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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과학에서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험 수업

을 통해 자연 현상의 원리를 탐색하는 과학자들의 탐구와 같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 실시되는 실험 수업은 주로 개

념·지식 전달과 같은 인지적 목적에 초점을 두다 보니, 탐구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험에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

한 현상에 호기심을 느끼고 질문하는 경우 또한, 교사들이 인지적 목적

을 우선시하여 대충 넘어가거나 학생들이 목표 현상에만 집중하도록 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활동에서 인지적 목적 뿐 아니

라 흥미·태도 등의 정의적 목적 또한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수업 중 예

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들이 흥미를 보일 때, 이를 탐구 문제로 발전시

켜 탐구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로서 물과 에탄올 혼합

실험 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소재로 하여, 이를 문제해결형 탐구 프

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문제를 발

견하는 맥락과 탐구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중요시하여, 문제 발견을 위한 

최초 탐구 주제 및 실험 방법 등의 안내를 제시하지 않고 소재만 제시하

였다. 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

을 목적으로 탐구하며,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문제 상황을 발견

할 것을 고려하여 하나의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탐구로 이어지도

록 구성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 후, 학생들의 인식 및 탐구 과정에 대한 분석

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탐구 프로그램의 효과 및 문제해

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았다. 문제 발견 과정에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흥미를 자극하여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들이 보이는 흥미와 호기심은 탐구

에서도 긍정적인 정의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기주도적 탐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서는 탐구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실험문제 

해결이 수반되어 나타났으며, 문제 해결이 잘 안될 경우 새로운 해결 방



- ii -

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학생들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

색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인지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와 같이,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들이 흥미

와 호기심을 보일 때, 교사의 인식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를 경험하고 관련 이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예상하지 못한 현상, 문제해결형 탐구, 물과 에탄올 혼합, 학교 

과학, 불일치 상황

학  번 : 2013-21432



- iii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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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3. 용어의 정의 ············································································ 5

4. 연구의 제한점 ········································································ 8

Ⅱ. 이론적 배경 ································································ 9

1. 실험 교육 ·············································································· 9

2. 문제해결형 탐구 ···································································· 11

Ⅲ. 연구 방법 ···································································· 15

1. 연구 참여자 ············································································ 15

2. 연구 절차 ·············································································· 15

3. 자료수집 및 분석 ································································ 17

Ⅳ. 결과 및 논의 ······························································ 20

1.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

  ···································································································· 20

    1.1 프로그램 개발 원리 ··························································· 21

    1.2 프로그램 개발 ····································································· 23



- iv -

    1.3 프로그램의 단계별 특징 ··················································· 25

2.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의 적용과

   효과 ·························································································· 30

    2.1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 30

    2.2 탐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 40

3.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 46

    3.1 문제상황 발견 ····································································· 47

    3.2 해결방안 모색 ····································································· 48

    3.3 문제해결활동 ······································································· 50

         3.3.1 실험 수행 ································································ 50

         3.3.2 실험과정 반복 ························································ 50

         3.3.3 실험과정 수정 ························································ 51

    3.4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 ······················································· 53

    3.5 문제해결활동 ······································································· 54

         3.5.1 설명모형 구성 ························································ 54

         3.3.2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 55

    3.6 문제해결 ··············································································· 56

Ⅴ. 결론 및 제언 ···························································· 57

참고문헌 ············································································· 62

부록 ····················································································· 67

Abstract ············································································ 81



- v -

표   목   차

[표 1]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문제 상황 및 특징 ············13

[표 2] 문제해결과정 분석 결과 예시 ··············································19

[표 3] 프로그램의 개요 ······································································26

[표 4]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31

[표 5] 학생들이 예상한 현상과 관찰한 현상 ································34

[표 6] 모둠 A의 탐구 과정 ·······························································42

[표 7] 모둠 B의 탐구 과정 ·······························································43

[표 8] 모둠 C의 탐구 과정 ·······························································44

[표 9] 모둠 D의 탐구 과정 ·······························································45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문제해결형 탐구 과정 ························································12

[그림 2]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의 특징

··················································································································21

[그림 3]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단계 및 진행 ··················24

[그림 4] 학생 활동지 예시 ································································27

[그림 5] 주제별 참고자료 예시 ························································28

[그림 6]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에 호기심을 보인 활동지 사례

··················································································································33

[그림 7]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학생의 선개념이 

나타난 활동지 사례 ··············································································34

[그림 8] 기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학생의 선개념이 나타난 활동

지 사례 ····································································································48

[그림 9] 기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근거가 드러난 활동

지 사례 ····································································································49

[그림 10] 학생들이 구상한 실험 장치 ···········································51

[그림 11] 학생들이 구성한 설명 모형 ···········································55

[그림 12] 학생들이 제작한 발표 자료의 일부 ·····························56



- 1 -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과학 교육 활동 전반

에 걸쳐 탐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교육과학기술부, 2011; 정영

근 등, 2011; NGSS, 2013), 실험은 과학자들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지

는 탐구와 같은 전문적인 과학을 실현할 수 있는 탐구의 핵심 요소로 인

식되었다(Nott, 1997; Toplis & Allen, 2012).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

에서 실시되는 실험은 현상의 묘사, 실험 재현에 그치며, 탐구의 다른 

중요한 측면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Millar, 1998; 

Wellington, 2013). 특히 국내의 초·중등학교 실험 수업 유형에 대한 

연구(양일호 등, 2007)에서는 중등학교에서 개념 확인 중심의 확인 실

험 수업이 주를 이루어 과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지적하였다.

  실험 수업을 진행하다보면 학생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호기심을 갖

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다. 물과 에탄올 혼합시의 기체 발생 

현상(임민아 등, 2014)과 온도 상승(김용권과 임귀택, 2001), 나트륨의 

불꽃색이 주황색으로 관찰되는 현상(민정숙 등, 2008), HCl과 NH3 기

체의 상대적 확산 거리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현상(김영채 등, 2011), 

Mg과 HCl의 반응속도 측정 실험에서 초기 반응은 일어나지만 부피변화

가 관찰되지 않는 현상(방정아 등, 2006) 등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현

상을 다루고 있다. 실험 중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에게는 해당 

현상에 대한 선개념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지만, 개념·지

식 전달과 같은 인지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

하면 수업 준비 과정에서 예상하였으나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기를 기대

하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목표 현상에 대한 선개념이 없는 학생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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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사가 의도한 목표 현상이나 그 밖에 발생하는 현상이나 모두 예상

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호기심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학생들

이 목표 현상에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 교사는 알고 있으나 학생은 알

지 못하는 부분을 사전에 또는 수업 중 조작하기도 하며(Nott & 

Smith, 1995), 확인 위주의 실험을 선호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험에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

을 마주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수업 상황 이면에서 교사들은 실험 활

동 지도에 있어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학생들의 호기심을 중요시

하여 질문을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하는지, 수업 진행을 위해 대충 넘어가

야 하는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은 갈등하게 되는 것이다(송현

종 등, 2013). 딜레마 상황에서 교사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오필석

(201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사들도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있으나,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수업 현장에서는 인지적 목적을 우선

시하게 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불확실하고 혼란

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딜레마 상황은, 말 그대로 정답이 없는 상

황으로서 교사가 인식하기에 따라 다양한 수업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윤

혜경, 2008).

  학교 과학에서는 실험 활동을 통해 인지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전

부가 아니며, 실제 과학 탐구를 하는 과정과 관련된 흥미·태도 등과 같

은 정의적 측면 또한 중요하게 여겨진다(Hofstein & Lunetta, 1982; 

Duggan et al., 1995; 양일호 등, 2006). 따라서 수업 중 예상하지 못

한 현상에 학생들이 의문을 가질 때, 이를 탐구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은 교사의 추가 질문과 토의를 통해 

탐구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Chin & Kayalvizhi, 

2002). Huber & Moore(2001)의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실험 수업에서

도 교사의 적절한 지원이 있다면 학생이 현상에 보이는 흥미와 호기심으

로부터 문제를 발견하여 충분히 탐구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성숙경 등(2009)은 목표 현상 외에 나타나는 부가적인 반응을 이용하여 

학생의 호기심과 탐구력을 자극하는 심화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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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제언한 바 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난 상황은 학생이 선개념을 바탕으로 예상

한 것과 다른 현상을 발견한다는 측면에서 불일치 상황과 유사하게 학생

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불일치 상황은 학생들이 자신의 예상, 교과

서 내용, 교사의 설명 등과 일치하지 않는 실험결과를 직면한 상황으로

서, 학생들의 상황 흥미를 유발하여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으

로써 개념 변화에도 영향을 준다(강훈식 등, 2007). 불일치 상황과 마

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으로부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학생 

주도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탐구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실험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학생이 흥미를 갖고, 

스스로 문제를 생성하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탐구를 진행하는 방법으

로는 문제해결형(problem-solving) 탐구 프로그램이 적합하다. 문제해

결형 탐구 프로그램은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모방하여,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해결하며 관심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연구 형태의 특징을 반영한 탐구 프로그램이다(강성주 등, 

2011). 문제해결형 탐구에서는 어떤 현상으로부터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방식으로 문

제 해결을 시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맥락이나 이후 학생들의 자율적인 탐구를 고려한 

진행이 가능하다(임희영과 강성주, 2009; 주미나와 김현주, 2013). 

  문제해결형 탐구에서 핵심이 되는 단계는 ‘문제 상황의 발견’으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들이 제안되었

다. 기존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이화정과 강성주, 2005; 이은경과 

강성주, 2006; 주미나와 김현주, 2013)에서는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

하도록 하기 위해, 초기에 주어진 주제를 탐구하기 위해 절차대로 실험

을 진행하다보면 특정 문제 상황이 발견되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본래의 

탐구 주제를 설명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문제가 발생하

는 맥락이나 주도성과는 무관하게 이미 주어진 목표나 결과에 따라 단순

화된 실험을 한다는 비판(문성숙과 손민호, 2012)을 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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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동일한 실험이라도 다양한 현상이 발생

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실험을 진행

했어도, 실험 과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학생들이 인식하는 문제 상

황 및 반응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 임희영과 강성주(2009)의 연구 결

과는 이를 뒷받침한다. Millar(1998)가 지적했듯이 학생들에게 잘 선택

된 준비물과 예를 제시하고 목표 현상 외의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에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보다는, 교사가 수업 준비 단계에서 학생들이 발

견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고려하여 문제해결형 탐구의 소재로 활용

한다면 자연스러운 탐구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제기를 기반으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탐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

인 상황으로는 물과 에탄올 혼합시 발생하는 현상을 이용하였다. 물과 

에탄올 혼합시 발생하는 현상은 부피 감소, 온도 상승, 기체 발생 등 다

양한데, 학교 수업 중에는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부피 감소 현상을 목

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목표 현상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온

도 상승 및 기체 발생 현상 등을 관찰하게 된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

험은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다양하면서도 위험성이 낮아, 학생들이 목

표 현상과 그 외의 예상하지 못한 현상들을 다양하게 관찰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실험을 설계 및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시 

발생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관련 지식을 학습할 뿐 

아니라, 주도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학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문제해결형 탐구의 문제로서 활

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였다. 정규 수

업 시간에는 교과 진도와 평가, 시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호기심을 보여도 교사의 입장에서 선뜻 새로

운 탐구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발

견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소재로 영재 학급, 자유 탐구, 프로젝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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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탐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비교

적 쉽게 시도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추가적

인 탐구 학습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문제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험에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탐구 학

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1.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 개발 예시를 

제시한다.

2.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의 효과는 무엇인가?

3.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문제로 탐구했을 때,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3. 용어의 정의

1) 딜레마 상황

  딜레마는 일반적으로 가치 선택에서 오는 갈등을 의미한다. 윤혜경

(2005)은 과학 교육에서의 딜레마가 개인 내부적 관점에서 비롯되는 것

으로 보고, ‘양립 불가능한 목표 혹은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 사

이에서 선택,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과학 교육

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겪는 여러 가지 딜레마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교

사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경험한 사례에 기반하여 구성한 딜레마 상황을 교사 및 예비교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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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활용하고 있다(윤혜경, 2005, 2008; 오필석, 2013).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습에 대한 가치의 충돌로 

인하여 고민하는 상황을 딜레마 상황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탐구의 방향과 교육과정·평가 등

을 고려해야 하는 현실이 대립하는 것은 교사의 내부에서 두 가치가 충

돌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답’은 

없지만, 딜레마 상황은 개인 내부의 가치 충돌에 의한 것이므로 해결 방

안 또한 교사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에서 수업 중 발생하는 딜레마 상황에서 탐구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열어두고자 한다.

2) 불일치 상황

  불일치 상황은 학생들이 선개념과 모순되는 결과를 직면한 상황으로

서, 불일치 상황을 야기하는 선개념과 모순되는 결과는 변칙 사례 혹은 

불일치 사례로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학생들이 자신의 예상, 교

과서 내용, 교사의 설명 등과 일치하지 않은 실험 결과를 직면한 상황

(강훈식과 장해정, 2012)’으로 정의한다. 불일치 상황은 주로 선개념

과 관련된 학습의 맥락에서 이용되어 학생들의 인지 갈등을 유발하여 개

념 변화 또는 정교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사용한다.

  기존에는 불일치 상황의 원인을 주로 변칙 사례에 한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변칙 사례를 실험·영상 등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했을 때 학

생들의 인지 갈등 유발에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노태희 등, 2002)를 고

려하여 학생들이 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직접 경험했을 때 불일

치 상황과 마찬가지로 인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관점에서, 선개념에 모순되는 결과와 선개념을 바탕으로 예상

한 것에서 벗어나는 결과 모두 불일치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불일치 상황이 개념 변화에서 정의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

하는 연구(권난주와 권재술, 2004; 강훈식 등, 2007)에서는 학생들이 

선개념과 다르지만 자신이 쉽게 확인 가능한 불일치 상황에서 흥미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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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인지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 갈등이 직접적으로 

개념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

으로 해석하고 있다. 강훈식 등(2007)은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인지 

갈등이 상황 흥미를 유발하고, 이는 학생들의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미

쳐 개념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불일치 상황이 개념 변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정의적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탐구에 흥미를 유발하고 적극적 참여

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예상하지 못한 현상

  Dunbar(1993; 2000)는 실험에 대해 알고 있는 기존 가설 및 모형 

등을 바탕으로 예상한 것 이외의 결과를‘뜻밖의(surprising) 결과

(Dunbar, 1993)’, ‘예상하지 못한(unexpected) 발견(Dunbar, 

2000)’이라고 정의한 바 있으며, 다양한 원인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탐구가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

인 사례로는 경향성에서 벗어나는 일부 결과, 기존 가설로 설명할 수 없

는 현상 등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지칭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수집된 자료의 경향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본 연구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실험 중 학생들이 관찰·측정 가능한 현상을 

의미한다.

  특히 과학자 및 교사들은 기존 가설 및 모형 등의 선개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적합한 목표 현상과 ‘이상한(변칙적인)’ 현상을 구분할 수 있

으나(Wellington, 1998), 학생들은 선개념이 과학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불완전하여 목표 현상이나 나머지 현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현상

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존 가설, 모형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다.

  기존에는 변칙사례와 유사한 맥락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정의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새로운 개념과 연관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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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에 주목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학

생들의 선개념을 바탕으로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변칙

사례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변칙사례는 주로 목표 현상과 관련된 맥락

에서 학생들의 선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향성에서 벗어난 사례로서 

기존 개념을 정교화하거나 오개념을 변화시키는 목적에서 도입된다. 반

면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학생에 따라 목표 현상과 관련된 현상일 수

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개념과 관련된 현상일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개념

의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탐구 학습에 적용한 사례 연구로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물과 에탄올 혼합시 발생하는 현상의 사례에 한정

하였다.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영재 학생 14명으로 연구 대상이 제한적

이며, 자유로운 수업 운영이 가능한 영재 학급의 특성으로 인해 연구 결

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자료 수집․분석 과정에서 방법 및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분석 결과의 타

당도와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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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실험 교육

  

  학습자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통한 지식 구성을 중시하는 구

성주의적 관점이 과학교육에 도입되면서, 학생들이 과학자들의 탐구와 

같은 경험을 통해 과학을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Bodner, 1986). 이러한 관점에서는 학생들이나 과학자나 선개념을 

기반으로 세계에 대한 자신의 모형을 구성해나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보았다. 과학자들의 탐구와 같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으로 실험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과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결과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해

석하고 추론하는 등 실험 활동에서 수반되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현상

의 원인 및 원리를 탐색하고자 한다(Dunbar, 2000; 박영신, 2006). 원

래 학교에서 실험을 도입하는 목적 또한 지식․이해와 관련된 인지적 영

역, 탐구 과정과 관련된 기능적 영역, 태도․기쁨․동기와 관련된 정의적 영

역 등 다양하다(Wellington, 1998). 전문가들은 실험 교육의 목적에 대

해 ‘과학탐구능력의 향상’,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계발’, ‘과학적 

발견의 기쁨 체험’, ‘과학적 태도 증진’, ‘과학적 지식생성과정에 

대한 이해’ 등 다양한 목적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학교 과학에서 실험 

활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암시한다(양일호 등, 2006).

  그러나 기존에 학교에서 실시되었던 탐구 수업에서는 과학자들의 탐구

가 곧 실험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나는 행한다, 그리고 이해한다(I do 

and I understand)’와 같이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의 활동을 우

선시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다(Jenkins, 1998). 학교에서는 실험 교육

이 의도하는 본래의 다양한 목적을 외면한 채, 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인지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 실험을 이용하

였으며, 과학자들의 탐구에서 실험이 차지하는 활동적․기능적 측면에 주

목하였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잘 구성된 ‘요리책식’실험과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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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거나,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정해진 지식을 얻기에 급급한 부자연

스러운 탐구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Nott & Smith, 1995;  

Toplis & Allen, 2012). 우리나라 또한 중등학교로 올라갈수록 개념 

확인 중심의 확인 실험 수업이 주를 이루어, 과학적 사고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실정이다(양일호 등, 2007).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최근에는 실험 교육에서도 탐구의 다양한 측

면과 유형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Wellington(2013)은 

기존 실험 교육이 현상을 보여주거나 실험을 재현하는데 그치고 있는데, 

문헌연구, 이론탐색, 자료해석, 다양한 관점의 고려 등 탐구의 다른 중요

한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직접적으로 

실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에서는 관찰, 실험, 조사, 토론 등 다양

한 탐구 활동 중심의 학습과 함께 과학적 태도와 의사소통 능력 또한 강

조하여 제시하였다. NGSS(2013)는 학생들의 흥미와 과학 학습을 즐기

도록 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탐구의 특정한 형태를 제시하지 않고 탐구

의 개념과 활동이 모든 교육과정 활동에 녹아 들어가도록 교육과정을 구

성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과정에서 탐구의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함으로

써 만들어진, 주로 변인통제로 대표되는 제도화된 실험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아무리 교육과정이 변하더라도 가르치는 교사가 기존의 틀에 얽매여 

인지적 목적만을 강조한다면, 여전히 실험은 활동에서 그치게 된다. 실

험 교육을 통해 다양한 탐구의 경험을 제공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험이 실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탐구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사들의 

노력이다(Huber & Moore, 2001). Huber & Moore(2001)는 준비된 

현상을 관찰한 결과를 분석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실험 수업에서도 현상

의 원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는 교사의 발문과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의문을 생성하고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실험 

교육의 목적과 형태에 대해 교사가 고정된 인식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관

점에서 실험 교육을 접근한다면, 학생들이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현상

을 비롯하여 어떤 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는 상황은 또 다른 탐구

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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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해결형 탐구

  문제해결형 탐구는 과학자가 경험하는 탐구 과정을 모방하여 연구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상황들을 해결해가며 관심있는 현상을 설명해가는 

과정을 학생들의 탐구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탐구 형태이다(강

성주 등, 2011). 문제해결형 탐구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

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이 실험 수행 중 한계에 부

딪히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학생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

고 실험을 설계하는 등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한다(임희영과 강성주, 

2009; 신호심과 김현주, 2011).

  강성주 등(2011)은 문제해결형 탐구의 과정을 <그림 1>과 같이 제시

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 번째 단계인 ‘예상

하기’단계에서는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예

상하도록 하고, ‘탐색하기’단계에서는 제시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활동’단계에서는 탐색하기 단계에

서 고안한 방법으로 실험 및 결과를 정리하여, ‘결과분석’단계에서 연

구 결과를 분석한다. 

  학생들이 활동 또는 결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문점이나 문제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단계가 바로 ‘문제상황발견’이다. ‘해결상황모

색’단계에서는 발견된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문제

해결활동’단계를 통해 다시 문제 해결을 시도하여 결과를 얻게 된다. 

‘결과분석’단계에서는 결과를 분석하여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바로 해결

되면 ‘문제해결’의 단계로 마무리하면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끝나게 되지만, 또다시 문제상황이 발견되거나 문제해결이 안될 

경우 문제해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처럼 실험의 

맥락에서 발견된 학습자의 의문을 이용하여 다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

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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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문제해결형 탐구 과정(강성주 등, 2011) 

  문제해결형 탐구에서 핵심이 되는 단계는 ‘문제 상황의 발견’으로, 

문제 상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학생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김지영 등(2008)은 문제해결형 탐구에서의 실험의 단계를 2

단계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시범 실험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공하여 실험 수행 후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결

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 실험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학

생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한다. 이화정과 강성주(2005)는 초기에 

실험 과정이 안내되어 있으나, 주어진 과정대로 실험을 수행하면 실험 

목표 달성이 어렵도록 구성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고, 초기

에 주어진 실험 과정은 학생들의 실험 설계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에서 나타난 문제 상황 및 특징은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실험 수행 중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에 직면하면서 문제를 발견하는 상황이 다수를 차지한다. 기존 문제해결

형 탐구에서 활용된 문제 상황 중,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방법적인 문제 발생(A),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B), 주어진 과정대로 실험을 수행하면 예상했던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 문제(C), 예상했던 현상(의도한 현상)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현상

이 함께 관찰되는 문제(D)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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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제 문제 상황 분류 문제 상황의 특징

이화정과 
강성주
(2005)

콜라와 다이
어트 콜라의 
밀도 비교

1 차 실험에서 콜
라와 다이어트 콜
라의 밀도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음.

(C)

초기에 실험 과정이 안내
되어 있으나, 주어진 과정
대로 실험을   수행하면 
실험 목표 달성이 어렵도
록 구성됨.

해결방안: 실험 과정을 수
정하거나 대안 실험을 디
자인해야 목표 달성 가능.

화학 반응 
속도

반응속도가 너무 
빨라서 측정이 어
려움.

(A)

산․염기 반응
을 이용한 
화학양론

약품에 포함된 성
분의 포장지에 표
기된 값과 계산값
에서 차이 발생.

(B)

용액의 어는
점 내림

식에 나타난 비례
상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결정.

-

얇 은 막 크 로
마토그래피

모든 시료의 Rf 가 
1.0 에   가까움. (B)

이은경과 
강성주
(2006)

금 속 활 자 판
에도 잘 찍
히는 먹물 
만들기

금속 활자판에 먹
물이 잘 묻지 않
음.

(C)
과정대로 수행할 경우 문
제가 발생하도록 구성된 
실험 과정이 제시되고 이
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다
보면 문제   발생 및 인
식.

해결방안: 문제를 해결하
고 결과를 얻기 위해 실험 
과정을 수정, 대안적인 실
험과정을 설계.

불소로 치아
부식 막기

치아가 사이다에
서 부식됨. -

푸른 장미 
만들기

장미꽃을 암모니
아수에 직접 담갔
을 때 조직이 파
괴되어 갈변함.

(B)

김지영 등
(2008)

반 응 속 도 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정해진 시간에 반
응이 완결되어야 
함.

-
문제가 주어지거나 주어진 
과정대로 수행하면 결과를 
얻는데 어려움이 발생.

해결방안: 실험 방법을 수
정, 새로운 실험   설계.

기체의 용해
도와 압력과
의 관계

암모니아 분수에
서 유독한 냄새 
등 문제 발생.

(A)

임희영과 
강성주
(2009)

공기 중의 
산소량 측정

예상값인 21 %
보다 낮은 결과
(13~17 %)가 나
타남.

(B)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실험 
과정이 특별히   제시되지 
않도록 구성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반응 및 인식.

해결방안: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발생 요인을 제거, 
정확한   측정, 새로운 변
인을 고려, 새로운 실험 설
계.

계속해서 낮아져
야 할 시험관의 
물기둥 높이가 실
험 중 증가함.

(B)

<표 1>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문제 상황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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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도) 주제 문제 상황 분류 문제 상황의 특징

강성주 등
(2011)

계통수 그리
기

동일한 생명체를 
분류하면서도 모
둠별 계통수가 다
르게 나타남.

(A)

생명체를 분류하며 특정 
기준의 필요성 인식.

해결방안: 객관적인 분석
기준 및 자료의 도입.

광합성에 영
향을 주는 
식물의 색소

청색․적색 외에 
녹색 계열의 빛에
서도 광합성이 일
어남.

(D)

예상하지 못한 녹색 계열
의 빛에서도 광합성이 일
어나는 원인 탐색.

해결방안: 엽록소 외에 다
른 색소(카로틴, 크산토
필)의 존재 확인.

ABO 식 혈액
형의 수혈관
계

범죄 현장의 혈흔
을 통해 범인 유
추.

-

ABO 식 혈액형 원리를 적
용하여 실생활에서의   문
제 해결.

해결방안: ABO 식 혈액형 
원리를 적용한 수혈도 작
성.

신호심과 
김현주
(2011)

주기가 일정
한 흔들이 
만들기

진자의 등시성이 
성립하지 않음. (B)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

해결방안: 새로운 개념(사
이클로이드)을 이용한 새
로운 진자 고안.

표면성장 실
험

표면의 거칠기를 
측정하는 실험 과
정에서 표면 높이
의 최고점과 최저
점에 점을 찍기 
어려움.

(A)

측정 활동 과정에서 오차 
발생 등 방법적인 측면에
서의 문제.

해결방안: 사진 분석 등 
새로운 측정 방법 모색.

메 트 로 놈 의 
동기화

두 메트로놈의 동
기화가 잘 유지되
지 않음.

(B)

목표 현상이 지속되지 않
는 문제 상황.

해결방안: 동기화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하나씩 변
화시켜가며 동기화가 잘 
유지될 수 있는   조건 탐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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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경기도 소재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의 중학교 3학

년 학생 총 14명이다. 이 학생들은 모두 경기도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2014년 2월에 과학 분과로 선발되었다. 학생들은 서류 전형과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의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되었기 때문에, 일반 교실 

상황에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습 능력을 지닌 학습자로 

분류할 수 있다. 연구가 진행된 수업에서는 14명의 참여자를 남녀 혼성

의 4개의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집단의 구성은 해

당 수업의 교사가 임의로 지정하였으며, 학생들 간의 친분이나 학습 성

향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배정하였다.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형과 유사한 형태의 탐구 활동을 수행

한 다수의 경험이 있었다. 본 수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총 9회의 영재 강

의에 참석하였으며, 이 중, 6회의 강의는 문제해결형 탐구 실험으로 이

루어졌다. 따라서 개인적인 편차는 있으나,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문

제해결 능력도 평균적인 교실 상황의 학생들에 비해 우수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더불어 영재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상, 과학에 대한 흥미

도도 평균적인 학생들에 비하여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심규철 등, 

2001). 한편, 본 연구의 참여자 중 1명의 학생은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설문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2. 연구 절차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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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탐구를 이용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 연구들과 이에 관련된 

수업 구성 원리에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였다.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예

상하지 못한 현상이 탐구 활동의 주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과 효과에 

대하여 예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음 단계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관찰하는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탐

구 소재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탐구 활동의 소재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으로, 서로 다른 두 액체를 섞었을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선행연구(임민아 등, 2014)에 의하면, 물과 에탄올을 섞

을 때에는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기포가 발생하

는 현상 등 관찰 가능한 다양한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피 변화, 온도 변화, 기체 발생의 세 가지 현상을 주요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 설정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이용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은 

과학교육 전문가 2인, 과학교육 전공 박사과정 1인, 중등교사 1인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받아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한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까?’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총 6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한 과학교육 전문가가 

수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수업 교사 이외에도 수업 보조 요원 1인이 참

여하여 학생들의 실험 진행을 도왔다. 이 보조 요원은 수업 이전에 연구

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업의 맥락 및 지원 방법과 내용을 공유하

고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는 본 수업의 수업 보조 요원으로 참

여하여 학생들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활동의 진행 양상을 살피며 

각 소집단의 주요 특징과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수업은 문제 상황을 발견하는 도입, 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전개, 문제 해결 결과를 공유하는 정리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입 단계

에서는 물과 에탄올을 혼합할 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을 예측하

고 결과를 실제 관찰하였다. 관찰 후, 학생들은 스스로 예상했던 현상들

과 실제 관찰에서 발견한 부피 감소, 온도 상승, 기체 발생의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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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중, 협의를 통해 모둠별로 추가 탐색할 주제를 결정하였다. 이 때, 

각 소집단이 해결하게 되는 주제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했으나, 관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여 흥미를 느낀 주제를 선정하도록 구성하였다. 전개 단

계에서 추가 탐색할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제로 실험을 수행하

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인지적으로 어려워할 부분

에 대하여 ‘읽기 자료’와 ‘모형 구성 도구’등의 교수 지원 자료를 

제공하여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최종적으로, 해결한 문

제에 대하여 다른 모둠의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탐구 프로그램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고자,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프로그램에 대

한 인식, 흥미도, 참여도, 탐구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문제 해

결 과정의 다각화된 분석을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활동지, 발표자

료, 연구자의 관찰 기록지, 녹화 자료의 전사본, 사후 면담을 활용하였

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해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

고 수업의 녹화 자료와 심층 면담의 녹음 기록은 모두 전사본으로 기록

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우선 프로그램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업 직후에 설문을 진행

하였고, 응답 내용에 기반을 둔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에 대

한 설문은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용도보다는 수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전‧사후 검사의 형태로 실시하

지 않았고, 전체적인 경향만을 살펴보았으며, 주로 사후 면담의 기초자

료로 활용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이화정과 강성주(2005)의 연구에서 사

용된 일반화학 실험에 대한 인식 검사의 내용을 본 프로그램에 맞게 번

안하였으며, 흥미도·이해도·탐구수준·참여도·토론정도·차별성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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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형 설문 17문항과 차별성 영역의 개방형 설문 4문항, 총 21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심층 면담은 설문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와 실

제 수업 교수자의 논의를 통해 2개의 초점 집단을 선정하여 개별 그룹 

면담으로 진행하였다. 

  탐구 과정 및 문제 해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활동지, 발표자료, 전

사본의 순으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은 순서로 분석을 진행한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필요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함이었다. 즉, 활동지와 발표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들이 어

떤 현상에 관심을 갖는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무엇인지, 예상하지 못

한 현상을 어떤 과학 이론이나 개념과 연계하는지, 이를 위한 실험 전략

은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였다.

  문제 해결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한 이후에는 학생들의 문제 선정 이

유와 문제를 해결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

서는 전사본과 연구자의 관찰 기록을 이용하였으며, 1개의 초점집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초점 집단은 연구자와 실제 수업의 교수자의 논의

를 통해 선정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왜 현상에 관심이 있었는지, 문

제 해결에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

정에서도 명확하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은 수업을 마친 4주 이

후에 진행한 사후 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다시 물어 분석을 마무

리하였다.

  수업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와 실제 수업의 교수자의 공동 분석으로 진

행되었다. 학생들의 문제해결 단계별 활동을 임희영과 강성주(2009)의 

연구에서 제시한‘결과에 대한 만족, 문제 상황 원인 탐색(해결방안 모

색), 주어진 실험방법의 변화’라는 기준에 따라 분석을 수행한 후, 비

교를 통해 일치할 때까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분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 전개 양상은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였다. 분

석을 마친 이후,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과학교육 박사 과정 1인의 검

토를 통해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가 전문가에게 

설명을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모든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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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분석을 마친 이후, <표 2>와 같은 형태로 소집단의 문제 

해결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였다.

문제 
상황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문제 
해결실험 

수행

실험 
과정 
수정

실험 
과정 
반복

결과 
분석

설명 
모형 
구성

모형 
정교화

<표 2> 문제해결과정 분석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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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1.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

그램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는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부피 

감소, 온도 상승, 기체 발생 현상을 활용하여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

을 구성하였다. 본래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험은 교육과정에서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지도하기 위한 소재로 도입된다. 만약 수업 상

황에서 물과 에탄올 혼합 시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하더라도, 선개념이 있는 일부 학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실험에서 관찰하는 모든 현상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며, 

교사가 의도한 현상 이외의 현상들에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다. 사실 교

육과정에서 물질의 입자성을 지도하기 위해 도입하는 부피 감소 현상 또

한 선개념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온도 상승, 기체 발생 현상과 마찬가지

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인 ‘물과 에

탄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는 학생이 문제를 발견하는 맥

락과 탐구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고려한 형태로 개발하였다. 물과 에탄올

의 혼합 실험은 비교적 위험성이 낮고 실험결과가 학생들이 관찰, 측정

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기 때문에, 가설 설정에서 실험 설계, 결론 도

출에 이르기까지의 탐구 과정을 직접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본 프로그램

에서는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는 실험에서 학생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중 실험 결과의 관찰․측정이 가능한 부피 감소, 온도 변화, 기체 발

생 현상에 대해, 자신이 궁금한 현상의 원인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개별 탐구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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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프로그램 개발 원리

  기존 문제해결형 탐구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예상하지 못한 현

상을 활용한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여 본 프로그램의 개발 원

리를 도출하였다.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특징은 문제 발

견이나 해결과정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며, 

문제 발견 및 해결과정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강성주 

등, 2011).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의미하는 문제 발견은 탐구 주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또 다른 문제를 발견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해결하는 

탐구 주제는 결국 주어진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예

상하지 못한 현상을 문제로 탐구한 선행 연구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발

견 및 문제해결과정의 특징을 <그림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문제발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할 수 있

도록 주어진 실험 또는 제시된 최초의 탐구 활동을 진행하는 중 예상하

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로부터 문제를 발견하여 탐구를 시작하

는 형태가 나타난다. 특정한 문제 상황을 발견하기 위해 초기에 학생들

은 주어진 절차대로 실험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발견한 동일한 문제 

상황으로부터 탐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둠이 비슷한 문제로, 

제시된 실험 과정에 기초하여 탐구하게 된다.

<그림 2>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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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그림 2>의 (A), (B), (C)와 같이 문

제를 해결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하거나 초기 탐구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

로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실험 과정을 수정하거나 대안 실험을 

설계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이 나타났다. <그림 2>의 (D)의 경우 예상 

현상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현상이 관찰되는 문제가 발견되었는

데, 이 경우 새로운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정교화 

하는 형태로 탐구가 진행되었으나, 이 또한 문제 해결을 통해 주어진 탐

구 주제를 설명하게 된다는 데 한계가 있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견이나 

해결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찾아가며, 이 과정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

다’는 기본 방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발 원리를 도출하였

다.

  첫째, 탐구 문제가 주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학생들이 스스

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진행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문제상황 발견을 위한 탐구활동

과 이후의 문제해결활동에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이라는 소재만 제시

하고, 실험 도구나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림 2>의 (A)~(D)의 

사례처럼 교사로부터 주어진 탐구 주제와 실험 절차를 거치면서 특정 문

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구성한 실험에서 관찰한 현상으로

부터 출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다. 학생의 흥미에 따라 문제를 발견하고 자율적인 탐구로 이어지

도록 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조력자에 두었다.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호기심을 느끼는 까닭은 그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이론, 가설 등의 선개념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다(Huber 

& Moore, 2001). 교사가 학생들이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개별

적으로 준비하여 제공하고, 탐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및 탐색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생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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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과학자들의 탐구에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관심을 갖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탐구가 

시작되고 새로운 발견이 일어난다(Dunbar, 2000). <그림 2>의 

(A)~(C) 유형과 같이 실험이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한 탐구

보다, 새로운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여 현상을 폭넓게 설명하고자 하는 

(D)의 유형에서 학생들이 좀 더 탐구의 본질에 가까운 경험을 할 수 있

다.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흥미를 중시하여, 학생들이 실험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호기심을 보일 때, 호기심에서 그치

지 않고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

다. 학생이 발견한 문제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

험 과정을 수정하거나 개선하는 형태의 문제 해결은 문제해결 과정 속에

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험 방법 또는 학생의 특성에 따라 발견하는 현상과 탐구 주제

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탐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선행연구(그림 2)에서 나타난 유

형들은 최초의 탐구 주제가 주어진 상태에서, 주어진 절차대로 실험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모둠이 비슷한 문제와 실험 과정으로 탐구하게 된

다. 새로운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림 2>의 (D) 유형 또한 

마찬가지로서 문제 해결 결과 주어진 탐구 문제에 대한 설명을 정교화하

는 것으로, 주어진 최초의 탐구 문제를 설명한다는 맥락에 있어서는 모

둠별로 큰 차이가 없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현상을 관찰할 수 있

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험에서, 실험 결과의 관찰·측정이 용이한 부

피 감소, 온도 변화, 기체 발생 현상에 대해, 자신이 궁금한 현상의 원인

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탐구로 구성하였다.

1.2 프로그램 개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에서는 개발 

원리에 따라 학생 스스로 문제 상황을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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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설명하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단계 및 진행 과정은 <그림 

3>과 같다. 현상 탐색 단계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예상해보고, 

탐구 활동을 통해 직접 현상을 관찰하면서 관심있는 문제 상황을 발견하

도록 안내한다. 해결방안 모색 단계에서는 이론 탐색 및 실험 설계 등을 

통해 학생들이 발견한 문제 상황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문제해결 활동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한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된

다. 결과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상황을 발견하거나, 문제 해결이 원

활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연계하도록 구

성하였다.

<그림 3>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의 단계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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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은 도입에 해당하는 문제 발견과 전개에 해당하는 문제해결 

활동, 정리 단계인 문제해결 결과 발표 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문

제상황 발견 단계까지 공통 활동으로 진행되어 탐구활동을 통해 발견한 

문제 중에서 모둠별로 관심 있는 탐구 주제를 선택한다. 이후 주제별로 

탐구를 진행하여 모둠에서 선택한 주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마지막에 결

과를 발표하면서 다른 모둠과 결과를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 

해결 결과를 정교화 하도록 하였다.

  개발 과정에서, 부피 감소 현상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진 바 있어 학

생들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현상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해 공통적으로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른 현상을 발견하면 새로운 탐구

로 진행되는 안 또한 논의되었다. 그러나 부피 감소 현상에 대한 선개념

이 불완전하거나 실험을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에게는 부피 감소 현상 또

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될 수 있다. 또, 부피 감소 현상에 대해 공통

적으로 탐구를 진행할 경우 초기 탐구 주제가 주어지는 형태가 되므로, 

문제 발견에서의 자연스러운 맥락과 학생들의 흥미·자기주도성을 중요

시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형태로 개발하였다.

1.3 프로그램의 단계별 특징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프로그램에서는 문

제 상황 발견 단계까지 공통 활동으로 진행되며, 학생마다 발견하고 흥

미를 갖는 문제 상황이 다를 것을 고려하여 이후의 문제 해결은 선택한 

주제에 따라 모둠별로 개별적인 탐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병렬적인 활동

으로 개발하였다. 개발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와 같다.

  프로그램의 공통 활동은 물과 에탄올을 혼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을 예상하고 실제 혼합 실험을 진행하여, 관찰한 현상 중 모둠별 탐구 주

제를 정하는 것이다. 모둠별 탐구 주제는 학생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고려

하여, 학생들이 관찰한 현상 중 원인을 탐구하고 싶은 현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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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활동 1 활동 2 활동 3 시간

도

입

현상 탐색
물과 에탄올을 혼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예상하기

2시간 

30분

탐구 활동 물과 에탄올 혼합 실험

문제상황 

발견

관찰한 현상 발표 및 모둠별 탐구주제 정하기

예1: 용액의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

예2: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

예3: 용액 

내부에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

전

개

해결방안 

모색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설정 및 실험 

설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설정 및 실험 

설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 

설정 및 실험 

설계 2시간 

30분

문제해결

활동

실험 수행 및 

결과 정리, 결과 

분석

실험 수행 및 

결과 정리, 결과 

분석

실험 수행 및 

결과 정리, 결과 

분석

정

리
문제해결

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1시간

예상: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예상: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분자간의 힘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예상: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을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기

<표 3> 프로그램의 개요

  개별 주제의 활동은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다양하므로, 발

견하는 문제와 이후의 탐구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을 예상하여 개별적인 

탐구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이 관찰 가능한 현상 중 정량적인 실험결과를 

얻어 이론과 비교하며 원인을 탐구할 수 있는 3가지 정도의 주제를 예

상하여, 문제해결형 탐구 과정에 따른 활동지(그림 4)와 함께 참고 자료

를 주제별로 준비하였다. 주제별 참고 자료는 <그림 5>와 같은 웹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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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블로그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최초 가설설정 및 실험설계 이후 추

가 자료를 필요로 할 때 투입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모둠의 자료도 클릭

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4> 학생 활동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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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제별 참고자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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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1은 물과 에탄올 혼합시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

는 활동으로, 물과 에탄올의 부피 변화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 모형

을 정교화하여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은 두 용액이 혼합되는 과정에서 물과 에탄올의 분

자 크기 또는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분자의 어떤 특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입자 모형의 구성이 가능하다. 입

자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는 읽기 자료 및 도형 편집이 가능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이 도형(입자)의 모양과 크기를 

실제 분자의 특징에 따라 조절하고, 눈금실린더에 입자를 배치하여 실험

을 통해 얻은 부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 2는 혼합시 용액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는 활

동으로, 입자간 결합 및 에너지 변화를 분자간의 힘을 통해 탐색하고 온

도 변화 실험 결과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은 기존 

물과 에탄올의 수소결합으로부터 물과 에탄올 분자 간 새로운 수소결합

이 생성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통한 발열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읽기 자료와 함께 수소결합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는 물과 

에탄올의 분자 구조에 따른 수소결합 모형을 도형 편집이 가능한 파워포

인트 자료로 제공하였다. 에너지 변화의 요인을 수소결합의 개수와 결합 

세기를 통해 탐색하면서 실제 온도 상승을 설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활동 3은 혼합 시 용액 내부에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

하는 활동으로, 기체의 용해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와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측정한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체가 발생하는 현상은 혼합 후 기체의 용해

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용해된 기체가 무엇인지 추측

하고 용해도가 감소하는 요인을 찾는 과정에서 온도․용매 등 기체의 용

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여 설명을 정교화할 수 있다. 읽기 

자료와 함께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할 수 있는 도

구로, 조건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내는 Ostwald 계수를 제공하였

다. 학생들이 계수를 활용한 계산을 통해 요인의 영향을 예측하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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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기체의 부피와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모둠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를 제작하여 발

표함으로써 모둠별로 탐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둠별로 

탐구한 현상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발생한 

다른 현상들에 대한 의문도 해소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설명이 정교화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의 적

용과 효과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

램을 수업에 적용한 후,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및 활동 결

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적용 결과, 학

생들은 전반적으로 본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문제해

결에 흥미를 보이고 자기주도적인 탐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탐구 과

정에서는 탐구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실험문제 해결이 수반되어 나타났

으며, 일부 모둠에서는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발견되었다.

2.1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학생들은 <표 4>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

식하였다. 수업에서 좋았던 부분으로 문제에 대한 흥미와 깊이 있는 탐

구, 자발적인 문제해결 등을 언급하였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는 다

른 모둠의 탐구 결과를 이해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 참고자료 부족, 내

용의 난이도 등을 지적하였다. 학교 수업과의 차이점으로 충분한 모둠 

토의, 긴 실험 시간 등을 언급하였으며, 기존 영재원 수업에서 진행한 

문제해결형 탐구와 흥미와 자율성, 주도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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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항   목 평균*

1 흥미도 나는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에 흥미를 느꼈다. 4.5

2 흥미도 나는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에 만족했다. 4.3

3 흥미도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은 나에게 매우 유익하였다. 4.3

4 이해도 나는 탐구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실험하였다. 4.0

5 이해도 나는 우리 모둠의 탐구 내용을 거의 기억하고 있다. 3.7

6 이해도 문제해결형 탐구의 내용은 나에게는 어려운 편이었다. 2.8

7 이해도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의 전개 방법이 탐구에서 학

습하려는 개념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4.2

8 이해도
나는 다른 모둠에서 발표한 탐구 내용을 대부분 이

해하였다.
4.1

9 탐구수준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은 지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다. 4.3

10 탐구수준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또는 새로운 지식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8

11 탐구수준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은 나에게 실험방법 및 내용

에 대하여 생각할 기회를 많이 주었다.
4.8

12 탐구수준
문제해결형 탐구 방법대로 수업을 계속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4.8

13 탐구수준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을 통해 모르던 원리나 사실

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꼈다.
4.5

14 참여도 나는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4.4

15 참여도
문제해결형 탐구를 하면서 실험의 과정과 결과에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4.5

16 토론정도
나는 실험 과정에서 실험 방법에 대하여 모둠원들

과 충분히 토의한 후 실험하였다.
4.5

17 차별성
문제해결형 탐구 활동은 기존에 학교에서의 탐구 

활동과 차이가 있다.
4.6

* 5점 만점.

<표 4>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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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물과 에탄

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프로그램을 경험한 학생들은 관

심 있는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탐구를 진행하고, 주어진 실험 과정

이 없이 직접 설계하고 고민하는 부분에서 흥미를 느꼈다고 인식하였다. 

흥미도와 관련된 설문 문항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면

담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학생 C: 어… 실험하는 주제를 저희가 정했다고… 저희가 하고 

싶은 주제를 맘대로 골라서 실험을 했고… 원래는 주어진 주제가

지고 계획도 다 짜여있고, 그거 가지고 하는 건데 주제도 계획도 

저희가 다 세워서 하는게 좋았어요.

…중략…

학생 A: 뭔가 재밌을 거 같아서… 모르는 거니까.

(모둠 A와의 면담에서 발췌)

  특히 학생들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재미있다, 흥미롭다’고 반응하였으며, 다른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

에 대해서도 흥미를 보였다. 자신들의 모둠에서 선택한 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학생들은 관찰했던 다른 현상의 원인에 대해 지속적인 호기심을 

보였으며, 다른 모둠의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탐구해보고 싶어 하였다.

  학생 활동에서 나타난 탐구 주제의 선택 과정을 살펴보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흥미에 미치는 영향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부피 감소, 온도 변화, 기체 발생 현상에 대해 예상했던 

학생이 드문 반면, 실제로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는 실험에서는 많은 학

생들이 부피 감소, 온도 상승, 기체 발생 현상을 관찰하고 <그림 6>과 

같이 원인에 대해 호기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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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에 호기심을 보인 활동지 사례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관찰한 현상은 예

상했던 현상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표 5). 예상했던 현상 중에서도 ‘액

체 상태가 유지된다’와 같이 학생들의 관찰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잘 

섞인다’, ‘투명하다’ 등과 같이 관찰한 학생 수가 감소한 현상은 관

찰 결과를 정량적으로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찰 현상 중 부피 감소, 온도 변화, 기포 발생 등에 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관찰하였으며,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에 호기심을 보였

다. 학생들은 관찰 과정에서 실험 조건과 그에 따른 관찰 결과를 수치를 

포함하여 상세히 기록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탐구 주제를 정하기 전인

데도 <그림 6>과 같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며 나름대

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로부터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대해 

보이는 흥미가 탐구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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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예상한 현상 예상한 인원(명) 관찰한 인원(명)

잘 섞인다. 13 3

투명하다. 12 2

액체 상태가 유지된다. 8 -

냄새가 난다. 9 3

부피가 줄어든다. 2 8

온도가 달라진다. 2 13

기포가 올라온다. 1 10

무거워진다. 1 -

<표 5> 학생들이 예상한 현상과 관찰한 현상

  물과 에탄올 혼합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에 대한 개방형 활동

지에서 학생들의 예상은 <표 7>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불을 붙이

면 불이 붙는다’와 같이 혼합 이후 2차 실험과 관련된 응답은, 혼합하

는 과정에서 관찰·측정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물과 에탄올 혼합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피 감소, 온도 변화, 기체 발

생 현상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 현상을 예상했던 학생들 또

한 <그림 7>과 같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선개념은 부족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학생의 선개

념이 나타난 활동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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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구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는 설문지의 다른 영역보다 낮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인의 특성과 모둠별 탐구 주제에 따라 학생

들의 인식에 차이가 있었다. 개방형 설문 및 면담에서는 같은 모둠 내에

서도 참고자료와 토의 및 추가적인 이론 탐색을 통해 탐구 내용을 이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내용이 어렵고 이해에 

참고자료가 더 필요하였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는 다음 면담에서 나타

나듯 참고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관점과 학습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자: A는 자료가 웬만한 건 다 있다고 했는데,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A: 네, 주제가 모둠마다 다른데, 다르니까 참고자료를 모둠마다 

다르게 제공해 줬잖아요. 만약에 그 자료가 없었으면 그 실험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저희 생각대로, 어차피 실험 주제를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 있는데……. 그

걸 자료를, 자료는 사실이지만, 어떤 자료를 주느냐에 따라서 실

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걸 제시해주시니까 이 자료를 바

탕으로 어떤 결과를 유추할 수 있겠구나 하고 방향이 잡힐 수 있

었어요.

연구자: 그럼 B조는 부피 감소에 대해 설명했는데, 부피감소에 대

한 자료는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A: 네, 그리고 방향만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른 자료는 조사할 

수 있으니까.

연구자: 근데 D가, 자료를 조금 더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했는데 

그럼 D는 어떤 자료가 더 필요했어요?

D: 저는 제가 워낙 실험할 때, 자료가 다 주어져있는 자료를 가지

고… 저희가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하는 실험이 많아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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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원자의 크기인가? 물분자와 에탄올의 비율 있잖아요, 그거 컴

퓨터로 그림같은 거 크기 조절해서 할 때도 약간 부족했던 거 같

고…….

(모둠 B와의 면담에서 발췌)

  학생 A는 참고자료를 실험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는 수준에서 참고하

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스스로 찾으려는 태도를 보이는 반면, 학

생 D는 참고자료에 제시된 내용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주어진 자료만으

로 탐구 내용을 이해하려다 보니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고 참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다른 모둠의 탐구 내용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는 각 모둠에서 

발표한 주제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였다. 학생들은 온도 상승에 대한 내

용을 다소 어려워하였는데, 이는 온도 상승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수소

결합은 실험을 통해 검증하기 쉽지 않고, 분자구조와 에너지 변화에 대

한 지식 또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므로 발표만 듣고 단시간

에 이해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어떤 학생은 다른 모둠의 탐구 내용에 대해‘각각의 조가 다른 내용을 

탐구해 자칫 잘못하면 다른 조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진다’고 프

로그램의 개선점으로 지적하기도 했으나, 다음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이해가 어려웠던 주제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 싶다는 인식에서 또 다

른 탐구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자: 그럼 직접 실험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A: 다른 조가 했던 실험 있잖아요, 그냥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니

까 현실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웠던 거…….

B: 왜, 그거 있잖아, 온도 올라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냐? 

수소결합?

A: 아, 맞아요. 그런 어려운 거는 직접 찾고, 직접 결론 내고, 직

접 실험하고 그러면 눈에 보이고 더 머릿속으로 정리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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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할 시간도 없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중략)…

연구자: 근데 수소결합은 어려워서 더 탐구해보고 싶다는 거에요? 

수소결합이나 분자간 결합을 중학교에서는 안 배웠어요?

B: 배웠어요.

D: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배웠는데 뭔가 깊이가 생겼다고 해야 되

나…….

연구자: 배웠는데 깊이 들어가서?

A: 응용을 해야 되니까요.

(모둠 B와의 면담에서 발췌)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해가며 한 주제에 집중하

여 깊게 생각하고 관련된 내용과 연관지어가며 폭넓게 배울 수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인식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실험 시간이 길

어서 알아보고 싶은 점을 더 알아볼 수 있다’,‘직접 실험을 설계한

다’, ‘모둠원들간의 토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등이 있었으며, 

<표 4>에서 탐구수준, 참여도, 토론 영역의 응답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선행연구(이은경과 

강성주, 2006; 주미나와 김현주, 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으

며, 문제해결형 탐구의 특징인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선택형 설문에서 본 프로그램을 기존 학교에서의 탐구보다 

자기주도적 탐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방형 설문 및 면담에서 

기존에 영재원에서 진행했던 문제해결형 탐구보다 더 자율적이고 자기주

도적인 탐구로 인식하였다. 학생들은‘우리들끼리의 탐구’라는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자기주도적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드

러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으로 인하여 본 프로그램이 다른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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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탐구보다 더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탐구라고 인식하였다. 첫째,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탐구 주제를 직접 결정하고, 둘째, 

모둠별로 다른 주제의 탐구가 진행되며, 셋째, 모든 실험을 직접 계획하

고 실행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다음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다른 영재원 수업에서는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실험을 한다 

라고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물과 에탄올 반응했을 때, 선생

님들이 이미 어떤 주제가 나올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걸 

유도해가는 과정이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 주제가 처음부터 하나로 정해져있지 않고?

A: 네.

연구자: 그 전에 다른 수업들이라고 한건 지금까지 했던 영재원 

수업들 말하는 거지?

A: 그거보다는 더… 선생님들이 주제를 알고 계셨는데도 저희가 

그 주제까지 가는 과정이 자유로웠잖아요. 그리고 또 모둠 조를 

나눠서 조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연구자: 또 다른 친구는?

C: 영재원에서는 산출물 같은걸 빼면 주제를 다 정해주고 그담에 

실험을 한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처럼 뭐든, 수업 자체가 다 주제를 스스로 

생각을 좀 해내고, 선생님들이 뭔가 개념을 좀 제시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실험을 직접 설계를 해서 발표까지 다 하는 수업이다 

보니까 뭔가 좀 발전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근데 다른 수업에서도 실험 설계는 너희가 다 하지 않았

나? 그러면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좀 자유로웠고… 

또 다른 의견은?

B: 다른 영재원에서 했던 실험은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

고, 모르는 거는 그냥 바로 알려주시고, 그대로 따라서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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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데, 저번에는 진짜 저희끼리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스스로…….

연구자: 그러니까 처음에 알려준 실험과정이 하나도 없어서? 그럼 

좀 어렵지 않았어요?

B: 어려웠는데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모둠 B와의 면담에서 발췌)

  첫째,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탐구 주제를 직접 결정한

다. 개방형 설문 결과‘처음에 현상 탐색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응답한 바와 같이, 학생들은 자신이 호기심을 느낀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을 통해 탐구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더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학생 A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학생들은 교사

가 탐구 주제를 알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살펴

보면, 기존에 경험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에서는 교사가 의도하는 

주제를 탐구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한 경우, 교사가 주제를 알고 있다고 생각함에도‘자유롭다’고 인

식하였다.

  둘째, 모둠별로 다른 주제의 탐구를 진행한다.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

한 현상, 흥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맥락을 고려하여 다른 주제의 탐구

를 진행했을 때, 탐구에 더 몰입하였다. 학생 A가 자유로웠다고 생각한 

요인 중 하나로‘조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다’를 언급한 것처럼, 

각 모둠별로 다른 주제를 정하고 발표함으로써 자신들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

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조가 선택했다는 이유로 최초 선택한 주제를 변

경한 모둠도 있어, 학생들이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탐구를 중요시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든 실험 과정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다. 학생 B, C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에서는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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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활동 단계에서 실험이 주어지고, 이는 주제가 이미‘정해져 있다’

는 인식과 함께, 이후의 실험에 대한 안내이자 고정된 틀의 역할을 하였

다. 학생 B는 ‘진짜 저희끼리 스스로 해결하는게 많았다’고 강조하며, 

그 이유로 실험 과정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들었다. 한 학생은 개방형 

설문에서, 기존 영재원에서 실시한 문제해결형 탐구와의 차이점에 대해

‘다른 프로그램은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과 순서를 알려주고 

탐구하는데,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은 그것부터 우리가 설계해야 돼

서 더 재밌고 생각을 더 오래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탐구 주제와 실험 과정이 주어지지 않아,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발견하고 탐구하였다는 측면에서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인식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탐구수준

에 대한 인식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탐구 문제와 실험과

정 등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본 프로그램의 차별적인 특징으로 인한 결

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면담에서 학생 B의 ‘실험 과정이 주어지지 않

은 것에 대해‘어려웠는데 오히려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좋았

다’는 인식은 이를 뒷받침한다. 

2.2 탐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물과 에탄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에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은 기본적으로 문제해결형 탐구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모둠

별 탐구 과정은 <표 6> ~ <표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의 탐

구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탐구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실험문제 해결이 수반되어 

나타났다. ‘탐구문제 해결’은 본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이 자신이 예상

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이, 문제해결형 탐구 

전반에 걸친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실험문제 해결’은 문

제해결 활동 중 기구 결함, 측정 오류 등 실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과 관련된 문제 해결로서, 기존 문제해결형 탐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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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의도하는 문제 해결이다. 문제해결 활동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해결

방안 모색을 통해 선택한 주제에 대해 가설을 설정한 상태로, 이미 예상

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이화정과 강성주, 2005; 김지영 등, 

2008; 신호심과 김현주, 2009)에서 나타났던 실험이 잘 안되거나 의도

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실험과 관련된 문제해결의 결과는 실험 과정 반복 또는 수정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탐구문제와 관련된 문제해결의 결과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

하고 정교화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둘째, 일부 모둠에서는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나타났

다. 문제 발견 및 해결 과정이 반복되어 진행되는 것은 문제해결형 탐구

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나(강성주 등, 2011; 주미나와 김현주, 

2013),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초

기 가설과 다른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는 예상

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과학자들의 반응 중, 새로운 설명 방식을 도입하

는 것과 유사하다. 즉 과학자들이 사고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초점을 두고 모형 구성 및 추론을 하는 것(Dunbar, 1993)과 유사한 활

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한 모둠의 학생들은 임

희영과 강성주(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시도’유형과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자신의 선개념

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였으나, <표 6>, <표 8>, <표 9>에서 굵은 

기울임체로 표시한 것과 같이, 결과 분석에서 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

을 때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발견한 문제 상황의 원

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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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A)

문제 
상황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교수 
지원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문제 
해결

실험 
수행

실험 과정 
반복

실험 
과정 
수정

결과 
분석

설명 
모형 
구성

실험 
수행

결과 
분석

주요 
특징

기체 
발생

가설1: 에탄
올의 양이 
많을수록 기
체가 많이 
발생할 것
이다.

근거: 물과 
에탄올을 섞
을 때 온도
가 상승하는
데, 이로 인
해 에탄올이 
증발하면서 
이산화탄소
가 나옴.

실험 설계: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해서 
같은 양의 
에탄올을 섞
고 발생 기포
의 양 비교.

물의 온도
를 38.9 ℃
/26.5 ℃
로 해서 
10 mL의 
에 탄 올 을 
섞고 발생 
기포의 양 
눈으로 비
교.

결과: 중
탕한 증류
수에서 기
포의 양 
더 많음.

문 제 점 : 
기포의 양
을 눈으로 
비 교 하 면 
정 확 하 지 
않음.

3방향밸브
로 연결한 
주 사 기 로 
온도를 다
르게 한 물
과 에탄올 
10 mL씩 
혼합 후, 발
생 기체를  
촬 영 하 여 
비교.

결과: 사진 
상 중탕한 
증류수에서 
기포의 양
이 더 많
음. 측정한 
기체의 부
피는 두 조
건 모두 약 
0.2~0.4 mL.

확인 실험 
추가: 에
탄올 5 mL, 
뜨거운 물 
10 mL를 
섞고 발
생 기포
의 양 사
진 으 로 
비교.

결과: 부
피를 변
화시켰을 
때 큰 차
이 없음.

문 제 점
( 교 수 지
원): 에탄
올의 연
소생성물
이 이산
화탄소.

결과: 기
체의 부피
는 둘다 
약 0.2~0.4 
mL로 별로 
차이가 없다
는 결과 채
택.

결론: 발
생하는 기
체는 이산
화 탄 소 가 
아니다.
온도 때문
이 아니라 
액체 사이
에 뭔가 
관계가 있
다.

기체의 
용해도, 
Ost-
wa l d 
계 수 
자 료 
및 설
명

가설2: 두 
액체가 섞이
면서 물과 
에탄올에 녹
아있던 기체
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기
포로 나온다.

근거: 물과 에
탄올에는 가
장 많이 만나
는 공기가 녹
아 있음.

이론 탐색: 
기체의 용해도, 
Ostwald 계수.

실험 설계: 
같은 조건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 비교.

계산 결
과: 물과 
에탄올을 
혼합했을 
때, 원래 
각 각 에 
녹을 수 
있는 기
체의 양
을 합친 
것 보 다 
적어져서 
기 체 가 
0.14 mL 
발 생 할 
것이다.

주 사 기
를 이용
하여 물
(약 30 ℃) 
10 mL, 
에 탄 올 
10 mL
를 섞고 
발 생 한 
기 체 의 
부피 측
정.

결 과 : 
0.25 mL

결 과 :  
0.14 mL 
발 생 할 
것이라는 
예 상 ( 계
산)과 발
생한 부피
(0.25 mL)
거의 일치.

결론: 물
과 에탄
올을 혼
합 했 을 
때 기체
의 용해
도가 적
어진다.

물과 에
탄 올 을 
혼합했을 
때 기체
의 용해
도가 낮
아 져 서 
에탄올과 
물에 포
함된 질
소, 산소 
기체들이 
기 포 로 
나온다.

<표 6> 모둠 A의 탐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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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B)

문제 
상황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실험 수행
실험 과정 

수정
실험 과정 

반복
결과 분석

설명 모형 
구성

모형 
정교화

주요 
특징

부피 
감소

가설: 물과 에탄올의 
혼합비율에서 에탄올 
양이 증가하면 부피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
다.

근거: 에탄올 입자가 
더 크고, 에탄올의 밀
도가 물보다 작으므로, 
물과 만났을 때 물이 
에탄올의 입자 사이에 
붙어 부피가 감소할 것
이다.

실험 설계: 물과 에탄
올의 혼합 비율을 1 
mL 간격으로 바꿔가며 
부피의 변화량 측정.

물과 에탄올
의 비율을 1 
mL 간격으
로 바꿔가며 
부피의 변화
량 측정.

문제점: 부
피 변화량이 
너무 작게 
나타남.

물과 에탄올
의 비율 간
격 5 mL로 
수정(0/20, 
5/15, 10/10, 
15/5, 20/0)

수정된 실험
과정대로 2
회 반복 측
정

결과: 평균 
약 0.4 mL 
감소하며, 물
과 에탄올 비
율이 1:1일때 
부피 감소량 
최대.

결론: 에탄올
이 많아져도 
부피가 더 많
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각 
부피에 일정
한 개수가 일
정 부피만큼 
공간을 차지
하고 있다.

그림으로 에
탄올과 물 
입자를 크고 
작은 원으로 
눈금실린더
에 나타냄
(활동지).

에탄올과 물 
입자를 분자
모형(웹 사
진자료)으로 
눈 금실린더
(PPT)에 나
타냄.

가정: 10 mL
에 물 입자 
10개, 에탄
올 입자 4개.

<표 7> 모둠 B의 탐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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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C)

문제 
상황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교수 
지원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문제 해결실험 
수행

실험 
과정 
수정

실험 
과정 
반복

결과 분석
설명 모형 

구성
모형 
수정

결과 분석

주요 
특징

온도 
상승

가설1: 분
자의 충돌
횟수가 많
아져서 온
도가 높아
질 것이다.

근거: 분자
끼리 충돌
할 때 분자
의 운동에
너지가 마
찰력에 의
해 열에너
지로 전환.

실험 설계: 
젓는 횟수
를 다르게 
해서 온도 
측정.

젓는 횟
수 를 
10, 20, 
30회로 
해서 온
도 측정.

문제점: 
변 인 통
제의 필
요성 인
식(젓는 
속도).

젓 는 
속 도 
일정 하
도 록 
수정(2
회/초).

수정 된 
실험 과
정대 로 
2회 반
복 측
정.

결과: 젓는 
횟수에 따른 
온도차에 경
향성은 없으
나, 조금만 
섞여도 온도 
상승.

결론: 충돌 
횟수의 영향
은 거의 없
다.
물과 에탄올
이 섞이면서 
그 사이에 
뭔가 일어날 
것이다.

수 소
결 합 
자료, 
교 사
의 
설명

가설2: 수
소 결합을 
하면서 열
이 발생할 
것이다.

이론 탐색: 
결합에 따
른 에너지 
변화.

설명 모형: 
분 자 모 형
( PPT) 을 
이용한 결
합 구조 
변화 비교.

가설2-1: 혼
합 전과 후에 
결합 수 차이
가 있을 것이
다.

결과: 혼합 
후, 결합 개
수 감소.

결론: 결합  
개수가 감소
하려면 온도
가 내려갔어
야 하므로,  
다른 요인의 
영향.

가설2-2: 
혼합 후의 
인력이 더 
클 것이
다.

근거: 열
에 너 지 를 
방 출 했 으
므로 이전
보다 안정
해졌다.

물이 비록 
수소결합은 
더 많지만, 
물과 에탄
올의 혼합
물이 온도
가 더 높아
졌기 때문
에 (혼합 
전보다) 안
정된 상태
다. 결합수
가 줄어들
었는데 안
정 되 려 면 
인력이 더 
커야 한다.

에 탄 올 과 
물 혼합물
의 수소결
합이 갖고 
있는 하나
당 에너지
가 더 크기 
때문에, 더 
안정한 상
태가 되어 
에 너 지 를 
열에너지로 
방출한다.

<표 8> 모둠 C의 탐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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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
(D)

문제 
상황 
발견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교수 
지원

새로운 해결 
방안 모색

문제해결 활동

실험 
수행

실험 
과정 
수정

결과 분석
설명 
모형 
구성

모형 
수정

결과 
분석

주요 
특징

온도 
상승

가설1: 물에 
에탄올을 떨
어 뜨 리 면 서 
위 치 에 너 지 
때문에 열이 
발생했을 것
이다.

근거: 위치에
너지에 영향
을 미치는 요
인(질량/높이
차) 중, 물과 
에탄올의 질량 
차이가 있음.

실험 설계: 
물과 에탄올의 
질량에 따른 
온도 차 측정.

같은 높이
에서 물에 
에 탄 올 을 
떨 어 뜨 리
고, 에탄올
에 물을 
떨 어 뜨 려 
온도 측정.

문제점(교
수 지 원 ) : 
질량 때문
에 발생하
는 열이라
면 물에 
물을 떨어
뜨려도 열
이 발생해
야함.

실험 추
가: 물에 
물을 떨
어뜨리고 
온도 측
정.

결과: 물에 
에탄올을 떨
어뜨렸을 때
(31.4 ℃), 
에탄올에 물
을 떨어뜨렸
을 때(31.5 
℃) 온도 상
승. 물에 물
을 떨어뜨렸
을 때 온도 
변화 없음.

결론:  위치
에너지의 영
향이 아니다.
초기에 온도
가 상승하므
로 혼합하면
서 물과 에
탄올 사이에 
어떤 작용이 
있다.

수 소
결 합 
자료, 
교 사
의 
설명

가설2: 물과 에
탄올이 더 강한 
수소결합을 하
면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근거: 온도가 
올라가려면 에
너지를 방출하는 
작용이 있어야 
함.

이론 탐색: 더 
강한 수소결합 
조건(결합 개수
/결합 세기)

설명 모형: 분
자모형(PPT)을 
이용한 결합 구
조 변화 비교.

가설2-1: 
결합 개수
가 많아질 
것이다.

결과: 섞기 
전보다 수
소 결합 
개수가 감
소하지만, 
앞의 실험
에서는 온
도가 올라
감. 

가설2-2: 
물과 물, 
에탄올과 
에탄올보
다 물과 
에탄올의 
결합 세
기가 클 
것이다.

혼합 시 
온도가 상
승한 실험 
결과를 설
명 하 려 면 
더 안정해
져서 에너
지를 방출
해야 한
다.

<표 9> 모둠 D의 탐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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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를 경험했을 때, 문제상

황 발견에서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

징을 모둠 A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임희영과 강성주

(2009)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유형을 ‘결과에 대한 만족,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탐색, 실험방법 변화’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

으며, 바람직한 유형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시도’를 제시하

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도 학생들의 이러한 반응은 문제 해결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모둠 A의 사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시

도’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앞에서 탐구 과정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서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방

법의 문제 해결 시도 또한 ‘실험문제 해결’과 ‘탐구문제 해결’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이 실험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얻어진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험방법의 변화로 이

어졌으며, 결과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 즉, 문제해결 결과에 대해 만족

하지 못할 경우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

는 시도가 나타났다.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문제 해결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학생들은 자신이 흥미를 느껴 선택한 주제를 탐구

함으로써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의 정의적 특징인 

‘문제 상황을 긍정적이고 도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임희영과 강성주, 

2009)’을 보였다. 이는 불일치 상황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정의

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강훈식 등, 2007)와 마찬가지

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한 상황 또한 불일치 상황과 유사하게 학

생들의 정의적 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

서 인지적 지원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반복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신뢰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제해결 초반에 진행한 실험에서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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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자신들이 설정한 가설보다 우선시 하여, 실험 결과에 부

합하게 가설을 수정하고 결과를 최대한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탐구 내용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결과 

해석 및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고 추론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는 참고자료와 교사를 통해 인지적 도움을 받았다. 참고자료만으로 부족

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이론을 탐색하거나 교사에

게 질문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

어 교사의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경향은 강훈식 

등(2006)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변칙사례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실험

활동, 교사나 동료·인터넷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와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문제해결의 각 단계별 학생들의 탐구 양상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3.1 문제상황 발견

  모둠 A는 기체 발생 현상에 대해 탐구하였다. 학생들이 예상한 현상

은 ‘잘 섞인다, 냄새가 난다, 투명하다, 부피가 줄어든다, 기포가 올라

온다’ 등이며, 관찰한 현상은 ‘부피가 줄어든다, 기포가 올라온다, 온

도가 올라갔다가 점차 내려간다’이다. 전체 14명의 학생 중 기체가 발

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학생이 1명 있었는데, 이 학생이 모둠 A에 있어 

처음에는 주제 결정 과정에서 모둠원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온도 

변화에 대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래의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온도 변화 현상을 탐구하고 싶어 하는 모둠이 많이 나타나자, 모르

는 현상에 대한 흥미와 함께 다른 모둠과 차별적인 주제를 선택하고자 

하여 기체 발생 현상을 탐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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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기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학생의 선개념이 나타난 활동지 사례

연구자: 사실 A조는 기체발생 현상에 대해 했잖아요? 선택한 이

유가 따로 있었나요?

A: 그때, 기억 상으로는 다른 주제를 선택했었는데 다른 조가 너

무 많이 해서, 우리는 좀 색다르게 하자 해서…….

C: 이거 하자… 해서.

(모둠 A와의 면담에서 발췌)

  

  하지만 모둠 A가 현상 설명에 가장 적합한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수

행한 것은 아니었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기체 발생 현상을 예

상했던 학생 또한 에탄올이 먼저 증발하기 때문에 기포가 올라온다고 예

상했다. 또한 탄산음료와 유사한 이유로 생각했다가 지운 것처럼, 정확

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

3.2 해결방안 모색

  학생들은 문제상황 발견 단계에서 관찰했던 온도 상승 결과(30.2 ℃)

와 에탄올이 증발하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본인들의 선개념에 

근거하여, ‘에탄올의 양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1차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온도가 상승하면 

에탄올이 이산화탄소로 분해(증발이라는 용어를 사용)되는 양이 늘어나 

기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학생들이 생각한 근거는 <그

림 9>에 잘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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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체 발생의 원인에 대한 학생들의 근거가 

드러난 활동지 사례

  초기 문제 발견 과정에서 학생들이 관찰한 현상은 용액 내부에서 기포

가 올라오는 것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용액에 용해된 기체가 빠져나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기체의 용해도와 관련된 학생들의 

선개념은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기포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정도였다. 학생들은 선개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온도가 상승하면 에탄올이 얼마나 증발하는지 자신들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하였다. 물(증류수)의 온도를 38.9 ℃, 

26.5 ℃로 다르게 하여 같은 양의 에탄올을 섞고 발생 기포의 양을 비

교하는 실험을 설계하였다.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한 까닭은 실험 준비 과

정에서 에탄올의 온도를 높이면 증발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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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제해결활동

  3.3.1 실험 수행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중탕하여 물의 온도를 38.9 ℃, 상온의 

26.5 ℃로 설정하고, 각각에 상온의 에탄올 10 mL를 섞고 발생 기포의 

양을 비교하였다. 혼합도구로는 눈금실린더와 유리막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중탕한 증류수(38.9 ℃)에서 기포의 양이 더 많은 것으로 기록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용액 내부에서 올라오는 기포의 양을 눈으로 비

교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험 도구를 바꿔 동일한 조

건의 실험을 반복하였다.

  3.3.2 실험과정 반복

  앞의 실험에서 사용한 눈금실린더와 유리막대 대신, 주사기를 이용하

여 혼합하고 기체1)를 모아 확인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기존에 3방향

밸브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 주사기 2개를 연결하여 <그림 

10>과 같은 실험 장치를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장치가 달라진 측

면에서는 실험과정 수정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나, 실험의 변인이 동일하

여 실험과정의 반복이 일어났다고 보았다.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한 결과, 학생들이 주사기의 눈금이 2 

mL 단위로 너무 크다는 이유로 보정하고자 지원을 요청하여 0.2 mL단

위 눈금 라벨을 제공하였다. 3방향밸브로 연결한 주사기로 39.6 ℃, 상

온의 물에 각각 10 mL의 에탄올을 혼합한 후, 기체가 모였을 때 휴대

폰으로 촬영하여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사진 상 39.6 ℃의 물을 사용했

을 때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더 많다고 관찰하였고, 수집된 기체의 부피

를 측정했을 때 두 온도 조건에서 약 0.2~0.4 mL 사이로 관찰하였다.

1) 학생들은 올라오는 방울 형태의 기체를 ‘기포’, 주사기에 모인 형태의 기

체를 ‘기체’로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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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학생들이 구상한 실험 장치

  3.3.3 실험과정 수정

  학생들은 사진 상 높은 온도의 물에서 기포의 양이 많다는 관찰 결과

에 더 비중을 두고, 온도의 영향이 맞는지 다시 확인하는 실험을 추가하

였다. 이 실험에서는 변인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실험과정 수정으로 볼 

수 있다. 기체의 부피는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하였어도 두 조건에서 비슷

하게 0.2~0.4 mL 사이의 눈금으로 측정되었는데, 학생들은 눈금이 작

기 때문에 읽는 과정에서의 오차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번에

는 중탕한 물 10 mL에 에탄올의 양을 5 mL로 변화시켜 혼합 후, 발생 

기체의 양을 사진으로 비교하였다. 이 방법은 이전 실험-중탕한 물 10 mL

와 에탄올 10 mL를 혼합한 조건-에서 측정한 기체의 부피와 에탄올 5 mL

를 혼합한 조건에서 기체의 양을 비교하는 것으로, 온도가 동일하다면 

발생한 기체의 부피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학생들의 생각은 

다음 수업장면에서 더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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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떤 조건을 다르게 해야 돼?

B: 에탄올을 5 mL만 넣고, 물은 10 mL 넣고… 이것도 뜨겁잖

아. 왜 온도만 다르게 하고 부피는 같게 했잖아, 근데 이제 부피

는 다르게 하고 온도는 같게 했을 때도 변화가 없어야지 그럼.

A: 아!

(모둠 A의 수업 장면 中 발췌)

  실험 결과, 물 10 mL와 에탄올 5 mL를 혼합했을 때도 이전 실험에

서 관찰한 기체의 부피와 비슷하게 발생하였다고 관찰하였으며,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나 부피를 변화시켰을 때나 부피에 큰 차이가 없다고 결론

을 내려 온도의 영향으로 에탄올이 증발하여 기체가 발생한다는 근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사가 다음 대화를 통해 학생

들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오개념을 지적하였다.

B: 아, 똑같애.

교사: 어떤 게?

B: 온도만 다르게 하고 부피는 같게 했을 때 기포가 양이 이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온도를 같게 하고 부피를 다르게 했는데 그래

도 기포… 그게 같애요. 그러면…….

A: 이산화탄소인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이산화탄소도 발생하는

데 확인해보니까 산소 수소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일단 범위

를 좁혀가지고 물이 증발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에탄올이 증

발한 물질에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돼요.

교사: 물이 된다는 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A: 그게 인터넷에, 가열하면 이산화탄소랑 물로 분리된대요.

교사: 불붙은 거 아냐? 에탄올이?

A: 아, 아뇨.

B: 아… 맞아요, 연소할 때라고 그랬어요.

A: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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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에탄올 증발에 대해 설명) …후략…

(모둠 A의 수업 장면 中 발췌)

  대화 이후 학생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물과 이산화탄소는 에탄올이 

연소했을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에탄올이 증발한 기체가 

아니라면 온도 상승의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결

과는 1차 가설에 대한 기각일 뿐 기체 발생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에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자신들의 선

개념을 바탕으로 기체 발생 현상을 설명하고자 세운 1차 가설은 ‘에탄

올의 양이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였으나, 

이를 지지하는 근거인 온도 상승의 영향 및 기체의 정체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문제 상황의 원인을 다른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1차 가설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험 결과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분

석하기 시작했다. 이전에 오차라고 생각했던, 두 조건에서 비슷하게 

0.2~0.4 mL 사이의 눈금으로 측정된 결과를 수용하였고, 같은 용액끼

리 혼합할 때는 기체가 발생하지 않지만 혼합하는 에탄올의 양에 관계없

이 혼합 초기에 기체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온도 때문이 

아니라 액체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다. 

3.4 새로운 해결방안 모색

  기체 발생과 액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 상황의 

원인을 탐색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관련된 참고자료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했다. 참고자료는 온라인상으로 탑재되어 학생들이 언제

든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웹페이지의 주소는 1차 가설에 대한 문

제해결 활동 중 공개하였다. 학생들은 기체의 용해도와 이를 계산할 수 

있는 Ostwald 계수에 대한 자료를 통해 학습하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

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하였다. 학생들은 물과 에탄올에 

용해된 기체의 양이 다른 것에 대해 수업 보조 요원에게 질문하였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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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보조 요원은 극성‧비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체의 정체에 대해 학

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수업보조: 기체가 녹으려면, 에탄올이든 물이든, 기체가 만나야 될

거 아냐? 그럼 물이나 에탄올이 가장 많이 만나는 기체는?

D: 공기…….

수업보조: 공기의 99 %가?

A: (인터넷 검색)

(모둠 A의 수업 장면 中 발췌)

  수업보조요원의 교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은 발생하는 기체의 정체를 

공기 중의 질소‧산소라고 예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액체가 섞이

면서 물과 에탄올에 녹아있던 기체(질소‧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기

포로 나온다’는 2차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설

계는 동일한 조건의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는 것으로, 참고자

료의 Ostwald계수를 이용한 계산 과정을 포함하였다.

3.5 문제해결활동

  3.5.1 설명모형 구성

  학생들은 이론 탐색 결과를 <그림 11>과 같은 설명 모형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구성한 설명 모형은 문제해결 결과 발표에도 이용되었다. 

‘물과 에탄올을 혼합했을 때, 각각에 녹을 수 있는 기체의 양을 합친 

것보다 적게 녹는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계산을 통해 발생 기체의 양을 

예측하고자 시도하였다. 20 ℃ 조건에서 물 10 mL, 에탄올 10 mL 각

각에 용해된 기체의 부피와 혼합물 20 mL에 용해된 기체의 부피를 계

산하여 차를 구한 결과, 해당 조건에서 기체가 0.14 mL 발생할 것이라

고 예상하였다. 수업 중 학생 C가 학생 B에게 설명한 다음 대화에서 학

생들이 생각한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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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학생들이 구성한 설명 모형

C: (B에게 설명) 차이를 보는 거지. 물에 녹을 수 있는 양하고 

에탄올에 녹을 수 있는 양을 합한 것이 혼합물에 있는 양보다 많

은데, 차이가 나니까 그만큼 기포가 올라오는 거지.

  3.5.2 실험 수행 및 결과 분석

  또한, 이론에 근거한 예상(계산 결과)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발생 

기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실험을 구상하였다.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약 

30 ℃) 10mL, 에탄올 10mL를 섞고 발생 기체의 부피 측정한 결과, 

0.25 mL의 기체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실험 결과(0.25 mL)가 예상

(0.14 mL)에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을 혼합

했을 때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져서 기체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계산 과정에서 질소와 산소의 용해도를 표현하는 Ostwald 계수

를 통해 예상한 값과 실험 결과가 근접한 수치로 나타났기 때문에, 발생

한 기체는 물과 에탄올에 용해되어 있던 공기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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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문제해결

  <그림 12>는 학생들이 제작한 발표 자료로서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

를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기체 발생 현상에 대해 ‘물과 에탄올을 혼합

했을 때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져서 에탄올과 물에 포함된 질소, 산소 기

체들이 기포로 나온다.’고 설명하였다. 발표 과정에서 실험을 1회 실시

하여 계산 결과와 비교한 점, 비율․온도 등 다른 조건에서의 실험 결과가 

없는 점, 계산 시 온도 조건(20 ℃)과 실험 시 온도 조건(30 ℃)의 차이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모둠 학생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림 12> 학생들이 제작한 발표 자료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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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실험 수업에서는 자연 현상의 원리를 탐색하는 과학자들의 탐구와 같

은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며,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그

러나 교육과정의 틀에서 실험 교육이 진행되면서 인지적 목적을 우선시

하여 학생들이 정해진 지식, 목표 현상을 ‘잘’탐구하도록 하는, 부자

연스러운 탐구가 진행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Jenkins, 1998). 학생들

에게는 교육과정에서 의도하는 실험 결과나 실험 중 발견한 또 다른 현

상이나 마찬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 인식된다. 교육과정에서 의

도하는 목표를 인지적 목표만으로 인식한다면 학생들이 목표 현상 외에 

보이는 호기심은 달갑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Nott & Smith, 

1995). 하지만 탐구의 본질과 탐구와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고

려한다면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흥미와 호기심을 보이는 것은 

수업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탐구 문제를 발견하여 탐구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사례를 중

심으로, 수업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탐구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예시를 제시하고, 프로그램 적용 과

정을 거쳐 문제해결형 탐구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인 ‘물과 에

탄올을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에서는 다양한 현상이 관찰되

는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험을 소재로 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맥락과 탐구에서 학생의 주도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구

체적인 개발 원리로는 첫째, 탐구 문제가 주어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맥

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탐구를 진행한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경험했을 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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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탐구한다. 셋째, 발견하는 현상과 탐

구 주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실험으로부터 다양한 

주제의 탐구로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 실험은 교육과정에서 부피 감소 현상을 통해 물질

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나, 부피 감소 현상이

나 온도 상승, 기체 발생 등 함께 관찰되는 현상 또한 선개념이 없는 대

다수의 학생들에게는 모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므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이라는 소재만 주어지고, 탐구 주제 및 실

험 방법 등의 안내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학생이 주도적으로 실험을 구

성하고 관찰한 현상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문제상황 발견 

단계까지 공통 탐구로 진행되다가 학생들이 호기심을 느끼는 현상에 따

라 다양한 주제의 탐구로 분화되며, 학생들은 자신이 궁금해하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과 같이, 교사의 인식

에 따라 수업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이 흥미와 호기심

을 보일 때, 탐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면 학생이 흥미를 느끼는 

현상으로부터 문제를 발견하고 자신이 궁금한 현상의 원인을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을 적용한 효

과는 학생들의 인식 및 탐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통해 살펴보았

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문제해결형 탐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고, 특히 문제 발견 과정에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은 흥미를 자

극하여 원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탐구

로 인식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기존에 경험한 문제해결형 탐구

보다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 탐구로 인식한 요인은 자신이 예상하지 못

한 현상으로부터 탐구 주제를 직접 결정하고, 모둠별로 다른 주제의 탐

구가 진행되며, 모든 실험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다.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서는 탐구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실험문제 해결

이 수반되어 나타났으며,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발견되었

다. 학생들이 본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의 탐구를 진행할 경우, 탐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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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 걸쳐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는 형태의 '탐구

문제 해결' 과정 속에서 기존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이화정과 강성주; 김

지영 등, 2008; 신호심과 김현주, 2009)에서 많이 나타난 형태의 '실험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수반되었다. 또, 탐구 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과학자들의 반

응 중, 새로운 설명방식을 도입하는 것과 유사했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먼저, 임희영과 강

성주(2009)의 연구에서 바람직한 유형으로 제시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시도’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유형이 나타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 해결 시도’는 두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실험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실험방법의 변화로 이어졌으며, 결과 분

석을 통한 문제해결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을 다른 관점에서 탐색하였다. 이는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주제를 탐구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도전적 인식이 영향을 주었다고 확

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특징으로, 학생들이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료를 활용

하는 과정에서 인지적 지원의 중요성이 나타났다. 학생들은 탐구 내용과 

관련된 선개념이 부족하여 결과 해석 및 새로운 모형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서 인지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학생들은 교사 및 참고자료

를 통해 얻은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제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교사의 안내가 학생들의 지식 구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했을 때 원인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서 과

학자들의 새로운 탐구가 시작된다(Dunbar, 2000),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올 혼합 실험을 소재로 한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을 통해, 수업 중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으로부터 탐구 학습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들이 보이는 흥

미와 호기심은 탐구에서도 긍정적인 정의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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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지 못한 현상에 학생들이 흥미와 호기심을 보일 때, 교사가 생각

하는 실험 교육의 목표에 따라 간단히 원인을 설명하고 넘어갈 수도 있

지만, 학생들이 탐구를 경험하고 관련 이론에 대한 지식을 확장하는 기

회로도 활용 가능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략은 학생들에게 ‘열린 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탐구 학습에 

활용할 경우, 학생들이 발견한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탐색하는 것으로부

터 출발하므로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열린 탐구(open-inquiry)의 

형태로 시작하여 학생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느낄 때 지원도구, 교사

의 안내 등을 통해 안내된 탐구(guided-inquiry)로 조절이 가능하다. 

Hmelo-Silver와 동료들(2007)은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이후 학생들의 탐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적절한 자료 및 지원을 통

한 안내가 있어야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사가 학생

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발견하는 경우까지 고려한 수업을 준비하거

나, 적절한 지원을 통해 교과 외 추가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에

게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탐구로 안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탐구 학습에 활용한 프로그

램 개발 및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물과 에탄올 혼합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현상이 함께 관찰되는 것에 대한 문제해

결형 탐구프로그램의 사례에 한정하였다. 예상하지 못한 현상의 범주는 

학생의 선개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업 현장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탐구 학습에 적용한 사례 또한 다

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학생들의 사고 및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학

생의 정의적 영역 및 전반적인 탐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학생 담화 측면에서 분석

하여,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 학생들의 사고, 토론, 상호작용 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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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문제해결형 탐구프로그램을 학생

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을 때,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종단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본 프로그램은 6시간 분량으로 1회 실시된 한계가 있으

므로, 학생들이 예상하지 못한 현상을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해결형 

탐구 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경험했을 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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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공통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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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주제별 활동지 예시: 기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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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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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tion of Unexpected 

Phenomena to the Problem-Solving 

Type Inquiry Program

-A Case Study on Mixing Water and Ethanol-

Minah 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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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stry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importance of inquiry in the school science have been 

stressed in the curriculum. For laboratory class, it is intended to 

give students to the same experience as scientists’ inquiry to 

explore the principles of natural phenomena. However, focused 

on cognitive purposes when the laboratory class was carried out 

in schools, it did not involve the various aspects of inquiry. If 

the student asked a question feeling interested in un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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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n in the laboratory work, it was common to teachers 

to pass the question or make them focus only on goal 

phenomenon. This study suggests a case applying unexpected 

phenomena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inquiry question in 

the point of view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affective 

purpose equivalent of cognitive purpose.

  This problem-solving inquiry program was developed from the 

phenomena that occur during mixing water and ethanol, for the 

example of an unexpected phenomena occur. In the development 

process, emphasized the context to discover the problem and 

students’ self-direction, only the materials-mixing water and 

ethanol- was given to students without the guidance of such 

inquiry themes and experimental methods for discovering the 

problem. Then purpose of inquiry is revealing the cause when 

the students was faced on unexpected phenomenon. Considering 

the different situation that discover the problem depended on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program is divided into various 

themes from one experiment.

  The results after applying the program that was examin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inquiry process and recognition of 

students. In the problem-discovery process, unexpected 

phenomena stimulated the students’ interest and became an 

opportunity to try to explore the cause. Students’ interest and 

curiosity for unexpected phenomena act positively as an affective 

factors in the self-directed inquiry. In the whole inquiry 

process, experimental problem-solving process was included in 

solving the inquiry question. If the problem was not solved, it 

led to a search of a new solution. In addition, cognitive support 

of teachers played an important role while students explor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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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utions or use the data.

  As in the case of this study, when the students have interest 

and curiosity of the unexpected phenomena, it can be an 

opportunity to expand on inquiry and new theory. Also it 

depends on  teacher’s recognition and appropriate support.

keywords : Unexpected phenomenon, Problem-solving type 

program, Water-ethanol mixture, School science, Discrepant 

event

Student Number : 2013-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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