경험 도입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실천 모습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Kasanda et al.(2005), Koosimile(2004),
Mayoh & Knutton(1997), Rivet & Krajcik(2008), Sikoyo & Jacklin(2009),
Upadhyay(2005)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Mayoh & Knutton(1997)는 12명의 영국 과학교사가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 혹은 일상경험을 그들의 과학수업에 사용하는 방식을 연구하였
다. 이를 위하여 교실수업 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과학수업에서
사용된 학교밖 경험과 관련된 일화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표 2.1 참고).
이 분류체계는 Kasanda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교과용도서 분석틀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였다.
Kasanda et al.(2005)의 연구는 나미비아(Namibia)에 있는 6개 학교 12명
의 교사가 가르치는 2, 3학년 과학수업에서 학교밖 일상 맥락의 사용 현
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교 3학년 과학수업보다 2학년에서 일상
맥락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교과서에 의한 것이
었다. Koosimile(2004)도 Kasanda et al.(2005)의 연구처럼 보츠와나(Botswana)
에 있는 학교에서 과학수업을 관찰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밖 경험 도입
실태와 문제를 확인하였다. 보츠와나의 과학교육과정은 학교밖 경험을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해두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학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경험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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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학교밖 경험을 다루도록 한 교육과정의 상
대적 장점은 약화되었다.

표 2.1 학교 수업에서 학교밖 경험에 대한 일화 분류체계
1.

대중매체에 대해 언급하기

2.

개인적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자기 이야기

3.

일반적인 학교밖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 개인적 경험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특정 상황과 관련되지
않음, 먹는 것,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요리, 운동 등

4.

특수한 학교밖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 아주 드문 사건, 어떤 학생에게는 친숙하지만 직접 경험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관목, 프라이팬, 집에 불이 난 경우, 영국
아이들이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텔레비전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이해하고 지식을 얻었을 것임.

5.

일상적 물품에 관해 언급하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흔한 물건들, 목욕용품

6.

학교밖 경험으로부터 온 이미지와 관련된 에피소드
: 비디오 본 후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급, 방화용 모포와
관련된 평가지

7.

일상지식

8.

일상단어

9.

일상경험에 기반한 유추와 비유

10. 교실활동에 일상맥락 사용하기 (역할놀이, 토의)
1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에피소드
12.

산업과 관련된 에피소드

Sikoyo & Jacklin(2009)의 연구는 우간다에 있는 8개 초등학교 16명의
교사들이 학교과학과 일상지식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우간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과학 내용지식과 일상 지식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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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츠와나의 경우와 유사하다. 높은 학업 성
취를 보이는 학교에서 교사는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 지식을 사용한
다. 성취가 높은 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두 담화의 경계를 강하게 유지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상 지식을 학교 과학지식에 부합되는 교육자원
으로서 활용한다. 반면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교의 교사는 더 자주
일상경험을 언급하지만 그 목적이 일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다.
과학수업을 맥락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학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
폭제로서, 과학학습에서 중요하다(Rivet & Krajcik, 2008). 과학수업을 맥락
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전지식과 일상경험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Rivet & Krajcik(2008)는 수업을 맥락화할 수 있는 수업 모형으로 프로젝
트 기반 교육을 제안하였다. 2개의 중학교 8학년 과학 교실을 관찰하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학생들
의 과학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삶과 차이가 있다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의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Upadhyay, 2005). 그러나 대부분
의 교실 환경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르다. 이에 Upadhyay(2005)
는 LiFE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의 사례를 분석하였
다. 학생들은 수업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가져왔다. the
Linking Food and the Environment(LiFE)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과 과학학습을 관련시킬 수 있었고, 과학개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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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Vygotsky의 과학적 개념 발달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과학적 개념과 일상개념에 대한 Vygotsky의 관점에 연구의 기저를 두
고 학생의 과학학습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Varelas et
al.(2008)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과학학습을 위해 피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과학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
았다.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공기가 든 주머니, 면도용
크림과 같은 대상들의 물질의 상태에 대해 논쟁하는 과학수업을 관찰하
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물질의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추론 방식(가시
적 특성, 원형, 일상적 기능, 분리과정)을 사용하였다.
Fleer(2009)는 유치원생들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일상개념과 과학
적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놀이가 일상개념
의 형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개념과 과학개념이 얽혀있는 개념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어린이의 일상경험과 과학적 조사활동을 함께 연결 짓는 교
육적 중재를 할 때 과학개념형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Ben-Zvi Assaraf et al.(2012)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두 지
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항목배열기법(repertory grid technique)과 그림
그리기, 면담을 통해 물의 순환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같은 과학개념에 노출되어도 매우 다른 직접 경험
을 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 개념이 유사하지 않고, 과학
개념에 대한 정신모형 형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2.3. Dewey의 경험론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과학교육에서 Dewey의 경험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한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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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렵다. Dewey에 대해 언급한 논문의 대부분은 Dewey의 ‘경험’
을 체험활동(hands-on activity)이나 학교밖 과학학습 활동(out-of-school
learning activity), 프로젝트 학습, 도제교육과 같은 교육방식을 제안하고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Wong et al., 2001). 그러나 Dewey의 ‘경험’이라는 개념은 학생의 직접적
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Dewey가 교육에서 직접 경험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Wong et al.(2001)는 Dewey의
‘경험’, ‘교변작용’, ‘하나의 경험’, ‘교육적 경험’ 등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
하고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한 과학학습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Dewey의 경험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경험의 능
동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비판하였으며 아이디어 기반 교육(ideasbased teaching)이 과학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ewey의 교육적 경험에 기반한 연구로 Howes(2008)의 연구가 있다.
Howes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에서 교실 참여관찰,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
다. Howes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작은 동물(달팽이, 개미, 나비)
을 활용하여 과학수업을 하고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작은 동물에 대한 관찰이 과학탐구과정(특히 관찰)을 가르치는 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찰경험을 Dewey의 교육
적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작은 동물을 보는 것이 교육적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일어
나고,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가 학
생의 과학학습을 격려하고 실제 세계의 과학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탐구
과정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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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의 경험론과 미학(aesthetics)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교육을 실시하
자는 전환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
다 (e.g. Girod & Wong, 2002; Pugh et al., 2010).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로
Girod & Wong(2002)은 지질학을 배운 4학년 학생들이 암석을 다르게 인
지하는 사례를 보여주었고, Pugh(2002)는 자연선택과 적응에 대한 과학개
념을 학습하는 것이 일상의 학교밖 경험을 변형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Pugh et al. (2010)은 전환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
이 개념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3. 교육과정에 나타난 일상생활과의 연계 및 열개념 지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에 미군정이 발표한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으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러 차례에 걸
쳐 개정·변화되었다(김헌수, 2012). 여기에서는 정부수립 후 교육법에 근
거하여 개발된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과학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배우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 내용을 일상생활 연계 및 열개념과 관
련하여 살펴보았다.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은 Dewey를 필두로 하는 진보주의 교육
관과 생활경험중심교육의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과 연계된 과학교육을 강
조하였다(김헌수, 2012; 허강 등, 2000). 1차 교육과정의 국민학교 자연과
교육과정은 자연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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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이것을 정확히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 후 이것을 생활화하는데
있을 것이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4.

2차 교육과정은 그 머리말에서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
육과정’이라 부른다고 명시하였으며, “사물 현상이 우리 생활과 깊은 관
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 “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 “생활에 응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으
로의 변모를 꾀하였고 이로부터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까지 일상
생활과의 연계를 교육과정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과학교육을 실시하도록 자연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지도 방법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과
의 성격을 제시한 부분에서 “자연과의 내용은 과학의 주요 개념이 학습
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도록”(국가교육과
정 정보센터, 2013)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생활 주변의 소재를 활용함으로
써 과학과 생활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 시간에 학습한 것을 일상생
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고 지도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생의 경험을 과학학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및 2009 개정 교육
과정에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학생중심을 표
방하면서 “실생활 문제를 학습의 소재로 활용”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누리집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누리집(http://www.ncic.re.kr)의 교육과정 자료를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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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하고, 학습 내용과 탐구 능력 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
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친근한 상황 속에서 지도하고”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을 일상생활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하게 하였다. 앞
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과
학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과학학습을 일상생활의 맥락 하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지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일상생활 연계 및 열개념 지도 정리 내용
기별

기간

기반 교육사조

일상생활
열개념
과의 연계 지도 학년

제1차

1954~1963

교과중심

○

4

제2차

1963~1973

생활∙경험 중심

○

4, 5

제3차

1973~1981

학문중심

제4차

1981~1988

4

제5차

1988~1992

4

제6차

1992~1997

제7차

1997~2007

2007 개정
2009 개정

3

○

4

○

4

2007~2009

○

4

2009~

○

5~6학년군

학생중심

표 2.2와 같이 열개념 지도 학년은 여러 차례 계속된 교육과정의 변천
에도 불구하고 1차~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대부분 4학년에서 이루어졌
다. 다만,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도록 강조하는 3차 교육과
정의 경우 열개념을 3학년에게 지도하도록 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으로의 변화와 함께 5~6학년군에서 열과 온도를 함께 지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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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고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열개념은 보통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과 열에 의한 부피 변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열의 전도와 불 쓰는 법이 지도내용이었으며, 2차 교육과
정에서는 4학년에서 열에 의한 부피 변화를 가르치고 5학년에서 열의 전
도, 대류, 복사를 가르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대류와 복사 내용을
7~9학년군 ‘열과 우리생활’에서 다루고, 5~6학년 군에서 열의 전도에 대
해 다루도록 개정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열개념에 대한 지도 수
준이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3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초
등학생에게 지도해야 하는 열개념의 수준은 대부분 열의 이동(전도, 대
류, 복사)과 열에 의한 부피 변화 정도였다.
열개념에 대한 지도 목표를 살펴보면,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불과 열을 합리적
으로 쓸 수 있게 한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일상생활에서 쓰
이는 열, 전기, 기계와 연모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들의 기초 원리와 이
용을 이해하게 한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즉, 두 교육과정은
과학학습 내용의 일상생활 이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 열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목표는 학습내용
과 일상생활을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기준은 “실생활에서 열에 의한 물체의 부피 변화가 이용되는
예를 찾는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2007 개정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은 “실생활에서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열개념에 대한 지
도는 교육과정이 변천하면서 과학개념의 일상생활 이용에서 일상생활과
의 연결로 그 방향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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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육
2.4.1. 과학학습과 관련된 어린이의 특징
아동 혹은 어린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신생아와 청소년기 사이의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이며, 대부분의 성인들도 아동기를 성인
이 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변화의 시기 정도로 생각한다(Wilson,
2008). 그러나 어린이들은 형식교육을 받기 전부터 지식을 형성하며, 이
것은 과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Driver et al., 1993a). 어린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과학개념, 과학에 대한 관점, 학문으로서의 과학에서 사용되
는 여러 단어의 의미를 형성하고 발달시킨다(Osborne et al., 1983).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어린이의 과학개념은 후속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자
원이자 장벽이다(Duschl et al., 2007). 또한 초등과학은 과학에 대한 어린이
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가 그들의 자연스
러운 호기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Murphy et al, 2012). 따라
서 이 시기는 과학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과학교육
에서 참고해야 할 어린이들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assermann & Ivany, 1996).
• 모든 어린이는 각각 과학학습 능력과 학습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어린이는 학습 과제와 그들의 삶의 경험을 연결시킨다.
•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남과 어울리기 좋아한다.
• 어린이는 학습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차이가 뚜렷하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개념을 형성하고 자료를 모을 때 직접 경험
을 필요로 하며 행위지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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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차이는 과학을 잘 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한다.
• 어린이는 주변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하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
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요즘 어린이들은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 많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전쟁, 폭력, 죽음 등에 대해 두
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걱정한다.

어린이의 과학학습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개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과학수업 내용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학자나 교사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대안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e.g. Erickson, 1979; Osborne, 1983). 어린이
과학(children’s science)과 과학자의 과학(scientist’s science)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Osborne et al., 1983).
• 과학자와 달리 과학개념은 어린이의 경험 밖에 존재한다.
• 어린이들은 추상적 추론을 하기 어려워하며 자기 중심적 또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 일상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개체와 구성물만을 고려한다.
• 과학자는 일관성 있는 이론에 관심을 두는 반면 어린이는 친숙한 세
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단순하고 실용적인 설명에 관심
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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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et al.(1982)는 어린이 과학의 5가지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과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일상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과학용어를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

물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

물체가 특정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의 과학개념은 지각에 기반하고 상황의존적이다. 어
린이는 주어진 과학적 상황의 제한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며 정상 상태
보다는 변화에 주목하고 세분화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개
념을 형성한다(Driver et al., 1993b).
앞서 언급한 어린이의 특징들은 학생이 대안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대안개념을 극복하고 개념적 틀의 핵심적 변화
는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친숙한 개념 틀을 깨고 지식 체계를 재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렵다(Duschl et al., 2007). 어린이의 과
학개념 변화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들이 스스로 일상의 사회적 언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끊임
없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에 대안 개념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Osborne & Freyberg, 1985; Scott et al., 2007).
• 개념 발달은 다양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개념 변화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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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일상경험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개념 변화는 교
사와 학생의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Duschl et al., 2007).
• 어린이의 지식 변화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드시 선형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이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Duschl et al., 2007).

이러한 특징을 갖는 어린이를 교육할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Osborne & Freyberg(1985)는 초등학교 과학교
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과학교사는 동기부여자
(motivator)와 안내자(guid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두 역할은 가장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며 과학이 아닌 타 교과에서도 요구되는
역할이다. 학습자의 사전지식은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는 학습자의 생각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단자(diagnostician)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효과적 학습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혁자(innovator), 다양한 시기에 교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험가(experimenter)의 역할도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
며 그 결과를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연구자(researcher)로서의 역할이 있
다(Osborne & Freyberg, 1985).

2.4.2. 초등학생의 열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열개념은 다른 과학개념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반직관적이기 때문
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Liu, 2011). 특히 열과 온도에 대한 개념은
일상경험에 근거를 두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형성된다(Başer, 2006). 이에
열개념을 조사한 연구들은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여기서는 초등학생의 열개념을 다룬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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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kson(1979)은 6-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연구를 하고 12
세 학생 10명을 면담하여 초등학생들이 열을 공기와 같은 물질이면서 뜨
거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냉을 열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과 온도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사
하였다.
보통 2~3세(우리나라 3~4세)부터 어린이들은 ‘열’이나 ‘뜨거움’과 같은
단어를 인식하고 사용하며, 5~6세부터는 뜨거운 물체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물체와 뜨거운 것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8~9세부터는 ‘뜨거
운 상태’라는 표현으로 ‘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물체가 차
갑거나 뜨거운 것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것
으로,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특성이라고 생각한
다(Erickson & Tiberghien, 1993).
Gönen & Kocakaya (2010)는 11-12세(6학년)와 14-15세(8학년) 학생 342명
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열과 온도에 대한 대안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개념 지식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적
절하게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
은 열을 살아있는 대상이나 물체의 뜨거운 정도 등으로 생각하고, 냉기
가 물체를 차갑게 한다고 생각하였다(Driver et al., 1993b)

Erickson & Tiberghien (1993)은 열전달(전도, 대류)과 관련된 기제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를 뜨겁게 만
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열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 금속이 나무나 플라스틱 물체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현상은 금속
이 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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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는 약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금속은 강하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뜨거워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힘

혹은 내구력

(strengths)’에 대한 관점 때문에 단열과 관련된 설명에 혼란을 겪는
다.
• 학생들은 대류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열이 전달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거나 열이 직접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어린이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직관적이며 대부분의 설
명은 열을 물질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다(Erickson & Tiberghien, 199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등학생의 열개념 조사 연구로는 권성기와 김
익진(2003), 최행숙 등(2001), Paik et al.(2007)이 있다. 이 세 연구는 세
부적으로 열과 온도의 정의, 열평형, 열의 이동방향, 전도와 단열 등에
대한 초등학생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권성기와 김익진(2003)과 최행숙
등(2001)은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aik et
al.(2007)은 4~11세(유치원생, 초등학생)어린이 154명과 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열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열을 물질이나 열량으로 보는 개념이 주를 이루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온도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수로
생각하거나 열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연령에 따라 열평형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 열과 온도에 대한 개념은 상황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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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의 과학학습과 열개념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
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의 과
학개념을 형성하며 과학을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학학습을
위한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일
상경험과 과학학습의 연결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드러내는 실제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 그 역할과 특징을 밝
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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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1: (개인적 측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

연구 1은 초등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
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는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지식을 구성한다. 이때 각 개인은 선개념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이 선개념은 과학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usubel, 1968).

학

생의 선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의 경험이다(강경희와 이선경, 2001; Park, 2007; Posner et al., 1982). 따라서
학생이 과학학습을 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과학개념과 어떻게 연결
시키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과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과학과 관련된 과거경
험은 학교경험보다 일상경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따
라서 초등학생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이나 과학 현상과 어떻게
연결 짓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경험과 선개
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이어 왔으나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일상
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이 어떠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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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관계를 맺는지, 일상경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열과 관련된 4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풀게 하였으며,
응답 분석 후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의 도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살
펴보았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에 재
학중인 4학년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의 학교별, 성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1의 조사 대상 학생 인원(명)
E초교

F초교

G초교

H초교

계

남

57

20

33

25

135

여

52

36

39

36

163

계

109

56

72

61

298

설문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담임 교
사로부터 학생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지역
환경은 표 3.2와 같다.
E초교는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에 위치해 있다. 이 학교는 아파트 단
지 내에 있는 학교로 재학생의 대부분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
고 있어 생활 환경이나 경제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아파트 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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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면 바로 논과 밭, 바다 등이 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는 거의 없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 학생 실태에 따르면 수학이나
국어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며, 방과후 1~2개 정도의 학원을 수강
하고 있다.
F초교는 행정구역상 M시에 속해있으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학교
주변은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이
다. 재학생들은 학교버스나 시내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며 주변 여러
‘리’에서 살고 있다. E초교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G초교는 서울시 G구의 부촌(아파트 단지)과 재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
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 학생 실태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은 수학에 관심이 많고 우수아가 많은 편이나, 학
력의 개인차도 비교적 큰 편이다. 또한 고학력 학부모가 많고 교육적 요
구와 참여도도 높은 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H초교는 부산시 Y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교육과정 학생 실태에 따르면, 기초 학습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
으며 방과후에 대부분 2-3개의 학원을 수강하고 있다.

표 3.2 (연구 1)참여 학교의 지역 환경
E초교

F초교

G초교

H초교

행정구역

경기 S시

경남 M시

서울 G구

부산 Y구

도시규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대도시

대도시

설문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4학년 2학기 ‘3. 열전달과 우리
생활’ 단원을 학습하기 3개월 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 현
상 이해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체험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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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열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열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는 등의 실험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열에 의한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 배운 학생을 그 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원에 대한 수업
을 듣고, 4학년 2학기 ‘열전달과 우리 생활’을 배우기 전에 설문을 실시
하였다.

3.2.2. 설문 문항 제작
(1)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
본 연구는 설문지에 학생이 응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였
다. 사용된 설문지의 개발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실제로 연구 1은 연
구 2가 실시된 이후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제시 순서는 연구
1에서 2의 순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 2에서 사용
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연구 1의 설문지 개발 과정을
연구 2의 질문지 개발과정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2의 질문지를 제작하면서 먼저, 열에 대한 학생의 대안개념을 조
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생의 열개념에 대해 정리하여 질문을 제
작하였다. 초등학생의 열개념을 묻는 선행연구들(권성기와 김익진, 2003;
최행숙 등, 2001; Erickson, 1979; Paik et al., 2007)은 주로 열과 온도의 정의,
열평형, 열의 이동방향, 전도, 대류와 단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대부분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2013년 현재 4학년이 사용 중)는 4학년 학생들에게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 및 열에 의한 부피 변화를 학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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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의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열전달(전도, 대
류, 복사)과 단열, 열평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3; 부록 6 참
고).

그림 3.1 연구 1과 2의 문항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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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지 소재의 대부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초등 과학과)과 초등 과학교과서 4학년 2학기 ‘3. 열
전달과 우리 생활’에서 추출하였다. 개발된 질문을 학업성취도 중위권의
4학년 학생 3명에게 보여주고, 면담을 통해 질문의 수준과 단어의 적절
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교사 1인과 과학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수정∙보완한 검사도구를 연구 2에서
사용하였다.
연구 1의 설문지는 크게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부분과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 참고). 특히 첫 번째 부분은 세부적으
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과 열 현상에 대한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경험을 상기해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은 연구 2에서 사용
된 질문들 중에서 실험의 소재와 문제의 상황이 다른 3개의 질문을 선정
하였다. Erickson & Tiberghien (1993)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열의 이동과
열전달의 빠르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단열이나 대류 현상을 설
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냉기가 있다거나, 온도가 다
른 두 물체가 반드시 열평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양털
과 같은 소재는 물체를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Yeo &
Zadnik, 2001). 또한 추상적 추론을 어려워한다(Osborne et al., 1983). 이에
연구 1은 연구 2의 질문지 중에서 단열, 고체에서의 열전달, 열평형에 대
해 묻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문항의 상황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남윤경 등, 2004), Reif & Larkin (1991), Song & Black (1992)의
상황구분 방법에 따라 문항 내에 과학 실험이나 과학수업 등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상황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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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각 다르게 제시된 문항을 선택하였다.
과학적 상황이면서 유사한 학교실험과 일상경험이 있을 수 있는 문항,
대류에 대해 묻는 문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의 실험활동과 4학년 2학기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내용
을 접목한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총 4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의 선택지는 연구 2에서 실시한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내
용과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지를
제작할 경우 학생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Aikenhead
& Ryan, 1992).
개발된 설문지는 학업성취도 상위권과 중위권의 4학년 학생 2명에게
보여주고, 답을 작성하게 한 후 면담을 통해 질문의 수준과 단어의 적절
성 등을 확인하여 설문지를 1차 수정하였다. 수정을 마친 설문지는 1차
수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2명의 학생과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 1명에게
다시 투입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차 수정을 거친 설문지는 초등교사 3인과 과학교육전문가 5
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타당도는 5점 척도로 초등교사
4.53, 과학교육전문가 4.33이었다. 그러나 다시 과학교육전문가 1인으로부
터 학생 실태에 관한 문항을 첨가할 것을 제안 받아, 문항을 첨가하였고
초등교사 3인과 과학교육전문가 3인으로부터 첨가된 문항만 내용타당도
검증을 다시 받았다(설문지 제작 과정은 그림 3.1 참고) 첨가된 문항에
대한 타당도는 5점 척도로 초등교사 5.00, 과학교육전문가 4.41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는 부록 1에 실려 있으며, 설문지의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먼저 ‘열’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 1-1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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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상소재
인 얼음과 솜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원 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얼음 녹이기)이기도 하다. 문항 2-1은
연구 1에서 새로 첨가된 문항으로서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비커와 알코올램프처럼 과학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
원의 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이다. 또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유사한 경험
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문항 3-1은 고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과학 실험상황이고, 일상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흔히 사
용하지는 않는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4-1은 고체의 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소재
이면서 3학년때 학교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와 경험할 수 없는 소재가
혼합되어 있다.
이해를 묻는 문항에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응답
이유)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을 선택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해당 문항에 응답하게 된 근거(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여 경
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학생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생에게 경험을 그리게 한 이유는 그
리기(drawing)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방법이 설문이나 면담에
서 얻을 수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en-Zvi Assaraf et al., 2012;
Finson, 2002).
설문지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
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예:
문항 1-1)을 제시한 후, 응답 이유(문항 1-2)와 응답 근거(문항 1-3)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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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후에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의 유무(문항 1-4)와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에 대한 설명(문항 1-5)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은 단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고체에서의 열전달, 열평형 문항에
서 각각 이루어졌다.

그림 3.2 연구 1의 설문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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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실태와 학생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수업시간에 자신의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지, 교사나 과학교과서는 어떠한지 등에 대
해 묻는 7개의 문항(리커트 5점 척도; 문항 5~11)을 제작하였다. 또한 학
생이 신뢰하는 근거로서 여러 경험 간의 지위를 조사하는 1개의 문항(문
항 12)도 첨가하였다. 조사 문항은 부록 1에 실려 있다.

3.2.3.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16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나 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하고 298부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를 위해 연구 대상 중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반
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자들은 14세 미만이므로 법
정대리인인 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참여 동
의를 받았다(부록 3 참고).
문항별 응답 빈도를 구하고, 해당 응답을 한 이유와 근거를 군집화하
였다.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떠오른 경험은 경험
의 발생 근원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범주를 추출하였다. 설문지
분석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1인이 학생 설문지
응답을 살펴보고 귀납적 분석에 의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범주를 추출
하였으며,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독립적으로 원자료의 10%
인 30명의 설문지를 살펴본 후, 연구자와 논의에 의하여 분류기준을 확
정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분석자간의 차이를 검토·논의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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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명확히 한 뒤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수정∙확정된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전문가가 각각 30명의 설문
지를 분석하고 일치도를 구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Kappa 계수 .955
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일치도를 구한 후 연구자 1인이 그 외
의 모든 응답을 다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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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학생 응답 분석
3.3.1.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및 근거,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의 유형과 그 연결 특
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지은 경험의 유형
학생들이 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사용하고
(문항 1-3, 2-3, 3-3, 4-3), 해당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험(문항
1-5, 2-5, 3-5, 4-5)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크게 일상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Dewey(LW, 9)의 경험에 대한 구분과 같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가 가능하였다. 일
상경험은 학교 밖에서 학생 자신이 체험한 직접 경험과 영상매체, 타인,
책, 인터넷과 같이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여 얻은 간접 경험으로 분류
하였다. 형식교육경험에는 학교과학수업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실험
이나 활동과 같은 직접 경험과 교사의 강의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 구분
하였다. 비형식교육경험에는 학원, 과외, 과학캠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학생의 일상직접경험은 단순히 비의도적 체험에 의해서만 일어나
는 것이 아니었다. 열 현상 이해를 묻는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일상직접경험(문항 1-5, 2-5, 3-5, 4-5)을 학생이 의도적으로 체험했는지, 우
연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체험했는지 조사한 결과(표 3.4 참고), 비의도적
체험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의도적 체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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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휴지에 싸 보거나, 햇빛이 드는 곳과 아닌 곳에 얼음을 두는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놀이처럼 의도적으로 체험하
고 이를 통해 과학개념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험의 유형
중 일상직접경험은 비의도적 체험과 의도적 체험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한 학생이 의도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이용하여 자
발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도적 체험은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육적 기회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3.3 (연구 1)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지은 경험의 유형
직접 경험

비의도적 체험

체험

의도적 체험
과학관련 방송
일반 방송

영상매체

성인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타인

일상경험
간접 경험

책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문제집)
과학관련 누리집
일반 누리집

인터넷
형식교육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비형식교육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학교과학수업(실험)
학교과학수업(강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학원)
과학캠프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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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구 1)학생의 의도에 따른 일상직접경험 빈도(n=298)(%)
일상직접경험
문항 1-5
문항 2-5
문항 3-5
문항 4-5
비의도적 체험

123 (41.3)

146 (49.0)

92 (30.9)

88 (29.5)

의도적 체험

39 (13.1)

14 (4.7)

10 (3.4)

4 (1.3)

계

162 (54.4)

160 (53.7)

102 (34.2)

92 (30.9)

(2)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근거로서의 일상경험


단열에 대한 학생의 생각

‘두 개의 얼음이 따뜻한 방안에 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고, 다
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할 때, 시간이 지나면
서 두 얼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298명 중 163명(54.7%)
은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고, 121명(40.6%)은 솜으
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고).
정답을 선택한 학생(선택지 ②)보다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다. 특히,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는 선택지를 고른 학생
163명 중에서 151명인 92.6%의 학생이 그렇게 응답한 이유 5 로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열과 관련된 현상
에 대해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한 것은 Yeo & Zadnik(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솜이 물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을 선택한 학생 역시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
을 막기 때문’이라고 응답 이유(96명, 79.3%)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학생
들은 열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냉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Driver et al., 1993b; Erickson & Tiberghien, 1993).
5

다양한 학생의 응답 이유가 나타났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응답 이유와 응답인
원에 대한 자세한 표의 내용은 부록 5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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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과학 현상 특히 단열에 대해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된 근거를 조
사한 결과는 표 3.6와 같다. 총 298명의 학생 중에서 145명(48.7%)이 이
문항의 응답 근거로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했으며, 이것은 형식교육경
험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학생의 일상직접경험(체험)은 118
명(39.6%)으로 세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열 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근
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경험들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연구 1, 문항1-1)단열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

163

54.7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121

40.6

③ 두 개의 얼음이 똑같이 녹는다.

13

4.4

④ 두 개의 얼음 모두 녹지 않는다.

0

0

⑤ 기타

1

0.3

계

298

100

*음영 표시된 선택지가 해당 문항의 정답임

학생의 응답 근거를 문항 1-1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라고 응답한 163명의 학생 중에서 79명(48.5%)은 솜
이불을 덮거나, 얼음을 손에 올려놓고 녹이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라고 응답한 121명의 학생 중에서 34명(28.1%) 또한 일상직접경험을 응
답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이스크림 봉지를 뜯지 않았을 때와 뜯었을 때
녹는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차가운 물체를 다른 물체로 싸는 일
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 근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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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열 현상에 대한 옳
거나 그른 이해가 개념형성으로 확장된다고 본다면 일상경험은 학생이
대안개념을 형성하거나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상경험이 학생의 열 개념 형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 (연구 1, 문항1-3)단열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책
인터넷
형식
교육
경험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

선택지(n=298)
① ② ③ ④ ⑤
79 34 4
1
1
2
1

3
1

9

9

빈도(%)
118 (39.6)
0
1 (0.3)
5 (1.7)
2 (0.7)
0
18 (6.0)

145
(48.7)

1 (0.3)
0
0

1

과학관련 누리집

학교과학수업(실험)

17

13

2

32 (10.7)

학교과학수업(강의)

5

5

2

12 (4.0)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1
1

3

2
39
2

1
43
5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소계(%)

4 (1.3)
1 (0.3)
4

44
(14.7)
8
(2.6)

3 (1.0)
86 (28.9)
7 (2.3)
8 (2.7)

문항 1-1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상소재인 얼음과 솜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 과학수업에서 손에 얼음을 올려놓는(얼음 녹이
기) 과학실험과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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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학교교육)을 근거로 제시한 학생은 44명(14.7%)에 불과하였으며,
선택지 ①(오답)의 경우 형식교육경험 중에서 직접 경험(실험)이 17명
(5.7%), 간접 경험(강의)이 5명(1.0%)으로 나타났다. 선택지 ②(정답)의 경
우 직접 경험(실험)이 13명(4.4%), 간접 경험(강의)이 5명(1.0%)이었다. 학
교에서 실험을 해본 소재임에도 학생들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을 접했
을 때 형식교육경험보다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형식교육경험보다 일상경험(특히, 일상직접경험)
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학생의 생각

‘물이 담긴 비커에 쇠막대를 넣은 후 알코올램프 위에 올려놓고 가열
하였다. 비커에 담긴 쇠막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서 298명 중 282명(94.6%)이 ‘② 쇠막대의 온도가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
간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응답한 이유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104명, 34.9%), ‘물이 뜨거워져서 쇠가 뜨거워지니까’(100
명, 33.6%)라고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열의 이동과 열전달의 빠르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Erickson & Tiberghien (1993)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응답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8을 살펴보면 총 298명의 학생 중에서 185명(62.1%)이 자신의 일
상경험을 이 문항의 응답 근거로 제시했으며, 298명 중 149명(50.0%)은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문항 2-1은 과학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
는 물’단원에서 물을 가열해보고, 물이 끓는 것에 대해 배웠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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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형식교육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22명 (7.4%)에 불과하였다.

표 3.7 (연구 1, 문항2-1)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다.

9

3.0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

282

94.6

③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내려간다.

4

1.3

④ 기타

2

0.7

무응답

1

0.3

계

298

100

또한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고 응답(정답)한
282명 중 144명(51.1%)은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형식교육경
험은 21명, 근거 없이 자신이 생각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62명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문항 1-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상경험을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 그 중에서도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고체와 액체에서 열이 전달된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일상경험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보
아,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경험들 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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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연구 1, 문항2-3)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일상경 타인
험
책
인터넷
형식
교육
경험

성인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선택지(n=298)
①
3

②
144
8
2
3
1

1
1

③
1
1

④
1

빈도(%) 소계(%)
149(50.0)
9(3.0)
2(0.7)
3(1.0)
2(0.7)
0

1

185
(62.1)

14(4.7)
1(0.3)
4(1.3)
1(0.3)

13
1
3
1

학교과학수업(실험)

18

학교과학수업(강의)

3

3(1.0)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5
2
2
62

5(1.7)
9
2(0.7)
(3.1)
2(0.7)
67(22.5)
0



4

1

19(6.4)

1

22
(7.4)

15(5.0)

고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학생의 생각

‘은박접시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프로 은박접시의
가운데를 가열한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298명 중 199명(66.8%)은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3.9와 같다. 이 문항은 다수의 학
생들이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의 77.3%(154명)는 ‘가운데
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촛농이 가운데부터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70명
(23.5%)은 ‘①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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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연구 1, 문항3-1)고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접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

70

23.5

② 접시의
녹는다.

199

66.8

③ 접시의 모든 촛농이 동시에 똑같이 녹는다.

10

3.4

④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는다

7

2.3

⑤ 기타

7

2.3

무응답

5

1.7

계

298

100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가운데 부분을 가열하면 가
운데부터 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이유를 들어 가운데부
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는 오답을 선택
한 학생도 20명이 있었다.
표 3.10을 보면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해 문항 3-1에 응답을 한 학생이
121명(40.6%)인 반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86명(28.9%), 형
식교육경험 중 직접 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 15명(5.0%), 간접 경험을 근
거로 든 학생은 8명(2.7%)이었다. 이것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 1-1에서
근거 없이 추측한 응답이 28.9%, 고체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문항 21에서는 22.5%를 차지하고, 일상직접경험의 빈도가 근거 없이 추측한 응
답보다 더 많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세부적으로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
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 199명 중 63명(31.7%)만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87명(43.8%)이 근거 없이 자신의 생
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응답하였다. 형식교육경험은 11명에 불과했다.
‘①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17명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21명은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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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문항 3-1이 일상소재인 초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이 주로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초와 관련된 일상경험
이 부족하고, 일상경험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문항과 관련된 근거 없이 단지 자신이 생각해
서 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생들이 과학 현상이나 과학문항을 접하
게 되었을 때 언제나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고, 일상경험이 과학학
습이나 개념형성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 과학 현상과 자신의 경험, 특히 과학 현상과 일상경
험을 관련짓는 기준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0 (연구 1, 문항3-3)고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형식
교육
경험

책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인터넷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선택지(n=298)
○
1

①
17
1

②
63
7

④
2
1

1
1
3

1

2(0.7)
1(0.3)
2(0.7)
2(0.7)
10(3.4)

1
1
1

1(0.3)
1(0.3)
1(0.3)
15(5.0)

9

6

학교과학수업(강의)

2

5
3

1
21

빈도(%) 소계(%)
⑤
1 86 (28.9)
9(3.0)
1

1
1
1
7

학교과학수업(실험)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③
2

1
1
87
2

1
1

6

8(2.7)

115
(38.6)

23
(7.7)

4(1.3)

3

4

7
1(0.3)
(2.3)
2(0.7)
121 (40.6)
2(0.7)
3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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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에 대한 학생의 생각

‘보온병 안에 똑같은 종류지만 온도가 다른 두 개의 쇠토막을 붙여놓
으면 한참이 지난 후에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98명 중 60명(20.1%)의 학생만이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
로 같아진다’는 선택지 ④(정답)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물체가
꼭 열평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학생의 대안개념에 대해 보고
한 Yeo & Zadnik (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응답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연구 1, 문항4-1)열평형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102

34.2

② 한참이 지나도 두 쇠토막의 온도는 다르다.

48

16.1

③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150℃로 같아진다.

64

21.5

④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로 같아진다.

60

20.1

⑤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50℃로 같아진다

11

3.7

⑥ 기타

7

2.3

무응답

5

1.7

계

298

100

열평형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으며, 특히 102명(34.2%)은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의 대부분(102명 중의 84명,
82.4%)은 보온병이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
문이라고 응답 이유를 밝혔다.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다’ 라고 응답한 102명 중에서 41명(40.2%)은 보온병을 사용해봤던 일상
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표 3.12 참고). 이 학생들은 해당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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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가 다른 두 쇠토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
할 수 있는 보온병에 초점을 두고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연구 1, 문항4-3)열평형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선택지(n=298)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형식
교육
경험

책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인터넷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①
41
2

②
9
1

1
3

1
1
1

7

5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1
1
3

④
10
1

⑤
2
1

⑥

빈도(%) 소계(%)
74 (24.8)
5(1.7)
2(0.7)
6(2.0)
1(0.3)
1(0.3)
16(5.4)

1

1

105
(35.2)

0
0
0

학교과학수업(실험)
학교과학수업(강의)

③
12

1
1

1(0.3)

1

2(0.7)

3
(1.0)

0
2
39

22

37

33

7

5

2
0
(0.7)
2(0.7)
143 (48.0)
0
45 (15.1)

표 3.12를 보면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해 문항 4-1에 응답을 한 학생이
143명(48.0%), 무응답이 45명(15.1%)인 반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74명(24.8%), 형식교육경험 중 직접 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 1명
(0.3%), 간접 경험 2명(0.7%)이었다. 이것은 근거 없이 추측한 응답이 일
상직접경험의 빈도보다 많았던 문항 3-1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문항 4-1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두 쇠토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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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학
생들은 고온의 쇠토막을 붙여놓는 상황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문항에서 고온의
쇠토막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경험 특히 일상경험으로
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경험을 근거로 하는 학생
보다 근거 없이 추측한 학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과학 문
항 내에서 친숙하지 않은 과학적 상황과 친숙한 일상적 상황이 함께 제
시되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학적 상황보다는 일상적 상황
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경험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이
문제의 초점을 파악한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추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평형 문항

105

고체열전달 문항

115

고체액체열전달 문항

121
185

단열 문항

67

145
0%

일상경험

143

형식교육경험

20%

86
40%

비형식교육경험

60%
근거없는 추측

그림 3.3 (연구 1)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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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타

100%
무응답

3학년 2학기 ‘액체와 기체의 부피’ 단원에서 보온병의 원리에 대한 ‘과
학이야기’가 실려 있음에도 이를 학습하였던 형식교육경험을 근거로 제
시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앞서 문항 1-1(단열)과 문항 2-1(고체액체
에서의 열전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개념이나 과학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형식교육경험보다는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사용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은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의 대안개념과 과학적 개념 형성에도 일상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학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형식교
육경험보다는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지만(그림 3.3 참고), 모든
과학 현상이나 과학문항에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나 과학학습에 항상 영향
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 현상에 대해 생각
할 때 일상경험을 관련짓는 나름의 기준이나 규칙이 있고 문항의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현상이나 과학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의 일상경험을 관련짓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3) 열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
학생들은 과학 문항을 풀 때, 자신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연결시키며,
특히 일상경험을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열 현
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기준과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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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연구 1)열 현상과 관련 있는 경험의 유무
문항

<단열>
문항 1-4(%)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 2-4(%)

네

206 (69.1)

208 (69.8)

141 (47.3)

106 (35.6)

아니오

91 (30.5)

89 (29.9)

153 (51.3)

187 (62.8)

무응답

1 (0.3)

1 (0.3)

4 (1.3)

5 (1.7)

계

298 (100)

298 (100)

298 (100)

298 (100)

경험유무

<고체 열전달>
문항 3-4(%)

<열평형>
문항 4-4(%)

먼저 문항 1-4, 2-4, 3-4, 4-4에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
항 1-1, 2-1, 3-1, 4-1과 관계가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는지 각각 물었다.
문항 1-4, 2-4, 3-4, 4-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열 문항 1-1이나 고체액체에
서의 열전달 문항 2-1과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69.1%, 69.8%로, 약 70%의 학생들이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고체에서의 열전달 문항 3-4와 열평형 문항 4-4에서는 각각
47.3%와 35.6%의 학생이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의 두 문항보
다는 적은 인원이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
고).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항 3-1과 4-1이 문항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 현상에 일상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관련이 있고, 어떠한 경험은 관련이 없는지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문항 모두 열 현상과 관련있다고
학생들이 상기한 경험의 대부분이 일상경험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형식교
육경험과 비형식교육경험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생들이 과학 문제나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경험에 비
해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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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상경험을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경
험에 비해 일상경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2

열평형 문항

103
8
12

고체열전달 문항

121
9
21

고체액체열전달 문항

182
7

단열 문항

32
171
0
비형식교육경험

50

100
형식교육경험

150

200

일상경험

그림 3.4 (연구 1)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험의 유형 분포
(연결고리의 종류)
학생들은 수많은 일상경험을 한다. 그 일상경험 중에서 학생들이 특정
과학 현상 혹은 과학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
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초등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
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을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즉,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1-1, 21, 3-1, 4-1)과 학생이 응답한 관련 경험(문항 1-5, 2-5, 3-5, 4-5) 사이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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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유사점)을 추출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총 5개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각의 연결고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연구 1) 연결고리의 정의 및 예
연결고리

정의

예

소재

과학 현상을 겪는 대상으로서
문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재료

솜, 얼음(문항1-1),
쇠막대(문항2-1),
초(문항3-1)

현상

문항에서 기대되는 소재의 변화나
물리적 현상

얼음이 녹는다(문항1-1),
촛농이 녹는다(문항3-1)

감각

해당 과학 현상에서 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

차갑다(문항1-1),
손을 데었다(문항2-1),
뜨겁다(문항3-1)

물리적
조건

과학 현상에서 드러나는 대상들의
상태나 배열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

온도가 낮은 물체의 표면을
감싸놓았다(문항1-1),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붙
여 놓았다(문항4-1)

과학용어

문항의 주요 과학개념을 드러내는
용어

열의 전도(문항2-1)

그림 3.5 (연구 1)연결고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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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제시한 일상경험을 예로 들어 각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열 문항(문항 1-1)에서는 따뜻한 방안에 두 개의 얼음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는 솜으로 감싸고 다른 하나는 감싸지 않은 상태에
서 얼음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한 학생은 이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하는 경험으로 “작년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나 혼자 추워서 솜이 있는
이불을 덮었습니다.”라는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일상경험과 단열 현
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이었다. 위의 예에서
학생은 이 문항과 자신이 솜이불을 덮었던 경험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였고, 여기서 ‘솜’은 단열 문항과 일상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
재였다. 또한 얼음이 온도가 낮고 차갑다는 것과 자신이 추웠던 감각적
경험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연결고리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열
문항에서 ‘솜으로 물체(얼음)를 싼 것’은 학생의 일상경험에서 ‘이불을
덮은 것’과 같이 어떠한 대상을 다른 물체로 감싸는 조건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물리적 조건’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학
생은 단열 문항을 보고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이 공통적인 자신의 일상
경험을 상기하였고, 세 가지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일상경험에 근거하여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예로 한 학생은 단열 문항과 관련 있는 경험으로 “며칠 전에,
밖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 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은 조금만 녹았다”를 제시하였다. 이 일상경험에서는 ‘현상’, ‘물
리적 조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포장지로 싸여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문항의 ‘물리적 조건’인 솜을 싼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연결
되며,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연결된다. 이 학생
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더 늦게 녹았던 자신의 일상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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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솜으로 싼 얼음이 더 늦게 녹는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문항을 보고 “여기 이사오
기 전, 집에서 혼자 과학에 대한 만화책을 보다 열의 전도를 알았다”는
일상경험을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문항
에 제시된 과학 현상은 전도와 대류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 학생은 만화책에서 해당 문항과 관련있는 과학용어 ‘열의 전도’
에 대해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따라서 이 예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결고리는 ‘과학용어’이다.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은 단열 문항
1-1에서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유를 “솜
으로 무엇을 덮으면 따뜻하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로
솜으로 된 베개를 사용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솜으로 된 베개와 단열 문
항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 해당 문항과 자신의 경험에 공통적으
로 ‘솜’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는 학생이 단열 문항과 자신의 경
험 사이에서 연결고리 ‘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문항 21에서 이 학생은 미끄럼틀을 탔던 경험을 연결 지었는데 미끄럼틀과 쇠
막대가 뜨거워졌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담
전사본은 부록 2 참고).

I: ... 그럼 이 경험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는 것 같
았어요?
S: 여기… 여기에서 솜이 나왔으니까
(중략)
I: …미끄럼틀 타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다고 생
각했어요?
S: 미끄럼틀이 쇠로 되어있는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쇠막대가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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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변한 것처럼 쇠로 된 미끄럼틀은 햇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I: 여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쇠가 뜨거워지고 여기는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둘
다 쇠라서 그런 거에요 맞아? 아니면 여기가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S: 뜨거워졌다는…
I: 그럼 이 놀이터 미끄럼틀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어도 상관없어
요?
S: 네 뜨거워졌…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과학 문제나 과학 현상을 보고 소
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경험
을 떠올리고 이들이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이렇게 상기된 일상경
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결고리는
그림 3.5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이자 학
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이음매라 할 수 있다.

(문항별 연결고리 빈도)
그림 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보통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과 2-3개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총 5
개의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주로 연결시켜 사용하는지는 그림 3.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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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 문항

6

고체열전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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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액체열전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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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문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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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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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수 2

80%

100%

연결고리 수 3

그림 3.6 (연구 1)문항별 연결고리 결합 수
단열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소재와 현상을 연결고리로 하는 일상
경험을 상기하였다.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서는 감각과 물리적 조건이
주로 나타났고, 고체 열전달 문항에서는 소재, 물리적 조건, 현상이, 열평
형 문항에서는 소재와 현상 연결고리로 연결된 일상경험을 학생들이 주
로 상기하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1-1은 솜을 이용한 단열 문제로 학생의 생
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얼음과 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 가능한 상태이고, 솜
을 감싸거나 두 얼음을 비교하는 등의 조건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
험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3.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다른 연결고리
에 비해 소재, 현상 연결고리가 있는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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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구 1)문항별 연결고리 등장 빈도
문항 2-1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쇠막대라
는 소재는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젓가락이나 숟가락과 같은 비슷한 소재
는 구하기 쉬우며 물체를 담그고 끓이는 물리적 조건과 이 과정에서 겪
게 되는 감각경험은 학생이 음식을 먹거나 요리를 하는 등 생활 주변에
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감각, 물리적 조건 연결고리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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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1은 고체에서의 열전달을 묻는 문항으로 일상 소재인 초를 사
용하였고, 과학실 실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과 일상경험을 연
결 지은 대부분의 학생이 올바른 답(선택지 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열하면 가운데부터 뜨거워지고, 초는 녹아서 가장자리 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경험한 학생의 일상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문항에서 제시하는 ‘소재’인 ‘초’와 ‘가열한다’는 물리적
조건과 ‘녹는다’는 현상이 학생의 일상경험과 열 현상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4-1은 보온병에 들어있는 쇠토막을 소재로 하여 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소재이면서 3학년때 학교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 보온병과 경험할
수 없는 소재(온도가 높은 두 쇠토막)가 혼합되어 있다. 이 문항은 문항
1-1, 2-1와는 달리 학생의 일상경험에 의해 관찰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결고리는 ‘물리적 조건’이었다. 두
물체가 붙어있다는 물리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일상경험을 생
각한 학생은 열평형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었으나 ‘소재’인 보온병에
초점을 둘 경우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응답(오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문항의 특성에 따라 연결고리의 등장빈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일상경험과 열
현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답과 오답에 따라 분류하여 그 등장빈도를 나
타낸 것이다. 5가지의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의 응답이 정답일 때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때, 자신
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연결시키며, 이를 근거로 사용한다. 또한 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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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고 떠올리게 한다. 즉, 과학 현상과 어떠한 연결고리로
연결되는 일상경험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
해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8에서 제시된 결과는 5가지 연결고
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이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학생의 응답을 정답으
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용어 43
현상

143

133

물리적 조건

258

감각

120

소재

120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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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00

150
정답

200

250

300

350

오답

그림 3.8 (연구 1)정·오답에 따른 연결고리 등장 빈도
(연결고리의 지위)
5가지의 연결고리가 갖는 지위와 특징을 비교해보면, 연결고리는 크게
문항에 제시된 과학 현상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적 연결을 하는 연결고
리(직접연결고리)와 간접적 연결을 하는 연결고리(간접연결고리)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
경험을 즉각적인 수준에서 연결하는 경우와 해석적 수준에서 연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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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던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의 5가지 연
결고리는 모두 과학 현상과 학생이 제시한 일상경험이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 이외에도 과학 현상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이 유사하다고 판단하
는 일상경험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간접연결고리로 구분하였다. 간접연결고리들은 학생의 축
적된 경험이 과학 현상을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재해석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간접연결고리들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사소재는 앞서 제시하였던 학생의 일상경험 “며칠 전에, 밖에서, 부
모님과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 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
은 조금만 녹았다” 에서 ‘아이스크림’을 말한다. 아이스크림은 단열 문항
에서 제시된 소재는 아니었으나 온도가 낮은 물체라는 공통적 속성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문항에서 제시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유사한 특성을 통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고 있으므로 간접적 연결로 판단하였다. 유사
현상은 촛농이 가장자리부터 녹는 것과 얼음이 가장자리부터 녹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문항 3-1)이다. 학생들은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문항에서 기대하는 소재의 변화나 물리적 현상이 유사하
다고 판단되는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유사현상이라고 명
명하였다. 또한 유사 물리적 조건은 과학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
어 보이나 물리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학생이 판단한 일상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문항 4-1(열평형 문항)에서 보온병 속에 온도가 다
른 쇠토막이 붙어 있다. 이 문항을 보고 한 학생은 ‘젓가락을 붙여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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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젓가락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것은 해당 과학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학생이 두 물체를
붙여놓은 물리적 조건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유사
물리적 조건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3.6에서 직접적 연결은 실선으로 표
시된 데 비해 간접적 연결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유사
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와 기준은 학생 개인에게 있고, 이를 타인이 규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은 고체와 액체
에서의 열전달 문항 2-1에서 뜨거운 물에 쇠막대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
라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생각한 근거로 어머니께서 숟가락을 소독
하려고 삶았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학생이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서 연결고리 ‘유사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 ... 왜 이 경험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요?
S: 숟가락은 쇠숟가락이니까 쇠막대랑 쇠숟가락이랑 같은 쇠니까 쇠
를 가열하면 뜨거워지는데 그걸 만졌을 때 뜨거워서 쇠막대가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I: 응 이건 쇠막대라고 하는 게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S: 네
I: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경험이 딱 생각났어요?
S: 네

연결고리는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을 하는 고리(즉각연결고리)
와 해석적 연결을 하는 고리(해석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항 자체
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이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것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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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하는 연결고리는 즉각적 연결을 하는 즉
각연결고리에 속한다. 그러나 문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 문항
을 재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일상경험
을 찾는 경우는 해석적 연결을 하는 해석연결고리에 속한다. 예를 들어
문항 1-1(단열 문항)에서의 소재 ‘솜’이나 물체를 감싸놓은 ‘물리적 조건’
은 문항 내에 제시되어 있고 학생이 솜이나 물체를 감싸는 것에 대한 자
신의 경험을 기억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즉각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항 1-1자체에는 ‘얼음이 차갑다’는 감각, ‘얼음
이 녹는다’는 현상, ‘열의 전도’와 같은 과학용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생이 문항 1-1의 솜으로 감싼 얼음과 감싸지 않은 얼음이 어떻게 될지
에 대해 생각하고 얼음이 차갑고 녹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이와 관련된
일상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항의 과학 현상 자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이 문항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결과로 얻어
진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상경험을 상기
하는 경우를 해석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들은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직접적이
거나 간접적으로 또는 즉각적이거나 해석적으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역
할을 하며 직면하는 과학 현상이나 과학 문항에 따라 다르게 등장한다.
그림 3.9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결고리들의 지위와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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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연구 1)연결고리의 지위와 특징

(4) 열 현상과 관련된 초등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
정용재(2004)는 ‘사물, 감정, 개념, 상황 등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혹은 그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전형적 인식상황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전형적 인식상황’
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 인식상황은 안정화되어 있고,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며 물리 개념학습에서 학생의 대안개념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이자 대안개념이 그 특성과 함께 드러나는 적절한
표현이다(정용재, 2004). 본 연구는 정용재(2004)의 전형적 인식상황에서
착안하여 일상경험 역시 안정화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
으로 떠오르는 전형적 일상경험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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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일상경험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경험을 추출하였다. 문항 1-5, 2-5, 3-5, 4-5에서 학생이 기술
한 일상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전형적 일상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1-1, 2-1, 3-1, 4-1의 학생 응답에 따라 분류
해보았다. 아래의 유형은 학생들이 제시한 일상경험 중 5회 이상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유형만을 제시한 것이다.

문항1-1
선택지

②

①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0 (연구 1, 문항1-5)단열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문항 1-1은 응답에 따라 표 3.15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일상경험을 학생
들이 주로 제시하였다. 문항 1-5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경험은 얼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으며 음식을 먹을 때 얼음을 보거나 아이스크림이 녹
는 것을 본 경험도 있었다(표 3.15 참고). 이것은 선택지 ①과 ② 중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지와 상관없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상경
험은 모두 얼음, 아이스크림과 같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 대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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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의 소재에 초점을 두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과 같이 솜으로 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솜
으로 된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는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3.15 (연구 1, 문항1-5)단열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1-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솜으로 된 옷 입기
이불 덮기

14 (14.7)*

잘 때 문이 열려있었는데 추워서 이
불을 덮었다.

아이스크림 녹는
것 보기

7 (7.4)

엄마랑 집에서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을
봐서

얼음 가지고 놀기

45 (47.4)

나 혼자, 얼음 한 개는 손으로 잡아
보고, 한 개는 그냥 놔두니 손을 잡
은 것이 먼저 녹았다.

음식 먹을 때
얼음을 봄

19 (20.0)

집에서 가족과 콜라 안에 있는 얼음
을 먹으려고 했는데 얼음이 녹아서
없습니다.

5 (7.4)

유치원에서 물을 얼려 가져왔는데
커브를 덮은 내꺼는 조금씩 녹고 있
고, 커버를 안 덮은 친구꺼는 벌써
다 녹았다.

아이스크림 녹는
것 보기

6 (8.8)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은 조금만 녹았
다.

얼음 가지고 놀기

31 (45.6)

집에서, 혼자, 얼음을 컵에 넣고 컵
주변에 뜨거운 물을 놓았더니 빨리
녹았다.

8 (11.8)

동생과 나, 주스에 얼음이 있어 누
가 빨리 얼음을 먹나 시합했을 때
동생은 손으로 감싸 녹여먹고, 나는
입에 넣어서 녹여 먹었다.

①

물체에 덮개
씌우기

②

음식 먹을 때 얼음
을 봄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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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물체에 덮개를 하면 잘 녹지 않는다는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3.16 (연구 1, 문항2-5)고체액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2-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②

음식을 가열할 때
수저나 조리도구
넣기

70 (40.5)*

엄마가 아팠는데 아빠가 김치찌개를
했는데 젓가락 한 개로 김찌찌개에
다 넣었는데 젓가락이 뜨거워졌다.

요리할 때 뜨거움

33 (19.1)

집에서, 어머니와, 라면을 끓였는데
냄비가 뜨거웠다.

숟가락 삶아
소독하기

5 (2.9)

할머니가 숟가락을 소독시키다가 내
가 숟가락을 만졌는데 뜨거웠다.

쇠 덩어리 만지기

7 (4.0)

이모집, 이모부, 철을 녹는 걸 보려
고, 철 덩어리를 가열해보았다.

끓는 물에 쇠막대
넣어보기

8 (4.6)

3학년때, 친구집, 친구, tv에서 나온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았다.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 2-1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음식을 가열할 때 수저나
조리기구를 넣어보는 것이었다. 문항의 상황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과학
실 상황이었지만 그림 3.11에서 제시한 예처럼 유사한 소재(수저, 조리도
구)와 물리적 조건으로 구성된 일상경험을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에 의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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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1
선택지

②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1 (연구 1, 문항2-5)고체액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
의 예

문항3-1
선택지

①

②

전형적
일상경
험의
예

그림 3.12 (연구 1, 문항3-5)고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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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 3-1의 전형적 일상경험은 초를 사용
하여 촛농이 녹는 것을 본 것이었다. 또한 문항 2-1과 마찬가지로 문항
의 상황은 과학실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주방이나 요리 등과 관련된 경험
을 상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연구 1, 문항3-5)고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
와 예
문항3-1
선택지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6 (20.0)*

태권도 수련생과 촛불 끄기를 할 때
촛농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자리부
터 녹는 걸 보게 되었다.

23 (27.1)

할머니 집에서 가족하고 제사를 지
내는데 촛불을 켜놓았길래

8 (9.4)

저번 주에, 집에서, 엄마와, 저녁으
로 계란후라이를 해먹었을 때 가장
자리 쪽이 타고 가운데가 가장 빨리
익었었다.

생일파티 케이크
초 사용

8 (9.4)

작년 내 생일 때, 집에서, 가족과 함
께, 촛불에서 가운데에서 촛농이 떨
어지고 그 후 가장자리에서 떨어졌
다.

고기 굽기

9 (10.6)

1달전, 식당, 엄마 아빠 동생, 고기
를 구웠는데 가운데에 있는 고기부
터 익었다.

①
양초 사용

계란후라이 하기

②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 4-1에서 제시된 일상경험은 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보온병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 41이 학생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높은 온도의 두 쇠토막을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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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연구 1, 문항4-5)열평형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4-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①

43 (93.5)*

8살때,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 그때는 겨울이어서 추워서 보온병
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먹었는데 따
뜻했습니다.

②

7 (38.9)

몇 주전, 학교, 나, 집에서부터 학교
까지 얼음을 보온병에 넣고 가져왔
는데 녹지 않았다.

11 (61.1)

8살때, 집에서, 나 혼자, 보온병에다
가 뜨거운 물을 담으면 보온병이 되
고 시원한 물을 넣으면 보냉병이 된
다.

5 (27.8)

여행 갔을 때, 박물관, 가족끼리, 보
온병에 있는 코코아를 먹으려는데
보온병에 코코아를 넣을 때와 온도
가 비슷했다.

보온병 사용
③

④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4-1
선택지

②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3 (연구 1, 문항4-5)열평형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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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생이 열개념과 연결 짓는 전형적
인 일상경험이 있으며 이는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다
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일상경험 중에서 문항 1-5에서 아이스크림 봉지
를 뜯었을 때와 뜯지 않았을 때, 문항 2-5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젓가락
을 국물 속에 넣은 경험, 문항 3-5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가운데부터 익
은 경험, 문항 4-5에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붙여두는 경험 등과 같
은 것들은 문제 상황과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이나 ‘현상’이 유
사하거나, 소재나 유사소재의 속성이 유사하며, 개인이 감각적으로 유사
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연결고리들이 열 현상과 일상경
험 사이에서 바르게 연결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열 현상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솜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
거나 촛농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본 일상경험들은 솜으로 감싸
진 대상이 자체적으로 열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얼음으로 소
재의 속성이 동일하지 않을 때, 촛농을 관찰한 초점이 불꽃에 의해 녹는
위치가 아니라 흘러내리는 위치일 때 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부정적 영
향을 주었다. 즉, 제시된 문항의 사례와 일부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연결
되지 않은 일상경험의 경우에는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일상경험이 학습의 목표가 되
는 과학개념과 적절히 연결되는 경험인지 판단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고리가 일상경험과 과학개념을 연결하는 추론과정
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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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
(1)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 도입과 관련된 학생의 생각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9와 같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수업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5점 만점에 3.87). 또한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면 친구나 선생님께
말하고 싶어하였다(3.59). 학생들은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3.48). 하지만 선생님은 일상경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
주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3.33)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바람에 비해 교
사의 일상경험 도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19 (연구 1)일상경험 도입에 대한 학생의 문항별 응답
평균
문항

표준편차

5. 나는 과학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나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다.

3.87

1.05

6. 나는 과학수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상경험이나
나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3.59

1.11

7. 선생님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자주 물어본다.

3.33

1.15

8.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3.48

1.30

9.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3.94

1.07

10.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

3.76

1.11

11. 선생님이 과학수업내용을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

4.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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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은 교사나 동료가 일상경험과 과학수업내용을 연결 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였으며(4.02; 3.94),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3.76).
특히 면담과정에서 6번 문항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8번
문항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
각하지만 발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즉 자신의 경험을 말하
고 싶지만 과거에 발표한 경험을 통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학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요
구된다.

I: 보자. 과학수업시간에 00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어요?
S: 네
I: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S: 네
I: 그런데 아 그래서 말하는 시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구나.
그런데 실제로 말해본 적 있어요?
S: 아니요 용기가 없어요.
I: 아 용기가 없어요 말은 하고 싶은데?
S: 네
I: 왜 용기가 없을까?
S: 그냥요..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는 발표는 부끄러워서 안 해
요.
I: 아 00가 부끄러워서 발표를 안 해요?
S: 네
I: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S: 용기 좀 가지라고
I: 용기 좀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구나. 그럼 선생
님이 시켜주면 할거에요? 할거야?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시켜
도 아 발표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시켜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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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겠어 이거야?
S: 용기가 없어서 그 선생님이 말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
을 들면 친구들한테..
I: 아 그러면 선생님이 000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기 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발표할게요 하고 손 드는 게 용기가 없는 거야?
친구들이 아까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S: 3학년때요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I : 막 웃었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S : 속상했어요.
(중략)
S : 음 애들이 제가요 공부를 못하니까...

(2) 학생이 신뢰하는 근거
학생들이 형식교육경험이나 일상경험 중에서 책과 같은 간접 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과학개념을 일상직접경험과 연결시키는 이유를 살
펴보고자, 학생들이 신뢰하는 근거의 순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에게 6개
의 보기를 제시하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
게 하였다(부록 1의 문항 12번 참고). 그 결과는 그림 3.14와 같다. 학생
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88명,
63.1%). 그 다음으로 책(38명, 12.8%)과 교과서(35명, 11.7%)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타인(2명, 0.7%), TV(10명, 3.4%)와 인터넷(18명, 6.0%)
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을 믿
지 못하는 이유로 ‘경험하지 않고서 경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했다면 순서가
달라지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
다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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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형식교육에서 간접적으로 과학 현상에
대해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에는 일상직접경
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TV

10 24

인터넷

18

교과서

25

35

85

나

188

다른 사람 2
책

42
38

0

35

80
50

100
순위 1

150

200

순위 2

그림 3.14 (연구 1)학생들이 신뢰하는 근거(순위 1, 2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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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등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탐색해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
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98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열 현상과 관련된 4개
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열 현상과 관련된 전형적인 일상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이는 형식교육경험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여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크게 일상
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 경험의
세부유형은 각각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영상매체와
타인, 책, 인터넷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교과학수업의 실험활동 및 강
의, 과학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및 과학캠프였다. 특히, 일상직접경험은
단순히 비의도적 체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학
생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였다.
셋째, 과학 문항 내에 친숙하지 않은 과학적 상황과 친숙한 일상적 상
황이 함께 제시되면 학생들은 일상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신이 경
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관련된 일상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험을 근거로 들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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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근거 없
이 추측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
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5개의 직접연결고
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고리와 해석
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보통 2-3개의 연결고리가 일
치하는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연결시켜 사용
하는지는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이 있으며 이
들은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일곱째,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근거로 사용된 경험의
유형을 추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주로 환경
과의 교변작용을 통해 형성된 일상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현상을 이해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여 과학문항
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른 경험에 비해 일
상경험이 과학학습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가 지금까지 일반적 권고 수준에서 언급되었던 학
생의 과학 현상 및 개념 이해와 일상경험의 관련성, 과학학습에서 일상
경험의 중요성을 경험적 연구 결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든 과학 현상에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거나 반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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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험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학 현상과 학생들이 그 과학 현상과 관련이 있
다고 생각한 일상경험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점으로서의 연
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결고리들은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사이
에서 연결이 적절한지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연결고리의 유형
을 알고,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학습자가 형성하는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부적절한 연결
이나 부족한 연결을 수정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어떠한 일상경험이 학습의 목표가 되는
과학 현상 또는 과학개념과 적절히 연결되는 경험인지 판단하여 교수학
습 활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교수능력에 대한 재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학생의 응답
을 정답으로 이끄는 데 더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연결고리의 사
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학 현상과 학생이 제시하는 근거(특히 일상경험)
사이의 물리적 조건이 유사한지 판단하고 점검하도록 학생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의 일상경험은 현재의 과학학습에 영
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에 따라 과
학 현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달라진다. 학생들이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연결 짓고, 그 일상경험이 학생의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은 Dewey가 언급한 계속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학교육은 이러한 일상경험을 학습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실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학생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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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흥미나 동기유발을 위한 역할에 머물러왔다. 과학교육에서 제공
하는 새로운 실험과 체험이 계속된 경험의 축적으로만 끝나 버리면 이
같은 경험과 일상경험의 축적은 과학학습에 새로운 어려움과 장벽을 형
성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상기는 해당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이나 개념
과 적절하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새로운 실험 및 과학수업이 교육적 경
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경험을 상기시키고 이 경험을 분해하여 학습 목
표가 되는 해당과학개념과 적절하게 연결되는 사례인지 판단해보고, 또
이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실험을 고안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실
례로 문제해결 과정이나 Dewey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접목하여
과학 현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의 연결고리를 추출하고 적절하지 않은 연
결이 확인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추론하고 실험과 관
찰을 통하여 새로운 적절한 연결로 일상경험을 변형하고 재구성 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비의도적 우연적 체험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의도적인 경험에 의해 과학개념을 형성할 때도 있었다. 따
라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준다면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형식과학교육보다 일상직접경험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처럼 학생이 가장 신뢰
하는 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
이 생활하는 절대적인 시간 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Vygotsky(1934;
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과학개념과 일상개념의 형성 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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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고리가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
는 것을 넘어, 과학개념과 일상경험을 연결하는 추론과정을 좀 더 상세
하게 구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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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2: (사회적 측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
해에 대한 교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6

연구 2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교육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과학 개념학습은 주로 개인의 과학개
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Varelas et al., 2010). 그러
나 최근에는 과학공동체(Scientific communities)에의 참여에 더 많은 관심
이 주어지고 있다(Anderson, 2007). 학생들이 과학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과학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체득해야 한다(Norris &
Phillips, 2003). 이에 따라 과학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화(discourse)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으며(하은선, 2008; Mortimer et al., 2012),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학습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담화
6

이 장의 주요 내용은 ‘Na, J. & Song, J. (2013). Why everyday experience?
Interpreting primary students’ science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Dewey.
Science & Education, published online 14 August 2013. DOI: 10.1007/s11191-013-9637-y’
에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분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관찰자료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나지연, 송진웅
(2012). 초등학생의 과학담화에서 나타나는 몸짓의 유형과 특징. 초등과학교육,
31(4), 450-462.’의 일부 내용도 ‘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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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학생의 과학적 추론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교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담화 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한 연
구(e.g. 김혜리 등, 2010; Chin, 2006), 탐구나 소집단 활동과 같이 교육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간의 담화에 초점을 둔 연구(e.g. Alexopoulou &
Driver, 1996; Hogan et al., 1999),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담
화에 대한 연구(e.g. Lemke, 1990; Mortimer & Scott, 2000) 등이 많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생의 일상경험과 그들의 과학개념학습 간
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학생간의 담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구성주의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회적
장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내용과 구조가 개인의 마음에 내면화되는 과
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하은선, 2008; Scott et al., 2007). 즉, 학생들
은 또래친구,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과의 협력(Hapgood, 2002), 타인과
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면서 학습의
진보가 일어난다(Vygotsky, 1978; Rivard & Straw, 2000). 따라서 학생의 학습
을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학생 간에 일어나는 담화 속에서 학생
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진 생각은 그들의 사고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온 결과
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더 폭넓게 공유된 아이
디어를 발달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은 이해로 이끌
수 있다(Harlen & Qualter, 2007). 또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
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며 이 학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신
의 의견을 바꾸거나 정교화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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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의견을 바꾸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
경험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상경험의 역할을 관찰하였
다. 특히 과학담화에서 사용된 초등학생의 일상경험을 Dewey의 교육적
경험과 연결 지어 논의하기 위해 Dewey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담
화를 분석하였고, 경험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성취도와 성격 측면에서 이질적인 6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격검사(MMTIC: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
사) 결과는 심리검사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분석하였고, 해당 학
생의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기본정보
는 표 4.1과 같다.
지승이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며 모둠 활동 시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학생이다.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어서 친구
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지영이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편이나 다른
친구들과 정서적 교감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생
들과 상호작용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영주는 평소 질문이 많고
활달하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며 모둠 활동
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영훈이는 독창적이고 지적 호기심과
독립심이 강한 학생이다. 학업성취도는 ‘중’에 해당되었지만 과학과 관련
된 지식 수준은 6명의 아이들 중 가장 높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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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의견 대립이 있다. 휘원이는 전과목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며,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다. 한겸이는 평소 질문이 많고 활달
하며 사교적이다. 신체활동을 선호하며 교우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표 4.1 연구 2의 참여학생 기본 정보
학생
학업
가명
성별
번호
성취도*
S1

지승

여

상

S2

지영

여

하

S3

영주

여

중

S4

영훈

남

중

S5

한겸

남

하

S6

휘원

남

상

성격검사**
ESTJ
(사실 중심적 실천적 조직자)

ENFJ
(상상력이 풍부한 협력자)

ENFP
(따뜻하고 열정적인 변화의 창시자)

ENTP
(독창적이고 분석적인 변화의 창시자)

ESFP
(인간관계에서 현실적인 적응자)

ISFJ
(사실과 세부 사건에 대한 관리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균점수에 의한 구분
**E(외향형), I(내향형), S(감각형), N(직관형), T(사고형), F(감정형), J(계획형), P(즉흥형)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학생의 학부모와 연구자가 모임을 갖
고 해당 연구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
를 구두로 얻었다.
자료수집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열 현상
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투입하고 학생
들에게 열개념과 관련된 현상(전도, 대류, 복사, 단열, 열평형)을 과학적
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질문지에 학생이 응답을 기술한 후 그 응답을 바
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반 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
생의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지의 주제와 소재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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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과 초등 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3. 열전달과
우리 생활’에서 추출하였다. 질문지 개발 절차는 연구 1에 자세히 제시
하였다(3.2.2 설문문항제작 참고). 자료 수집(질문지 투입, 면담, 과학담화
활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이 단원을 학습하기 2개월 전에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과학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예는 표 4.2와 같다(부록 6 참고). 문항의 끝에는 ‘왜 그
렇게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림 4.1 연구 2의 자료수집절차
사전검사와 면담이 끝난 후에 6명의 학생들은 하나의 소집단을 이루어
서 과학담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사전검사 시 투입된 질문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과학담
화에서 일상경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는 담화 활동에 대한 안내 이외에 담화의 결론을 이끄는 교육적 개입
을 하지 않았으며, 과학담화 활동을 하는 동안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과학담화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과학담화 활동 전에 투입했던 동일한 질문
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담화
활동 전․후로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과학담화 활동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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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녹화, 전사되었으며, 면담 자료 역시 녹음, 전사되었다. 위의 [질문지
투입-개별 면담-과학담화 활동-질문지 투입-개별 면담] 과정은 각각 다른
주제와 소재(전도, 대류, 복사, 단열, 열평형)를 가지고 8주간 총 10회(매
주 1~2회) 실시되었으며, 각 담화의 길이는 대략 25분 정도였다. 첫 번째
과학담화는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말과 그림
으로 질문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9개의 담화는 사전면담을 하기 전에 각
학생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게 하였다. 각 담화
활동과 질문지의 주제 및 관련 과학 내용은 표 4.3과 같다. 연구 참여자
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4.2 (연구 2)개방형 질문지의 예
세 번째 사전·사후 검사 및 과학담화를 위한 질문
1. 은박접시에 촛농을 그림과 같이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 램프로 은박접
시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
떻게 될까요?
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일곱 번째 사전·사후 검사 및 과학담화를 위한 질문
1. 두 개의 얼음이 그림과 같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
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두 얼음은 어
떻게 될까요?
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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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구 2)과학담화와 질문지의 주제 및 관련 과학내용
순서

주제

과학내용

소재

1

뜨거운 물이 식는 이유

전도

뜨거운 물, 찬공기

2

얼음이 녹는 이유

전도

얼음

3

고체에서의 열전달

전도

은박접시, 촛농

4

액체와 기체에서의 열전달

대류

얼음, 난방기

5

빛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

복사

태양, 전구

6

물 끓이기

열전달

가스레인지, 냄비

7

솜과 보온병의 단열

단열

얼음, 솜, 보온병

8

고체와 액체의 열 평형

열평형

금속제품, 물

9

끓는 물의 열전달

대류

끓는 물

10

공기 중과 진공 상태에서의 열전달

열평형

쇠구슬

4.3. 자료 해석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개념과
관련된 질문지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과학담화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과학담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의 발화를 에피소드 단위로 분할하고(Spord, 1997), 각 에피소드
별로 학생의 발화 중에서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였다. 이 때
Enghag et al. (2007), Greene & Hill (2010), Mayoh & Knutton (1997)의 경험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그 후 질문지의 응답이 과학담화
전∙후에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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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인과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각각 과학담화 중 1
회분을 에피소드 단위로 분할하고, 일상경험이 포함된 진술문을 추출하
였다. 분류자간 일치도는 95.9%였다(Miles & Huberman, 1994).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상호 협의를 반복
하였다.
또한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왜 바꾸는지 조사
하기 위하여 질문지의 응답이 과학담화 전∙후에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고,
학생 면담 중에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바꾼 이유를 추출하였다. 학생이
밝힌 이유를 귀납적 군집화에 의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학생의 생각
변화 과정

교변작용

과학담화의
장

일상경험의
영향

(탐구의 장)
연속적
시간흐름

동료에 의한
일상경험 상기

그림 4.2 (연구 2)담화지도(discourse map)의 예
현재의 학생 담화와 과거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구결과를 가시적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과학담화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변
작용과 학생의 생각변화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표현한 담화지도
(discourse map)를 제시하였다. 담화지도의 예는 그림 4.2와 같다. 가운데
회색 육각형은 담화 참여자들의 교변작용 공간을 의미하는 과학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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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표현한 것이며 세로 점선은 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
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교변작용 기
회가 확대되고 다양해지며 이 경험들이 축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세로 점선은 원점에서 방사형으로 나타내었다. 학생 번
호 S4인 영훈이가(표 4.1 참고) 생각이 변했을 경우 S4 ’ 로 표현하였다.
학생의 일상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일상경험을 바탕으로 문
항에 응답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일방향 화살표로 표시
하였다. 이것은 Dewey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양방향 화살
표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표시하였다. 이는 Dewey의 교변작
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쌍의 화살표는 과학담화 중에 학생이 동료에
의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상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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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생 응답 분석
4.4.1.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학생의 의견 변화 이유
여기에서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왜 바꾸는
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과학담화 전∙후에 의견이 바뀌
었다고 밝힌 학생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만을 바탕으로 귀납적 군집
화하였기 때문에 각 유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을 밝힌다.
10회의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총 21개의 열 관련 질문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며 각각의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총 126개의 의견이
나타났다. 이 중 25개(19.8%)의 의견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다. 학생들이
의견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 (연구 2)학생이 의견을 바꾼 이유
이유
외적
요인

빈도

동료의 반박

자신의 경험 상기
내적
요인

일상경험 이용

4

허점에 대한 지적

3

일상경험

6

학교경험

1

동료의 의견에 대한 공감

5

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차이 인식

2

자신의 의견에서 허점 인지

6

·학생이 이유를 여러 개 언급했을 경우 중복 처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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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경험에 의한 의견변화)
학생들이 과학담화 중에 의견을 바꾼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거나 동료가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서 비판한 경우가 11건이 있었
다. 이 중 일상경험에 의한 것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그들
의 일상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의견
을 바꾼다. 예를 들어 네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이는 따뜻한 물 속에
색 얼음을 가라앉혔을 때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담화 중에 동료들은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과 다 섞인다고 말하였는
데, 과학담화 후에 영훈이는 동료들의 의견처럼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다.
의견을 바꾼 이유에 대해 영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생각이 거기 변했어?
영훈: 나중에 그 물이요 생각해보니 뭐를 타면 금방 막 섞이는 경험
이 있어가지고.
I: 어떤 건데 그 경험 자세히 말해줄까?
영훈: 복숭아 아이스 티 같은 거 탈 때요 탈 때 무슨 흔들어도 막
금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다 퍼진다고 해서 다 똑같아져
요.

즉, 자신의 일상경험이 동료의 생각과 일치하면 자신의 의견을 동료의
의견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 일상경험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을 이끌
었다.

(동료의 반박에 의한 의견변화)
학생들은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의 반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변경한다. 열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주와 한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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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담화 중에 한겸이가 먼저 친구들
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비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
던 영주는 자신도 비판 받을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
도 한겸이처럼 친구들의 반박에 응대할만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영주는 의견을 수정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질문
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한다.

<열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바뀌었어?
영주: 하다보니까요. 한겸이가 저보다 먼저 했잖아요.
I: 응
영주: 근데 한겸이 보고 애들이 이거 이거 열 어떻게 보내냐고 계속
말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I: 응
영주: 그래가지고....다시 생각 바꿨어요.

(공감에 의한 의견변화)
아래의 면담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생들은 열 현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은 근거 없이 추측하였는데 과학담화에서 들은 동료의
의견이 공감이 되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생각을 바꿨어?
휘원: 제 꺼는요. 뭐 정확한 근거도 없는 거고 없고, 그냥 말하는 그
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니까 확
실한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훈이는 영훈이의
말은 왠지 확실한 것 같고 근거도 있으니까 영훈이꺼가 맞다
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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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변화와 실제 변화 차이)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도 동료들에게 자신이 ‘의견을 바꾸었다’거나,
‘동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서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실제 의견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학담화 중에 의견을 바꾸었다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의견이 변했기 때문에 표현한 것도 있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비
판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다. 즉 실제 변화와 표현된 변
화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간 담화를 연구할 때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영주: 지영의 의견도 조금 나랑 거의 똑같아서 나로 하면 니꺼라고
니꺼 니꺼라서 니꺼라서 한 거냐고 그럴까봐 근데 지영꺼 똑
같은 거 저꺼로 생각 선택했어요.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지영: 그냥 아마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요 애들이 좀 속상해 할 수
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은 아니까 다른 애
들한테 그냥 다른 애들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
(중략)
지영: ...음 이거는요 발표가 아니고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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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사회적 상호작용 중 교환된 일상경험의 등장 유형 및 연결
특징

앞서 의견변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상경험이 의견을 바꾸는 데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상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담화에서 초등학생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
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상경험의
역할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 발견한 연결고리가 일
상경험을 공유하는 담화의 장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Dewey의 경험론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1) 초등학생의 과학담화에서 발생하는 일상경험
초등학생은 동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경험을 담
화의 장에 끌어와 사용하였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사용한 예와 그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반박을 뒷받침하기
학생들은 그들의 과거 일상경험을 현재의 과학담화에 끌어들였다. 그
리고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거
나, 반박하는 동료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일곱 번째 담화활동에서는 솜의 단열과 보온병의 단열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의 발췌문은 일곱 번째 담화 내
용 중 보온병의 단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 발생한 것이다. 영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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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는 보온병 안이 진공이기는
하지만 보온병 안에 있는 물이 약
간 식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지승이는 물의 온도가 유지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
훈이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이때
지승이(S1)는 영훈이의 의견을 반
박하기 위해서 커피와 관련된 자
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하였다. 이
대화를 듣던 지영이와 한겸이는
지승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한겸이(S5)는 코코아를 타서 보온
병에 담았던 경험, 지영이(S2)는 그림 4.3 일곱 번째 담화의 지도(2)
커피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즉 한겸이와 지영이는 지승이의 반박의
견을 뒷받침하고 영훈이의 의견을 반박하는 데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
하였다. 또한 지승이와 영훈이, 지영이는 일곱 번째 담화의 사전면담에서
이러한 일상경험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그림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훈이는 담화 후에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식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 : 어쩔 때 좀 식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중략)
지승: 근데 내가 저번에 보온병을 사용해봤거든. 놀러 갈 때 엄마들
이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 타먹잖아. 놀러 가면 근데 미지근
하면, 저번에 커피 타먹을 때도 김이 나왔거든. 뜨거워서. 미
지근해지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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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그치.
영훈: 내 말은 약간만 온도가 내려간다고
지승: 미지근해진다며?
한겸: 내가 이학년 때 코코아 타갔는데
지승: 그러니까 김도 올라와.
지영: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 타먹을 때도 김 나와.
지영: 내릴 때 김 나와

이 담화에서 등장하는 일상경험을 연구 1의 결과인 연결고리와 관련지
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승이가 제시한 일상경험은 단열 문항과 보온
병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뜨거운 물 대신 ‘유사소재’인 커피를
도입하였다. 또한 김이 나오고 뜨거웠다는 ‘현상’과 ‘감각’, 보온병 안에
뜨거운 물질이 있는 ‘물리적 조건’까지 문제상황과 적절히 연결되어 있
었다. 지승이가 제시한 일상경험은 뜨거운 물과 커피라는 소재의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현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훈이의 의견을 반박하였다.
한겸이는 커피 대신 코코아라는 또 다른 유사소재를 도입하여 지승이를
뒷받침하였다. 즉, 동료의 일상경험에서 유사소재를 연결고리로 하여 자
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담화내용에서 온도가 높거나 온도
가 유지되는 상태는 온도계 없이 감각경험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학생들은 ‘김이 나온다’는 말(연결고리 중 ‘현상’)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보온병 속의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서로의 일상경험을 듣고 그 일상경
험과 관련된 유사소재를 연결고리로 하여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는
연결고리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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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 의견 변화시키기
위의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피소드 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은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
러한 반박이 동료의 의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한다. 아래의 발췌문에 제시된 것처럼, 여섯 번째 담화에서
학생들은 끓는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제에 제시된 끓는 물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에 담겨있었다. 영주는 물이 끓는 이유에
대해 전기와 열을 관련지어 설명했다. 가스레인지에서 전기와 열이 나와
서 퍼지고, 이 전기와 열 때문에 물과 냄비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영주의 의견을 들은 영훈이는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들어 영주
의 의견을 반박했다. 반박한 이유를 영훈이는 “황당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표현했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영주는 영훈이의
반박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
지만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다. 대신에 영훈이가 자신의 의견을 비판한
이유가 자신이 이 문제 상황에 전
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했다. 전선이 있다고 말했다면
자신의 의견을 틀렸다고 비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아홉 번째
담화에서 학생들은 다시 물이 끓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사
전면담에서 영주는 여섯 번째 담화
와 설문지에서 했던 것처럼 물이
끓는 이유가 전기와 열 때문이라고
연구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담화
그림 4.4 여섯 번째 담화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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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시작되고 동료들 앞에서는 전기는 말하지 않고 열만 사용하여 물
이 끓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후 면담에서 그녀는 전기와 열로 설명했
던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했으며 여섯 번째 담화에서 친구들이 비판
한 것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의견은 10회의 과학
담화 후 작성한 최종 설문지와 면담에서도 수정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여섯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 나 질문. 우리 엄마가 언제 철로 된 주걱으로 물을 펐어. 그런
데 전기가 흐르고 있다잖아. 우리엄마도 감전 됐을 거 아냐?
만약 그랬다면 그런데 우리엄마 안 감전됐어. 왜 그랬을까?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영훈: 그 물 근데 전 언제요. 만약 그랬다면 전기가 물에 흐를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쇠 젓가락 같은 걸로 국수 저었는데
왜 전기가 안 통했을까요?
(중략)
I: 그 얘기 왜 해줬어?
영훈: 그건 엄청나게 황당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
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기가 통해요?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음 네가 생각한 거보다 다른 사람이 해봤다는 게 더 맞는 거
같애?
영주: 영훈이 엄마가 진짜 직접 해봤.. 해봤을 거 같아서. 영훈이가
해봤.. 해봐서 영훈이가 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I: 음 네가 생각한 거보다 다른 사람이 해봤다는 게 더 맞는 거
같아? 뭔가.
영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사례는 학생들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견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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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데 동료의 일상경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하여 동료의 의견을
반박한 이유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양한 근거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였다.
여덟 번째 담화의 사후면담에서 지승이는 자기가 해본 것은 확신이 가는
데 안 해본 것은 확신이 안 가서 동료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었다고 말
하였다. 즉, 직접 경험이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자신과 다른 의
견을 가진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다. 즉, 동료의 의견을 반박할 때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1의 설문결과와 여덟 번째
담화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경험이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생
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거 생각 틀렸다고 이거 아니라고 말 안 해 줬어
요?
지승: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실험도 안 해봤으니까. 저번에 그
거는 실험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신은 안 가잖아요.

영주의 생각을 변화시킨 여섯 번째 담화를 다시 살펴보면, 영주는 물
이 끓는 이유를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영훈이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영주는 가스레인지라는 소재의 속성을 혼동한 것으
로 보인다. 영주를 비판하기 위해 영훈이는 국수를 끓이는 어머니를 관
찰한 일상경험을 이용하였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가스레인지 위
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라는 새로운 용어
가 등장하자 지승이는 문제에 제시된 것과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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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일상경험으로 가스레인지 위에서 음식을 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물을 가열하는 전기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
해 반대사례로 감전이라는 용어를 접목시켰다. 그리고 감전을 일으키는
쇠 국자를 제시함으로써 영주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영훈이는 단순히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 비판해야 하는
대상과 제시된 문제 상황과의 연결고리 차이를 제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대상과 자신의 경험, 문제의 상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또한 적절하도록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③ 동료의 경험 상기시키기와 자신이나 동료의 의견 뒷받침하기
두 번째 담화의 주제는 얼음이 녹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지
승이는 아이스크림과 관련지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때 아이스크림
과 비교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였다. 지승이가 자신의 경
험을 말했을 때, 지영이와 영주는 지
승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는다’ 등과 같이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림 4.5와 같이 지승이와 그림 4.5 두 번째 담화의 지도
영주는 두 번째 과학담화의 사전면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영이는 사전 면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일상경험과 해당 문제
상황을 연결 짓거나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지승이가 자신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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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했을 때 지영이는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한 것
이다. 담화가 끝난 후, 지승이는 영주와 지영이가 자기 의견을 지지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나는 내꺼 할래.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지승: 왜냐면, 내가 말한 거 얼음이 따뜻한 방안에 있고, 따뜻한 공
기들이 여기 곁으로 와서, 온도가 높잖아. 따뜻한 공기는, 그
래서 그 온도로 녹인다 했잖아. 보통 아이스크림 녹을 때도
그거 때문에 녹는 거 아니야?
지영: 맞아. 더우면 녹아.
영주: 더우면은 너무...
지승: 더울 때 금방 녹잖아.
지영: 금방 녹아.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영주: 온도가 높아서...녹으니까.
휘원: 근데 왠지 의견이 비슷한 거 같아. 요거하고.
지승: 공기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에 붙으면 우리가 공기를 먹게 되는
판이야.
지영: 우리가 공기로 숨 쉬고 있잖아

지승이는 따뜻한 방에서 얼음이 녹는 것을 아이스크림이 녹는 ‘현상’
과 연결 지었다. 이러한 연결은 ‘유사소재’를 사용하고, 따뜻한 방과 더
운 여름이라는 ‘물리적 조건’도 적절하게 연결되었다. 지승이는 감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지영이와 영주는 지승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며 덥
다는 ‘감각’ 연결고리를 연결시켰다. 에피소드 ①(일곱 번째 담화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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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의견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첫 번째 담화에서 참가자들은 뜨
거운 물이 식는 이유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었다. 휘원이는 담화를 하
는 동안 자신의 일상경험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고 뜨거운 물은 식
으면서 증발한다는 의견만 제시하
였다. 한겸이는 휘원이의 의견을 들
으면서 자신의 일상경험을 떠올렸
고, 첫 번째 과학담화를 한 후에 휘
원이의 의견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
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일상경험은 없었으나,

그림 4.6 첫 번째 담화의 지도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휘원이의 의견이 적절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그
림 4.6 참고). 즉,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경험이 다른 학생의 의견과 일치
하면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이 에피소드 ④(첫 번째 담화)는 동료의 일상경험에 연결고리를 확장
하거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유사한 새 일상경험을 제시했던 앞서 언급
한 담화들과 달리 동료의 의견 속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경험을 자신
이 했을 때 의견을 바꾸었다.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뜨거운 물, 주변의
낮은 온도, 식는 현상처럼 소재와 물리적 조건, 현상이 같은 경험을 상기
하지 못하다가 동료의 의견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
을 상기한 후 의견을 바꾸었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연결고리가 타인
의 의견에 의해 개인 내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견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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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휘원이의 말을 선택했어?
(중략)
한겸: 휘원이 말이요. 어 더 정확하고요. 제가 다시 생각해봤더니요.
(중략)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제로 뜨거운 물하고요.
그때가 막 겨울이었는데요. 할머니 집에 난방이 고장 나가지
고 추웠어요. 따뜻한 물이 있는데요. 수증기로 다 없어지고요
따뜻했어요.
I: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랑 휘원이가 설명한 거랑 생각
해보니까 맞는 거 같았어?
한겸: 네.

⑤ 자기 의견을 확고히 하기
표 4.2에서 제시한 솜의 단열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
고 받을 때, 지승이와 지영이, 영
주, 휘원이는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겸이는 솜으로
감싼 얼음이 더 빨리 녹는다고 생
각하였다(그림 4.7 참고). 과학담화
를 하는 동안 동료들은 한겸이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겸이
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들
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료들의 비판을 들었음 그림 4.7 일곱 번째 담화의 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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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솜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을 뒷받침하는 데에 일상경험을 사용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일치하
면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겸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경험은 잘못된 추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겸이는 솜이불
과 솜으로 된 옷을 사용했던 경험 때문에 솜이 따뜻하다고 생각했고, 따
라서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추론한 것이다.
앞서 연구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솜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는 경험
은 연결고리 중 소재의 속성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일상경험이다.
한겸이는 솜이불을 덮었을 때 솜이 열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을 형성한 것
으로 보인다. 담화에서 동료들은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반박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한겸이
는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였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동료의 비판이 있더
라도 동료의 비판에 의견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있거나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경험이 제시되어야 의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I: 그래서 안 바꾸려고 노력했어? 친구들이 다 다른 게 맞다고
했는 데도 한겸이 생각이 맞는거 같아?
한겸: 네.
I: 왜?
한겸: 아 겨울 에는요 솜이 솜이불이 솜털 옷을 입으면요 안 따듯해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뜻해지고 더워지잖아요. 이것처럼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얼음이. 거기다 솜이 이렇게 딱되있어
가지고 열기 때문에 더 될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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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겸: 네 겨울에요 할머니집 갔을 때 솜으로 만든 이불이 있거든요?
솜이 한 이정도 에요. 이걸 덮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요 문까
지 열고 잤어요. 겨울에
I: 음, 그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꺼가 맞는 거 같아? 친
구들 틀린 것 같아?
한겸: 네.

이와 같이 한겸이가 친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
지 않은 것은 연구 1과 여덟 번째 사후 면담에서 지승이가 보여준 것과
같이, 일상경험과 직접경험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의 발췌문처럼 한겸이는 책보다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한겸: 정확하지 않고요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책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는 100%정확하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잖아
요.
I: 그럼 뭐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
한겸: 자기가 실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런 게,, 창의적으로
I: 아..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중요한..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겸: 네 왜냐하면 방법을요 책에서만 설명했지 자기가 직접 본건
아니잖아요.

⑥ 잘못된 추론 만들기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나타난 한겸이의 사례처럼 일상경험은 학생들
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추론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때때로 잘못
된 추론을 이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승이는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상온의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두면 물과 그릇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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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커피와 관련된 기억을 떠
올렸다. 그녀는 컵은 미지근하고, 커피는 뜨거웠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컵도 뜨거워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의 상황에서는 이와 반대로
그릇이 뜨겁고 물이 미지근했다. 이에 지승이는 자신의 경험이 질문의
상황과 반대라고 생각했고, 물이 뜨거워지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추론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지승이는 유사소재, 감각,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
건 등이 연결된 일상경험을 상기하였으나 이들 사이의 추론과 유사 물리
적 조건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여덟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나는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왜
냐하면 커피 물이 뜨겁잖아. 근데 뜨거운 걸 컵에 담으면 컵
이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 컵이 뜨겁고 물이 미지근
하니까 거꾸로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릇이랑 물
의 온도가 유지될 것 같애.

지승이의 사례는 학생 대안개념의 형성이 일상경험이라는 1차 경험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경험을 과학적으로 해석해가는 2차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학생들이
상기할 수 있게 동기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경험을 과학
개념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였다. 또한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상호 소통하
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의견을 변화시키면서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
다고 할 수 있다. 각 에피소드 별 연결고리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표 4.5와 같다.
- 129 -

표 4.5 (연구 2)과학담화에서 드러난 연결고리와 그 특징
에피소드
번호

등장 연결고리

특징

-개인: 소재, 유사소재, 현상,
감각, 물리적 조건
-동료: 유사소재, 현상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일어남

②

-개인: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일상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의견변화를 일으킴

③

-개인: 현상,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동료: 감각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일어남

④

-개인: 현상, 소재, 물리적
조건

⑤

-개인: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⑥

-개인: 유사소재, 감각,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

①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의
의견과 자신의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함
동료의 비판에 의견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있거나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경험이
제시되어야 의견의 변화가 일어남
과학 현상의 결과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일상경험의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2) Dewey의 관점에서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학생담화 탐색
여기에서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했던 모습
을 Dewey의 경험론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는 계속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과거 경험을 현재의 과학담화에 끌어
들였다. 학생들은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일상경험을
사용했고(예: 일곱 번째 담화의 두 번째 질문, 여섯 번째 담화),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예: 첫 번째와 두 번째 담화). 그리고, 과학
담화에서 추론을 할 때에도 사용했다(예: 일곱 번째 담화의 첫 번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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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덟 번째 담화).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Dewey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과학담화는 학생의 현재가 과거의 확장에
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
을 이야기했을 때, 동료들도 그들 자신의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과학담화
속으로 가져왔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여 동료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동료가 과거 경험과 현재의
과학담화를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Dewey가
제시한 ‘계속성의 원리’를 넘어, 학생들이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 또한
과거 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연결 짓게 하는 ‘확장된 계속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사례는 교변작용의 원리를 보여준다. Dewey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서로의 일상경험을 공유할 때 학생과 학생, 학생과
과학지식 사이에서 교변작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보온병의 단열에 대
해 이야기했던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지영, 한겸이는 서로의 일
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확신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과 생
각이 달랐던 영훈이는 의견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작용
은 일상경험을 도입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보다 일상경험을 도입하여 이
야기할 때 더 활성화되었다. 여섯 번째 담화에서도 영훈이는 어머니께서
국자를 물에 넣으신 경험을 근거로 들어 영주를 비판했고, 이로 인해 영
주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즉,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사용하며 발생하
는 학생 간의 교변작용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는 학생이 단순히 동료 혹은 과학지식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
의 과거를 동료의 과거, 현재의 과학담화와 연결 짓는 ‘확장된 교변작용’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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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들이 1차 경험을 공유하고 가져오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2
차 경험과 간접 경험이 과학담화 동안 발생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화자
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일상경험을 전달했고 청자는 언어의 매개체에
의해 간접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학생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
험이 과학담화를 통하여 동료들에게는 간접적인 2차 경험이 된 것이다.
그러나 Dew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일상경험과 과학담화가 교육적
이지는 않았다. 학생의 일상경험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을 일으키기도 하
고(일곱 번째 담화의 첫 번째 질문, 여덟 번째 담화), 더 적절한 과학개
념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여섯 번째 담화).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얻은 1차 경험을 과학수업시간에 가져오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1차 경험을 과학개념과 연결시키는 2차 경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은 동료와의 교변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
생하며 어떠한 교육적 개입 없이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학생의 모습이
다. 과학담화에서 드러난 연결고리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함께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
로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제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포함된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Dewe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 학습이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과학 현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 동료와의
담화를 통해 연결고리의 확장, 새로운 일상경험의 도입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고의 확장,
집단 지성 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며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의 다양한
연결과 예들을 경험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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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론 및 시사점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학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하는 역할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Chambers & Andre, 1997; Strike &

Posner, 1985).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의견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이 사용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ewey의 경험론과 관
련지어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료의 반박, 일상경험, 동료의 의견에 대한 공감 등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
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
다. 의견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담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상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 간의 학습
을 일으키고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서 동료를 반박하거나, 뒷받침할 때 사용
되었으며,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함으로써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
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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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절한 과학개념으로의 의견 수정을 경험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만들
기도 하였다.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 사이에서 과학
현상 또는 습득하고자 하는 과학개념과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유사소재 등의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연결된 일상경험이 상기되면 의견을
바꾸는 등 자신과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만 잘못된 속성의 소재를
연결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연결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연결이 더 포
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사례는 Dewey가 제시한 계
속성과 교변작용에 대한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학생들이 서로의 과
거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의 예를 찾
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과학담화를 통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사이의 연결고
리를 확장시키고,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포함된 일상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의견변화
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과학담화를 통해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을
하고 연결고리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과학담화의 교육적 가
능성과 과학 학습에서 교환된 일상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교변작용과 계속성
의 과정은 학생의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주는 촉진
제의 역할을 하였다. 학생의 대안개념이 과학수업이나 교육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수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Driver & Easley,

1978; Osborne, 1983; Scott et al., 2007).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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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에서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자
료로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과
학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선된 일상경험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 연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과의 연결은 후에 과학개념
과 과학개념, 과학개념의 다른 문제 상황으로의 전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ewey는 교육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의 이전 경험과 이전 지식을 현재의 교육적 상
황과 관련짓고, 학생의 다음 변화를 격려하도록 돕는 계속성과 교변작용
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통해 잘못된
추론을 하거나 의도한 교육목표에 맞게 자신의 일상경험을 재조직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경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Dewe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 학습이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의 확장과 재생산이 가능한
동료와의 과학담화를 통해 개인의 학습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고의 확
장, 집단 지성 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Dewey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간의 균형과, 1차 경험과 2차 경험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학교육에서 제공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한
직접 경험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연구 1과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에 연결시키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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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선호한다. 더불어 경험이 교육적인가 아닌가는 그 1차 경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개념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2차 경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수업시간 동안 새로운 직접 경
험과 1차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과
관련지어 반추하는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1차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서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수업 동안 구성되는 2차 경험
과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과학수업의 재료
로서 인식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도 인식하기를 제안한다.
학생의 일상경험과 관련된 담화는 과학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단계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학
담화는 그 자체로는 동료와 적극적으로 교변작용하는 경험의 장이며, 과
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계속성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
의 일상경험은 과학학습의 시작점이나 디딤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교육적 경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실마리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이
전 경험을 디딤돌로서 활용해야 하지만 내용의 더 크고 나은 조직화된
장으로 학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특히 초등
학교 과학교육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과학학습의 시작단
계에 있고, 그들의 과거 경험의 대부분은 학교과학이 아니라 일상경험으
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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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3: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에
제시된 일상경험 도입의 특징

연구 3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담
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열
현상 관련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4학년, 3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와 교사용지도서
의 내용을 일상경험 도입 현황과 예의 연결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5.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과학이 일상생활
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과 관련지으려고 노력
해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Mayoh & Knutton, 1997). 교과서는 교육내용
을 학생 수준에 맞게 구체화한 학습자료이며(최경희와 김숙진, 1996), 교
사용지도서는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안내하고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지도방안 및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전영미, 2006).
따라서 과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것은 과학과 교수학습활동에 있어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이다 (권종미
등, 2001; 최경희와 김숙진, 1996; 한기애와 노석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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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열에 대한 일상경험이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도입 현황 및 특징
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일상생활 관련 지도내용의
등장 빈도와 일상경험을 과학과 교수내용 및 방법에 어떻게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5.2. 연구 대상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4학년, 3단
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평가문항이 제시되어
있는 단원마무리를 제외한 단원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본문, 실험,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일상경험 관련
내용 부분을 분석하였다. 교사용지도서는 일상경험과 관련된 지도내용
및 방법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차시지도 내용과 각 차시별 교사용 참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집필체제에 따라 본문을 대단원 도입, 소단원 도입, 핵심활동
전, 중, 후, 보조활동 전, 중, 후, 과학이야기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로 일
상경험 관련 서술이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실험은 과학교육을 다
른 교과교육과 구분 짓는 주요 특징이며(윤혜경, 2008), 학생들이 가장 선
호하는 활동이기도 하다(Song, 1995). 또한 초등과학교육 활동의 핵심은
관찰, 분류, 측정을 포함하는 실험활동이기 때문에 분석 준거를 실험과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삽화 역시 과학교육분야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영향력
이 크기 때문에(Roth et al., 1999),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삽화의 상황

- 138 -

과 함께 해당 삽화가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 역할을 분석하였
다. Pozzer & Roth (2003)는 시각자료를 네 가지 유형(장식적인, 실례가 되
는, 설명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zzer & Roth (2003)의 구분을 기반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삽화의 역
할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일상적 상황 및 일상경험 사용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호화하였다. 먼저 Reif & Larkin
(1991), Song & Black (1992)의 상황구분 방법에 따라 교과서 본문, 삽화,
실험, 실험 외의 활동을 일상적 상황과 과학적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그
리고 본문과 삽화의 일상적 상황은 다시 Mayoh & Knutton (1997)의 에피
소드 주제를 참고하여 일상경험, 산업기술, 특수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일
상경험을 다루는 수준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의 본문과 지도서
의 차시지도 내용에 나타난 일상경험의 제시 단계를 분석하였다.
과학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개념 이해를 위하여 예
(example)를 사용하며(조광희, 2005).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
과서 본문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예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차시별로 실험과 같은 핵심활동과 각각의 예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
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를 비교하였다. 4학년 2학기 열단원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8~9차시는 ‘나만의 보온병 만들기’를 하고, 10차시는 단원 마무리, 되짚어
보기, 확인하기, 과학글쓰기를 하도록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 개념 지도를 위한 핵심활동이나 예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7
차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1인과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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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원을 위의 준거에 따라 기호화(coding)한 후, 기호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토의하고, 각 준거의 정의를 수정하고 확
고히 하였다. 분류자간 일치도가 99.7%가 될 때까지 재분류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위의 1차 분석이 완료된 지 2주 후에 연구자가 시간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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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결과 및 논의
5.3.1.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
(1)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현황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1과 같이 대단원 도입에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이 서술
되어 있었다. 소단원 도입은 감자를 삶는 내용이 실려있어서 학생의 일
상경험을 상기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변의 실
생활과 학생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참신한 소재를 먼저 도입하여 학
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교육과학
기술부, 2010)는 과학과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 (연구 3)단원도입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예
대단원 도입

도입글

예

“초록이는 식구들과
함께 냄비에 맛있는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냄비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물은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불꽃 주위는 왜
따뜻할까요?

설명

4학년 2학기 3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대단원 도입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이다. 냄비에 물을 끓여서 국수를
삶는 사진과 함께 국수를 삶는 상황에 대한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개념을 일상경험과 연결 지어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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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연구 3)교과서 본문의 일상경험 서술 현황
대
단원
도입

소
단원
도입

핵심활동 전
도입
글

개념
정리

핵심
활동
중
추가
설명

1(1)*

3(3)

6(8)

0

0

4.8**

14.3

28.6

0

개념
정리

추가
설명

보조
활동
전
도입
글

3(5)

2(4)

핵심활동 후

23.8

보조활동 후
계
개념
정리

추가
설명

0

0

0

15
(21)

0

0

0

71.4
(100)

*괄호 앞 숫자는 일상경험에 대한 서술 제시 빈도, 괄호 안 숫자는 해당 단원의 서술
전체 빈도임
**전체 21 개의 단락 중 해당 부분의 서술 제시 비율(%)
***이 표는 4 학년 2 학기 3 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분석 결과임

각 교과서 본문의 서술 현황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과학교과서 열
단원의 본문 서술은 총 21개의 단락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상경험과
관련된 서술은 15개(71.4%)를 차지하였다. 과학교과서의 본문 서술은 핵
심이 되는 학습활동 전(이하 핵심활동; 28.6%)과 활동 후(23.8%)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핵심활동 전에는 개념을 정리하는 서술이 없었으며 차
시 도입글에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열 단원은 핵심
활동 후에 개념을 정리하는 서술(14.3%)과 이에 대한 추가 설명(9.5%)들
이 있었다.
표 5.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서술한 교과서 부
분은 핵심활동 전 도입글에서 학생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동기유발을 하였다. 핵심활동으로 과학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실험
활동을 한 후 과학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시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서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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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연구 3)핵심활동 전·후에 나타난 서술의 예
단원

핵심활동 전

핵심활동 후

감자를 삶는 동안 불꽃은
냄비 바닥에만 닿았는데, 왜
냄비 손잡이까지
뜨거워졌을까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식을
알아봅시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을 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고,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그릇을 쥐고 있으면
얼음이 녹습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됩니다.

4-열

교과서 본문 중에서 과학이야기는 아래와 같은 개발방향에 의해 집필
되어, 총 3번의 과학 이야기가 모두 과학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
의 글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과학적 기초 소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
기 위해 첨단 과학내용, 과학 관련 직업, 발명, 발견이야기, 과학
글쓰기,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과정 등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제
공하도록 구성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러나 일상적 상황 중에서 ‘주택설계사’ ‘단열과 과학기술’ 등 산업기
술 관련 글이 85.7%를 차지하였다. 즉, 개발 방향 중 첨단 과학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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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STS)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글이 일상경험 관련 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고자 하
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방향의 일환으로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교과
서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차시 지도 내용은 일상경험과 많이 관
련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전반에 대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는 과학 이야기는 일상생활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학생의 일상경험
보다는 산업기술에 치우쳐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현황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과학교
과서 삽화를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삽화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상경험, 산업기술, 특수경험 관련 삽화로 분류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의 예는 그림 5.1과 같으며, 삽화의 등장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연구 3)교과서 삽화의 상황별 등장 빈도
일상적 상황
단원

과학적
상황

일상경험
장식 실례

설명

상호
보완

산업
기술

특수
경험

계

11

3

6

0

10

10

2

(31)42*

26.2*

7.1

14.3

0

23.8

23.8

4.8

73.8(100)

4-열
*의 괄호 앞 숫자는 일상적 상황에 대한 삽화 제시 빈도, 괄호 안 숫자는 해당 단원의
삽화 전체 빈도임.
**전체 42 개의 삽화 중 해당 상황의 삽화 제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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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과학적 상황

일상경험(실례가 되는)

삽화

상황

산업기술

특수경험

삽화

그림 5.1 (연구 3)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의 예
과학교과서 열단원에는 총 42개의 삽화가 실렸으며 그 중 31개(73.8%)
가 일상적 상황이 담긴 삽화였으며, 11개(26.2%)가 과학적 상황이 담긴
삽화였다. 일상적 상황의 삽화가 과학적 상황의 삽화보다 등장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일상적 상황 중에서도 일상경험 관련 삽화(19개, 45.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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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10개, 23.8%), 특수경험(2개, 4.8%)과 관련된 삽화보다 등장 빈도
가 높았다. 이것은 과학학습을 일상경험과 관련 지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역할을 살펴보면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삽화의 수는 부족하였지만 일상경험에 대한 삽화는 여러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학습활동의 현황
학생들이 과학개념을 습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수업의
학습활동에 일상경험이 얼마나 도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
서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실험과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상황을 분류하였다. 학습활동 중 일상경험을 활용한 빈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5.5와 같다. 과학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보다 소재를 접목하거나
일상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이 많았다. 그림 5.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
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초콜릿과 같은 소재를 과학실험
기구들과 함께 접목하여 실험을 인위적으로 조직한 것은 전체 실험 중
62.5%였다. 이에 비해 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
히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하고 그 안에
서 실험하는 활동의 빈도는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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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소재접목

일상적 상황(일상경험)

실험
내용

그림 5.2 (연구 3)교과서에 나타난 실험의 예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의 핵심활동의 대부분이 실험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본문 서술이나, 삽화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혹은 일상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5 (연구 3)교과서 활동의 상황별 등장 빈도
실험
단원

실험 외의 활동

과학적 소재 일상적
상황 접목 상황

소계

총계

과학적 소재 일상적
소계
상황 접목 상황

1

5

2

8

1

1

0

2

12.5*

62.5

25

100

50**

50

0

100

4-열
*는 해당 단원의 총 실험활동 빈도에 대한 각 상황의 활동 비율 (%)
**는 해당 단원의 총 실험 외의 활동에 대한 각 상황의 활동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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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예의 특징
여기서는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예의 특징을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한다. 먼저, 각 차시별 핵심활동과 각각의 예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예와 연결고리
일상경험

연결고리

발견

관련 예

발견 예

연결고리 수

3

3

2

2

②

1

1

1

1

③

1

1

1

2

④

1

1

0

0

⑤

2

2

0

0

⑥

5

4

1

1

⑦

6

6

0

0

계

19

18

5

6

차시

예시

①

핵심활동과 일상경험 관련 예를 5개의 직접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 총 7개의 차시에서 18개의 일상경험 관련 예를 추출하였다. 이
중 5개의 예에서 총 6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전체 18개의
일상경험 관련 예에서 평균 0.3개, 연결고리가 있는 예 중에는 평균 1.2
개의 연결고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학생
들이 보통 연결고리 2~3개를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연결고리는 물리적 조건(1회), 과학용어(1회), 현상(2회), 소재
(2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고리는 교과서에서 핵심활동의 과학 현상과 예를 연결 짓는 고리와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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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와 7차시의 핵심활동은 연구 1의 설문 문항 1-1과 3-1과 동일하
다. 따라서 연구 1에서 문항 1-1과 3-1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비교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고체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 3-1에 대해 학생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양초를 사용한 경험, 계란후라이를 한 경
험, 생일파티 케이크의 초를 사용한 경험, 고기를 구운 경험이었다(표
3.17 참고).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감자 삶기, 온도가 다른 그릇
쥐고 있기,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이유 등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항의 ‘소재’와 녹거나 굳는 소재의 변화인 ‘현상’과 가열하는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교과서는 고체에서의 열전달이라고 하는
개념 중심의 예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과서 집필자가 제
시한 예는 학생들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시에서 솜을 얼음을 싸는 실험은 연구 1에서 단열에 대해 묻는 문
항 1-1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솜으로 된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은
경험, 얼음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이중벽이나 스티로폼 같은 집의 벽, 보온병의 단열장치, 북극 곰의 털,
방한복, 석빙고 등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솜과 얼음이라는 ‘소재’와 녹
는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교과서는 ‘단열’이라는 개념 중
심의 예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교과서의 예들은 ‘열의 전도’나 ‘단열’처럼 과학적 개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되었으며 동시에 성인이자 교과전문가로서 앞으
로 배울 개념과 교수학습적으로 연결될 때를 염두 하여 가장 좋은 예를
들고자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떠올리는 일상경험과 차
이가 있다. 즉, 교과서 집필자의 생각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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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해
야 하는 이유는 전문가의 견해에서는 모두 관련이 되어있는 예들이지만
학생에게는 새롭고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 중심의 연결
을 통해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학생들이 과학수업 중에 핵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연
결 짓는 일상경험에 대한 지도 또한 필요하다.

5.3.2.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지도 현황
(1) 교사용지도서의 차시지도 내용
교사용지도서의 차시지도 내용에 나타난 일상경험의 제시 단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7 과 같다. 총 10 차시 중 6~7 개의 차시가 도입,
전개, 정리단계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활용하였다. 이 중 수업을 위한
동기유발로 “실제 보온병에 담아 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활동 외의 대부분의 차시는 “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을
때와 컵라면으로 먹을 때, 또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쇠로 된
젓가락을 사용할 때와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느낌이 어떠하였는지
이야기를 나눈다.”와 같이 학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표 5.7 교사용지도서에서 일상경험 지도 등장 단계
단원

총 차시

4-열

10

등장 단계
도입

전개

정리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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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

일상경험 관련 지도내용의 차시당 편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차시별로 일상경험을 관련지어 지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빈도를 살펴보
았다. 표 5.8을 보면, 총 10개 차시 중에서 2개 차시를 제외하고 8개 차
시는 일상경험과 관련 지은 지도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 차시당
2~3개의 단계에서 일상경험을 관련지어 지도하였다. 교사용지도서가 일
상경험과 과학 개념을 관련지어 지도하고자 여러 단계에서 일상경험 관
련 지도내용을 삽입하였지만, 동기유발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동기유발
에서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핵심활동(전개)과 연결시키거나 활용
하는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도입, 전개, 정
리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내용, 다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5.8 교사용지도서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지도의 차시당 등장 빈도
단원
4-열

차시당 등장 단계 수
등장없음
2

1개

2개

3개

계
(총 차시)

0

4

4

10

또한 학생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
습을 일으킨다. 그러나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활동은 학
생들 간에 각자의 경험을 토론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활
동은 제시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교사의 전체 발문을 통해 일상경험을 상
기하는 수준이었다. 연구 2의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간 담화를 통
해 그들의 일상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학습의 장에 불러내고 다시 그 안
에서 반성적 사고 과정과 토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과학 현상의 이해
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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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
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교과서에서 일상경
험과 관련된 본문, 삽화, 실험, 실험 외의 활동의 등장 빈도, 단계, 예와
핵심활동의 연결고리 및 전형적 일상경험과 예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였
다. 교사용지도서는 차시지도 내용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등장
단계와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방향에 따라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교과서를 서술하였고, 핵심활동
전과 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일상적 상황의 삽화가 과학적 상황의 삽화보다 등장 빈도가 높
았고 일상경험에 대한 삽화는 설명적 기능을 제외하고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려있었다.
셋째, 과학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보다 소재를 접목하거나 일상적 상
황으로 구성된 활동이 많았다. 삽화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혹은 일상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
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
다. 이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교과서
예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일상경험은 학생의 경험을 상기하는
것과 같이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 간의 토론과 경험 교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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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학의 주요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게”(교육인적자원부, 2007) 하기 위해 본문, 삽화, 학습활동
등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용지도서의 서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서는 학생의 과학학
습과 일상경험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간주하여 분리시키려 하기보다는
과학학습에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 도입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용도서에서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자 하
는 시도는 교수학습 단계들을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부족하였
다. 과학교육의 목표로 ‘과학학습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
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설정하였다면, 학생들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습한
탈 맥락화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게 전이할 수 있어야 한다
(Pugh & Bergin, 2010). 그러나 이러한 전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맥락화하여 지도해야 한다(Enghag et al., 2007). 따라서 학
습 과정의 각 단계들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서로 유기적 관
계를 맺고, 학생의 일상경험을 도입하고 일상적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지도서가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이자 보조자료로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하는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과학교
육 비전공자가 많고, 동시에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에게는
과학수업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수업준비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
우에는(권종미 등, 2001; 한기애와 노석구, 2003) 교사용지도서에서 나타난
일상경험의 소극적 도입이나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예의 사용은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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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과 과학교육을 연결 지으
려는 일을 교사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사용지도서에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학개념을 담고 있는 학생의 일상경험
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교과용
도서 집필자나 교사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과용도서에서 도입할 일상경험은 지금
이 시대 학생들의 일상경험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서나 교사용지도서의 집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경험 사례 구축과 이
를 위한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Dewey (LW 9)는 학생이 직접 경험한 것에서 학습이 시작되어야 하며,
성인의 경우에도 처음 접하는 학습내용일 경우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학
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에서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첫 단
계일 뿐이며, 다음단계는 더 풍부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4학년 교과서의 서술, 삽화 등이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teiner나 Piaget의 발달단계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 학
생들은 자신의 배운 과학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일상경험
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과학개념을 형성한다(Osborne & Freyberg, 1985). 그렇다면 일상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이
과학 현상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연결고리나 동료와의 상호
작용을 학습에 끌어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
험과 교과서 예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
간의 토론과 경험 교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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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6.1. 요약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Enghag et al., 2007; Mayoh & Knutton,
1997; Warren et al., 2001). 한편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에 대한 일반
적인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이 있어왔으나, 일상경험과 과학
학습을 연결 짓고, 일상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Cajas, 1998). 따라서 경험적 자
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
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열 현상에 대해 학생이 이
해하는 바와 일상경험이 개인 내에서 그리고 개인 간에서 어떻게 관련되
는지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에
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은 서울, 경기, 경남, 부산에 각각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열 현상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열 현상과 관련된 전형적인 일상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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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는 근거로 꼽았다. 학생들
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떠올린 경험은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타인이나 영상매체·책·인터넷 등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
교과학수업에 의한 형식교육경험,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비형식교육경
험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른 경험들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해당 과학내용이 형식교육에서
경험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5개의
직접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
고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
고리와 해석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보통 2-3개의 연
결고리가 일치하는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연
결시켜 사용하는지는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연구 2에서는 경기도 S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남
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과학담화를 8주간 총 10회(매주 1~2회)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Dewey의
교육적 경험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
가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다.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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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서 동료를 반박하거
나, 뒷받침할 때 사용하였으며,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키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잘못된
추론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연
결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담
화 사례들은 계속성과 교변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경험에 대한
Dewey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 사례들은 학생들이 서로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이라고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시발점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3에서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열단원에 담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열개념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내용(4학년, 3단원 열전달
과 우리 생활)을 일상경험 제시 현황과 연결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는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
시키기 위해 학생의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
생 간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도 방법은 제
시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들을 교과서에 도입하였으
나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지 않
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교과서 예를
선정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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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학생의 일상경
험을 연결 지어 그 사이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일상경험의 역할을 살펴보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고 교과용도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신뢰하며 그
것을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담화 관찰을 통해 그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
하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구축해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한다. 또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일상경험을
통해 학습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
3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교
환하게 하는 교육방식은 교과용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같은 실제적 특징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일상경험과 학교 과학학습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험은 어린 학생들의 중요한 앎의 방식이며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지식의 원천이다(Wassermann & Ivany, 1996). Dewey는 교육의 시작
이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LW, 13). 특히 연구 1과 2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경험
을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주로 사용하였으며 과학학습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학생과 과학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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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작점으로 일상경험을 과학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기에 자연에서 겪은 경험은 성인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Palmer et
al., 1999).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
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Carrier et al, 2013; Driver et al,
1996; Murphy et al, 2012) 더욱 더 일상경험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험은 오랫동안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나 주로 경험을 위한
경험, 체험으로서의 경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제한되어 왔다(Wong et al.,
2001). 그러나 경험이 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1차
경험이 아니라 1차 경험에 대해 사유하는 2차 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과학적 경험
이자 교육적 경험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상경험에 대해 사유하
고 평가하고 분석해보는 2차 경험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일 것이다. 일상경험뿐만 아니라 과학학습 활
동도 교육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경험을 반추하고 재해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 1과 2에서 나타난 학생의 일상경험 사용 특
징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일상경험을 현재 학습의 장으로 불러들이고 연
결 지어 생각해보는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 1과 2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지을 때,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한다. 이 연결고리들은 학생이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과학 현상을 이해하게 하
고, 일상경험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 냄으로써 교사와
교과용도서 개발자들에게 일상경험을 찾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과학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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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Osborne & Freyberg(1985)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상
황을 도입하는 것이 과학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Vygotsky(2012)
는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고, 일상적 개념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 1과 2의 결과를 볼 때
모든 일상적 상황과 일상경험이 다 과학적 개념 발달과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연결고리의 지위와 특징, 적절한
연결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과학개념과
연결 짓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는 것이 과학
교육자와 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

6.3.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사회문화적 성장 환경은 일상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한 일상경험은 다시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학생의 경험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과학에 대한 경험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
다(Duschl et al., 2007). 따라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환경 내에서 겪게 되는 일상경험에 대한 조사와 이것이 과학학습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개입 없이 열 현상과 관련된 학생의 이해
에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교수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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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상관없이 학생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상경험을 사용하는 모습
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경험
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좀 더 역동적으로 학생
이 열에 대한 개념프로파일을 형성하거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교수학습
환경 속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학습 전∙후에 학생이 일
상경험을 사용하는 특징과 교사의 교수 실행을 관찰함으로써 학생의 과
학개념 학습 과정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직접
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열 현상이라는 특정 과학 현상
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연구
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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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연구 1]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
험의 역할 조사 설문지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성적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며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
니다. 단지 아래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
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황물리교육연구실

초등학교 4 학년

반 번호

이름 :

(남, 여)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 뒤에는 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1-4, 1-5번 문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면관계상 2-4, 2-5, 3-4, 3-5, 4-4, 4-5번 문항은 수
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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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적어주세요.
1-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얼음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
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하였습니
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
)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③ 두 개의 얼음이 똑같이 녹는다.
④ 두 개의 얼음 모두 녹지 않는다.
⑤ 기타 (내 생각은

1-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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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4. 문제 1-1번과 관계가 있는 자신의 경험이 (해본 것, 본 것, 들은 것, 자신이
겪은 일 등) 있습니까? (
①

)

네. ② 아니오.

1-5. 문제 1-4번에서 떠오른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써봅시다.
그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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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커에 쇠막대를 넣은 후 알코올램프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였습니다. 비커에 담긴 쇠막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
)

①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다.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
③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내려간다.
④ 기타 (내 생각은 이다.)

2-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3.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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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은박접시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프
로 은박접시의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될까요? (
(아래의 접시 그림에 녹는 순서를 써도 됩니다.)

① 접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
③ 접시의 모든 촛농이 동시에 똑같이 녹는다.
④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는다.
⑤ ‘①②③④’와는 다른 방향으로 녹는다.
(내 생각은

3-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3-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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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4-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보온병 안에 똑같은 종류지만 온도는 다른 두 개의 쇠
토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요? (
)
(왼쪽 쇠토막의 처음 온도는 100℃이고, 오른쪽 쇠토막의 처음 온도는 50℃입
니다.)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② 한참이 지나도 두 쇠토막의 온도는 다르
다.
③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150℃로 같아진다.
④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로 같아진다.
⑤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50℃로 같아진다.
⑥ 기타 (내 생각은
이다.)

-

4-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4-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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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아주

문제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5. 나는 과학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나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다.
6. 나는 과학수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상
경험이나 나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7. 선생님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자주 물어본다.
8.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
어났으면 좋겠다.
9.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시
간에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10.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
경험과 관련이 있다.
11. 선생님이 과학수업내용을 나의 일상경
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12. 아래의 보기를 보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
→
→
→
→
→
)

보기

① 책에서 본 것
②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이야기 해준 것
③ 내가 직접 경험한 것 ④ 교과서에 나온 것
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 ⑥ TV에서 본 것

-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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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1] 일상경험의 역할 설문 후 학생 면담 전
사본(일부)

I : 자 보면 여기 00이가 1-1번 문제에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했어요 왜
솜으로 감산 얼음이 먼저 녹는 것 같아요?
학생 : 솜이..솜으로 뭘 덮으면 따뜻하니까
I : 아 솜으로 덮으면 따듯한 것 같아요? 왜 솜으로 덮으면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학생 : 이게 솜이..솜이 있어서..이게 ..좀
I : 집에 있었어요 베개가? 그게 솜으로 되어있었어요?
학생 : 안에
I : 응 안에 가? 그래서 그걸 만졌더니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집에서 솜
으로 된 베개가 생각났었어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경험이 있다고 썼구나 그럼 이 경험
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학생 : 여기..여기에서 솜이 나왔으니까 ..
I : 여기도 솜이 나오고
학생 : 기도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I : 응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2-1번 봅시다. 쇠막대의 온도는 가
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 쇠는 금속으로 되어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가열하면 뜨거워질 것 같았어요.
I :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학생 : 미끄럼틀 탈 때 보통..철 있는 미끄럼틀하고 뜨거웠어요.
I : 뜨거웠어요. 미끄럼틀에서? 아 여름에 미끄럼틀 탔구나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탈 때
딱 생각났어요? 이거 왜..미끄럼틀 타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다고 생
각했어요?
학생 : 미끄럼틀이 쇠로 되어있는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쇠막대가 뜨거운 물에 변한 것
처럼 쇠로 된 미끄럼틀은 햇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I : 응 여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쇠가 뜨거워지고 여기는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뜨거워
지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둘 다 쇠라서 그런 거에요 맞아? 아니면
여기가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학생 : 뜨거워졌다는...
I : 그럼 이 놀이터 미끄럼틀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어도 상관없어요?
학생 : 네 뜨거워졌...
I :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생각난 거에요? 3-1번 봅시다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
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녹는다고요 왜 이
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 알코올 램프로 가운데를 가열하니까 가운데가 뜨거워서 초를
I : 아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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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네
I : 이거는 경험이 없네요
학생 : 네
I : 혹시 뭐 이거 문제 풀 때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서 푼 거에요?
학생 : 네
I : 응 그렇구나. 초 켜본 경험 이런 거 없어요?
학생 : 초는..초는 그렇게 많이 켜본 적이 없었어요. 라이터가 위험해서..
I : 10번 봅시다. 두 쇠토막의 온도는 150도로 같아진다 그랬어요 왜 150도로 같아져
요?
학생 : 여기 100도고 50도니까 서로 붙어있으면 똑같이..150도가 돼요.
I : 150도로 똑같아 질 것 같아요 여기 붙어있어서?
학생 : 네
I : 이거는 생각해서 푼 거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 생각
I : 생각한 거에요?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보온병 써본 적 있어
요?
학생 : 엄마가 엄마가 쓴 거.. 그냥.. 엄마가 보온병에 수업 설명하실 때 00가 맛있는..
I : 그럼 이거는 00이가 맨날 갖고 다녔던 게 아니고 엄마가 싸가지고 갖고 다니던걸
한번 먹어보기만 한 거에요?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그건 생각이 안 났었어요 보온병을
쓴 거 이런 거는? 자 여기 봅시다. 수업시간에 00이 경험 생각난적 없어요?
학생 : 네
I :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뭔 줄 알아요?
학생 : 그 수업...그. 뭐 사용 실험이나 그런 거 해본 적 있는지
I : 그런데 생각난 적이 없어요? 그럼 친구들에게 00이의 일상경험이 생각나면 말해보
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왜 말하기 싫어요?
학생 : 어.. 친구들한테 말하기..싫.... 그냥 확실한 게 아니면 애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I : 확실한 게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떤데요?
친구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잘못 알잖아요. 그래서 아...
학생 : 나중에 공부할 때..
I : 아 00이가 말했는데 잘못된걸 말해주면 친구들이 잘못된걸 알게 될 까봐 그래서
싫어요?
학생 : 네
I : 그러면 00이가 잘못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고쳐줄 수도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
래도 싫어요?
학생 : 네
I : 응 그 다음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왜 과학 시
간에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생 : 서로 경험을 말하면 아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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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

구나 서로 다른 방법 실험한걸 알 수 있으니까
I :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친구들한테는 00이가 00이 일상경험을 말하고 싶
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는 시간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거 두 개가 왜 달
라요?
학생 :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고 이거는 친구들의 의견..경험을 제가 듣는 거고.
I : 그러니까 00이가 말하고 싶진 않고 듣는 거는 좋아요 ? 친구들이 틀리게 말할 수
도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학생 : 네
I : 틀리게 말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틀리게 말하면 찾아보고 이거 틀린 것 같다 물어
보거나 아니면은... 그럼 될 것 같아? 친구가 자기 경험을 이용해서 과학시간에 배운 내
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고 했어요. 왜 이해가 더 잘돼요?
학생 : 자신의 경험하고 다음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게 이게 이런 원리구
나 하는 그런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I :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 물이 증발하거나..물이 증발하잖아요 수증기..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물 끓인
적도 있고.. 물 끓인 적이 더 많아요
I : 아 물 끓인 적도 있고 물이 증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
어요? 과학수업 내용을 선생님이 00이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 아니에요?
학생 : 음..선생님이 제 일상경험을 같이 관련지어서 설명하시는 건..뭔가 안 맞는 부
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애매할..
I :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애매할 것
같아요?
학생 : 어..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을 선생님이 아는 것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I : 선생님 아는 것이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안 맞지? 친구들 건 괜찮아?
친구들 거는..모르니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 못했어?
학생 : 믿지는 않아요
I :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 과학수업 내용을 뭔가 4학년 수준에 맞게 쉽게 원리대로 원리를 설명해주셨으
면..
I : 00이가 평소에 뭐 증발한 거..여기서 말하는 이 일상경험을 집에서 물을 끓여본 적
있나요 빨래가 마르는 걸 본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걸 설명하는 거에요
00이가 그렇게 집에서 본거를 선생님이 설명 안하고 그냥 과학수업내용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12번 봅시다. 내가 직접 경험한걸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요?
학생 :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라 제가 제 자신을
가장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 : 그 다음에 교과서랑 책을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교과서를 믿을 수 있어요?
학생 : 교과서는 제가 직접 본 것보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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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거라서
I : 과학자들이 원리를 알아서 쓴 거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5번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은 이 다음 번에 있는데 왜 여기다 썼어요?
학생 :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책은 과학적인 어떤..그런 확실한 연구가 나와있는데 인
터넷은 그렇게 자세히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I : 책에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한 것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인터넷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 : 다른..사람이.... 올려서
I : 다른 사람이 올렸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이 경험
해서 이야기해 준 것 이거 2번 뒤에 썼어요 왜 여기 뒤에 썼어요?
학생 : 다른 사람이 제게 말해준 건 확실히 실험을 그 사람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확
실하지 않아서
I : 그 사람이 해봤다는 거를 00이가 다시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
아? 왜 확실하지 않았어?
학생 : 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한 거.. 친구가
말하면 좀 믿음이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I : 그러면 여기 친구가 말했으면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거
짓말 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믿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해본걸
말했다면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 아님 순서 그대로야?
학생 : 순서가 바뀌었겠죠.
I : 그럼 어떻게 바뀔 것 같아?
학생 : 음 인터넷이랑.
I : 그럼 3.4.1.2.5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6번 티비에서 본 걸 가장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학생 : 조작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I : 아 조작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티비가 조작되었
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학생 : 음..뭔가 00 그런 거 할 때 편집하거나..
I : 응 그런걸 누구한테 들은 적 있어 본 적 있어?
학생 : 본 적
I : 본 적 있어 티비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조작하는 거? 응..혹시 이거 앞에서부터 뒤
에 선생님한테 설명하면서 아 이거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한테
설명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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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 1] 연구 참여 동의서

<수업 동영상 촬영 및 이용 동의서>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나지연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 허락을 구할 것이 있어서 이렇
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과
학교육에 관하여 연구 중입니다. 제 연구와 관련하여 4학년 ( )반 학생들의 과학학습 상
황을 관찰·면담하고 저의 과학수업을 촬영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연구를
위하여 초등과학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외의 활동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이루어지는 저의 과학수업을 촬영하고 학생을 면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
고자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2011.09.30)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필
요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정보주체인 초등학생이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학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해주시기 부
탁 드립니다. 수집항목에 대한 정보 이용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
러 거부 시 해당 학생의 얼굴이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13. 4. 7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나지연
--------------------------< 절 취 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학년

반

학생 이름: (

)

보호자(법정대리인): (

)

본인은 과학학습과 관련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학습자료를 수집하
고, 수업동영상 촬영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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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연구 1]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
험의 역할 조사 설문지의 타당도 점검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나지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의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열개념 형성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입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선생
님들로부터 이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
인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전공
나지연 드림

<내용 타당도 점검표>
※ 아래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평정척도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평가 관점

문항번호

아주
그렇다

문항 1-1
학생의 열개념을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2-1
문항 3-1
문항 4-1

학생의 일상경험과
열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1-4, 2-4,
3-4, 4-4
문항 1-5, 2-5,
3-5, 4-5
문항 1-1
문항 2-1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항이
구성되었는가?

문항 3-1
문항 4-1
문항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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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문항 1-5, 2-5,
3-5, 4-5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문항 1-1
문항 2-1
문항 3-1
문항 4-1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문항 1-4, 2-4,
3-4, 4-4
문항 1-5, 2-5,
3-5, 4-5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문항 5

일상경험과 관련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수정 및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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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점검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나지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의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열개념 형성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입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선생
님들로부터 이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
인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전공
나지연 드림
<내용 타당도 점검표>
※ 아래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평정척도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평가 관점

문항번호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문항 9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항이 구성되었는가?

문항 10
문항 11
문항 9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문항 10
문항 11

일상경험과 관련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가?

문항 9
문항 10
문항 11

수정 및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189 -

[부록5: 연구 1]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응답 이유
분석 결과

표 1 단열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1-2 이유(n=298)
①

②

③

⑤

빈도(%)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

151 (50.7)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을 막기 때문

4 (1.3)

솜이 물을 흡수해서

4 (1.3)

방 안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서

1 (0.3)

솜이 얼음에 붙기 때문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2 (0.7)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을 막기 때문

96 (32.2)

솜이 얼음에 붙기 때문

4 (1.3)

온도가 높으면 얼음이 녹기 때문

5 (1.7)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

6 (2.0)

나의 경험에 의해

4 (1.3)

얼음이 공기중의 열을 빼앗아가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5 (1.7)

솜과 상관없이 따뜻한 방안에 얼음을 두면 녹기 때문

12 (4.0)

솜으로 감싸면 솜이 따뜻해서 녹고, 감싸지
얼음은 방의 온도가 높아서 녹기 때문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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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1 (0.3)

표 2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2-2 이유(n=298)
①

②

③

④

빈도(%)

쇠는 차갑기 때문에

1 (0.3)

쇠막대로 온도를 가열하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1 (0.3)

쇠막대를 직접 불에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근
것이기 때문에

2 (0.7)

알코올램프의
때문에

1 (0.3)

열이

세다고

해도

쇠막대가

강하기

열전도율과 발화점이 있고 물이 있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3 (1.0)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4 (34.9)

철이나 쇠는 열이 잘 전달되어서

53 (17.8)

물이 뜨거워져서 쇠막대가 뜨거워지니까

100 (33.6)

나의 경험에 의해

17 (5.7)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6 (2.0)

철이나 쇠는 열이 잘 전달되어서

1 (0.3)

물이 차가워서

1 (0.3)

쇠막대는 온도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1 (0.3)

물이 뜨거워서

1 (0.3)

비커에 들어가 있는 쇠막대기는 아래만 넣었으니까

1 (0.3)

알코올램프는 뜨거워서

1 (0.3)

무응답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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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체 열전달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3-2 이유(n=298)
①

열은 가운데부터 퍼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아서
알코올램프가 가운데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얼음이 녹거나 어는 것과 같을 것 같아서
가장자리가 제일 뜨겁기 때문에
촛농은 열이 가까이 있으면 잘 녹기 때문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려서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②

③

④

⑤

가운데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아서
대부분 초는 가운데부터 녹아서

빈도(%)
4 (1.3)
4 (1.3)
20 (6.7)
8 (2.7)
7 (2.3)
1 (0.3)
1 (0.3)
11 (3.7)
154 (51.7)
5 (1.7)
8 (2.7)

촛농은 열이 가까이 있으면 잘 녹기 때문에

12 (4.0)

얼음이 녹거나 어는 것과 반대일 것 같아서

4 (1.3)

녹으면 점점 퍼질 것 같기 때문에

2 (0.7)

바깥쪽으로 열이 옮겨가니까

5 (1.7)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9 (3.0)

가운데에 가열해도 은박접시에 동시에 열이 가해질 것
같아서
모두 촛농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6 (2.0)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을 것 같아서

1 (0.3)
1 (0.3)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을 것 같아서

1 (0.3)

촛농은 뜨겁기 때문에

1 (0.3)

은박접시 때문에
촛농은 기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촛농이 찐득해지고 은박접시는 탄다.
겉표면부터 녹기 때문에

2 (0.7)

촛농 맨 밑에 가열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1 (0.3)

촛농이 뜨거워서

2 (0.7)

무응답

2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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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1 (0.3)
1 (0.3)

표 4 열평형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4-2 이유(n=298)
①

②

③

④

보온병은 열을 빠져나가지
유지하게 해주어서

못하게

빈도(%)
하고

온도를

84 (28.2)

보온병도 온도를 올리지는 못해서

1 (0.3)

붙어있어도 온도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2 (0.7)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똑같은 쇠막대 두 개를 넣었으니까

2 (0.7)

보온병 안에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어서

3 (1.0)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5 (1.7)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어서

8 (2.7)

두 쇠토막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29 (9.7)

붙어있는 두 물체는 온도가 높은 쪽의 열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1 (0.3)

붙어있어도 온도가 똑같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4 (1.3)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2 (0.7)

두 쇠토막의 온도가 100℃+50℃를 하면 150℃로 합쳐질
것 같아서

23 (7.7)

두 쇠토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합쳐져서

23 (7.7)

나의 경험에 의해서

3 (1.0)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어서

6 (2.0)

50℃보다는 100℃이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1 (0.3)

쇠는 뜨거운 곳에 있으면 더 뜨거워져서

2 (0.7)

쇠막대는 같은 종류라서 열이 합쳐지니까

1 (0.3)

서로 온도를 주고 받아서 똑같아지기 때문

12 (4.0)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100+50=150이고 2로 나누면 150/2=75이기 때문

7 (2.3)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2 (0.7)

두 개의 쇠토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27 (9.1)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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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쇠토막은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1 (0.3)

아무리 보온병이라고 해도 100℃까지는 같은 온도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

2 (0.7)

온도가 달라도 온도가 섞이기 때문에 같아진다.

2 (0.7)

쇠토막이 시간 지나면 식어서

4 (1.3)

쇠토막이 처음 온도는 50라서

1 (0.3)

50℃차이가 나서

2 (0.7)

쇠토막이니까 열이 전달되어서

1 (0.3)

쇠토막이 붙어있는데 100℃가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1 (0.3)

보온병은 따뜻한 것 같기 때문에

2 (0.7)

변하면 쇠토막 온도도 변해서

1 (0.3)

같은 보온병에 있기 때문에

1 (0.3)

물은 온도가 낮을 때 어는 것처럼 쇠는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1 (0.3)

무응답

2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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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연구 2] 초등학생의 과학담화 질문지

이 설문지는 열과 온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
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성적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며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래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
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
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황물리연구실

∙ 다음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적어주세요.
1-1. 차가운 방 안에 따뜻한 물을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의 온도
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1. 따뜻한 방 안에 얼음을 놓았더
니 시간이 지나자 얼음이 녹았
습니다. 얼음은

왜 녹았을까

요?

2-2. 얼음을 손으로 잡으면,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2-3. 얼음을 손으로 잡으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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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은박접시에 촛농을 그림과 같이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
프로 은박접시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4-1. 미지근한 물에 주황색 얼음을 넣었습니다. 어떻
게 될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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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가운 공기가 있는 방안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켰습니
다. 바로 방의 온도를 쟀을 때, 온도는 어떨까요? 다 같을까요? 다
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

히터

2

3

5-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5-2. 불이 켜진 전구 가까이에 손을
대어 보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으로 그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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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켰습니다. 냄비의 손잡이를 잡았더니 뜨거웠습니다. 냄비 손잡이
는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6-2. 물이 뜨거워졌습니다. 물은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6-3. 가스레인지 불꽃 주변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따뜻했습니다.
왜 손이 따뜻했을까요?
7-1. 두 개의 얼음이 그림과 같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
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두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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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차가운 방 안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보온병 뚜껑을 열어보았습
니다.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
했습니까?

8-1.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상온의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물과 그릇
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8-2.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물과 그릇의 온도를 쟀습니다. 물과 그릇의
온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8-3. 보온병 안에 뜨겁게 달군 쇠토막 두 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붙여서 놓았을 때,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쇠
토막의 온도는 100℃이고, 오른쪽 쇠토막
의 온도는 50℃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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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림과 같이 물이 끓고 있습
니다. 물이 끓으면 사각형으로 표
시한 부분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9-2. 그림과 같이 물이 끓고 있습니
다. 물이 끓으면 물속에 있던
보리가 그림과 같이 움직입니
다. 물이 끓을 때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의 물은 어떻게 될
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
까?
10-1. 방 안에는 쇠구슬 하나가 실로 묶여서 그림과 같이 매달려있었
습니다. 다음 날 뜨겁게 달군 쇠구슬을 실로 묶어서 옆에 매달았
습니다. 두 쇠구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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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진공상태의 방안에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쇠구슬을 매달
아 놓았습니다. 두 쇠구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
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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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연구 2] 과학담화 전사본(일부)

전도2 문제 (뜨겁게 달군 그릇)
영훈 : 나 먼저 할래.
영주 : 이렇게 이렇게...어떻게 하자는거야? 순서가 이상하잖아. 이것처럼 할 까? 이렇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승 : 아 뭘 그렇게 해?
영주 : 그럼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승 : 아 몰라 먼저 하고 싶다잖아.
I : 순서 하다가 시간 더 가겠네.
영주 :

야 이렇게 해. 그냥.

영훈 : 문제가 뭐였지?
I : 문제가 뭐냐면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영훈 : 여기 뜨겁잖아. 뜨겁잖아, 여기가. 이안에 물이 있잖아. 물. 이게 쇠가 뜨거우니
까 얘가 달구어져. 근데 한 시간, 한 시간 후, 한 시간 후에는 어
영주 : 두 시간 후 아니었어요?
모두 : 한 시간
영훈 : 한 시간 후에는 그릇도 식고, 물은, 물도 좀 식어. 약간 미지근하게
영주 : 어 앞에 보기 없다고 그랬는데.
지승 : 문제 보는 거잖아.
I : 자, 문제 여기 있어.
지승 : 뚜껑, 뚜껑을 닫았다.
영훈 : 그러니까 얘가 이제 뚜껑을 닫았으니까 열이 별로 안 나가도 이 철이, 식은 철
이 얘한테 열을 빼앗으니까 얘가 차가...미지..미지근해져.
영주 : 호..아니, 지영이.
지영 : 이렇게
영주 : 이렇게 가기로 했어. 이렇게 가? 한겸이. 휘원이가 먼저 해.
휘원 : 얘 먼저 하라고 해.
한겸 : 뚜껑을 닫았으니까.
영주 : 뚜껑이 뭐야?
한겸 : 아. 뚜껑 없어.
영주, 지승 : 아....
한겸 : 모양을,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쇠가 달구어졌으니까 열기가 뚜껑
하고 가외쪽으로 퍼져가지고 이 물이 뜨거워질 것 같아. 끝.
휘원 : 한 시간 뒤에는?
한겸 : 한 시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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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 한 시간 뒤랑 같이 말해야 되나?
지승 : 어 아무래도 문제에 포함이 되니까.
영주 : 같이요?
한겸 :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쇠는.. 일단.. 물이 뜨거워졌으니까 쇠한테 이
뜨거운 열기를 줘가지고 그냥 열기 온도를 재면 그냥 보통일 것 같아 그릇하고 물이랑.
휘원이
휘원 : 여 쪽 물이 있잖아. 이 뚜껑 닫혀져 있잖아? 여 쪽 쇠, 여기 쇠그릇 안에, 안쪽
의 열기가 이쪽 안으로 다, 이쪽으로 전달이 되가지고 이게 다 뜨거워져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는 저 쪽 쇠그릇에 그냥 공기 때문에 바로 식고 이건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에
서 공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기...열이 식는 거야.
한겸 : 다음
영주 : 난 무슨 뜻인지 못알아듣겠는데
영훈 : 난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지승 : 그래서 그릇이랑 물은 어떻게 된다고?
휘원 : 식는거지.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훈 : 나랑 비슷해.
영주 :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어. 여기 여기를 뜨겁게 달구었잖아. 근데 여기가 뜨거
워 지금 뜨거워. 예를 들어서 1번 1번, 1번 그릇이야. 여기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렇
게 내려와. 그래서 뜨거운 온도랑 차가운 온도가 내려오잖아. 반반씩 딱 갈라져서 내려
와. 근데 여기에 다 붙어.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뜨거운,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걸로
딱 변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 여기가 쇠잖아. 그러니까 보온병이랑 같은 재질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 그냥 미지
근한 물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지
고 계속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겉에 그릇의 온도는 미지근해. 뜨겁게 된 그릇이.
미지근해져.
지승 :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미지근해져?
영주 : 아니.
지승 : 한 시간 후가 아닐 때 미지근해져?
영주 : 어어
지승 : 한 시간 후에는?
영주 : 한 시간 후에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여기는 계속 유지가 돼. 그
래가지고 여기가 계속 미지근한 물이 되고, 여기는 엄청 차갑게 돼.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훈 : 내 의견이랑..
지승 : 나는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왜냐하면 커피 물이
뜨겁잖아. 근데 뜨거운 걸 컵에 담으면 컵이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 컵이 뜨겁
고 물이 미지근하니까 거꾸로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유지될 것 같애.
휘원 : 한 시간 뒤에도?
지승: 한 시간 뒤에는 그릇이 식겠지. 공기와의 접촉이 생기니까 식겠지. 물은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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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대로고 뚜껑이 닫혔으니까.
영주 : 한 시간 후에?
지승 : 한 시간 후에 그릇은 식는다고 물은 그대로 미지근하고.
영주 : 유지된다고 물은?
지승 : 응.
영주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지영 : 쇠그릇이 뜨겁잖아. 여기 닫혀 있어. 여기 미지근한 물이 있어. 뚜껑이 있잖아.
뜨거운 열이 나갈 수 없잖아. 이게 합쳐져서 뜨거워지고 한 시간 후는 물은 미지근해지
고 응 왜 미지근해지냐면 여기 있는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은 여기
이렇게 뚜껑 여기에 붙어서 뚜껑에 물이 생기고, 그릇이랑 이거는 열이 다 식으니까 둘
다
지승 : 한 시간 후에도?
지영 : 고개 끄덕임.
영훈 : 난 내 의견, 비슷해. 왜 내 의견 맨 날 하면 안 되냐? 니는?
한겸 : 난 이따가
영주 : 휘원이는?
지영 : 생각해 봐야 돼
휘원 : 음...
영훈 : 넘어가고.
영주 : 넘어가? 생각해봐(휘원에게), 지승이는?
지승 : 너는?
영주 : 나? 나.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주 : 너는?
영훈 : 나나나나나나 아니 얘는 나 너(한겸)
지승 : (휘원을 가리킴)
영주 : 너는 (지영)
지영 : 나도
영주 : 한겸이는?
한겸 : 아 생각이 안나.
영훈 : 휘원이지?
영주 : 휘원이는?
한겸 : 휘원이 아니야.
지승 : 생각했네 휘원이라고
한겸 : 나는 그냥 내가 할래.
영훈 : 나나나나나나
휘원 : 미
영주 : 너는?(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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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 (말없이 지승 가리킴)
한겸 : 다 미미미야.
영훈 : 나나해 나나나나나나
휘원 : 나나나나나나
한겸 : 미미미미미미
영주 : 나나나나나나 미미미미미미
영훈 : 미미미미미미
영주 : 다음꺼 하자.
지승 : 난 내꺼 아니거든.
영훈 : 보온병 나다.
영주 : 보온병하자. 휴~
한겸 : 보온병은 거꾸로 갈까?
영주 : 보온병은 이렇게 하자.
지영 : 얘 (팔을 돌려서 순서 보여줌)
영주 : 요렇게 지영이부터.
지영 : 왜 나부터야?
영훈 : 그럼 나부터 할래.
영주 : 왜? 니가 일등으로 했잖아. 아까.
지영 : 나부터 할게. 나 그림 못그리는데.
한겸 : 그려 그냥.
휘원 : 냉장고다.
영훈 : 냉장고가 아니라 흐트러진 빵.
지영 : 여기 100도랑 50도가 있잖아.
휘원 : 어쩐지 눈 같은데. 저쪽에꺼.
한겸 : 나도.
지영 : 여기 붙어있어.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지영 : 붙어있으면 뜨겁잖아. 이 열은 합쳐지면 150도가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이 안
에 열이 붙어있으면 흩어지니까, 이 열은 욜로 가는 거고, 또 이 열은 욜로 가는 거야.
휘원 : 그럼 서로 바뀌는 거야?
지영 : 응..
영주 : 어 나랑 생각이 똑같애. 아예 다 똑같애요.
휘원 :

처음부터 끝까지?

영주 : 응
지영 : 이제 지승이 해.
지승 : 나? 나는 그냥 온도가 둘 다 그대로일 것 같애 왜냐하면 보온병은 진공상태니
까 열들이 옮겨 질 수 없잖아. 공기랑 같이. 그러니까 진공상태인 보온병 안에 있는 쇠
덩이들은 다 온도가 그대로일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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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 쟤 틀리고. (손가락으로 지승(지영?) 가리킴)
영훈 : 아 얘는 쟤랑 생각이 같애.(영주와 지영이를 가리킴)
영주 : 니 생각이랑 완전.
영훈 : 끝.
영주 : 여기 여기서 얘가 여기로 요렇게 전달이 되고, 얘는 전달이 되가지고 150도 얘
도 150도가 되고 얘도 150도가 되가지고 똑같아 져.
지영 : 호 나랑 똑같애.
한겸 : 나도 150도 인데.
지영 : 나도.
영주 : (웃으며) 해 휘원이 해.
휘원 : 이쪽 보온병 안 이라도 요쪽 쇠덩어리, 쇠도막이 붙어 있잖아. 안 쪽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아지면은 그냥 그만둬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가 온도가 똑같을 거 같애.
영훈 : 뭔말?
영주 : 그럼 몇 도가 똑같은데?
휘원 : 75도잖아.
영주 : 75도?
지승 : (휘원이 말에 고개를 끄덕임) 150 나누기 2하면 75잖아.
영주 : 아~ 한겸이 해.
휘원 : 150.
한겸 : (휘원이 말에 웃으며) 여기가 여기가 보온병 안이니까 이거 열, 온도가 못나갈
거아니야. 그래가지고 100도에다가 50도를 더하면 150도.
지영 : 휘원이. 왜 나한테 와. (설문지가 선풍기 바람에 날라옴)
한겸 : 150도가 될 거 같애.
휘원 : 별이
영훈 : 미 한다.

여기 별 아니거든요.

지승 : 나가! 밖에서 쐬.(동생이 방에 들어옴)
영주 : 나가주세요.
영훈 : 기존 온도가 50도 였나? 아 100.
한겸 : 100, 50.
영훈 :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 막 뚜껑. 코르크 마개 같은 거 비슷한거.
영주 : 코르크?
영훈 : 하여튼 여기 여기 무슨 뭐, 이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별로 안 식는데 얘가
100도가 열을 전해줘 50도 한테, 그럼 얘는 인제 또 90도가 돼. 근데 아니아니 100도
가 되고 근데 얘가 식을 거 아니야. 얘 90도가 되고, 근데 얘가 또 식을 거 아니야. 얘
도 90도 돼, 그런데 얘네 둘이 90도가 돼.
휘원 : 합치면 80도 아니야?
영훈 : 합치는게 중요하냐? 너네들은 왜 합치냐?
영주 : 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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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겸 : 일단 고릅시다.
영주 : 난 나 (엄청 자신감있게)
영훈 : 나나
휘원 : 미미
한겸 : 미미
영훈 : 미미나나
영주 : 여섯이네.
영훈 : 나 강력 조치 미미나나 너나나나나
영주 : 나 미
영훈 : 나비?
한겸 : 나 따따따따
영주 : 나 미미
지승 : 따따따따
영훈 : 따따따따 따라하기.
영주 : 너 누구?
지승 : 나
지영 : 나
영주 : 선생님, 다 나나나나나 야. 나나나나나, 난 바꾸겠어. 난 지영이야. 난 지영이랑
의견이 똑같으니까.
영훈 : 나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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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s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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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pply scientific concept learned at school to their everyday experience.
Adversely, they bring their scientific conceptions learned through everyday
experiences to science class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mentioning
briefly the effect of everyday experience on science learning, there exists little indepth research with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how students link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science learning.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the roles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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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nvestigated the role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ach individua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while the second part observed students’ science discourse arisen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r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first and
second parts wer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John Dewey’s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wo
researches, the third part analyzed the descriptions dealing with everyday
experience appeared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 and teacher’s
guidebook related to thermal concepts.
The first research analyzed the questionnaires designed to examine how
elementary students use their everyday experiences to understand thermal
phenomen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8 fourth-grad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played a bigger rol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scientific
phenomenon than their other experiences. Everyday experienc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formulating their conceptions related to natural
phenomena and science. Students’ experiences recalled by themselves and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could b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direct everyday
experience; indirect everyday experience by other people, visual mass media, book,
or internet;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experience of informal education.
Students tended to solve questions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based on their
direct everyday experience, although they studied the thermal phenomena through
formal edu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when students made links between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scientific phenomena, there are direct linking points (such
as material, sensory feeling, state, physical condition, and scientific term) and
indirect linking points (such as similar material, similar state, and similar physical
condition). The linking points could also be classified into immediate linking
points and interpretive linking points. In this study, typical everyday experiences
- 209 -

through which students made connection to thermal phenomena were identified
and they were mostly experiences on cooking or gained in the kitchen. Students
showed an interest in introducing their everyday experience during science lessons,
and thought that the most reliable way is to do things by themselves, that is to get
direct experience.
In the second research, science discourses by a group of six fourth-graders were
observed, where they talked about their ideas related to thermal concep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open-ended question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everyday experience have an influence on changing their
understanding or ideas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It was also found that
everyday experiences played different roles in science discourse: e.g. as a rebuttal
to change their own or others’ ideas, as a support of their own or others’ ideas, and
as a catalyst to help others recall their own everyday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could extend the range of linking points used in the
discourse or propose new everyday experience based on the liking points through
science discourse with peer. Examples of ‘expanded continuity and transaction’
through which students share and make connections with each other’s past
experiences were also found in students’ science discourse. As Dewey mentioned,
this means that introducing everyday experience in science lesson could be a
stepping stone leading to educativ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thir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extbook and teacher’s
guidebook related to thermal concepts provide students’ everyday experiencerelated contents to make links between students’ daily life and their science
learning, while they do not suggest any specific teaching method for sharing and
interchanging their everyday experience. Although the textbook introduced some
cases that students could experience in daily life, the linking points frequently used
by students were not found in the examples in the textbook. In other words, there
was a gap between students’ typical everyday experience and the examples shown
in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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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students relied on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used them as the
bases for supporting thei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henomena. They shared and
interchanged their everyday experience during science discourse, and evaluated
their ideas based on everyday experience. Through this process, it is believed that
they understand or better understand scientific phenomena. This study also
identified several liking points which were used to make connections between
everyday experience and thermal phenomena and students’ typical everyday
experience. Lastly, this study is hoped to provide clues for effective ways of
introducing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i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particularly for teachers and textbook developers.

Keywords: everyday experience, heat, discourse, science discourse, Dewey,
continuity, transaction, elementary science, linking point

Student Number: 2009-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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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학생들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또 일상의 경험 속에서 그것을 확인
하거나 적용한다. 반대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체득한 것을 학교로 가져
오기도 한다. 선언적 수준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
친다는 의견을 제시한 연구물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경험과 과학학
습을 연결 짓고, 구체적으로 이 둘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실제
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 설문조사 및
담화관찰, 교과용도서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
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
는 총 3 개의 하위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1에서는 전국 4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298명을 대상으로 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탐색해
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
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서 일상경험의 역할
을 개인의 학습이 아닌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초등학교 4
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6명의 학생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 어떠한 영
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연구 1과 2의 분석결과를 Dewey
의 경험론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연구 3은 열개념 학습에 대한 보다 구
체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4학년, 3단원 열전
달과 우리 생활)에 담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연구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른 경험들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
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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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떠올린 경험은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타인이나
영상매체·책·인터넷 등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교과학수업에 의한 형식
교육경험,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비형식교육경험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해당 과학내용이 형식교육에서 경험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
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일상경
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
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직접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결고
리들을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고리와 해석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자신의 직접 경험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꼽았다.
연구 2에 따르면,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
서 동료를 반박하거나, 뒷받침할 때 사용하였으며,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
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키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잘못된 추론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
였다. 이 담화 사례들은 Dewey의 계속성과 교변작용의 확장된 예를 보
여주었다. 이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시발점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연구 3에 따르면, 교과용도서는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기 위
해 학생의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 간에 일상경험
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도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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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들을 교과서에 도입하였으나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
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교과서 집필자
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예를 선정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
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신뢰하고 과학 현상
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
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다. 또한 열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와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Dewey의 경험론과 관련지어 학생의 일상경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일상경험과 열 현상 간의 연결고리를 밝힘으로써 교사와 교과용도서 개
발자들이 과학교육에 일상경험을 도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 것에
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주요어: 일상경험, 열, 담화, 과학담화, Dewey, 계속성, 교변작용, 초등
과학, 연결고리

학 번: 2009-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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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교육이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다.”

– J. Dewey, LW131-

1.1.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학생이 과학으로부터 멀어지는 소외현상은 전통적으로 과학교육이 해
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Kruckeberg, 2006). 이러한 소
외현상은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많은 나라
에서 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과 수준이 추락하는 현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Ainley & Ainley, 2011). 또한 학생 대안개념 발생 역
시 과학교육에서 지속되는 핵심문제이다. 이렇게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
워하고(Garrison & Bentley, 1990), 과학으로부터 소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하며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이 과학을 어려워하고 과학으로부터 멀어지는 학생 소외현
1

Dewey의 저작은 세계 각지에서 여러 차례 출판되어 인용과 관련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Dewey관련 연구자 집단은 Dewey의 문헌을 인용할 때,
Dewey의 저작을 정리하여 출판한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의 간행물
이름(Early Works, Middle Works, Later Works), 권, 쪽수를 사용한다. 이에 본
연구도 (LW 13; Later Works, 13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였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Dewey 저작을 표시한 것이다.
1934: Art as Experience (LW 10),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LW 9),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LW 13),
1925: Experience and Nature (LW 1),
1933: How We Think (LW 8),
1938: Logic: The Theory of Inquiry (LW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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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원인을 일상경험(everyday experience)에서 찾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통해 대안개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과학학습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학생들이 일상경험
을 과학학습에 부적절하게 사용한다고 지적하며(Roth et al., 2001), 일상경
험을 과학학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주요한 원천이나 장벽으로 본다
(Warren et al., 2001). 이에 따라 많은 연구들이 학생의 일상경험과 그들의
과학지식을 구분하고, 학생의 일상경험에 의해 야기된 대안개념을 극복
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그 일환으로 학생의 대안개념 혹은 선개념을
조사해왔다(Garrison & Bentley, 1990; Scott et al., 2007). 즉, 일상경험을 극복
의 대상으로 보아온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이
서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학을 어려워한다고 보는 관점
이 있다(Avraamidou & Osborne, 2009). 이러한 관점에 기초한 연구들은 과
학을 학생의 경험과 분리시켜 가르치는 대신에 학생의 사전지식이나 일
상경험에 기반한 실생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과학수업을 더 맥락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Chinn, 2007; Rivet & Krajcik, 2008). 이와 같은
상반된 두 가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과학학습은 학생들의 일
상경험과 어떠한 형태로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Koosimile, 2004).
일상경험과 과학개념 형성의 관계를 학생의 발달수준과 생활시간의 측
면에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과학개념 형성에 일상경험이 미치는 영향
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Steiner의 인간발달단계에 따르면,
7세에서 14세의 어린이들은 체험과 느낌을 통해 세계를 파악하며(정윤경,
2000), 이들은 자라는 동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물리적 환경과의 직접
경험을 통해서 과학개념을 형성하게 된다(Beeley, 2012; Quinn et al., 2011).
Piaget 또한 인지발달 단계 상 구체적 조작기(7~11세)에 해당하는 이 시
기의 어린이들이 현실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구체적 경험에 의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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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어린이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 시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의 사람들은 18세까지 활동시간의 20%정도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 생애의 10%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Sosniak,
2001). 우리나라 초등학생도 하루 동안 학교에 머무르는 시간이 약 5시
간(주말 제외)이며, 그 중 과학수업 시간은 연간 94시간(4학년, 차시 당
40분 기준)으로, 일주일 평균 100분 정도이다. 즉, 과학학습 시간보다 일
상경험을 하게 되는 시간이 많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경우 과학수업보다
는 일상경험이 과학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클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Quinn et al. (2011)은 K-12학년을 위한 과학교육 틀을 제시하면서,
K-12학년의 과학수업 핵심 아이디어로서 과학수업이 학생의 일상경험
및 그들의 흥미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ewey 또한 교육에서 경험을 강조하였다(LW 9; LW 13). Dewey의 입장
을 따라 Gallego(2001)는 경험이 교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고, Wong et al.(2001)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가치 있는 경험을 통
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학생을 돕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Dewey는 학습이 일상경험과 분리되는 것을 우려하였으며, 경험과 교육
사이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였다(LW 13; Pugh & Bergin, 2010). 이러한
Dewey의 사상은 진보주의, 경험학습 등으로 불리며 과학교육에도 커다
란 영향을 미쳤다(Wong et al., 2001).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
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많았던 것에 비해,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부족
한 실정이다(Cajas, 1998). 과학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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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보면, 이 둘을 연관 짓는 논의는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e.g. Baumert et al., 1998; Enghag et al., 2007; Garrison & Bentley, 1990;
Georgiou & Sharma, 2012)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e.g. Oloruntegbe
& Ikpe, 2011; Warren et al., 2001)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
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론적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고, 일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도 학생의 일상생활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소 일반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학생의 실제 모습을 통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일상경험
의 역할과 특징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과학개념들 중에서 특히 열개념은 추상적이고 반 직관적이며, 일상생
활 속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많은 학
생과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과학적 열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다(Georgiou & Sharma, 2012; Liu, 2011; Yeo & Zadnik, 2001). 역사적으로 열
은 열소설부터 에너지까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고, 학생들은 학교
에서 열이라는 과학적 개념의 정의를 배우기 전에 다양한 일상생활 맥락
에서 열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접하게 된다(Georgiou & Sharma, 2012). 이
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과학자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열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Wiser & Amin, 2001). 즉, 학생의 일상생활이 열개
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과학개념 형
성에서 일상경험의 역할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여, 열 현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일상경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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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학생들의 일상경험이 개인의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과학을 학습하
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Enghag et al., 2007; Mayoh & Knutton, 1997; Warren
et al., 2001) 점을 고려하면,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
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 그 역할과 특징을 밝히는 일은 열개념 학
습을 넘어 학생의 일반적인 과학개념 학습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
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이 일상경험과 열 현상을 마주하는 상황을 개인적 측면
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개인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고, 사
회적 측면에서는 교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중 열개념 관련 단원
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일상경험은 그들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

개인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와 체험된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은 무엇인가?

●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요구는 어떠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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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이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에 의견을 바꾸는 이유와
일상경험 등장 유형은 무엇인가?

●

사회적 측면에서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와 교환된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은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
게 반영했는가?

1.3. 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는 연구 1, 2, 3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
과정에 대한 개요는 그림 1.1과 같다.
연구 1과 2는 학생의 측면에서 조사한 부분으로서, 연구 1에서는 초등
학생 개인이 열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해당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
떻게 연결되는지,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알아보았다. 또한 과
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하였으며, 전국 4개 지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8명이 연구 1에
참여하였다. 연구 2에서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있어서 일상경험
의 역할을 개인이 아닌 사회문화적 환경 내의 학습 속에서 살펴보기 위
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6명의
학생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하였다. 연구 1과 2의 분석결
과는 경험과 교육에 대한 Dewey의 관점과 함께 논의하였다.

-6-

그림 1.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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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습에 대한 연구들을 크게 두 축으로 구분해보면, Piaget를 주축으
로 하여 개인이 어떻게 앎에 이르게 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개인적 구
성주의와 Vygoksky를 주축으로 하여 학습의 사회적 환경에 관심을 두는
사회적 구성주의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의 열 현상과 관련된 학
습에 대해 보다 상세한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의 이
두 축을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연구 1은 개개인의 학습자
에 초점을 두고 과학학습과 개인의 일상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으
며 연구 2는 개개인의 학습자가 타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드러
나는 모습을 통해 사회적 측면에서 학습자의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
해 논의하였다.
연구 3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담
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
해와 일상경험이 어떠한 관련이 있고, 그 특징이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열개념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 1과 2의 연
구 결과를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4학년, 3단
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일상경험 도입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본문, 실험 및 활동에 나타나 있는 일상경험 관련 부분을 발췌하여 제시
빈도, 제시 순서 등을 분석하였고, 교사용지도서는 일상생활 관련 지도
내용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열 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일상경험의 역할이나 특징이 교과서에 반영되
어 있는지 일상생활 관련 예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
징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학생 측면의 연구와 이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열개념과 관련된 교과용도서를 분석하는 연구로 구성되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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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크게 학생 측면의 연구(연구 1과 2)와 교과용도서 분석 연구(연구 3)
로 구성한 이유는 학생 측면에서 조사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
과용도서 내용과 특징을 진단하고 교육적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이다. 각
연구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주요 개요
연구

연구내용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 1

-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 및
관련 경험 조사
- 과학학습에서 일상경험 도입과
관련된 학생의 생각 조사

4학년 298명

설문조사 및 면담

연구 2

- 열 현상에 대한 과학담화 실시

4학년 6명

소극적 참여 관찰
및 면담

연구 3

- 일상경험 도입 특징 조사

4학년 열 단원

교과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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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경험(experience)
본 연구에서는 Dewey의 정의(LW 13) 에 기반하여 경험을 능동성과 수
동성을 내포하는 유기체와 환경과의 교변작용(transaction)에 의해 발생하
는 결과와 그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기체가 환경에 작용하고 환경에 의
해 겪는 행위와 그것으로부터 배운 지식,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대한 인
지 및 사고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경험은 사람들이 주변환경과 교변작용하면서 해본 것, 본 것, 들은
것, 자신이 겪은 일이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얻은 지식이나 기능을 지칭
한다. 특히 학생의 경험은 크게 일상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경험을 사회적으로 중재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으로 본다(Greene & Hill, 2010)

일상경험(everyday experience)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학생이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타인이나 주변환경과 교변작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관찰하거나,
접하거나, 겪게 되는 일들과, 그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이나 기억을 말한
다(Greene & Hill, 2010; Mayoh & Knutton, 1997). 또한 이 일상경험은 사회
적 상호작용에 의해 서로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 개인이 주변환경
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지식을 얻는 직접 경험뿐
만 아니라 컴퓨터나 인터넷, TV, 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우연적으로 얻
게 되는 간접 경험도(언어나 문자 등을 매개로 하는) 일상경험에 포함된
다. 학교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에서 행하고 얻은 경험은 일상경험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학실험이나 교사의 강의와 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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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수업은 형식교육경험에 속하고, 과학캠프나 인터넷강의 등 학교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학습활동은 비형식교육경험에 속한다.
본 연구는 일상경험의 역할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
기 때문에 일상경험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별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타인이나 주변환경과 교변작용하면서 형성
하고 자신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경험을 ‘체험된 일상경험’으로
명명하였다. 동료와의 과학담화에서 상기되어 동료들과 상호 교환하는
일상경험을 ‘교환된 일상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즉, 연구 1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체험된 일상경험이며, 연구 2에서 사용하는 일상경험은 교환
된 일상경험을 뜻한다.

일상직접경험(direct everyday experience)
본 연구에서는 일상경험을 일상직접경험과 일상간접경험으로 구분한다.
일상직접경험은 일상경험 중에서 학생이 직접 자신의 오감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함께 교변작용하는 체험과 이 때 얻게 된 기억을 포함한다.

일상간접경험(indirect everyday experience)
일상간접경험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영상매체, 타인, 책, 인터
넷을 통해 얻게 되는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는 경험을 말한다.

과학담화(science discourse)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과학담화는 집단 구성원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과학관련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구성원
과 공유하며 그 의미를 구성해가는 언어적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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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고리 (linking point)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은 열 현상과 관련된 문항을 보고 이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표현할 때 일상경험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연결고리는 초등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
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이자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공통된 구성 부분, 이음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얼음을
솜으로 감싸거나 감싸지 않음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달라지는 과학 현상(
단열현상)에 대해 설명할 때 학생이 솜이불을 덮었던 경험이나 아이스크
림 포장을 뜯었던 경험을 떠올리고 그것을 근거로 과학 현상을 이해했다
면,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소재’와 ‘물리적 조건’ 등의
연결고리를 찾아볼 수 있다. ‘솜’은 과학 현상과 솜이불을 덮었던 자신의
일상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재’이며, 아이스크림 포장지를 감
싼 것은 온도가 낮은 물체를 감싼 것과 같은 ‘물리적 조건’이기 때문이
다. ‘소재’나 ‘물리적 조건’과 같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결하
는 이음매가 연결고리이다.

학생의 이해 (students’ understanding)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학생의 이해는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개념적
지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과학 현상과 관련된 문항에 직
면했을 때 제시하는 설명을 학생이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표현
한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학생의 개념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한 바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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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른 개념에 비해 일상경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
으로 짐작되는 열개념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다른 개념에
까지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연구 1은 초등학생이 열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일상경험
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 특징은 어떠한지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1~6학년 학생들 중에서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이 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와 학습이 가능하며 열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
향을 배제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 학생의 배경요인에 따른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역과 사회
경제적 수준이 다른 4개 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러
한 연구대상에 의한 연구결과를 다양한 배경요인을 가진 초등학생 전체
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즉, 다른 연령의 다른 배경요인을 가
지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학생의 경험을 조사하면 그 결과가 본 연구에
서 제시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연구 2에 참여한 학생은 경기도 소재 1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다.
본 연구는 특정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같
은 지역에서 자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유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
정 소수 사례에 해당하므로 전형성의 측면에서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간 담화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수
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하여 면담과 관찰, 연구결과 분석 등
이 심도 깊게 이루질 수 있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가 추가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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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3은 열개념 지도와 일상경험 도입의 실제를 확인하고 과학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2007 개정 교육
과정 하에서 개발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의 열개념 지도 단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물리의 타 개념,
화학, 생물, 지구과학 영역으로 확장하여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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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이론적 논의

이 장에서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선행연구들
을 바탕으로 학생의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과
학적 개념 발달을 일상경험에 의해 얻은 개념과 관련지었던 Vygotsky의
관점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일상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의 변화가 가
능한지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하여 Dewey의 경험론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과학 현상과 경험의 연결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일상생활관련 내용과 열개념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
으며 과학학습과 관련된 어린이의 특징을 제시하였다.

2.1.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의 관계
2.1.1. 과학개념 형성에 대한 일상경험의 영향
1980년대 이후 등장한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기
때문에 학습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고 이것
들과 학습내용이 의미 있게 연결될 때 학습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동일한 과학학습 내용과 교수 방법을 접하더라도 학생의 사전지식,
과거경험 등에 따라 다른 지식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구성주의의
등장과 함께 학습자의 지식 구성 과정과 사전지식에 대한 연구들도 함께
강조되었으며, 구성주의에 바탕을 둔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의 대안개념
을 끌어내고 인지적 갈등을 일으키는 교수학습 방법에 관심을 갖거나 학
생의 대안 개념 조사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Baviskar et al., 2009; Bächtol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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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가 대상 영역에 대한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학습자의 개
념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Ausubel(1968)의 주장과 Piaget(1952)의 동
화와 조절이라는 생각은 과학학습에서 대안개념의 역할과 개념변화 연구
를 촉발시켰다(Scott et al., 2007; Treagust & Duit, 2008). 이런 개념변화 연구
의 일환으로 Posner et al.(1982)은 학습자가 자신의 대안개념과 불일치하
는 사건에 직면하고 인지적 갈등을 느껴 개념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과
학학습 방법으로 제안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대안개념은 다른 영
역의 지식, 과거 경험, 형이상학적 신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Park,
2007; Posner et al., 1982; Strike & Posner, 1992). 특히 과거 경험은 개인이 과
학 현상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선례를 제공하게 된다(Park, 2007). 개념생태(conceptual ecology) 와
개념프로파일(conceptual profile) 관점으로 개념변화 연구의 동향이 변화함
에 따라(곽영순, 2002) 학생의 대안개념은 과학 현상을 설명하는 일상생
활 속에서 개발된 강력한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Mortimer, 1995),
학생의 일상경험은 극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이 되었다(Liu, 2011).
이렇게 학생의 과거 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과학개념 발달과 일상경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나 일상경험과 과학
교육의 관계와 지향해야 하는 바를 조망하는 과학교육 연구들은 찾아보
기 어렵다. 그러나 과학교육 연구에서 그 영역을 확장하여 교육심리학
과 교육철학 분야에서는 Vygotsky와 Dewey가 경험과 학습의 관계에 관
심을

가지고

심도

깊은

관점을

발표하였다.

이에

다음

절에서는

Vygotsky와 Dewey가 발표한 경험과 교육에 대한 관점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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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과학적 개념 발달과 일상경험의 관계에 관한 논의
과학적 개념 발달에 대한 Vygotsky의 관점은 근접발달영역(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과 같이 그가 제시한 다른 개념들에 비해 덜 주목
받았으나 과학적 개념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일상경험의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개념이다(Howe, 1996). Vygotsky는 아동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학습을 시작하며,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학
습내용의 대부분을 취학 전부터 경험하게 된다고 여겼다(Vygotsky, 2012).
즉, 아동은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기 시작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연을 관
찰하고 과학기술을 접하는 것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과학적 개념과 관련
된 경험을 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개념을 가지고 학교로 오는 것이다. 결
과적으로 과학교육은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며, 아동은 취학 전에
자기 나름의 과학학습을 한다.
그러나 Vygoksky는 취학 전에 발생한 학습이 학교에서 접하게 되는 학
습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였다(Vygotsky, 2012).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그의 저서 중 Thought and Language (Vygotsky, 2012)에서 이루
어졌다. 그는 자발적 개념(일상개념)과 비자발적 개념(과학적 개념)을 구
분하고, 이 두 개념의 발달이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개념을 상반되거나 상호배타적
인 사고 간의 갈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학습의 단일한 과정의 각 부분
으로 보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여겼다.
일상개념과 과학적 개념의 발달에 대한 Vygotsky의 생각을 좀 더 자세
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형식교육의 교수학습에서 발생하는
과학적 개념을 언어로 정의하고 의식적으로 사용하면서 학습하고, 학생
의 과학적 개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발달한다. 즉, 과학적 개념의 발달
은 개념 자체에서 시작한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상개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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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적이고 경험적이며 실제적이다. 또한 풍부한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
다. 즉, 일상개념의 습득은 과학적 개념과는 달리 구체적인 상황과 직접
적으로 만나면서 시작된다. 이 두 개념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로 상호
작용하며 돕는데, 과학적 개념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일상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개념은 과학적 개념이 발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즉, 과학적 개념은 일상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고, 일상적 개념
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는 것이다. Vygotsky의 이러한 생각은 초등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개념이
과학학습과 학생의 과학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1.3. 경험과 교육에 관한 논의
경험과 교육을 활발하게 관련지어 논의했던 때는 경험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던 대략 1917년부터 1957년까지 미국의 진보주의 시대였다. 이 시
기의 과학교육은 아동중심 교육, 실생활 적용의 중요성, 지식의 사회적
중요성, 학생들에게 즐겁고 의미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 등을 확인
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DeBoer, 1991). 이 40년동안
과학교육은 전통적인 교수방법을 반대하고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DeBoer,
1991). 이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기반이 된 이론이 Dewey의 경험론이다.
이 절에서는 다양한 경험 이론 중에서 경험이라는 개념을 교육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한 Dewey의 경험론
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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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험의 정의와 유형2
Oakeshott(2002)가 그의 저서 Experience and Its Modes에서 “경험
(experience)은 철학용어 사전의 모든 단어 중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개념
이다” (Oakeshott, 2002, p. 9)라고 밝히고 있을 만큼, 경험은 난해하고 정의
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Dewey는 “경험은 항상 개인과 그것의 환경 사이에 일어나는 교변작용
(transaction)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LW 13, P. 25). 다시 말
하면, 경험은 유기체가 환경에 시도하고, 환경에 의해 겪는 것의 결과와
그 과정이다(LW 9). 여기서 유기체는 인간이라 할 수 있고, 환경은 아이
들이 놀이할 때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이야기 할 때의 상대방, 독서할 때
의 책처럼 “경험을 하게 하는 개인적 요구, 바람, 목적, 능력과 상호작용
하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LW 13, p. 25).
따라서 Dewey의 경험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경험은 능동적인 요소
와 수동적 요소를 포함하고, 두 요소가 결합될 때 만들어진다. 능동적인
면에서 경험은 해보는 무엇이고 수동적인 면에서는 겪는 무엇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손가락을 불에 집어넣었을 때 이것은 경험이 아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이 행동의 결과와 연결되었을 때 경험이 된다. 행동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으면, 불에 손가락을 넣어서 화상을 입는 것은 나무
막대기가 타는 것처럼 단지 물리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손가락을 넣는
것은 능동적 요소이고 화상은 수동적 요소이다. 두 요소가 결합되고, 우
리가 그들의 관계를 인식한다면, 그 경우는 경험이 된다(LW 10). 따라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시도하는 것과 결과로 생겨나는 것 사이의 관계에
2

Dewey의 경험론에 대해 정리하는 이 절의 주요 내용은 ‘Na, J. & Song, J. (2013).
Why everyday experience? Interpreting primary students’ science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Dewey. Science & Education, published online 14 August 2013. DOI:
10.1007/s11191-013-9637-y’에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정리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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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과 반성 없이는 불가능하다(LW 9).
Dewey는 경험과 교육을 관련짓고, “경험을 통해 배운다는 것은 우리
가 하는 것과 우리가 그 결과로부터 겪는 것 사이의 앞 뒤 연결을 만드
는 것”이라고 말하였다(LW 9, p. 147). Bernstein(1966)은 Dewey의 주장을
‘교육의 목표와 과정은 경험의 계속적인 재구성이자 재조직화’라고 해석
하였다. Dewey는 또한 교육과 관련된 그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경험의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를 경험의 다른 의미들과 분리하였다. 경험이 최소
한의 부차적 반성의 결과인지 통제된 반성의 결과인지에 따라 1차 경험
과 2차 경험으로(Dewey는 주로 ‘secondary or reflective experience’라고 표현
하였다.) 구분하였고, 어떤 매체를 통해 얻어지느냐에 따라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 분리하였다. 그는 또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의 균형과
1차 경험과 2차 경험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각 경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Dewey는 철학적 방법을 드러내기 위해 과학적 방법과 철학
적 방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때 1차 경험과 2차 경험을 사용하였
다. 1차 경험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총체적이고, 거시적이며, 가공되지
않은 소재나 대상에 의해 겪고, 시도하는 일상경험이다. 2차 경험은 체계
적인 사고의 중재와 반성에 의해 얻어지고, 정제된 대상에 의해 만들어
진 경험이다. 그는 과학이 1차 경험으로부터 소재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 다시 1차 경험으로 돌아가는 경험적 방법
을 따르는데 철학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이 경험적 방법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LW 1). 즉, Dewey는 철학적 방법이 과학적 방법처럼
기본적인 1차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 2차 경험을 통해 생각하고 반성하
며, 마지막으로 1차 경험에 의해 반성적 경험의 결과를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20 -

둘째, Dewey는 교육적 가치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구분하였다. 직접 경험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말한다. 즉, 누군가가 어떤 상황에 참여할 때 직접적으
로 얻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간접 경험은 표상화된 미디어의
중재를 통해 얻어진 경험이다. Dewey는 특히 교육에서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사이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 경험의 대부분은 간
접적이고 개인적이다. 직접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LW 9, p. 240)라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간접 경험의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언어와 기호가
간접 경험의 도구라고 여겼지만, 그는 형식교육이 책에 많이 의존하고,
문자 언어와 같은 간접 경험을 제공하는 것에 과도하게 초점을 두고 있
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Dewey가 지적했
던 것처럼, Dewey 시대의 교육은 직접 경험보다 오히려 간접 경험에 무
게를 두었다. 따라서 Dewey는 형식교육의 모든 과목은 기초 단계에서
직접 경험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보다 선행되거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교육적 경험
Dewey가 교육에서 경험을 강조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모든 경험이 다
교육적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LW 13). 어떤 경험이 이어지는 후속
경험의 성장을 방해하면 그것은 비교육적이라고 생각하였다.

… 모든 경험이 다 똑같이 교육적인 것은 아니다.
경험과 교육이 직접적으로 동일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험은 비교육적(mis-educative)이며, 다음에 하게
될

경험의

성장을

막고,

왜곡하는

경험이다(LW 13,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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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비교육적

경험의

교육적

‘계속성(continuity)’과
도입하였다(LW 13).

의미와

가치를

측정하기

‘상호작용(interaction)’이라는
교육적

경험은

학습자와

위해
두

Dewey는

가지

학습되는

것

원리를
사이의

계속성과 상호작용을 포함하며, 계속성과 상호작용이 교육적 의미와
경험에 대한 가치의 척도이다.
경험의 계속성(continuity)은 경험이 이전의 것으로부터 어떤 것을
계속하고, 다음에 행하고 겪게 될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Dewey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경험은 다음에 오게 될 경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성은 교육적 경험의 특수한 면을 보여주는 개념이
아니며, 모든 경험은 계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경험은, 다음 번에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을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들거나, 선호하거나 혐오하게 해서 후속
경험의 질을 결정하는 데 좋든 싫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성은 어떠한 경험에든지 있다 (LW 13, p. 11).

이처럼 모든 경험이 계속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성이 교육적 경험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의
경험이 다음 경험의 질에 더 좋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불에 대한 책을 읽었다면, 그 아이가 나중에
불을 실제로 봤을 때 불에 대한 책을 읽었던 과거 경험은 그 아이에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현재의 도둑질이 미래의 삶과 경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계속성의 원리이며, 후속
경험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현재의 경험이 교육적 경험인 것이다.
또한 Dewey는 전통적인 학교교육에서 일어나는 경험이 학생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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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적이며,

기계적인

훈련에

불과해

각

경험의

계속적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LW 13). 이러한 단편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학교는 학생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의 삶과
긍정적으로 연결되는 학습경험을 제공해야 하며 이것이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 미래에 행해지는 경험의 연결이
계속성이며 그 정도가 교육적 경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따라서
경험의 계속적이고 긍정적 연결이 교육적 경험을 결정한다.
상호작용(interaction)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교변작용

(transaction)을 말한다(LW 13). 교변작용은 우연한 상호 접속의 수준을
넘어 시공간에서 개인과 상황 또는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말한다(LW 16). 따라서 어떤 경험이 교육적 경험에 속한다면 단편적인
상호작용이 아니라, 교변작용이 경험 내에서 일어나야 한다. Dewey의
초기 저작들은 ‘inter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독자들의 혼란과 잘못된 이해를 피하기
위하여

후기

‘transaction’이라는

저작에는

사용하였다(LW 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대체하여

과학교육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interaction)과 Dewey의 ‘interaction’ 개념을 구분하기
위하여 교변작용(transa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3 . Dewey가 말하는
교변작용은 주머니 속에 동전이 있다거나 페인트 통 속에 페인트가
들어있다는 정도의 상호작용이 아니다. 개인이 사물이나 타인과 같은
환경과 교변작용을 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말한다(LW, 13). 즉, Dewey는 다른 대상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 한 개인의 일방적 영향과 변화 같은 약한 상호작용을
3

Transaction은 한국문헌들에서 교호작용(김무길, 2005) 혹은 교변작용(박천환,
2009; 박철홍, 2008)으로 번역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쌍방향이면서 서로 변
화를 일으킨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 교변작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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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며, 변화하는 적극적 상호작용과 구분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의미를 강조하고 함축하는 개념으로서 ‘교변작용’을
사용하였다(Miller, 1963). 따라서 어떠한 경험이 교육적 경험이 되려면,
학습자와 학습의 대상(학습내용)간의 긴밀한 교변작용이 있어야 하며,
현재의 경험이 후속 경험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반하여 Dewey는 교육의 시작이 학습자가 이미 가지
고 있는 경험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LW, 13). 그러나 학
습에서 이런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며 그 다음 단계
에서는 더 풍부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제시하는 경험의 진보적 발달이 필
요하다(LW, 13). 이것은 교사가 학생의 이전 경험을 디딤돌로 여겨야 하
며, 동시에 보다 더 조직화된 내용의 장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Dewey가

말하는

내용의

점진적

조직화

(progressive organization)이다.
앞서 제시된 Dewey의 생각들은 경험과 교육을 관련짓고, 교육적 경험
과 비교육적 경험을 구분하여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ewey의 관점을 기반으로 과거의
경험이면서 오랜 기간 빈번하게 형성되어 온 일상경험과 초등학생의 과
학학습을 연결 지어 보고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1.4. 과학 현상과 경험의 연결: 귀추, 유추, 비유
일상경험이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학생이 과학학습을 할
때 또는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추론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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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두고 과학 현상과 경험을 관련짓는 귀추, 유추, 비유에 대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1) 가설 생성 과정에서의 귀추
귀추(abduction)는 Peirce에 의해 제안된 추론 유형으로서 현상의 원인
이 되는 설명적 가설을 생성할 때 발생한다(권용주 등, 2003b; 정용재와
송진웅, 2006). Lawson(2002)은 현재의 상황을 잘 알려진 다른 유사 상황
과 연결 짓고, 이 유사성을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가설의 원천으로 사용하
는 가설생성 과정을 귀추라고 정의하였다. Fischer(2001)는 Peirce가 제시
한 연역, 귀납, 귀추법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그림으로 요약하였다. 그림 2.1과 같이, 결과/
관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적절한 규칙/법칙
을 도입하여 새롭게 가설을 구성하는 과정인
(1)→(2)의 과정이 귀추의 과정을 나타낸다. 과
학적 과정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관찰하
고 의문이 생성되면 귀추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가설을 생성하게 그림 2.1 귀추의
(Fischer, 2001)
된다(Lawson, 2002).

과정

권용주 등(2000; 2003a; 2003b; 2003c)은 가설이 현재 상황을 관찰해서
바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현 상황과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상황
간의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이를 차용하여 설명하는 귀추(abduction)에
의해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가설은 현재의 현상과 유사한 과거 경
험으로부터 온다고 주장하였다. 권용주 등(2000; 2003c)의 가설 생성 단계
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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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문을 생성하고 현재의 의문상황(questioning situation)을 구성하는
정성적 하위 특성들을 동정하는 단계

② 현재의 의문상황과 과거의 경험상황(experienced situation)을 정성적
확률에 바탕을 둔 유사성 정도 비교를 통해 유사성 정도가 높다
고 판단되는 과거의 경험상황을 동정하는 단계
③ 이 경험상황을 설명해주는 원인적 설명자(causal explicans)를 동정하
는 단계
④ 이러한 원인적 설명자들 중에서 현재의 의문상황을 가장 효과적으
로 설명한다고 판단되는 가설적 설명자(hypothetical explicans)를 선
택하고 조합하는 단계

Lawson(2002)과 권용주 등(2000; 2003a; 2003b; 2003c)의 논문에서 알 수
있듯이 가설 생성의 과정에는 현재의 의문상황과 과거의 경험상황을 연
결 짓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의문상황과 ‘유사성 정도(the degree of
likeness)의 확률이 높은 과거의 경험상황을 채택하여 가설이 생성된다.
이 연구들은 과학 현상과 이전 경
험을 연결 짓고 그들 사이의 유사
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가설을 생
성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 그러
나 그림 2.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을 생성할 때 의문상황과 경험
상황, 관찰결과와 이전경험이 어떠
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공통된 구성 그림 2.2 과학적 가설을 생성하는
부분, 이음매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 귀추의 과정(권용주 등, 200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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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여전히 남아있다.

(2) 문제 풀이 과정에서의 유추
학생들은 문제를 풀 때 다양한 유추를 사용하는데, 그것을 자발적 유
추(spontaneous analogy)라고 부른다(Clement, 2008). 자발적 유추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원래의 문제 상황과는 다르지만 유사한 사례를 보여주는 시도

•

궁극적으로 문제에 답할 수 있는지는 상관없음

•

구조적이거나 기능적 유사성이 아닌 단지 표면적 유사성을 수
반하는 소소한 사례는 배제

이러한 유추는 세 가지 방식(정식 원리를 통한 생성, 변형을 통한 생
성, 연상을 통한 생성)을 통해 생성된다. 이 중 학습자가 문제 상황 A에
직면했을 때 연상을 통하여 자신의 기억에서 유사한 경우 B를 상기하는
유추 방식을 ‘연상을 통한 생성(generation via an association)’ 이라고 한다.
유사한 경우 B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상황이면서 문제 상황 A와 상당부
분 유사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은 왜 문제 상황 A에 직면하
면 B를 상기하는 것인가? A와 B는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가? 이들을 유
사하다고 판단하는 이음매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것
이 본 연구의 관심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3)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비유
과학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비유는 학생들이 친숙한 것을 이용
하여 친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하도록 돕고 새로운 개념 구조를 생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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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교수 전략이다. 비유는 기존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을 돕고 추상
적인 과학개념을 가시화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김영민, 2012). 이러한 긍정적 역할 때문에 비유는 전지
를 펌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과 같이 과학교수·학습 방법으로 사용되어
왔다.
비유를 사용하여 과학학습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비유물의 조건이다.
비유물은 목표 대상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Mozzer & Justi, 2012)
목표 대상보다 학생들에게 친숙해야 한다. 이에 비유를 사용하는 교수전
략들은 비유물이 과학개념의 특성과 유사한지 대응해보는 활동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이 비유물이 학생들과 친숙한지 점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
긴다(e.g. Glynn, 2007; Treagust, 1993). 이렇게 비유는 비유물(학생에게 친숙
한 예)과 목표 대상(과학 개념) 사이를 연결하려는 시도이다(Duit, 1991).
본 연구는 귀추, 유추, 비유에 대한 연구는 아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에 어떠한 연결을 보이
는지 살펴보는 것은 귀추, 유추, 비유에서 각각 중요시되고 있는 현재 상
황과 이전 경험을 연결시키는 유사성, 원래의 문제 상황과 친숙한 상황
사이의 유사성, 비유물과 목표대상 간의 유사성의 세부 요소를 드러내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일상경험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2.2.1.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에 대한 선행연구
과학교육 분야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논문은 찾
아보기 어렵다. 다만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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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을 연관 짓는 논의는 크게 과학개념 습득에 관한 연구와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과학개념 습득에 관한 연구들은 학생
의 대안개념 형성과 일상생활에서 얻은 지식을 연결 짓고 이에 대한 해
결책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
구들은 학생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고 일
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과학수업
에서 나타나는 일상경험 도입실태를 조사하는 것과 같이 교육실천 모습
을 분석한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과학교육 분야에서 수행된
일상생활 관련 연구들을 과학개념습득, 사회문화적 환경, 교실실천모습과
관련된 연구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일상생활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
과학개념습득에 관한 연구들 중에는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들을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고 일상적 상황이 과학
개념습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노금자와

김효남(1996),

홍미영과

박윤배(1995),

Reif

&

Larkin(1991), Song & Black(1992) 등의 연구들이 있다. 이 연구들은 각각
과제 상황과 문제 상황을 과학적,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Reif

&

Larkin(1991)의

연구는

학생들이

일상적

지식영역(everyday

knowledge domain)과 과학적 지식영역(scientific knowledge domain)의 차이
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학습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Reif & Larkin(1991)이 제시한 일상적 지식영역과 과학적 지식영역 사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 지식영역의 핵심 목표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 반면, 과학적 지식 영역의 목표는 최적의 예측과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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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영역은 약간의 추론과 받아들일 만한 다양한
전제들이 필요하고, 과학영역은 상당히 명확하고 구체화된 전제들이 필
요하며 논리적이고 포괄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일상영역에
서 지식습득은 타인이나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습득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
다. 그러나 과학영역에서는 일상영역과는 반대로 관찰 가능한 현상을 예
측하고 설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야 한다. Reif & Larkin(1991)은 이
연구에서 학생이 과학학습을 어려워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학의 목표
를 명시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 과학과 일상지식 영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을 주장하였다.
일상경험을 과학학습의 장벽으로 본 Garrison & Bentley(1990)는 학생들
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개념충돌과 사전지식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일상경험에 의존하면 과학교육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경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과학개념을 습득하는 것이 불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Georgiou & Sharma(2012)는 호주의 대학교 1학년 학생 598명의 열개념
을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그
들의 일상경험에 기반하여 응답하였다. Cobern et al., (1999) 역시 미국의 9
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자연’에 관하여 묻는 면담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학생들은 학교에서 배운 과학지식을 사용하기보다 개인적인 경험을
자연에 대한 개념과 연결 지었다. 이 두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개
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일상경험은 큰 역할을 한다.
학생개념 조사 수준의 연구를 넘어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계하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Wiser & Amin(2001)는 학생의 열개념을 ‘일상개념화
(everyday conceptualization)’와 ‘일상의 열(everyday heat)’이라고 부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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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존재론적

변화(ontological

change)를

접목한

메타개념교육

(metaconceptual teaching)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메타개념교육을 통해
과학의 열(science heat)과 일상의 열의 차이를 드러내고 이 두 열이 서로
양립될 수 있으며 일관된 하나의 설명으로 통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상경험을 학생과 과학학습으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는 Garrison &
Bentley(1990)의 주장과 달리 Enghag et al.(200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소
집단 활동을 하게 하고 일상경험이 물리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 연구하였다. 학생들은 집단 토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일상경험과 관
련된 진술을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물리 개념을 사용하는 대화로
바뀌어 감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생들은 경험에 기반한 논의 후에 물리
추론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들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과학
학습에 있어 개인에게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
앞서 과학개념 습득과 관련된 연구들은 보통 ‘ 과학적 ’ 이라는 용어를
합리성, 정확성, 객관성, 타당성과 관련된 것으로 여기고, ‘ 일상 ’ 이라는
용어는 즉흥성, 애매성, 비공식, 참여, 주관성과 같이 반대 성질을 나타내
는 데 사용하였다. 이들은 과학적 활동과 일상적 활동 사이의 차이를 제
시함으로써 과학과 일상을 양분하고, 과학적인 것을 특권을 가진 존재로
보이게 한다(Warren et al., 2001). 그러나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이분법적인 관점을 비판한다.
과학학습을 학생의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관한 연구로는 Oloruntegbe & Ikpe(2011), Siry et
al.(2012), Warren et al.(2001)이 있다. 먼저 Oloruntegbe & Ikpe(2011)는 학생
들이 과학을 실제 생활 경험으로 여기지 않으면 과학을 배우는 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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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경험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고 믿었다. 학생은 교과내용과 일상생
활을 관련지을 수 있어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학습을 하는 동안
이러한 연결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
을 기반으로 그들은 교사가 화학 수업시간에 일상생활 용어, 예 등을 사
용하여 설명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허드렛일이나 가정에서의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은 가사 일을 돕지 않기 때문에 일상경험
이 많지 않았다. 교사들은 화학개념을 가르칠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사용하지 않았고 많은 교사들이 맥락기반 학습이 학생들을 산만하
게 만든다고 우려하였다. 교사들은 일상생활과 실제로 연계된 실험실 활
동에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평가 중심 교육과정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교 과학과 실제 생활을 연결시
키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낮은 경제적 지위에 있는 학
생의 경우 가사일에 더 많이 참여하지만 이것을 화학수업에 전이시키는
능력이 부족하고 고소득층 학생들은 가사일을 돕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Oloruntegbe & Ikpe(2011)는 교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 교사가 학교 수업과 가정의 예를 연결시킬 수 있
다면 학생들은 가정에서 겪는 일에서 과학을 배울 수 있다. 둘째, 교사는
가정에서의 경험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데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더 분명하게 두 경험 사이의 연결을 알고, 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습해야 한다.
Warren et al.(2001)는 언어, 경제적, 민족적으로 이질적인 교실에서의 과
학학습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학생의 배경에 따라 과학학습이 달라지므로 교사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내용을 도입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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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실천모습을 분석한 연구
최근 과학과 교육과정들은 학생과 밀접해지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일
환으로 음식, 음료, 건강과 같은 주제를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관련짓기 위해 노력해왔다(Mayoh & Knutton,
1997). 이러한 교육과정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는지 과학수업에서 나타나
는 일상경험 도입 실태를 조사하고 교육실천 모습 분석한 연구들이 등장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Kasanda et al.(2005), Koosimile(2004),
Mayoh & Knutton(1997), Rivet & Krajcik(2008), Sikoyo & Jacklin(2009),
Upadhyay(2005) 등의 연구가 있다.
먼저 Mayoh & Knutton(1997)는 12명의 영국 과학교사가 학생들의 학교
밖 경험 혹은 일상경험을 그들의 과학수업에 사용하는 방식을 연구하였
다. 이를 위하여 교실수업 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과학수업에서
사용된 학교밖 경험과 관련된 일화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표 2.1 참고).
이 분류체계는 Kasanda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사용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교과용도서 분석틀을 구성하는 데 참고하였다.
Kasanda et al.(2005)의 연구는 나미비아(Namibia)에 있는 6개 학교 12명
의 교사가 가르치는 2, 3학년 과학수업에서 학교밖 일상 맥락의 사용 현
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교 3학년 과학수업보다 2학년에서 일상
맥락이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수준의 차이는 교과서에 의한 것이
었다. Koosimile(2004)도 Kasanda et al.(2005)의 연구처럼 보츠와나(Botswana)
에 있는 학교에서 과학수업을 관찰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밖 경험 도입
실태와 문제를 확인하였다. 보츠와나의 과학교육과정은 학교밖 경험을
관련지어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명시해두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과학개념을 가르치는 것을 경험을 도입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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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준비부족으로 인해 학교밖 경험을 다루도록 한 교육과정의 상
대적 장점은 약화되었다.

표 2.1 학교 수업에서 학교밖 경험에 대한 일화 분류체계
1.

대중매체에 대해 언급하기

2.

개인적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자기 이야기

3.

일반적인 학교밖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 개인적 경험과 달리 특정 개인이나 특정 상황과 관련되지
않음, 먹는 것,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 요리, 운동 등

4.

특수한 학교밖 경험에 대해 언급하기
: 아주 드문 사건, 어떤 학생에게는 친숙하지만 직접 경험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관목, 프라이팬, 집에 불이 난 경우, 영국
아이들이 지진이나 화산폭발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많은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텔레비전뉴스나
드라마를 통해 이해하고 지식을 얻었을 것임.

5.

일상적 물품에 관해 언급하기
: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흔한 물건들, 목욕용품

6.

학교밖 경험으로부터 온 이미지와 관련된 에피소드
: 비디오 본 후 과거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급, 방화용 모포와
관련된 평가지

7.

일상지식

8.

일상단어

9.

일상경험에 기반한 유추와 비유

10. 교실활동에 일상맥락 사용하기 (역할놀이, 토의)
11.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는 에피소드
12.

산업과 관련된 에피소드

Sikoyo & Jacklin(2009)의 연구는 우간다에 있는 8개 초등학교 16명의
교사들이 학교과학과 일상지식 사이의 경계를 다루는 방식을 조사하였다.
우간다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과학 내용지식과 일상 지식을 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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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츠와나의 경우와 유사하다. 높은 학업 성
취를 보이는 학교에서 교사는 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일상 지식을 사용한
다. 성취가 높은 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두 담화의 경계를 강하게 유지
한다. 그러나 학생들의 일상 지식을 학교 과학지식에 부합되는 교육자원
으로서 활용한다. 반면 낮은 성취 수준을 보이는 학교의 교사는 더 자주
일상경험을 언급하지만 그 목적이 일상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 상황에 과학을 적용하는 데 있다.
과학수업을 맥락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학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기
폭제로서, 과학학습에서 중요하다(Rivet & Krajcik, 2008). 과학수업을 맥락
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전지식과 일상경험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Rivet & Krajcik(2008)는 수업을 맥락화할 수 있는 수업 모형으로 프로젝
트 기반 교육을 제안하였다. 2개의 중학교 8학년 과학 교실을 관찰하고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학생들의 결과물을 수집하여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이 학생들
의 과학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의 삶과 차이가 있다면,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의 경험의 맥락에서 일어나야 한다(Upadhyay, 2005). 그러나 대부분
의 교실 환경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 환경과 다르다. 이에 Upadhyay(2005)
는 LiFE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의 사례를 분석하였
다. 학생들은 수업에 그들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을 가져왔다. the
Linking Food and the Environment(LiFE)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 생활과 과학학습을 관련시킬 수 있었고, 과학개념을 더 잘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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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Vygotsky의 과학적 개념 발달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과학적 개념과 일상개념에 대한 Vygotsky의 관점에 연구의 기저를 두
고 학생의 과학학습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Varelas et
al.(2008)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과학학습을 위해 피해야 하는
골칫거리가 아니라, 과학학습 과정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자산으로 보
았다. 연구자들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이 공기가 든 주머니, 면도용
크림과 같은 대상들의 물질의 상태에 대해 논쟁하는 과학수업을 관찰하
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물질의 상태에 대한 네 가지 추론 방식(가시
적 특성, 원형, 일상적 기능, 분리과정)을 사용하였다.
Fleer(2009)는 유치원생들의 놀이 상황을 관찰하면서 일상개념과 과학
적 개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는 놀이가 일상개념
의 형성뿐만 아니라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고,
일상개념과 과학개념이 얽혀있는 개념적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또한 어린이의 일상경험과 과학적 조사활동을 함께 연결 짓는 교
육적 중재를 할 때 과학개념형성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Ben-Zvi Assaraf et al.(2012)는 자연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두 지
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항목배열기법(repertory grid technique)과 그림
그리기, 면담을 통해 물의 순환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학생들이 같은 과학개념에 노출되어도 매우 다른 직접 경험
을 하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학생의 자발적 개념이 유사하지 않고, 과학
개념에 대한 정신모형 형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2.3. Dewey의 경험론과 관련된 과학교육 선행연구
과학교육에서 Dewey의 경험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한 논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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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기 어렵다. Dewey에 대해 언급한 논문의 대부분은 Dewey의 ‘경험’
을 체험활동(hands-on activity)이나 학교밖 과학학습 활동(out-of-school
learning activity), 프로젝트 학습, 도제교육과 같은 교육방식을 제안하고
직접 경험을 통한 학습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Wong et al., 2001). 그러나 Dewey의 ‘경험’이라는 개념은 학생의 직접적
인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Dewey가 교육에서 직접 경험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Wong et al.(2001)는 Dewey의
‘경험’, ‘교변작용’, ‘하나의 경험’, ‘교육적 경험’ 등에 대한 관점을 재조명
하고 ‘참여’와 ‘아이디어’를 통한 과학학습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많은
교육학자들이 Dewey의 경험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하면서 경험의 능
동적 측면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비판하였으며 아이디어 기반 교육(ideasbased teaching)이 과학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ewey의 교육적 경험에 기반한 연구로 Howes(2008)의 연구가 있다.
Howes는 미국 동부에 있는 학교에서 교실 참여관찰,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교사들이 과학수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
다. Howes는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작은 동물(달팽이, 개미, 나비)
을 활용하여 과학수업을 하고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작은 동물에 대한 관찰이 과학탐구과정(특히 관찰)을 가르치는 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관찰경험을 Dewey의 교육
적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작은 동물을 보는 것이 교육적 잠재력
을 가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생간의 상호작용이 일어
나고, 탐구과정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사례가 학
생의 과학학습을 격려하고 실제 세계의 과학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탐구
과정과 관련된 능력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의 한 예가 될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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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ey의 경험론과 미학(aesthetics)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교육을 실시하
자는 전환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고 있
다 (e.g. Girod & Wong, 2002; Pugh et al., 2010). 전환교육에 대한 연구로
Girod & Wong(2002)은 지질학을 배운 4학년 학생들이 암석을 다르게 인
지하는 사례를 보여주었고, Pugh(2002)는 자연선택과 적응에 대한 과학개
념을 학습하는 것이 일상의 학교밖 경험을 변형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Pugh et al. (2010)은 전환경험(transformative experience)
이 개념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2.3. 교육과정에 나타난 일상생활과의 연계 및 열개념 지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1945년에 미군정이 발표한 국민학교와 중등학교
교과편제 및 시간배당으로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여러 차례에 걸
쳐 개정·변화되었다(김헌수, 2012). 여기에서는 정부수립 후 교육법에 근
거하여 개발된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과학수업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배우고 있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초등학교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목표와 내용을 일상생활 연계 및 열개념과 관
련하여 살펴보았다.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은 Dewey를 필두로 하는 진보주의 교육
관과 생활경험중심교육의 영향을 받아 일상생활과 연계된 과학교육을 강
조하였다(김헌수, 2012; 허강 등, 2000). 1차 교육과정의 국민학교 자연과
교육과정은 자연과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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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이것을 정확히 관찰하고 실험하고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해결한 후 이것을 생활화하는데
있을 것이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4.

2차 교육과정은 그 머리말에서 ‘생활중심 교육과정’ 또는 ‘경험중심 교
육과정’이라 부른다고 명시하였으며, “사물 현상이 우리 생활과 깊은 관
계를 맺고 있음을 이해”, “생활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 “생활에 응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교육과정의 목표로 제시하였다(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으
로의 변모를 꾀하였고 이로부터 4차 교육과정과 5차 교육과정까지 일상
생활과의 연계를 교육과정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과학교육을 실시하도록 자연과
교육과정의 성격, 목표, 지도 방법에 그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연과
의 성격을 제시한 부분에서 “자연과의 내용은 과학의 주요 개념이 학습
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다루어지도록”(국가교육과
정 정보센터, 2013)이라고 제시하였으며, “생활 주변의 소재를 활용함으로
써 과학과 생활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연 시간에 학습한 것을 일상생
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고 지도 방법
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학생의 경험을 과학학습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라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7차 교육과정과 2007 및 2009 개정 교육
과정에까지 계속 이어져왔다. 7차 교육과정은 수요자 중심∙학생중심을 표
방하면서 “실생활 문제를 학습의 소재로 활용”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누리집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원문 및 해설서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누리집(http://www.ncic.re.kr)의 교육과정 자료를 참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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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하고, 학습 내용과 탐구 능력 등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하
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과학의 기본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친근한 상황 속에서 지도하고”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학습한 지식과 탐구 방법을 일상생활이나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하게 하였다. 앞
서 제시한 교육과정의 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199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과
학과 교육과정은 학생의 과학학습을 일상생활의 맥락 하에서 학습자의
경험과 연계하여 지도하고자 노력하고 지향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일상생활 연계 및 열개념 지도 정리 내용
기별

기간

기반 교육사조

일상생활
열개념
과의 연계 지도 학년

제1차

1954~1963

교과중심

○

4

제2차

1963~1973

생활∙경험 중심

○

4, 5

제3차

1973~1981

학문중심

제4차

1981~1988

4

제5차

1988~1992

4

제6차

1992~1997

제7차

1997~2007

2007 개정
2009 개정

3

○

4

○

4

2007~2009

○

4

2009~

○

5~6학년군

학생중심

표 2.2와 같이 열개념 지도 학년은 여러 차례 계속된 교육과정의 변천
에도 불구하고 1차~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 대부분 4학년에서 이루어졌
다. 다만, 학문에 내재해 있는 지식을 구조화하도록 강조하는 3차 교육과
정의 경우 열개념을 3학년에게 지도하도록 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군으로의 변화와 함께 5~6학년군에서 열과 온도를 함께 지도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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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었다. 초등학생에게 가르치고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열개념은 보통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과 열에 의한 부피 변화 정도의 수준이었다. 1차
교육과정에서는 열의 전도와 불 쓰는 법이 지도내용이었으며, 2차 교육과
정에서는 4학년에서 열에 의한 부피 변화를 가르치고 5학년에서 열의 전
도, 대류, 복사를 가르쳤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대류와 복사 내용을
7~9학년군 ‘열과 우리생활’에서 다루고, 5~6학년 군에서 열의 전도에 대
해 다루도록 개정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열개념에 대한 지도 수
준이 하향 조정되기 전까지 3차 교육과정부터 2007개정 교육과정까지 초
등학생에게 지도해야 하는 열개념의 수준은 대부분 열의 이동(전도, 대
류, 복사)과 열에 의한 부피 변화 정도였다.
열개념에 대한 지도 목표를 살펴보면, 1차 교육과정과 2차 교육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 불과 열을 합리적
으로 쓸 수 있게 한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일상생활에서 쓰
이는 열, 전기, 기계와 연모에 대해 흥미를 갖고, 그들의 기초 원리와 이
용을 이해하게 한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즉, 두 교육과정은
과학학습 내용의 일상생활 이용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부터 열개념에 대한 교육과정 목표는 학습내용
과 일상생활을 연결시키는 데 관심을 두었다. 예를 들어 7차 교육과정
학년별 성취기준은 “실생활에서 열에 의한 물체의 부피 변화가 이용되는
예를 찾는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 2007 개정 교육과정 학년별
내용은 “실생활에서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의 예를 찾을 수 있다.” (국가
교육과정 정보센터, 2013)라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열개념에 대한 지
도는 교육과정이 변천하면서 과학개념의 일상생활 이용에서 일상생활과
의 연결로 그 방향이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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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어린이를 위한 과학교육
2.4.1. 과학학습과 관련된 어린이의 특징
아동 혹은 어린이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신생아와 청소년기 사이의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인간’이며, 대부분의 성인들도 아동기를 성인
이 되기 위해 기다리며 준비하는 변화의 시기 정도로 생각한다(Wilson,
2008). 그러나 어린이들은 형식교육을 받기 전부터 지식을 형성하며, 이
것은 과학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Driver et al., 1993a). 어린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과학개념, 과학에 대한 관점, 학문으로서의 과학에서 사용되
는 여러 단어의 의미를 형성하고 발달시킨다(Osborne et al., 1983).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어린이의 과학개념은 후속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자
원이자 장벽이다(Duschl et al., 2007). 또한 초등과학은 과학에 대한 어린이
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가 그들의 자연스
러운 호기심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Murphy et al, 2012). 따라
서 이 시기는 과학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과학교육
에서 참고해야 할 어린이들의 발달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Wassermann & Ivany, 1996).
• 모든 어린이는 각각 과학학습 능력과 학습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 어린이는 학습 과제와 그들의 삶의 경험을 연결시킨다.
• 어린이는 자연스럽게 남과 어울리기 좋아한다.
• 어린이는 학습자로서, 한 개인으로서 자아에 대한 독특한 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차이가 뚜렷하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개념을 형성하고 자료를 모을 때 직접 경험
을 필요로 하며 행위지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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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의 차이는 과학을 잘 하거나 좋아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싶어한다.
• 어린이는 주변 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싶어하며 그들이 이미 알고 있
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 요즘 어린이들은 여러 감각이 관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 텔레비전,
컴퓨터 게임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낸다.
• 많은 어린이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전쟁, 폭력, 죽음 등에 대해 두
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걱정한다.

어린이의 과학학습에 대한 이해와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대안개념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어린이들이 과학수업 내용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과학자나 교사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대안
개념을 형성한다고 보고하였다(e.g. Erickson, 1979; Osborne, 1983). 어린이
과학(children’s science)과 과학자의 과학(scientist’s science) 간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Osborne et al., 1983).
• 과학자와 달리 과학개념은 어린이의 경험 밖에 존재한다.
• 어린이들은 추상적 추론을 하기 어려워하며 자기 중심적 또는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본다.
• 일상경험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개체와 구성물만을 고려한다.
• 과학자는 일관성 있는 이론에 관심을 두는 반면 어린이는 친숙한 세
계에서 발생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단순하고 실용적인 설명에 관심
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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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ert et al.(1982)는 어린이 과학의 5가지 양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과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이 일상언어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
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는 과학용어를 일상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이해한다.

•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

관찰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

물체가 인간이나 동물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

물체가 특정 물리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도 어린이의 과학개념은 지각에 기반하고 상황의존적이다. 어
린이는 주어진 과학적 상황의 제한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며 정상 상태
보다는 변화에 주목하고 세분화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포괄적인 개
념을 형성한다(Driver et al., 1993b).
앞서 언급한 어린이의 특징들은 학생이 대안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대안개념을 극복하고 개념적 틀의 핵심적 변화
는 일으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친숙한 개념 틀을 깨고 지식 체계를 재
조직해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어렵다(Duschl et al., 2007). 어린이의 과
학개념 변화와 관련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어린이들이 스스로 일상의 사회적 언어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끊임
없이 자연 세계를 이해하며 자신만의 과학개념을 형성하고, 이것이
다시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에 대안 개념을 바꾸는 일은 매우 어렵다
(Osborne & Freyberg, 1985; Scott et al., 2007).
• 개념 발달은 다양한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다. 어떤 개념 변화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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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의 일상경험의 결과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개념 변화는 교
사와 학생의 의도적인 노력이 요구되기도 한다(Duschl et al., 2007).
• 어린이의 지식 변화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반드시 선형으로 향상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이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Duschl et al., 2007).

이러한 특징을 갖는 어린이를 교육할 교사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Osborne & Freyberg(1985)는 초등학교 과학교
사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초등학교 과학교사는 동기부여자
(motivator)와 안내자(guide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 두 역할은 가장
일반적인 교사의 역할에 해당하며 과학이 아닌 타 교과에서도 요구되는
역할이다. 학습자의 사전지식은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
는 학습자의 생각을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단자(diagnostician)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효과적 학습환경을 창조하기 위한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개혁자(innovator), 다양한 시기에 교수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실험가(experimenter)의 역할도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이에 대해 연구하
며 그 결과를 다른 교사와 공유하는 연구자(researcher)로서의 역할이 있
다(Osborne & Freyberg, 1985).

2.4.2. 초등학생의 열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열개념은 다른 과학개념과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반직관적이기 때문
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Liu, 2011). 특히 열과 온도에 대한 개념은
일상경험에 근거를 두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형성된다(Başer, 2006). 이에
열개념을 조사한 연구들은 어린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
었다. 여기서는 초등학생의 열개념을 다룬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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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kson(1979)은 6-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연구를 하고 12
세 학생 10명을 면담하여 초등학생들이 열을 공기와 같은 물질이면서 뜨
거운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냉을 열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열과 온도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사
하였다.
보통 2~3세(우리나라 3~4세)부터 어린이들은 ‘열’이나 ‘뜨거움’과 같은
단어를 인식하고 사용하며, 5~6세부터는 뜨거운 물체가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물체와 뜨거운 것을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8~9세부터는 ‘뜨거
운 상태’라는 표현으로 ‘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며 물체가 차
갑거나 뜨거운 것이 각각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것
으로, 뜨거운 것에서 차가운 것으로 이어지는 연속적 특성이라고 생각한
다(Erickson & Tiberghien, 1993).
Gönen & Kocakaya (2010)는 11-12세(6학년)와 14-15세(8학년) 학생 342명
을 비교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열과 온도에 대한 대안개념을 가
지고 있으며 과학교육에서 요구하는 개념 지식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적
절하게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그 외에도 학생들
은 열을 살아있는 대상이나 물체의 뜨거운 정도 등으로 생각하고, 냉기
가 물체를 차갑게 한다고 생각하였다(Driver et al., 1993b)

Erickson & Tiberghien (1993)은 열전달(전도, 대류)과 관련된 기제에 대해
어린이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를 뜨겁게 만
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열이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 금속이 나무나 플라스틱 물체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현상은 금속
이 열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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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는 약하기 때문에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금속은 강하기 때문에
가장

느리게 뜨거워진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힘

혹은 내구력

(strengths)’에 대한 관점 때문에 단열과 관련된 설명에 혼란을 겪는
다.
• 학생들은 대류 현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열이 전달되는 다른 방식을
제시하거나 열이 직접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약하면, 어린이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열이 이동하는 것은
인식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직관적이며 대부분의 설
명은 열을 물질로 여기기 때문에 발생한다(Erickson & Tiberghien, 1993).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초등학생의 열개념 조사 연구로는 권성기와 김
익진(2003), 최행숙 등(2001), Paik et al.(2007)이 있다. 이 세 연구는 세
부적으로 열과 온도의 정의, 열평형, 열의 이동방향, 전도와 단열 등에
대한 초등학생의 개념을 조사하였다. 권성기와 김익진(2003)과 최행숙
등(2001)은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aik et
al.(2007)은 4~11세(유치원생, 초등학생)어린이 154명과 면담을 실시하
였다. 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우리나라 어린이의 열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 열을 물질이나 열량으로 보는 개념이 주를 이루지만 학년이 올라갈
수록 운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 온도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 없이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수로
생각하거나 열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 연령에 따라 열평형과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다.
• 열과 온도에 대한 개념은 상황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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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선행연구 및 교육과정
그리고 어린이의 과학학습과 열개념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지금까지 살
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개인의 과
학개념을 형성하며 과학을 학습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과학학습을
위한 출발점이자 디딤돌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일
상경험과 과학학습의 연결을 경험적 자료에 기반하여 드러내는 실제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 그 역할과 특징을 밝
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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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1: (개인적 측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체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

연구 1은 초등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 특징은 어떠한지 탐색해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
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였다.

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학습자는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면
서 지식을 구성한다. 이때 각 개인은 선개념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
하며, 이 선개념은 과학학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Ausubel, 1968).

학

생의 선개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과거
의 경험이다(강경희와 이선경, 2001; Park, 2007; Posner et al., 1982). 따라서
학생이 과학학습을 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과학개념과 어떻게 연결
시키는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과학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생에게 있어 과학과 관련된 과거경
험은 학교경험보다 일상경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따
라서 초등학생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이나 과학 현상과 어떻게
연결 짓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의 일상경험과 선개
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는 꾸준히 이어 왔으나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은 일상
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이 어떠한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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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관계를 맺는지, 일상경험의 역할은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이
를 위해 열과 관련된 4개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문제를 풀게 하였으며,
응답 분석 후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의 도입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살
펴보았다.

3.2. 연구 방법
3.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 경남, 부산 지역에 소재한 4개의 초등학교에 재
학중인 4학년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
의 학교별, 성별 분포는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 1의 조사 대상 학생 인원(명)
E초교

F초교

G초교

H초교

계

남

57

20

33

25

135

여

52

36

39

36

163

계

109

56

72

61

298

설문 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하기 위하여, 각 학교의 담임 교
사로부터 학생 실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지역
환경은 표 3.2와 같다.
E초교는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에 위치해 있다. 이 학교는 아파트 단
지 내에 있는 학교로 재학생의 대부분이 해당 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
고 있어 생활 환경이나 경제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아파트 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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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면 바로 논과 밭, 바다 등이 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는 학부모
는 거의 없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 학생 실태에 따르면 수학이나
국어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며, 방과후 1~2개 정도의 학원을 수강
하고 있다.
F초교는 행정구역상 M시에 속해있으나 면 지역에 위치해 있다. 학교
주변은 일부 주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역이
다. 재학생들은 학교버스나 시내 버스를 이용하여 등교하며 주변 여러
‘리’에서 살고 있다. E초교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이 아니다.
G초교는 서울시 G구의 부촌(아파트 단지)과 재개발지역이 혼재되어 있
는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내 학생 실태에 따르면
이 학교 4학년 학생들은 수학에 관심이 많고 우수아가 많은 편이나, 학
력의 개인차도 비교적 큰 편이다. 또한 고학력 학부모가 많고 교육적 요
구와 참여도도 높은 편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H초교는 부산시 Y구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은 단독주택으로 둘러싸여
있다. 교육과정 학생 실태에 따르면, 기초 학습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
으며 방과후에 대부분 2-3개의 학원을 수강하고 있다.

표 3.2 (연구 1)참여 학교의 지역 환경
E초교

F초교

G초교

H초교

행정구역

경기 S시

경남 M시

서울 G구

부산 Y구

도시규모

도농복합도시

면 지역

대도시

대도시

설문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4학년 2학기 ‘3. 열전달과 우리
생활’ 단원을 학습하기 3개월 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열 현
상 이해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체험된 일상경험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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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열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
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열개념에 대해 직접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물을 끓이거나 얼음을 녹이는 등의 실험활동을
학교에서 하고, 열에 의한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 배운 학생을 그 대상으
로 하였다. 따라서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원에 대한 수업
을 듣고, 4학년 2학기 ‘열전달과 우리 생활’을 배우기 전에 설문을 실시
하였다.

3.2.2. 설문 문항 제작
(1)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
본 연구는 설문지에 학생이 응답하는 방식을 통하여 자료를 조사하였
다. 사용된 설문지의 개발 과정은 그림 3.1과 같다. 실제로 연구 1은 연
구 2가 실시된 이후에 자료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연구 1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2의 결과를 재분석하였기 때문에 연구 제시 순서는 연구
1에서 2의 순으로 하였다. 연구 1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연구 2에서 사용
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연구 1의 설문지 개발 과정을
연구 2의 질문지 개발과정과 함께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2의 질문지를 제작하면서 먼저, 열에 대한 학생의 대안개념을 조
사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생의 열개념에 대해 정리하여 질문을 제
작하였다. 초등학생의 열개념을 묻는 선행연구들(권성기와 김익진, 2003;
최행숙 등, 2001; Erickson, 1979; Paik et al., 2007)은 주로 열과 온도의 정의,
열평형, 열의 이동방향, 전도, 대류와 단열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대부분과 2007 개정 교육과정 교과용도서
(2013년 현재 4학년이 사용 중)는 4학년 학생들에게 열전달(전도, 대류,
복사) 및 열에 의한 부피 변화를 학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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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2의 질문지는 선행연구와 교육과정 내용을 바탕으로 열전달(전도, 대
류, 복사)과 단열, 열평형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표 4.3; 부록 6 참
고).

그림 3.1 연구 1과 2의 문항 제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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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지 소재의 대부분은
2007 개정 교육과정(초등 과학과)과 초등 과학교과서 4학년 2학기 ‘3. 열
전달과 우리 생활’에서 추출하였다. 개발된 질문을 학업성취도 중위권의
4학년 학생 3명에게 보여주고, 면담을 통해 질문의 수준과 단어의 적절
성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등교사 1인과 과학교육전문가 2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렇게 수정∙보완한 검사도구를 연구 2에서
사용하였다.
연구 1의 설문지는 크게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부분과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2 참고). 특히 첫 번째 부분은 세부적으
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과 열 현상에 대한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경험을 상기해 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은 연구 2에서 사용
된 질문들 중에서 실험의 소재와 문제의 상황이 다른 3개의 질문을 선정
하였다. Erickson & Tiberghien (1993)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열의 이동과
열전달의 빠르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나 단열이나 대류 현상을 설
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특히 냉기가 있다거나, 온도가 다
른 두 물체가 반드시 열평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양털
과 같은 소재는 물체를 따뜻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Yeo &
Zadnik, 2001). 또한 추상적 추론을 어려워한다(Osborne et al., 1983). 이에
연구 1은 연구 2의 질문지 중에서 단열, 고체에서의 열전달, 열평형에 대
해 묻는 문항을 선택하였다. 또한 문항의 상황에 따라 응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남윤경 등, 2004), Reif & Larkin (1991), Song & Black (1992)의
상황구분 방법에 따라 문항 내에 과학 실험이나 과학수업 등에서 접할
수 있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일상적 상황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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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각각 다르게 제시된 문항을 선택하였다.
과학적 상황이면서 유사한 학교실험과 일상경험이 있을 수 있는 문항,
대류에 대해 묻는 문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의 실험활동과 4학년 2학기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내용
을 접목한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총 4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의 선택지는 연구 2에서 실시한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이 응답한 내
용과 담화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지를
제작할 경우 학생들의 실제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Aikenhead
& Ryan, 1992).
개발된 설문지는 학업성취도 상위권과 중위권의 4학년 학생 2명에게
보여주고, 답을 작성하게 한 후 면담을 통해 질문의 수준과 단어의 적절
성 등을 확인하여 설문지를 1차 수정하였다. 수정을 마친 설문지는 1차
수정 과정에 참여하였던 2명의 학생과 학업성취도 하위권 학생 1명에게
다시 투입하여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차 수정을 거친 설문지는 초등교사 3인과 과학교육전문가 5
인으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타당도는 5점 척도로 초등교사
4.53, 과학교육전문가 4.33이었다. 그러나 다시 과학교육전문가 1인으로부
터 학생 실태에 관한 문항을 첨가할 것을 제안 받아, 문항을 첨가하였고
초등교사 3인과 과학교육전문가 3인으로부터 첨가된 문항만 내용타당도
검증을 다시 받았다(설문지 제작 과정은 그림 3.1 참고) 첨가된 문항에
대한 타당도는 5점 척도로 초등교사 5.00, 과학교육전문가 4.41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된 설문지는 부록 1에 실려 있으며, 설문지의
구조는 그림 3.2와 같다. 먼저 ‘열’과 관련된 학생들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였다. 문항 1-1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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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항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상소재
인 얼음과 솜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또한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원 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얼음 녹이기)이기도 하다. 문항 2-1은
연구 1에서 새로 첨가된 문항으로서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비커와 알코올램프처럼 과학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단
원의 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이다. 또한 학생들이 가정에서 유사한 경험
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다. 문항 3-1은 고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과학 실험상황이고, 일상소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흔히 사
용하지는 않는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4-1은 고체의 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소재
이면서 3학년때 학교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와 경험할 수 없는 소재가
혼합되어 있다.
이해를 묻는 문항에 이어서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응답
이유)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답을 선택하였는지 확인
하였다. 또한 해당 문항에 응답하게 된 근거(정보의 출처)를 조사하여 경
험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학생의 경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해당 문항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경험에 대해 질문하고 그 경험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학생에게 경험을 그리게 한 이유는 그
리기(drawing)를 통해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는 방법이 설문이나 면담에
서 얻을 수 없는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다(Ben-Zvi Assaraf et al., 2012;
Finson, 2002).
설문지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생
각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예:
문항 1-1)을 제시한 후, 응답 이유(문항 1-2)와 응답 근거(문항 1-3)를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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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인
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후에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경험의 유무(문항 1-4)와 해당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에 대한 설명(문항 1-5)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
은 단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고체에서의 열전달, 열평형 문항에
서 각각 이루어졌다.

그림 3.2 연구 1의 설문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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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조사하는 문항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실태와 학생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학수업시간에 자신의 경험이 떠오른 적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지, 교사나 과학교과서는 어떠한지 등에 대
해 묻는 7개의 문항(리커트 5점 척도; 문항 5~11)을 제작하였다. 또한 학
생이 신뢰하는 근거로서 여러 경험 간의 지위를 조사하는 1개의 문항(문
항 12)도 첨가하였다. 조사 문항은 부록 1에 실려 있다.

3.2.3. 설문 조사 및 분석 방법
학생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데에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316부의 설
문지를 배부하여 100% 회수하였으나 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응답을 한
18부를 제외하고 298부를 분석하였다. 설문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
를 위해 연구 대상 중 1개반 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반
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면담자들은 14세 미만이므로 법
정대리인인 학부모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연구참여 동
의를 받았다(부록 3 참고).
문항별 응답 빈도를 구하고, 해당 응답을 한 이유와 근거를 군집화하
였다.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과 관련하여 떠오른 경험은 경험
의 발생 근원에 따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범주를 추출하였다. 설문지
분석 과정을 자세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1인이 학생 설문지
응답을 살펴보고 귀납적 분석에 의해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범주를 추출
하였으며,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독립적으로 원자료의 10%
인 30명의 설문지를 살펴본 후, 연구자와 논의에 의하여 분류기준을 확
정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분석자간의 차이를 검토·논의하여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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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명확히 한 뒤 다시 분류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수정∙확정된 분류
기준에 따라 연구자와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전문가가 각각 30명의 설문
지를 분석하고 일치도를 구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는 Kappa 계수 .955
로 상당히 높은 일치도를 보였다. 일치도를 구한 후 연구자 1인이 그 외
의 모든 응답을 다시 분류하였다.

- 59 -

3.3. 학생 응답 분석
3.3.1.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일상경험 간의 연결 특징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열 현상에 대한 이해와 그렇게
생각한 이유 및 근거,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의 유형과 그 연결 특
징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지은 경험의 유형
학생들이 열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사용하고
(문항 1-3, 2-3, 3-3, 4-3), 해당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험(문항
1-5, 2-5, 3-5, 4-5)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
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크게 일상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는

다시

Dewey(LW, 9)의 경험에 대한 구분과 같이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으로 분
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경험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가 가능하였다. 일
상경험은 학교 밖에서 학생 자신이 체험한 직접 경험과 영상매체, 타인,
책, 인터넷과 같이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여 얻은 간접 경험으로 분류
하였다. 형식교육경험에는 학교과학수업이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실험
이나 활동과 같은 직접 경험과 교사의 강의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 구분
하였다. 비형식교육경험에는 학원, 과외, 과학캠프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학생의 일상직접경험은 단순히 비의도적 체험에 의해서만 일어나
는 것이 아니었다. 열 현상 이해를 묻는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일상직접경험(문항 1-5, 2-5, 3-5, 4-5)을 학생이 의도적으로 체험했는지, 우
연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체험했는지 조사한 결과(표 3.4 참고), 비의도적
체험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의도적 체험도 있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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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을 휴지에 싸 보거나, 햇빛이 드는 곳과 아닌 곳에 얼음을 두는 등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놀이처럼 의도적으로 체험하
고 이를 통해 과학개념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경험의 유형
중 일상직접경험은 비의도적 체험과 의도적 체험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한 학생이 의도적으로 체험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소재를 이용하여 자
발적으로 탐구하고 사고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
도적 체험은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육적 기회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적 지도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표 3.3 (연구 1)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지은 경험의 유형
직접 경험

비의도적 체험

체험

의도적 체험
과학관련 방송
일반 방송

영상매체

성인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타인

일상경험
간접 경험

책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문제집)
과학관련 누리집
일반 누리집

인터넷
형식교육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비형식교육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학교과학수업(실험)
학교과학수업(강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학원)
과학캠프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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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연구 1)학생의 의도에 따른 일상직접경험 빈도(n=298)(%)
일상직접경험
문항 1-5
문항 2-5
문항 3-5
문항 4-5
비의도적 체험

123 (41.3)

146 (49.0)

92 (30.9)

88 (29.5)

의도적 체험

39 (13.1)

14 (4.7)

10 (3.4)

4 (1.3)

계

162 (54.4)

160 (53.7)

102 (34.2)

92 (30.9)

(2)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과 근거로서의 일상경험


단열에 대한 학생의 생각

‘두 개의 얼음이 따뜻한 방안에 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고, 다
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할 때, 시간이 지나면
서 두 얼음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298명 중 163명(54.7%)
은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고, 121명(40.6%)은 솜으
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고).
정답을 선택한 학생(선택지 ②)보다 오답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가 더
많았다. 특히,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는 선택지를 고른 학생
163명 중에서 151명인 92.6%의 학생이 그렇게 응답한 이유 5 로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높아진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단열과 관련된 현상
에 대해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한 것은 Yeo & Zadnik(2001)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솜이 물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을 선택한 학생 역시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
을 막기 때문’이라고 응답 이유(96명, 79.3%)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학생
들은 열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며, 냉기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Driver et al., 1993b; Erickson & Tiberghien, 1993).
5

다양한 학생의 응답 이유가 나타났으나 지면상의 이유로 응답 이유와 응답인
원에 대한 자세한 표의 내용은 부록 5에 수록하였다.

- 62 -

학생이 과학 현상 특히 단열에 대해 이와 같이 이해하게 된 근거를 조
사한 결과는 표 3.6와 같다. 총 298명의 학생 중에서 145명(48.7%)이 이
문항의 응답 근거로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했으며, 이것은 형식교육경
험의 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특히, 학생의 일상직접경험(체험)은 118
명(39.6%)으로 세부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
해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열 현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성하는 근
거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경험들에 비해 그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5 (연구 1, 문항1-1)단열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

163

54.7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121

40.6

③ 두 개의 얼음이 똑같이 녹는다.

13

4.4

④ 두 개의 얼음 모두 녹지 않는다.

0

0

⑤ 기타

1

0.3

계

298

100

*음영 표시된 선택지가 해당 문항의 정답임

학생의 응답 근거를 문항 1-1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라고 응답한 163명의 학생 중에서 79명(48.5%)은 솜
이불을 덮거나, 얼음을 손에 올려놓고 녹이는 등의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라고 응답한 121명의 학생 중에서 34명(28.1%) 또한 일상직접경험을 응
답 근거로 제시하였다. 아이스크림 봉지를 뜯지 않았을 때와 뜯었을 때
녹는 속도에 차이가 나는 것과 같이 차가운 물체를 다른 물체로 싸는 일
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어떠한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 근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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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과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열 현상에 대한 옳
거나 그른 이해가 개념형성으로 확장된다고 본다면 일상경험은 학생이
대안개념을 형성하거나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일상경험이 학생의 열 개념 형성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6 (연구 1, 문항1-3)단열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책
인터넷
형식
교육
경험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

선택지(n=298)
① ② ③ ④ ⑤
79 34 4
1
1
2
1

3
1

9

9

빈도(%)
118 (39.6)
0
1 (0.3)
5 (1.7)
2 (0.7)
0
18 (6.0)

145
(48.7)

1 (0.3)
0
0

1

과학관련 누리집

학교과학수업(실험)

17

13

2

32 (10.7)

학교과학수업(강의)

5

5

2

12 (4.0)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1
1

3

2
39
2

1
43
5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소계(%)

4 (1.3)
1 (0.3)
4

44
(14.7)
8
(2.6)

3 (1.0)
86 (28.9)
7 (2.3)
8 (2.7)

문항 1-1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
상소재인 얼음과 솜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는 물’ 단원 과학수업에서 손에 얼음을 올려놓는(얼음 녹이
기) 과학실험과 물의 상태변화에 대해 학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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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험(학교교육)을 근거로 제시한 학생은 44명(14.7%)에 불과하였으며,
선택지 ①(오답)의 경우 형식교육경험 중에서 직접 경험(실험)이 17명
(5.7%), 간접 경험(강의)이 5명(1.0%)으로 나타났다. 선택지 ②(정답)의 경
우 직접 경험(실험)이 13명(4.4%), 간접 경험(강의)이 5명(1.0%)이었다. 학
교에서 실험을 해본 소재임에도 학생들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을 접했
을 때 형식교육경험보다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형식교육경험보다 일상경험(특히, 일상직접경험)
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학생의 생각

‘물이 담긴 비커에 쇠막대를 넣은 후 알코올램프 위에 올려놓고 가열
하였다. 비커에 담긴 쇠막대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
서 298명 중 282명(94.6%)이 ‘② 쇠막대의 온도가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
간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이렇게 응답한 이유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104명, 34.9%), ‘물이 뜨거워져서 쇠가 뜨거워지니까’(100
명, 33.6%)라고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학생이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열의 이동과 열전달의 빠르기 차이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Erickson & Tiberghien (1993)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
통한다. 응답결과는 표 3.7과 같다.
표 3.8을 살펴보면 총 298명의 학생 중에서 185명(62.1%)이 자신의 일
상경험을 이 문항의 응답 근거로 제시했으며, 298명 중 149명(50.0%)은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문항 2-1은 과학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소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4. 모습을 바꾸
는 물’단원에서 물을 가열해보고, 물이 끓는 것에 대해 배웠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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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형식교육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22명 (7.4%)에 불과하였다.

표 3.7 (연구 1, 문항2-1)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다.

9

3.0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

282

94.6

③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내려간다.

4

1.3

④ 기타

2

0.7

무응답

1

0.3

계

298

100

또한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고 응답(정답)한
282명 중 144명(51.1%)은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형식교육경
험은 21명, 근거 없이 자신이 생각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62명이었다. 이
러한 결과는 문항 1-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일상경험을 가장 많이
떠올렸으며, 그 중에서도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하여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고체와 액체에서 열이 전달된다는 것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들이 일상경험을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보
아,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과학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경험들 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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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연구 1, 문항2-3)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일상경 타인
험
책
인터넷
형식
교육
경험

성인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선택지(n=298)
①
3

②
144
8
2
3
1

1
1

③
1
1

④
1

빈도(%) 소계(%)
149(50.0)
9(3.0)
2(0.7)
3(1.0)
2(0.7)
0

1

185
(62.1)

14(4.7)
1(0.3)
4(1.3)
1(0.3)

13
1
3
1

학교과학수업(실험)

18

학교과학수업(강의)

3

3(1.0)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5
2
2
62

5(1.7)
9
2(0.7)
(3.1)
2(0.7)
67(22.5)
0



4

1

19(6.4)

1

22
(7.4)

15(5.0)

고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학생의 생각

‘은박접시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프로 은박접시의
가운데를 가열한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298명 중 199명(66.8%)은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응답 결과는 표 3.9와 같다. 이 문항은 다수의 학
생들이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의 77.3%(154명)는 ‘가운데
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촛농이 가운데부터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70명
(23.5%)은 ‘①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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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연구 1, 문항3-1)고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접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

70

23.5

② 접시의
녹는다.

199

66.8

③ 접시의 모든 촛농이 동시에 똑같이 녹는다.

10

3.4

④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는다

7

2.3

⑤ 기타

7

2.3

무응답

5

1.7

계

298

100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정답(선택지 ②)을 선택한 학생들은 주로 가운데 부분을 가열하면 가
운데부터 녹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이유를 들어 가운데부
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는 오답을 선택
한 학생도 20명이 있었다.
표 3.10을 보면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해 문항 3-1에 응답을 한 학생이
121명(40.6%)인 반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86명(28.9%), 형
식교육경험 중 직접 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 15명(5.0%), 간접 경험을 근
거로 든 학생은 8명(2.7%)이었다. 이것은 단열에 대해 묻는 문항 1-1에서
근거 없이 추측한 응답이 28.9%, 고체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문항 21에서는 22.5%를 차지하고, 일상직접경험의 빈도가 근거 없이 추측한 응
답보다 더 많았던 것과는 대조된다. 세부적으로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
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 199명 중 63명(31.7%)만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고, 87명(43.8%)이 근거 없이 자신의 생
각으로 문제를 풀었다고 응답하였다. 형식교육경험은 11명에 불과했다.
‘①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 역시
17명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고, 21명은 근거가 없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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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문항 3-1이 일상소재인 초를 포함하고 있으나 초등학생
이 주로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소재이기 때문에 초와 관련된 일상경험
이 부족하고, 일상경험 이외에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를 제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문항과 관련된 근거 없이 단지 자신이 생각해
서 답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생들이 과학 현상이나 과학문항을 접하
게 되었을 때 언제나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고, 일상경험이 과학학
습이나 개념형성에 항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이 특정 과학 현상과 자신의 경험, 특히 과학 현상과 일상경
험을 관련짓는 기준이나 규칙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0 (연구 1, 문항3-3)고체 열전달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형식
교육
경험

책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인터넷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선택지(n=298)
○
1

①
17
1

②
63
7

④
2
1

1
1
3

1

2(0.7)
1(0.3)
2(0.7)
2(0.7)
10(3.4)

1
1
1

1(0.3)
1(0.3)
1(0.3)
15(5.0)

9

6

학교과학수업(강의)

2

5
3

1
21

빈도(%) 소계(%)
⑤
1 86 (28.9)
9(3.0)
1

1
1
1
7

학교과학수업(실험)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③
2

1
1
87
2

1
1

6

8(2.7)

115
(38.6)

23
(7.7)

4(1.3)

3

4

7
1(0.3)
(2.3)
2(0.7)
121 (40.6)
2(0.7)
3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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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에 대한 학생의 생각

‘보온병 안에 똑같은 종류지만 온도가 다른 두 개의 쇠토막을 붙여놓
으면 한참이 지난 후에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98명 중 60명(20.1%)의 학생만이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
로 같아진다’는 선택지 ④(정답)를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두 물체가
꼭 열평형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는 학생의 대안개념에 대해 보고
한 Yeo & Zadnik (200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응답결과는 표 3.11과
같다.
표 3.11 (연구 1, 문항4-1)열평형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분포
선택지

응답자 수(명) 응답 비율(%)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102

34.2

② 한참이 지나도 두 쇠토막의 온도는 다르다.

48

16.1

③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150℃로 같아진다.

64

21.5

④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로 같아진다.

60

20.1

⑤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50℃로 같아진다

11

3.7

⑥ 기타

7

2.3

무응답

5

1.7

계

298

100

열평형에 대해 적절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보다 그렇지 않은 학생이
더 많았으며, 특히 102명(34.2%)은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의 대부분(102명 중의 84명,
82.4%)은 보온병이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도를 유지해주기 때
문이라고 응답 이유를 밝혔다.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
다’ 라고 응답한 102명 중에서 41명(40.2%)은 보온병을 사용해봤던 일상
직접경험을 근거로 제시하였다(표 3.12 참고). 이 학생들은 해당 문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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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온도가 다른 두 쇠토막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
할 수 있는 보온병에 초점을 두고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연구 1, 문항4-3)열평형 문항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응답빈도 선택지(n=298)
경험의 유형
(일상직접경험)체험
과학관련 방송
영상
매체
일반 방송
성인
일상경 타인
험

형식
교육
경험

책

친구
형제 및 선후배
과학관련 도서
일반 도서

인터넷

교과관련 도서
과학관련 누리집

①
41
2

②
9
1

1
3

1
1
1

7

5

비형식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교육
과학캠프
경험
과학 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근거 없는 추측
기타
무응답

1
1
3

④
10
1

⑤
2
1

⑥

빈도(%) 소계(%)
74 (24.8)
5(1.7)
2(0.7)
6(2.0)
1(0.3)
1(0.3)
16(5.4)

1

1

105
(35.2)

0
0
0

학교과학수업(실험)
학교과학수업(강의)

③
12

1
1

1(0.3)

1

2(0.7)

3
(1.0)

0
2
39

22

37

33

7

5

2
0
(0.7)
2(0.7)
143 (48.0)
0
45 (15.1)

표 3.12를 보면 근거 없이 추측에 의해 문항 4-1에 응답을 한 학생이
143명(48.0%), 무응답이 45명(15.1%)인 반면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은 74명(24.8%), 형식교육경험 중 직접 경험을 근거로 든 학생 1명
(0.3%), 간접 경험 2명(0.7%)이었다. 이것은 근거 없이 추측한 응답이 일
상직접경험의 빈도보다 많았던 문항 3-1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
과는 문항 4-1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두 쇠토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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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인 학
생들은 고온의 쇠토막을 붙여놓는 상황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특히 일상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문항에서 고온의
쇠토막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풀려고 했다면, 경험 특히 일상경험으로
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경험을 근거로 하는 학생
보다 근거 없이 추측한 학생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과학 문
항 내에서 친숙하지 않은 과학적 상황과 친숙한 일상적 상황이 함께 제
시되면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학적 상황보다는 일상적 상황
에 초점을 맞추거나 다른 경험에 비해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
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이
문제의 초점을 파악한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근거 없이 추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평형 문항

105

고체열전달 문항

115

고체액체열전달 문항

121
185

단열 문항

67

145
0%

일상경험

143

형식교육경험

20%

86
40%

비형식교육경험

60%
근거없는 추측

그림 3.3 (연구 1)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응답 근거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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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기타

100%
무응답

3학년 2학기 ‘액체와 기체의 부피’ 단원에서 보온병의 원리에 대한 ‘과
학이야기’가 실려 있음에도 이를 학습하였던 형식교육경험을 근거로 제
시한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이는 앞서 문항 1-1(단열)과 문항 2-1(고체액체
에서의 열전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개념이나 과학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형식교육경험보다는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사용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은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학생의 대안개념과 과학적 개념 형성에도 일상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과학 관련 문제에 직면했을 때 형식교
육경험보다는 일상직접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지만(그림 3.3 참고), 모든
과학 현상이나 과학문항에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나 과학학습에 항상 영향
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 현상에 대해 생각
할 때 일상경험을 관련짓는 나름의 기준이나 규칙이 있고 문항의 상황에
의존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 현상이나 과학 문제를
접했을 때 자신의 일상경험을 관련짓는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3) 열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
학생들은 과학 문항을 풀 때, 자신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연결시키며,
특히 일상경험을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열 현
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기준과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
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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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연구 1)열 현상과 관련 있는 경험의 유무
문항

<단열>
문항 1-4(%)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 2-4(%)

네

206 (69.1)

208 (69.8)

141 (47.3)

106 (35.6)

아니오

91 (30.5)

89 (29.9)

153 (51.3)

187 (62.8)

무응답

1 (0.3)

1 (0.3)

4 (1.3)

5 (1.7)

계

298 (100)

298 (100)

298 (100)

298 (100)

경험유무

<고체 열전달>
문항 3-4(%)

<열평형>
문항 4-4(%)

먼저 문항 1-4, 2-4, 3-4, 4-4에서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
항 1-1, 2-1, 3-1, 4-1과 관계가 있는 자신의 경험이 있는지 각각 물었다.
문항 1-4, 2-4, 3-4, 4-4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열 문항 1-1이나 고체액체에
서의 열전달 문항 2-1과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각각
69.1%, 69.8%로, 약 70%의 학생들이 관련 있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
다. 그러나 고체에서의 열전달 문항 3-4와 열평형 문항 4-4에서는 각각
47.3%와 35.6%의 학생이 관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앞의 두 문항보
다는 적은 인원이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3 참
고). 이러한 결과는 앞의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항 3-1과 4-1이 문항
특성상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또한
학생들은 과학 현상에 일상경험을 무조건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험이 관련이 있고, 어떠한 경험은 관련이 없는지 구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4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문항 모두 열 현상과 관련있다고
학생들이 상기한 경험의 대부분이 일상경험이었으며 상대적으로 형식교
육경험과 비형식교육경험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결과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학생들이 과학 문제나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경험에 비
해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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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상경험을 근거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른 경
험에 비해 일상경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2
2

열평형 문항

103
8
12

고체열전달 문항

121
9
21

고체액체열전달 문항

182
7

단열 문항

32
171
0
비형식교육경험

50

100
형식교육경험

150

200

일상경험

그림 3.4 (연구 1)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험의 유형 분포
(연결고리의 종류)
학생들은 수많은 일상경험을 한다. 그 일상경험 중에서 학생들이 특정
과학 현상 혹은 과학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관련이 없다고 생
각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초등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
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을 추
출하여 분석하였다. 즉,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묻는 문항(1-1, 21, 3-1, 4-1)과 학생이 응답한 관련 경험(문항 1-5, 2-5, 3-5, 4-5) 사이의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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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속성(유사점)을 추출하였다.
분석한 결과,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는 총 5개의 연결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각각의 연결고리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3.14와 같다.

표 3.14 (연구 1) 연결고리의 정의 및 예
연결고리

정의

예

소재

과학 현상을 겪는 대상으로서
문항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재료

솜, 얼음(문항1-1),
쇠막대(문항2-1),
초(문항3-1)

현상

문항에서 기대되는 소재의 변화나
물리적 현상

얼음이 녹는다(문항1-1),
촛농이 녹는다(문항3-1)

감각

해당 과학 현상에서 할 수 있는
감각적 경험

차갑다(문항1-1),
손을 데었다(문항2-1),
뜨겁다(문항3-1)

물리적
조건

과학 현상에서 드러나는 대상들의
상태나 배열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

온도가 낮은 물체의 표면을
감싸놓았다(문항1-1),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붙
여 놓았다(문항4-1)

과학용어

문항의 주요 과학개념을 드러내는
용어

열의 전도(문항2-1)

그림 3.5 (연구 1)연결고리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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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제시한 일상경험을 예로 들어 각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단열 문항(문항 1-1)에서는 따뜻한 방안에 두 개의 얼음을
두었는데 그 중 하나는 솜으로 감싸고 다른 하나는 감싸지 않은 상태에
서 얼음의 변화에 대해 물었다. 한 학생은 이 문항과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하는 경험으로 “작년 추운 겨울에 집안에서 나 혼자 추워서 솜이 있는
이불을 덮었습니다.”라는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일상경험과 단열 현
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이었다. 위의 예에서
학생은 이 문항과 자신이 솜이불을 덮었던 경험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
였고, 여기서 ‘솜’은 단열 문항과 일상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
재였다. 또한 얼음이 온도가 낮고 차갑다는 것과 자신이 추웠던 감각적
경험을 연결시켰기 때문에 연결고리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열
문항에서 ‘솜으로 물체(얼음)를 싼 것’은 학생의 일상경험에서 ‘이불을
덮은 것’과 같이 어떠한 대상을 다른 물체로 감싸는 조건이 공통적이다.
따라서 ‘물리적 조건’ 연결고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학
생은 단열 문항을 보고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이 공통적인 자신의 일상
경험을 상기하였고, 세 가지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일상경험에 근거하여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예로 한 학생은 단열 문항과 관련 있는 경험으로 “며칠 전에,
밖에서, 부모님과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 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은 조금만 녹았다”를 제시하였다. 이 일상경험에서는 ‘현상’, ‘물
리적 조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포장지로 싸여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문항의 ‘물리적 조건’인 솜을 싼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연결
되며,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은 얼음이 녹는 ‘현상’과 연결된다. 이 학생
은 포장지를 뜯지 않은 아이스크림이 더 늦게 녹았던 자신의 일상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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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솜으로 싼 얼음이 더 늦게 녹는다고 응답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문항을 보고 “여기 이사오
기 전, 집에서 혼자 과학에 대한 만화책을 보다 열의 전도를 알았다”는
일상경험을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 문항
에 제시된 과학 현상은 전도와 대류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이 학생은 만화책에서 해당 문항과 관련있는 과학용어 ‘열의 전도’
에 대해 보았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따라서 이 예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결고리는 ‘과학용어’이다.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은 단열 문항
1-1에서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으며 그 이유를 “솜
으로 무엇을 덮으면 따뜻하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근거로
솜으로 된 베개를 사용한 경험을 제시하였다. 솜으로 된 베개와 단열 문
항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로 해당 문항과 자신의 경험에 공통적으
로 ‘솜’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이 사례는 학생이 단열 문항과 자신의 경
험 사이에서 연결고리 ‘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문항 21에서 이 학생은 미끄럼틀을 탔던 경험을 연결 지었는데 미끄럼틀과 쇠
막대가 뜨거워졌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담
전사본은 부록 2 참고).

I: ... 그럼 이 경험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는 것 같
았어요?
S: 여기… 여기에서 솜이 나왔으니까
(중략)
I: …미끄럼틀 타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다고 생
각했어요?
S: 미끄럼틀이 쇠로 되어있는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쇠막대가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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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변한 것처럼 쇠로 된 미끄럼틀은 햇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I: 여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쇠가 뜨거워지고 여기는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둘
다 쇠라서 그런 거에요 맞아? 아니면 여기가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S: 뜨거워졌다는…
I: 그럼 이 놀이터 미끄럼틀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어도 상관없어
요?
S: 네 뜨거워졌…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과학 문제나 과학 현상을 보고 소
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경험
을 떠올리고 이들이 관계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이렇게 상기된 일상경
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연결고리는
그림 3.5에서 제시한 것처럼 학생이 직면한 과학 현상과 그 과학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그들의 일상경험 사이에 나타나는 유사점이자 학
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이음매라 할 수 있다.

(문항별 연결고리 빈도)
그림 3.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보통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과 2-3개의 연결고리가 있는 경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총 5
개의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주로 연결시켜 사용하는지는 그림 3.7
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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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평형 문항

6

고체열전달 문항

7

15

고체액체열전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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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문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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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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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00%

연결고리 수 3

그림 3.6 (연구 1)문항별 연결고리 결합 수
단열 문항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소재와 현상을 연결고리로 하는 일상
경험을 상기하였다.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에서는 감각과 물리적 조건이
주로 나타났고, 고체 열전달 문항에서는 소재, 물리적 조건, 현상이, 열평
형 문항에서는 소재와 현상 연결고리로 연결된 일상경험을 학생들이 주
로 상기하였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문항 1-1은 솜을 이용한 단열 문제로 학생의 생
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얼음과 솜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 가능한 상태이고, 솜
을 감싸거나 두 얼음을 비교하는 등의 조건 또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
험 가능하다. 따라서 그림 3.7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다른 연결고리
에 비해 소재, 현상 연결고리가 있는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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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연구 1)문항별 연결고리 등장 빈도
문항 2-1은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쇠막대라
는 소재는 쉽게 접할 수 없지만, 젓가락이나 숟가락과 같은 비슷한 소재
는 구하기 쉬우며 물체를 담그고 끓이는 물리적 조건과 이 과정에서 겪
게 되는 감각경험은 학생이 음식을 먹거나 요리를 하는 등 생활 주변에
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감각, 물리적 조건 연결고리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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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3-1은 고체에서의 열전달을 묻는 문항으로 일상 소재인 초를 사
용하였고, 과학실 실험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항과 일상경험을 연
결 지은 대부분의 학생이 올바른 답(선택지 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가열하면 가운데부터 뜨거워지고, 초는 녹아서 가장자리 쪽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을 경험한 학생의 일상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문항에서 제시하는 ‘소재’인 ‘초’와 ‘가열한다’는 물리적
조건과 ‘녹는다’는 현상이 학생의 일상경험과 열 현상을 연결했다고 볼
수 있다.
문항 4-1은 보온병에 들어있는 쇠토막을 소재로 하여 열평형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상 소재이면서 3학년때 학교과학수업에서 배운 소재 보온병과 경험할
수 없는 소재(온도가 높은 두 쇠토막)가 혼합되어 있다. 이 문항은 문항
1-1, 2-1와는 달리 학생의 일상경험에 의해 관찰하기 어렵다. 이 문항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결고리는 ‘물리적 조건’이었다. 두
물체가 붙어있다는 물리적 조건을 인식하고 이와 유사한 일상경험을 생
각한 학생은 열평형에 적절한 응답을 할 수 있었으나 ‘소재’인 보온병에
초점을 둘 경우 온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응답(오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통해 문항의 특성에 따라 연결고리의 등장빈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그림 3.8은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일상경험과 열
현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답과 오답에 따라 분류하여 그 등장빈도를 나
타낸 것이다. 5가지의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생의 응답이 정답일 때 가장 많이 등장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때, 자신
이 가진 다양한 경험을 연결시키며, 이를 근거로 사용한다. 또한 연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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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서로 연관되게 하고 떠올리게 한다. 즉, 과학 현상과 어떠한 연결고리로
연결되는 일상경험을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
해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그림 3.8에서 제시된 결과는 5가지 연결고
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이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학생의 응답을 정답으
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용어 43
현상

143

133

물리적 조건

258

감각

120

소재

120
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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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00

150
정답

200

250

300

350

오답

그림 3.8 (연구 1)정·오답에 따른 연결고리 등장 빈도
(연결고리의 지위)
5가지의 연결고리가 갖는 지위와 특징을 비교해보면, 연결고리는 크게
문항에 제시된 과학 현상과의 관련성에 따라 직접적 연결을 하는 연결고
리(직접연결고리)와 간접적 연결을 하는 연결고리(간접연결고리)로 구분
할 수 있었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
경험을 즉각적인 수준에서 연결하는 경우와 해석적 수준에서 연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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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하였던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의 5가지 연
결고리는 모두 과학 현상과 학생이 제시한 일상경험이 직접적으로 관련
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연결고리 이외에도 과학 현상
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이 유사하다고 판단하
는 일상경험에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고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간접연결고리로 구분하였다. 간접연결고리들은 학생의 축
적된 경험이 과학 현상을 접하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고 재해석 되는 것
이다. 이러한 간접연결고리들로 본 연구에서는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을 발견할 수 있었다.
유사소재는 앞서 제시하였던 학생의 일상경험 “며칠 전에, 밖에서, 부
모님과 동생과,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 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
은 조금만 녹았다” 에서 ‘아이스크림’을 말한다. 아이스크림은 단열 문항
에서 제시된 소재는 아니었으나 온도가 낮은 물체라는 공통적 속성을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문항에서 제시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유사한 특성을 통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고 있으므로 간접적 연결로 판단하였다. 유사
현상은 촛농이 가장자리부터 녹는 것과 얼음이 가장자리부터 녹는 것이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문항 3-1)이다. 학생들은 소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 없이 문항에서 기대하는 소재의 변화나 물리적 현상이 유사하
다고 판단되는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 유사현상이라고 명
명하였다. 또한 유사 물리적 조건은 과학 현상과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
어 보이나 물리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학생이 판단한 일상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문항 4-1(열평형 문항)에서 보온병 속에 온도가 다
른 쇠토막이 붙어 있다. 이 문항을 보고 한 학생은 ‘젓가락을 붙여놓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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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젓가락에는 이상이 없었다’라고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것은 해당 과학 현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학생이 두 물체를
붙여놓은 물리적 조건을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유사
물리적 조건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림 3.6에서 직접적 연결은 실선으로 표
시된 데 비해 간접적 연결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유사
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와 기준은 학생 개인에게 있고, 이를 타인이 규정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학생은 고체와 액체
에서의 열전달 문항 2-1에서 뜨거운 물에 쇠막대를 가열하면 온도가 올
라간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렇게 생각한 근거로 어머니께서 숟가락을 소독
하려고 삶았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였다. 이 사례는 학생이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서 연결고리 ‘유사소재’를 파악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I: ... 왜 이 경험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
요?
S: 숟가락은 쇠숟가락이니까 쇠막대랑 쇠숟가락이랑 같은 쇠니까 쇠
를 가열하면 뜨거워지는데 그걸 만졌을 때 뜨거워서 쇠막대가
뜨거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I: 응 이건 쇠막대라고 하는 게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S: 네
I: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 경험이 딱 생각났어요?
S: 네

연결고리는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을 하는 고리(즉각연결고리)
와 해석적 연결을 하는 고리(해석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다. 문항 자체
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서 학생이 자신의 기억에 저장된 것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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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게 하는 연결고리는 즉각적 연결을 하는 즉
각연결고리에 속한다. 그러나 문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 문항
을 재해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하여 이와 관련된 일상경험
을 찾는 경우는 해석적 연결을 하는 해석연결고리에 속한다. 예를 들어
문항 1-1(단열 문항)에서의 소재 ‘솜’이나 물체를 감싸놓은 ‘물리적 조건’
은 문항 내에 제시되어 있고 학생이 솜이나 물체를 감싸는 것에 대한 자
신의 경험을 기억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즉각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문항 1-1자체에는 ‘얼음이 차갑다’는 감각, ‘얼음
이 녹는다’는 현상, ‘열의 전도’와 같은 과학용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생이 문항 1-1의 솜으로 감싼 얼음과 감싸지 않은 얼음이 어떻게 될지
에 대해 생각하고 얼음이 차갑고 녹을 것이라고 판단한 후 이와 관련된
일상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문항의 과학 현상 자체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학생이 문항 내용을 재해석하고 그 결과로 얻어
진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일상경험을 상기
하는 경우를 해석적 연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고리들은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직접적이
거나 간접적으로 또는 즉각적이거나 해석적으로 이 둘을 연결시키는 역
할을 하며 직면하는 과학 현상이나 과학 문항에 따라 다르게 등장한다.
그림 3.9는 지금까지 논의한 연결고리들의 지위와 특징을 요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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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연구 1)연결고리의 지위와 특징

(4) 열 현상과 관련된 초등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
정용재(2004)는 ‘사물, 감정, 개념, 상황 등과 같은 어떤 대상에 대해
혹은 그와 관련해서 생각할 때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상황’을
전형적 인식상황으로 정의하고 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전형적 인식상황’
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형적 인식상황은 안정화되어 있고,
즉시적이고 자동적으로 떠오르며 물리 개념학습에서 학생의 대안개념을
파악하는 유용한 방법이자 대안개념이 그 특성과 함께 드러나는 적절한
표현이다(정용재, 2004). 본 연구는 정용재(2004)의 전형적 인식상황에서
착안하여 일상경험 역시 안정화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반적이고 공통적
으로 떠오르는 전형적 일상경험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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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일상경험을 분석하여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상경험을 추출하였다. 문항 1-5, 2-5, 3-5, 4-5에서 학생이 기술
한 일상경험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전형적 일상경험을 조사하고 이를 열
현상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항 1-1, 2-1, 3-1, 4-1의 학생 응답에 따라 분류
해보았다. 아래의 유형은 학생들이 제시한 일상경험 중 5회 이상 반복적
으로 등장하는 유형만을 제시한 것이다.

문항1-1
선택지

②

①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0 (연구 1, 문항1-5)단열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문항 1-1은 응답에 따라 표 3.15에 제시된 것과 같은 일상경험을 학생
들이 주로 제시하였다. 문항 1-5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경험은 얼음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으며 음식을 먹을 때 얼음을 보거나 아이스크림이 녹
는 것을 본 경험도 있었다(표 3.15 참고). 이것은 선택지 ①과 ② 중에서
어떤 선택지를 선택하는지와 상관없이 많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일상경
험은 모두 얼음, 아이스크림과 같은 온도가 낮은 물체에 대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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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의 소재에 초점을 두고 응답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과 같이 솜으로 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솜
으로 된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는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3.15 (연구 1, 문항1-5)단열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1-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솜으로 된 옷 입기
이불 덮기

14 (14.7)*

잘 때 문이 열려있었는데 추워서 이
불을 덮었다.

아이스크림 녹는
것 보기

7 (7.4)

엄마랑 집에서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아이스크림이 녹는 모습을
봐서

얼음 가지고 놀기

45 (47.4)

나 혼자, 얼음 한 개는 손으로 잡아
보고, 한 개는 그냥 놔두니 손을 잡
은 것이 먼저 녹았다.

음식 먹을 때
얼음을 봄

19 (20.0)

집에서 가족과 콜라 안에 있는 얼음
을 먹으려고 했는데 얼음이 녹아서
없습니다.

5 (7.4)

유치원에서 물을 얼려 가져왔는데
커브를 덮은 내꺼는 조금씩 녹고 있
고, 커버를 안 덮은 친구꺼는 벌써
다 녹았다.

아이스크림 녹는
것 보기

6 (8.8)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에 가는데 내
것은 먼저 포장지를 뜯고 동생거는
뜯지 않았다. 그런데 내 것은 빨리
녹아버리고 동생 것은 조금만 녹았
다.

얼음 가지고 놀기

31 (45.6)

집에서, 혼자, 얼음을 컵에 넣고 컵
주변에 뜨거운 물을 놓았더니 빨리
녹았다.

8 (11.8)

동생과 나, 주스에 얼음이 있어 누
가 빨리 얼음을 먹나 시합했을 때
동생은 손으로 감싸 녹여먹고, 나는
입에 넣어서 녹여 먹었다.

①

물체에 덮개
씌우기

②

음식 먹을 때 얼음
을 봄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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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물체에 덮개를 하면 잘 녹지 않는다는 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표 3.16 (연구 1, 문항2-5)고체액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2-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②

음식을 가열할 때
수저나 조리도구
넣기

70 (40.5)*

엄마가 아팠는데 아빠가 김치찌개를
했는데 젓가락 한 개로 김찌찌개에
다 넣었는데 젓가락이 뜨거워졌다.

요리할 때 뜨거움

33 (19.1)

집에서, 어머니와, 라면을 끓였는데
냄비가 뜨거웠다.

숟가락 삶아
소독하기

5 (2.9)

할머니가 숟가락을 소독시키다가 내
가 숟가락을 만졌는데 뜨거웠다.

쇠 덩어리 만지기

7 (4.0)

이모집, 이모부, 철을 녹는 걸 보려
고, 철 덩어리를 가열해보았다.

끓는 물에 쇠막대
넣어보기

8 (4.6)

3학년때, 친구집, 친구, tv에서 나온
걸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았다.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 2-1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음식을 가열할 때 수저나
조리기구를 넣어보는 것이었다. 문항의 상황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과학
실 상황이었지만 그림 3.11에서 제시한 예처럼 유사한 소재(수저, 조리도
구)와 물리적 조건으로 구성된 일상경험을 학생들은 쉽게 접할 수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에 의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체와 액체에서의
열전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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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2-1
선택지

②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1 (연구 1, 문항2-5)고체액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
의 예

문항3-1
선택지

①

②

전형적
일상경
험의
예

그림 3.12 (연구 1, 문항3-5)고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 91 -

표 3.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항 3-1의 전형적 일상경험은 초를 사용
하여 촛농이 녹는 것을 본 것이었다. 또한 문항 2-1과 마찬가지로 문항
의 상황은 과학실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주방이나 요리 등과 관련된 경험
을 상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연구 1, 문항3-5)고체 열전달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
와 예
문항3-1
선택지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6 (20.0)*

태권도 수련생과 촛불 끄기를 할 때
촛농이 많이 떨어졌는데 가장자리부
터 녹는 걸 보게 되었다.

23 (27.1)

할머니 집에서 가족하고 제사를 지
내는데 촛불을 켜놓았길래

8 (9.4)

저번 주에, 집에서, 엄마와, 저녁으
로 계란후라이를 해먹었을 때 가장
자리 쪽이 타고 가운데가 가장 빨리
익었었다.

생일파티 케이크
초 사용

8 (9.4)

작년 내 생일 때, 집에서, 가족과 함
께, 촛불에서 가운데에서 촛농이 떨
어지고 그 후 가장자리에서 떨어졌
다.

고기 굽기

9 (10.6)

1달전, 식당, 엄마 아빠 동생, 고기
를 구웠는데 가운데에 있는 고기부
터 익었다.

①
양초 사용

계란후라이 하기

②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 4-1에서 제시된 일상경험은 주로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보온병 사용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항 41이 학생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높은 온도의 두 쇠토막을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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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연구 1, 문항4-5)열평형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빈도와 예
문항4-1
일상경험 유형
빈도(%)
예
선택지

①

43 (93.5)*

8살때,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함께
, 그때는 겨울이어서 추워서 보온병
에 따뜻한 물을 가지고 먹었는데 따
뜻했습니다.

②

7 (38.9)

몇 주전, 학교, 나, 집에서부터 학교
까지 얼음을 보온병에 넣고 가져왔
는데 녹지 않았다.

11 (61.1)

8살때, 집에서, 나 혼자, 보온병에다
가 뜨거운 물을 담으면 보온병이 되
고 시원한 물을 넣으면 보냉병이 된
다.

5 (27.8)

여행 갔을 때, 박물관, 가족끼리, 보
온병에 있는 코코아를 먹으려는데
보온병에 코코아를 넣을 때와 온도
가 비슷했다.

보온병 사용
③

④

* 는 각 응답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유형 중에서 해당 유형의 등장 비율(%)

문항4-1
선택지

②

전형적
일상
경험의
예

그림 3.13 (연구 1, 문항4-5)열평형과 관련된 전형적 일상경험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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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학생이 열개념과 연결 짓는 전형적
인 일상경험이 있으며 이는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 다
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제시한 여러 일상경험 중에서 문항 1-5에서 아이스크림 봉지
를 뜯었을 때와 뜯지 않았을 때, 문항 2-5에서는 라면을 끓일 때 젓가락
을 국물 속에 넣은 경험, 문항 3-5에서는 고기를 구울 때 가운데부터 익
은 경험, 문항 4-5에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붙여두는 경험 등과 같
은 것들은 문제 상황과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이나 ‘현상’이 유
사하거나, 소재나 유사소재의 속성이 유사하며, 개인이 감각적으로 유사
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연결고리들이 열 현상과 일상경
험 사이에서 바르게 연결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열 현상에 대한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솜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
거나 촛농이 가장자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본 일상경험들은 솜으로 감싸
진 대상이 자체적으로 열을 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얼음으로 소
재의 속성이 동일하지 않을 때, 촛농을 관찰한 초점이 불꽃에 의해 녹는
위치가 아니라 흘러내리는 위치일 때 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부정적 영
향을 주었다. 즉, 제시된 문항의 사례와 일부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연결
되지 않은 일상경험의 경우에는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일상경험이 학습의 목표가 되
는 과학개념과 적절히 연결되는 경험인지 판단하는 교육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고리가 일상경험과 과학개념을 연결하는 추론과정
을 좀 더 상세하게 구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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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과학학습과 관련하여 일상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각
(1)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 도입과 관련된 학생의 생각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9와 같다.
첫째, 학생들은 과학수업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5점 만점에 3.87). 또한 자신의 경험이 떠오르면 친구나 선생님께
말하고 싶어하였다(3.59). 학생들은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하였다(3.48). 하지만 선생님은 일상경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
주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3.33)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의 바람에 비해 교
사의 일상경험 도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다.
표 3.19 (연구 1)일상경험 도입에 대한 학생의 문항별 응답
평균
문항

표준편차

5. 나는 과학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나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다.

3.87

1.05

6. 나는 과학수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상경험이나
나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3.59

1.11

7. 선생님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자주 물어본다.

3.33

1.15

8.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3.48

1.30

9.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3.94

1.07

10.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

3.76

1.11

11. 선생님이 과학수업내용을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

4.02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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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생들은 교사나 동료가 일상경험과 과학수업내용을 연결 지어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였으며(4.02; 3.94),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였다(3.76).
특히 면담과정에서 6번 문항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8번
문항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
각하지만 발표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즉 자신의 경험을 말하
고 싶지만 과거에 발표한 경험을 통해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된 학생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요
구된다.

I: 보자. 과학수업시간에 00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어요?
S: 네
I: 친구들한테 말하고 싶어요?
S: 네
I: 그런데 아 그래서 말하는 시간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구나.
그런데 실제로 말해본 적 있어요?
S: 아니요 용기가 없어요.
I: 아 용기가 없어요 말은 하고 싶은데?
S: 네
I: 왜 용기가 없을까?
S: 그냥요..그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는 발표는 부끄러워서 안 해
요.
I: 아 00가 부끄러워서 발표를 안 해요?
S: 네
I: 그럼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S: 용기 좀 가지라고
I: 용기 좀 가지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싶구나. 그럼 선생
님이 시켜주면 할거에요? 할거야? 그런 거 있잖아 선생님이 시켜
도 아 발표 안 시켰으면 좋겠어. 이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시켜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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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좋겠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손을 못 들겠어 이거야?
S: 용기가 없어서 그 선생님이 말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손
을 들면 친구들한테..
I: 아 그러면 선생님이 000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기 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발표할게요 하고 손 드는 게 용기가 없는 거야?
친구들이 아까 친구들이라고 했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S: 3학년때요 발표를 했는데 친구들이 막 웃었어요.
I : 막 웃었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S : 속상했어요.
(중략)
S : 음 애들이 제가요 공부를 못하니까...

(2) 학생이 신뢰하는 근거
학생들이 형식교육경험이나 일상경험 중에서 책과 같은 간접 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지 않고 과학개념을 일상직접경험과 연결시키는 이유를 살
펴보고자, 학생들이 신뢰하는 근거의 순위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에게 6개
의 보기를 제시하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
게 하였다(부록 1의 문항 12번 참고). 그 결과는 그림 3.14와 같다. 학생
들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188명,
63.1%). 그 다음으로 책(38명, 12.8%)과 교과서(35명, 11.7%)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타인(2명, 0.7%), TV(10명, 3.4%)와 인터넷(18명, 6.0%)
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과정에서 학생들은 타인을 믿
지 못하는 이유로 ‘경험하지 않고서 경험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연구자가 ‘그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것을 말했다면 순서가
달라지는가?’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이 그렇다면 내가 경험한 것
다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의견을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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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형식교육에서 간접적으로 과학 현상에
대해 경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경우에는 일상직접경
험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TV

10 24

인터넷

18

교과서

25

35

85

나

188

다른 사람 2
책

42
38

0

35

80
50

100
순위 1

150

200

순위 2

그림 3.14 (연구 1)학생들이 신뢰하는 근거(순위 1, 2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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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등학생 개인이 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탐색해보고,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
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98
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열 현상과 관련된 4개
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열 현상과 관련된 전형적인 일상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
으며 이는 형식교육경험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여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은 크게 일상
경험, 형식교육경험, 비형식교육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 경험의
세부유형은 각각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영상매체와
타인, 책, 인터넷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교과학수업의 실험활동 및 강
의, 과학관련 방과후 교육활동 및 과학캠프였다. 특히, 일상직접경험은
단순히 비의도적 체험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학
생에 의해 구성되기도 하였다.
셋째, 과학 문항 내에 친숙하지 않은 과학적 상황과 친숙한 일상적 상
황이 함께 제시되면 학생들은 일상적 상황에 초점을 맞추거나 자신이 경
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관련된 일상경험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경험을 근거로 들어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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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답하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적절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근거 없
이 추측하였다.
다섯째,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
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5개의 직접연결고
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가 있음
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고리와 해석
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보통 2-3개의 연결고리가 일
치하는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연결시켜 사용
하는지는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여섯째,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이 있으며 이
들은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일곱째,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근거로 사용된 경험의
유형을 추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주로 환경
과의 교변작용을 통해 형성된 일상경험을 바탕으로 과학 현상을 이해한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근거로 사용하여 과학문항
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다른 경험에 비해 일
상경험이 과학학습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본 연구가 지금까지 일반적 권고 수준에서 언급되었던 학
생의 과학 현상 및 개념 이해와 일상경험의 관련성, 과학학습에서 일상
경험의 중요성을 경험적 연구 결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모든 과학 현상에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거나 반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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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험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학 현상과 학생들이 그 과학 현상과 관련이 있
다고 생각한 일상경험 사이에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유사점으로서의 연
결고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연결고리들은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사이
에서 연결이 적절한지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긍정
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연결고리의 유형
을 알고, 학습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사용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면 학습자가 형성하는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부적절한 연결
이나 부족한 연결을 수정하고 발달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어떠한 일상경험이 학습의 목표가 되는
과학 현상 또는 과학개념과 적절히 연결되는 경험인지 판단하여 교수학
습 활동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교수능력에 대한 재교육이 필
요할 것이다.
연결고리 중에서 ‘물리적 조건’은 다른 연결고리에 비해 학생의 응답
을 정답으로 이끄는 데 더 영향력이 있었다. 따라서 다른 연결고리의 사
용도 중요하지만 특히 과학 현상과 학생이 제시하는 근거(특히 일상경험)
사이의 물리적 조건이 유사한지 판단하고 점검하도록 학생에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과거의 일상경험은 현재의 과학학습에 영
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연결 짓느냐에 따라 과
학 현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달라진다. 학생들이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연결 짓고, 그 일상경험이 학생의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이 현상은 Dewey가 언급한 계속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학교육은 이러한 일상경험을 학습으로 끌어들이기
보다는 새로운 실험과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학생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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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은 흥미나 동기유발을 위한 역할에 머물러왔다. 과학교육에서 제공
하는 새로운 실험과 체험이 계속된 경험의 축적으로만 끝나 버리면 이
같은 경험과 일상경험의 축적은 과학학습에 새로운 어려움과 장벽을 형
성하게 될 것이다. 단순한 상기는 해당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이나 개념
과 적절하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순간적으로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새로운 실험 및 과학수업이 교육적 경
험이 되기 위해서는 일상경험을 상기시키고 이 경험을 분해하여 학습 목
표가 되는 해당과학개념과 적절하게 연결되는 사례인지 판단해보고, 또
이 판단 기준을 활용하여 새로운 실험을 고안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실
례로 문제해결 과정이나 Dewey가 말하는 반성적 사고 과정을 접목하여
과학 현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의 연결고리를 추출하고 적절하지 않은 연
결이 확인되면 이와 관련된 문제와 가설을 설정하여 추론하고 실험과 관
찰을 통하여 새로운 적절한 연결로 일상경험을 변형하고 재구성 해보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비의도적 우연적 체험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자신의 의도적인 경험에 의해 과학개념을 형성할 때도 있었다. 따
라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해볼
수 있는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준다면 학생의 흥미와 호기심을 증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형식과학교육보다 일상직접경험이 학생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것처럼 학생이 가장 신뢰
하는 것이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학생
이 생활하는 절대적인 시간 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Vygotsky(1934;
2012)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과학개념과 일상개념의 형성 차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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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결고리가 학생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
는 것을 넘어, 과학개념과 일상경험을 연결하는 추론과정을 좀 더 상세
하게 구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103 -

4. 연구 2: (사회적 측면)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
해에 대한 교환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6

연구 2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징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고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받는지 조사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이 실시하는 과학담화를
관찰하였다.

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교육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과학 개념학습은 주로 개인의 과학개
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Varelas et al., 2010). 그러
나 최근에는 과학공동체(Scientific communities)에의 참여에 더 많은 관심
이 주어지고 있다(Anderson, 2007). 학생들이 과학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과학공동체 내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체득해야 한다(Norris &
Phillips, 2003). 이에 따라 과학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화(discourse)에
대한 연구가 주목 받고 있으며(하은선, 2008; Mortimer et al., 2012),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학습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담화
6

이 장의 주요 내용은 ‘Na, J. & Song, J. (2013). Why everyday experience?
Interpreting primary students’ science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Dewey.
Science & Education, published online 14 August 2013. DOI: 10.1007/s11191-013-9637-y’
에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분석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관찰자료를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나지연, 송진웅
(2012). 초등학생의 과학담화에서 나타나는 몸짓의 유형과 특징. 초등과학교육,
31(4), 450-462.’의 일부 내용도 ‘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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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학생의 과학적 추론이나 언어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교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교사의 담화 구조와 그 특징을 분석한 연
구(e.g. 김혜리 등, 2010; Chin, 2006), 탐구나 소집단 활동과 같이 교육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간의 담화에 초점을 둔 연구(e.g. Alexopoulou &
Driver, 1996; Hogan et al., 1999),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사와 학생 간의 담
화에 대한 연구(e.g. Lemke, 1990; Mortimer & Scott, 2000) 등이 많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학생의 일상경험과 그들의 과학개념학습 간
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학생간의 담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구성주의이론에 따르면 학습은 여러 사람들이 교류하는 사회적
장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의 내용과 구조가 개인의 마음에 내면화되는 과
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하은선, 2008; Scott et al., 2007). 즉, 학생들
은 또래친구, 교사나 부모와 같은 성인과의 협력(Hapgood, 2002), 타인과
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식을 공유하고 의미를 분명하게 하면서 학습의
진보가 일어난다(Vygotsky, 1978; Rivard & Straw, 2000). 따라서 학생의 학습
을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학생 간에 일어나는 담화 속에서 학생
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가진 생각은 그들의 사고와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온 결과
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 더 폭넓게 공유된 아이
디어를 발달시키는 핵심 요소이다.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은 이해로 이끌
수 있다(Harlen & Qualter, 2007). 또한 사람들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자
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타인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
한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며 이 학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신
의 의견을 바꾸거나 정교화 하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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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의견을 바꾸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
경험이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일상경험의 역할을 관찰하였
다. 특히 과학담화에서 사용된 초등학생의 일상경험을 Dewey의 교육적
경험과 연결 지어 논의하기 위해 Dewey의 경험론을 바탕으로 학생의 담
화를 분석하였고, 경험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4.2. 연구 참여자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경기도 S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남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성취도와 성격 측면에서 이질적인 6명으로 구성되었다. 성격검사(MMTIC:
Murphy-Meisgeier Type Indicator for Children 어린이 및 청소년 성격유형검
사) 결과는 심리검사 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가 분석하였고, 해당 학
생의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였다. 연구 참여 학생들의 기본정보
는 표 4.1과 같다.
지승이는 자신감 있고 적극적이며 모둠 활동 시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학생이다.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어서 친구
들이 상처를 입기도 한다. 지영이는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편이나 다른
친구들과 정서적 교감을 잘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른 학생
들과 상호작용하여 학습하는 활동을 선호한다. 영주는 평소 질문이 많고
활달하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상력이 풍부하며 모둠 활동
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싶어한다. 영훈이는 독창적이고 지적 호기심과
독립심이 강한 학생이다. 학업성취도는 ‘중’에 해당되었지만 과학과 관련
된 지식 수준은 6명의 아이들 중 가장 높았다.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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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종종 의견 대립이 있다. 휘원이는 전과목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며,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평소 말수가 적고, 소극적이다. 한겸이는 평소 질문이 많고 활달
하며 사교적이다. 신체활동을 선호하며 교우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표 4.1 연구 2의 참여학생 기본 정보
학생
학업
가명
성별
번호
성취도*
S1

지승

여

상

S2

지영

여

하

S3

영주

여

중

S4

영훈

남

중

S5

한겸

남

하

S6

휘원

남

상

성격검사**
ESTJ
(사실 중심적 실천적 조직자)

ENFJ
(상상력이 풍부한 협력자)

ENFP
(따뜻하고 열정적인 변화의 창시자)

ENTP
(독창적이고 분석적인 변화의 창시자)

ESFP
(인간관계에서 현실적인 적응자)

ISFJ
(사실과 세부 사건에 대한 관리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균점수에 의한 구분
**E(외향형), I(내향형), S(감각형), N(직관형), T(사고형), F(감정형), J(계획형), P(즉흥형)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연구참여학생의 학부모와 연구자가 모임을 갖
고 해당 연구의 취지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 동의
를 구두로 얻었다.
자료수집절차는 그림 4.1과 같이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열 현상
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지를 투입하고 학생
들에게 열개념과 관련된 현상(전도, 대류, 복사, 단열, 열평형)을 과학적
으로 설명하게 하였다. 질문지에 학생이 응답을 기술한 후 그 응답을 바
탕으로 질문지의 내용에 대한 반 구조화된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
생의 인지 발달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질문지의 주제와 소재의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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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등 과학과 교육과정과 초등 과학 교과서 4학년 2학기 ‘3. 열전달과
우리 생활’에서 추출하였다. 질문지 개발 절차는 연구 1에 자세히 제시
하였다(3.2.2 설문문항제작 참고). 자료 수집(질문지 투입, 면담, 과학담화
활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상에서 이 단원을 학습하기 2개월 전에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과학개념에 대한 학교 교육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개방형 질문지의 예는 표 4.2와 같다(부록 6 참고). 문항의 끝에는 ‘왜 그
렇게 생각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그림 4.1 연구 2의 자료수집절차
사전검사와 면담이 끝난 후에 6명의 학생들은 하나의 소집단을 이루어
서 과학담화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사전검사 시 투입된 질문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였다. 본 연구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과학담
화에서 일상경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자는 담화 활동에 대한 안내 이외에 담화의 결론을 이끄는 교육적 개입
을 하지 않았으며, 과학담화 활동을 하는 동안 시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과학담화 활동이 끝난 후에는 과학담화 활동 전에 투입했던 동일한 질문
지를 다시 작성하게 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생각이 담화
활동 전․후로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과학담화 활동은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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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녹화, 전사되었으며, 면담 자료 역시 녹음, 전사되었다. 위의 [질문지
투입-개별 면담-과학담화 활동-질문지 투입-개별 면담] 과정은 각각 다른
주제와 소재(전도, 대류, 복사, 단열, 열평형)를 가지고 8주간 총 10회(매
주 1~2회) 실시되었으며, 각 담화의 길이는 대략 25분 정도였다. 첫 번째
과학담화는 예비조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사가 말과 그림
으로 질문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9개의 담화는 사전면담을 하기 전에 각
학생에게 질문지를 나누어주고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게 하였다. 각 담화
활동과 질문지의 주제 및 관련 과학 내용은 표 4.3과 같다. 연구 참여자
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표 4.2 (연구 2)개방형 질문지의 예
세 번째 사전·사후 검사 및 과학담화를 위한 질문
1. 은박접시에 촛농을 그림과 같이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 램프로 은박접
시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
떻게 될까요?
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일곱 번째 사전·사후 검사 및 과학담화를 위한 질문
1. 두 개의 얼음이 그림과 같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
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두 얼음은 어
떻게 될까요?
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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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연구 2)과학담화와 질문지의 주제 및 관련 과학내용
순서

주제

과학내용

소재

1

뜨거운 물이 식는 이유

전도

뜨거운 물, 찬공기

2

얼음이 녹는 이유

전도

얼음

3

고체에서의 열전달

전도

은박접시, 촛농

4

액체와 기체에서의 열전달

대류

얼음, 난방기

5

빛으로 열이 전달되는 방법

복사

태양, 전구

6

물 끓이기

열전달

가스레인지, 냄비

7

솜과 보온병의 단열

단열

얼음, 솜, 보온병

8

고체와 액체의 열 평형

열평형

금속제품, 물

9

끓는 물의 열전달

대류

끓는 물

10

공기 중과 진공 상태에서의 열전달

열평형

쇠구슬

4.3. 자료 해석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개념과
관련된 질문지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과학담화 활동 중에 발생한 학생의
발화를 분석하였다. 과학담화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학생의 발화를 에피소드 단위로 분할하고(Spord, 1997), 각 에피소드
별로 학생의 발화 중에서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추출하였다. 이 때
Enghag et al. (2007), Greene & Hill (2010), Mayoh & Knutton (1997)의 경험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그 후 질문지의 응답이 과학담화
전∙후에 변화하였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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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인과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각각 과학담화 중 1
회분을 에피소드 단위로 분할하고, 일상경험이 포함된 진술문을 추출하
였다. 분류자간 일치도는 95.9%였다(Miles & Huberman, 1994). 불일치가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의견에 도달할 때까지 상호 협의를 반복
하였다.
또한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왜 바꾸는지 조사
하기 위하여 질문지의 응답이 과학담화 전∙후에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고,
학생 면담 중에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바꾼 이유를 추출하였다. 학생이
밝힌 이유를 귀납적 군집화에 의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학생의 생각
변화 과정

교변작용

과학담화의
장

일상경험의
영향

(탐구의 장)
연속적
시간흐름

동료에 의한
일상경험 상기

그림 4.2 (연구 2)담화지도(discourse map)의 예
현재의 학생 담화와 과거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연구결과를 가시적
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는 과학담화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 교변
작용과 학생의 생각변화 등을 시간 순서에 따라 표현한 담화지도
(discourse map)를 제시하였다. 담화지도의 예는 그림 4.2와 같다. 가운데
회색 육각형은 담화 참여자들의 교변작용 공간을 의미하는 과학담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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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표현한 것이며 세로 점선은 학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시
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성장하면서 주변 환경과의 교변작용 기
회가 확대되고 다양해지며 이 경험들이 축적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세로 점선은 원점에서 방사형으로 나타내었다. 학생 번
호 S4인 영훈이가(표 4.1 참고) 생각이 변했을 경우 S4 ’ 로 표현하였다.
학생의 일상경험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일상경험을 바탕으로 문
항에 응답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향하는 일방향 화살표로 표시
하였다. 이것은 Dewey의 계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양방향 화살
표는 학생 간에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표시하였다. 이는 Dewey의 교변작
용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쌍의 화살표는 과학담화 중에 학생이 동료에
의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상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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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학생 응답 분석
4.4.1. 동료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학생의 의견 변화 이유
여기에서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왜 바꾸는
지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과학담화 전∙후에 의견이 바뀌
었다고 밝힌 학생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이유만을 바탕으로 귀납적 군집
화하였기 때문에 각 유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음을 밝힌다.
10회의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총 21개의 열 관련 질문이 학생들에게
주어졌으며 각각의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총 126개의 의견이
나타났다. 이 중 25개(19.8%)의 의견이 수정 또는 변경되었다. 학생들이
의견을 변경한 이유를 살펴보면 표 4.4와 같다.

표 4.4 (연구 2)학생이 의견을 바꾼 이유
이유
외적
요인

빈도

동료의 반박

자신의 경험 상기
내적
요인

일상경험 이용

4

허점에 대한 지적

3

일상경험

6

학교경험

1

동료의 의견에 대한 공감

5

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사이의 차이 인식

2

자신의 의견에서 허점 인지

6

·학생이 이유를 여러 개 언급했을 경우 중복 처리되었음

- 113 -

(일상경험에 의한 의견변화)
학생들이 과학담화 중에 의견을 바꾼 이유를 살펴보면,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거나 동료가 자신의 경험을 이용해서 비판한 경우가 11건이 있었
다. 이 중 일상경험에 의한 것이 10건으로 나타났다. 즉, 학생들은 그들
의 일상경험을 이용하여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며 그 과정에서 의견
을 바꾼다. 예를 들어 네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이는 따뜻한 물 속에
색 얼음을 가라앉혔을 때 차가운 물이 아래쪽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과학담화 중에 동료들은 차가운 물이 따뜻한 물과 다 섞인다고 말하였는
데, 과학담화 후에 영훈이는 동료들의 의견처럼 자신의 의견을 바꾸었다.
의견을 바꾼 이유에 대해 영훈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네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생각이 거기 변했어?
영훈: 나중에 그 물이요 생각해보니 뭐를 타면 금방 막 섞이는 경험
이 있어가지고.
I: 어떤 건데 그 경험 자세히 말해줄까?
영훈: 복숭아 아이스 티 같은 거 탈 때요 탈 때 무슨 흔들어도 막
금방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다 퍼진다고 해서 다 똑같아져
요.

즉, 자신의 일상경험이 동료의 생각과 일치하면 자신의 의견을 동료의
의견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이 일상경험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을 이끌
었다.

(동료의 반박에 의한 의견변화)
학생들은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의 반박에 직면하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변경한다. 열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주와 한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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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담화 중에 한겸이가 먼저 친구들
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비판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
던 영주는 자신도 비판 받을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
도 한겸이처럼 친구들의 반박에 응대할만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
었다. 따라서 영주는 의견을 수정하였다. 즉,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질문
에 적절한 답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한다.

<열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바뀌었어?
영주: 하다보니까요. 한겸이가 저보다 먼저 했잖아요.
I: 응
영주: 근데 한겸이 보고 애들이 이거 이거 열 어떻게 보내냐고 계속
말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I: 응
영주: 그래가지고....다시 생각 바꿨어요.

(공감에 의한 의견변화)
아래의 면담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학생들은 열 현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자신은 근거 없이 추측하였는데 과학담화에서 들은 동료의
의견이 공감이 되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첫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생각을 바꿨어?
휘원: 제 꺼는요. 뭐 정확한 근거도 없는 거고 없고, 그냥 말하는 그
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니까 확
실한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훈이는 영훈이의
말은 왠지 확실한 것 같고 근거도 있으니까 영훈이꺼가 맞다
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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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된 변화와 실제 변화 차이)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도 동료들에게 자신이 ‘의견을 바꾸었다’거나,
‘동료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등의 의사표현을 했다. 그러나 면담을 통해
서 이러한 변화가 학생들의 실제 의견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과학담화 중에 의견을 바꾸었다고 표현한 것은
실제로 의견이 변했기 때문에 표현한 것도 있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비
판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다. 즉 실제 변화와 표현된 변
화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간 담화를 연구할 때 이에 대한
조심스러운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두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영주: 지영의 의견도 조금 나랑 거의 똑같아서 나로 하면 니꺼라고
니꺼 니꺼라서 니꺼라서 한 거냐고 그럴까봐 근데 지영꺼 똑
같은 거 저꺼로 생각 선택했어요.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지영: 그냥 아마 내 생각이 맞다고 하면요 애들이 좀 속상해 할 수
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 생각은 아니까 다른 애
들한테 그냥 다른 애들 생각이 맞다고 하는 거...
(중략)
지영: ...음 이거는요 발표가 아니고 애들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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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사회적 상호작용 중 교환된 일상경험의 등장 유형 및 연결
특징

앞서 의견변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일상경험이 의견을 바꾸는 데 미치
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상경험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과학담화에서 초등학생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조사
하고,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관찰한 결과를 제시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일상경험의
역할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연구 1에서 발견한 연결고리가 일
상경험을 공유하는 담화의 장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결과를 Dewey의 경험론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1) 초등학생의 과학담화에서 발생하는 일상경험
초등학생은 동료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의 일상경험을 담
화의 장에 끌어와 사용하였으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사용한 예와 그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반박을 뒷받침하기
학생들은 그들의 과거 일상경험을 현재의 과학담화에 끌어들였다. 그
리고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제시하거
나, 반박하는 동료를 지지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
다. 예를 들어, 일곱 번째 담화활동에서는 솜의 단열과 보온병의 단열에
대해 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의 발췌문은 일곱 번째 담화 내
용 중 보온병의 단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 발생한 것이다. 영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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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는 보온병 안이 진공이기는
하지만 보온병 안에 있는 물이 약
간 식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
다. 지승이는 물의 온도가 유지된
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
훈이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이때
지승이(S1)는 영훈이의 의견을 반
박하기 위해서 커피와 관련된 자
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하였다. 이
대화를 듣던 지영이와 한겸이는
지승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한겸이(S5)는 코코아를 타서 보온
병에 담았던 경험, 지영이(S2)는 그림 4.3 일곱 번째 담화의 지도(2)
커피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즉 한겸이와 지영이는 지승이의 반박의
견을 뒷받침하고 영훈이의 의견을 반박하는 데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
하였다. 또한 지승이와 영훈이, 지영이는 일곱 번째 담화의 사전면담에서
이러한 일상경험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 그림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훈이는 담화 후에 물의 온도가
변하지 않고, 식지 않는다고 응답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 : 어쩔 때 좀 식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미지근한.
(중략)
지승: 근데 내가 저번에 보온병을 사용해봤거든. 놀러 갈 때 엄마들
이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 타먹잖아. 놀러 가면 근데 미지근
하면, 저번에 커피 타먹을 때도 김이 나왔거든. 뜨거워서. 미
지근해지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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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그치.
영훈: 내 말은 약간만 온도가 내려간다고
지승: 미지근해진다며?
한겸: 내가 이학년 때 코코아 타갔는데
지승: 그러니까 김도 올라와.
지영: 뜨거운 물 부어서 커피 타먹을 때도 김 나와.
지영: 내릴 때 김 나와

이 담화에서 등장하는 일상경험을 연구 1의 결과인 연결고리와 관련지
어 자세히 들여다 보면, 지승이가 제시한 일상경험은 단열 문항과 보온
병이라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뜨거운 물 대신 ‘유사소재’인 커피를
도입하였다. 또한 김이 나오고 뜨거웠다는 ‘현상’과 ‘감각’, 보온병 안에
뜨거운 물질이 있는 ‘물리적 조건’까지 문제상황과 적절히 연결되어 있
었다. 지승이가 제시한 일상경험은 뜨거운 물과 커피라는 소재의 차이
이외에는 동일한 현상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훈이의 의견을 반박하였다.
한겸이는 커피 대신 코코아라는 또 다른 유사소재를 도입하여 지승이를
뒷받침하였다. 즉, 동료의 일상경험에서 유사소재를 연결고리로 하여 자
신의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담화내용에서 온도가 높거나 온도
가 유지되는 상태는 온도계 없이 감각경험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학생들은 ‘김이 나온다’는 말(연결고리 중 ‘현상’)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보온병 속의 물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서로의 일상경험을 듣고 그 일상경
험과 관련된 유사소재를 연결고리로 하여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는
연결고리의 확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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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고 그 의견 변화시키기
위의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피소드 ①)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은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자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
러한 반박이 동료의 의견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타난
형태를 제시한다. 아래의 발췌문에 제시된 것처럼, 여섯 번째 담화에서
학생들은 끓는 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문제에 제시된 끓는 물은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주전자에 담겨있었다. 영주는 물이 끓는 이유에
대해 전기와 열을 관련지어 설명했다. 가스레인지에서 전기와 열이 나와
서 퍼지고, 이 전기와 열 때문에 물과 냄비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영주의 의견을 들은 영훈이는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들어 영주
의 의견을 반박했다. 반박한 이유를 영훈이는 “황당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라고 표현했으며, 여러 차례 비판했다. 영주는 영훈이의
반박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했
지만 의견을 바꾸지는 않았다. 대신에 영훈이가 자신의 의견을 비판한
이유가 자신이 이 문제 상황에 전
선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라고 했다. 전선이 있다고 말했다면
자신의 의견을 틀렸다고 비판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아홉 번째
담화에서 학생들은 다시 물이 끓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사
전면담에서 영주는 여섯 번째 담화
와 설문지에서 했던 것처럼 물이
끓는 이유가 전기와 열 때문이라고
연구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담화
그림 4.4 여섯 번째 담화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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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시작되고 동료들 앞에서는 전기는 말하지 않고 열만 사용하여 물
이 끓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사후 면담에서 그녀는 전기와 열로 설명했
던 자신의 의견이 틀렸다고 말했으며 여섯 번째 담화에서 친구들이 비판
한 것이 생각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수정한 의견은 10회의 과학
담화 후 작성한 최종 설문지와 면담에서도 수정된 상태가 지속되었다.

<여섯 번째 과학담화에서>
영훈: 나 질문. 우리 엄마가 언제 철로 된 주걱으로 물을 펐어. 그런
데 전기가 흐르고 있다잖아. 우리엄마도 감전 됐을 거 아냐?
만약 그랬다면 그런데 우리엄마 안 감전됐어. 왜 그랬을까?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영훈: 그 물 근데 전 언제요. 만약 그랬다면 전기가 물에 흐를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요 쇠 젓가락 같은 걸로 국수 저었는데
왜 전기가 안 통했을까요?
(중략)
I: 그 얘기 왜 해줬어?
영훈: 그건 엄청나게 황당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
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전기가 통해요?
<여섯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음 네가 생각한 거보다 다른 사람이 해봤다는 게 더 맞는 거
같애?
영주: 영훈이 엄마가 진짜 직접 해봤.. 해봤을 거 같아서. 영훈이가
해봤.. 해봐서 영훈이가 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I: 음 네가 생각한 거보다 다른 사람이 해봤다는 게 더 맞는 거
같아? 뭔가.
영주: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이 사례는 학생들이 동료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견을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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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을 바꾸는 데 동료의 일상경험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을 보여준다.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근거로 하여 동료의 의견을
반박한 이유를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 1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양한 근거 중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였다.
여덟 번째 담화의 사후면담에서 지승이는 자기가 해본 것은 확신이 가는
데 안 해본 것은 확신이 안 가서 동료의 의견을 반박할 수 없었다고 말
하였다. 즉, 직접 경험이 있으면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자신과 다른 의
견을 가진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는 것이다. 즉, 동료의 의견을 반박할 때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구 1의 설문결과와 여덟 번째
담화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일상경험이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라고 생
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이 달랐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은 이거 생각 틀렸다고 이거 아니라고 말 안 해 줬어
요?
지승: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실험도 안 해봤으니까. 저번에 그
거는 실험도 해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신은 안 가잖아요.

영주의 생각을 변화시킨 여섯 번째 담화를 다시 살펴보면, 영주는 물
이 끓는 이유를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은 전기를 이용함으로써 영훈이로
부터 비판을 받았다. 영주는 가스레인지라는 소재의 속성을 혼동한 것으
로 보인다. 영주를 비판하기 위해 영훈이는 국수를 끓이는 어머니를 관
찰한 일상경험을 이용하였다. 문제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가스레인지 위
에 냄비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는 것이다. 여기에 전기라는 새로운 용어
가 등장하자 지승이는 문제에 제시된 것과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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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등의 연결고리가 있는 일상경험으로 가스레인지 위에서 음식을 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물을 가열하는 전기라는 개념을 비판하기 위
해 반대사례로 감전이라는 용어를 접목시켰다. 그리고 감전을 일으키는
쇠 국자를 제시함으로써 영주는 생각을 바꾸게 된다. 영훈이는 단순히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 비판해야 하는
대상과 제시된 문제 상황과의 연결고리 차이를 제시하고, 비판해야 하는
대상과 자신의 경험, 문제의 상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또한 적절하도록
일상경험을 제시하였다.

③ 동료의 경험 상기시키기와 자신이나 동료의 의견 뒷받침하기
두 번째 담화의 주제는 얼음이 녹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지
승이는 아이스크림과 관련지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때 아이스크림
과 비교한 것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였다. 지승이가 자신의 경
험을 말했을 때, 지영이와 영주는 지
승이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더우면
아이스크림이 잘 녹는다’ 등과 같이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였다. 그림 4.5와 같이 지승이와 그림 4.5 두 번째 담화의 지도
영주는 두 번째 과학담화의 사전면담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기 위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일상경험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지영이는 사전 면담을 할 때에는 자신의 일상경험과 해당 문제
상황을 연결 짓거나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지승이가 자신의 경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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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말했을 때 지영이는 아이스크림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한 것
이다. 담화가 끝난 후, 지승이는 영주와 지영이가 자기 의견을 지지했다
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

<두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나는 내꺼 할래. 내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중략)
지승: 왜냐면, 내가 말한 거 얼음이 따뜻한 방안에 있고, 따뜻한 공
기들이 여기 곁으로 와서, 온도가 높잖아. 따뜻한 공기는, 그
래서 그 온도로 녹인다 했잖아. 보통 아이스크림 녹을 때도
그거 때문에 녹는 거 아니야?
지영: 맞아. 더우면 녹아.
영주: 더우면은 너무...
지승: 더울 때 금방 녹잖아.
지영: 금방 녹아.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영주: 온도가 높아서...녹으니까.
휘원: 근데 왠지 의견이 비슷한 거 같아. 요거하고.
지승: 공기가 만약에 아이스크림에 붙으면 우리가 공기를 먹게 되는
판이야.
지영: 우리가 공기로 숨 쉬고 있잖아

지승이는 따뜻한 방에서 얼음이 녹는 것을 아이스크림이 녹는 ‘현상’
과 연결 지었다. 이러한 연결은 ‘유사소재’를 사용하고, 따뜻한 방과 더
운 여름이라는 ‘물리적 조건’도 적절하게 연결되었다. 지승이는 감각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나 지영이와 영주는 지승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며 덥
다는 ‘감각’ 연결고리를 연결시켰다. 에피소드 ①(일곱 번째 담화 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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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기 의견을 스스로 변화시키기
첫 번째 담화에서 참가자들은 뜨
거운 물이 식는 이유에 대해 이야
기를 나누었다. 휘원이는 담화를 하
는 동안 자신의 일상경험에 대해서
는 언급하지 않고 뜨거운 물은 식
으면서 증발한다는 의견만 제시하
였다. 한겸이는 휘원이의 의견을 들
으면서 자신의 일상경험을 떠올렸
고, 첫 번째 과학담화를 한 후에 휘
원이의 의견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
정하였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뒷받
침할 수 있는 일상경험은 없었으나,

그림 4.6 첫 번째 담화의 지도

자신이 경험했던 일과 휘원이의 의견이 적절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그
림 4.6 참고). 즉,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경험이 다른 학생의 의견과 일치
하면 자신의 의견을 바꾼다.
이 에피소드 ④(첫 번째 담화)는 동료의 일상경험에 연결고리를 확장
하거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유사한 새 일상경험을 제시했던 앞서 언급
한 담화들과 달리 동료의 의견 속에 담긴 내용과 일치하는 경험을 자신
이 했을 때 의견을 바꾸었다. 문제를 접했을 때에는 뜨거운 물, 주변의
낮은 온도, 식는 현상처럼 소재와 물리적 조건, 현상이 같은 경험을 상기
하지 못하다가 동료의 의견 속에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경험
을 상기한 후 의견을 바꾸었다. 따라서 이 에피소드는 연결고리가 타인
의 의견에 의해 개인 내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견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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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I: 왜 휘원이의 말을 선택했어?
(중략)
한겸: 휘원이 말이요. 어 더 정확하고요. 제가 다시 생각해봤더니요.
(중략)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실제로 뜨거운 물하고요.
그때가 막 겨울이었는데요. 할머니 집에 난방이 고장 나가지
고 추웠어요. 따뜻한 물이 있는데요. 수증기로 다 없어지고요
따뜻했어요.
I: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이랑 휘원이가 설명한 거랑 생각
해보니까 맞는 거 같았어?
한겸: 네.

⑤ 자기 의견을 확고히 하기
표 4.2에서 제시한 솜의 단열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
고 받을 때, 지승이와 지영이, 영
주, 휘원이는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한겸이는 솜으로
감싼 얼음이 더 빨리 녹는다고 생
각하였다(그림 4.7 참고). 과학담화
를 하는 동안 동료들은 한겸이의
의견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겸이
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들
의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료들의 비판을 들었음 그림 4.7 일곱 번째 담화의 지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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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솜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상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
을 뒷받침하는 데에 일상경험을 사용하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일치하
면 그 생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한겸이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경험은 잘못된 추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한겸이는 솜이불
과 솜으로 된 옷을 사용했던 경험 때문에 솜이 따뜻하다고 생각했고, 따
라서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추론한 것이다.
앞서 연구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솜이불을 덮으면 따뜻하다는 경험
은 연결고리 중 소재의 속성이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은 일상경험이다.
한겸이는 솜이불을 덮었을 때 솜이 열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을 형성한 것
으로 보인다. 담화에서 동료들은 새로운 연결고리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반박하기 위한 연결고리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한겸이
는 자신의 의견을 유지하였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 동료의 비판이 있더
라도 동료의 비판에 의견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있거나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경험이 제시되어야 의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I: 그래서 안 바꾸려고 노력했어? 친구들이 다 다른 게 맞다고
했는 데도 한겸이 생각이 맞는거 같아?
한겸: 네.
I: 왜?
한겸: 아 겨울 에는요 솜이 솜이불이 솜털 옷을 입으면요 안 따듯해
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뜻해지고 더워지잖아요. 이것처럼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얼음이. 거기다 솜이 이렇게 딱되있어
가지고 열기 때문에 더 될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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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겸: 네 겨울에요 할머니집 갔을 때 솜으로 만든 이불이 있거든요?
솜이 한 이정도 에요. 이걸 덮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요 문까
지 열고 잤어요. 겨울에
I: 음, 그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너꺼가 맞는 거 같아? 친
구들 틀린 것 같아?
한겸: 네.

이와 같이 한겸이가 친구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바꾸
지 않은 것은 연구 1과 여덟 번째 사후 면담에서 지승이가 보여준 것과
같이, 일상경험과 직접경험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래
의 발췌문처럼 한겸이는 책보다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이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네 번째 과학담화 후의 면담에서>
한겸: 정확하지 않고요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정확..책에 있는
내용이 정확하지는 100%정확하다고 장담은 할 수는 없잖아
요.
I: 그럼 뭐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
한겸: 자기가 실험하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런 게,, 창의적으로
I: 아..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중요한.. 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한겸: 네 왜냐하면 방법을요 책에서만 설명했지 자기가 직접 본건
아니잖아요.

⑥ 잘못된 추론 만들기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나타난 한겸이의 사례처럼 일상경험은 학생들
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추론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때때로 잘못
된 추론을 이끌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승이는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상온의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아두면 물과 그릇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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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커피와 관련된 기억을 떠
올렸다. 그녀는 컵은 미지근하고, 커피는 뜨거웠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컵도 뜨거워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질문의 상황에서는 이와 반대로
그릇이 뜨겁고 물이 미지근했다. 이에 지승이는 자신의 경험이 질문의
상황과 반대라고 생각했고, 물이 뜨거워지지 않을 거라는 잘못된 추론에
도달하였다. 여기서 지승이는 유사소재, 감각,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
건 등이 연결된 일상경험을 상기하였으나 이들 사이의 추론과 유사 물리
적 조건에서 오류를 범하였다.

<여덟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나는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왜
냐하면 커피 물이 뜨겁잖아. 근데 뜨거운 걸 컵에 담으면 컵
이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 컵이 뜨겁고 물이 미지근
하니까 거꾸로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릇이랑 물
의 온도가 유지될 것 같애.

지승이의 사례는 학생 대안개념의 형성이 일상경험이라는 1차 경험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일상경험을 과학적으로 해석해가는 2차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일상경험을 학생들이
상기할 수 있게 동기유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상경험을 과학
개념과 적절하게 연결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였다. 또한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상호 소통하
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의견을 변화시키면서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
다고 할 수 있다. 각 에피소드 별 연결고리의 특징과 역할을 정리해보면
표 4.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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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연구 2)과학담화에서 드러난 연결고리와 그 특징
에피소드
번호

등장 연결고리

특징

-개인: 소재, 유사소재, 현상,
감각, 물리적 조건
-동료: 유사소재, 현상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일어남

②

-개인: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현상, 과학용어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일상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의견변화를 일으킴

③

-개인: 현상, 유사소재,
물리적 조건
-동료: 감각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간에
연결고리의 확장이 일어남

④

-개인: 현상, 소재, 물리적
조건

⑤

-개인: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⑥

-개인: 유사소재, 감각,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

①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동료의
의견과 자신의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함
동료의 비판에 의견이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있거나
받아들일 만한 새로운 경험이
제시되어야 의견의 변화가 일어남
과학 현상의 결과를 추론하는
과정에서 문제와 일상경험의 적절한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2) Dewey의 관점에서 교육적 경험으로서의 학생담화 탐색
여기에서는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사용했던 모습
을 Dewey의 경험론 관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사례는 계속성의 원리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과거 경험을 현재의 과학담화에 끌어
들였다. 학생들은 동료의 의견을 반박하거나 받아들이는 데 일상경험을
사용했고(예: 일곱 번째 담화의 두 번째 질문, 여섯 번째 담화),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예: 첫 번째와 두 번째 담화). 그리고, 과학
담화에서 추론을 할 때에도 사용했다(예: 일곱 번째 담화의 첫 번째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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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덟 번째 담화).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과거의 일상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Dewey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과학담화는 학생의 현재가 과거의 확장에
서 비롯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 경험
을 이야기했을 때, 동료들도 그들 자신의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과학담화
속으로 가져왔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사용하여 동료들의 과거
경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동료가 과거 경험과 현재의
과학담화를 연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Dewey가
제시한 ‘계속성의 원리’를 넘어, 학생들이 자신 뿐만 아니라 동료 또한
과거 경험과 현재의 과학학습을 연결 짓게 하는 ‘확장된 계속성’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사례는 교변작용의 원리를 보여준다. Dewey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서로의 일상경험을 공유할 때 학생과 학생, 학생과
과학지식 사이에서 교변작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보온병의 단열에 대
해 이야기했던 일곱 번째 과학담화에서 지승, 지영, 한겸이는 서로의 일
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확신했고, 이 과정에서 이들과 생
각이 달랐던 영훈이는 의견을 바꾸게 되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상호작용
은 일상경험을 도입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 보다 일상경험을 도입하여 이
야기할 때 더 활성화되었다. 여섯 번째 담화에서도 영훈이는 어머니께서
국자를 물에 넣으신 경험을 근거로 들어 영주를 비판했고, 이로 인해 영
주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즉,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사용하며 발생하
는 학생 간의 교변작용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
는 학생이 단순히 동료 혹은 과학지식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넘어, 자신
의 과거를 동료의 과거, 현재의 과학담화와 연결 짓는 ‘확장된 교변작용’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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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들이 1차 경험을 공유하고 가져오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2
차 경험과 간접 경험이 과학담화 동안 발생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화자
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일상경험을 전달했고 청자는 언어의 매개체에
의해 간접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 즉, 학생들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경
험이 과학담화를 통하여 동료들에게는 간접적인 2차 경험이 된 것이다.
그러나 Dewey가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일상경험과 과학담화가 교육적
이지는 않았다. 학생의 일상경험은 적절하지 않은 추론을 일으키기도 하
고(일곱 번째 담화의 첫 번째 질문, 여덟 번째 담화), 더 적절한 과학개
념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였다(여섯 번째 담화).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얻은 1차 경험을 과학수업시간에 가져오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1차 경험을 과학개념과 연결시키는 2차 경험 때문에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은 동료와의 교변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
생하며 어떠한 교육적 개입 없이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학생의 모습이
다. 과학담화에서 드러난 연결고리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함께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서
로의 의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문제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포함된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Dewe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 학습이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이 과학 현상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시키는 것을 넘어 동료와의
담화를 통해 연결고리의 확장, 새로운 일상경험의 도입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학습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고의 확장,
집단 지성 등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며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의 다양한
연결과 예들을 경험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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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결론 및 시사점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과학학습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하는 역할에 대해
언급한 연구들은 거의 없으며,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주
로 개인의 학습에 초점을 두고 있다(Chambers & Andre, 1997; Strike &

Posner, 1985). 이에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과학 현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제
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과학담화를 하는 동안 학생들이
의견을 바꾸는 이유에 대해 조사하고,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이 사용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Dewey의 경험론과 관
련지어 해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동료의 반박, 일상경험, 동료의 의견에 대한 공감 등에
의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
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
다. 의견을 공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담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상경험은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참여자 간의 학습
을 일으키고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서 동료를 반박하거나, 뒷받침할 때 사용
되었으며,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함으로써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
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 133 -

은 적절한 과학개념으로의 의견 수정을 경험하거나 잘못된 추론을 만들
기도 하였다.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 사이에서 과학
현상 또는 습득하고자 하는 과학개념과 소재, 감각, 물리적 조건, 현상,
유사소재 등의 연결고리가 적절하게 연결된 일상경험이 상기되면 의견을
바꾸는 등 자신과 서로에게 영향을 주었다. 다만 잘못된 속성의 소재를
연결하는 것처럼 부적절하게 연결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연결이 더 포
함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사례는 Dewey가 제시한 계
속성과 교변작용에 대한 생각과 일맥상통한다. 특히 학생들이 서로의 과
거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의 예를 찾
을 수 있었으며 이는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과학담화를 통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사이의 연결고
리를 확장시키고, 문제의 상황과 자신의 일상경험, 비판해야 하는 동료의
의견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포함된 일상경험을 제시함으로써 의견변화
를 일으키기도 한다.

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과학담화를 통해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을
하고 연결고리를 확장시키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과학담화의 교육적 가
능성과 과학 학습에서 교환된 일상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교변작용과 계속성
의 과정은 학생의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바꾸어주는 촉진
제의 역할을 하였다. 학생의 대안개념이 과학수업이나 교육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교체나 수정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Driver & Easley,

1978; Osborne, 1983; Scott et al., 2007).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과학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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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내에서 그들의 일상경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 자
료로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사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과
학개념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선된 일상경험 사례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 연결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과의 연결은 후에 과학개념
과 과학개념, 과학개념의 다른 문제 상황으로의 전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Dewey는 교육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생이 교육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의 이전 경험과 이전 지식을 현재의 교육적 상
황과 관련짓고, 학생의 다음 변화를 격려하도록 돕는 계속성과 교변작용
의 원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과학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
단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계속적인 교육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일상경험을 통해 잘못된
추론을 하거나 의도한 교육목표에 맞게 자신의 일상경험을 재조직화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경험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Dewey가 주장한 바와 같이 과학 학습이나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이
교육적 경험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연결고리의 확장과 재생산이 가능한
동료와의 과학담화를 통해 개인의 학습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사고의 확
장, 집단 지성 등이 발휘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Dewey는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간의 균형과, 1차 경험과 2차 경험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과학교육에서 제공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통한
직접 경험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연구 1과 2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그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에 연결시키는 경향이

- 135 -

있으며 이를 선호한다. 더불어 경험이 교육적인가 아닌가는 그 1차 경험
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개념과 자신의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2차 경험
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과학수업시간 동안 새로운 직접 경
험과 1차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개념과
관련지어 반추하는 경험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1차 경험과
직접 경험으로서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수업 동안 구성되는 2차 경험
과 연결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과학수업의 재료
로서 인식하고 그것의 가능성과 한계도 인식하기를 제안한다.
학생의 일상경험과 관련된 담화는 과학교육 목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단계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보여진 것처럼,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학
담화는 그 자체로는 동료와 적극적으로 교변작용하는 경험의 장이며, 과
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계속성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들
의 일상경험은 과학학습의 시작점이나 디딤돌로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교육적 경험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실마리로서 고려될 수 있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들의 이
전 경험을 디딤돌로서 활용해야 하지만 내용의 더 크고 나은 조직화된
장으로 학생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은 특히 초등
학교 과학교육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은 과학학습의 시작단
계에 있고, 그들의 과거 경험의 대부분은 학교과학이 아니라 일상경험으
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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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3: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에
제시된 일상경험 도입의 특징

연구 3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에 담
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열
현상 관련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4학년, 3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와 교사용지도서
의 내용을 일상경험 도입 현황과 예의 연결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5.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게 하고, 과학이 일상생활
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과학과 관련지으려고 노력
해왔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Mayoh & Knutton, 1997). 교과서는 교육내용
을 학생 수준에 맞게 구체화한 학습자료이며(최경희와 김숙진, 1996), 교
사용지도서는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안내하고 교과서에 대한
설명과 지도방안 및 수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료이다(전영미, 2006).
따라서 과학교육 현장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
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것은 과학과 교수학습활동에 있어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의존도
가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우에 특히 더 필요한 부분이다 (권종미
등, 2001; 최경희와 김숙진, 1996; 한기애와 노석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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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열에 대한 일상경험이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교육적인 시사점을 찾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도입 현황 및 특징
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일상생활 관련 지도내용의
등장 빈도와 일상경험을 과학과 교수내용 및 방법에 어떻게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5.2. 연구 대상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서(4학년, 3단
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는 평가문항이 제시되어
있는 단원마무리를 제외한 단원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본문, 실험,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별하고 일상경험 관련
내용 부분을 분석하였다. 교사용지도서는 일상경험과 관련된 지도내용
및 방법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차시지도 내용과 각 차시별 교사용 참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과서 분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의 집필체제에 따라 본문을 대단원 도입, 소단원 도입, 핵심활동
전, 중, 후, 보조활동 전, 중, 후, 과학이야기로 구분하고, 각 부분별로 일
상경험 관련 서술이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실험은 과학교육을 다
른 교과교육과 구분 짓는 주요 특징이며(윤혜경, 2008), 학생들이 가장 선
호하는 활동이기도 하다(Song, 1995). 또한 초등과학교육 활동의 핵심은
관찰, 분류, 측정을 포함하는 실험활동이기 때문에 분석 준거를 실험과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분하였다.
삽화 역시 과학교육분야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영향력
이 크기 때문에(Roth et al., 1999),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삽화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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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해당 삽화가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그 역할을 분석하였
다. Pozzer & Roth (2003)는 시각자료를 네 가지 유형(장식적인, 실례가 되
는, 설명하기 위한, 상호 보완적인)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ozzer & Roth (2003)의 구분을 기반으로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삽화의 역
할을 살펴보았다.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일상적 상황 및 일상경험 사용 실태를 파악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호화하였다. 먼저 Reif & Larkin
(1991), Song & Black (1992)의 상황구분 방법에 따라 교과서 본문, 삽화,
실험, 실험 외의 활동을 일상적 상황과 과학적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그
리고 본문과 삽화의 일상적 상황은 다시 Mayoh & Knutton (1997)의 에피
소드 주제를 참고하여 일상경험, 산업기술, 특수경험으로 구분하였다. 일
상경험을 다루는 수준과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교과서의 본문과 지도서
의 차시지도 내용에 나타난 일상경험의 제시 단계를 분석하였다.
과학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는 개념 이해를 위하여 예
(example)를 사용하며(조광희, 2005).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1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
과서 본문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예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
차시별로 실험과 같은 핵심활동과 각각의 예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
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를 비교하였다. 4학년 2학기 열단원은 총 10개 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나
8~9차시는 ‘나만의 보온병 만들기’를 하고, 10차시는 단원 마무리, 되짚어
보기, 확인하기, 과학글쓰기를 하도록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 개념 지도를 위한 핵심활동이나 예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1~7
차시를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자 1인과 연구자 외의 과학교육 전문가 1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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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원을 위의 준거에 따라 기호화(coding)한 후, 기호화 과정에서 발생
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함께 토의하고, 각 준거의 정의를 수정하고 확
고히 하였다. 분류자간 일치도가 99.7%가 될 때까지 재분류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위의 1차 분석이 완료된 지 2주 후에 연구자가 시간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Miles & Huberma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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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 결과 및 논의
5.3.1.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
(1)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현황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현황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5.1과 같이 대단원 도입에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이 서술
되어 있었다. 소단원 도입은 감자를 삶는 내용이 실려있어서 학생의 일
상경험을 상기시키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변의 실
생활과 학생의 구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참신한 소재를 먼저 도입하여 학
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교육과학
기술부, 2010)는 과학과 교과용도서 개발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1 (연구 3)단원도입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예
대단원 도입

도입글

예

“초록이는 식구들과
함께 냄비에 맛있는
국수를 삶고
있습니다. 냄비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물은
어떻게 뜨거워질까요?
불꽃 주위는 왜
따뜻할까요?

설명

4학년 2학기 3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대단원 도입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이다. 냄비에 물을 끓여서 국수를
삶는 사진과 함께 국수를 삶는 상황에 대한 서술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해당 단원에서 배우게 될 전도, 대류, 복사에
대한 개념을 일상경험과 연결 지어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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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연구 3)교과서 본문의 일상경험 서술 현황
대
단원
도입

소
단원
도입

핵심활동 전
도입
글

개념
정리

핵심
활동
중
추가
설명

1(1)*

3(3)

6(8)

0

0

4.8**

14.3

28.6

0

개념
정리

추가
설명

보조
활동
전
도입
글

3(5)

2(4)

핵심활동 후

23.8

보조활동 후
계
개념
정리

추가
설명

0

0

0

15
(21)

0

0

0

71.4
(100)

*괄호 앞 숫자는 일상경험에 대한 서술 제시 빈도, 괄호 안 숫자는 해당 단원의 서술
전체 빈도임
**전체 21 개의 단락 중 해당 부분의 서술 제시 비율(%)
***이 표는 4 학년 2 학기 3 단원 ‘열전달과 우리 생활’의 분석 결과임

각 교과서 본문의 서술 현황을 살펴보면 표 5.2와 같다. 과학교과서 열
단원의 본문 서술은 총 21개의 단락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중 일상경험과
관련된 서술은 15개(71.4%)를 차지하였다. 과학교과서의 본문 서술은 핵
심이 되는 학습활동 전(이하 핵심활동; 28.6%)과 활동 후(23.8%)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핵심활동 전에는 개념을 정리하는 서술이 없었으며 차
시 도입글에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열 단원은 핵심
활동 후에 개념을 정리하는 서술(14.3%)과 이에 대한 추가 설명(9.5%)들
이 있었다.
표 5.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서술한 교과서 부
분은 핵심활동 전 도입글에서 학생들이 경험했을 법한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동기유발을 하였다. 핵심활동으로 과학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실험
활동을 한 후 과학개념을 정리하면서 다시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서술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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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연구 3)핵심활동 전·후에 나타난 서술의 예
단원

핵심활동 전

핵심활동 후

감자를 삶는 동안 불꽃은
냄비 바닥에만 닿았는데, 왜
냄비 손잡이까지
뜨거워졌을까요? 고체에서
일어나는 열의 전달 방식을
알아봅시다.

따뜻한 음식이 들어있는
그릇을 쥐고 있으면 손이
따뜻해지고, 차가운 얼음이
들어있는 그릇을 쥐고 있으면
얼음이 녹습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됩니다.

4-열

교과서 본문 중에서 과학이야기는 아래와 같은 개발방향에 의해 집필
되어, 총 3번의 과학 이야기가 모두 과학적 상황이 아니라 일상적 상황
의 글로 제시되었다.

학생들의 과학적 기초 소양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높이
기 위해 첨단 과학내용, 과학 관련 직업, 발명, 발견이야기, 과학
글쓰기, 과학자와 기술자의 연구과정 등 다양한 과학 정보를 제
공하도록 구성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러나 일상적 상황 중에서 ‘주택설계사’ ‘단열과 과학기술’ 등 산업기
술 관련 글이 85.7%를 차지하였다. 즉, 개발 방향 중 첨단 과학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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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사회(STS)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 글이 일상경험 관련 글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고자 하
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방향의 일환으로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교과
서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차시 지도 내용은 일상경험과 많이 관
련지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학 전반에 대한 정보와 흥미를
제공하는 과학 이야기는 일상생활 소재를 사용하였으나 학생의 일상경험
보다는 산업기술에 치우쳐진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2)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현황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과학교
과서 삽화를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삽화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상경험, 산업기술, 특수경험 관련 삽화로 분류하였다. 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의 예는 그림 5.1과 같으며, 삽화의 등장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4와 같다.

표 5.4 (연구 3)교과서 삽화의 상황별 등장 빈도
일상적 상황
단원

과학적
상황

일상경험
장식 실례

설명

상호
보완

산업
기술

특수
경험

계

11

3

6

0

10

10

2

(31)42*

26.2*

7.1

14.3

0

23.8

23.8

4.8

73.8(100)

4-열
*의 괄호 앞 숫자는 일상적 상황에 대한 삽화 제시 빈도, 괄호 안 숫자는 해당 단원의
삽화 전체 빈도임.
**전체 42 개의 삽화 중 해당 상황의 삽화 제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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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과학적 상황

일상경험(실례가 되는)

삽화

상황

산업기술

특수경험

삽화

그림 5.1 (연구 3)교과서에 나타난 삽화의 예
과학교과서 열단원에는 총 42개의 삽화가 실렸으며 그 중 31개(73.8%)
가 일상적 상황이 담긴 삽화였으며, 11개(26.2%)가 과학적 상황이 담긴
삽화였다. 일상적 상황의 삽화가 과학적 상황의 삽화보다 등장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일상적 상황 중에서도 일상경험 관련 삽화(19개, 45.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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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10개, 23.8%), 특수경험(2개, 4.8%)과 관련된 삽화보다 등장 빈도
가 높았다. 이것은 과학학습을 일상경험과 관련 지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일상경험 관련 삽화의 역할을 살펴보면 네 가지 역할 중에서 설명을
제공하는 삽화의 수는 부족하였지만 일상경험에 대한 삽화는 여러 기능
을 할 수 있도록 실려있다고 할 수 있다.

(3) 교과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학습활동의 현황
학생들이 과학개념을 습득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과학수업의
학습활동에 일상경험이 얼마나 도입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교과
서에 제시된 학습활동을 실험과 실험 외의 활동으로 구분하고 각 활동의
상황을 분류하였다. 학습활동 중 일상경험을 활용한 빈도를 살펴본 결과
는 표 5.5와 같다. 과학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보다 소재를 접목하거나
일상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이 많았다. 그림 5.3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
럼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초콜릿과 같은 소재를 과학실험
기구들과 함께 접목하여 실험을 인위적으로 조직한 것은 전체 실험 중
62.5%였다. 이에 비해 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
히 접할 수 있는 소재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재현하고 그 안에
서 실험하는 활동의 빈도는 25%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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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소재접목

일상적 상황(일상경험)

실험
내용

그림 5.2 (연구 3)교과서에 나타난 실험의 예
초등학교 과학교과서의 핵심활동의 대부분이 실험임을 감안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는 본문 서술이나, 삽화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혹은 일상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5.5 (연구 3)교과서 활동의 상황별 등장 빈도
실험
단원

실험 외의 활동

과학적 소재 일상적
상황 접목 상황

소계

총계

과학적 소재 일상적
소계
상황 접목 상황

1

5

2

8

1

1

0

2

12.5*

62.5

25

100

50**

50

0

100

4-열
*는 해당 단원의 총 실험활동 빈도에 대한 각 상황의 활동 비율 (%)
**는 해당 단원의 총 실험 외의 활동에 대한 각 상황의 활동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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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예의 특징
여기서는 교과서 본문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예의 특징을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한다. 먼저, 각 차시별 핵심활동과 각각의 예들이 서로 어떠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표 5.6과 같다.

표 5.6 교과서 본문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예와 연결고리
일상경험

연결고리

발견

관련 예

발견 예

연결고리 수

3

3

2

2

②

1

1

1

1

③

1

1

1

2

④

1

1

0

0

⑤

2

2

0

0

⑥

5

4

1

1

⑦

6

6

0

0

계

19

18

5

6

차시

예시

①

핵심활동과 일상경험 관련 예를 5개의 직접연결고리를 바탕으로 분석
한 결과, 총 7개의 차시에서 18개의 일상경험 관련 예를 추출하였다. 이
중 5개의 예에서 총 6개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전체 18개의
일상경험 관련 예에서 평균 0.3개, 연결고리가 있는 예 중에는 평균 1.2
개의 연결고리가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구 1에서 학생
들이 보통 연결고리 2~3개를 사용한 것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있다. 연결고리는 물리적 조건(1회), 과학용어(1회), 현상(2회), 소재
(2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학생이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짓는
고리는 교과서에서 핵심활동의 과학 현상과 예를 연결 짓는 고리와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148 -

1차시와 7차시의 핵심활동은 연구 1의 설문 문항 1-1과 3-1과 동일하
다. 따라서 연구 1에서 문항 1-1과 3-1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에 제시된 예를 비교하였다. 먼저 연구 1에서
고체의 열전달에 대해 묻는 문항 3-1에 대해 학생들이 관련이 있다고 생
각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양초를 사용한 경험, 계란후라이를 한 경
험, 생일파티 케이크의 초를 사용한 경험, 고기를 구운 경험이었다(표
3.17 참고).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감자 삶기, 온도가 다른 그릇
쥐고 있기, 냄비 손잡이가 뜨거워지는 이유 등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문항의 ‘소재’와 녹거나 굳는 소재의 변화인 ‘현상’과 가열하는 ‘물리적
조건’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교과서는 고체에서의 열전달이라고 하는
개념 중심의 예를 제시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교과서 집필자가 제
시한 예는 학생들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7차시에서 솜을 얼음을 싸는 실험은 연구 1에서 단열에 대해 묻는 문
항 1-1에서 동일하게 제시되었다. 이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한 전형적 일상경험은 주로 솜으로 된 옷을 입거나 이불을 덮은
경험, 얼음을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제시된 예는
이중벽이나 스티로폼 같은 집의 벽, 보온병의 단열장치, 북극 곰의 털,
방한복, 석빙고 등이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솜과 얼음이라는 ‘소재’와 녹
는다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교과서는 ‘단열’이라는 개념 중
심의 예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유사성을 찾기 어렵다.
교과서의 예들은 ‘열의 전도’나 ‘단열’처럼 과학적 개념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것을 중심으로 되었으며 동시에 성인이자 교과전문가로서 앞으
로 배울 개념과 교수학습적으로 연결될 때를 염두 하여 가장 좋은 예를
들고자 선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이 떠올리는 일상경험과 차
이가 있다. 즉, 교과서 집필자의 생각만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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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밖에 없다.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는 것에 주목해
야 하는 이유는 전문가의 견해에서는 모두 관련이 되어있는 예들이지만
학생에게는 새롭고 또 다른 사례라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 중심의 연결
을 통해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그 안에서 공통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학생들이 과학수업 중에 핵심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고 연
결 짓는 일상경험에 대한 지도 또한 필요하다.

5.3.2.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일상경험 관련 지도 현황
(1) 교사용지도서의 차시지도 내용
교사용지도서의 차시지도 내용에 나타난 일상경험의 제시 단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7 과 같다. 총 10 차시 중 6~7 개의 차시가 도입,
전개, 정리단계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활용하였다. 이 중 수업을 위한
동기유발로 “실제 보온병에 담아 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활동 외의 대부분의 차시는 “라면을 냄비에 끓여 먹을
때와 컵라면으로 먹을 때, 또는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쇠로 된
젓가락을 사용할 때와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때의 느낌이 어떠하였는지
이야기를 나눈다.”와 같이 학생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다.

표 5.7 교사용지도서에서 일상경험 지도 등장 단계
단원

총 차시

4-열

10

등장 단계
도입

전개

정리

7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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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

일상경험 관련 지도내용의 차시당 편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차시별로 일상경험을 관련지어 지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빈도를 살펴보
았다. 표 5.8을 보면, 총 10개 차시 중에서 2개 차시를 제외하고 8개 차
시는 일상경험과 관련 지은 지도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며 한 차시당
2~3개의 단계에서 일상경험을 관련지어 지도하였다. 교사용지도서가 일
상경험과 과학 개념을 관련지어 지도하고자 여러 단계에서 일상경험 관
련 지도내용을 삽입하였지만, 동기유발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동기유발
에서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핵심활동(전개)과 연결시키거나 활용
하는 활동을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도입, 전개, 정
리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내용, 다른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5.8 교사용지도서에서 나타난 일상경험 지도의 차시당 등장 빈도
단원
4-열

차시당 등장 단계 수
등장없음
2

1개

2개

3개

계
(총 차시)

0

4

4

10

또한 학생들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학
습을 일으킨다. 그러나 교사용지도서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활동은 학
생들 간에 각자의 경험을 토론하게 하거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활
동은 제시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교사의 전체 발문을 통해 일상경험을 상
기하는 수준이었다. 연구 2의 결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학생간 담화를 통
해 그들의 일상경험을 더 적극적으로 학습의 장에 불러내고 다시 그 안
에서 반성적 사고 과정과 토의의 과정을 거쳐 더 나은 과학 현상의 이해
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학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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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에서 학생의 일상경험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07 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과
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을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는 교과서에서 일상경
험과 관련된 본문, 삽화, 실험, 실험 외의 활동의 등장 빈도, 단계, 예와
핵심활동의 연결고리 및 전형적 일상경험과 예의 유사성 등을 분석하였
다. 교사용지도서는 차시지도 내용에 제시된 일상경험 관련 서술의 등장
단계와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찬 방향에 따라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교과서를 서술하였고, 핵심활동
전과 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둘째, 일상적 상황의 삽화가 과학적 상황의 삽화보다 등장 빈도가 높
았고 일상경험에 대한 삽화는 설명적 기능을 제외하고 여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려있었다.
셋째, 과학적 상황으로 구성된 활동보다 소재를 접목하거나 일상적 상
황으로 구성된 활동이 많았다. 삽화와 마찬가지로 일상경험 혹은 일상적
상황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
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
다. 이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교과서
예를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일상경험은 학생의 경험을 상기하는
것과 같이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생 간의 토론과 경험 교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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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2007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과학의 주요 개념을
학습자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서 지도”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게”(교육인적자원부, 2007) 하기 위해 본문, 삽화, 학습활동
등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
용지도서의 서술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서는 학생의 과학학
습과 일상경험 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간주하여 분리시키려 하기보다는
과학학습에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 도입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과용도서에서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키고자 하
는 시도는 교수학습 단계들을 서로 연계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부족하였
다. 과학교육의 목표로 ‘과학학습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일상생활 문제
를 해결하게 되는 것’을 설정하였다면, 학생들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습한
탈 맥락화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적용 가능하게 전이할 수 있어야 한다
(Pugh & Bergin, 2010). 그러나 이러한 전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교육
내용과 방법을 맥락화하여 지도해야 한다(Enghag et al., 2007). 따라서 학
습 과정의 각 단계들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수준에서 서로 유기적 관
계를 맺고, 학생의 일상경험을 도입하고 일상적 상황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교사용지도서가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자료이자 보조자료로서 교사가
자신의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야 하는 참고자료이기는 하지만, 과학교
육 비전공자가 많고, 동시에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사에게는
과학수업을 스스로 재구성하고, 수업준비를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 따라서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경
우에는(권종미 등, 2001; 한기애와 노석구, 2003) 교사용지도서에서 나타난
일상경험의 소극적 도입이나 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예의 사용은 수업에

- 153 -

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과 과학교육을 연결 지으
려는 일을 교사의 몫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사용지도서에 다양한 예시
자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학개념을 담고 있는 학생의 일상경험
에 대한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교과용
도서 집필자나 교사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학생들의 일상경험과 같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교과용도서에서 도입할 일상경험은 지금
이 시대 학생들의 일상경험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
서나 교사용지도서의 집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일상경험 사례 구축과 이
를 위한 질적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다.
Dewey (LW 9)는 학생이 직접 경험한 것에서 학습이 시작되어야 하며,
성인의 경우에도 처음 접하는 학습내용일 경우 일상생활과 관련지어 학
습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학습에서 경험을 사용하는 것은 단지 첫 단
계일 뿐이며, 다음단계는 더 풍부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4학년 교과서의 서술, 삽화 등이 일상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던 것은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teiner나 Piaget의 발달단계와 이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 학
생들은 자신의 배운 과학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적 추론을 통해 일상경험
을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과학개념을 형성한다(Osborne & Freyberg, 1985). 그렇다면 일상
경험과 관련된 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생이
과학 현상을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연결고리나 동료와의 상호
작용을 학습에 끌어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
험과 교과서 예 간의 차이를 좁히고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
간의 토론과 경험 교환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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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및 제언

6.1. 요약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Enghag et al., 2007; Mayoh & Knutton,
1997; Warren et al., 2001). 한편 학생의 일상경험과 과학학습에 대한 일반
적인 권고나 의견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이 있어왔으나, 일상경험과 과학
학습을 연결 짓고, 일상경험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Cajas, 1998). 따라서 경험적 자
료와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에서 일상경험이 어
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특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험의 역할과 그 특
징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열 현상에 대해 학생이 이
해하는 바와 일상경험이 개인 내에서 그리고 개인 간에서 어떻게 관련되
는지 그 특징을 조사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도서 열단원에
서 학생의 일상경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1은 서울, 경기, 경남, 부산에 각각 위치한 4개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 2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열 현상과 관련된 4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관련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짓는 고리들을 추출하였다. 그리
고 열 현상과 관련된 전형적인 일상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과학
수업에서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학시간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 반응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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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가장 신뢰하는 근거로 꼽았다. 학생들
이 열 현상과 관련이 있다고 떠올린 경험은 일상직접경험(비의도적 체험,
의도적 체험), 타인이나 영상매체·책·인터넷 등에 의한 일상간접경험, 학
교과학수업에 의한 형식교육경험, 방과후 교육활동에 의한 비형식교육경
험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일상경험은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 근거
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다른 경험들보다 비중이 있고,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정적 역할도 수행하였다. 해당 과학내용이 형식교육에서
경험한 것일지라도 자신이 경험한 일상직접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5개의
직접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
고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학생의 사고 단계에 따라 즉각적 연결
고리와 해석적 연결고리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보통 2-3개의 연
결고리가 일치하는 경험을 사용하였으며, 연결고리 중에 어떠한 것을 연
결시켜 사용하는지는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이 열 현상과
관련짓는 전형적인 일상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요리나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이었다.
연구 2에서는 경기도 S시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6명(남
학생 3명, 여학생 3명)을 대상으로 과학담화를 8주간 총 10회(매주 1~2회)
실시하여 초등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일상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
신과 동료의 일상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Dewey의
교육적 경험과 관련지어 논의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과학담화 중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교환하며, 일상경험을 통해 동료의 의견을 평
가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과학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 개념을 형성해갔다.
일상경험은 학생들이 과학담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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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경험은 과학담화에서 동료를 반박하거
나, 뒷받침할 때 사용하였으며, 동료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의견을
확신하거나 변화시키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열 현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수정하거나 잘못된
추론에 이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연결고리를 확장하기도 하고 연
결고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일상경험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담
화 사례들은 계속성과 교변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경험에 대한
Dewey의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이 사례들은 학생들이 서로의
과거 경험을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확장된 계속성과 교변작용’이라고 해
석될 수 있다. 또한 이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적 경험으로 가는 시발점
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과 2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3에서는 초등학교 과학과 교과용
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열단원에 담긴 일상경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열개념 학습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의 내용(4학년, 3단원 열전달
과 우리 생활)을 일상경험 제시 현황과 연결 특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는 일상생활과 과학학습을 연계
시키기 위해 학생의 일상경험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학
생 간에 일상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지도 방법은 제
시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사례들을 교과서에 도입하였으
나 학생이 사용하는 연결고리가 교과서 예에서는 활발하게 확인되지 않
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교과서의 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것은 교과서 집필자의 관점에서 개념 중심의 연결을 통해 교과서 예를
선정하고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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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학생의 일상경
험을 연결 지어 그 사이에서 보여지는 특징과 일상경험의 역할을 살펴보
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측면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 및 관찰을 실시하고 교과용도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경험을 신뢰하며 그
것을 과학 현상에 대해 이해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의 과학담화 관찰을 통해 그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
하는 소통의 과정 속에서 과학 현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구축해간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동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대화
하고, 그 과정에서 학습한다. 또한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일상경험을
통해 학습한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학생들의 일상경험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고민하고 논의되어야 할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연구
3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이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교
환하게 하는 교육방식은 교과용도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학생의
전형적 일상경험과 같은 실제적 특징 또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학생의 일상경험과 학교 과학학습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험은 어린 학생들의 중요한 앎의 방식이며 동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자 지식의 원천이다(Wassermann & Ivany, 1996). Dewey는 교육의 시작
이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과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LW, 13). 특히 연구 1과 2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자신의 일상경험
을 과학 현상을 이해하는데 주로 사용하였으며 과학학습에 일상경험을
도입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학생과 과학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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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작점으로 일상경험을 과학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
기에 자연에서 겪은 경험은 성인기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Palmer et
al., 1999). 초등학교 과학수업은 과학에 흥미를 갖고, 자연에 대한 호기심
을 발달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Carrier et al, 2013; Driver et al,
1996; Murphy et al, 2012) 더욱 더 일상경험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경험은 오랫동안 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져 왔으나 주로 경험을 위한
경험, 체험으로서의 경험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제한되어 왔다(Wong et al.,
2001). 그러나 경험이 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접 체험하는 1차
경험이 아니라 1차 경험에 대해 사유하는 2차 경험이 교육적 경험으로
이어지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일상경험을 상기하고 공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험의 재구성을 통해 과학적 경험
이자 교육적 경험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일상경험에 대해 사유하
고 평가하고 분석해보는 2차 경험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Dewey가 말한 교육일 것이다. 일상경험뿐만 아니라 과학학습 활
동도 교육적 경험이 되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경험을 반추하고 재해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연구 1과 2에서 나타난 학생의 일상경험 사용 특
징을 고려했을 때 과거의 일상경험을 현재 학습의 장으로 불러들이고 연
결 지어 생각해보는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연구 1과 2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을 연결
지을 때,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한다. 이 연결고리들은 학생이
과학 현상에 직면했을 때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과학 현상을 이해하게 하
고, 일상경험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연결고리를 찾아 냄으로써 교사와
교과용도서 개발자들에게 일상경험을 찾아 도입해야 할 필요성과 과학개

- 159 -

념과 일상경험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시한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Osborne & Freyberg(1985)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 상
황을 도입하는 것이 과학학습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Vygotsky(2012)
는 과학적 개념이 일상적 개념을 통해 발달하고, 일상적 개념은 과학적
개념을 통해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연구 1과 2의 결과를 볼 때
모든 일상적 상황과 일상경험이 다 과학적 개념 발달과 교육적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연결고리의 지위와 특징, 적절한
연결에 대해 제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일상경험을 어떻게 과학개념과
연결 짓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고, 효과적인 지도방법을 찾는 것이 과학
교육자와 연구자의 역할일 것이다.

6.3. 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된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인간의 사회문화적 성장 환경은 일상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
한 일상경험은 다시 과학학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학생의 경험은
그들의 문화적, 언어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과학에 대한 경험 수준이 다른 학생들이 교실에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
다(Duschl et al., 2007). 따라서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른 학생들이 그들의
환경 내에서 겪게 되는 일상경험에 대한 조사와 이것이 과학학습과 어떻
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개입 없이 열 현상과 관련된 학생의 이해
에서 일상경험의 역할과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는 교수학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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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상관없이 학생이 자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상경험을 사용하는 모습
을 드러내고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상경험
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좀 더 역동적으로 학생
이 열에 대한 개념프로파일을 형성하거나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교수학습
환경 속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학학습 전∙후에 학생이 일
상경험을 사용하는 특징과 교사의 교수 실행을 관찰함으로써 학생의 과
학개념 학습 과정을 드러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일상경험과 과학 현상을 연결 지을 때,
이 둘을 연결하는 소재, 감각, 현상, 물리적 조건, 과학용어와 같은 직접
연결고리와 유사소재, 유사현상, 유사 물리적 조건과 같은 간접연결고리
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열 현상이라는 특정 과학 현상
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므로 다른 과학 현상과 학생의 일상경험 사이에서
는 또 다른 연결고리가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과학 현상과 일상경험 간의 연결고리를 보다 종합적으로 밝혀내는 연구
가 기대된다.

- 161 -

참고문헌

강경희, 이선경(2001). 개념변화 맥락을 구성하는 개념생태 상호작용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1(4), 745-756.
곽영순(2002). 구성주의 프로파일로 표현된 예비교사들의 신념변화. 한국
지구과학회지 23(3), 242-258.
교육과학기술부(2010). 과학 4-2 교사용지도서. 서울: 금성출판사.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등 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2013). 우리나라 교육과정. Retrieved June 14, 2013,
from http://www.ncic.re.kr/
권성기, 김익진(2003). 초등학생의 열 개념에 따른 온도 개념의 특성. 초
등과학교육, 22(1), 15-28.
권용주, 양일호, 정원우(2000). 예비 과학교사들의 가설 창안 과정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0(1), 29-42.
권용주, 정진수, 강민정, 김영신(2003a). 과학적 가설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바탕이론.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5), 458-469.
권용주, 정진수, 박윤복, 강민정(2003b). 선언적 과학 지식의 생성 과정에
대한 과학철학적 연구: 귀납적, 귀추적, 연역적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3(3), 215-228.
권용주, 심해숙, 정진수, 박국태(2003c). 수증기 응결에 관한 초등학생의
가설 생성에서 귀추의 역할과 과정. 한국지구과학회지, 24(4), 250257.
권종미, 정완호, 김영신(2001). 과학과 교사용지도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과 개선 방향. 초등과학교육, 20(1), 75-90.
김무길(2005). 존 듀이의 교변작용과 교육론. 서울: 원미사.
김영민(2012). 과학교육에서 비유와 은유 그리고 창의성. 서울: 북스힐.

- 162 -

김헌수(2012).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관한 연구: 교수요
목기부터 2009개정 교육과정까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김혜리, 이선경, 김찬종(2010). 담화양상과 의미형성전략에 관한 초임 교
사의 중등 과학수업 사례 탐색. 한국지구과학회지, 31(6), 647-655.
나지연, 송진웅(2012). 초등학생의 과학 담화에서 나타나는 몸짓의 유형
과 특징. 초등과학교육, 31(4), 450-462.
남윤경, 정진우, 장명덕(2004). ‘대기와 물의 순환’ 관련 개념들에 대한 과
제 상황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응답의 일관성. 한국지구과학회지,
25(8), 656-662.
노금자, 김효남(1996).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용해 개념. 한국초등과학교육학회지, 15(2), 233-250.
박천환(2009). 듀이 경험이론에서의 교변작용. 도덕교육연구, 21(1), 1-30.
박철홍(2008). 총체적 지식의 함양으로서 공부: 듀이의 교변작용에 비추
어 본 공부의 의미와 성격. 교육철학, 34, 115-141.
윤혜경(2008). 과학 실험 실습 교육에서 초등 교사가 느끼는 딜레마. 초
등과학교육, 27(2), 102-116.
전영미(2006). 초등학교 교사의 교사용지도서 활용 방식에 대한 연구: 두
명의 미국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3(3), 5-24.
정용재(2004). 연결주의적 관점의 개념학습 방안으로서 ‘전형적 인식상황
(TPS)’의 변화: 초등학생의 힘의 작용에 관한 생각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용재, 송진웅(2006). Peirce의 귀추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과학교
육적 함의 탐색.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6(6), 703-722.
정윤경(2000). 루돌프 슈타이너의 인지학과 발도르프 학교. 인천: 내일을
여는 책.
최경희, 김숙진(1996). 과학 교과서 선정과 평가에 관련된 교사들의 인식

- 163 -

조사와 과학교과서 평가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6(3), 303-313.
최행숙, 김은경, 백성혜, 이길재, 정완호(2001). 초등학생들의 열과 온도에
대한 대안개념 조사. 초등과학교육, 20(1), 123-138.
하은선(2008). 중학생들의 방과 후 모둠활동에서 형성된 과학 담화의 특
징과 지속요인에 대한 사례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한기애, 노석구(2003). 제 7차 초등학교 과학과 교사용지도서의 활용 실
태 분석. 초등과학교육, 22(1), 51-64.
허강, 곽상만, 김용만, 정태범, 함수곤, 윤종영, 김영일, 이종국(2000). 한
국편수사 연구 (Ⅰ). 한국교과서 연구재단.
홍미영, 박윤배(1995). 문제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화학 문제해결 과
정의 차이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15(1), 80-91.
Aikenhead, G. S. & Ryan, A. G. (1992). The development of a new instrument:
“Views on Science-Technology-Society” (VOSTS). Science Education,
76(5), 477-491.
Ainley, M., & Ainley, J. (2011). A cultural perspective on the structure of student
interest in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3(1), 51–
71.
Alexopoulou, E., & Driver, R. (1996). Small-group discussion in physics: Peer
interaction modes in pairs and four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3(10), 1099–1114.
Anderson, C. W. (2007). Perspectives on science learning. In S. K. Abell & N. G.
Lederma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ience education (pp. 3–30).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Ausubel, D. P. (1968).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Avraamidou, L., & Osborne, J. (2009). The role of narrative in communicating
sc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1, 1683–1707.

- 164 -

Baumert, J., Evans, R. H., & Geiser, H. (1998). Technical problem solving among
10‐year‐old students as related to science achievement, out‐of‐school
experience, domain‐specific control beliefs, and attribution pattern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5(9), 987-1013.
Baviskar, S. N., Hartle, R. T., & Whitney, T. (2009). Essential criteria to
characterize constructivist teaching: Derived fr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applied to five constructivist‐teaching method articl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31(4), 541-550.
Başer, M. (2006). Effect of conceptual change oriented instruction on students’
understanding of heat and temperature concepts. Journal of Maltese
Education Research, 4(1), 64-79.
Bächtold, M. (2013). What do students “construct” according to constructivism in
science education?.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3(6), 2477-2496.
Beeley, K. (2012). Science in the early years: Understanding the world through
play-based learning. London: Featherstone Education.
Ben-Zvi Assaraf, O., Eshach, H., Orion, N., & Alamour, Y. (2012). Cultural
differences and students’ spontaneous models of the water cycle: A case
study of Jewish and Bedouin children in Israel.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7(2), 451-477.
Bernstein, R. J. (1966). John Dewey.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Cajas, F. (1998). Using out‐of‐school experience in science lessons: an impossible
task?.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0(5), 623-625.
Carrier, S. J., Tugurian, L. P., & Thomson, M. M. (2013). Elementary Science
Indoors and Out: Teachers, Time, and Testing.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3(5), 2059-2083.
Chambers, S. K., & Andre, T. (1997). Gender, prior knowledge, interest, and
experience in electricity and conceptual change text manipulations in
learning about direct curren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4(2), 107–123.
Chin, C. (2006). Classroom interaction in science: Teacher questioning and
feedback to students’ respons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 165 -

Education, 28(11), 1315-1346.
Chinn, P. W. C. (2007). Decolonizing methodologies and indigenous knowledge:
The role of culture, place and personal experience in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4(9), 1247–1268.
Clement, J. J. (2008). Creative model construction in scientists and students: The
role of imagery, analogy, and mental stimulation. Springer.
Cobern, W. W., Gibson, A. T., & Underwood, S. A. (1999). Conceptualizations of
nature: An interpretive study of 16 ninth graders' everyday think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6(5), 541-564.
DeBoer, G. E. (1991). A history of ideas in science education: Implications for
practice. New York; London: Teachers College Press.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middle works, 9.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1925). Experience and nature.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1933). How we think.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8 (pp. 105–352).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0.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1938a). Logic: The theory of inquiry.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2.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1938b). Experience and education.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3 (pp. 1–62).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ewey, J., & Bentley, A. F. (1948). Knowing and the known. In J. A. Boydston
(Ed.), John Dewey: The later works, 16 (pp. 1–294).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Driver, R., Guesne, E., & Tiberghien, A. (1993a). Children’s ideas and the learning
of science. In R. Driver, E. Guesne, and A. Tiberghien (Eds.), Children’s
ideas in science (pp. 52-84).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 166 -

Press.
Driver, R., Guesne, E., & Tiberghien, A. (1993b). Some features of children’s idea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eaching. In R. Driver, E. Guesne, and A.
Tiberghien (Eds.), Children’s ideas in science (pp. 193-201).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Driver, R., Leach, J., Millar, R., & Scott, P. (1996). Young people’s images of
science. Buckingha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Driver, R., & Easley, J. (1978). Pupils and paradigms: A review of literature related
to concept development in adolescent science students. Studies in Science
Education, 5, 61–84.
Duit, R. (1991). On the role of analogies and metaphors in learning science.
Science Education, 75(6), 649-672.
Duschl, R. A., Schweingruber, H. A., & Shouse, A. W. (Eds.), (2007). Taking
science to school: Learning and teaching science in grades K-8.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Enghag, M., Gustafsson, P., & Jonsson, G. (2007). From everyday life experiences
to physics understanding occurring in small group work with context rich
problems during introductory physic work at university.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7, 449–467.
Erickson, G. L. (1979). Children's conceptions of heat and temperature. Science
Education, 63(2), 221-230.
Erickson, G., & Tiberghien, A. (1993). Heat and temperature. In R. Driver, E.
Guesne, and A. Tiberghien (Eds.), Children’s ideas in science (pp. 52-84).
Buckingham; Bristol: Open University Press.
Finson, K. D. (2002). Drawing a scientist: What we do and do not know after fifty
years of drawings. School Science and Mathematics, 102(7), 335-345.
Fischer, H. R. (2001). Abductive reasoning as a way of worldmaking. Foundations
of Science, 6(4), 361-383.
Fleer, M. (2009). Understanding the dialectical relations between everyday
concepts and scientific concepts within play-based program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9(2), 281-306.

- 167 -

Gallego, M. A. (2001). Is experience the best teacher? The potential of coupling
classroom and community-based field experienc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2(4), 312–325.
Garrison, J. W., & Bentley, M. L. (1990). Science education, conceptual change
and breaking with everyday experience.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10, 19–35.
Georgiou, H., & Sharma, M. D. (2012). University students’understanding of
thermal physics in everyday context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and
Mathematics Education, 10(5), 1119-1142.
Gilbert, J. K., Osborne, R. J., & Fensham, P. J. (1982). Children's science and its
consequences for teaching. Science Education, 66(4), 623-633.
Girod, M., & Wong, D. (2002). An aesthetic (Deweyan) perspective on science
learning: Case studies of three fourth grader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 199–224.
Glynn, S. (2007). The teaching-with-analogies model. Science and Children, 44(8),
52-55.
Gönen, S., & Kocakaya, S. (2010). A cross-age study: A cross-age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heat and temperature. Eurasian Journal of Physics and
Chemistry Education, 2(1), 1-15.
Greene, S., & Hill, M. (2010). Researching children’s experience: Methods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S. Greene & D. Hogan (Eds.), Researching
children’s experience (pp. 1–21). London: SAGE Publications.
Hapgood, S. E. (2002). Fostering an investigatory stance: Using text to mediate
inquiry with museum objects. In S. G. Paris (Ed.), Perspectives on objectcentered learning in museums (pp. 171-189).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Harlen, W., & Qualter, A. (2007). The teaching of science in primary schools (4th
ed.). Abingdon; New York : David Fulton publishers.
Hogan, K., Nastasi, B. K., & Pressley, M. (1999). Discourse patterns and
collaborative scientific reasoning in peer and teacher-guided discussions.
Cognition and Instruction, 17(4), 379–432.

- 168 -

Howe, A. C. (1996). Development of science concepts within a Vygotskian
framework. Science Education, 80(1), 35-51.
Howes, E. V. (2008). Educative experiences and early childhood science education:
A Deweyan perspective on learning to obser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24(3), 536-549.
Kasanda, C., Lubben, F., Gaoseb, N., Kandjeo‐Marenga, U., Kapenda, H., &
Campbell, B. (2005). The role of everyday contexts in learner‐centred
teaching: the practice in namibian secondary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7(15), 1805-1823.
Koosimile, A. T. (2004). Out-of-school experiences in science classes: Problems,
issues and challenges in Botswana.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6(4), 483–496.
Kruckeberg, R. (2006). A Deweyan perspective on science education:
Constructivism, experience, and why we learn science. Science &
Education, 15(1), 1–30.
Lawson, A. E. (2002). Science teaching and development of thinking. Belmont:
Wadsworth/Thomson Learning.
Lemke, J. (1990). Talking science: Language, learning and values. Norwood:
Ablex Publishing.
Liu, S.-C. (2011). What is the thing we call heat? A study on diverse
representations of the basic thermal concepts in and for school science. In
M. M. H. Cheng & W. W. M. So (Eds.), Science Education in International
Contexts (pp. 17-28). Springer.
Mayoh, K., & Knutton, S. (1997). Using out-of-school experience in science
lessons: Reality or rhetoric?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9(7), 849–867.
Miles, M. B.,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n expanded
sourcebook (2nd ed.). New York: Sage Publications.
Miller, H. (1963). Transaction: Dewey’s last contribution to the theory of learning.
Education Theory, 13(1), 13–28.
Mortimer, E. F. (1995). Conceptual change or conceptual profile change?. Science

- 169 -

& Education, 4(3), 267-285.
Mortimer, E. & Scott, P. (2000). Analysing discourse in the science classroom. In R.
Millar, J. Leach, & J. Osborne (Eds.), Improving science education: The
contribution of research (pp. 126-142).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Mortimer, E. F., Scott, P., & El-Hani, C. N. (2012). The heterogeneity of discourse
in science classrooms: The conceptual profile approach. In B. J. Fraser, K.
G. Tobin, & C. J. McRobbie (Eds.), Second international handbook of
science education (pp. 231–246). Dordrecht: Springer.
Murphy, C., Varley, J., & Veale, Ó. (2012). I’d rather they did experiments with
us…. than just talking: Irish children’s views of primary school scienc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42(3), 415-438.
Na, J. & Song, J. (2013). Why everyday experience? Interpreting primary students’
science dis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John Dewey. Science &
Education, published online 14 August 2013. DOI: 10.1007/s11191-0139637-y
Norris, S. P., & Phillips, L. M. (2003). How literacy in its fundamental sense is
central to scientific literacy. Science Education, 87(2), 224–240.
Oakeshott, M. J. (2002).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Oloruntegbe, K. O., & Ikpe, A. (2010). Ecocultural factors in students’ ability to
relate science concepts learned at school and experienced at home:
Implications for chemistry education.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88(3), 266-271.
Osborne, R. J. (1983). Towards modifying children’s ideas about electric current.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ical Education, 1, 73–82.
Osborne, R. J., Bell, B. F., & Gilbert, J. K. (1983). Science teaching and children's
views of the world. European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5(1), 1-14.
Osborne, R. J., & Freyberg, P. (1985). Learning in science: The implications of
children’s science. Auckland: Heinemann.

- 170 -

Paik, S. H., Cho, B. K., & Go, Y. M. (2007). Korean 4‐to 11‐year‐old student
conceptions of heat and temperatur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4(2), 284-302.
Park, H. J. (2007). Components of conceptual ecologies.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37, 217-237.
Piaget, J. (1952).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Posner, G. J., Strike, K. A., Hewson, P. W., & Gertzog, W. A. (1982).
Accommodation of a scientific conception: Toward a theory of conceptual
change. Science Education, 66(20), 211-227.
Pozzer, L. L., & Roth, W. –M. (2003). Prevalence, function, and structure of
photographs in high school biology textbook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0(10), 1089-1114.
Pugh, K. J. (2002). Teaching for transformative experiences in science: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wo instructional elements. Teachers
College Record, 104, 1101–1137.
Pugh, K. J., & Bergin, D. A. (2010). The effect of schooling on students’ out-ofschool experience. Educational Researcher, 34(9), 15–23.
Pugh, K. J., Linnenbrink‐Garcia, L., Koskey, K. L., Stewart, V. C., & Manzey, C.
(2010). Motivation, learning, and transformative experience: A study of
deep engagement in science. Science Education, 94(1), 1-28.
Quinn, H., Schweingruber, H., & Keller, T. (Eds.). (2011).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
National Academies Press.
Reif, F. & Larkin, J. H. (1991). Cognition in scientific and everyday domains:
Comparison and learning implic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28(9), 733-760.
Rivard, L. P., & Straw, S. B. (2000). The effect of talk and writing on learning
science: An exploratory study. Science Education, 84(5), 566–593.
Rivet, A. E., & Krajcik, J. S. (2008). Contextualizing instruction: Leveraging
students’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s to foster understanding of

- 171 -

middle school scienc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5(1),
79–100.
Roth, W. M., Bowen, G. M., & McGinn, M. K. (1999). Differences in graph‐related
practices between high school biology textbooks and scientific ecology
journal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6(9), 977-1019.
Roth, W.-M., Lucas, K. B., & McRobbie, C. J. (2001). Students’ talk about
rotational motion within and across context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23(2), 151–179.
Scott, P., Asoko, H., & Leach, J. (2007). Student conceptions and conceptual
learning in science. In S. K. Abell & N. G. Lederman (Eds.), Handbook of
research on science education (pp. 31–56).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Sikoyo, L. N., & Jacklin, H. (2009). Exploring the boundary between school
science and everyday knowledge in primary school pedagogic practic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30(6), 713-726.
Siry, C., Ziegler, G., & Max, C. (2012). “Doing science” through discourse‐in‐
interaction: Young children's science investigations at the early childhood
level. Science Education, 96(2), 311-326.
Song, J. (1995). Exploring Korean adults’ long-term memory of school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15(4), 487-494.
Song, J. & Black, P. J. (1992). The effects of concept requirements and task
contexts on pupils’ performance in control of vari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4(1), 83-93.
Sosniak, L. (2001). The 9% challenge: Education in school and society. Retrieved
May 14, 2013, from http://www.tcrecord.org/
Sprod, T. (1997). ‘Nobody really knows’: The structure and analysis of social
constructivist whole class discus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19(8), 911–924.
Strike, K. A., & Posner, G. J. (1985). A conceptual change view of learning and
understanding. In L. H. T. West & A. L. Pines (Eds.), Cognitive structure

- 172 -

and conceptual change (pp. 211–231). Orlando: Academic Press.
Strike, K. A., & Posner, G. J. (1992). A revisionist theory of conceptual change. In
R. A. Duschl & R. J. Hamilton (Eds.), Philosophy of science, cognitive
psychology, and educational theory and practice (pp. 147–176).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Treagust, D. F. (1993). The evolution of an approach for using analogies in
teaching and learning science. Research in Science Education, 23, 293–301.
Treagust, D. F., & Duit, R. (2008). Conceptual change: A discussion of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challenges for science education. Cultural
Studies of Science Education, 3(2), 297-328.
Upadhyay, B. R. (2006). Using students' lived experiences in an urban science
classroom: An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inking. Science Education,
90(1), 94-110.
Vygotsky, L. S.(2012). Thought and Language (A. Kozulin, Ed.). Cambridge, MA:
MIT Press.
Vygotsky, L. S.(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Varelas, M., Pappas, C. C., Kane, J. M., Arsenault, A., Hankes, J., & Cowan, B. M.
(2008). Urban primary‐grade children think and talk science: Curricular
and instructional practices that nurture participation and argumentation.
Science Education, 92(1), 65-95.
Varelas, M., Pappas, C. C., Tucker‐Raymond, E., Kane, J., Hankes, J., Ortiz, I., &
Keblawe‐Shamah, N. (2010). Drama activities as ideational resources for
primary‐grade children in urban science classrooms.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47(3), 302-325.
Warren, B., Ballenger, C., Ogonowski, M., Rosebery, A. S., & Hudicourt-Barnes, J.
(2001). Rethinking diversity in learning science: The logic of everyday
sense-making.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5), 529–552.
Wassermann, S. & Ivany J. W. G. (1996). The new teaching elementary science:
who’s afraid of spiders?(2n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173 -

Wilson, R. (2008). Nature and young children: encouraging creative play in
natural environments. New York: Routledge.
Wiser, M., & Amin, T. (2001). “Is heat hot?” Inducing conceptual change by
integrating everyday and scientific perspectives on thermal phenomena.
Learning and Instruction, 11(4), 331-355.
Wong, D., Pugh, K., & The Dewey Ideas Group at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1). Learning science: A Deweyan perspective.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38(3), 317–336.
Yeo, S., & Zadnik, M. (2001). Introductory thermal concept evaluation: assessing
students' understanding. The Physics Teacher, 39, 496.

- 174 -

[부록1: 연구 1]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
험의 역할 조사 설문지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이 설문지는 과학학습과 일상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
입니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성적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며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
니다. 단지 아래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함입
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황물리교육연구실

초등학교 4 학년

반 번호

이름 :

(남, 여)

 열 현상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묻는 문항 뒤에는 관련
경험을 묻는 문항(1-4, 1-5번 문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지면관계상 2-4, 2-5, 3-4, 3-5, 4-4, 4-5번 문항은 수
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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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적어주세요.
1-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얼음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
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음을 관찰하였습니
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
)

①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
② 솜으로 감싸지 않은 얼음이 먼저 녹는다.
③ 두 개의 얼음이 똑같이 녹는다.
④ 두 개의 얼음 모두 녹지 않는다.
⑤ 기타 (내 생각은

1-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176 -

이다.)

1-4. 문제 1-1번과 관계가 있는 자신의 경험이 (해본 것, 본 것, 들은 것, 자신이
겪은 일 등) 있습니까? (
①

)

네. ② 아니오.

1-5. 문제 1-4번에서 떠오른 자신의 경험을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을 써봅시다.
그림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나요?

- 177 -

2-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물이 담긴 비커에 쇠막대를 넣은 후 알코올램프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였습니다. 비커에 담긴 쇠막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
)

①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과 비교하여
거의 변하지 않는다.
②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
③ 쇠막대의 온도는 가열하기 전보다 내려간다.
④ 기타 (내 생각은 이다.)

2-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3.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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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은박접시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프
로 은박접시의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될까요? (
(아래의 접시 그림에 녹는 순서를 써도 됩니다.)

① 접시의 가장자리에 있는 촛농부터 중심 쪽으로 녹는다.
②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
③ 접시의 모든 촛농이 동시에 똑같이 녹는다.
④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는다.
⑤ ‘①②③④’와는 다른 방향으로 녹는다.
(내 생각은

3-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3-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179 -

이다.)

)

4-1. 아래의 그림과 같이 보온병 안에 똑같은 종류지만 온도는 다른 두 개의 쇠
토막을 붙여 놓았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요? (
)
(왼쪽 쇠토막의 처음 온도는 100℃이고, 오른쪽 쇠토막의 처음 온도는 50℃입
니다.)

① 두 쇠토막의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
② 한참이 지나도 두 쇠토막의 온도는 다르
다.
③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150℃로 같아진다.
④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75℃로 같아진다.
⑤ 두 쇠토막의 온도는 약 50℃로 같아진다.
⑥ 기타 (내 생각은
이다.)

-

4-2.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4-3.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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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문제를 읽고,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주십시오.
아주

문제

그렇
다

그렇
다

보통
이다

아니
다

매우
아니
다

5. 나는 과학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
있는 나의 경험이 생각난 적이 있다.
6. 나는 과학수업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상
경험이나 나에게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
수업시간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다.
7. 선생님은 과학수업시간에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자주 물어본다.
8. 과학시간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
어났으면 좋겠다.
9.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이용하여 과학시
간에 배우는 내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10.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
경험과 관련이 있다.
11. 선생님이 과학수업내용을 나의 일상경
험과 관련지어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
된다.
12. 아래의 보기를 보고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쓰시오.
(
→
→
→
→
→
)

보기

① 책에서 본 것
② 다른 사람이 경험해서 이야기 해준 것
③ 내가 직접 경험한 것 ④ 교과서에 나온 것
⑤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 ⑥ TV에서 본 것

-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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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연구 1] 일상경험의 역할 설문 후 학생 면담 전
사본(일부)

I : 자 보면 여기 00이가 1-1번 문제에 솜으로 감싼 얼음이 먼저 녹는다고 했어요 왜
솜으로 감산 얼음이 먼저 녹는 것 같아요?
학생 : 솜이..솜으로 뭘 덮으면 따뜻하니까
I : 아 솜으로 덮으면 따듯한 것 같아요? 왜 솜으로 덮으면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학생 : 이게 솜이..솜이 있어서..이게 ..좀
I : 집에 있었어요 베개가? 그게 솜으로 되어있었어요?
학생 : 안에
I : 응 안에 가? 그래서 그걸 만졌더니 따뜻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집에서 솜
으로 된 베개가 생각났었어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경험이 있다고 썼구나 그럼 이 경험
이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는 것 같았어요?
학생 : 여기..여기에서 솜이 나왔으니까 ..
I : 여기도 솜이 나오고
학생 : 기도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I : 응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케이 2-1번 봅시다. 쇠막대의 온도는 가
열하기 전보다 올라간다고 했어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 쇠는 금속으로 되어있으니까 뜨거운 물에 가열하면 뜨거워질 것 같았어요.
I :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학생 : 미끄럼틀 탈 때 보통..철 있는 미끄럼틀하고 뜨거웠어요.
I : 뜨거웠어요. 미끄럼틀에서? 아 여름에 미끄럼틀 탔구나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탈 때
딱 생각났어요? 이거 왜..미끄럼틀 타는 거랑 여기 있는 이 문제랑 왜 관계가 있다고 생
각했어요?
학생 : 미끄럼틀이 쇠로 되어있는 미끄럼틀이 있으니까 쇠막대가 뜨거운 물에 변한 것
처럼 쇠로 된 미끄럼틀은 햇빛의 영향을 받으니까 뜨거워지는
I : 응 여기는 물을 끓여가지고 쇠가 뜨거워지고 여기는 햇빛에 의해서 여기가 뜨거워
지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둘 다 쇠라서 그런 거에요 맞아? 아니면
여기가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생각났어요?
학생 : 뜨거워졌다는...
I : 그럼 이 놀이터 미끄럼틀 쇠가 아니고 플라스틱이어도 상관없어요?
학생 : 네 뜨거워졌...
I : 뜨거워졌다는 것 때문에 이게 생각난 거에요? 3-1번 봅시다 접시의 가운데 촛농부
터 가장자리 쪽으로 녹는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깥쪽으로 녹는다고요 왜 이
렇게 생각했어요?
학생 : 알코올 램프로 가운데를 가열하니까 가운데가 뜨거워서 초를
I : 아 여기가 뜨거워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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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네
I : 이거는 경험이 없네요
학생 : 네
I : 혹시 뭐 이거 문제 풀 때 그러면 이거는 생각해서 푼 거에요?
학생 : 네
I : 응 그렇구나. 초 켜본 경험 이런 거 없어요?
학생 : 초는..초는 그렇게 많이 켜본 적이 없었어요. 라이터가 위험해서..
I : 10번 봅시다. 두 쇠토막의 온도는 150도로 같아진다 그랬어요 왜 150도로 같아져
요?
학생 : 여기 100도고 50도니까 서로 붙어있으면 똑같이..150도가 돼요.
I : 150도로 똑같아 질 것 같아요 여기 붙어있어서?
학생 : 네
I : 이거는 생각해서 푼 거에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학생 : 생각
I : 생각한 거에요? 이것과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보온병 써본 적 있어
요?
학생 : 엄마가 엄마가 쓴 거.. 그냥.. 엄마가 보온병에 수업 설명하실 때 00가 맛있는..
I : 그럼 이거는 00이가 맨날 갖고 다녔던 게 아니고 엄마가 싸가지고 갖고 다니던걸
한번 먹어보기만 한 거에요?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그건 생각이 안 났었어요 보온병을
쓴 거 이런 거는? 자 여기 봅시다. 수업시간에 00이 경험 생각난적 없어요?
학생 : 네
I : 예를 들어서 경험이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 뭔 줄 알아요?
학생 : 그 수업...그. 뭐 사용 실험이나 그런 거 해본 적 있는지
I : 그런데 생각난 적이 없어요? 그럼 친구들에게 00이의 일상경험이 생각나면 말해보
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왜 말하기 싫어요?
학생 : 어.. 친구들한테 말하기..싫.... 그냥 확실한 게 아니면 애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
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I : 확실한 게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아요?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들으면 어떤데요?
친구들이 잘못 알아들으면 아 이게 이렇구나 하고 잘못 알잖아요. 그래서 아...
학생 : 나중에 공부할 때..
I : 아 00이가 말했는데 잘못된걸 말해주면 친구들이 잘못된걸 알게 될 까봐 그래서
싫어요?
학생 : 네
I : 그러면 00이가 잘못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고쳐줄 수도 있잖아 이건 아니라고 그
래도 싫어요?
학생 : 네
I : 응 그 다음에.. 내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왜 과학 시
간에 경험을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학생 : 서로 경험을 말하면 아 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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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이렇게 될 수 있

구나 서로 다른 방법 실험한걸 알 수 있으니까
I :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친구들한테는 00이가 00이 일상경험을 말하고 싶
지 않다고 했어요. 여기는 시간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거 두 개가 왜 달
라요?
학생 : 이거는 제가 설명한 거고 이거는 친구들의 의견..경험을 제가 듣는 거고.
I : 그러니까 00이가 말하고 싶진 않고 듣는 거는 좋아요 ? 친구들이 틀리게 말할 수
도 있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학생 : 네
I : 틀리게 말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틀리게 말하면 찾아보고 이거 틀린 것 같다 물어
보거나 아니면은... 그럼 될 것 같아? 친구가 자기 경험을 이용해서 과학시간에 배운 내
용을 설명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고 했어요. 왜 이해가 더 잘돼요?
학생 : 자신의 경험하고 다음 내용을 같이 설명하면 더 이해가 쉽게 이게 이런 원리구
나 하는 그런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I : 이런 원리가 있다 이런 것도 잘 알게 될 것 같아요?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나의 일상경험과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학생 : 물이 증발하거나..물이 증발하잖아요 수증기..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물 끓인
적도 있고.. 물 끓인 적이 더 많아요
I : 아 물 끓인 적도 있고 물이 증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
어요? 과학수업 내용을 선생님이 00이 일상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하면 이해가 더 잘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라고 했어요 왜 아니에요?
학생 : 음..선생님이 제 일상경험을 같이 관련지어서 설명하시는 건..뭔가 안 맞는 부
분도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애매할..
I :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애매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애매할 것
같아요?
학생 : 어..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을 선생님이 아는 것이랑 안 맞을 수도 있고
I : 선생님 아는 것이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안 맞지? 친구들 건 괜찮아?
친구들 거는..모르니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 못했어?
학생 : 믿지는 않아요
I : 믿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선생님
이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학생 : 과학수업 내용을 뭔가 4학년 수준에 맞게 쉽게 원리대로 원리를 설명해주셨으
면..
I : 00이가 평소에 뭐 증발한 거..여기서 말하는 이 일상경험을 집에서 물을 끓여본 적
있나요 빨래가 마르는 걸 본적이 있나요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걸 설명하는 거에요
00이가 그렇게 집에서 본거를 선생님이 설명 안하고 그냥 과학수업내용만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12번 봅시다. 내가 직접 경험한걸 가장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요?
학생 :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제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라 제가 제 자신을
가장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 : 그 다음에 교과서랑 책을 믿을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교과서를 믿을 수 있어요?
학생 : 교과서는 제가 직접 본 것보다 확실하진 않지만 어떤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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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거라서
I : 과학자들이 원리를 알아서 쓴 거라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책도 마찬가지에요?
그럼 5번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은 이 다음 번에 있는데 왜 여기다 썼어요?
학생 : 인터넷에서 보는 것은 책은 과학적인 어떤..그런 확실한 연구가 나와있는데 인
터넷은 그렇게 자세히는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I : 책에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한 것이 자세히 나와있지만 인터넷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학생 : 다른..사람이.... 올려서
I : 다른 사람이 올렸을 것 같아요 과학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 2번 다른 사람이 경험
해서 이야기해 준 것 이거 2번 뒤에 썼어요 왜 여기 뒤에 썼어요?
학생 : 다른 사람이 제게 말해준 건 확실히 실험을 그 사람이 얘기해주기 전까지는 확
실하지 않아서
I : 그 사람이 해봤다는 거를 00이가 다시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
아? 왜 확실하지 않았어?
학생 : 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말한 거.. 친구가
말하면 좀 믿음이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I : 그러면 여기 친구가 말했으면 믿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말하면 거
짓말 했을 수도 있으니까 못 믿겠다고 생각했어? 그럼 실제로 그 사람이 직접 해본걸
말했다면 어떻게 순서가 바뀌어? 아님 순서 그대로야?
학생 : 순서가 바뀌었겠죠.
I : 그럼 어떻게 바뀔 것 같아?
학생 : 음 인터넷이랑.
I : 그럼 3.4.1.2.5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응 그 다음에 6번 티비에서 본 걸 가장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
학생 : 조작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I : 아 조작하거나 거짓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았어 티비가 조작되었
을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학생 : 음..뭔가 00 그런 거 할 때 편집하거나..
I : 응 그런걸 누구한테 들은 적 있어 본 적 있어?
학생 : 본 적
I : 본 적 있어 티비에서 그 사람들 이렇게 조작하는 거? 응..혹시 이거 앞에서부터 뒤
에 선생님한테 설명하면서 아 이거 더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어요? 선생님한테
설명 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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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연구 1] 연구 참여 동의서

<수업 동영상 촬영 및 이용 동의서>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나지연입니다.
학생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안내해드리고 허락을 구할 것이 있어서 이렇
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초등학생을 위한 과
학교육에 관하여 연구 중입니다. 제 연구와 관련하여 4학년 ( )반 학생들의 과학학습 상
황을 관찰·면담하고 저의 과학수업을 촬영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연구를
위하여 초등과학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 외의 활동을 따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평소에 이루어지는 저의 과학수업을 촬영하고 학생을 면담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얻
고자 합니다. 수집된 자료는 저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보장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2011.09.30)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필
요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
니다. 정보주체인 초등학생이 14세 미만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학부모님의
자필 서명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해주시기 부
탁 드립니다. 수집항목에 대한 정보 이용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울
러 거부 시 해당 학생의 얼굴이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
니다.
2013. 4. 7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대학원 박사과정 나지연
--------------------------< 절 취 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4학년

반

학생 이름: (

)

보호자(법정대리인): (

)

본인은 과학학습과 관련된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교사가 학생의 학습자료를 수집하
고, 수업동영상 촬영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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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연구 1] 초등학생의 열 현상 이해에 대한 일상경
험의 역할 조사 설문지의 타당도 점검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나지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의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열개념 형성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입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선생
님들로부터 이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
인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전공
나지연 드림

<내용 타당도 점검표>
※ 아래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평정척도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평가 관점

문항번호

아주
그렇다

문항 1-1
학생의 열개념을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2-1
문항 3-1
문항 4-1

학생의 일상경험과
열개념과의 관계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1-4, 2-4,
3-4, 4-4
문항 1-5, 2-5,
3-5, 4-5
문항 1-1
문항 2-1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항이
구성되었는가?

문항 3-1
문항 4-1
문항 1-4, 2-4,
3-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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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문항 1-5, 2-5,
3-5, 4-5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문항 1-1
문항 2-1
문항 3-1
문항 4-1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문항 1-4, 2-4,
3-4, 4-4
문항 1-5, 2-5,
3-5, 4-5
문항 5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문항 5

일상경험과 관련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가?

문항 6
문항 7
문항 8
문항 12

수정 및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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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 점검 의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과 석박통합과정에 재학 중인
나지연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의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의 열개념 형성과 일상경험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입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선생
님들로부터 이 분석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받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
인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교육전공
나지연 드림
<내용 타당도 점검표>
※ 아래의 기준과 내용에 대하여 검토해 주시고 평정척도의 해당하는 칸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평가 관점

문항번호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문항 9
4학년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항이 구성되었는가?

문항 10
문항 11
문항 9

용어의 사용이 적절한가?

문항 10
문항 11

일상경험과 관련된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적절한
가?

문항 9
문항 10
문항 11

수정 및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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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연구 1] 열 현상에 대한 초등학생의 응답 이유
분석 결과

표 1 단열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1-2 이유(n=298)
①

②

③

⑤

빈도(%)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

151 (50.7)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을 막기 때문

4 (1.3)

솜이 물을 흡수해서

4 (1.3)

방 안에 있는 열을 빼앗아가서

1 (0.3)

솜이 얼음에 붙기 때문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2 (0.7)

솜이 열이나 냉기의 전달을 막기 때문

96 (32.2)

솜이 얼음에 붙기 때문

4 (1.3)

온도가 높으면 얼음이 녹기 때문

5 (1.7)

솜으로 감싸면 온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

6 (2.0)

나의 경험에 의해

4 (1.3)

얼음이 공기중의 열을 빼앗아가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5 (1.7)

솜과 상관없이 따뜻한 방안에 얼음을 두면 녹기 때문

12 (4.0)

솜으로 감싸면 솜이 따뜻해서 녹고, 감싸지
얼음은 방의 온도가 높아서 녹기 때문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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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1 (0.3)

표 2 고체액체 열전달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2-2 이유(n=298)
①

②

③

④

빈도(%)

쇠는 차갑기 때문에

1 (0.3)

쇠막대로 온도를 가열하면 온도가 낮아지지 않으니까

1 (0.3)

쇠막대를 직접 불에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물에 담근
것이기 때문에

2 (0.7)

알코올램프의
때문에

1 (0.3)

열이

세다고

해도

쇠막대가

강하기

열전도율과 발화점이 있고 물이 있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3 (1.0)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104 (34.9)

철이나 쇠는 열이 잘 전달되어서

53 (17.8)

물이 뜨거워져서 쇠막대가 뜨거워지니까

100 (33.6)

나의 경험에 의해

17 (5.7)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6 (2.0)

철이나 쇠는 열이 잘 전달되어서

1 (0.3)

물이 차가워서

1 (0.3)

쇠막대는 온도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1 (0.3)

물이 뜨거워서

1 (0.3)

비커에 들어가 있는 쇠막대기는 아래만 넣었으니까

1 (0.3)

알코올램프는 뜨거워서

1 (0.3)

무응답

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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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체 열전달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3-2 이유(n=298)
①

열은 가운데부터 퍼지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아서
알코올램프가 가운데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얼음이 녹거나 어는 것과 같을 것 같아서
가장자리가 제일 뜨겁기 때문에
촛농은 열이 가까이 있으면 잘 녹기 때문에
촛농을 여러 군데 떨어뜨려서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②

③

④

⑤

가운데부분을 가열했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아서
대부분 초는 가운데부터 녹아서

빈도(%)
4 (1.3)
4 (1.3)
20 (6.7)
8 (2.7)
7 (2.3)
1 (0.3)
1 (0.3)
11 (3.7)
154 (51.7)
5 (1.7)
8 (2.7)

촛농은 열이 가까이 있으면 잘 녹기 때문에

12 (4.0)

얼음이 녹거나 어는 것과 반대일 것 같아서

4 (1.3)

녹으면 점점 퍼질 것 같기 때문에

2 (0.7)

바깥쪽으로 열이 옮겨가니까

5 (1.7)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9 (3.0)

가운데에 가열해도 은박접시에 동시에 열이 가해질 것
같아서
모두 촛농을 떨어뜨려 놓았기 때문에

6 (2.0)

얼음이 녹는 것과 같을 것 같아서

1 (0.3)
1 (0.3)

아무런 촛농도 녹지 않을 것 같아서

1 (0.3)

촛농은 뜨겁기 때문에

1 (0.3)

은박접시 때문에
촛농은 기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촛농이 찐득해지고 은박접시는 탄다.
겉표면부터 녹기 때문에

2 (0.7)

촛농 맨 밑에 가열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1 (0.3)

촛농이 뜨거워서

2 (0.7)

무응답

24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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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3)
1 (0.3)
1 (0.3)

표 4 열평형 문항의 이유 분석 결과
선택지
문항 4-2 이유(n=298)
①

②

③

④

보온병은 열을 빠져나가지
유지하게 해주어서

못하게

빈도(%)
하고

온도를

84 (28.2)

보온병도 온도를 올리지는 못해서

1 (0.3)

붙어있어도 온도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2 (0.7)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똑같은 쇠막대 두 개를 넣었으니까

2 (0.7)

보온병 안에 열을 전달할 물질이 없어서

3 (1.0)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5 (1.7)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어서

8 (2.7)

두 쇠토막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29 (9.7)

붙어있는 두 물체는 온도가 높은 쪽의 열이 온도가
낮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1 (0.3)

붙어있어도 온도가 똑같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4 (1.3)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기타 (분석불가, 답지를 그대로 반복하여 쓴 경우)

2 (0.7)

두 쇠토막의 온도가 100℃+50℃를 하면 150℃로 합쳐질
것 같아서

23 (7.7)

두 쇠토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온도가 합쳐져서

23 (7.7)

나의 경험에 의해서

3 (1.0)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어서

6 (2.0)

50℃보다는 100℃이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1 (0.3)

쇠는 뜨거운 곳에 있으면 더 뜨거워져서

2 (0.7)

쇠막대는 같은 종류라서 열이 합쳐지니까

1 (0.3)

서로 온도를 주고 받아서 똑같아지기 때문

12 (4.0)

나의 경험에 의해서

1 (0.3)

100+50=150이고 2로 나누면 150/2=75이기 때문

7 (2.3)

온도가 점점 낮아져서

2 (0.7)

두 개의 쇠토막이 붙어 있기 때문에

27 (9.1)

보온병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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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⑥

쇠토막은 똑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1 (0.3)

아무리 보온병이라고 해도 100℃까지는 같은 온도로
보관할 수 없기 때문

2 (0.7)

온도가 달라도 온도가 섞이기 때문에 같아진다.

2 (0.7)

쇠토막이 시간 지나면 식어서

4 (1.3)

쇠토막이 처음 온도는 50라서

1 (0.3)

50℃차이가 나서

2 (0.7)

쇠토막이니까 열이 전달되어서

1 (0.3)

쇠토막이 붙어있는데 100℃가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1 (0.3)

보온병은 따뜻한 것 같기 때문에

2 (0.7)

변하면 쇠토막 온도도 변해서

1 (0.3)

같은 보온병에 있기 때문에

1 (0.3)

물은 온도가 낮을 때 어는 것처럼 쇠는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더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1 (0.3)

무응답

23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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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연구 2] 초등학생의 과학담화 질문지

이 설문지는 열과 온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
다. 여러분이 설문지에 대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여러분의 성적과
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이 아니며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래 문제들에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아보
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
답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상황물리연구실

∙ 다음 문제를 잘 읽고, 답을 적어주세요.
1-1. 차가운 방 안에 따뜻한 물을 놓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의 온도
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2-1. 따뜻한 방 안에 얼음을 놓았더
니 시간이 지나자 얼음이 녹았
습니다. 얼음은

왜 녹았을까

요?

2-2. 얼음을 손으로 잡으면, 우리의 손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2-3. 얼음을 손으로 잡으면,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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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은박접시에 촛농을 그림과 같이 여러 군데 떨어뜨린 후 알코올램
프로 은박접시 가운데를 가열합니다. 이 때 촛농은 어떻게 될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4-1. 미지근한 물에 주황색 얼음을 넣었습니다. 어떻
게 될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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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차가운 공기가 있는 방안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히터를 켰습니
다. 바로 방의 온도를 쟀을 때, 온도는 어떨까요? 다 같을까요? 다
를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1

히터

2

3

5-1.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
따뜻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으로 그려도 됩니다.)

5-2. 불이 켜진 전구 가까이에 손을
대어 보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림
으로 그려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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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려놓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켰습니다. 냄비의 손잡이를 잡았더니 뜨거웠습니다. 냄비 손잡이
는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6-2. 물이 뜨거워졌습니다. 물은 어떻게 뜨거워졌을까요?

6-3. 가스레인지 불꽃 주변에 손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따뜻했습니다.
왜 손이 따뜻했을까요?
7-1. 두 개의 얼음이 그림과 같이 따뜻한 방 안에 있습니다. 한 개의
얼음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 개의 얼음은 솜으로 감싼 뒤, 두 얼
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두 얼음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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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보온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차가운 방 안에
두었습니다. 잠시 후 보온병 뚜껑을 열어보았습
니다. 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
했습니까?

8-1.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상온의 물을
담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물과 그릇
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8-2. 1시간이 지난 후 다시 물과 그릇의 온도를 쟀습니다. 물과 그릇의
온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8-3. 보온병 안에 뜨겁게 달군 쇠토막 두 개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붙여서 놓았을 때, 두
쇠토막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 쇠
토막의 온도는 100℃이고, 오른쪽 쇠토막
의 온도는 50℃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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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그림과 같이 물이 끓고 있습
니다. 물이 끓으면 사각형으로 표
시한 부분의 물은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9-2. 그림과 같이 물이 끓고 있습니
다. 물이 끓으면 물속에 있던
보리가 그림과 같이 움직입니
다. 물이 끓을 때 사각형으로
표시한 부분의 물은 어떻게 될
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
까?
10-1. 방 안에는 쇠구슬 하나가 실로 묶여서 그림과 같이 매달려있었
습니다. 다음 날 뜨겁게 달군 쇠구슬을 실로 묶어서 옆에 매달았
습니다. 두 쇠구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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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진공상태의 방안에 그림과 같이 온도가 다른 두 쇠구슬을 매달
아 놓았습니다. 두 쇠구슬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왜 그렇게 생
각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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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연구 2] 과학담화 전사본(일부)

전도2 문제 (뜨겁게 달군 그릇)
영훈 : 나 먼저 할래.
영주 : 이렇게 이렇게...어떻게 하자는거야? 순서가 이상하잖아. 이것처럼 할 까? 이렇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승 : 아 뭘 그렇게 해?
영주 : 그럼 이렇게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승 : 아 몰라 먼저 하고 싶다잖아.
I : 순서 하다가 시간 더 가겠네.
영주 :

야 이렇게 해. 그냥.

영훈 : 문제가 뭐였지?
I : 문제가 뭐냐면 뜨겁게 달군 쇠 그릇에
영훈 : 여기 뜨겁잖아. 뜨겁잖아, 여기가. 이안에 물이 있잖아. 물. 이게 쇠가 뜨거우니
까 얘가 달구어져. 근데 한 시간, 한 시간 후, 한 시간 후에는 어
영주 : 두 시간 후 아니었어요?
모두 : 한 시간
영훈 : 한 시간 후에는 그릇도 식고, 물은, 물도 좀 식어. 약간 미지근하게
영주 : 어 앞에 보기 없다고 그랬는데.
지승 : 문제 보는 거잖아.
I : 자, 문제 여기 있어.
지승 : 뚜껑, 뚜껑을 닫았다.
영훈 : 그러니까 얘가 이제 뚜껑을 닫았으니까 열이 별로 안 나가도 이 철이, 식은 철
이 얘한테 열을 빼앗으니까 얘가 차가...미지..미지근해져.
영주 : 호..아니, 지영이.
지영 : 이렇게
영주 : 이렇게 가기로 했어. 이렇게 가? 한겸이. 휘원이가 먼저 해.
휘원 : 얘 먼저 하라고 해.
한겸 : 뚜껑을 닫았으니까.
영주 : 뚜껑이 뭐야?
한겸 : 아. 뚜껑 없어.
영주, 지승 : 아....
한겸 : 모양을, 여기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가 쇠가 달구어졌으니까 열기가 뚜껑
하고 가외쪽으로 퍼져가지고 이 물이 뜨거워질 것 같아. 끝.
휘원 : 한 시간 뒤에는?
한겸 : 한 시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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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 한 시간 뒤랑 같이 말해야 되나?
지승 : 어 아무래도 문제에 포함이 되니까.
영주 : 같이요?
한겸 : 그리고 물이 이렇게 있어. 이거는 쇠는.. 일단.. 물이 뜨거워졌으니까 쇠한테 이
뜨거운 열기를 줘가지고 그냥 열기 온도를 재면 그냥 보통일 것 같아 그릇하고 물이랑.
휘원이
휘원 : 여 쪽 물이 있잖아. 이 뚜껑 닫혀져 있잖아? 여 쪽 쇠, 여기 쇠그릇 안에, 안쪽
의 열기가 이쪽 안으로 다, 이쪽으로 전달이 되가지고 이게 다 뜨거워져 그 다음에 한
시간 뒤에는 저 쪽 쇠그릇에 그냥 공기 때문에 바로 식고 이건 요쪽으로 갔다가 요쪽에
서 공기 영향을 받아가지고 공기...열이 식는 거야.
한겸 : 다음
영주 : 난 무슨 뜻인지 못알아듣겠는데
영훈 : 난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지승 : 그래서 그릇이랑 물은 어떻게 된다고?
휘원 : 식는거지.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훈 : 나랑 비슷해.
영주 : 여기 있잖아. 이렇게 있어. 여기 여기를 뜨겁게 달구었잖아. 근데 여기가 뜨거
워 지금 뜨거워. 예를 들어서 1번 1번, 1번 그릇이야. 여기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렇
게 내려와. 그래서 뜨거운 온도랑 차가운 온도가 내려오잖아. 반반씩 딱 갈라져서 내려
와. 근데 여기에 다 붙어.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뜨거운, 뜨거운 수증기가 차가운 걸로
딱 변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데, 여기가 쇠잖아. 그러니까 보온병이랑 같은 재질
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 여기를 이렇게 막아줘. 그래가지고 여기가 여기 그냥 미지
근한 물이라고 그랬죠? 선생님? 미지근한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물의 온도는 미지근해지
고 계속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겉에 그릇의 온도는 미지근해. 뜨겁게 된 그릇이.
미지근해져.
지승 : 한 시간 후에? 한 시간 후에 미지근해져?
영주 : 아니.
지승 : 한 시간 후가 아닐 때 미지근해져?
영주 : 어어
지승 : 한 시간 후에는?
영주 : 한 시간 후에는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들어오잖아. 여기는 계속 유지가 돼. 그
래가지고 여기가 계속 미지근한 물이 되고, 여기는 엄청 차갑게 돼.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훈 : 내 의견이랑..
지승 : 나는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 같아. 왜냐하면 커피 물이
뜨겁잖아. 근데 뜨거운 걸 컵에 담으면 컵이 뜨거워지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 컵이 뜨겁
고 물이 미지근하니까 거꾸로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릇이랑 물의 온도가
유지될 것 같애.
휘원 : 한 시간 뒤에도?
지승: 한 시간 뒤에는 그릇이 식겠지. 공기와의 접촉이 생기니까 식겠지. 물은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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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그대로고 뚜껑이 닫혔으니까.
영주 : 한 시간 후에?
지승 : 한 시간 후에 그릇은 식는다고 물은 그대로 미지근하고.
영주 : 유지된다고 물은?
지승 : 응.
영주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지영 : 쇠그릇이 뜨겁잖아. 여기 닫혀 있어. 여기 미지근한 물이 있어. 뚜껑이 있잖아.
뜨거운 열이 나갈 수 없잖아. 이게 합쳐져서 뜨거워지고 한 시간 후는 물은 미지근해지
고 응 왜 미지근해지냐면 여기 있는 열이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열은 여기
이렇게 뚜껑 여기에 붙어서 뚜껑에 물이 생기고, 그릇이랑 이거는 열이 다 식으니까 둘
다
지승 : 한 시간 후에도?
지영 : 고개 끄덕임.
영훈 : 난 내 의견, 비슷해. 왜 내 의견 맨 날 하면 안 되냐? 니는?
한겸 : 난 이따가
영주 : 휘원이는?
지영 : 생각해 봐야 돼
휘원 : 음...
영훈 : 넘어가고.
영주 : 넘어가? 생각해봐(휘원에게), 지승이는?
지승 : 너는?
영주 : 나? 나.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영주 : 너는?
영훈 : 나나나나나나 아니 얘는 나 너(한겸)
지승 : (휘원을 가리킴)
영주 : 너는 (지영)
지영 : 나도
영주 : 한겸이는?
한겸 : 아 생각이 안나.
영훈 : 휘원이지?
영주 : 휘원이는?
한겸 : 휘원이 아니야.
지승 : 생각했네 휘원이라고
한겸 : 나는 그냥 내가 할래.
영훈 : 나나나나나나
휘원 : 미
영주 : 너는?(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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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 (말없이 지승 가리킴)
한겸 : 다 미미미야.
영훈 : 나나해 나나나나나나
휘원 : 나나나나나나
한겸 : 미미미미미미
영주 : 나나나나나나 미미미미미미
영훈 : 미미미미미미
영주 : 다음꺼 하자.
지승 : 난 내꺼 아니거든.
영훈 : 보온병 나다.
영주 : 보온병하자. 휴~
한겸 : 보온병은 거꾸로 갈까?
영주 : 보온병은 이렇게 하자.
지영 : 얘 (팔을 돌려서 순서 보여줌)
영주 : 요렇게 지영이부터.
지영 : 왜 나부터야?
영훈 : 그럼 나부터 할래.
영주 : 왜? 니가 일등으로 했잖아. 아까.
지영 : 나부터 할게. 나 그림 못그리는데.
한겸 : 그려 그냥.
휘원 : 냉장고다.
영훈 : 냉장고가 아니라 흐트러진 빵.
지영 : 여기 100도랑 50도가 있잖아.
휘원 : 어쩐지 눈 같은데. 저쪽에꺼.
한겸 : 나도.
지영 : 여기 붙어있어.
지승 : (말없이 고개 끄덕임)
지영 : 붙어있으면 뜨겁잖아. 이 열은 합쳐지면 150도가 될 것 같애. 왜냐하면 이 안
에 열이 붙어있으면 흩어지니까, 이 열은 욜로 가는 거고, 또 이 열은 욜로 가는 거야.
휘원 : 그럼 서로 바뀌는 거야?
지영 : 응..
영주 : 어 나랑 생각이 똑같애. 아예 다 똑같애요.
휘원 :

처음부터 끝까지?

영주 : 응
지영 : 이제 지승이 해.
지승 : 나? 나는 그냥 온도가 둘 다 그대로일 것 같애 왜냐하면 보온병은 진공상태니
까 열들이 옮겨 질 수 없잖아. 공기랑 같이. 그러니까 진공상태인 보온병 안에 있는 쇠
덩이들은 다 온도가 그대로일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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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 쟤 틀리고. (손가락으로 지승(지영?) 가리킴)
영훈 : 아 얘는 쟤랑 생각이 같애.(영주와 지영이를 가리킴)
영주 : 니 생각이랑 완전.
영훈 : 끝.
영주 : 여기 여기서 얘가 여기로 요렇게 전달이 되고, 얘는 전달이 되가지고 150도 얘
도 150도가 되고 얘도 150도가 되가지고 똑같아 져.
지영 : 호 나랑 똑같애.
한겸 : 나도 150도 인데.
지영 : 나도.
영주 : (웃으며) 해 휘원이 해.
휘원 : 이쪽 보온병 안 이라도 요쪽 쇠덩어리, 쇠도막이 붙어 있잖아. 안 쪽에서 열이
왔다 갔다 하다가 똑같아지면은 그냥 그만둬 왔다 갔다 하는 걸. 그래가지고 이거 두 개
가 온도가 똑같을 거 같애.
영훈 : 뭔말?
영주 : 그럼 몇 도가 똑같은데?
휘원 : 75도잖아.
영주 : 75도?
지승 : (휘원이 말에 고개를 끄덕임) 150 나누기 2하면 75잖아.
영주 : 아~ 한겸이 해.
휘원 : 150.
한겸 : (휘원이 말에 웃으며) 여기가 여기가 보온병 안이니까 이거 열, 온도가 못나갈
거아니야. 그래가지고 100도에다가 50도를 더하면 150도.
지영 : 휘원이. 왜 나한테 와. (설문지가 선풍기 바람에 날라옴)
한겸 : 150도가 될 거 같애.
휘원 : 별이
영훈 : 미 한다.

여기 별 아니거든요.

지승 : 나가! 밖에서 쐬.(동생이 방에 들어옴)
영주 : 나가주세요.
영훈 : 기존 온도가 50도 였나? 아 100.
한겸 : 100, 50.
영훈 : 여기 있잖아. 근데 이게 여기 막 뚜껑. 코르크 마개 같은 거 비슷한거.
영주 : 코르크?
영훈 : 하여튼 여기 여기 무슨 뭐, 이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니까 별로 안 식는데 얘가
100도가 열을 전해줘 50도 한테, 그럼 얘는 인제 또 90도가 돼. 근데 아니아니 100도
가 되고 근데 얘가 식을 거 아니야. 얘 90도가 되고, 근데 얘가 또 식을 거 아니야. 얘
도 90도 돼, 그런데 얘네 둘이 90도가 돼.
휘원 : 합치면 80도 아니야?
영훈 : 합치는게 중요하냐? 너네들은 왜 합치냐?
영주 : 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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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겸 : 일단 고릅시다.
영주 : 난 나 (엄청 자신감있게)
영훈 : 나나
휘원 : 미미
한겸 : 미미
영훈 : 미미나나
영주 : 여섯이네.
영훈 : 나 강력 조치 미미나나 너나나나나
영주 : 나 미
영훈 : 나비?
한겸 : 나 따따따따
영주 : 나 미미
지승 : 따따따따
영훈 : 따따따따 따라하기.
영주 : 너 누구?
지승 : 나
지영 : 나
영주 : 선생님, 다 나나나나나 야. 나나나나나, 난 바꾸겠어. 난 지영이야. 난 지영이랑
의견이 똑같으니까.
영훈 : 나나나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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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s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Jiyeon NA
Physics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ents apply scientific concept learned at school to their everyday experience.
Adversely, they bring their scientific conceptions learned through everyday
experiences to science classe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mentioning
briefly the effect of everyday experience on science learning, there exists little indepth research with empirical evidence concerning how students link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science learning. With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identify the roles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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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investigated the role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in each individual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rmal
phenomena, while the second part observed students’ science discourse arisen in
the process of social interaction in order to identify the role and features of
everyday experience from the sociocultural perspective. In particular, the first and
second parts were discussed in connection with John Dewey’s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 and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wo
researches, the third part analyzed the descriptions dealing with everyday
experience appeared in the elementary school science textbook and teacher’s
guidebook related to thermal concepts.
The first research analyzed the questionnaires designed to examine how
elementary students use their everyday experiences to understand thermal
phenomen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8 fourth-grader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Kore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played a bigger rol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scientific
phenomenon than their other experiences. Everyday experience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on formulating their conceptions related to natural
phenomena and science. Students’ experiences recalled by themselves and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could b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direct everyday
experience; indirect everyday experience by other people, visual mass media, book,
or internet; experience of formal education; experience of informal education.
Students tended to solve questions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based on their
direct everyday experience, although they studied the thermal phenomena through
formal education. It was also found that, when students made links between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scientific phenomena, there are direct linking points (such
as material, sensory feeling, state, physical condition, and scientific term) and
indirect linking points (such as similar material, similar state, and similar physical
condition). The linking points could also be classified into immediate linking
points and interpretive linking points. In this study, typical everyday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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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which students made connection to thermal phenomena were identified
and they were mostly experiences on cooking or gained in the kitchen. Students
showed an interest in introducing their everyday experience during science lessons,
and thought that the most reliable way is to do things by themselves, that is to get
direct experience.
In the second research, science discourses by a group of six fourth-graders were
observed, where they talked about their ideas related to thermal concepts.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open-ended questions. The analysis of the
data showed that everyday experience have an influence on changing their
understanding or ideas related to thermal phenomena. It was also found that
everyday experiences played different roles in science discourse: e.g. as a rebuttal
to change their own or others’ ideas, as a support of their own or others’ ideas, and
as a catalyst to help others recall their own everyday experienc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could extend the range of linking points used in the
discourse or propose new everyday experience based on the liking points through
science discourse with peer. Examples of ‘expanded continuity and transaction’
through which students share and make connections with each other’s past
experiences were also found in students’ science discourse. As Dewey mentioned,
this means that introducing everyday experience in science lesson could be a
stepping stone leading to educative experience.
The results of the third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textbook and teacher’s
guidebook related to thermal concepts provide students’ everyday experiencerelated contents to make links between students’ daily life and their science
learning, while they do not suggest any specific teaching method for sharing and
interchanging their everyday experience. Although the textbook introduced some
cases that students could experience in daily life, the linking points frequently used
by students were not found in the examples in the textbook. In other words, there
was a gap between students’ typical everyday experience and the examples shown
in the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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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onclusion, students relied on their everyday experience and used them as the
bases for supporting thei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phenomena. They shared and
interchanged their everyday experience during science discourse, and evaluated
their ideas based on everyday experience. Through this process, it is believed that
they understand or better understand scientific phenomena. This study also
identified several liking points which were used to make connections between
everyday experience and thermal phenomena and students’ typical everyday
experience. Lastly, this study is hoped to provide clues for effective ways of
introducing students’ everyday experience in science teaching and learning
particularly for teachers and textbook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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