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l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개발

2020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화학전공

손 미 현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개발

지도교수 정 대 홍

이 논문을 교육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화학전공

손 미 현
손미현의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12월

위 원 장

홍훈기

(인)

부위원장

정대홍

(인)

위

원

박종석

(인)

위

원

손정우

(인)

위

원

조영환

(인)

국문초록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개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과학교육의 목적은
과학적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소양의 함양이다. 지식정보사회화 된 현재
는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발
생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 기반 산업사회에서 필요했던 문제해결력과
는 다른 새로운 범주의 문제해결력이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
운 문제 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
하여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활동이 꾸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활동을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라고 정의하며,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지
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연구 기관의 공공데이터를 수
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교실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활
동이 가능해졌다. 연구 결과 실제 데이터를 해석하는 활동은 학생의 흥
미와 과학개념의 심도 있는 이해 등의 효과가 있으나 지식정보처리역량
의 부족으로 탐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학생과 교사가 어려움을 겪었다.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필수적인 역량 중 하나
이며 새로운 범주의 문제해결력에 바탕이 되는 역량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일반적인 소양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교과에 따라 특정한 맥락을

가지므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과학의 맥락
에서의 지식정보처리역량 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과학
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은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표현하는 역
량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위한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설계개발 연구 방법의 모형 개발연구로, 문헌연구를 바탕으
로 기본 모형과 수업전략을 도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한 외적 타당화, 전
문가 자문을 통한 내적 타당화를 바탕으로 최종 모형과 수업전략을 완성
하였다.
탐구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과 비판적 사고에 효과적이라고 알
려진 자원기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탐구와 데이터 과학의 과정, 통
계적 문제해결력 모형에 관한 문헌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과정은 문제를 발견하기까지
의 과정으로 도구탐색-데이터 수집-데이터 변형과 해석-문제 발견의 단
계를 거친다. 두 번째 과정은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로, 문제에 따
라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결론을 내리는 귀납적 탐구 과정과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역적 탐구 과정
으로 구성된다. 개발된 모형은 기존 과학탐구 과정과 달리 가장 먼저 학
생들이나 교사의 제안으로 도구를 선택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 데이터
를 탐색적으로 분석하면서 문제를 찾아내므로 ‘탐색적 과학데이터 분석
탐구모형(Exploratory Scientific Data Analysis Inquiry Model, 이하
ESDA 탐구모형)’이라 명명한다. 도구 탐색을 통해 데이터를 먼저 수집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IoT 센서를 활용할 수 있는
학교 시스템이 아직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도구를 먼저 선택함으로써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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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고, 데이터를 수집
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훈
련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과학에서 수행하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의미를 접목함으로써 과학탐구를 통해 데이터 통
찰과 분석 경험을 쌓을 수 있다. ESDA 탐구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수
업전략은 총 7가지 원리로, 도구 탐색의 원리, 실생활 데이터 수집의 원
리, 데이터 변형의 원리, 데이터 해석의 원리, 문제 구체화의 원리, 문제
해결의 원리, 표현과 공유의 원리이다. 또한 ESDA 탐구를 수행할 수 있
는 환경구성 지침을 추가적으로 제안하였다.
개발된 ESDA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은 2인의 전문가와 3인의 현장교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내적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보편성 부분에서
전문가와 현장 교사의 의견이 나뉘어졌으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
여 교사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다. 외적 타당화를 위해 ESDA 탐구
모형의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를 각각 나누어 현장에 적용하였다.
지식정보처리역량의 효과검증을 위해 학생들의 대화, 면담, 산출물, 현장
노트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전사하였고, 역량의 3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연역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 방법을 현장 적용한 결과 학생들은 정
보수집, 분석, 활용 모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방대한 데이
터를 처리하고 변형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힘들어 하였
다. 하지만 교사의 스캐폴딩과 동료와의 논의, 자기주도적 학습 활동을
통해 점차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발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한 문제를 발견한 후 수행된 귀납 탐구의 과정에서 경향성 확보를 위한
데이터 추가 수집과 결과 분석 활동을 매우 원활하게 수행하였다.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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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제작함으로써 귀납적 탐구 과정에서 경험했던 도구 선택의 어려움
을 줄이고 학생이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학습맥락을 강화할 수 있었다.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을 현장 적용한 결과 귀납적 탐구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스프레드시트의 활용법이나 도구 제작과 같은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으로 더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
다. 과학 탐구의 측면에서는 공유 및 표현 방법이 편리한 웹기반 문서를
활용하게 하고, 데이터 해석과정의 질문을 통해 가설을 구체화하게 함으
로써 보고서 작성이나 문제 발견 등에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현상과 원리를 연결지어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SDA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의미와 함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필요하며, 과학탐구라는 지향점을 공유한 수학, 기술, 정보 등의 융
합 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균형있는 과학탐구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뿐 아니라 과학 지식의 학
습 및 기초적인 과학탐구학습 등이 함께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과학적 맥락에서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정리하고, 이를 함
양할 수 있는 중고생 대상의 모형과 수업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자원기반
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계성과 다양성을 증진하였다. 또한 데이터 과학,
통계학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 기법을 과학 탐구에 접목하여 새로운 방식
의 과학탐구를 고안하였으며, 과학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 탐
구의 실천적 유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정보처리역량 뿐 아니
라 과학탐구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이고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ESDA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의 개발은 질적 연구 방식을 따르면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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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학생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 역량인 지식정보처리역량
을 과학탐구의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실제적 탐구 방
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 탐색적 과학데이터 분석 탐구모형(ESDA 탐구모형), 데이터 기
반 과학탐구, 과학탐구 수업전략, 지식정보처리역량, 자원기반
학습
학

번 : 2017-3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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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을 왜 교육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개인적, 사회적, 국
가적 맥락에서 다양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의 교육
과정은 대체로 문제해결력과 과학적 소양의 함양으로 수렴한다. 과학적
소양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 후반 Hurd의 ‘미국의 학교를 위한 과학적
소양’에서 최초로 언급된 것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활용된다. 미국의
NSES(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개
인적인 의사결정, 사회적 문화적 사건에의 참여, 경제적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이해라고 정의하였다(NRC,
2006). AAAS의 Project 2016에서는 과학적 소양 함양의 목적을 과학적
인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키워 평생학습을 유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질적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제시하
였다(AAAS, 1990). 과학적 소양과 문제해결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두 개
념을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과학교육의 목표가 과학적 소양과 문제해결력의
함양이었으며(임용우, 김영수, 201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은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
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
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교과’라고 명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 이와 같
이 과학교육은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적 과정을 통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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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소양과 문제해결력이 주목받게 된 원인은 과학기술기반 사회라
는 시대적 배경 때문이다(곽승진, 2005).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를 일으켰고, 이러한 문제를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뒤따랐으며, 그 기저에
는 구성주의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다. 구성주의는 맥락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며(Brown et al., 1989), 비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고(Jonassen,
1999), 인지적으로 유연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CTGV, 1990; Morrison & Collins, 1995). 즉, 실생활과 연계된 다
양한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므로(Brown et al., 1989; CTGV, 1990; Morrison &
Collins, 1995; Jonassen, 1999), 예측 불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에 적합한 교육 패러다임이라 할 수 있다.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제해결력의 함양은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미국은 탐구를 통해 지식을 생성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탐구를 학교 교육 개혁의 핵심내용으로 강조하였다(NRC, 1996;
NRC 2006). 이러한 교육의 흐름은 뉴질랜드, 영국, 호주, 독일 등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나귀수 외 2018). 우리나라에서
는 2007 개정 교육과정에 자유탐구를 도입하였으며(교육부,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실험 교과를 신설하여 학생들의 탐구과정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의 대부분이 일차 함수적
이고, 단순히 하나의 변인을 통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등 과학적 탐
구력과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Chinn

&

Malhotra, 2002; Bevins & Price, 2016; 박상태 외, 2002; 김희령, 여성희,
2004; 최취임, 이선경, 2016). 이러한 학교탐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과
학적 문제해결력을 함양하기 위해 참탐구 또는 실제적 탐구(authentic

- 2 -

inquiry, 이하 실제적 탐구)를 학습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
다(Hancock et al., 1992; Chinn & Malhotra, 2002; Woolnough, 2000;
Ucar & Trundle, 2011). 실제적 탐구는 학습자들이 지식의 구성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며 과학적 소
양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Chinn & Malhotra, 2002; Wickhman,
2004; Hofestein, 2004). 실제적 탐구는 현실 세계를 반영한 실제적 맥락
에서의 문제해결력을 강조하므로, 실제적 탐구 교육을 위해서는 우리의
현실 상황과 사회 문제에 대한 고찰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산업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지
식기반사회라고도 불린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이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들과 결합하며 지금까지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형태의 제
품과 서비스,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김성범, 강성현, 2016).
2012년 디지털 데이터의 양이 아날로그 데이터의 양을 앞지르는 것을 시
작으로 이제는 전체 데이터의 양은 측정이 불가능하며, 나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많은 양의 데이터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이명호, 2016).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도래는 기존 산업기반 사회의 문제와는 다른 범
주의 문제를 만들어낸다(Gao et al., 2012; 송영수, 2000; 이재경 2000; 곽
승진, 2005).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빠른 확산과 공유가 가
능해짐으로써(송인섭, 2000),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
적 문제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적 경계를 허물고 개별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많은 사회경제 현상과 쟁점을 불러일으켰다(이재
경, 2000). 또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개체 간이 초고밀도로 연결
되어 있어 하나의 오류가 전체 생태계를 위협하기도 한다(송영수, 2000).
따라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새롭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
결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학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그림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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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의 등장

과학은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으로(AAAS, 1990), 관찰에서 시
작한다. 또한 도구의 발달은 지속적이고, 정량적으로 주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측정값은 누적되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형성하
였다. 데이터와 정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현상을
측정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하는 활동은 필요한 새로운 문제해결력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될 수 있다. 과학탐구를 통해 방대한 양의 데
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현상을
지속적이고 누적적으로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한 과학탐구를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라 정의하고 새로운 문제해결력 함양의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에 대한 시도는 인터넷이 보급되던 190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학교 현장에서 실행된 형태는 자연현상 관련 데이

- 4 -

터를 분석하는 것이었다(Hancock et al., 1992; Chinn & Malhotra, 2002;
Woolnough, 2000). 실제적 맥락을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자료 해
석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NOAA나 NASA와 같은 연구 기관의 실시간 측
정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이를 분석하는 탐구활동을 실시하였다(Krajcik
et al., 1998; Akyilidiz et al., 2002). 그 후 탐구 도구가 발달하면서 연구
기관의 누적된 데이터 대신 대학 연구팀의 주도로 실생활에 더욱 밀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고등 학생들의 과학탐구에 활용하는 연구들이 진
행되었다(Chang et al., 2009; Ucar & Trundle, 2011; Grimshaw, 2015;
Smucker & Bailer, 2015). 교육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변
인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여 환경교육
에 활용하기도 하였다(Glasgow et al., 2004; Henjum et al., 2010).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적용 결과 학생들은 우리 주변 현상을 측정한
데이터들에 흥미를 보이고 과학적 태도가 향상되기도 하였으며, 동기화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데이터가 너무 방대하거나 복잡하여
분석이나 변형에 어려움을 느껴 오히려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보
고되었다(Songer et al., 2003; Cook, 2006; Chang et al., 2009; 구자옥,
2006). 정보 검색 과정에서도 학생들은 뉴스 기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
고, 한 가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만 이용하거나, 검색한 과학적인 글을 이
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Majetic & Pellegrino, 2014; Klucevsek,
2017). 교사들 역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적고, 학생들이 활
용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쉽게 가공해서 제시해야 하므로(Griff et al.,
2008) 수업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교사가 데이터 자체를 이
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Baker, 2009; Neumann et al., 2013).
이러한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의 부족으로, 지식정보
화 사회의 문제해결력은 지식정보처리역량에서 출발한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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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채, 1999; 송영수, 2000). 지식정보화 사회 속에 실시간으로 쏟아지
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활용하며, 해석할 수 있
는 능력은 디지털 시대의 시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다(AASL,
AECT, 1998; Eisenberg & Berkowitz, 1988; ALA, 2000; Breivik, 2005;
Erstad, 2010). 이러한 능력은 지식정보처리역량, 정보처리소양,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일컬어지는데(이광우, 이
성흠, 2003), 각 용어마다 학문적 정의의 차이는 있으나, 실생활에서 본
용어들은 비슷한 상황에 통용된다(이승진 외, 2013; 이기마, 유영근, 2015;
방정숙, 유은서, 2016).
이제까지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관련된 교육은 정보 소양, 정보활용역량
또는 정보 문해 능력이라고 불리며 대부분 사서 교육이나 정보과학 분야
에서 다루고 있었다(Spitzer, 1998; Breivik, 2005; 이종문, 2004). 하지만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일반 소양 측면과 교과 맥락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갖는다(Qin & D'Ignazio, 2010a;
조영달, 성경희, 2009; 김자미, 이원규, 2014; 손미현 외, 2018). 따라서 과
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일반적인 정보소양 교육으로 함양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며, 이는 과학 교과 맥락 안에서 교육될 필요가 있다.
Qin & D'Ignazio(2010a)는 과학탐구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 데이터 소양(Science Data Literacy, SDL)이란 용어
를 사용하여 과학탐구의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 선별, 처리 활용, 평가를
할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탐구력과 과학적 문제해결력의 서술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교육부, 2015), NGSS에서도 탐구의 범위를 ‘실행’으로 넓혀 문제
해결력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보에 대한 수집, 처리 분석 등에 대한 역량
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였다(NRC, 2006). 이 외에도 학생들이 논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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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뉴스 등 과학 관련 문헌을 읽을 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
소양 맥락이 아닌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필요하다는 다수의
연구가 존재한다(Leckie & Fullerton, 1999; Brown & Krumholz, 2002;
Brickman et al., 2008; Hoskins & Stevens, 2009; Majetic & Pellegrino,
2014; Klucevsek, 2017).
역량 교육은 교실 활동을 통해 키울 수 있으므로(곽영순, 2012), 학생
들이 수행하는 과학 탐구 활동에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이 스며들어 현장에서 적용될 필요가 있다(Tairab et al., 2004; Wu &
Krajcik, 2006; Griffis et al., 2008).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와 관련된 연구
중 데이터 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살펴보면, 데이
터 과학을 전공한 대학생, 대학원생이나 과학 관련 전공자 위주의 연구
들이 많았다(Iqbal et al., 2007; Qin & D'Ignazio, 2010a; Adams et al.,
201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단편적인 수업 사례가
많아(Martin & Howell, 2001; Wu et al., 2001; Cook, 2006; Chang et
al., 2009), 수업의 이론적 근거나 체계성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단순한
수업 사례가 아니라 탐구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한 연구도 있었으나, 교
사가 주제를 미리 제안하거나 도구의 제한으로 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
는데 자유도가 감소하여 실질적 탐구를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Griffis et al., 2008; Hotaling et al., 2012). 또한 연구팀이 탐구 도구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데이터에 대해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학생 주
변의 데이터를 수집․제공하기도 하였으나, 학생의 개인적 맥락에서 탐
구 주제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데이터 생산자로서의 경험을 하
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Chang et al., 2009; Gold et al., 2015). 선행
연구 결과 학생들이 데이터 수집의 주체로서, 탐구의 실생활 맥락이 더
욱 강조되고 다양한 주제의 탐구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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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모형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또한 탐구 수업을 마친 후 교사를 대상
으로 하는 인식조사,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되었으나(Barker,
2009; Hotaling et al., 2012), 실제 수업에 도움이 되는 교사의 수업 전략
을 제시한 연구 역시 충분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해 중고등학생 대상
의 과학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과학탐구
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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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역량이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
이 되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과학적 맥락에서 함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
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과학 탐구를 통해 학생들의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은 무엇인가?
1-1. 개발된 탐구모형의 절차와 단계별 특성은 무엇인가?
1-2. 개발된 탐구모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업전략은 무엇인
가?

2.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은 타당한가?
2-1. 개발된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에 대해 전문가들은 타당하다고 생각
하는가?
2-2. 개발된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을 귀납적 탐구에 적용했을 때, 지식정
보처리역량 교육과 과학탐구 측면의 어려움과 효과성은 무엇인가?
2-3. 개발된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을 연역적 탐구에 적용했을 때, 지식정
보처리역량 교육과 과학탐구 측면의 어려움과 효과성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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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의 정의
지식정보처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세 가지 요소가 지식정보처리역량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손미현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여러 참고 문헌과 과학탐구
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의미에 데이터의 분석과 수집,
활용 등을 포함하여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과학 데이터는 다른 자료들에 비해 특이성이 있으므로 역량에 대한 훈련
이 필요하기 때문이다(Qin & D'Ignazio, 2010b). 따라서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
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또는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효
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하
고자 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데이터(data)는 계산이나 측정에 기초가 되는 내용으로(임종섭, 2015),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의 과학 탐구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설계한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험 결과를 의미하였다(신미영, 2008; 조현아, 2013;
정은주, 손정우, 2019). 실험실에서 얻는 데이터는 자연 현상에 인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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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을 가하거나 가설에 근거한 통제 속에서 나타난 결과를 관찰한 것으
로 단시간 내에 용이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최돈형, 1990),
공간과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과학은 자연의 현상을 파
악하는 학문으로, 지속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
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데이터는 ‘공간 또는 환경을 이루는 요
소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한 누적적인 값’을 뜻한다. 그러므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기존 학교탐구에서 볼 수 있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차 함
수적인 탐구가 아니라,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지속적으
로 축적하고 이를 탐구에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탐구 활동이라
고 정의한다.

디지털 탐구도구
디지털 탐구도구란 IoT 기능을 활용하여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 및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탐구활동을 지원하며, 탐구과정 및 결과
를 디지털로 저장한다(한국과학창의재단, 2017). 디지털 탐구도구는 과학
실험에서 사용하는 기존 일반 센서류의 실험도구와는 달리 IoT 기능이
있어 데이터 측정 및 전송이 실시간 이루어지므로 데이터의 누적이 가능
하다. 또한 여러 센서를 함께 장착할 수 있어 디지털 탐구도구는 실생활
에서의 자료를 복합 센서를 이용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 번에 모을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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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우리 주변의 현상을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탐구
활동이 가능한 모형과 수업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학생들의 지식정보처
리역량 함양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를 통해 기본 탐구모형과
수업 전략을 추출하고 두 차례의 현장 적용을 거쳐 모형과 수업전략을
수정하였다. 또한 현장전문가와 교육공학 전문가, 과학교육전문가의 자문
을 통해 모형의 완성도와 타당성을 높였다. 하지만 현장 적용에 참여했
던 연구 참여자들은 인지 수준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 우수하며 과학탐구
경험이 많았다. 또한 결과를 분석하는데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 있
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각 현장 적용이 1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이므
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체 학습자의 어려움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둘째, 사례중심의 질적 연구로 양적인 효과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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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과학 탐구의 변화
가. 지식정보화 사회와 구성주의

과거의 농업혁명, 산업 혁명을 거쳐 이제 21세기 정보혁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존중과 개인의 창의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다. 정보통신문명의 발달로 공간적 제약이 사라지고 이는
인간의 사고를 자유롭게 만드는 하나의 단초가 되었다. 정보의 공유가
확대될수록 지식의 암기 능력보다는 인간의 창의적인 지적 능력이 요구
되는 것이다. 따라서 창의력에 대한 요구는 교육의 패러다임이기도 하지
만 사회의 구조적 요청이기도 하다.
정보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송인섭(2000)은 정보의 집
중과 분산의 자유, 정보의 빠른 확산과 공유로 인한 조직이 변화를 꼽으
면서 이 사회의 교육방향에 대해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상을 제시하
였다. 또한 창의력과 개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능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의 유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학문의 융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정보화시대에서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전수에 얽매이기보다 학생들 스
스로 다양한 지식을 검색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지식을 창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황희숙, 1998). 학생들은 인터
넷 등과 같은 다양한 경로로 지식을 접할 수 있으므로 ‘지식의 정보화’는
지식 소유의 민주화를 의미한다(이미나 외, 2001). 또한 지식이 소유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맥락의 사람과 함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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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그 맥락이 맞닿는다. 구성
주의(constructivism)는 과학혁명의 패러다임에 관한 토마스 쿤(Tomas
S. Kuhn)의 영향, 20세기 말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목받
기 시작하였다. 구성주의라는 명칭은 피아제가 자신의 관점을 구성주의
자(constructivist)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한다(Driscoll, 1994).
구성주의 교육은 다양한 학습맥락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
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을 강조하고(Brown et al.,
1989; CTGV, 1990; Morrison & Collins, 1995; Jonassen, 1999), 이러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중시한다(신기현, 2003; 조영남,
2008). 황희숙(1998)은 구성주의의 학습 원리를 능동적 구성에 의한 학
습, 학습의 실제성, 협력적 학습 환경 등 3가지로 정리하였다. 능동적 구
성에 의한 학습은 단순한 공식이나 지식의 암기가 아니라 인지적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법, 좀 더 강력한 렌즈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렌즈를
활용하는 법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Confrey, 1990). 학습의 실제성
(authenticity)은 학습이 실제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적
과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Collins, 1991).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구성주의적 학습은 적극적 참여와 협동,
대화를 통해 정보와 경험을 정교화하여 결과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정보
를 결합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과학탐구의 구성주의적 접근

1980년대 이후 20여 년 동안 과학교육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학
습이론은 구성주의이다(Matthews, 2002). 구성주의에서의 과학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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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 존재하므로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그 의미와 내용을 만들어나가는 활동(Arends, 1998) 또는 학습 경험이나
과제이다(Driver & Oldham, 1986). 따라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시하
고 활동을 통해 지식을 구성한다. 조희형(1988)은 구성주의 이론이 과학
수업에 주는 시사점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은 학습자의
개인적 개념변화에 의해 일어나고, 둘째, 개념변화는 의미의 능동적 구성
으로 이루어지며, 셋째, 수업전략은 학습자의 사전 지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형에 바탕을 두었다. 넷째, 과학학습은 사회적, 심리적 과정이며,
다섯째 교사의 역할로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조직자, 학생의 사전 지식을
진단하는 진단자, 동기유발 및 안내자이며, 여섯째 학습평가의 기준은 학
생 개개인의 사전개념이 변화되는 정도이다. 결과적으로 구성주의는 과
학수업에 있어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한 지식의 재구성을 강조한다.
과학학습의 관점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서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왜 타당한가?’로 변화됨에 따라 탐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Schwartz et al., 2004). 자연 현상의 이해라는 관점에서 탐구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을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AAAS, 1993; NRC, 1996). 또한 과학교육
에서의 탐구는 과정기술 뿐 아니라 과학적 사고를 통해 과정 기술과 과
학 지식을 통합하는 능력, 과학탐구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는 ‘탐구로서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NRC, 2000). 과정으로서 과학을 강조하는 과학
탐구를 통해 다양한 탐구 기능을 익힐 수 있고, 관련 과학지식도 함께
얻을 수 있다(조희형, 최경희, 2005). 과학자들이 하는 실제적인 탐구에서
도 이와 유사하게 과학 이론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중요하며,

과학

지식이

구성되는

과정이

나타난다(Chinn

&

Malhotra, 2002). 따라서 구성주의에서 강조하는 학생활동 중심의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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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성은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다. 과학탐구의 확대와 지식정보처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학습과 삶 등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평가 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와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 하위요소로는 논리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분석·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등이 있다(교육부,
2015). 교육과정 총론 해설서에 의하면 이 역량은 단순히 컴퓨터와 인터
넷을 활용하는 능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므로 문제 해결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문제 인식, 지
식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
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능력 등이 포함된다(한혜정 외, 2016). 여기
서 ‘지식정보’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다루는 것을 포함하며, ‘처리’는 모든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하여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AASL & AECT, 1998). 따라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이
란 적절한 매체를 사용하여, 문제를 발견하여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에
관한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실
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하는 능력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매우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이 교육의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이미
Beherens(1994)에 의해서 강조되었다. 그는 정보활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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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의 조직, 출처, 이용방법, 학습법을 알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를 즉시 찾을 수 있기에 평생 학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Macpherson(2004)은 Bloom의 교육목표분류체계를 정보 역량 요소와 비
교하여 지식은 문제의 인식, 이해는 지식의 변환, 적용은 정보의 활용,
분석은 요소의 비교를 통한 논리적 오류 발견, 종합은 해결책 내기, 평가
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의

가치

등의

요소와

연결하였다.

최근

ATC21S(The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는 미
래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소양을 강조하였다(Erstad, 2010).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도 구현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구상한 이진숙 외(2017)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 정보 통신
기술을 다루는 기술 분야 메가 트렌드에 따라 미래 학습자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요소로 정보활용 능력이 우선되고, 학교 교육에서 수많은
정보 중에 유용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며 정보 매체가 제공하는 정보
와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역량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2015 개
정 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과 과학 교과와의 관계성에 대해 언어 네
트워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과학 교과와 관련성이 가장 큰 역량은 지
식정보처리 역량으로 나타났다(임유나, 장소영, 2016). 5가지의 과학과 핵
심역량 중 과학적 문제해결력이 지식정보처리역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
구(이광우 외, 2017), 2015 개정 과학과 교과역량에서 과학적 문제해결력
및 과학적 의사소통능력이 지식정보처리역량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에서
도(이진숙 외, 2017) 지식정보처리역량이 가장 강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과학적 문제해결력은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 관련 있
는 과학적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 내고 활용하며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하여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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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실행하는 능력’으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정의 중 ‘다양한 정보, 자
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 조직하여’ 부분과 의미가 동일하다(교육부,
2015). 또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은 ‘과학적 문제 해결 과정과 결과를 공
동체 내에서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며 조정하는 능력으로 말, 글, 그림, 기호 등 다양한 양식
의 의사소통 방법과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
되는 과학기술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증거에 근거하여 논증 활
동을 하는 능력’으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정의에서 ‘컴퓨터 시청각 기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제시되는 과학기술 정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15). <표 Ⅱ-1>은
지식정보처리역량에 대한 다양한 정의이다.

<표 Ⅱ-1> 지식정보처리역량의 다양한 정의
의미 및 하위요소
정보활용능력



(AASL &

유능하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정보를 정확하고

AECT, 1998)
정보처리능력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박재윤, 2010)

정보처리능력



효과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 자료를
수집․분석․평가․선택하고,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식과
정보, 자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문제를

(교육부, 2015)

구성요소 및

다양한 정보를 발견, 분석, 해석, 평가, 제시하는
능력(Information Skills)으로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역량

수학과 정보처리

정보의 진위, 가치 여부, 중요성, 파급효과 등 4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김경은, 2012)

지식정보처리

정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접근하며 정보를 비판적이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정보 수집 -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상황에서 적절한
정보를 탐색 및 생성하여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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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기마, 유명근,
2015)

정보 분석 - 수집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분류, 정리, 분석,
평가하기



정보 활용 - 분석한 정보에 내제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해석, 종합, 활용하기



공학 도구 및 교구 활용 - 수학적 아이디어와 개념을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공학적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하기

지식정보처리
역량



해결 방안의 탐색, 해결 방안의 실행 및 평가, 매체 활용

(한혜정 외,

능력

2016)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과제인식 - 문제 발견, 요점 파악, 중요성 인식,
명료화, 범위 설정



(백순근 외,
2017)

문제 인식, 지식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책 탐색 - 자료정리, 자료 해석, 대안 탐색, 대안 평가,
해결책 결정



해결 및 평가 - 계획 수립, 실천력, 점검·개선, 결과 정리,
평가·피드백

지식정보처리
역량



(지식정보자료현상)을 수집, 분석, 선택, 평가, 분류,
조직하여 해석, 이해, 활용, 문제해결 관찰 탐구 지식 습득

(이진숙 외,

하는 것

2017)


정보수집 - 다양한 자료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능력


정보처리능력
(이광우 외,

정보 분석 - 수집된 정보를 비교, 분류, 종합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능력



2017)

정보 활용 -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활용 및
생성하는 능력



정보 윤리 - 정보에 대한 접근 및 활용에 요구되는 윤리
의식



매체활용능력 - 다양한 매체를 선택, 활용하는 능력

<표 Ⅱ-2>에 제시된 문헌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도출된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요소는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매체 활용 포함)이었다. 그 외 문제
인식, 실행에 의한 문제 해결, 피드백, 정보 윤리에 대한 요소들이 있었다.

- 19 -

요소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정의가 의미하는 범주
를 선결할 필요가 있다. McDonough(1963)는 데이터를 특정한 목적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가공한 것을 정보, 정보를 집적하고 체계화하
여 보편성을 갖도록 한 것을 지식이라고 하였다. Plotnick(2000)는 컴퓨
터 및 네트워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보라고 하여 데이터와 따로 구분
하지 않았다.
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에서 데이터는 ‘감지
장치에 의해 출력되는 정보’ 또는 ‘디지털로 전송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숫자 형태의 정보’라고 정의되어 있다. Liew(2007)는 저장된 데이터를 정
보라고 정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 선택하고’ 로서 자료,
즉 data를 지식정보처리역량의 범주에 포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과학과의 각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과학 교과에서 실험 데이터를 이
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활동을 ‘자료 해석’이라고 부른다. 즉,
과학에서는 데이터와 자료가 같은 의미이며,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자료
역시 과학에서는 데이터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표에 제시된 지식
정보처리역량의 정의를 살펴보아도 데이터와 정보가 혼용되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터와 정보를 인간의 인지여부로 정의할 때(Zins,
2007), 현상을 측정한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상이 가진 의미를 내포하므로, 정보의 범주에 포함한 것이다. 좋은 정
의는 경계와 목적, 특성을 반영해야 하므로(Liew, 2007), 본 연구에서는
참고 문헌과 과학탐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소양 측면의 지식정보처
리역량에 과학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 등을 추가하여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정의하고자 한다. Qin & D'Ignazio(2010b)는 ‘과학
데이터 소양(Science Data Literacy, SDL)’ 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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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L은 과학탐구를 위해 과학 데이터의 수집, 선별, 처리 평가 활용 등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디지털 리터러시나 정보 리터러시가 ‘정보
를 활용한 능력’이라는 것(ACRL, 2010; Finn, 2004)과 차이를 갖는다. 또
한 과학 데이터는 다른 자료들에 비해 특이성이 있으므로 역량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Qin & D'Ignazio, 2010a). 따라서 과학 탐구
가 목적에 맞도록 수행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뿐 아니라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한 것이다. 서웅과 안성진(2019)은
데이터의 수집, 분석, 표현에 대해 <표 Ⅱ-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Ⅱ-2> 데이터의 요소별 의미(서웅과 안성진, 2019)
요소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표현

의미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과정
패턴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
거나 데이터를 분류하는 과정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표현하는 과정

여러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정의와 이종문(2004)의 정보활용능력 구성요
소 중 과학 탐구 활동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선별하였다. 더
불어 정보 뿐 아니라 데이터 역시 과학 교과에서는 정보의 의미에 포함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표현의 정의에 관련된 서
웅과 안성진(2019)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과학 탐구에서 의미하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은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
터 또는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 또
는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여 문제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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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역량이라고 정의한다(표 Ⅱ-3).

<표 Ⅱ-3>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별 내용
하위 요소

내용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원을 파악



핵심키워드를 추출하여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수집

정보 수집


정보의 정확한 소재와 내용을 기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수집



정보(원)의 신뢰성, 타당성, 정확성, 최신성을 평가



수집된 정보를 비교, 분류, 연계, 변형, 종합하여 정보를 비판

정보 분석

적으로 해석


패턴이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의미를 분석하여 정보
를 찾아내는 것

정보 활용



분석한 정보(결론)를 타인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
해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전달

2.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가. 데이터의 의미

‘데이터(data)’는 라틴어 ‘datum’의 복수형으로, ‘주어진 것(thing
given)’이라는 뜻을 지닌다. 데이터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것이 정보
(information)로 두 개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데이터를 바탕으
로 정보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정보가 모여서 지식이 구성된다(L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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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숨어있는 규칙들
을 찾아내기도 하며(김동일, 2016), 과학적 의사결정의 재료로 표현하기
도 한다(김용민, 2018).
데이터는 사용 목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이용되므로 과학교
육에서 데이터의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과학 탐구 관련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설계한 실험을 수
행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실험 결과를 의미하였다(신미영, 2008; 조현아
외, 2013; 정은주, 손정우, 2019). 구자옥(2006)은 실시간 데이터(real time
data)를 이용하여 지구과학 탐구 수업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때의 실
시간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된 데이터를 의미한다. 하지만 즉
각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학생들이 분석하는 동안에 시간의 지연이 생기
거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료를 사건 발생 후 기록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가므로, 교육활동에서 의미하는 실시간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갱신되는 최
근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였다. Hug & McNeil(2008)은 데이터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누고 출처에 따라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1차 데이터, 다
른 사람에 의해 정리된 결과를 2차 데이터라고 정의하였다. 결과적으로
과학 교육에서 의미하는 데이터는 측정을 통해 얻은 값을 의미한다.
H. Bergson의 ‘연속적 존재론’에 따르면 현대 과학은 3가지 특징을
갖는다(이정우, 2004). 우리의 세계는 연속적이나 과학은 분할하여 분석
하며, 이 세계는 질적인 풍요로움을 특징으로 하는데 과학은 양적인 것
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는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바뀌
나 과학은 법칙성, 동일성, 결정론에 입각한다. 우리의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흐름을 특징으로 하는 연속성을 갖지만, 과학은 그 본성에 따라
그것을 자르고 조작하여 분석한다. 모든 분석은 분할하려는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세계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속성을 갖는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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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직관을 통해 읽어낼 필요가 있다(이정우, 2008).
실험실에서 얻는 데이터는 자연 현상에 인위적 조작을 가하거나 가설
에 근거한 통제 속에서 나타난 결과를 관찰한 것으로 단시간 내에 용이
하게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최돈형, 1990), 공간과 시간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반면 자연의 현상을 파악하는 과학에서 지속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일은 매우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후나 생태, 해류
등의 자연 현상에 관련된 데이터는 시공간의 의미가 포함된다. 기후, 해
류, 날씨 등을 다루는 많은 연구에서는 real time data 즉, 실시간 데이
터라는 용어를 활용한다.
구성주의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의 탐구 활동에서 학습 맥
락은 매우 중요하며, 학습 맥락은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연계될 때 발생
한다. 이에 많은 연구자들은 실세계 데이터(real world data) 또는 실제
적 데이터(authentic data)를 이용한 학습을 중시한다(Hancock et al.,
1992; Woolnough, 2000; Chinn & Malhotra, 2002; Ucar & Trundle,
2011; Grimshaw, 2015; Smucker & Bailer,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데이터는 실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측정’한 데이터로
한정한다.

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사례

데이터 중심의 과학 탐구가 학교 탐구에서도 가능해진 데는 학교 탐
구 환경의 변화이며, 그 중 가장 큰 영향은 인터넷과 과학탐구 도구의
발달이다. 도구는 과학 탐구의 핵심적 요소로(최취임, 이선경, 2016), 탐
구 맥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당한 도구를 선정하는 것은 과학자의
탐구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단순한 실험 기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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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외, 2017).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기존 초자류 위주의 과학 실험
도구 이외에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IoT 기반의 센서와 MBL
(Microcomputer-Based Laboratory, 이하 MBL),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
터 처리를 위한 PC와 테블릿 등을 보급하였다. MBL은 센서와 인터페이
스를 기본으로 하고 이를 수집하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까지를 의미한다. MBL의 소프트웨어는 인터페이스에 센서를 꽂아 수집
된 자료를 컴퓨터 화면에 바로 그래프 형태로 나타나게 한다. 따라서 짧
은 시간 동안 여러 개의 센서를 활용하여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
며, 다양한 실험 설계, 변인통제 등의 과학에 대한 탐구적 접근을 격려한
다(Thornton, 1987).
MBL과 같이 컴퓨터와 센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변인과 지속적인 변화 관찰이 가능하도록 잦은 빈도로 측정이 가능해졌
다(Glasgow et al., 2004; Henjum et al., 2010; Parra et al., 2015). 이러
한 기술적 개선은 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탐구가 실제 자연 현
상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성능이 개선된 MBL의 경우
WiFi 공유기 또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측정 데이터를 컴퓨
터로 옮길 수 있다.
IoT(Internet of Thing, 이하 IoT)는 사물인터넷과 같은 말로 가전제
품 전자 기기 및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팩토리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이다(Gubbi et al.,
2013). IoT 기술의 발달은 우리 주변의 환경을 실시로 관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즉각적인 피드백을 가능하게 하였다(채여라 외, 2017). 이러한
실시간 원거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도울 수 있다(Brogan et al.,
2016). 따라서 탐구 도구의 발달과 인터넷의 활성화가 접목하여 IoT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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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 과학탐구 도구가 발달할 수 있었다.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기존의 학교 과학탐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
이 나타난다. 첫째,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다. 일반적인 의미의 빅데이터
수준은 아니지만, 기존 학생들이 학교 탐구에서 경험하던 탐구 데이터에
비해 그 양이 많은 편이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 대부분은 안내된
탐구로 이론을 확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Chinn & Malhotra, 2002; 최
취임, 이선경, 2016), 제한된 시간 내에 마무리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예
측할 수 있는 형태의 단순한 실험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실생활에서 이
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측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탐구는 시간의 흐
름에 따른 여러 변인의 변화값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다.
둘째, 대체로 통제된 환경에서 측정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인 통제 실험에 비해 데이터의 편차가 크거나 잘못된 데이터가 삽입될 수
있다. 보통의 연역적 실험은 가설을 설정한 후 변인을 통제하여 가설에서
설정한 인과관계가 정확한지 판단하는 형태로 실험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데이터 기반 탐구는 통제된 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을 측정한 값이므로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오히
려 데이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형태적인 특성을 통찰하
여 변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따라
서 수집한 데이터의 값이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큰 값을
갖거나 예상과는 다른 결과일 때 데이터가 갖는 것이 단순한 오류인지, 아
니면 새로운 발견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데이터들은
IoT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따라서 IoT 센서가 매우
정밀하거나 안정하지 않다면 데이터의 타당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실생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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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과학탐구는 실생활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보
다는 교육과정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학교 과학탐구가 탈맥락적이라는 지
적은 꾸준하게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학생들의 동기나 흥미를 감소시
키는 요인이 된다(Chinn & Malhotra, 2002; Bevins & Price, 2016; 박상
태 외, 2002; 김희령, 여성희, 2004; 최취임, 이선경, 2016). 그에 비해 데
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자연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측정하므로 학생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좀 더 자극하고 동기 유발을 할 수 있다(Griffis et al.,
2008; Chang et al., 2009; 구자옥, 2006).
넷째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경우는 학생들이 미시적으로 접근하는지, 거시적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다양한 변인을 측정하면서 어떤 변
인들을 선택하여 연관성을 살펴볼 것인지, 어떤 형태로 변형할 것인지에
대해 개인 또는 모둠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자료로도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의 과학탐구는 인터넷이 발달하는 2000년 초기부터 학교에
서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어 왔다.
Brogan et al.(2016)은 STEM 교육의 하나로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하
여 pH와 용존 산소량, 산소감소량, 혼탁도, 전류랑, 온도 등을 센서로 수
집하여 수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날의 강
우량과 바람, 압력과 습도를 측정하여 수질과 연관 지어 데이터를 해석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축
적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할 수 있도
록 하여, 학생들이 수질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물의 지속가능성 교육뿐 아니라 물의 상태 변
화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연계와 물의 순환에 대한 시스템 사고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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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여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학생들은 수문학과 관련된 전공 학생으로 개방형 프로젝트 형식으로 과
정이 진행되었다.

<그림 Ⅱ-1> LEWAS Data Flow(Brogan et al., 2016, page 8)

Goldberg et al.(2015)은 중학생의 대기과학에 대한 교수 향상을 위해
실제적 데이터(authentic data)를 이용하였다. 수업은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는데, 데이터를 분석하기 이전 차시에는 전통적인 토네이도 수업으로
빈병으로 구름 생성 실험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하였다. 첫 차시에는 첫 번째 authentic data로 1986년부터 2012년까지의
토네이도 예보 그래프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했으며, 두 번째
로 제일 높은 구름과 토네이도 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자들이 사용하
는 데이터를 제공받았다. NOAA Weather 웹 사이트와 Climate Toolki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았다. 두 번째 날에는
지난 번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를 바탕으로 수학적 함수를 사용하여 새로운 상황에서 예측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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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학생이 활용한 데이터와 결과(Goldberg et al., 2015)

Barker(2009)는 2004-2006년까지 Digital Library for Earth System
Education(이하 DLESE)을 이용하여 K12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
행하면서 교사들이 어떻게 DLESE를 활용하는지 양적, 질적으로 분석하
였다. DLESE는 주제, 학년 수준, 자료의 형태 또는 국가교육과정에 따
라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되어 있다.1) 연구 결과 교
사들에게 이러한 온라인 자료는 교과서를 대체할 수는 없었으며, 학교에
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낼 수 있으나, 인지 수준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러한 예측은 고학년을 가르치는 교사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났다.
미국의

CIESE(Center

for

Improved

Engineering

and

Science

Education)2)는 교육공학을 기반으로 과학과 수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실시간 데이터를 교실 수업에 이용
1) https://serc.carleton.edu/usingdata/index.html은 ‘Using data in the classroom’
사이트로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http://www.k12science.org/ 에 접속하여 past project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 29 -

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Real time Data Project’를 실시하여 세계
의 날씨와 기후, 지상 오존 농도, 실제 비행기의 경로, 걸프만을 흐르는
해류와 실시간 선박 위치, 지진 자료 등을 이용해 총 7개의 주제를 가지
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접근하여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
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rtin & Howell(2001)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학교에서 다양한 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NOAA의 기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해양의 순환
과 온도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해 탐구활동을 하였다. 이를 통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설정하고, 변인을 조절하고 실험을 실시하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몇몇의 학생들은 좌절을 경험하였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강의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였고 실제적 데이터를 이용
한 활동에 흥미와 만족을 나타내었다.
뉴욕에서는 1700개의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참여하여 뉴욕시 전체의 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행하였다(Hotaling et al., 2012).
Northern Iowa 대학에서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모니터링하고
직접 샘플을 수집하게 하여 수문학의 개념과 체험활동을 연관 지어 실시
하였다(Iqbal et al., 2007). North Carolina 대학과 Wilmington은 부표에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모니터링 장치를 만들어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
로 대기와 수질 정보를 수집하였다(Adams et al., 2012)
도시-무선

인터넷

날씨

센서

네트워크(TWIN,

Taipei

Weather

Science Network)는 타이베이 전체 시내, 참여 학교 60개의 학교에 센서
를 설치하였다(Chang et al., 2009). TWIN project는 타이베이를 12개의
섹션으로 나누고 이를 고려하여 참여 학교를 배분하였다. 데이터는 필요
한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현재 날씨 상
태 및 지난 데이터 역시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데이터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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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은 오 분, 한 시간, 한 주, 한 달 등으로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림 Ⅱ-3> TWIN의 구조(Chang et al., 2009)

<표 Ⅱ-4>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활동의 활동구성(Chang et al., 2009)
Questioning phase

Planning
수집할 데이터 항목을 나열하고 왜 항목을

질의 주제 찾기

선택했는지 이유 이야기하기

주제에 이어지는 관련 질문하기

가장 최근에 기록된 데이터와 그로부터 현

최종 문제 선택하기

재는 얼마나 지났는지 설명하기

이 문제가 선택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디서 데이터를 구했는지 적어보기

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은?

이러한 데이터 소스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Analyzing

Interpreting
제공된 데이터 및 그래픽을 이용해
제시한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가?

탐구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데이터

데이터, 그래픽 및 제안된 질문에 따

를 활용하였는가?

르면 어떤 증거가 있는가?

기록된 데이터를 그래픽으로 변환하기

조사 결과가 워크시트 I에 나열된 가

데이터가 설명하는 패턴 나열하기

정을 뒷받침하는가?
이 발견은 워크시트 I에 열거된 질문
을 뒷받침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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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옥(2006)은 인터넷에 공개된 지진, 일기도, 기상, 흑점 등 다양한
실시간 측정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구성하고 이러한 데
이터를 공유하고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였
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통해 ‘이론적인 것이 실제로 와 닿는 느낌’을 갖
게 되면서 지구과학실험에 흥미를 느꼈으며 자료 검색 및 변형 등의 활
동을 통해 탐구 능력과 컴퓨터 소양이 향상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
다. 인터넷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기존 자료 해석 실험 활동과
비교하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비평적으로 평가하며 패턴을 발견하
거나 평소와 다른 형태를 관측하고 추론이나 예측 수행하기, 관측 사실
설명하는 가설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
한 학교의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학생들은 엑셀과 같은 소프트웨어 교
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경험이 부족하여 자료 변형이나 해석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교육과정 운영상 시간이 부족하여 깊이 있는 탐구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은 실제적 데이터를 수업에 활용할 때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와 개념이 의미 있게 연결된다고 이야기하였으며(Neumann
et al., 2013; Wickham, 2014), 실제적 맥락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학생들의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흥미를 갖고 참여하며, 과학적 소양이
증가한다고 하였다(Rakes, 1996; Hulsizer & Woolf, 2009; Wyner, 2013).
또한, 이들은 데이터 접근에 대한 기술의 발달과 데이터를 시각화 하는
기술의 발달이 학생들의 통계적 사고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
다.
하지만 학교에 인터넷 보급으로 한동안 연구되던 데이터 기반 과학탐
구가 학교 현장에 확산되지 못한 이유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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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생이 경험하는 탐구의 과정이 부분적이다. 대부분의 실제적 데
이터를 활용한 과학탐구의 경우 연구소나 과학자들로부터 데이터를 공유
받거나 인터넷에 공유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공유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변형하고 해석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
데이터 수집이나 실험 계획 및 수행과 같은 실증적 활동을 통한 증거 수
집 활동을 경험할 수 없다. 또는 부분적으로 학생들의 증거 수집을 통해
탐구를 시도하는 연구들이 있으나, 이미 정해진 센서를 이용하여 학생들
이 원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준의 활동이므로 실험 설계와 같은 탐구 과
정은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학생들의 과학탐구에서 학생들
이 실험 설계 부분과 적절한 도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에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데이터의 형태가 복잡하며 학생들이 바로 수업에 활용하기에는
익숙하지 않은 형태가 많다. Songer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기상
예보에서 실제 상황이 전형적이고 단순한 일기조건일 때만 학생들의 내
용 이해가 증진되었다. 오히려 실제적 데이터보다 교사에 의해 제시된
가설적 데이터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Jimenez-Aleixandre et al.,
2000). 이는 실제 데이터가 가진 복잡성 때문으로, 학생들은 데이터를 가
공하거나 처리하는데 미숙하므로 오히려 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Songer et al., 2003; Cook, 2006; Chang et al., 2009; 구자옥, 2006). 실
제적 데이터는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는 잘 계산되
거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Scheaffer, 2001: Cobb & Moore,
1997).
셋째 준비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이다. 학생들의 흥미가 높은 주
제를 찾기도 힘들지만, 찾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학습과 관련되어 있기는
쉽지 않다(Hulsizer & Woolf, 2009).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 역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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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데, 교사는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의 주제
에 친숙하면서도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을 잘 갖춘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Barker, 2009; Neumann et al., 2013). 하지만 인터넷을 통
해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어 교사는 준비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Griff et al., 2008; Barker, 2009; Neumann et al.,
2013). 또한 주제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장점인
실제적 맥락 속에서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다. 데이터 과학과 통계적 문제해결력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가 갖는 특징은 실제 환경에서 지속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며, 이로 인해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변형하고
해석하여 새로운 문제를 찾아 해결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데이터 과학과
유사성이 있으며,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는 과정의 체계성을 중시한
다는 측면에서는 통계학의 개념도 <그림 Ⅱ-4>과 같이 학습할 필요가 있
다(Schield, 2004). 무엇보다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에서 필요한 역량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나 지식정보처리역
량을 꼽고 있다(Schield, 2004; Qin & D'Ignazio, 2010b; Carlson et al.,
2011; Erwin & Robin, 2015; 김진영, 2016). 본 연구에서 지식정보처리역
량은 데이터 리터러시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량을 필수
요소로 포함하는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적 문제해결력의 학습 모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34 -

<그림 Ⅱ-4> 사회과학 측면에서 정보, 통계,
데이터 소양의 관계(Schield, 2004)

본 연구는 과학탐구 과정을 기본으로 데이터 과학과 통계적 문제해결력
의 과정 중 데이터 기반과학탐구에서 필요한 요소를 추출하여 새로운 모
형과 수업전략 개발이 목적이다. 따라서 먼저 과학탐구의 모형을 확인한
후 데이터 과학과 통계적 문제해결력 모형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과학탐구 모형
Inquiry Wheel Model은 Reiff et al.(2002)이 과학자들로부터 수집한
과학적 탐구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개발된 모델로, 순차적 모델이 아
니라 문제를 중심으로 바퀴처럼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Ⅱ-5). 문
제를 중심으로 관찰, 문제정의, 질문생성, 조사, 예상 명료화, 탐구수행,
결과해석, 결론도출, 결과발표 등의 탐구의 단계가 원형으로 배열되어 모
두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 이는 탐구의 단계는 어디서나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으며, 과정의 순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각 단계의 설계과정에 대한 설명
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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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5> Inquiry Wheel Model
(Robinson, 2004)

Inquriy Model은 14명의 예비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진 탐
구에 대한 신념과 탐구 과정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얻게 된 모델이다
(Windschitl, 2004). Inquiry Model 1은 귀납적 탐구의 특징을 가지고 있
지만 이와는 달리 탐구 단계가 개념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Inquiry
model 2는 model 1에 몇 가지 탐구 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탐구의 시작
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또한 문제를 개발하는 것은 관찰 뿐 아니라 자료
분석, 계획 및 조사 수행, 증거와 주장의 연결 주장 등의 단계에서 문제
가 도출된다. 이 모델은 실제 교실의 탐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으나
이미 예비교사들이 과학적 탐구의 이상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
장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2002)는 탐구를 기초탐구와 통합탐구과정으로 나누고
수준을 분리하였다. 기초탐구는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이며, 통합탐
구 과정은 문제인식, 가설설정, 변인통제, 자료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
출,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 기초탐구는 초보적인 기능이 중심이므로 초

- 36 -

등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통합탐구과정은 고차적인 탐구활동으로 중
등학교에서 실행된다(AAAS, 1990).
박종원(2004)은 과학적 탐구 과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하여 모형
으로 나타내었다. 세 가지 유형 중 첫 번째는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가설이 제안되면, 실험적 검증을 통해 과학이론으로 만들어지는 과
정으로 일반적인 연역법과 유사하다. 두 번째는 관찰을 통해 특정 사실
이나 규칙성을 찾아내거나 일반화된 법칙을 제안하는 과정으로 일반적인
귀납적 방법과 유사하다. 마지막은 과학 이론과 법칙을 이용하여 자연
현상이나 또 다른 이론과 법칙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과정 그리고 과학
법칙들을 여러 상황에 적용하거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과정, 의미론적
으로 재해석하고 형식화된 형태로 구조화하는 과정으로 이는 연역적 사
고와 귀납적 추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그림 Ⅱ-6).

<그림 Ⅱ-6> 과학탐구 모형(박종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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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구성주의에 기반한 과학탐구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NRC(1996)에
서는

미국과학교육표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

이하

NSES)를 발표하였다. NSES에서는 모든 학년에 걸쳐 적용되는 다섯 가
지 기본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학습자는 과학적 질문을 다룬다. 과학
적 질문은 과학개념과 연결되며, 학습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여 과
학 현상을 설명하도록 하는 실증적 연구로 이끈다. 이때 과학적 질문은
두 가지로 ‘왜’라는 질문과 인과관계, 효과성, 기능적 질문으로 예컨대, ‘
어떻게 햇빛은 식물의 성장을 돕는가?’ 등이다(Malley, 1992). 둘째, 학습
자는 과학적 질문을 해결하기 위한 설명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를 우선시한다. 과학자들은 현상을 관찰하여 정확한 자료를 모
으기 위해 노력하므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
을 측정한다. 셋째, 학습자는 과학적 질문을 해결할 때 증거에 기반하여
설명을 명확히 한다. 설명은 인과관계를 밝히고, 증거와 논리적 주장간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설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찰한 것을 연관
지어 학습하는 방법이다. 넷째, 학습자는 과학 배경지식 및 여러 가지 대
안을 고려하여 자신이 만든 설명을 평가한다. 학생은 자신의 결과를 교
사의 설명이나 교수자료와 비교해보고 검토하며, 이때 주의할 것은 학생
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생의 탐구 결과가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 다섯째, 학습자는 의사소통하고 설명을 정당화해야 한다. 이에 명확
한 질문, 실험과정, 증거, 설명, 대안의 검토 등을 공유할 때 학생들의 질
문을 유도하거나 과학지식과 학생 설명 간의 연결고리가 단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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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 과학의 과정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로부터 정보와 지식의 원칙적 추출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일련의 기본 원칙으로, 과학은 데이터의 자동화 된 분석을 통
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 프로세스 및 기술을 포함한다(Provost &
Fawcett, 2013).
김진영(2016)은 데이터 과학의 과정을 데이터 준비, 탐색적 데이터 분
석, 통계적 추론 예측, 해결책 구현, 결과 소통의 단계로 제시하였다. 탐
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어진 현상에서 다양한 패턴을
발견하는 것으로 가설을 찾아내는 과정에서부터 가설을 성립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또한 성립된 가설을 다양한 실험으로 검정해보는 단계를 통계
적 추론 과정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 결과를 공유하
는 단계를 거쳐 데이터로 얻은 정보를 확산한다고 하였다. 탐색적 데이
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은 통계학자인 Tukey(1977)에
의해 데이터의 요약과 시각화를 위해 제시되었으나, 요즘은 본격적인 데
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도구로 활
용된다(Velleman & Hoaglin, 2004). 또한 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같이 우연히 만들어진 자료를 탐구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
줄 수 있다(Moore et al., 2006).
탐색적 자료 분석은 데이터의 구조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 않은 특성을 알아보고 미리 생각해놓은 구조와 어긋나는 것을 찾아내
어 그 구조를 명확히 하거나 수정하기 위해 통합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박영희, 2001). 탐색적 자료 분석은 관측값이 전체 경향에서 얼
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잔차(residual) 분석, 척도를 바꾸어 분
포를 대칭적으로 만들거나, 그래프를 그려 자료 안에 숨겨진 정보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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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방법 등이 있다(백운붕, 허명회, 1987). 박영희(2001)는 그래프를
이용한 탐색적 자료 분석 방법을 수학 교과의 통계 단원에 적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응용하여 자연 및 사회
현상의 여러 자료의 드러나지 않은 구조를 탐구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
다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이러한 탐색적 분석은 좋은 문제를
개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하였다(Vellemen & Hoaglin,
2012).
Ceccucci et al.(2015)은 데이터 과학의 과정과 과학 탐구의 과정이 매
우 유사하다고 이야기하였다. Davenport & Patil(2012)가 제시한 데이터
과학의 6가지 단계를 Simon et al.(2013)이 제시한 6단계의 과학의 방법
과 연관 지어 <표 Ⅱ-5>과 같이 설명하였다.

<표 Ⅱ-5> 데이터 과학과 과학탐구의 비교(Ceccucci et al., 2015)
데이터 과학 (Davenport & Patil, 2012)

과학의 방법 (Simon et al., 2013)

1. Recognize the problem or question.

Observation

2. Review previous findings

Question

3. Model the solution and select the
variables

Hypothesis

4. Collect the data
5. Analyze the data

Prediction

6. Present and act on the results.

Experiment

1, 2단계는 학생들이 과제의 범주를 결정하고 그들의 질문과 가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그들은 주제와 데이터를 연구한다. 이 단계에서는 큰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디어를 좁히는 과정이 수
반된다. 3단계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데이터 수집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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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R, python, hadoop, web APIs, google searches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
램이 사용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단계에서 데이터의 양이 적은 경우
간단하게 엑셀을 사용하기도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관계
와 데이터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 분석의 통계적 깊이는 매우 다양하
다. 마지막 단계에서 데이터의 비주얼 변형은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정보
를 전달할 수 있다. Panda visualization tool, python, matplotlib,
microsoft Excel, R 등이 사용된다.
Gormally et al.(2012)에 의해 정의된 과학적 소양에서 skill set과 과학
적 방법에서의 연관성에 의해서 데이터 과학은 과학의 과정에 대한 과학
적 소양의 기준을 포함한다. 데이터 과학에서 사용되는 방법은 과학적
방법과 매우 유사하다. 첫 번째 데이터 과학자는 거대한 데이터에서 상
식적인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용하여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정하며, 이는 관찰에 기초한다. 문제의 원인을 추측하는
과정은 과학적 과정의 가설 설정 단계와 비슷하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를 좀 더 쉽게 조절하기 위해서 좀 더 작은 집합으로 나누고 각각
의 변인에 대한 가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데이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데 실험 데이터 역시
항상 순수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은 어떤 데이터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
한 방법을 익혀야 한다.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한 후 데이터 과학자들은
데이터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는 과학적 방법
의 예측과 유사하다. 예측이 맞는지 각 부분집합 별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가설이 맞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실험과정과 유사하
며, 마지막으로 과학탐구와 데이터 분석 모두 문제와 알아낸 사실들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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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 & D’Ignazio(2010b)는 시대적으로 e-Science/e-research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과
학적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강의를 2년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강의가 유용하고 흥미로웠다고
응답하였으며, 과학적 연구의 과정, IT 활용과 과학의 융합, 어떻게 데이
터를 처리하고 스토리가 있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방법, 데이터를 처리하
는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적인 데이터가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해하기 힘들고, 실질적 데
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았으며, 데이터베이스
에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여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답하였다.
데이터 과학자들은 먼저 존재하던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지만, 반면
과학자는 그들의 데이터를 실험을 통해 수집한다(Ceccucci et al., 2015).
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인 질문하고 가설을 세우고, 평가하고 수행
하고 하고 분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은 유사하다. 이렇게 데이터 과학과
과학적 소양이 평행하게 연결되므로 학생들은 자연 과학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 과학에서 얻을 수 있는 기술을 함께 얻을 수 있다.

3) 통계적 문제해결력 모형

통계는 단순한 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문맥이 있는 수를 다룬다는
점, 자료로부터 정보를 얻는 과학이라는 점에서(Moore et al., 2006) 과학
탐구와 유사하다. 또한 통계에서도 실제적 데이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도 상통한다. 통계적 문제해결력은 자료의 요약 및 분석
뿐 아니라 문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 조사 후의 자료
를 바탕으로 한 추론과 해석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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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d & Pfannkuch(1999)는 통계학자들이 통계적 절차를 사용하여 문
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분석하여 통계적 사고 과정을 PPDAC(Problem,
Plan, Data, Analysis, Conclusion) 모델로 설명하였다(그림 Ⅱ-7). 문제
(problem) 단계에서는 문제를 설정하고 전반적인 통계 조사 과정을 파악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계획(plan)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이나 표본
의 설정, 자료취급, 방향 설정과 분석 등에 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자료(data) 단계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정리하는 활동이 이루
어진다. 분석(analysis) 단계에서는 자료를 탐구하여 계획했던 분석이나
계획하지 않았던 분석을 하고 가설을 설정한다. 결론(conclusion) 단계에
서는 결과를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며 이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문제를 제기하여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활동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Ⅱ-7> PPDAC Model (Wild & Pfannkuch, 1999)

통계적 탐구 사이클에서 살펴보면 자료를 탐구하여 분석단계에서 계획
된 분석과 계획되지 않은 분석을 통해 가설을 생성하도록 하고, 이 모든
단계에서 자료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통계를

- 43 -

이해할 때, ‘맥락’이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하
며, 이를 위해서 학생들은 실생활 영역의 통계 조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ranklin et al.(2007)은 통계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계적 소양
(statistical literacy)을 기르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키우기 위해 학생
들이 경험해야 할 통계적 문제해결(statistical problem solving)과정을 4
단계로 제시하였다(그림 Ⅱ-8). Marriott et al.(2009)에 따르면 영국의 국
가교육과정에서 통계적 문제해결(statistical problem solving approach)
은 4단계를 거치며, 이는 순환구조의 형태를 띤다. 계획단계에서 시작하
고,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어떤 자료가 유용한지 결정하고, 자료를 어떻
게 수집할 것인지 결정하면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다루게 된다.

<그림 Ⅱ-8> 통계적 문제해결력(Marriot et al., 2009)

뉴질랜드 교육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학생들은 통계적 탐구 사이
클(statistical enquiry cycle)의 순서대로 활동하게 된다(나귀수 외, 2018).
통계적 탐구 사이클이란 통계의 개념과 기술을 익히는 방법으로 학습의
과정은 문제를 찾아 정의하고, 계획을 세워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하
고 해석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된다(Wild & Pfannkuc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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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통계적 문제해결력의 다양한 모형과 과정
모형

과정
1. 문제: 체계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문제 정의
2. 계획: 표집을 설계하고 자료처리, 예비조사와 분석

Wild & Pfannkuch
(1999)

3. 자료: 자료수집, 처리, 정리
4. 분석: 자료탐구, 계획된 분석 및 계획되지 않은 분석,
가설 생성
5. 결론: 해석, 결론, 새로운 아이디어, 의사소통
1. 문제 구성하기: 자료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를 명확히 한다
2. 자료 수집하기: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계획한다

Franklin et al.
(2007)

3. 자료 분석하기: 적절한 시각적, 수치적 자료 분석 방법
을 선택한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분석 방법을 실행
한다.
4. 결과 해석하기: 결과를 해석한다. 본래 문제에 결과 해
석을 적용한다.
1. 문제 구체화 및 계획: 문제를 생성하고, 자료로부터 어
떠한 추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고려하며 어떤 자료
(표본의 크기와 자료 형식)를 수집할지, 어떤 통계적

Marriott et al.
(2009)

분석 방법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활동
2. 자료 수집: 1차자료: 직접 수집한 자료, 2차 자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되었으나 활용가능한 자료 바꾸는 단계
3. 자료 처리 및 표현: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하여,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단계
4. 자료 해석 및 논의: 결론을 이끌어 냄으로써 처음의 문
제에 대해 답을 구하는 단계
1. 문제설정: 문제화, 교사의 문제제기

배혜진, 이동환
(2016)

2. 자료수집: 조사의 절차, 자료수집 계획(조사 방법, 항목,
대상, 시기선정), 자료수집 실행
3. 자료분석: 표현방법의 선정 및 유용성 인식, 자료의
변환, 자료 읽기, 관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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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해석: 자료로부터의 추론 추이 예측 (그래프 이해),
조사집단의 성질 파악, 다른 집단이나 상황의 적용,
확인 및 평가, 결과의 유용성 인식 및 새로운 문제
제기

Cobb & Moore(1997)는 자료를 생산하고 분석하는 단계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Design → Data → Patterns Model(s)
→ Methods → Result → Interpretation

이중 통계입문 단계에서 가장 주요하게 학습하는 ‘Patterns Model(s)
→ Methods → Result’ 단계는 가장 기계적이기 때문에 판단이나 창의력
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Cobb & Moore, 1997). 세상에 대한 통찰
력을 주는 것은 자료 분석단계로(Moore et al., 2006), 통계학과 응용된
다양한 분야들 사이를 잇는 연결고리로써 작용하기 때문이다(Velleman,
1991). 또한 자료 분석은 수학보다는 과학의 형태에 더 가깝고 더욱 좋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더욱 강조된다(이광주, 2010). 결과적으로 통계적
문제 해결에서는 4가지 요소가 공통으로 도출될 수 있다.

가. 문제 설정(Fomulate Questions): 실생활과 관련 있는 문제를 제기
하는 단계이다. 이때의 문제는 자료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통계
적 문제이다. 교사가 문제를 제시하거나 학생의 문제제기를 유도할
수 있다. 자료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주변의 문제를 탐색하여 문제화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나. 자료 수집(Collect Data): 전반적인 조사의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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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와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어떻게, 언제, 어
디서 수집할 수 있는지, 표본의 크기 등에 대해 의논한 후 자료수집
을 실행한다.
다. 자료 분석(Analyze Data): 자료를 분류하고 시각적 방법이나 수치적
방법을 적절하게 선택하여 자료 사이의 관계를 비교 분석하고 표현하는
단계이다. 자료 변환, 자료 읽기, 자료들 사이의 관계 찾기가 필요하다.
라. 결과 해석(Interpret Data): 분석 결과를 해석하고 문제 제기 단계
에서 제시한 원래의 질문과 관련짓는 단계이다. 자료로부터 추론하
기,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기, 경향성 예측하기, 다른 집단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되며 타당도를 평가하고, 새로운
질문을 끌어내는 단계이기도 하다.

3. 자원기반학습(Resource-based Learning)

가. 자원기반학습 정의

본 연구서는 자원기반학습 이론을 근거로 교수학습 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였다. 자원기반학습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조직
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수설계이론으로(Rakes,
1996),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정보의 공유화와 정보저작 도구들의 발
달로 학습자가 손쉽게 자원을 조작할 수 있는 학습환경이 구축되면서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다(Hill & Hanaffin, 2001). 또한 자원기반학습은 지
식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지식의 수집과 선별은 평생 학습자로서의 학습
기능을 익히는데 필요하므로 평생학습을 위한 기초교육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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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기반학습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필요를 반영하여 학습목적을 설정
하고 적합한 학습방법을 선택하며, 보조적인 학습매체와 지원도구를 선
택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
용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임정훈, 1999; 강명희, 한연선, 2000). 또한 학
습자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지원하고(Hanaffin
et al., 1997), 교수자가 제공하는 학습 내용이 아닌 학습자가 학습 과정
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되는가가 강조된다(Brown & Smith, 1996).

나. 자원기반학습 특징

Hanaffin et al.(1997)은 자원기반학습의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 문제와 연관된 과정들, 맥락들, 내용을 조작하고, 해석하고, 실험할 기
회가 제공되는 상황을 제시함
- ‘알아야 할 필요’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상생활 경험에 내용과 개
념들을 연결시키는 복잡한, 의미 있는 문제들을 활용함
- 고차적 개념들, 융통적인 이해, 다양한 견해들을 탐색하는 발견적 접
근을 중시함
-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를 평가하고 의사결정하고, 자신의 지식을 변경
하고, 검증하고 수정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해를 발달시켜 나감
- 인지와 맥락을 교묘히 연결함
-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의 중요성을 강조함; 학습자가 초기에
갖는 결점이 많은 신념과 생각으로부터 깊이 있는 이해가 출현함
Hill et al.(2005)은 특정 해석들을 전달하기보다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해석하기 위해 개념을 활용하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비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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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문제들을 탐색하는 일을 강조한다. 학습자 개개인이 문제와 필요를
생성하고, 다양한 이용 가능한 정보원을 선택하여 학습자 스스로 판단하
여 정보를 재구성한다. 구성주의는 개인의 지식 구성 방법이 모두 다르
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므로,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개인마다
다른 해석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자원기반학습을 활용한 수업은
개개인이 가진 생각 및 이론을 인정하고 탐구를 통해 검사하고 수정될
수 있는 순환 고리를 강조하여 형성적 이해의 바탕으로서 개인적 이론을
고려한다(Hannafin et al., 1997).
자원기반학습이론을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강조한 데이터 기반 과학탐
구 모델 개발에 이론적 틀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이유는 세 가지 측면
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자원기반학습은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라는 교과 콘텐츠와 지식
정보처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습 기회를 결합할 수 있는 이론적 프레
임을 제공한다. 자원기반학습은 정보처리와 활용의 기회를 교과 내용과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한다(조혜령, 김정겸, 2006). 자원의 역할과
활용이 교수학습체제에서 주요한 교수 변인으로 고려되고, 다양한 자원
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집, 정리, 분석,
통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손미, 1999).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일반적인 학교탐구에 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
기 때문에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필수적이며, 지식정보처리 역량의 함양을
토대로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최종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자원기반학습 이
론을 바탕으로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원기반학습 이론에서 강조되는 환경이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에 필요한 교육환경과 일치한다. 자원기반학습에서는 정보의 공유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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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저작 도구들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손쉽게 자원을 조작할 수 있는 학습
환경 구축이 중요하며(Hill et al., 2005), 이를 위해 자원, 도구, 학습맥락,
스캐폴딩이 요소로 나누어 학습 환경을 설정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역시 정보와 데이터의 생산, 처리, 공유 등이 중요하며, 학교 환경과 교
수자의 스캐폴딩에 따라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자원기반학습 이론의 4가지 요소를 토대로 데이터 기반 과
학탐구의 필수 요소를 정리하면 환경 구축과 교수자의 역할을 균형 있게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원기반학습이론과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모두 실제적 맥락
을 강조하며 촉진자로서의 교수자와 능동적 학습자의 역할이 일치한다.
탐구학습과 자원기반학습 모두 구성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 학습자의
능동적 탐구행위 강조, 교수자의 멘토 역할 강조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Brown & Smith, 2013; 우종옥 외, 1999).
따라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강조한 데이터 과학탐구의 모형을 개발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 있어 자원기반학습이론은 탐구모형을 설계하는 기
본 틀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다. 자원기반학습의 요소별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수업전략
자원기반 학습은 학습맥락, 자원, 도구, 스캐폴딩 등의 4가지의 중요
한 요소를 포함한다(Hill & Hannafin, 2001)이다(표 Ⅱ-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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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자원기반학습의 요소별 의미와 예시(Hill & Hannafin, 2001)
구성
요소

내용

종류

학습요구 형성,
접근방법 계획,
학습
맥락

자원들이

생성

예시

학습요구(필요)가 명시



협상

필요한

자원을

는 질문생성 및
학습

부여하
학습자

학습요구(필요)가 개

생성

인적으로 결정

정보를

정적

이용하면서

자원,

자원

않음

제공하는

교사는

결정하고 학습자

학습요구(필요)가 생성

향을 미치는 관
거나 유도함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목표를 정함



해석

되는 방식에 영
점들을

자원

교사

의미



내가

좋아하는

미술가
변하지



신문기사, 잡지



웹기반 자료



웹기반

전자적 형태부터
인쇄물까지 다양

동적

한 형태를 지님

자원

검색

이용하면서 변함

자원과 위치 확인

검색사이

트, 인쇄물의 출처


다양한 편집기능
도구(워드)



도구

자원들과

아이

디어들을

만들

차이규명을 위한
브레인스토밍(스

처리

인지적 지원

프레드시트, 그래
프도구)

고 조직하기 위



한 수단들

지식의 독창성을
나타내는 템플릿
과 프로그래밍

이론의 설명력 탐색,
조작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정리



전자우편,

수단
의사

아이디어교환을 위한

소통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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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등

채팅

문제 과제가 정의될
개념적

때를 고려해야 할 것
들에 대한 안내
문제를 발견하고 확

초인

인하는 초기 역할과

지적

해결해가는 동안 지



보고서 개요쓰기



개념지도작성



성찰공간 제공



탐구지원, 자원처
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방법 보

속적 역할
스캐
폴딩

개인의 학습 노
력을
과정들

자원을 사용하는 방

지원하는
절차적



산성 도구의 도

법 보조, 어포던스의

움말 기능 제공

이용을 안내
접근방식을

및 촉진
안내함,

대안적 방법과 절차들
전략적

조
웹사이트 맵, 생



과제수행법을 알

을 안내하여 다른 관

려주는

점을 고려. 초기에 제

상담

공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가

FAQ 제공

지속적으로 제공

자원기반학습 이론은 학습맥락, 자원, 도구, 스캐폴딩의 4가지 구성요
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문헌고찰과 연구자간의 논의를
통해 기본 개발 원리를 수립하였다.

1) 학습맥락(context)
첫 번째 요소는 학습맥락으로 개개인의 필요나 문제에 초점을 두도록
유도하고 맥락적 문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여기서의 맥락은
외부에서 부여하는 학습맥락(externally impose enabling context), 거시
적 문제맥락을 제시한 후 그 맥락 속에서 학습자가 직접 해결하고 싶은
구체적 문제를 생성하도록 하는 유도된 학습맥락(externally induced
context), 학습자가 맥락과 문제를 모두 생성하는 개인적으로 생성된 맥
락(individually generated context)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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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탐구는 대부분 외부에서 부여되는 학습맥락
이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에서는 학생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학생의 자
율 의지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지향하므로 유도된 학습맥락이나 개인
적으로 생성된 학습맥락을 갖도록 구성한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을 구
성하고, 주제와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며 주제 연구에 대한 전략, 문제 해
결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 제안할 수 있다(Chang et al., 2009). 이때 교
사 역할은 설계자가 아니라 컨설턴트에 가깝다. 학습자가 맥락과 문제를
모두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실제적 탐구에 가까운 형태이나, 학생들의
수준, 활동 시간 등을 고려하여 유도된 학습맥락을 제시할 수 있다.
2) 자원(resource)
두 번째는 자원(resource)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자료를 의미한다. 자원
은 서적이나 CD-ROMs와 같이 내용이 변하지 않는 정적인 자원(static
resource)과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자료로 업데이트 되거나 변화하는
자원은 동적인 자원(dynamic resource)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자원은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데
이터, 탐구 과정에서 검색하는 인터넷 정보로 디지털 탐구도구에서 측정
한 데이터는 학습 맥락에 맞추어 학생들의 실생활 환경과 공간에서 수집
된 데이터로 실제적인 특징을 갖는다. 학생들이 활용할 인터넷 자원은
웹에서 찾은 정보로, 웹은 가장 널리 퍼져있는 자원의 저장소이다. 하지
만 학생들은 자신이 필요한 자원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의 연관성을
가졌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Hill &,
Hannafin, 1997). 특히 맥락이 개인화될수록 자원의 접근성과 정보원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정보원의 제공
이나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므로 탐구 과정에서 교사의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유도된 학습 맥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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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에서는 교사가 미리 정보원을 파악하여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
록 하며 개인적으로 생성된 맥락의 탐구에서는 전략적인 자료 수집 방법
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3) 도구(tool)
도구(tool)는 학습에 개인을 참여시키거나 자원과 학습자의 아이디어를
합쳐,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조작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보원을
찾아 수집하고, 변형하고 효용성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지원한다. 도
구는 총 세 가지로 처리도구, 조작도구, 의사소통도구로 나눌 수 있다.
처리도구(processing tools)는 인간 인지의 정보처리모형과 관련된 기능
을 담당하는 것으로(Liyoshi & Hannafin, 1998), 탐색, 수집, 조직, 통합,
생성 등이 있다. 조작도구(manipulation tools)는 정보를 찾아서 변형하여
기존 지식에 연결하여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에 걸쳐 사용된다.
대부분의 시뮬레이션 실험이나 가상실험 도구 등이 속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도구(communication tools)는 학습자, 교사, 전문가들 간 교수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면대면 만남
과 협력으로(Blieske, 1996), 데이터를 수집하여 탐구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 학생들의 논의와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로 작용한다. 또
한 탐구 결과나 과정 등을 다른 모둠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
도구 역시 필수적이다. 많은 학생들은 기존 문서 형태의 보고서 작성을
어려워하므로(변선미, 김현주, 2011; 송신철, 심규철, 2012), 다양한 형태
로 표현이 가능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4) 스캐폴딩(scaffolding)
스캐폴딩(scaffolding)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동안 그들의 학습
을 지원하는 요소를 의미한다(Jackson et al., 1994; Linn, 1995). 개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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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폴딩(conceptual scaffolding)은 탐색할 문제가 정의될 때, 즉 외부적
으로 부여되거나 유도된 학습맥락에서 제공된다. 왜냐하면, 교사가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 학습할 영역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에
게

알맞은

지원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인지적

스캐폴딩

(metacognitive scaffolding)은 학습하는 동안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안내한다. 초인지적 스캐폴딩의 경우 대부분 과학 탐구 지도에 관련된 기
존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스캐폴딩에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절차적 스캐폴딩(procedural scaffolding)은 이용 가능한 자원과 도구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조하도록 한다. 모든 도구의 사용 절차를 제공하는 것
은 학습자에게 인지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필요한 도구의 절
차를 활용하는 능력을 학습시켜주는 필요하다. 전략적 스캐폴딩(strategic
scaffolding)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적 접근을 강조하여 분석, 계획, 전
략 전술적 결정을 도와준다. 전략적 스캐폴딩은 중요한 의사결정의 순간
에 학습자의 대응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
학생들이 새로운 도구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절차적 스
캐폴딩이 제공되어야 한다. 전략적 스캐폴딩은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탐구하는 과정에 전반적으로 필요하
다. 특히 학생들이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탐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생각
을 발전시켜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전략적 스캐폴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현장교사의 논의를 통해 각 요소
별 항목을 정리하면 <그림 Ⅱ-9>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스캐폴딩은
각 요소와 관련되어 적용되므로, 각 요소 옆에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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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9> 자원기반학습 요소별 모형과 전략 항목

과학탐구, 데이터 과학, 통계적 문제해결력 등에 대한 문헌 연구를 바탕
으로 자원, 도구, 학습맥락, 스캐폴딩의 요소에 해당하는 전략을 제안하
였다(표 Ⅱ-8).
<표 Ⅱ-8> 자원기반학습 이론의 요소별 전략
전략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변인의 수를
중학생은 2-3개, 고등학생 이상은 그보
다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한다
(Erwin, 2015).


자원

데이터를 도표나 그래프로

변형하여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도

용하여 측정한 누적적,

록 한다(Griffis et al., 2008; Chang et

지속적 데이터

al., 2009; Krumhansl et al., 2012; 김
진영, 2016).


도구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형태가

학생들에게 익숙해야 한다(Songer et

al., 2003; Cook, 2006; Chang et al.,
2009; 구자옥,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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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기존 지식과 연계하고, 모르는 지식의
내용은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정보

한다(Gagne

et

al.,

1997;

Jonassen,

1999; 심헌태, 유선아; 2018).
학생들이 쉽게 접근



쉽게

하여 수집된 데이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를 다운로드 받을 수

(Qin

있는 데이터베이스

2006; 김순욱, 2012).

알아낸 사실, 생각의



&

D’Ignazio,

2010a;

구자옥,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지식을 쉽게

흐름 등을 정리하고

공유할

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Tyner,

2014;

도구

2016; 김용민, 2018).


도구

데이터베이스는 누적 데이터를

있는

도구가

NRC,

필요하다

2016;

김진영,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쉽고 다양하게

학생들이 데이터 변형을 할 수 있도록

변형할 수 있는 도구

한다(Drier et al., 1999; 강문봉, 2009;
김용민, 2018).

데이터를

수집하고



해 스스로 익히게 한다(김용민, 2018).

데이터베이스에 전송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넷 환경

해석하는데

변형하고



것으로

한다

측정을 하는데 있어 WiFi 등의 환경을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하는 도중에 자
한다(Barker, 2009).

학습 맥락 강화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장소의

교사생성

데이터를

스스로

수집한다

(Rakes, 1996; Wyner et al., 2008;

협상
학습자 생성

쉬운

유롭게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어야

필요한



맥락

다루기

고려한다(Chang et al., 2009).

성능을 갖춘 컴퓨터

학습

도구는

(Doering & Veletsianos, 2008).

탐구도구

데이터를

도구사용법은 검색과 사용설명서를 통

hulsizer & woolf, 2009).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문제를 수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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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ng, 1992; NRC, 1996; Moore et
al., 2006; 박종원 2004).


수집되는 데이터의 측정 간격이나 측
정 장소의 위치, 환경 등을 자세히 기
록할 수 있도록 한다(Bell et al. 2003;
김숙경 외, 2010).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아낸 사실을 과
학적 지식과 연계하여 설명할 수 있도
록 한다(Chang et al., 2009; deLuca
& Lari, 2011; Ucar & Trundle, 2011;
Wyner, 2013).



정보원에 대한 교육, 정보 검색의 원리
교육, 정보 검색의 전략 교육 등을 실
시한다(ALA,

2000;

Eisenberg

&

Berkowitz, 2008).


데이터를 해석하면서 새로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Vahey et al.,
2012; Ceccucci et al., 2015).

스캐
폴딩

개념적, 초인지적,



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절차적, 전략적
스캐폴딩

충분한 논의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깊
(NRC, 1996; NRC, 2000; 한은숙, 2002).



도구를 미리 선정하여 주제 선정의 막
연함을 덜어준다(정우경 외, 2011; 심헌
태, 유선아, 2018).



탐구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쉽
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김선영, 2015;
박명옥, 2018).



정보 검색과 동료 학생 간의 다양한
모방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연습하게 한다(황향숙, 2002).



신문기사나 자료 등을 검색하여 질문을
구체화하고
(Stepien

자신이

et al.,

맥락과

2000;

연계한다

Hakkarainen,

2002; Saltz & Heckma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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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개발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
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Richey &
Klein(2014)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의 모형 연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Richey & Klein(2007)
은 ‘교수적 또는 비교수적 산출물 및 도구, 개발을 이끄는 새로운 (혹은
개선된) 모형의 생성에 관한 실증적 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설계, 개발,
평가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로서 설계․개발연구를 정의하였다.
설계․개발연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산출물 및
도구 연구(products and tools research)’ 와 ‘모형 연구(model research)’
이다. ‘산출물 및 도구 연구’는 교수․비교수적 산출물과 프로그램을 설
계하고 개발하는 연구로, 특정 맥락에서 사용된다. ‘모형 연구’는 새로운
또는 개선된 설계 및 개발 모형을 생산하는 것에 목표가 있으며 일반적
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각각의 연구는 유형 1과 유형 2로 불리기도 한다.
(Richey et al., 2004). 유형 2의 연구는 대체로 개발, 타당화, 활용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되며, 양적인 분석 방법과 질적인 분석 방법을 모
두 활용할 수 있다. 개발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결과와 통합하
고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교사로서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지도하면서
경험한 어려움을 토대로 과학교육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와 함께 논의
를 통해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 선행문헌 고찰을 통해 설계 원리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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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였다. 문헌연구의 범주는 구성주의의 대표적인 학습 원리이자, 정보
를 활용하여 학생 스스로 지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기반학습
이론을 기저로 과학탐구 모형, 데이터 과학의 일반적인 과정, 통계적 문
제해결력 모형을 참고하였다(그림 Ⅲ-1).

<그림 Ⅲ-1> 문헌 연구의 범주

문헌연구의 범주를 이와 같이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서는 본 탐구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다는 점에서 데이터 과학과 유사성이 있으며, 데이터를 수집, 정리, 분석하
는 과정의 체계성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는 통계분야를 포함할 수 있다
(Schield, 2004). 또한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학 모두 필수 역량으로 데이터
리터러시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언급한다는 점에서(Schield, 2004; Qin

&

D'Ignazio, 2010a; Calson et al., 2011; Robin & Erwin, 2015; 김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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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탐구모형의 목적과 부합하므로 문헌
연구의 범위에 포함한다.
개발된 모형은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포
함하며, 탐구 방법에 따라 현장 적용을 각각 실시하여 외적 타당도를 확
보하였다.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양적, 질적 연구를 모두 사용하지만 대
체로 질적 연구기법에 더 의존한다(Richey & Klein, 2007). 그 이유는
실제 현장의 문제 상황을 다루기 때문에 양적 연구에서처럼 엄격한 통제
가 힘들고 대부분 탐색적 기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적
용 기간이 5개월과 18차시로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으므로, 외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과학적 맥락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의 성취 기준이 명확하게 연구되어 있지 않으므로 효과성을 파악하기에
는 양적 연구 보다는 질적 연구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내적 타당도는 교육공학 전문가, 교육평가 전문가, 현장교사 3인의 전
문가 자문을 통해 확보하였다. 현장교사 3인은 과학탐구 지도 경험이 많
고 교직경험이 15년 이상 된 교사들로 구성하여 충분한 현장 의견이 반
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적용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도출된 수정사
항을 토대로 탐구모형과 수업 전략을 개선하여 최종 모형과 전략을 완성
하였으며, 수업 전략은 교수자의 전략과 환경 구성에 대한 지침으로 나
누어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연구방법은 <그림 Ⅲ-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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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절차

연구활동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지식정보처리역량에 대한 문헌 고찰



자원기반학습이론, 과학탐구 과정, 데이터 과학, 통계적 문제해결
력 등의 문헌 고찰
▶ 모형 및 수업 전략 도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및 수업전략에 대한 전문가 검토



교육공학, 교육평가, 현장전문가 3인(학생 탐구지도 경험 다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지도경험)



CVI, IRA 값 도출



전문가 개별 면담(면대면, 전화)



개발한 모형과 수업전략을 적
용한 귀납적 탐구 실시

- 중학교 2～3학년 과학 동아리
학생 8명(과학탐구경험 다수,
영재원 소속)
- 미세먼지 디지털탐구도구를 활
용한 탐구
- 탐구과정, 회고적 면담 녹취,
전사, 분석
- 교사 관찰일지 및 산출물 수집
- 지속적 비교연구법



개발한

모형과

적용한 연역적 탐구 실시
- 고등학교 1학년 경기도 영재
원 학생 12명(탐구경험 많지
않음)
- 아두이노를 이용한 도구제작
- 탐구과정 녹취, 전사, 분석
- 수업 후 2회 면담(그룹, 개별)
녹취 전사, 분석(6인)
- 수업활동, 역량 인식조사(11인)
- 교사 관찰일지 및 산출물 수집
- 지속적 비교연구법

<그림 Ⅲ-2> 연구 방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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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전략을

2. 내적 타당화

모형의 내적 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과학
탐구의 경험이 많은 현장교사와 과학교육 전문가, 교육공학 전문가가 포
함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는 총 5인으로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2명의 전문가에게는 면담과 전
화통화, 타당도 검사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현장 교사의 경우 타
당도 검사지를 송부하고, 연구에 대한 설명과 의문 사항을 전화통화와
메일로 보충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2명의 과학교육 연구자의 경
우 일대일 면담을 통해 연구를 소개하고 타당도 검사를 실시한 후 개별
적인 추가 의견을 받았다. 내용 전문가들의 검토는 최종 모형을 수립하
기 전 이루어졌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 모형을 개발하였다.
타당도 검사지는 김성욱(2016)이 사용한 타당도 검사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표 Ⅲ-1). 탐구모형과 수업 전략에 대한 타당
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았으며, 수정
사항에 대한 개방형 문항을 추가하였다. 전문가 타당화를 통해 수집된
선택형 문항에 대해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내용 타당도 지수
(content validity index: CVI)와 평가자 간 일치도 지수(inter-rater
agreement: IR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VI는 각 설문 항목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는 나타내는 값으로, 타당도의
정도를 알려준다(Grant & Davis, 1997). CVI 값은 각 설문 항목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전문가의 비율이며,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전문가의
인원수를 전체 전문가의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긍정적 척도의 점수
는 1점, 부정적 척도의 점수는 0점으로 하여 평균이 0.8 이상이면 타당도
가 높다고 판단한다(Grant & Davi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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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는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평가
자간 동일하게 평가한 항목의 수를 전체 항목의 수로 나눈 값이다(Rubio
et al., 2003). IRA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평가자 간의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0.8 이상이면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Rubio et al., 2003). 개방형 질문은 면담이나 전화통화, 설문을 통해 수
집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모형과 수업전략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수업전
략은 현장교사에게 다시 송부하여 확인받아 제시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표 Ⅲ-1> 모형에 대한 타당화 평가 문항
평가문항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
을 위한 수업 모형으로 타당하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
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는 단계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
을 위한 수업 설계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
을 위한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

이해도

을 위한 수업을 할 때 필요한 변인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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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적 타당화

가. 귀납적 탐구중심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1)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 자율동아리 학생들로
남학생 4명(2학년 2명, 3학년 2명), 여학생 4명(2학년 1명, 3학년 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 8명은 모두 교내 성적 10% 이내의 상위
권 학생들로, 지역교육지원청 과학 영재원에서 2년 이상 다양한 과학탐구
실험을 경험하여 일반 학생들에 비해 과학탐구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많
고 선행지식이 풍부하였다.
학생들이 소속된 자율동아리는 연구 자료가 수집된 2017년도 3월에 창
설된 동아리로 학생들 간의 학년이 다르고 동아리 창설 전에는 모일 기
회가 많지 않았으나, 같은 영재원 소속인 친구나 선후배들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친목의 정도는 학생들이 탐구하는 과정
에서 논의를 얼마만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자율동아리
활동이 진행될수록 2학년 학생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와도 교과 담당 교사, 일반 동아리 활동 교사, 영재
원 담임교사 등으로 각 학생들과 모두 자율동아리 이외의 친분을 쌓고
있어 서로 간 의사소통이 자유롭고, 이에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나 어려
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2) 학습 과제 및 진행방법
동아리 활동의 연간 탐구 주제를 ‘교실 공기의 질’로 정한 후 미세먼지
에 따른 교실 환기 가이드라인 제작을 목표로 탐구를 실시하였다. 5월부
터 7월까지는 탐구실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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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실천 운동과 연계하는 활
동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
는 먼지, 환기 여부에 따른 공기의 질, 시간표에 따른 교실 움직임의 변
화, 선풍기 여부 등 여러 조건들과 교실 공기의 질이 어떠한 연관성을
파악하는 분석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고, 데이터는 오전 8시부터 방과 후
까지 약 2주간 여러 교실에서 수집되었다. 학생들은 수집한 데이터를 엑
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엑셀은 데이터 과학자들에게 매우
편리하고 유용성 높은 도구로(김용민, 2018), 쉽게 접할 수 있으면서도 강
력한 계산 기능과 시각화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함수식을 사용
하여 함수 그래프와 통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탐구 활동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강문봉, 2009).
측정 도구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미세먼지 측정기기 중에 데이터가
축적되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였다(그림 Ⅲ-3). Airvisual
Node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을 측정하고 이를 계산
하여 공기의 질을 나타내는 AQI(Air Quality Index) 지수로 표현하는 측정
기기로 온도, 이산화 탄소 농도, 습도 등을 부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측
정값과 계산 값은 엑셀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실시간 스마트폰 앱으로 수치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Ⅲ-3> 본 연구에 활용된 디지털 탐구도구(Airvisual 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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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수집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점심시간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과 후 시
간을 이용하여 탐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과정에서 나눈 대화 및
논의는 녹음 후 전사하였으며, 수행 당시의 분위기나 특이한 점은 현장
노트에 기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서 제출한 연구 노트, 그
래프 자료, 최종 탐구 보고서, 인터넷 동아리 카페에 올린 검색 정보, 그
래프, 관련 해석 등도 수집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탐구 활동에 대
한 면담은 미세먼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마친 시점에 시
행되었으며, 2시간가량 집단 면담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논의 및 회고적 면담의 전사본 및 연구자의 현장 노트와 참
여 일지, 최종 보고서를 주자료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 수집된 자료들은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지식정보처리역량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해 문헌 연구 결과
추출된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를 중심으로 범주화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재분류하고 코딩하였다. 코딩한 내용을 주제별로 재범주화 하여 1
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활동과 어려움을 학생들의 논의 및 탐구 일지, 연구자의 현장노트 등을
토대로 범주화하였다. 범주화된 내용을 다시 상위 범주로 묶고 상위 범
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견하고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
해 논의 내용 전사본과 회고적 면담 전사본을 반복관찰하고 학생들의 탐
구일지 및 탐구 보고서 등을 보조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학생들의 탐
구가 난관에 봉착하였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될 때 지도교사는 학생
들에게 착안점을 제공하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탐구의 방향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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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 주었는데, 이 경우도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은
논의 내용 전사본과 면담 기록을 반복 관찰하는 지속적 비교연구법
(Glaser, 1965; Charmaz, 2006)을 사용하였다.

나. 연역적 탐구중심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

1) 연구대상
경기도에 위치한 영재교육원에 재원 중인 15명의 학생 중 희망자인 12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 1
학년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과학에 흥미가 있고 학업성적이 중상위권이
었다. 소속 학교가 대부분 달라 학생들 간의 친밀도는 높은 편은 아니었
고, 같은 소속 학교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 수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야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여, 새롭게 모둠을 구성하지 않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친한 친구들끼리 모둠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2회기는
한 모둠을 2인으로 구성하였으며, 3회기는 6명을 한 모둠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이는 자유탐구의 형태로 진행되면서 준비물을 구비의 어려
움이 있어 선택한 차선책이었다. 2회기에서 도출된 여러 주제 중 학생들
의 가장 많은 호응을 받은 두 개의 주제를 선택하여 연구자는 준비물을
미리 구입하고, 학생들을 희망에 따라 2개의 모둠으로 나눈 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학생들 대부분은 수업
에 성실하게 참여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노트북을 이용하여 활동이 이루어
질 때는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이 구별되는 양상
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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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과제
학습과제는 회기당 6차시로 3회기 총 18차시 적용되었다(표 Ⅲ-2). 전
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디지털 탐구도구를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수집한 후, 문제를 발견하여 탐구를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1회기에서는 학생들이 측정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활동을 하였다. 아
두이노를 기반으로 원하는 센서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모듈을 제작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소프
트웨어 언어를 이해하고, 센서에 맞게 회로를 구성하여 스스로 코딩 언
어를 쓸 수 있도록 교육하였고, 센서의 설치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림 Ⅲ-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두이노 보드

2회기에서는 data.tinkable.net 사이트에 계정을 생성한 뒤, 아두이노
센서를 통해 얻은 CSV 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변형하고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질문들을 적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
였다. 답을 찾지 못한 질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탐구 문제로 구체화하였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웹기반 문서를 이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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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기에서는 2회기에 계획한 탐구를 수행하였다. 2회기에서 각각의 모
둠이 제출한 6개의 주제 중, 학생들이 정해진 시간 안에 탐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두 개 주제를 선정하여 탐구를 수행하였다.
탐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2회기에서 학습한 웹기반 문서에 작성하고 발
표를 통해 공유하였다.
<표 Ⅲ-2> 연역적 탐구 중심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수업 활동개요
회기
1회기
(6차시)

2회기
(6차시)

주제

학생 활동
아두이노 코딩을 이해하고 내 주변 환경의 다

도구의 제작

양한 자연 현상값을 측정할 수 있는 탐구도구
를 제작한다.

데이터 분석과
문제발견과
실험설계

축적된 데이터를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질문을 생
성한다. 생성된 질문을 토대로 문제를 구체화
하고,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한다.
설계한 실험을 토대로 실험을 수행하고, 센서

3회기

실험 수행과

에서 측정된 실험값을 그래프와 도표로 표현

(6차시)

표현

하여 분석하고, 얻은 결론을 웹기반 문서
(google.sites.co.kr)에 작성하여 공유한다.

3) 자료수집

설문 조사
12명의 연구 참여자 중 3회기를 불참한 한 명의 참여자를 제외하고
총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운영을 마친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
문은 객관식 20문항과 주관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객관식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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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의 3가지 요소를 강조하기 위하여 실시했던 활동에
대한 인식 관련 6문항, 지식정보처리역량 관련된 각 활동의 학교 교육
실태 과련 6문항, 3회기 활동을 통해 본인에게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는
역량에 대한 인식 관련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관식 문항은 본 수
업의 좋은 점, 어려운 점, 나에게 본 수업이 도움이 되는 점, 본 수업의
개선점 등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현장적용의 수업 활동이 지식
정보처리역량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역량의 각 요소별 활동에 대한 인식
을 자기평가 방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역량에 관련된 질문은 과학 탐구
역량, 과학 지식 함양, 문제 발견 역량, 창의적 문제 해결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 총 5문항이다. 지식정보처리역량과 데이터를 다루고 있으므로
데이터 소양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과학 탐구와 관련된 역량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탐구 역량과 본 연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을 설
문으로 구성하였다.

집단 면담과 개별 면담
11명의 학생 중 면담 연구에 동의한 여학생 1명, 남학생 5명의 학생들
을 대상으로 2회기와 3회기 수업 후 두 번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2회기
수업을 마친 후 학생들의 변화, 수업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점 등에 대한
그룹 형태의 면담이 20분간 진행되었다. 두 번째 면담은 전체 3회기 수
업을 마친 후 회고적 면담형태로 학생당 20분간의 개별 면담이 이루어졌
다. 면담 문항지는 반구조화 된 형태이며,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전
사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2회기에서 이루어진 집단 면담의 경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학실을 벗어나 근처 야외카페
에서 진행되었다. 3차 면담의 경우 개별 면담으로, 연구 참여자들과 6개
월간 영재원 담임교사로서 라포를 형성한 보조 연구자가 질문을 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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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이루어졌다.
2회기 후의 면담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과
학탐구 방법을 설계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흥미로운 점, 지식정보처리역량의 관점에서 어려운 점과
도움이 된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3회기의 면담은 스스로 탐구도구를 만
드는 활동과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 작성 방법,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 학
습 등 각 회기별 이루어졌던 활동들의 어려운 점,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
던 점을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과학탐구의 측면에서 실시하였다.

각 회기별 산출물
면담 이외에도 학생들의 산출물이 수집되었다. 학생들은 각 회기별로
하나의 산출물이 제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었다. 1회기
의 산출물은 모든 학생이 같은 형태이므로 분석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
다. 2회기에서는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여 탐구 문제를 설정하는 과정
에서 어떤 사고의 흐름으로 가설을 설정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학생들이 갖는 사고의 흐름을 모두 웹기반 문건에 작성할 수 있도록 안
내하였고 웹기반 문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3회기에서는 2회기에
서 학생들이 찾은 질문을 토대로 실험을 실시한 후 웹기반 문서에 보고
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보고서를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관찰일지와 수업일지
본 연구는 총 3회기로 1회기는 본 연구의 공동연구자가 진행하고 연구
자는 참여 관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논의 과정 중에는 학
생들의 태도와 대화 내용을 관찰하고 학생들의 대화 중 주목할 만한 사
항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질문하였다. 또한 수업을 마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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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변화와 활동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다.
코딩 언어를 익히는 1회기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아 개별적
인 질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공동 연구자가 수업을 진행 하고 연구
자는 보조 교사의 역할을 하며 학생들을 관찰하고,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
지 파악하였다. 2회기와 3회기는 데이터 분석과 탐구활동이 주로 수행되
므로, 연구자가 교수자로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다수의 탐구지도
를 실시한 경험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교육 연구자에 비해 적절한 스캐폴
딩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하는 질문과 고민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4) 분석방법

설문지
설문의 객관식 문항은 4단계의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그렇다, 아니
다, 매우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은 사후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인식 조사로 각 문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결과를 해석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면담자료, 관찰일지, 수업일지와 함께 학생들이 겪는 어려
움, 지식정보처리역량 측면에서의 변화, 질문 발견과 과학적 탐구력 함양
정도를 파악하는 질적 자료로 활용되었다.

면담자료, 산출물, 관찰일지, 수업일지
귀납적 탐구 중심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모형을 적용했을 때의 질적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지속적 비교분석법을 실시하였다.

- 73 -

Ⅳ. 연구 결과

1. ESDA 탐구모형

가. ESDA 탐구모형과 단계별 특징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데이터 과학과 통계적 문제해결력 수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위한 탐구모형을 개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탐색적으로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 본 모형의 특징이
므로 본 모형의 명칭을 탐색적 과학데이터 분석 탐구모형(Exploratory
Scientific Data Analysis Inquiry Model, 이하 ESDA 탐구모형)이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ESDA 탐구모형을 통해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경
험하고 결과적으로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하는데 있다.
따라서 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에 이러한 특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세 가
지의 개발 방향을 유지하였다.
첫째,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세 가지 요소인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과정이 모두 구체적인 활동의 형태로 포함되어야 한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은 기존의 과학탐구에서 강조되어 왔으나 정보를 수집하거
나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은 과학탐구의 활동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을 포함하는 정보 수집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 활용의 요소가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둘째, 데이터의 누적 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활용하여 탐구
를 진행할 수 있도록 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을 고안하였다. 디지털 탐구
도구를 본 연구에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은 도구의 하드웨어적 측면과 소
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다.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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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탐구도구는 IoT 기능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탐구 공간을 실험실
에서 학생들의 생활 속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습 맥락을 강화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디지털 탐구 도구가 생산하는 데이터
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이므로, 기존 학교 탐구의 분절적 성격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경험
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함으로써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변형하여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 의미를
찾는 활동, 자료를 검색하여 탐구 결과를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활동 등
정보 수집과 정보 분석 요소를 반복하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정보 분석 과정에 대한 교육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실
제 탐구과정에서 학생들은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구자옥, 2006; 신현화, 김효남, 2010; 김민련, 2017). 따라서 EDA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찾는 과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
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모형은 학교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무엇보다 학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사들
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과학탐구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으나(손미현, 정대홍, 2018), 실제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은 실험실, 실험 도구 등의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
문이다(김미숙, 유선아, 2019). 따라서 학교 현장의 인터넷 상황, 하드웨어의
충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밀착형의 모형과 전략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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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완성된 ESDA 탐구모형

본 모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Ⅳ-1). 도구탐색을 바
탕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를 발견하기까지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
석하는 과정과 발견된 문제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귀납 또는 연역 탐구를
진행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과학탐구가 문제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
하는 것과 비교하여 ESDA 탐구모형은 도구를 먼저 탐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문제를 찾는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
이러한 구조를 고안한 이유는 현실적, 교육적, 학문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그림 Ⅳ-2). 현실적 측면은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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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마다 인터넷 여건이 달라 IoT 기반 탐구 도구의 원활한 작동이 확실
하지 않다. 일반적인 탐구의 순서대로 실험설계 과정에서 도구를 선택할
할 경우 계획했던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상황에 따라 아두이노 기반의 도구를 제작하지 못할 경우 기존 판매되
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활용해야 하므로 주제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도구를 먼저 선정하고 생활 속의 데이터
를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안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교육적 측면에서의 이유는 두 가지로 우선,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우리 주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치로 확인
하는 손쉬운 활동에서 탐구를 시작할 수 있다. 학생들은 IoT 센서를 활
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실생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ESDA 탐구모형을 적용할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반
복적으로 일어나므로 지식정보화 사회의 필수 역량인 지식정보처리역량
을 효과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학문적 측면은 과학탐구와 데이터 과학의 공통점을 토대로(Ceccucci
et al., 2015; 김진영, 2016), 과학탐구의 과정에 데이터 과학의 단계를 도
입함으로써 데이터 과학과 과학탐구의 교차점을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데이터 과학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EDA)은 빅데이터에서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모색하면서 문제를 발견하
고 데이터 통찰력을 키운다. 미래 사회의 문제해결력은 데이터 통찰력이
기초가 되어야 하므로 데이터 과학과 과학탐구를 융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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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ESDA 탐구모형 단계 구성의 이유

① 도구 탐색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를 탐색하는 단계로, 교사가 주도적으로 도구
를 제안하거나 학생 스스로 탐구 도구를 제작 및 선택할 수 있다. 학생
들이 도구를 제작할 경우 학생들은 데이터 생산자로서, 실제적 탐구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도구에 부착된 센서의 개수는 학교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센서를 선택하여 정규 수업 시간
에 활용할 수 있다. 도구 탐색 단계에서는 학생 또는 교사의 주도로 도
구의 사용법, 측정값, 단위, 원리, 유의사항, 제한점 등 탐구를 진행할 때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확인한다.
학생들이 도구를 탐색할 때는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검색 시간을 여유 있게 제공해야 한다. 시간이 정해진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 출력되는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의 누적 및 다운로드 가능 여부 등 여러 요건을
충족시키는 도구를 제안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도구 사용법은 학생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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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검색하여 알아내거나 교사가 일부 지도할 수 있다. 도구에서 수집되
는 데이터의 형태가 복잡할 경우 학생들의 쉽게 이해하지 못하므로, 수
집된 데이터의 형태가 엑셀 등과 같이 익숙한 프로그램으로 처리 가능한
것으로 선택한다(Drier et al., 1999; 강문봉, 2009; 김용민, 2018)

② 데이터 수집
학생들이 원하는 장소에 도구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로,
학생들은 이 단계를 통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누적되는지를 파악
할 수 있다. 도구를 설치할 때는 센서의 전원, 메모리, 학교 상황을 고려
하여 장소와 위치를 결정하며, 측정 간격과 기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
터의 양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사는 미리 센서와
장소의 제한점을 공지하여 학생들의 데이터 수집에 차질이 없도록 돕는
다. 인위적인 실험 설계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와는 달리 변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므로 주변 환경에 대한 구체
적인 진술이 필요하다(Bell et al., 2003; 김숙경 외, 2010). 예컨대 조도
센서와 온도 센서를 설치하였다면 어느 교실의 어느 위치인지, 그 교실
은 학교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는지, 교실의 창은 어느 방향인지, 센서는
에어컨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등 추후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둔다. 교사는 수집된 데이터를 내
려받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사용이 간단한 것인지 확인하여 학생들
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Qin & D’Ignazio, 2010a).

③ 데이터 변형과 해석
수집된

데이터의

의미를

찾기

위해

엑셀(excel)이나

지오지브라

(geogebra)와 같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를 다양한 그

- 79 -

래프나 도표 형태로 변형하고 이를 해석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변인 간의 관계, 즉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Chang et al., 2009). 스
프레드시트에 대한 학습은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
능에 대한 스캐폴딩을 제공한다. 그래프 그리기 활동은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므로,

데이터를

이용한

탐구학습에서

핵심

활동이

된다

(Krumhansl et al., 2012). 학생들은 누적된 데이터를 변형하고 의미를
찾는 활동을 통해 데이터로부터 정보가 도출되는 과정을 경험하고, 데이
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다. 시각적 관찰의 한계에서 벗어
나 수치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므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키울
수 있다.
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질문을
제시하는 것으로 문제 발견 단계와 연계된다(Velleman & Hoaglin, 2012).
그래프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문을 기록하고 답은 찾는
과정에서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교사는 데이터 처리, 해석,
추론 과정에 맞는 적절한 스캐폴딩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④ 문제 발견
학생이 스스로 탐구 문제를 찾아내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단계로 문제생성과 문제정의를 포함한다. 질문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과학 탐구의 요소로 꼽을 만큼 매우 중요하며(Bell et al., 2003; Krajcik
et

al.,

1998;

Germann

&

Aram,

1996;

Songer

et

al.,

2003;

Abd-El-Khalick, 2004),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은 문제 발견을 활
성화시킨다(Vahey et al., 2012; Velleman & Hoaglin, 2012). 일반적인 탐구
에서의 가설 설정은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잠정적인 해’
로(Wenham, 1993; Lawson, 1995; 박종원, 2000; 권용주 외, 2011; 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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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김영수, 2012)이다. 본 단계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가설뿐 아니라
변인 간의 관계, 실질적 문제의 의미도 포괄하므로 ‘문제 발견’으로 제시
하였다. 학생들이 발견하는 문제는 우리 주변을 둘러싼 데이터를 해석하
는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므로, 대부분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질문
의 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
에서 탐구 문제가 구체화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관련된 뉴스나 기사를 검색하는데, 이는 정보 제공
과 더불어 사회 문제를 제기하므로 학생들의 탐구 문제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구체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따라 경향성의 일반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귀납 탐구방법 또는 원인을 파악하는 연역 탐구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교실의 이산화 탄소가 점심시간에 증가하는 경향성을
발견하고, 경향성의 원인이 사람의 활동성 여부인지 찾기 위해 탐구를
실시한다면 연역 탐구가 될 것이다. 또는 이러한 경향성이 교실만의 특
징인지, 다른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인 확인하기 위해 추가데이터를
수집한다면 귀납 탐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교사는 수업 상황이나 시간
배분을 고려하여 가능한 문제의 유형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⑤ 추가 데이터 수집과 해석
경향성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소 또는 측정하는 변
인을 변경하여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단계이다.
귀납 탐구방법은 경향성과 공통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고 방식으로(권용
주 외, 2003), 인과적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만을 갖는 탐구를 의미한다
(정용욱, 2019). 주어진 현상이나 상황에 따라 관찰, 측정 활동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유형이다(권용주 외, 2003). 도구 선택 단계에서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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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다른 변인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
운 도구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를 이용할 경우 도구 사
용법, 측정 간격과 위치, 기간 등 도구 탐색 단계에서 거쳤던 과정을 다
시 반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단계에서는 귀납탐구에서 중시하는 관찰기구의 정확성, 정
량화 가능성 등이 갖출 수 있어야 하므로(AAAS, 1990; Lawson, 1995;
Butler & McMunn, 2005; 강순희 외, 1999; 전영석, 박종찬, 2006), 이를 염
두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한다. 또한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므
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소의 주변 환경이나 상황을 자세히 기술할 필요
가 있다(Bell et al., 2003).

⑥ 실험 설계, 실험 수행, 자료 해석
학생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인과적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연역적 탐구 과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 박종원
(2004)이 제시한 가설 검증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 발견 또는 가
설 설정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실
험을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설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연역탐구의
과정을 수행한다. 탐구 도구는 기존의 도구를 그대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도구 탐색 과정을 다시 거칠 필요가 있다. 자
료 해석 단계는 수집된 실험 결과를 그래프나 표로 변환하여 경향성을
기술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으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누적
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의 의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료’라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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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결론 및 표현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단계이다. 하나의 그래프나 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게 된 과정이나 알게 된 결과 등을 스토리 형태로 나타내고 공유
한다(Tyner, 2014; 김진영, 2016; 김용민, 2018). 결론을 효과적으로 전달
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기존의
과학 보고서는 주제, 탐구 문제, 방법, 결과, 결론 등의 타당성과 과학성,
적합성, 명확성 등이 평가 기준이 되어 왔다(김숙경 외, 2010). 내용의 객
관성은 평가하였으나, 얼마나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전달하는지에 대한
역량은 강조하지 않았다. 본 단계에서는 최선의 표현 방법을 찾기 위해
집단 형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피드백을 통한
공유를 강조한다. 따라서 웹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
이 공동작업 할 수 있으며 다른 모둠에 대한 산출물도 쉽게 접근하여 피
드백할 수 있도록 한다.
파워포인트나 프레지와 같이 템플릿의 자율성이 높은 프로그램보다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습한다. 활용하는 소프
트웨어는 직관적 저작 도구를 가지고 있어 학생들이 활용법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또한 그림과 문자 위주의 표현 방법에서 벗어나
동영상이나 인터넷 자료, 홈페이지 등 여러 형태의 자료를 결과에 포함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다.

- 83 -

나. ESDA 탐구모형 수업전략

ESDA 탐구모형을 단계별로 적용하기 위해 교사에게 필요한 수업 전
략을 문헌연구를 통해 추출하고 현장교사 3인 및 전문가 2인과 꾸준한
논의를 통해 내적 타당화 과정과 현장 적용을 통해 완성하였다. ESDA
탐구 모형의 현장 적용을 통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수정되었다(표
Ⅳ-1).
첫째,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요목화 되었다. 1)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질문은 추론과 함께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고 2)정보 검색을 통
해 문항에 학생 스스로 답할 수 있도록 하며, 3)정보 검색을 통해서 답
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질문을 기록하여 추후 탐구 주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였다.
둘째, 교사가 도구를 제안하는 경우와 학생이 도구를 스스로 제작하는
경우의 수업전략과 환경 조건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ESDA 탐구모형을
귀납적 탐구 방법에 적용할 때는 교사가 주도적으로 도구를 선정하였으
며, 연역적 탐구 방법에 적용할 때는 학생이 스스로 도구를 제작하게 하
였다.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교사가 직접 도구를 제안할 때에 비해,
학생들이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탐구 도구를 제작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
해야 하는 항목을 제안하였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아두이노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교사의 스캐폴딩이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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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적용에 따른 전략 수정
항목

전략


학습맥락

비고

데이터를 해석한 내용을 서술하고, 이상하다고 생
각하는 문제, 실험을 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수정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도구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정
해진 프레임이 있어 개인의 미적 역량에 크게 영

추가

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자원

스캐폴딩

스캐폴딩



태로 데이터가 산출되는 도구를 제시해야 한다.


도구의 사용법은 교사가 지도하거나 학생 스스로 인
터넷 검색, 사용설명서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원하는 센서를 선택하여 도구를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캐폴딩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과 같이 익숙하고 간단한 형

수정

수정

추가

교사가 이미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데이터 수
집부터 하게 될 때, 교사는 주제에 관련된 기초

추가

지식을 학생들이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준비한다.

내적 타당화와 외적 타당화를 거쳐 모형을 완성하고 도구 탐색의 원
리, 실생활 데이터 수집의 원리, 데이터 변형의 원리, 데이터 해석의 원
리, 문제 구체화의 원리, 문제 해결의 원리, 표현과 공유의 원리 등 모형
의 각 단계에 필요한 7가지 원리를 도출하였다. 완성된 7가지 전략은 교
수 전략과 환경 구성에 대한 지침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는데, 이는 데이
터 기반 과학탐구가 근래에 학교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므로, 환경
구축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함이다(표 Ⅳ-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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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완성된 ESDA 탐구모형 수업전략
도구 탐색의 원리


도구에서 측정할 수 있는 변인(센서)의 수를
중학생은 2-3개, 고등학생 이상은 그보다 복

Erwin, 2015

잡한 형태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익숙하고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가 산출되는
도구를 제시한다.

전략



교사가 도구를 제시할 경우는 도구의 기본
사용법은 교사가 지도하고, 학생이 도구를
선택한 경우는 학생 스스로 인터넷 검색,
사용설명서 등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환경



구성

Cook,

2006;

Chang

et al., 2009; 구자옥,

(예)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 형태

교수

Songer et al., 2003;

2006
Doering

&

Veletsianos, 2008; 김
용민, 2018

필요한 도구를 제작할 경우는 코딩, 3D 프

Hostaling

린터 이용법 등의 제작 방법을 가르친다.

2012

et

al.,

학생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검색하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컴
퓨터와 인터넷 여부를 확인한다.
실생활 데이터 수집의 원리



학생들이 측정하고 싶은 장소를 선택하게
한다.



Rakes, 1996; Wyner
et al., 2008; hulsizer
& woolf, 2009

수집되는 데이터의 측정 간격이나 측정 장

교수

소의 위치, 환경 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한

전략

다.

Bell

et

al.,

2003;

Doering & Veletsianos,
2008;

김숙경

외,

2010
Griffis et al., 2008;



교사는 주제에 관련된 기초 과학지식을 학

Ucar

&

생들이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2011;

Gol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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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dle,
et

al.,

Qin


데이터베이스의 사용법을 익히게 한다.

&

2010a;

D’Ignazio,
Grimshaw,

2015; 구자옥, 2006; 김
순욱, 2012

환경



센서를 설치하는 곳에 인터넷 여부를 확인한다.

구성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준비사항 등을 미리 확인한다.
데이터 변형의 원리




수집된 데이터가 정확한지, 연속적으로 누

Hostaling

적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2012

데이터를 그래프 또는 도표로 변형할 수 있
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 모

교수

델링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을 위주로

전략

사용법을 가르친다.

et

al.,

Hancock, 1992; Drier
et al., 1999; Schuff,
2018; 강문봉, 2009;
김용민, 2018

(예) 엑셀, 지오지브라




Deluca,

다.

Schuff, 2018

2011;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변형하고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준비한다.

환경
구성

다양한 그래프의 쓰임새와 예시를 제시한



컴퓨터는 1～2인당 1대씩 준비하여 학생들이 직접 실습할 수 있도
록 한다.
데이터 해석의 원리
Griffis et al., 2008;



교수
전략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하여 상관관계에 대한

Chang et al., 2009;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Krumhansl

변인 사이의 관계를 서술할 때 기존 학습된
지식, 인터넷으로 검색한 과학지식 등과 연
관 지어 설명할 수 있게 한다.



정보원에 대한 교육, 정보 검색의 원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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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2; 김진영, 2016
Gagne et al., 1997;
Jonassen,

1999

;

Griffis et al., 2008;
심헌태, 유선아, 2018
ALA,

2000;



육, 정보 검색의 전략 등을 미리 학습시킨

Eisenberg

다.

Berkowitz, 2008

&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

Cobb

&

을 연습하게 한다.

2004;

Hostaling

(예) trends.google.co.kr, www.gapminder.org/tools/

al.,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데이터 해석 및 추론을 연

2018

McClain,

2012;

et

Schuff,

습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학생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검색하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컴
퓨터와 인터넷 여부를 확인한다.

구성

문제 구체화의 원리


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질문 중 인터
넷 검색, 자료 조사 등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은 문제 선정에서 제외한다.

교수



실험이나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도록 구체적으로 문제를 서술하게 한다.

전략


구성

King,

1992;

NRC,

1996; Moore et al.,
2006; 박종원 2004
Stepien et al., 2000;

적으로 서술하게 한다.

Hakkarainen,
Saltz

&

2002;

Heckman,

2016

증이 생겼는가?


Ceccucci et al., 2015

데이터를 해석한 내용과 적힌 질문을 구체

(예) 정확하게 어떤 점이 궁금한가? 왜 궁금

환경

Vahey et al., 2012;

학생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검색하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컴
퓨터와 인터넷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 해결의 원리



교수
전략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찾아낸 결과가 다른

Griffis et al., 2008;

상황에서도 적합한지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

Hostaling

집하게 한다.

2012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탐구 문제를 고려하
여 측정 간격과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지
도한다.

al.,

Griffis et al., 2008;
Hostaling
20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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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et

al.,

Brogan et al.,



통제 변인과 조작 변인을 고려하여 데이터

Hostaling

를 수집한다.

2012

et

al..

Chang et al., 2009;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와 과학적 지식을 연
계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
구성

deLuca
2011;

&

Lari,

Ucar

&

Trundle,

2011;

충분한 논의시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이 깊이

Wyner, 2013
NRC, 1996;

NRC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한다.

2000; 한은숙, 2002

학생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검색하며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컴
퓨터와 인터넷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 수집 단계의 환경 조건과 동일
표현과 공유의 원리





인터넷 검색 또는 탐구 결과 새롭게 알게

Barker, 2009; Griffis,

된 사실이나 지식을 웹문서로 기록하고,

2010;

쉽게 공유하게 한다.

al., 2012

고, 다양한 형태의 파일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한다.

전략

et

표현 수단이 되는 웹문서나 소프트웨어는
정해진 프레임이 있어 사용 방법이 간편하

교수

Hostaling

(예)sites.google.co.kr 이나 망고보드, x-mind

Zhu,

2012;

Tyner,

2014; NRC, 2016; 김
진영,

2016;

김용민,

2018; 서웅,

안성진,

2019

zen 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Schuff, 2018; 김선영,

형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2015; 박명옥, 2018

효과적인 표현법의 전략을 익히고, 모방을
통해 연습하게 한다.



표현 수단이 되는 웹문서나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거나 계정을
만들도록 한다.

환경
구성

Schuff, 2018; 황향
숙, 2002



사용하는 컴퓨터의 사양에서 활용 가능한 형태의 소프트웨어인지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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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적 타당화: 전문가 검토

내적 타당도화를 위해 전문가 집단의 타당도 검사와 면담이 진행되었
다. 5명의 전문가는 교육공학 전문가, 과학교육 전문가, 경험이 많은 현
장 교원 3인이 실시하였다.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본
연구의 결과물은 현장 친밀도가 높고, 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야 하므로 현장 교원 전문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 교원 C는 교
직경력 20년으로, 학생 R&E 지도, 동아리 탐구 지도 등 다수의 경험이
있으며, 교육학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현장 교원 D는 교직경력 13
년으로, 전공은 물리교육이며 컴퓨터 교육에 관심이 많이 평소 아두이노
등을 이용한 탐구를 진행해왔다. 현장 교원 E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오랜
기간 과학고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탐구지도 경험을 갖고 있으며, 본 연
구와 비슷한 아두이노 기반의 탐구 도구를 과학 탐구 활동에 적용하고
있으므로 수업전략에 실제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었다.
모형과 수업 전략에 대한 타당도 검사는 각각 5가지 항목으로 타당성,
설명력, 유용성, 보편성, 이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Ⅳ-3, 표 Ⅳ-4).
타당도 검사 결과 모형과 수업 전략 모두 CVI 값이 0.8 이상이므로 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IRA 값 역시 0.8 이상이므로 평가자 간 일치도가 신
뢰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보편성 부분의 점수가 모형과 절차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면담 결과 전문가 E의
경우 본 모형이 탐구를 2회 적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제 학교 현장에
서 수업 시간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전
문가 A의 경우는 모형은 보편적이나 수업 절차는 너무 세부적이므로 보
편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였다. 반면 현장 교원 C, D, E 는
수업 전략이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해야 교사들이 수업 전략을 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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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본 모형과 수업전략은 학
교에서 실제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현장교사의 조언을 받아
수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단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한 문장
에 하나의 수업전략만 포함되도록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구 탐색이 단계의 가장 처음이므로, 이에 대한 이유와 당
위성이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에 각 단계별 설명을
좀 더 보완하고, 도구 탐색의 의미를 강조하여 서술하였으며 수업 전략 역
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다. 전문가 E의 의견대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모형의 일부만 실시할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는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본 수업 전략에는 포
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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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 모형에 대한 타당화 평가 문항
전문가
평가문항

타
당
성

평균

CVI

3

3.60

1

4

3

3.60

1

4

4

3

3.80

1

3

4

4

2

3.20

0.8

4

4

3

3

3.40

1

A

B

C

D

E

3

4

4

4

4

4

3

4

4

3

3

IRA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
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탐구학습을 위한 수업 모
형으로 타당하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

설

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명

탐구학습을

력

진행하는 단계들을 잘 설

위한

수업을

명하고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

유

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용

탐구학습을 위한 수업 설

성

계 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

보

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편

탐구학습을

성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될

위한

수업을

수 있다.
본 모형은 지식정보처리역

이

량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해

탐구학습을

도

할 때 필요한 단계가 이해

위한

수업을

하기 쉽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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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표 Ⅳ-11> 수업절차에 대한 타당화 평가 문항
전문가

평가문항

타
당
성

평균

CVI

3

3.60

1

3

3

3.20

1

4

4

3

3.60

1

3

4

3

3

3.00

0.8

3

4

4

2

3.20

0.8

A

B

C

D

E

3

4

4

4

3

3

4

3

4

2

3

IRA

본 수업전략은 지식정보처
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
반의 탐구학습을 위한 수
업 전략으로 타당하다.
본

수업전략은

지식정보

설

처리역량을

명

기반의

력

수업 전략들을 잘 설명하

위한

데이터

탐구학습을

위한

고 있다.
본 수업전략은 지식정보처

유

리역량을 위한 데이터 기

용

반의 탐구학습을 위한 수

성

업 설계 시에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다.
본

수업전략은

보

처리역량을

편

기반의

성

지식정보

위한

데이터

탐구학습을

위한

수업을 할 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본

수업전략은

지식정보

이

처리역량을

해

기반의

도

수업을 할 때 이해하기 쉽

위한

탐구학습을

데이터
위한

게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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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외적 타당화

가. 귀납적 탐구 적용

1) 수업 적용 과정
개발된 수업의 모형과 전략에 맞추어 실제 수업을 적용하였다. 모형과
전략에 따른 구체적 수업 활동은 <표 Ⅳ-3>에 서술하였다. 또한

‘측정

을 하는데 WiFi 등의 환경을 고려한다’, ‘학생들이 탐구활동을 하는 도중
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컴퓨터를 갖추어야 한다’ 등 환경과 관련된 전
략은 학습자 활동으로 드러나지 않고 교사가 수업 전 확인하여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Ⅳ-3> ESDA 탐구모형 귀납적 탐구 수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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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ESDA 탐구모형 귀납적 탐구 단계별 수업 전략과 학습자 활동
단계

학습자 활동


❶

❷

도구
선정

데이터
수집
데이터

❸

변형과
해석

교사가 소재를 먼저 선정하여 제시함. 미세먼지, 이산화탄
소 농도, 온도, 습도 측정이 가능함



학생은 구입한 센서의 사용법은 사용설명서를 읽고 방법을
익히고, 추가적인 궁금증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결함



학생은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을 익힘



학생은 센서를 교실에 설치하고 일주일간 데이터를 수집함



학생은 동영상이나 동료 학습을 통해 엑셀을 학습함



학생은 변인을 선택하여 경향성 분석을 시도함



학생은 그래프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결
과나 경향성에서 벗어난 문제들을 발견함

문제
❹



선택 및 문제 구체화를 통해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계획을

발견과
수립

학생은 변수 중 상관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변인
세움



학생은 관련 신문기사나 논문 자료를 동아리 카페에 올리
고 주목할 점, 알게 된 점 등을 기록하여 공유함



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과학 용어의 이해를 도움



학생은 주제가 결정되고 난 후, 기존 데이터에 추가적으로
창문 개폐 여부, 학생 유무, 에어컨과 선풍기 작동 여부 등

❺

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2주일

귀납적
탐구

간 측정함


학생은 측정한 데이터를 일별로 나누어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시간표, 창문 개폐 여부, 냉방기 여부와 연관 지
어 분석함


❻

인포그래피 형태로 나타내고 한글 문서와 파워포인트를 이

결론 및
표현

학생은 도출된 결과를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함



학생은 한 페이지 정도의 포스터를 만든 후 오프라인 미팅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 포스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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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보처리역량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효과성 분석

정보 수집의 어려움과 효과성
정보 수집은 학생들의 탐구 활동 중 도구 선택, 문제 발견 과정과 데이
터를 해석하는 과정, 실제 탐구를 설계하고 수집하는 과정 등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스캐폴
딩이나 자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
첫째, 정보 수집의 기본적인 정보원을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탐구를 시
작하면서 디지털 탐구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관련 도구와 그 기능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때 학생들은 적절한 검색 사이트를 알지 못했다. 디지털
탐구 도구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라디오를 통해 접한 후 학생들은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으나 도구에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
다. 추가적인 정보를 결국 찾지 못해 교사의 도움을 받아 외국 포털 사이
트를 통해 기기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국
내 포털 사이트는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Vibert et al.(2009)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인식 부족하여 특정 정보원만을 선호하였다. 또한
교실 공기의 질을 분석하면서 지난 달 날씨에 관련된 정보와 공기 청정기
의 판매량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블로그를 살펴보는 등 정확한 정보
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도구가 정해지면 교사는 학생들이 활용할만
한 정보원을 미리 찾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은 정보를 수집하는데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은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
내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뉴스나 개인 블로그 등 출처의 신뢰도와 관
계없이 화면에 보이는 순서대로 방문해보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때 관
련된 키워드의 경우 ‘미세먼지와 습도와의 관계’, ‘에어컨과 이산화 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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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등으로 궁금한 문항을 그대로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미세먼지’, ‘공기
의 질’ 등 검색 결과가 매우 폭넓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의 키워드를 입력하
였다.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키워드 검색을 한 경우 결과 창에서 정보들
의 연결이나 암시적인 것들을 읽어내는 추론적 전략(Beck, 1989)을 활용
하였으나 찾는 내용이 쉽게 눈에 띄지 않으면 검색어 변경이나 다른 페이
지를 보기 등의 전략 없이 바로 포기하거나 아래의 대화와 같이 ‘아무거
나’ 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

A: 도움말 찾아봐. 저기저기!
B: 아니야. QnA에 그냥 물어보자.
C: (QnA를 클릭하고 다 함께 검색된 질문을 훑어본 후) 답이 없는데?
A: 그냥 아무거나 클릭해봐.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은 인터넷 초보 사용자들은 웹에서 정보를 효과적
및 효율적으로 찾는 것은 어려워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Coiro, 2003; Bernier, 2007). 결과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전략에 대한 교
육이 필요하며,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데이터 측정
방법뿐 아니라 기계적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원장치
연결을 위해 디지털 탐구도구를 언제나 콘센트 근처에 두어야 했고, 무선
인터넷이 교실에서 되지 않으므로 대조군 데이터와 실시간 비교가 불가능
하였다. 학생들을 위한 탐구도구 용으로 제작된 IoT 기반 센서들이 맞지
않아 교사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며, 학생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변인도 제한적이었다.
탐구 활동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정보 수집 전략은 동아리원과의 논의
를 통해 발전하였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디지털 탐구 도구를 선택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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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도구의 기능이나 한계, 사용법 등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
하였다.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하고 서로 궁금한 것을 논의하면서 도구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림 Ⅳ-4> 정보수집의 전략화 비교

정보를 수집할 때 기록하는 방법도 동료 간 논의를 통해 전략적으로 수
정되었다. 기존 자료는 문의 개폐와 선풍기 작동 여부가 글로 표현되어
있으나 개선된 자료에서는 기호로 간단히 작성되어 있다(그림 Ⅳ-4). 또한
탐구의 목적을 고려한 전략적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학생 통행에 의한
교실 미세먼지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교실의 사람 유무와 교과의 특성
및 교실 이동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10초 간격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했던
실험 데이터에 비해 방대한 양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학생들은 그래프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측정 간격이 언제나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탐구의 목적에 맞도록 3분 간격으로 데이터 수집 설정을 변
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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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검색에서는 한번 익힌 정보원에 대해서는 다시 쉽게 활용하는 모
습을 보였다. 초반 날씨를 검색할 때 블로그를 보고 확인하던 학생들은
기상청 홈페이지를 알게 된 후에는 초기와 같이 블로그나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 정보가 필요
할 때에도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분석의 어려움과 효과성
첫째,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엑셀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정렬하거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 힘들어
하였다. 8명의 동아리 학생 중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
은 단 한 명으로, 그 학생 역시 단순한 그래프를 그리는 수준의 역량을 갖
고 있었다. 또한 축의 단위를 적지 않는다거나, 변수를 모두 적지 않는 등
그래프의 형식적인 부분, y축의 스케일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ICT 활용 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과학교육에서 활용하
는 ICT 분야는 대체로 비슷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탐구 활
동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래프 형태를 변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프는 과학에서
정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실험 과정에서 변수들 사이의 연속적인
관련성을 예측하게 하고 개념이나 현상의 본질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주
며, 과학 자료의 분석과 양적인 정보의 의사소통을 위한 강력한 도구
(Tyner, 2014)이다. 교과서의 탐구 활동 중 자료 분석 및 해석 활동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박효순, 조희형, 2003; 김미정 외, 2017), 학생
들은 탐구의 목적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였다. 학생들이 이제까지
일반 과학수업에서 경험한 대부분의 그래프는 일차함수의 형태로(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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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욱, 2014) x, y축의 변인이 정해진 경우가 많았으나, 본 탐구에서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x, y축 변인과 축 스케일 등을 학생들이 자율적
으로 모두 정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예컨대 다양한 변인의
연관성을 추측하기 위해 하나의 그래프에 2개의 변인을 포함하여 그래프
를 그렸으나, <그림 Ⅳ-5>와 같이 하나의 축에 스케일이 다른 두 개의
그래프가 들어가면서 유사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림 Ⅳ-5> 하나의 축에 스케일이 다른 두 개의 그래프를 나타낸 그래프

따라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게 한 후 어느 것이 효
과적인지 논의하여 변인 선택에 대한 연습을 하고, 엑셀을 활용하여 그래
프를 그리는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셋째, 정보를 연계하여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미세먼지와 다양
한 변인들의 연관성을 찾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변인 정보를 비교하
여 해석해야 했다. 대부분의 학생은 변인이 하나인 그래프의 경우 경향성
을 잘 파악하였으나 두 가지 이상의 변인을 연관하여 분석하는 추론 단계
에서는 어느 변인을 묶어 비교할지 고민하였다. 학생들은 그래프의 형태
적 유사성에서 연관성을 찾고자 하였으나, 주어진 데이터에서 연관성을 찾
지 못하면 실제 연관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학생들의 선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거나 기존 지식과 연계하여
추론하지 못하면 의미 있는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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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습도는 앞에는 반대로 벌어지는데 뒷부분은 관련이 없는 거 같은데?
C: 그러면 다른 날들에서도 한번 보자. 습도랑 AQI 지수랑 관련이 있는지.

김태선 외(2002)는 추상적 사고가 필요한 두 변인 연결하기와 자료 변
화 등에 대해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이는 학생들의
분석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추가 자료가 없었음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
지 못하였다. 오직 자신이 가진 자료에서만 정보를 도출하려는 모습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지식이나 교육과정과 연계되기 위해
서는 교사의 자료 제시 및 스캐폴딩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와 데이터의 가치와 진위를 판단하는 것이 정보 분석의 매우
중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탐구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파악
하는 일에 소홀하였다.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와 같은 정보들이 거짓일 수
없다는 편견으로 정보를 진위와 관계없이 이용한다는 배경재(2014)의 연
구 결과와도 일치했다. Korpan et al.(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실험 결
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실험 데이터는 모두 사실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데이터 과학에서도 데이터를 클리닝 하는 과정을 거치듯이 과학
탐구에서도 데이터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IoT 기반 센서의
경우 인터넷 안정성에 따라 데이터 전송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
으므로 데이터의 신뢰도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교사의 스캐
폴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다.
정보 분석 요소의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측정한 데이터를 그래프의
형태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아래의 대화와 같이 학생들은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동료학습을 하거나 자기주도적 학습을 시행하며 탐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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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였다.

A: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데, 만약에 데이터가
많으면 (더) 오래 걸리겠지?
B: 나 엑셀 할 줄 모르는데?
C: 그럼 네(A)가 가르쳐 주면 되겠네.

D: 근데 그래프 비교하려면 하나의 그래프에 AQI 지수랑 미세먼지 지수라
던지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야? (x축 시간에 따른 y축
변인이 여러 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A: 나도 그건 잘 모르는데.
C: 그럼 (내가) 찾아 봐야지.

학생들은 엑셀을 학습하기 위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거나 책을 찾아보
는 등의 활동을 자발적으로 시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데이터를 상황과 목적에 맞게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에서 실시간 미세먼지 및 황산화물, 질산화물 농도와
관련된 데이터를 얻은 후 여러 가지 교실 상황과의 인과 관계에 대해 밝
히려고 하였다. 그래프의 x축과 y축 변인을 선택하고 눈금의 크기과 그래
프 형태를 결정할 때 논의를 통해 적절한 형태의 그래프로 변형하였다.

B: 3일 동안 그래프를 한꺼번에 그렸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잘 안보이네. 시
간 축을 x축으로 그렸네. 난 y축으로 그렸는데...
A: 축은 바꾸면 돼.
C: 난 일별로 그렸어.
B: 나도 다시 날짜별로 잘라서 그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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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데이터를 한 그래프에 표현한 것을 보고
학생들은 두 변인이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되면, 그래프 형태의 유사성을
관찰하기 쉽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그림 Ⅳ-6). 이에 따라 학생들은 여
러 가지 변인을 묶어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하려 하였으나 변인에 따라 최
댓값이 달라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시행착오 끝에
알게 되었다(그림 Ⅳ-7). 즉 그래프를 그릴 때의 유의점, 효과적인 방법
등을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었다.

(ug/㎥

(AQI

)

)

<그림 Ⅳ-6> 한 그래프에 3개의 변인을 표시한 그래프
(… : AQI 지수,

―

: 미세먼지 농도,

―

: 초미세먼지 농도)

(AQI

(℃)

<그림 Ⅳ-7> 양쪽의 축 스케일을 다르게 한 그래프
(… : AQI 지수, ― : 온도)

교과서의 탐구 활동은 단순한 그래프를 그리거나 해석하는 형태로,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자료를 해석하는 기초 탐구 수준의 활동이 대부분이다
(양일호 외, 2006; 박은우, 이영희, 2016; 최취임, 이선경, 2016).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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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데이터가 엑셀 파일 형태이므로, 직접 그래프에 필요한 요소들을 정
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자신
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를 가공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지식
정보처리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과학 실험이 연역적 추
론에 따라 인과관계를 증명하지만 본 귀납탐구의 경우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찾아내는 데이터 마이닝과도 유사성을 갖는다.
데이터를 추가 수집하고 2차로 데이터 변형 및 분석하면서 이러한 순환구
조 속에서 자신들의 가정을 확고히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B: 그럼 (창문) 닫으면 올라가나? 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까?
A: 그럼 일단 적어놓고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창문 닫으면 올라
가는 구간이 많으면 창문이 영향이 있다는 거니까.

학생들은 초반에는 다른 요인들과 상관관계를 찾아보는데 어색함을 느
꼈으나 탐구가 진행될수록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
려고 노력하였다.

정보 활용의 어려움과 효과성
첫째, 정보의 조직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보의 조직화
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화하는 일
련의 과정을 의미한다(이종문, 2004). 정보의 조직화는 논리적 질서를 통
해 기초를 만들어 정보가 해석될 때 효과적으로 이해력을 높여, 의미 있
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므로(오병근, 강성중, 2008) 정보를 조
직화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정보 공유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은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으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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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및 결과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
였다. 또한 실험 과정, 결과, 분석이 모두 혼재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흐
름이 논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 탐구의 필요성과 의미 등에 대한 가
독성이 떨어졌다. 이인영(2010)이 실행한 공대 학생들의 실험 보고서 분석
연구에서도 동아리 학생들이 겪은 보고서 작성의 어려움을 유사하게 발견
할 수 있었으며, 비교적 실험 보고서 작성에 익숙한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
이 역시 실험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변선미, 김현주, 2011; 송신
철, 심규철, 2012).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는 다른 형태
의 조직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미숙하다는 점이다. 정보 활
용 요소는 지식과 새로운 이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는 능력으
로 정의된다(장석현 외, 2008). 여기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정보수용자가
얼마나 감각적으로 느끼는지를 의미한다. 특히 설득적 메시지를 포함하는
경우 감각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김건동, 2015), 감성적 접근방법으로 정
보의 메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오병근, 강성중, 2008). 포스터
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정보 표현에 대한 어려움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
났다. 포스터에 포함된 단순한 그래프 그리기의 경우 그래프의 종류, 축
변인에 대한 선택 등에 대해 별 어려움 없이 표현하였으나, 이를 어떻게
작성해야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부 학생들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무슨 사진을 쓸지도 모르겠고, (사진과 글을)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예쁜지
도 모르겠어요.”
“ 쟤가 만들면 예쁘고 눈에도 딱 보이는데, 제(본인)가 만들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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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표현이 잘 된 작품과 동료 교수를 통해 표현 방법을 익힐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산출물을 공유하면서 점점 발전하는 모습
을 보였다. 학생 A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정보를 함축적이고 인상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예컨대 원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래프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에 빨간
사각형으로 강조를 두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였
다. 특히 실험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등심소’라는 용어를 만들
고 소 그림을 넣어 정보가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워먼(Wurman,
2001)은

정보를

조직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치(location),

알파벳

(alphabets), 시간(time), 카테고리(category), 위계(hierarchy)의 5가지를 제
시하였는데, 학생 A의 산출믈은 다른 학생의 산출물에 비해 워먼의 5가지
기준을 더 충족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B 학생의 경우 A 학생의 ‘등심
소’ 용어를 활용하여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표현하였는데 주의를 끌 수 있
는 사진과 짧은 글을 배치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
였지만 C 학생은 전달해야 하는 내용을 글로만 병렬적으로 제시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을 제출했던 A 학생과의 면담 결과 가족의 영향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하시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다수 관
찰하면서 표현하는 법에 대해 익혔으며, 자신이 만든 산출물을 아버지께
피드백 받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역량이 함양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
다. 동아리 학생들은 A 학생의 포스터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작품을 개선
하였다(그림 Ⅳ-8).
미적 역량은 단기간에 훈련되지 않으므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서웅
과 안성진(2019)은 데이터의 표현을 가르치기 위해서 망고보드라는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Zhu(2012)는 구글 차트와 구글 api를 이용하여 데
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등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나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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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미적 역량에 따
라 산출물의 질이 달라지는 파워포인트나 한글 문서 같은 도구보다는 정
해진 템플릿이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자신의 산출물을 표현할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또한 대부분의 이런 프로그램들은
활용 방법이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학생들이 학습하는데도 큰 어려움
이 없었다.

A(여, 15세)

B(여, 14세)

C(남, 15세)

<그림 Ⅳ-8> 학생 포스터 산출물

3) 과학탐구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효과성 분석
첫째, 학생들은 문제 발견 후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 자료 해석 등의 귀
납적 탐구 과정에서 매우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문제 발견 전 단계에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연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월하게 추가 데이터 수
집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
고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의 대화와 같이 활발한 논의를 통
해 학생들 스스로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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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애들이 가만히 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옆에서 계속 있을 것 같고
B: 그런데 어차피 미세먼지, 창문을 열었을 때랑 닫았을 때, 시간표 같이 실
제 상황을 다 고려해서 데이터 분석할거잖아.
A: 그럼 내가 창문이 열렸는지를 기록해 둘게.

학생들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경향성을 확고히 하기 위
해 창문의 개폐 여부도 추가적으로 수집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수집하
는 정보의 종류를 재구성하였다.
둘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질문의 수가 증가하고, 가설
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다. 과학 탐구 과정 중에 새로운 가설을 만
들어내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운 과정으로 인식되어 있다(Chinn &
Brewers, 1993). 막연한 상태로 주제를 선정할 때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
고 문제 선정을 어려워하므로(정우경 외, 2011; 심헌태, 유선아, 2018), 도
구를 미리 선택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문제를 발견하는 구체적
인 활동은 학생들의 막연함을 줄여줄 수 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
서 학생들은 예상한 내용과 불일치하거나, 급격한 그래프의 변화 패턴을
확인하면서 탐구가 가능한 형태의 질문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미세먼지
자료를 수집한 후 그래프를 작성하여 연관분석을 하는 도중 이산화 탄소
의 양이 급격이 증가하는 구간을 발견하였다(그림 Ⅳ-9). 학생들은 원인을
찾기 위해 시간표에 따른 학생들의 움직임, 교실의 인구 밀도, 에어컨 가동
시간, 창문의 개폐 여부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살펴보며 연관성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에어컨의 가동 여부와 이산화 탄소의 농도
가 관련되어 있다는 연관성을 찾아내고 학생들은 ‘에어컨을 가동시키면 교
실 내부의 공기에 대류가 일어나서 이산화 탄소가 증가한다’와 ‘전자 제품
을 켜면 이산화 탄소의 농도가 높아진다’라는 두 가지 가설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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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근데 이산화 탄소는 왜 그렇게 쑥 올라갔어?
B: 이거 역사시간이라 애들도 안 움직였는데.
C: AQI 지수랑 이산화 탄소랑 관계 있어? (검색 후) 없는데?
A: 아! 이때 에어컨 틀었어. 에어컨 틀면 이산화 탄소가 올라가나 봐.

<그림 Ⅳ-9> 새로운 문제인식을 제시한 그래프
(… : AQI 지수, ― : 이산화 탄소 농도)

셋째, 실생활 맥락의 데이터를 활용하므로, 탐구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
에서 본인의 경험과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확인할 경우 과학적 호기심
을 느낄 수 있다. 학생들은 부수적으로 생긴 과학적 호기심이 탐구 문제
와 관계없을지라도 정보 검색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A: 이날은 서울 비 왔어. 한번 (기상청 자료 )습도 봐봐.
B: 야 뭐야. 이날 백령도랑 서울이랑 습도가 똑같은데 한 곳은 비가 오고
한 곳은 비가 안 와. 신기해.
C: 이거 한 10분이 난리 났네. 청소하고 창문은 닫은 채로, 애들 움직이고,
변인이 너무 많다.
A: 똑같이 해서 창문 열고 해보고 싶다. 이거 똑같은 조건에서 창문 열고
해볼까?

학생들은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 적용을 통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가설
의 설정과 문제 발견, 기존 과학지식과의 연계 등에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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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 적용 결과 학생들은 지식정보처리역량
의 정보 검색, 정보 분석, 정보 활용 측면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
며, 교사의 스캐폴딩이나 동료 간 논의, 자율학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
하였고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6>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효
과성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6> 귀납적 탐구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관련 어려움, 효과성, 극복방안
어려움

효과성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활용



정보원을 잘 알지
못함

스프레드시트 프로
그램 활용법을 알
지 못함
목적에 맞는 그래
프를 그리지 못함
변인을 연계하여 해
석하는데 어려움
정보의
가치판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정보 조직화기술의
미숙
정보를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표현하
지 못함







정보원에 대한 학습
후 능숙하게 활용
데이터 수집 전략
의 향상

스프레드시트 프로
그램 습득
탐구목적에
맞는
그래프 그리기
3가지 변인을 고려
한 자료 해석

극복방안



교사의 정보원 제시



교사 지도, 온라인
자료와 동료교수
교사의
과학자료
제시 및 스캐폴딩
동료와의
지속적
논의







동료의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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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



다양한 사례의 모
방을 통한 발전
미적 역량의 개입
이 적은 소프트웨
어 활용

과학탐구의 측면에서 귀납적 탐구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수집하여 경향성을 확인하고, 탐구의 목
적에 맞는 의미 있는 데이터 변형과 그래프 해석이 이루어졌다. 또한 분
석 과정에서 과학적 질문이 증가하고, 구체적인 탐구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질문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탐구 질문에 의해 조사 설계가
정해질 뿐 아니라 수집한 데이터를 설명하는 방향이 정해진다(Sandoval
& Reiser, 2004). 학생들에게 의미 있고 명확한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은
교사의 몫이므로(NRC, 1996), 이를 도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제
를 도출하는 것은 학생과 지도하는 교사 모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
분으로(전영석, 전민지, 2009; 신현화, 김효남, 2010; 정우경 외, 2011; 이봉
우, 2013) ESDA 탐구모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결과적으로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방법에 대한 현장 적용 결
과 지시정보처리역량의 함양에 효과가 있으며, 기존에 연구된 과학탐구
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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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적 타당화 결과: 연역적 탐구 적용
1) 수업적용 과정

<그림 Ⅳ-10> ESDA 탐구모형 연역적 탐구 수업 과정

수정된 모형과 수업 전략을 바탕으로 <그림 Ⅳ-10>과 같이 18차시에
걸쳐 수업을 실시하였다. 적용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1회기당
6차시 총 3회기 동안 수업이 이루어졌다. 1회기는 1단계, 2회기는 2, 3, 4
단계, 3회기는 5, 6단계의 활동이 수행되었다(표 Ⅳ-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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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ESDA 탐구모형 연역적 탐구의 단계별 수업 전략과 학습자 활동
단계

수업 적용


교사는 학생들에게 아두이노를 이용한 디지털 탐구도구를
만들기 위해 코딩 언어를 가르침

❶

도구



탐색

교사는 data.tinkable.net 사이트에 등록하여 데이터 내려받
는 법을 가르침



학생들이 센서 3가지를 아두이노 보드에 설치하고, 교사는
이와 관련된 탐구 사례를 제시함

❷

데이터



수집

인지 정하고, 원하는 곳에 아두이노 장치를 설치함


해석

교사는 일주일간 수집된 과학실과 교실의 조도, 이산화탄소,
온도, 습도 데이터(row data: txt 기반)를 엑셀 파일 형태로

데이터
❸ 변형과

학생은 아두이노 코드를 변경하여 얼마 간격으로 측정할 것

변환하여 제공함


학생은 엑셀 파일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의 그래
프로 변환하고 경향성, 변인 사이의 관계를 논의를 통해 파
악하고 알게 된 사실을 서술함


❹

고 뉴스나 신문기사를 함께 검색하도록 지도함

문제
발견

교사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문을 적게하



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
는 찾아서 적고 그렇지 못한 경우 질문을 구체화시킴



교사는 학생에게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여 그 질문을
확인할 것인지 계획하도록 유도함

❺

연역적



탐구

학생들은 계획한 대로 실험을 수행하며, 이때 도구는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도구를 활용하
도록 함



학생 탐구 주제 예시: 햇빛은 진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까? 에어컨을 켜면 교실 각 위치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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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될까? 사람의 인원수를 이산화탄소 농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



요구하였고, 실험 목적, 과정 결과를 이 사이트에 기록을 남

결론
❻

기도록 지도함

및
표현

교사는 sites.google.co.kr 사이트에 학생들에게 등록할 것을



학생들은 각 회기마다 자신들이 작성한 산출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면서 동료평가를 실시함

2) 지식정보처리역량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효과

학생들의 자기 평가결과
3회기 동안에 한 활동은 지식정보처리역량의 3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활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을 4단계의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
점, 매우 아니다 1점)로 확인하였다(표 Ⅳ-8). 설문 결과 학생들은 대부
분 각 활동에 대해 매우 필요하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데이
터를 기반으로 탐구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정보 분석에 대한 항목이
다른 항목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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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지식정보처리역량 요소별 자기 평가 결과

코딩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과학탐구
도구를 제작하는 활동
정보

정확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수집

활동
데이터의 정확도를 논의하거나 이상 유
무를 판단하는 활동
엑셀을 이용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활동

정보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는

분석

활동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생각
해보는 활동
소프트웨어(sites.google.com)를

사용하

정보

여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

활용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은 디자
인으로 구성하는 활동

평균(n=11)

표준편차

3.6

0.49

3.6

0.49

3.9

0.30

3.7

0.46

3.8

0.40

3.9

0.30

3.6

0.49

3.6

0.49

리커트 척도: 4-매우 그렇다 3-그렇다 2-아니다 1-매우 아니다

또한 역량 함양 측면에서 학생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
였다. 문항은 과학탐구 역량, 과학적 역량의 5가지와 지식정보처리역량,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탐구활동이므로 데이터 소양에 대해 스스로 인식
하는 역량 함양 정도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을 리커트 척도(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니다 1점)로 확인하였다(표
Ⅳ-9).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역량이 증가하였다고 스스로 판단
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탐구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의사소통 역량
등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과학탐구 역량은 학생들이 기존에 익숙하
던 연역적 탐구를 시행했기 때문으로 추측되며, 의사소통 역량이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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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온 것은 자료 제작 및 공유방법의 개선과 모둠원과의 논의 과정이 많
은 시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표 Ⅳ-9> 역량함양에 대한 자기평과 결과
평균 (n=11)

표준편차

지식정보처리역량

3.3

0.46

데이터소양

2.9

0.30

과학탐구역량

3.5

0.50

과학 지식 함양

3.1

0.54

문제발견역량

3.3

0.46

창의적문제해결역량

3.5

0.50

의사소통역량

3.5

0.50

리커트 척도: 4-매우그렇다 3-그렇다 2-아니다 1-매우아니다

정보 검색 부분의 어려움과 효과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 적용에서는 도구를 직접 제작하
는 과정을 포함하였다. 도구를 직접 제작하도록 한 이유는 완성된 형태
로 판매하는 IoT 기반 탐구 도구의 경우 종류가 한정되어 있고, 누적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드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
제적 맥락의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위해 학생이 직접 도구를 제작하여
자신의 실생활 데이터를 누적하여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가지 이
상의 변인 측정’과 ‘누적된 데이터 다운로드 가능’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DIY 형태의 탐구 도구로는 MBL과 아두이노 가장 일반적이다.
MBL의 경우 조작이 간편하고 센서가 정밀하여 과학탐구에 적합하나 가
격이 높다고 수리가 쉽지 않으며 전원 공급이 꾸준해야 한다는 단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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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아두이노의 경우 기판과 센서의 가격이 저렴하고 센서의 종류가
MBL에 비해 더 다양하며 작은 전력으로 작동 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하는 탐구도구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는 데이터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디지털 탐구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활동을 정보수집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아두이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딩에 대해 학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
에 1회차 수업에서 코딩을 가르치고 학생들이 탐구도구를 제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코딩 언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략적으
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12명의 학생
중 아두이노를 미리 경험해 본 학생은 1명이며, 엔트리나 자바 등의 프
로그램 언어를 활용해 본 학생들 역시 아두이노를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학생들의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절반 이상의 학생이 아두이노 코딩을 힘
들다고 생각하였다. 명령어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명령어를 영어
로 입력해야 하는 형식적인 부분에서의 어려움을 겪었다.
IoT 기반의 아두이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WiFi
환경이 필수적인데 연구가 진행된 강의실의 WiFi는 아두이노와 연결이
잘되지 않아 학생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중간에 흥미를 잃는 모습
을 보이기도 하였다. 활용된 강의실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검색은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아두이노와 공유기 사이의 연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이었다. 아두이노를 WiFi 환경에서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
관에서 사용하는 공유기의 연결 방법이 아두이노의 방식과 부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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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연결했는데 서울대 서버에서 막혀서 데이터 안 넘어갔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부분이 조금, 그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만 조금 그랬고 괜찮았어요.
학생 D

학생들은 1회기 도구 제작 과정을 통해 코딩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코딩 언어와 아두이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정보 수집 전략
을 연습할 수 있었다. 스스로 도구를 제작하여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
에서 흥미를 느꼈으며, 도구 제작 후 측정하는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실
시간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며, 측정 주기가 짧아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
다고 생각하였다. 코딩 과정은 학습자가 정보 검색을 통해 방법을 익히
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핵심적인 절차를 알려주는 교사의 절차
적 스캐폴딩이 필요하였다.

문제를 발견하는 거에는 저희가 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문제 뭐
가 다른 건지도 저희가 직접 찾아냈잖아요. 원래는 주어지거나 그런데, 그걸
생각하는 것도 새로워서 좋았어요. 이게 좀 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뭘
한다는 게 더 큰 느낌이고 그것 때문에 성취감도 더 컸고 기계를 만들고 코
딩 한다고 치면 무거운 느낌인데 지금은 좀 가벼워진 거 같아요. 부담감이..
학생 C
뭔가 조금 더 도표를 이제 인터넷에 찾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측정한 걸
도표로 만드는 게 신빙성이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 E

정보 검색 측면에서는 학생들의 주제가 자율적이었으므로, 미리 정보
원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한 센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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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기본적인 정보원, 예컨대 에어 비쥬얼(air visual), NOAA, 기상청
등의 사이트를 알려주고, 블로그나 인터넷 포털 QnA 등은 활용하지 않
도록 지도하였다. 또한 이론에 관련된 질문은 서적, 인터넷 백과사전 등
을 검색하거나 교사에게 질문하고, riss.or.kr와 scholar.google.co.kr 같은
논문 검색 사이트를 통해 비슷한 질문으로 검색한 결과를 참고하도록 하
였다. 정보 검색의 경우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는 전략은 단
시간에 향상되지 않으므로, 몇 가지 수업지침을 통해 학생들이 부적절한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2회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과학지식 검색보
다는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추론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검색이 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데이터 수집 기간의 날씨, 측정 장소에 대한 정보,
관련된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
다. 과학지식과 관련된 검색은 ‘온도와 습도의 관계’, ‘자연광의 조도’ 등
단순 조사형 질문이 대다수였다. 과학 지식과 관련된 검색은 인과적 탐
구가 이루어지는 3회기에 주로 일어났으며, 학생들은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가장 많이 검색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적용
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정보 분석의 측면의 어려움과 효과
내려 받은 데이터 파일은 CSV 형식의 파일로 연구자가 직접 엑셀로
바꾸어 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12명의 학생들 중 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를 교육받은 경
험이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 파일을 열어보고
많은 셀에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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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할 때와 비슷하였다. 연역적 탐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엑셀의 기
본기능을 1시간 정도 설명하는 절차적 스캐폴딩을 제공하였다.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그래프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방법, 평균
을 내는 방법, 일별로 데이터를 나누어서 다른 시트(sheet)에 잘라서 붙
이는 방법, y축을 주축과 보조축 등 그래프의 양쪽에 세워 2개 변인의
경향성을 한 그래프에 나타내는 방법 등 데이터 변형 시에 많이 활용되
는 방법 위주로 안내가 이루어졌다.
엑셀 수업 이후에도 학생들은 분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누적 그래프를
그리거나, 변량의 차이가 큰 세 개의 변인을 한 그래프에 넣어 비교하기
도 하였다(그림 Ⅳ-11). 여러 변인을 한 그래프에 넣을 때, 측정값의 최
댓값이 다르면 경향성이 눈에 띄지 않으므로 보조 y축을 세워야 한다.
학생들은 보조 y축에 대한 기능을 익힌 후 적용사례를 데이터 분석 과
정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내면화시킬 수 있었다.

<그림 Ⅳ-11> 초기 학생들이 그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래프

연역적 탐구를 수행하는 3회기 수업에서 학생들은 탐구의 목적에 부합
하는 그래프 변형을 시도하였다. 더불어 스캐폴딩으로 제공했던 엑셀 기
능 이외에 분석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과정들은 정보 검색을 통
해 탐색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 E의 경우 다른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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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를 연결하여 경향성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일반
적으로 여러 시트에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시트로 옮겨서 그래
프를 그리지만 E 학생은 그래프의 배경을 투명하게 하는 방법을 검색하
여 그래프 두 개를 이어 붙여 경향성을 비교하였다(그림 Ⅳ-12).

<그림 Ⅳ-12> 엑셀의 다른 기능을 스스로 검색하여 그린 그래프

엑셀 프로그램을 익히는 것에 대해 학생들은 모두 과학탐구에 매우 필
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하였으나, 12명 중 4명의 학생들이 데이터 변환에
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하였다. 이렇게 답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2인 1
모둠 수업에서 대부분 보조자의 입장에서 활동한 학생들로 주도적으로
컴퓨터를 실습하는 학생과 눈으로만 확인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컴퓨터
활동의 경우 실습의 비중이 높고, 실습을 할 때 교육적 효과가 높기 때
문에(김용민, 2018), 눈으로만 확인했던 학생들은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꼈을 수 있다. 활동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던 학생 B의 경우는 데이터를
변형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활동하면서는 엄청 어렵게 한 게 아니라 표 만들고 정리하고 그래
프 만드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렵지 않았어요.
학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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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의 왜곡과 과장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 해석, 그리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
래프 변형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온도와 습도
변인을 한 그래프에 그리고 비교하는 과정에서 온도에 비해 습도가 큰
폭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모둠원들과 논의 과정 중에 온도와
습도를 의미하는 y축의 최댓값에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변화
정도를 퍼센트 농도로 구하고서야 습도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
리게 되었다.
학생들은 소프트웨어를 익히는 것보다 데이터를 어떤 형태의 그래프로
변형할 것인지, 어떤 변인을 고려하며 데이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그래프로 변형하였지만 ‘분석’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중심으로 관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교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상승하였다’, ‘온도의 변화는 크지 않지만 습도의 변화
는 크다’ 등의 그래프 해석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분석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그래프의 분석은 단순한 형태의 그래프 ‘읽기’ 와 더불어 그래프의 의
미를 파악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그래프 해석 활동 이
후에는 그래프를 보고 추론이나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공하였
다. trends.googl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갖는 그룹가
수를 입력하고, 연도별 검색량 추이를 살펴본 후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구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추론하는 활동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를 검색했고 몇 가지 타당성 있는 추론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 후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한 그
래프 분석을 재시도 하자, 학생들은 전에 비해 좀 더 깊이 있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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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학교가 끝나도 조도가 0이 아닌걸 보니 근처
에서 불빛이 들어오는 거 같아요’, ‘비상등이 센서 옆에 있었을 것 같아
요, 비상등의 조도와 비슷해요’ 라고 하는 등 그럴듯한 추론과 더불어 정
보 검색을 통해 추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그래프만 보고 ‘어떤 상황이 있었을 거다’ 라고 예측하는 게 재미있었
어요. 그치만 처음에 예시로 주신 질문이 없었다면 어려웠을 거 같아요.
그냥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해봐라 해서 (지금처럼) 수업할 때는 애들한
테 좀 더 편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설세우고 할 때 훨씬 편할 거
같아요.
학생 B

또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와 분석의 타당성에 대해 의
심을 갖고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적으로 학교탐구에서는 경향성이 확실하게 보이는 실험 결과를 경험하였
으나, 본 활동에서는 경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포
함되어 있으므로, 자신들의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게 힘들었어요. 좋을 수 있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미미하게 차이가 나서
학생 E

그래프가 조금 값이 변화가 좀 덜 보여서 분석하기가 살짝 힘들었어요.
학생 F

학생들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모둠원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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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면서 문제점들을 차례로 해결해
나가면서 논의를 발전시켰다. 학생 A와 B는 과학실과 교실의 온도 그래
프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임에도 두 장소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것의 원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A: 혹시 창 방향이 다른 거 아니야? 내가 건축가한테 들었는데 교실은 일부
러 남향으로 짓는데, 난방비 때문에, 교실은 남향일거 같아. 과학실은 적
게 가니까.
B: 그 학교 건축 설계도 찾아서 과학실하고 교실 창문 방향 좀 볼래? 센서
위치가 복도인지, 창가인지 확인해봐.
A: 그날 기상청 자료도 확인해봐. 그거 맞는지. 얼마나 낮게 나온 건지.

학생들은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기상청 자료, 설계도면 및 창과
실내온도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였다(그림 Ⅳ-13).

<그림 Ⅳ-13> 학생 산출물 캡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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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남향으로 인한 차이가 데이터에 나타난 것처럼 큰 차이가 나는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학생들의 논의는 더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때 교사가 교실 안 학생들의 유무, 에어컨 작동의 유무 등에 대한 스
캐폴딩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고, 학생들은 추
가적으로 학급의 시간표, 사람의 체온이 주변 온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정보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하고 조직화하
며 기존의 내용과 연결하여 새로운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를 꾸준히 진행
하였다.
기존의 과학탐구보다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고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기존의 것은 딱 틀에 박
혀서 주제가 이거고 이런 내용이면 이런 실험을 하는 게 정해져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딩 하는 것만 적혀 있는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하고 탐구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험
을 해보자, 아니면 이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하는 과정들이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학생 D

학생들이 탐구를 진행하면서 사고의 흐름대로 정보를 검색하고, 해석
하며, 추가적인 자료수집을 하는 과정은 탐구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교사의 전략적 스캐폴딩으로, 학생
들이 탐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정보 활용의 측면의 어려움과 효과
정보 활용 측면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표현에 대해 강조하였다. 기
존 과학탐구에서 학생들은 결과를 탐구동기-가설의 설정-실험 방법-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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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해석 등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의 형태로 완성하였는데, 이러한 방법
에 많은 학생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변선미, 김현주, 2011; 송신철, 심
규철, 2012).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수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를 활용하여 정보
활용의 측면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SDA 탐구모형의 귀납적 탐구 방법
적용에서는 포스터와 한글 보고서와 같은 기존과 같은 형태에 표현 방법
을 강조한 것이었다면,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 적용에서는
sites.google.com3)을 이용하여 쉽게 수정이 가능한 온라인 형태의 새로
운 저작 도구를 사용하였다(그림 Ⅳ-14). sites.google.com의 경우는 이미
템플릿이 있어 학생들이 글이나 사진 등을 삽입할 때 직관적으로 가능하
며 동영상, 인터넷 기사 등의 다양한 정보를 삽입하여 동적인 산출물을
제작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비해 간단히 정
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림 Ⅳ-14> site.google.com의 화면 구성

3) mockplus. google Docs, Microsoft Office 365, Mural, Xmind 등을 고려하였
으나 무료 유무, 순차적 흐름이 보이는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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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제까지 형식을 강조하던 보고서보다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방법을 선호하였다.
동영상을 넣을 수 있고 만들기가 쉬워요. 일단, 만들기가 쉽고 동영상 삽입
이랑 사진 넣는 것도 워드는 좀 힘들잖아요. 사진 날라가고 막 힘든데 딱
정해진 틀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넣고 싶은 거 넣을 수 있는 게 좋았고,
한눈에 보기가 편해요. 잘 들어와요.
학생 B
레이아웃이 돼 있으니까 깔끔하게 동영상이나 사진 집어넣고 안 불편하게
다 집어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 자기가 필요한 자료들을 사진, 동
영상 다 집어넣어가지고 엑셀, 워드나 한글은 링크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아예 동영상이 바로 틀어지니까 좋은 거 같아요.
학생 E

학생들의 산출물에는 대부분 뉴스나 신문기사가 삽입되었는데, 이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탐구 문제로 발전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하였
다(그림 Ⅳ-18). 학생들이 질문을 발견하고 답을 확인해가는 과정에서
뉴스나 신문기사를 접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면
서 생활 속의 탐구 주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문제의 초석이
된 뉴스나 신문기사를 바로 문서에 삽입함으로써 이를 표현하여 전달하
는 과정에서 청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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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을 작동하며 나오는 차가운 공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피곤함을 느

기가 바닥으로 내려가면서 이산화탄

낄까?

소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햇빛 진짜 학업에 영향을 줄까 ?

강의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산화탄소 및 조도 변화가 생길 것
이다.

<그림 Ⅳ-15> 인터넷 기사를 통한 문제의 학습 맥락화 예시

3) 과학 탐구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효과성 분석
학생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이를 검색하는 과
정에서 변인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을 발견하면 문제의 범위가 확대되
기도 하는 등 탐구 주제를 기존 과학탐구에 비해 어렵지 않게 발견하였
다. 또한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보게 된 영상이나 자료들을 참고하
여 실험 설계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표 Ⅳ-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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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활용 데이터부터 실험방법 설계까지의 과정
A 모둠
데이터

B 모둠

과학실과 교실의 조도 데이터

과학실과 교실의 온도 데이터

해석

조도가 100이상이면 교실 불이
켜있고, 밤엔 0이다. 그런데 20
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학실과 교실의 온도 차이가
크다.

질문

조도 16이면 얼마나 밝은 것일
까?

창의 방향에 따라 실내 온도
차이가 클까?

비상등 정도의 밝기이다. 따라
서 주변 건물 밝기일 것이다.

창문의 방향은 온도에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검색 및
추론
추가
데이터

이산화 탄소 농도 데이터

과학실과 교실의 조도 데이터

확인
가설
(문제)

실험 방법

이산화 탄소 양을 측정하고 사
람의 유무를 판단하여 사람이
없지만 형광등이 켜져있을 때,
형광등을 자동으로 끄는 센서
를 만들 수 있다.

햇빛이 학업에 영향을 줄까 ?

이산화 탄소, 조도 센서를 강의
실에 설치하고 일주일간 데이
터를 측정한 후 시간표와 비교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
탄소의 양이 증가할 것이므로
햇빛이 들어오는 밀실에서 수학
문제를 푼 학생이 있는 방이 이
산화 탄소량이 더 많으며 수학
문제 또한 빨리 풀 것이다.

문제 발견의 과정은 학생들의 활동 산출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그림
Ⅳ-16). 학생 B가 속한 모둠의 결과로, 학생들은 조도 데이터를 활용하
여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였다.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의문
사항이나 추측을 적어보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목적을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을 하면서 학생
들의 사고는 확장되고 이를 바탕으로 탐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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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6> 학생 B 모둠의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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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과학 탐구를 해봤거든요?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땐 너무 막막한 거예
요. 왜냐하면 이렇게 원인 결과 찾아서 짜임새 있게 다 이어가면서 선생님
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가설도 뭐하지? 뭐하지? 겨우 생각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진짜 힘들어 가
지고 과학 탐구 하기 싫었었거든요? 그 생각하기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기 싫었는데 이번에 3주 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자
해서 그냥 따라갔잖아요. 저희는 따라간 대로 하니까 다 거기서 내용이 또
나오고 그 내용이 별로 힘 안 들이고 원래 찾았던 거에서 또 찾고, 찾고 하
면 되니까 이번 활동으로 한 과학 탐구는 재미있게 했어요. 안 힘들고
학생 B

학생들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질문들에 대해 ‘자연스
러운 상황’에서 떠오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였다. 학교에서 이제까지 경
험하던 ‘마음먹고 찾아서 해야 하는’ 질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면서 문
득 떠오르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
다. 또한 이를 통해 자신의 사고가 확장되고 전환될 기회가 되었다고 생
각하였다.

처음엔 질문이 뭔가 되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면서 그냥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 궁금한 것만 찾아내는 거여서 질문 찾
아내는 데 좋을 거 같아요. 어떤 거 질문을 찾아내야 되는지 생각할 때 좋
은 거 같아요.
학생 F

또한 허용적인 분위기와 6시간의 긴 탐구시간 동안 진행된 개방적 탐
구는 학생들에게 과학탐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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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이 집중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교 같은 데서 했던 것들은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실험 같은 거나 결과
같은 것들이 실패해도, 안 나와도 그대로 안 쓰고 성공한 결과라고 해야 하
나? 그렇게 쓰는 게 많았는데 이건 저희가 직접 해보고 저희가 실패한 가
설이 실패하면 왜 실패했다. 어떤 게 실패한 것 같다를 직접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긴 거 같아요.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서. 그냥 짜여 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딱 주고 그대로 따라서 하고, 짜여 있
는 게 별로 재미있지 않았던 거 같아요.
학생 F

하지만 실험을 설계하고 수집된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식의 양
이 부족한 학생들은 깊이 있는 과학적 해석을 하지 못하였다. 선지식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보 검색을 자유롭게 하도록 지도하였으나 검색된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과학적 문헌을 찾
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 맥락의 정보소양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함께 수반될 필요가 있다.

4) 요약
ESDA 탐구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 적용 결과 학생들은 지식정보처
리역량의 정보 검색, 정보 분석, 정보 활용 측면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
었으며, 스캐폴딩이나 동료 간 논의, 자율학습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였고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Ⅳ-11>은 어려움과 극복방법 효과성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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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1> 연역적 탐구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효과성,
극복방안
어려움


효과성

극복방안

코딩언어와 아두이
노를 잘 알지 못함



학교

무선 인터넷에 잘

정보
수집

아두이노가
연결되지 않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원에 대한 학습



후 능숙하게 활용


데이터 수집 전략

시


의 향상

원본데이터를 다운

교사의 스캐폴딩 제
기술적 제한조건 파
악

로드 받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음


스프레드시트 프로
그램 활용법을 알
지 못함



목적에 맞는 그래
프를 그리지 못함

정보
분석



변인을 연계하여 해



그램 습득 및 응용


정보의

가치판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컴퓨터 성능의 저
하로 데이터 처리



정보



왜곡과




그래프를

교사의

과학자료

제시 및 스캐폴딩


성 이해

교사 지도, 온라인
자료와 동료교수

이터 변형의 윤리

동료와의

지속적

논의

이용한

과학적 추론


데이터 해석의 타
당성 여부 확인



웹기반 문서 사용
을 위한 미성년자

활용

그래프의



웹기반 문서 활용
법을 알지 못함



맞는

과장으로 인한 데

에 어려움을 겪음


탐구목적에
그래프 그리기

석하는데 어려움


스프레드시트 프로

웹기반 문서 작성
의 공동작업 실시



동영상이나 신문기

회원가입의 어려움

사 등의 자료를 다

효과적인 정보 표

양하게 활용

현법을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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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스캐폴딩

및 인터넷 자료 검색


동료의 피드백 및
지속적 논의

적용 결과 과학탐구의 측면에서는 실험 설계와 가설 설정 부분에서 효
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질문을 제시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검색하면서 기본 지식을 축적하
였다. 또한 뉴스나 신문기사 등을 검색하면서 탐구 문제를 구체화하였기
에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학탐구
에 비해 좀 더 수월하게 가설을 설정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험 설계 역시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연역적 탐구 결과에 대
한 해석은 선지식의 부족으로 과학적으로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
고 과학적 해석을 위해 찾은 논문이나 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
다. 따라서 과학적인 글을 찾아 이해하는 과학적 맥락의 정보소양을 함
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결과 해석의 경우 교사의 지식 수
준을 넘어설 때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탐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결과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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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1. 요약

과거 산업기반 사회와 달리 지식정보화 사회가 대두되면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왔고,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던 새로
운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추구하는 과
학 교육의 목표는 과학적 소양과 문제해결력의 함양에 있다. 따라서 새
롭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력의 범주가 바뀌어야 하
며, 이에 대한 과학교육의 방법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데이터와 정보를
적절하게 찾고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지만, 기존에 실시하던 학교탐구
에서는 데이터와 정보를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어 한계가 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력의 바탕에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이
있으며, 이를 키울 수 있는 방안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는 지속적으로 현상을
측정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방법을 의미
한다. 또한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일반 소양측면 외에도 교과 맥락이 존재
하므로,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정보 및 데이터를 수집, 처
리, 분석,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기존에도 과학탐구를 통해 과학적 맥락에서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
양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일반화된
모형이나 전략보다는 한두 가지의 구체적 수업사례를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관련된 탐구 활동을 실행하였으나, 그 결
과에 대해 역량 관점에서의 효과성 분석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하고 시대 변화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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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과학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 함양 수준을 지식정보처리역량의 요소별 관점에서 분석하여 확인하
고자 하였다.
모형과 수업 전략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본 연구는 Richey &
Klein(2014)이 제안한 설계․개발 연구방법론(design and development
research)의 모형 연구의 절차에 따랐다. 문헌 연구를 토대로 모형과 수
업전략을 개발하고 전문가에 의한 내적 타당화 과정과 현장 적용에 의한
외적 타당화 과정을 거쳐 모형을 완성하였다.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교사로서 느낀 상심과 탐구지도에 대
한 경험을 고려하여 탐구 모형과 수업 전략을 개발하였다. 모형의 체계
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주의에 기반을 둔 자원기반학습이론을 개발의 이
론적 배경으로 하고, 과학탐구, 데이터 과학, 통계적 문제해결 모형을 문
헌 연구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자원기반학습이론을 이론적 프레임으로
활용한 이유는 자원기반학습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많은 연구 결과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함양되었으며, 주변의 환경 구축과 수업전략이라는
측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어 추후 데이터 기반 탐구학습의 현장 적용성
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과학이나 통계적 문제해결 모형을 문
헌 연구의 범주에 포함한 이유는 데이터 리터러시는 통계적 소양이 필요
하며(Schield, 2004), 데이터 과학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추출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와 공통점(Ceccucci
et al., 2015; 김진영, 2016)이 있기 때문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1차로 개발된 모형은 내적 타당화 과정과 외적 타당
화 과정을 거쳤다. 내적 타당화를 위해 모형과 수업전략을 관련 연구자와
교사에게 설명하고, 검토와 자문을 구하였다. 검증 결과 내용 타당도와 평
가자간 일치도 모두 타당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모형과 절차에서 보

- 136 -

편성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는데, 현장교사 전문가의 경우 탐구가 반복되어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장 적용이 어렵다고 하였으며 현장 적용성을 높
이기 위해 수업 전략이 더욱 세부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교육
공학 전문가의 경우 수업 전략이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에 맞추어져 있고,
수업 전략이 구체적이므로 보편성 부분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과 수업 전략은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현장 밀착형 결과물을 목표
로 하고 있으므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략을 세분화하고 구
체적으로 서술하였다. 탐구 과정의 단계가 길어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의
견에 대해서는, 모형을 단축할 경우 모형의 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
로,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타당도 검
사와 면담 후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연구자간의 논의를 거쳐 수업전
략을 수정하였다.
외적 타당화 과정은 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를 모두 포함하는데,
학생들의 탐구 과정을 지도하면서, 심도 있게 관찰하기 위해 귀납적 탐
구와 연역적 탐구를 분리하여 적용하였다. 본 모형의 귀납적 탐구 과정
은 5개월간 중학교 3학년 동아리 학생들에게 적용되었다. 학생들은 초기
에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의 부족으로 정보 검색, 방대한 양의 데이터 분석,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의 활용, 데이터의 경향성 파악 등에서 많은 어려
움을 겪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사의 지도와 동료와의 논의, 자기 주
도적 연습을 통해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측면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며 수월하게 문
제를 발견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탐구도구의 기능과 데이터의 형태,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성, 학교의 인터넷
여부와 컴퓨터 성능 등의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모형의 연역적 탐구 방법 적용은 경기도에 위치한 영재원에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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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3회기, 총 18차시를 적용하였다. 귀납적
적용과는 달리 학생들에게 아두이노 코딩을 가르쳐 도구를 학생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결과 학생들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이 향상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 변형하
여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해석하는 과정이 회기가 진행되면서 반복되므
로 효과적으로 향상되었다. 또한 웹기반 문서를 활용하면서 공동 작업을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템플릿에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을 시
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을 높이고 보고서 작성에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도구를 학생 스스로 개발하도록 함에 따라 도구로 인한 제약은
줄어들었으나 이를 교육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했으며 코딩을
경험한 적이 없는 학생에게 코딩 교육 자체가 어려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은 결과를 과학지식과
연결하여 해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최종 개발된 모형은 도구 선택-데이터 수집-데이터 변형 및 해석-문제
찾기-귀납적 탐구와 연역적 탐구-결론 및 표현으로 6단계로 진행된다.
본 모형은 일반적인 탐구 모형에서 문제를 먼저 수립한 후 탐구를 진행
하는 것과는 달리 도구를 선택하여 먼저 데이터를 수집한 후 문제를 찾
아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처리역
량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을 강조하며, 데이터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탐
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을 포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
여 탐색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본 모형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본 모형을 탐색적 과학 데이터 분석 탐구모형(Exploratoray
Scientific Data Analysis Inauiry Model, 이하 ESDA 탐구모형)이라고 명명
하였다. 또한 모형은 문제를 발견한 후 문제의 종류에 따라 경향성이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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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을 파악하는 귀납적 탐구 또는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연역적 탐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하여 효과적으로 표현·공유하는데 초점
을 맞추었다.
수업 전략은 자원기반학습의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초기 전략을 도출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7가지 원리 세분화되
었다. 도구 탐색의 원리, 실생활 데이터 수집의 원리, 데이터 변형의 원
리, 데이터 해석의 원리, 문제 구체화의 원리, 문제 해결의 원리, 표현과
공유의 원리이다. 각 원리는 탐구 모형과 연계되어 있으며, 탐구를 수행
할 수 있는 환경 구성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2.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해 데이
터 기반 탐구 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확인하
는 것으로 문헌 연구와 전문가 검토, 현장 적용성 평가 등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은 손미현 외
(2018)가 정의한 지식정보처리역량에 데이터를 수집, 처리, 분석, 표현하
는 역량을 포함하였다. 데이터와 정보를 인간의 인지적 관점에서 정의할
때(Zins, 2007), 현상을 측정한 숫자로 표현되는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현상이 가진 의미를 내포하므로, 정보의 범주에 포함하였다. 하지
만 이는 과학을 ‘현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학문’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본
것으로 과학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갖거나, 또는 같은 관점이라도 데이터
와 정보의 정의를 다르게 인식할 경우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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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
처리역량에 대한 정의는 과학의 본성을 고려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
어야 하며, 이를 함양하기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역시 함께 연
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과학탐구 과정에서 볼 수 없던 데이터 분석
과정, 코딩을 이용한 탐구도구 제작 과정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데
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융합교육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도 확인할 수 있는데,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융합적 성격은 컴퓨터 역
량, 수학적 역량과 관련되어 있다(Slater, 1998; Barker, 2009). 또한 본
모형에서는 학생들이 아두이노 코딩을 학습하고 탐구도구를 직접 제작하
는 등 소프트웨어 교육과의 융합도 가능하다. 사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
여 데이터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결론을 표현
하는 능력 등 학생들의 ICT 역량, 코딩 역량은 과학 수업이 아닌 기술
가정 혹은 정보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단, 과학
탐구라는 지향점을 공유하며 분과 수업이 함께 이루어질 때, 전체적인
수업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
는 현장에서 타교과와 협업하여 융합수업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요소
가 풍부하므로,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
할 수 있는 융합수업의 형태와 교육과정 재편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균형 있는 과학탐구 역량과 문제해결력을 함양하
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와 더불어 과학지식의 학습 및 이와
관련된 기초 탐구가 함께 실행될 필요가 있다. ESDA 탐구모형은 지식
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하고, 과학탐구 과정에서 문제 발견과 보고서 작성
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정보를 검색하거나 데이터를 다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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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기술적인 역량,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역량 등 지식정보처리역
량의 요소는 여러 번의 반복 훈련으로 함양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과
학 지식을 토대로 결과 데이터의 원인을 설명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결과 해석과 같은 기존의 과학 지식과 연계하여 해석하
고 사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과학학습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와 관
련된 기초 탐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ESDA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은 다음과 같은 학문
적,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물은 과학적 맥락에서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정
리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탐구모형과 수업 전략
을 제안하였다.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은 전체적인 수업 중 데이터 및 정보 분석과 같은 일부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거나(Martin & Howell, 2001; 구자옥, 2006), 구체적인 하나의
수업 사례를 제시함으로써(Griffis et al., 2008; Qin & D'Ignazio, 2010b),
일반화하여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데이터 과학 전공
대학생, 과학 관련 전공자 위주의 연구들이므로(Iqbal et al., 2007; Qin
& D'Ignazio, 2010a; Adams et al., 2012)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화된 수업 모형이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
들의 인식조사, 어려운 점 등에 대해서는 연구되었으나(Barker, 2009;
Hotaling et al., 2012), 실제 수업에 필요한 수업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
시한 연구 역시 드물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대상 과학적 맥락
의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일반화된 탐구 모형과 구체적 수업전
략을 개발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의 다양한 변형과 현장 적용성
증진의 가능성을 보였다.
둘째, ESDA 수업모형과 전략은 자원기반학습이라는 이론적 토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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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탐구교육에 체계성
과 다양성을 증진하였다. 자원기반학습이론은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정보
를 조직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강조하는 교수설계이론으로, 대부분 웹 환
경에서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을 위한 탐구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손미, 1999; 강명희, 한연선, 2000; 조혜령, 김정겸, 2006). 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학습이론을 근거로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는
면대면 과학탐구의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자원기반학습이론의 적용 범위
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자원기반학습이론의 4가지 요소인 학습맥락,
자원, 도구, 스캐폴딩을 토대로 필요한 수업 전략과 학습환경을 고안함으
로써 모형과 수업전략의 체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다.
셋째, 데이터 과학, 통계학의 탐색적 데이터 분석(exploratory data
anlysis, EDA)을 과학 탐구에 접목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과학탐구를
고안하였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의 전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하며(Velleman & Hoaglin, 2004), 데이터 통찰력을 함양하는데
효과적이다(Moore et al., 2006). 이제까지의 과학 탐구는 가설을 설정하
고 통제된 실험 상황에서의 이미 예측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기 때문에
(박종원, 2004) 이러한 역량을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과학탐구에 도입하여 도구를 먼저 선정
하고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데이터 과학, 통계학
의 방법을 새롭게 과학탐구에 접목함으로써, 지식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역량 및 통찰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과학탐구를 제안하였다는 데 의의
가 있다.
넷째, 지식정보처리역량 함양 뿐 아니라, 과학의 본성을 경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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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제적 탐구의 실천적 유형을 제안하였다. 자연적인 조건 아래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료를 수집하는 것,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 필요한 도구를 직접 제작하는 것(AAAS, 1989) 등은 과학
자들이 하는 실제적 탐구의 특징이다. 실제적 탐구는 과학의 본성을 경
험할 수 있는 활동이지만, 이를 학교탐구에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Chinn & Malhotra, 2002; Bevins & Price, 2016; 박상태 외,
2002; 김희령, 여성희, 2004; 최취임, 이선경, 2016). 하지만 ESDA 탐구
모형과 수업 전략은 코딩 언어를 학습하여 탐구 도구를 제작하고, 충분
한 기간 동안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 및
분석하면서 실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모형의
단계별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실천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적 탐구
적용과정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섯째, ESDA 탐구 모형은 과학탐구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어려움
을 줄이고 흥미를 고취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도구를 선택한 후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부 변인을 선택할 수 있어 실험
설계의 막연함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학생
들의 개념지식이 매우 중요한데(전윤식 외, 2003; 이혜주, 2005), 배경지
식이 많지 않은 학생들이 아는 것을 벗어나 현상을 보고 문제점을 찾기
는 쉽지 않다(정주혜, 김효남, 2013). 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데이터를 분
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수치나 경향성을 발견하고 질문을 제시하므로 배경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일지라도 비교적 쉽게 질문을 제시할 수 있었다. 결
론 및 표현 단계에서도 기존의 보고서 틀을 벗어나 학생 중심의 사고 흐
름을 반영한 표현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
는 역량을 함양시키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식정보처리함양을 위해 학생이 자신 주변의 환경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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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스스로 수집하고,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학탐구를 진행
할 수 있는 ESDA 탐구모형과 수업전략을 개발하였다.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이므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결과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정의하고, 이
를 함양하기 위해 새로운 과학탐구의 모형과 수업전략을 제안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는 영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을 실시하였고 양적 분석
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학교급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과학적 맥락에서의 지
식정보처리역량을 정의하고, 이것을 함양하기 위한 탐구 모형과 수업전
략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과학탐구 측면에서 학생들이 데
이터나 현상을 통해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전략을 설계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지식정보처리역량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역량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때, 과학적 맥락의 지식
정보처리역량의 포괄적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가 토대를 이루
어야 타당도 높은 객관적 지표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적 맥락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완성될 경우, 이를
활용한 수많은 양적 연구가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식정보처리역량을 갖춘 학생들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탐구를
실시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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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지식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문제해결력을 함양하는 것이 과학교
육의 최종 목표이며, 본 연구는 그 중간 단계로서 문제해결력의 바탕이
되는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데이터와 정보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에 관한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데이터를 통해 질문을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과 전략, 탐
구 가능한 형태로 질문을 구체화하기까지 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교사의
수업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SDA 탐구 모형 단계 중
데이터 수집을 통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질
문이 증가하였고 문제 발견에 대한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하지
만 이는 연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부가적인 효과로, 모형의 절차에 따
른 문제 구체화 과정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인지 변화를 확인하지 못하였
다. 따라서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요건을 제시하고, 모형의 변형이나 부
분 적용 등의 실천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가 융합교육으로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
는 구체적인 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교육 뿐 아니라
통계를 포함하는 수학교육, 데이터 과학 교육, 메이커 교육 등을 다양하
게 포괄할 수 있었다. 특히 분과적으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
육과정의 수정 및 재구조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수업 전략, 필요한 교실 환경 등에 관한 실천적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탐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원활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활용 가능
한 구체적 학습자료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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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식정보처리역량과 관련된 연수는 ICT 활용 연수로 일반적인 소
양 측면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어 과학탐구를 지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손미현, 정대홍, 2018). 데이터 기반의 과학탐구가 현장에서
확산되고, 학생들의 지식정보처리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이러한 탐구를 지도하는 방안에 대해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학교급에 따른 여러 형태의 데이터 기반 탐구가 실제 현장에서 시
범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 처방적 형태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과 학생용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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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ESDA 탐구모형(연역탐구) 학생용 설문지
데이터-지식정보처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했던 ‘데이터-지식정보처리역량 강화 프로그램’
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
한 답변은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과 학생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 유용하게 활
용될 것입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절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항에는 정답이 없고, 어떠한 불이익
도 없으므로 솔직하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1. 과학탐구를 실시하는데 있어 각 활동이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종류

척도

코딩을 통해 자신이 필요한 과학탐구

① 매우 그렇다

도구를 제작하는 활동

혀 아니다

엑셀을 이용해 데이터를 변환하는 활

① 매우 그렇다

동

혀 아니다

데이터를 살펴보고 그 의미를 찾아보

① 매우 그렇다

는 활동

혀 아니다

데이터를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생

① 매우 그렇다

각해보는 활동

혀 아니다

소프트웨어(sites.google.com)를

사용

① 매우 그렇다

하여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

혀 아니다

결과를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은 디

① 매우 그렇다

자인으로 구성하는 활동

혀 아니다

정확한 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

① 매우 그렇다

는 활동

혀 아니다

데이터의

정확도를

논의하거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활동

① 매우 그렇다
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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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

④ 전

2. 본 수업(아두이노 코딩-데이터 변형 및 해석-새로운 탐구활동)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3. 본 수업(아두이노 코딩-데이터 변형 및 해석-새로운 탐구활동)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4. 본 수업(아두이노 코딩-데이터 변형 및 해석-새로운 탐구활동) 활동이 앞으
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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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수업을 통해 본인에게 다음의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류

척도

지식정보처리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데이터 소양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여러 분야 지식의 융합 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과학 탐구 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과학 지식 함양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문제 발견 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의사소통역량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아니다 ④ 전혀 아니다

6. 본 수업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업 시간, 도구, 흥미요소, 내용, 방식 등등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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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ESDA 탐구모형(연역탐구) 학생면담 질문지

1. 코딩을 이 활동 전에 학습한 적이 있는가?
2. 코딩하는 부분에 대한 난이도와 본인의 생각은?
3. 코딩을 통해 프로그래밍을 하는 과정이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가?
4. 이러한 활동으로 탐구도구를 만들 수 있다면 기존 탐구도구 활용에 비해 어
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5. 표로 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바꾼 후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하였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6. 앞으로 이 활동이 과학탐구 또는 삶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로 예상하는가?
7. 그래프 해석을 통해 새로운 질문을 찾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질문
찾기’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이러한 경험이 본인의 삶 또는 과학탐구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하는가?
9. 구글 사이트를 이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서를 제작해보았다. 기존 보고서
작성법에 비해 장단점은 무엇인가?
10.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익히고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11. 3주간의 걸친 수업 동안 코딩을 통한 탐구도구를 직접 제작하고, 소프트웨
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변형하고 그 의미를 찾아내며 새로운 문제를 찾아
탐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이 기존의 과학탐구에 비해 어떠한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하는가? (문제발견, 실험설계, 실험해석, 결과분석, 보고서 작
성 등)
12. 이러한 활동 전체가 나의 어떠한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 (또는 이 수업을 하기 전와 후에 나의 모습에서 차이점은 무엇인가?)

- 177 -

[부록 3]

ESDA 탐구모형(연역탐구) 학생 면담 전사자료(일부)

인터뷰어: 그러면 이번 수업에서 코딩 하는 거에 대한 난이도, 난이도는 좀 어땠다
생각해? 네가 배우기에는?
학생 A: 중상?
인터뷰어: 중상? 마냥 쉽지만은 않은데 그냥 막 엄청 어렵진 않은
학생

A: 그냥 따라 할 만한

인터뷰어: 따라 할 만한 정도? 그 다음에 뭐 별다른 어려운 점은 없었어? 코딩 하면
서? 그러니까 수업을 배우면서?
학생

A: 그냥 잘 따라 하면 나오니까 마지막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인터뷰어: 마지막에
학생

A: 그 안 뜨잖아요. 보안 걸려서, 그것만 아니었어도 성공했는데

인터뷰어: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렇지 교수님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하
니까 좀 할만했어?
학생

A: 네

인터뷰어: 알겠어, 그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는 과정
이 너 자신한테는 좀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학생

A: 약간 제 꿈이 4차 혁명 시대에 컴퓨터로 어장 해가지고 고기 잡는 그런 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컴퓨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거에 도움이
될 거 같았어요.

인터뷰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어장을
학생

A: 농부도 막 컴퓨터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도 약간 스
마트하게 컴퓨터 연결 시켜가지고 물 이렇게 해주고 코딩해주는 것

인터뷰어: 나중에 언젠가는 컴퓨터가 많이 쓰게 될 거니까? 거기에 너의 프로그램 하
는 능력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학생

A: 네

인터뷰어: 알겠어,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수업을 통해서 탐구도구를 만들었잖아, 그렇
지?
학생

A: 네

인터뷰어: 그 탐구도구를 만들 수 있으면 기존에 있는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는 거에
비해서 좀 어떤 도움이 될 거 같아?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게 기존에 있는 것보
다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될 거 같아?
학생

A: 기준이 있는 것보다는 약간 제 생각을 넣을 수 있잖아요. 저의 약간 머릿속
에 있는 의견, 생각들, 그 제품에 넣을 수 있잖아요.

인터뷰어: 탐구 도구에 너의 의지를 좀 담을 수 있다? 또 어떤 것들이 있어? 그거 말
고는 장점이 별로 없을 거 같아?
학생

A: 어떤 거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지금

인터뷰어: 탐구 기존에 있는 거 말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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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너의 생각을 담을 수 있는 거 말고
학생

A: 약간 더 좋은 걸로 변화하는 거요?

인터뷰어: 그렇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학생

A: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자기가 있었는데 불편하다 해가지고 바꾸고 이
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있겠죠.

인터뷰어: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 수업에서 표로 데이터를 받았을 거 아니야?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그래프를 바꿨잖아, 그래프를 바꿔가지고 의미를 파악하는 활
동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 같아? 뭐가 좀 어려웠어?
학생

A: 사실 엑셀 할 줄 몰라가지고

인터뷰어: 엑셀 이번에 처음 한 거야?
학생

A: 네, 엑셀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보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
서 그 표는 받았는데 그래프 해가지고 바꾸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인터뷰어: 그런 것들, 알겠어 3주 동안 코딩을 해가지고 탐구 도구도 직접 만들고 소
프트웨어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도 변형하고 의미 찾고 새로운 문제 찾아서 탐구
를 진행하고 이런 활동을 했잖아, 이렇게 좀 네가 처음 코딩부터 시작해가지고
탐구까지 가는 과정이 이제 기존의 네가 실험 수업에서 했던 탐구활동에 비해
서 어떤 장점을 좀 가진다고 생각해?
학생

A:: 탐구는 말 그대로 어떤 실험 같은 걸 해가지고 딱 보여진 보고서에 끼워
넣기에요. 대부분, 탐구 같은 것도 주제가 있잖아요. 대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냥 딱 블록 안에 있는 것만 그거에 대해 나오는 그걸로만 하잖아요.
탐구 솔직히 애들이, 그런데 이거는 되게 탐구가 자유롭고 자기가 모르는 답이
니까 솔직히 탐구할 때는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예견하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못하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인터뷰어: 그럼 실험을 구상하거나 해석하거나 결과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 그런 과
정들에서의 어려움은 없었어? 기존 탐구활동은 되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데 이번 3주 동안 한 탐구 활동은
학생

A:: 처음에 주제가 가장 어려웠어요.

인터뷰어: 주제가 가장 어려웠어?
학생

A:: 어느 걸 하냐

인터뷰어: 그런데 주제를 찾고 나니 좀 어땠어?
학생

A: 주제를 찾고 나니까 이거 하면 이것도 같이 따라오고, 따라오니까 끝까지
가더라고요.

인터뷰어: 의외로 좀
학생

A: 주제만 잡으면

인터뷰어: 의외로 좀 잘되는 느낌이 들었어?
학생

A: 처음 길만 잡으면 되게 부드럽게 가는 거 같아요. 더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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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ESDA 탐구모형(연역탐구) 적용 수업용 ppt(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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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ESDA 탐구모형(귀납탐구) 학생활동 전사(일부)
<녹음 2> 주제 선정과정
교사; 얘들아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시간 등등 AQI 지수라
고 해서 공기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 계산된 값, 그리고 온도, 습도,
이산화 탄소 농도가 있어. 지금은 10초 단위로 수집하거든, 어떻게 할까? 조절이 가
능해. 3분, 5분, 무슨 단위로 저장하면 좋겠니?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A가 한
시간 씩 평균을 내서 점을 찍어서 꺾은선 그래프를 그려놓은거야. 연구 목적에 이
그래프가 적당할까? 어떻게 할까?
A; 한 시간 평균으로 만들고 확 변하는 구간을 확대해서 봐도 되구요.
(조금 시간 후) 그냥 평균 안내고 쭈욱 길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10초 단위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3분 단위로 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평균 내지 말고 3분 단위로 나온 값을 바로 그래프로 그리구요. 그리고 어떤 수치로
(스케일)로 나타낼지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한 시간은 텀이 너무 길어서 안좋아
요. 그리고 어디서 변했는지도 평균을 내버려서 확인이 안돼요.
B: 어떨 때 높아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C: 시간표랑 맞추기도 맞지 않아. 1시간 단위면 안되잖아. 45분 수업이니까
A: 근데 2분 단위로 하면 오히려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편해요. 값이 안 많으니까. 해보
니까 10초는 컴퓨터가 너무 안돌아가요.
교사: 탐구보고서를 쓸 때 데이터 간격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도 적어주어야 해. 10시 3
시 그래프 보면 급격히 올라가지
A: 30일 데이터가 제일 이상해요. 아침에 엄청 높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2시에 올라갔다
가 떨어졌어요.
교사: 또 어떤 데이터를 추가로 봐야 할까? 그 이유를 파악하려면
B: AQI 지수를 봐야 해요. 미세먼지만 보지 말구. 해보니까 사람들 많을 때 애들이 움
직일 때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2:30에 체육이라서 애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떨
어졌나봐요. 창문 다 열어놨는데, 미세먼지가 없었나봐요. 창문 열어놨는데도 공기
질이 좋은 걸 보니
C: 미세먼지가 그날 약하게 있었어. 미세먼지 양은 30도 안넘어 근데 공기의 질이 엄청
안좋아 AQI 지수가 100이 넘어. 미세먼지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의 질에 다른 영향
이 미치는거 같아.
교사: 그럼 공기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미세먼지로만 할까? 아니면 AQI 지수로
할까? 탐구 주제를 바꾸는 문제를 고민해보자.
<녹음 9> 그래프 해석 중
D: 이 반 청소는 창문 다 닫고 하네,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갔나보네. AQI 지수랑 가장
비슷한 그래프 유형이 미세먼지 10 이네. 습도랑도 한번 보자. 관련이 있는지.
D: 습도랑 반비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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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습도는 앞에는 반대로 벌어지는데 뒷 부분은 관련이 없는거 같은데?
C: 그러면 다른 날들에서도 한 번 보자. 습도랑 AQI지수랑 관련이 있는지..
A: 온도는 뭐 그냥. 일자로 나오는거 같은데? 아닌가?
B: 아! 시간에 따라 변하는거구나. 낮되면 덥고. CO2 볼까 이날? 아.. AQI 지수가 거의
일자인데.

그래프 위에 좀 자를까? 3000까지 하나가 있으니까 읽을 수가 없네. 이

산화 탄소 때문에.
A: 근데 단위가 같아도 수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프를 한 축에 그려도 비교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산화 탄소 그래프는 새롭게 Y 축 두 개로 그려야 할 것 같아.
C: 너 할 줄 아냐?
B: 우리 엄마 할줄 알아.
A: 이건 왜 6000이야?
D: 누가 불었데.
<녹음 12> 그래프 해석 중
A: 그래프가 치솟는데가 어디야?
B: 오후 3시 22분이면. 월요일이네.
A: 종례하고 청소하고 있는거네. 11시 30분에도 조금 올라가는데?
B: 점심시간인가? (그래프를 확대해서 보면서)
C: 11시 14분인데 정확하기 역사시간인데. 수업 중이야. 선풍기도 그대로 켜 있고.. 창
문 하나만 닫았어.
B: 그럼 닫으면 올라가나? 문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달라질까??
A; 그럼 일단 적어놓고 다른 데이터를 찾아보자. 이렇게 창문 닫으면 올라가는 구간이
많으면 창문이 영향이 있다는 거니까.
B: 치솟은건 아니야. 적당히 오름?
C: 비교적 오름? 살짝 오름?
C: 근데 그 뒤로 계속 AQI 수치가 좀 높아져 있어. (그래프를 보고)
D: 이산화 탄소도 올라가는데?
근데 이산화 탄소랑 AQI 지수랑은 상관 없잖아. 근데 내껀 왜이렇게 값이 낮아지냐?
이 데이터는 뺄까봐. 일정하다가 선생님 비교적 올랐어요. 근데 이때 기준으로 전체
적으로 그 뒤로 계속 올라가있어요.
교사: 근데 차이가 얼마나 돼? 문 하나 닫았다는 걸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
나? 수치로도 확인해봤어?
A: 13-17-21 까지 가네 그럼 얼마 안 올라간거 아니야?
그 뒤로도 17-21 정도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이건 25 하나 올랐네. 딱 하나
B: 이건 상관없어 빼자.
C: 이거 한 10분이 난리났네. 청소하고 창문은 닫은 채로, 애들 움직이고,
A: 똑같이 해서 창문 열고 해보고 싶다. 이거 똑같은 조건에서 창문 열고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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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ESDA 탐구모형(귀납탐구) 학생 보고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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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Model and Strategy of
Data-driven Science Inquiry for
Cultivating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Competency
Mihyun SON
Chemistry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various opinions on the purpose of science education, but
in many foreign countries, including Korea, it converges o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problem-solving skills and scientific literacy.
Due to various social problems that have occurred as a result of the
radical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study emphasizes
scientific problem-solving ability and scientific literacy. It is based on
constructivism, which focuses on actual contextual problem solving
and the student's own composition of knowledge. Constructiv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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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es inquiry in science education, but current school inquiry does
not cultivate scientific problem-solving ability. To compensate for
this, authentic inquiry should be fostered in schools.
Nowadays,

society

is

knowledge-information

based,

and

some

problems arise with the abundance of information and data. Therefore,
the problem-solving ability is needed as a new category, and
educational approaches

that cultivate

it should

be

strengthened.

Data-driven science inquiry, which emphasizes how to find and solve
problems using vast amounts of data and information, is a way to
cultivate

the

problem-solving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ability
Early

in

data-driven

a
science

inquiry was used to interpret the data provided by the institute, but
as research tools were developed, university research teams collected
various data and used them to study secondary school students.
Although data-driven science inquiry has an effect on students'
interest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cepts, many
students

and

teachers

have

suffered

from

a

lack

of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is the most
essential competency in

a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and

is the most fundamental competency in the new problem-solving
ability. Since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has
specific applications in various subject in addition to aiding in general
education, education on this is necessary in the context of science
inquiry.

According

to

the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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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studies

on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in

the

context

of

science inquiry are almost case studie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
study on the teaching a learning model or a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in

school.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teaching-learning model and strategy for data-driven science inquiry
an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in terms of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
This study is developmental research. Based on the literature, the
initial model and strategy were developed, and the final model and
teaching

strategy

through on-site

were

completed

application

and

by

securing

external

internal validity

validity

through expert

advic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data such as students'
conversations, interviews, and outpu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ccording

to

factors

of

the

deductively

knowledge-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The development principle of the inquiry model is the literature
study

on

science

inquiry,

data

science,

and

a

statistical

problem-solving model based on resource-based learning theory,
which is known to be effective for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and critical thinking. The developed model is
the first step in tool selection. This is intended to include on-site
applicability,

emphasize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and focus on data insight and data analysis through the
integration of data science. The model consisted of selecting tool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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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exploring

problems. This model is titled "Exploratory Scientific Data Analysis"
because it finds problems while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similar
to the process of exploratory data analysis in data science. The
developed ESDA inquiry model secured internal validity of model and
instructional strategy through review of five experts. Inductive and
deductive inquiry of the ESDA inquiry model were divided and
applied to the field.
In the results of applying the inductive exploration method of the
ESDA inquiry model, it was clear that students faced difficulties in
all aspects of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and utilization. However,
through the scaffolding of teachers, discussions with peers, and
self-directed learning activities,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apability was gradually improved. In addition, during the induction
process, additional data collection and result analysis activiti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rends.
The deductive inquiry method of the ESDA inquiry model was able
to reduce the difficulty of tool selection and intensify the learning
context as a data producer by making tools based on Arduino. As a
result of applying the deductive inquiry method of the ESDA inquiry
model, students faced similar difficulties in inductive inquiry, but they
could overcome difficulties in a shorter time with proper scaffolding
and instructional strategies such as the use of spreadsheets and
making tools.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reduce the burden on
students' science inquiry by using web-based documents to share,
express, and embody hypotheses through questions in th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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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process.
The development of ESDA inquiry models and strategies has the
following significance. First, it presents a practical methodological
model that can cultivate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ew problems
in the knowledge-information–based society. Second, it provides a
practical way to cultivate knowledge information processing capability
through science inquiry. Third, it proposes specific teaching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requirements to enable data-driven inquiry in the
field. Fourth, it suggests a way to reduce the difficulty of general
science inquiry.
The development of the ESDA inquiry model and teaching strategy
is not easy to generalize to the whole school level because the
sample was not large, and research was qualitative. The uniqu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developed a practical method
that

can

strengthen

the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which is an essential condition of data-driven science
inquiry and scientific inquiry.

keywords : Exploratory scientific data analysis inquiry model,
Data-driven Science Inquiry, Science Inquiry Strategy,
Knowledge-information-processing competency,
Resource-based learning

Student Number : 2017-38918

- 1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