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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일반화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이 지닌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를 학습 맥락의 관점에 

서 살펴보았다. 서울에 소재한 한 대학의 일반화학을 수강하는 9명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개별 면담, 수 

업관찰, 학생들이 작성한 수필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순환적인 성분 비교 분석틀을 사용하 

여 분석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화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는 학교 과학 성취 

도와 관련지어 인식하는 것, 학습 구성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 문제 유형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 등의 여섯 가지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연구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화학 학습의 개념생태 내에 중 

요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관련해서 화학 및 과학 교수, 학습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개념변화, 개념생태, 개념, 사고유형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plore students’ thought patterns on problem and problem solving in the course of 
general chemistry. The participants were 9 students taking the course of general chemistry in a university in Seoul. Data 
were collected from various sources; three individual interviews, classroom observations, and essays written by students. 
Data were all transcribed and then analyzed circularly in constant component analysi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ix 
thought patterns of students in the context of learning general chemistry were presented. These thought patterns were 
common and existed important component within most of students5 conceptual ecologies about learning chemistry. 
Implications of chemistry and science learning related to this results were discussed.

Keywords: Conceptual Change, Conceptual Ecology, Conception, Thought Pattern

서 론

과학 학습의 관점과 학습 과정에 대한 이해는 구성주 

의, 인지 및 동기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과 

학교육 연구의 중심을 이루어왔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의 학습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지식 구성 과정으로, 지 

식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1 

또한 학습자의 인지적 과정 및 동기적 요소는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듯, 효율적인 과학교수-학 

습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일 때 가능하며, 따라서 학 

습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반드시 요구된다.2

학습을 개념변화로 이해하는 개념변화 이론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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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수의 연구들에 의하면；4 학습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 동의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능동적인 의미구 

성 과정으로, 그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일관성 있고 

유용한 지식을 구성하며 비교적 안정된 신념 체계를 생 

성한다고 한다. 따라서 개인의 지식 구성 과정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그 과정에 영향을미치는 요소들의 복합 

적인 작용의 이해가 필요하다. 개념 생태 (conceptual 
ecology泛 초기 Posner 등5이 제안한 개념변화 모델의 

한 구인으로서 개념이 존재하는 지적환경을 의미한다. 

개념생태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그 의미가 지식을 

표현하는 도식의 요소로부터 정의적, 사회적 요소를 포 

함하면서 그 영역의 차원이 확장되어왔다.6,7

초기 개념생태의 역할을 주장한 연구자들은 개념생 

태의 여러 구성요소들 중에서 개념의 내적 일관성과 일 

반화에 영향을 주는 인식론적 확신근거 (epistemological 
commitment戸卜 형이상학적 신념 (metaphysical beliefs)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학습의 

이성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비판한 연구자들 

은 개념 생태에 학습자의 동기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측 

면을 포괄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특정 

개념 이 학습자에게 있어서 이해가능하고 믿을만하다고 

하더라도, 그 개념을 다루는 학습자의 교과에 대한 인 

식 또는 학습 목표 등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 

에 학습자의 인식, 목표, 신념 이 학습을 구성하는데 유 

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8

개념은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정신적 구인이며, 개념 

생태 내에서 다른 개념 및 구인과 연관된다.9 이러한 점 

에서 학습자의 지적환경은 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습자가 거대하고 복잡한 

지적환경의 측면에 대해 의미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개 

념은 거대하고 복잡하게 될 것이며, 반대로 비교적 단 

순한 것에 대하여 정신적 구인을 세우려 한다면 개념은 

비교적 단순해질 것이다.10 즉, 개념의 크기는 구체적인 

대상물에 대한 명명에서부터 다양한 개념들을 포함하 

는 정신적 구인에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된다. 하나 

의 개념은 다른 여러 가지 하부 개념을 포함할 수 있으 

며, 더 큰 범위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최근 학습/교 

수를 하나의 커다란 개념으로 간주하고 그 변화에 초점 

을 맞춘 개념생태 관련 연구에 의하면11 학습/교수라는 

개념에 맥락을 제공하는 개념생태는 학습자의 실질적 

인 학습 및 교수의 대상이 되는 과학 개념들을 접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2

한편 전통적으로 문제해결력은 화학교육의 중요한 목 

표로서,13 많은 연구들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과 과 

학 학습이나 문제해결력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14,15 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어 왔다. 또한 화학 문제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등이 제안되 

어 왔다.16，17 그러나 문제해결력과 관련된 많은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정량적인 공식 

들을 단순히 암기한 후, 문제에 제시된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공식을 기계적으로 골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18 

고 한다. 따라서 , 이 연구에서는 화학 학습'을 하나의 

개념으로 상정하여, 학습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 및 문 

제해결에 대하여 어떤 사고를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사고 (thought)'를 구체적 또 

는 추상적인 특정 개념에 대한 내적 표현을 동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개념의 위상(status)을 설정 • 수정 • 구성 

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정신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그리 

고, 대학생들의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와 이 사 

고가 학습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의 맥락

일 반화학. 일반화학은 이 학계 열과 응용계 열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1학기 또는 2학기 과정으로 대학에서 개 

설되는 강좌이다. 1999년도 1학기 일반화학 강의에 사 

용된 교재는 이학계열과 응용계열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대학에서 편찬된 교재이다. 일반화학 교재의 내용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화학의 기본 이론, 2부 

는 좀더 진보된 이론, 그리고 3부는 응용 분야를 집중 

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중 

에서 화학의 기본 이론을 다루는 1부의 내용을 학습하 

였다. 구체적 인 단원은 1. 화학과 측정 , 2. 원자론, 3. 화 

학 반응, 4. 기체 , 5. 원자 구조, 6. 전자배열과 주기성 , 
7. 화학 결합, 8. 용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A 대 

학교에서 1999년 1학기에 일반화학을 수강한 학생들이 

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이공계 학생들로, 동일한 

교수자가 담당한 일반화학 두 개 반에서 선발된 학생 9 
명이었다. 연구 초기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배 

포하여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하여 다양한 관점 

으로 자신을 서술한 학생들 25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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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중에서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한 11 
명의 학생들이 연구 초기에 참여하였다. 연구 중반부에 

2명 이 개인적 사정으로 연구 참여를 중단하였고, 9명의 

학생들이 연구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연구 

과정 모두에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1에서 남학생 5명 

（준호, 민수, 경민, 남우, 도훈）, 강의 2에서 남학생 2명 

（진영, 인혁）과 여학생 2명（윤혜, 석명）으로, 모두 고등 

학교에서 이과 계열이었다. 이 논문에 제시된 연구참여 

자의 성명은 가명이다.

자료 수집

연구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삼각측정의 다양한 각도에서 수집되었다. 주요 자료수 

집 방법은 개별 면담이었고, 보조 방법으로는 수업관찰 

및 문서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반구조화 면담. 일반화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학기 

초, 중간, 말에 학생들과의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3회에 걸친 개별 면담은 연구자의 연 

구실에서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동안 타인의 방해 

가 없고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분위기에서 이루 

어졌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에게 다양한 형식의 질문을 통 

하여 면담을 진행하였다. 첫째, 끝열린 형식, 선다형, 계 

산형 등의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골고루 포함된 질문지 

를 제시하여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분류하고, 그 이유를 제시해 줄 것과 자 

신이 생각하는 문제의 정의는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화학적 현상을 다룬 질문지를 제시 

하여 이론적인 측면과 실생활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도 

록 요구하였다. 질문지는 기존 문헌을 기초로 하여 연 

구자가 구성하였으며,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 

게 제시하도록 면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중간 

및 기말고사로 치른 시험지를 제시하여 바람직한 문제 

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선별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 

도록 요구하였다. 셋째, 연구자들이 연구참여자들을 초 

점으로 하여 수행된 수업관찰 내용과 학생들이 작성한 

수필 등에 기초하여 면담 질문이 구성되었다.

각 면담 질문은 다음과 내용에 관련하여 더욱 심층적 

으로 프로빙 （probing） 되었다. “화학（과학问 특성은 무 

엇인가?，，,，화학과학着 학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학（과학）을 어떻게 학습污］는가?，', '문제는 무엇인가?，', 

과학（화학） 문제는 무엇인가?，，,，좋은 문제라고 생각하 

는 기준은 무엇인가?，', "과학자와 학생의 문제해결은 

같은가, 다른가?,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수업 관찰. 연구자는 한 학기 동안 강의 1과 강의 2 
의 일반화학 수업을 매회 관찰하였다. 수업 관찰 형식 

은 교수자의 허 락과 도움을 얻어 연구자가 수업 에 참여 

하는 이유를 연구 참여자 및 기타 학생들에게 알려 개 

방된 상태에서 방관자의 입장으로 이루어졌다.

문서 자료. 학생들이 작성한 화학학습에 대한 저널, 

2회분의 화학수업관찰 기록지, 그리고 성적 및 담당 교 

수자의 학생들에 대한 의견들이 기록되어 문서자료로 

활용되었다.

자료 분석

연구자는 면담, 수업관찰, 퀴즈, 중간 • 기말 시험 , 수 

필형식의 글, 수업관찰일지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 

구자는 녹음된 면담 내용을 모두 전사하여 주요 연구 

자원으로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각 출처에서 얻은 자료 

들을 연구 참여자에 따라 개별적, 종합적으로 정성적 

분석하고, 이를 상호 비교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자 

들이 수집된 자료를 각각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비교하 

고 논의하여 결과해석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순환적으 

로 이루어졌다.

일반화학 학습에서 학생들의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사고유형

본 연구에서 학기 초, 중간, 말에 면담을 진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에게 끝열린 （open-ended） 형태의 문제를 제 

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였으며, 해결로 제시한 응 

답의 확신 여부와 문제해결의 근거 또는 단서는 무엇인 

지를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 

의 정의는 무엇이며, 바람직한 문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끝열린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개념 생태의 범주로 

서 문제 및 문제해결에 관한 사고가 부각되며, 그 사고 

가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사고는 개인에 따라 뚜렷하 

게 구별되기 보다는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으며, 

다르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교차하는 특성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해석 • 종합한 결과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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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학생들의 일반화학 학습에서 나타난 문제 및 문제 

해결에 대한 사고를 유형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유형 1. 과학（화학） 학습에서 문제는 대부분 시험문 

제이다.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사고는 시험문제에 국한 

되는 경향이 있다. 학생들은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일단 시험문제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 

자가 문제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았을 때, 석명은 “교과 

서에 나와 있는 문제, 문제집에 나와있는 문제, 시험 문 

제 ”, 남우는 “문제요? 그 뭐, 한 단원이 끝나고 나오는 

문제들, 그런거는［그런 것은］, 앞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나 테스트하는게 아닐까...” 라고 대답 

하였다.

학생들이 문제의 정의를 시험문제에 관련시켜 사고 

하는 경향은 시험을 위해 문제를 접해 온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혁은 '시험보기 위해 

서 '', “그 문제를 푸는 것은, 그냥, 시험 같은 데서 많이 

하니까, 그 얼마나 알고 있냐 그런 걸 측정하는 수단이 

라고..「라고 대답하였다. 즉, 학생들은 문제를 접하는 

목적을 대학입시와 같은 시험에 한정시켜 사고하는 경 

향이 있다. 민수는 '대학 가기 위해서”, 남우는 '시험보 

기 위해서 문제 많이 풀었죠，m卜고 대답하였다.

문제의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시험문제의 범 

위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문제의 유형을 선다형, 단 

답형 또는 서술형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대부분의 학생 

들은 시험을 위한 연습 경험 혹은 시험 경험으로부터 

객관식은 편한 문제이고 주관식은 어려운 문제라고 단 

순히 규정짓는 경향이 있다. 다른 학생들과 달리, 윤혜 

의 경우에 과학에서 탐구 문제와 개념적 문제를 구분하 

였는데, 그 기준은 문제 조건에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는가라고 하였다. 즉, 윤혜는 문제 조건에 실험 과정 

이 제시되어 있으면 탐구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대학 입시를 위한 수학능력 시험에서 탐 

구 문제라고 규정짓는 유형의 문제해결 경험에 의존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문제를 시험 문제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학생 

들의 사고는 개인이 갖는 문제의 판단 척도가 개인의 

개념 생태의 비평형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나 

지위의 권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사고는 사회-문화적 가치 면에서 

평가를 전제로 한 학습 상황에 국한되어 매우 제한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학생 이 문제의 정의에 대한 사고를 나타내는 진술 

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1）.

유형 2. 문제해결은 개념 이해를 확인하거나 과학 규 

칙과 공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학） 학습에서 중요 

하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 학습에서 개념 이해가 

중요하지만 개념을 완전히 이해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올바로 풀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었다. 

예를 들어, 개념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그 개념에 익숙해져 야 하기 때 

문에, 또는 여러 가지 규칙과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이다. 윤혜는 개념 이해를 위해서 스 

스로 문제를 만들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집에 나열된 문제들을 통해서 중요한 개념을 접하 

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학 학습에서 문제해결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문제 풀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개념 

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기억에 효과적이기 때문이 

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윤혜와의 면담 내용은 다음 

과 같다.

Table 1. Student’s conception of a problem

A problem is ...

Junho comprehensive, e.g. including test items, questions, real life problems...
Minsu questions to practice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Jinyoung ...
Namwoo a test to check how much I understand the unit after the unit is finished.
Kyungmin connecting a theory with a real life
Dowhon ...
Seokmyung questions in a textbook or workbooks, and questions for examination
Yunhye checking how much I know the unit
Inhyuk a tool for measure of students' achie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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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과목이 

어떤 거에요?

윤 혜: 수학하고, 저는 거의 다 생각하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연구자: 왜요?

윤 혀】: 연습하면서 익숙해지거든요.

연구자: 익숙해져야 되는 이유는요?

윤 혜: 익숙해지면서 머릿속에 잘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연구자: 다른 거는 문제 안 풀어도 익숙해지기 쉽단 

얘기에요?

윤 혜: 예, 사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외우면 되잖아 

요, 문제 푸는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대표적으로 제시한 윤혜의 문제해결에 대한 생각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유형은 과학 개념들 

은 한번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힘들다는 논리에 근 

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하여 다룸으로서 그 문제 에 내포되 어 있는 개념 

과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훈은 문제해결을 과학에서 많이 다루는 규칙이나 

공식을 이해, 적용하는 '공식 익히기，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문제를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 하니까, 문제를 풀 

면서 공식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공식들이 익숙해지니 

까, 그런게 공식 익히는 거...”

이런 생각의 근저에는 학생들이 과학 학습에서 평가 

방법으로 항상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왔던 경험이 영향 

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푸는 것 이외에 다양한 평가 방법을 경험하지 못했다. 

시 험 문제를 푸는 것은 학점과 연관되고 따라서 학생들 

은평가받기 위해 사전에 많은문제를접해야하기 때문이다 .

각 학생 이 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사고를 나타내 

는 진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유형 3. （과학） 문제해결과정은 창의력을 발휘하는 탐 

구과정 이거나, 예를 통해 이해를 촉진하는 과정 이거나,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혹은 학습자가 암기 

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문제해결과정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 생각은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과 경험의 

배경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준호의 경우, 과학을 포함한 모든 문제해결이 창의력 

을 발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생 

각은 과학의 본성 에 대 한 인식 론적 측면과 강하게 연관 

되어 있었다. 준호는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를 찾아 문제 제기 （어느 정도 교과에 국한 

되어 있기는 하다）, 가설 설정, 증거를 통한 검증 등의 

탐구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일종의 창 

조적 행위라고 믿었다. 준호의 표현을 옮겨보면, “과학 

에서의 문제［해결｝은 ... 탐구과정 중의 하나라 생각해 

요 자신이 스丿、룯- 문제 속에서도 아 문제를 이렇게 풀 

어야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풀어낸 그런 것들 속 

에서 최대한 풀어왔는데 그걸 풀어놓은 것이 정답이었 

다면 어후 정말 재밌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건 창의라 

고 생각해요”. 이러한 준호의 사고는 과학의 인식론적 

측면에 한정되어 화학 교과 내용에 관련된 문제 상황에 

서는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생활 속의 문 

제 （예, 주식투자 문제） 혹은 범교과적인 문제해결 과정 

에서 반영되고 실현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인혁의 경우, 문제가 이해를 위한 구체적인 여러 가 

지 예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통해 이해가 향상 

된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문제 같은 건, 제 생 

Table 2. Importance of Problem-Solving

I solve a problem ...

Junho there is accomplishment. Through procedure, I can get a solution.
Minsu ...
Jinyoung I can experience various types of problem.
Namwoo I can understand the concepts and get accustomed to types of problem for get a good score on exams
Kyungmin because of understanding the concepts
Dowhon I can solve a problem if I practice more. Solve a problem and get accustomed to types of problem.
Seokmyung in order to get a good score on exams to accustomed to the types of problem
Yunhye I can understand the concepts deeply. Through solving a problem, IO can evaluate how much I know about it.
Inhyuk to underst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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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는, 예를 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그런 

비슷한 것이 있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면세 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는, 된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 

어서 ...” 인혁과 마찬가지로, 경민은 과학 문제가 여러 

가지 예를 제공하며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 이 예를 통해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 

각하였다. 경민의 생각은 면담에서 제시된 문제해결 상 

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설명하거나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서 형성된 비유를 사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학생들은 수업에서 관련 내용을 다 학습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평가 형태로 개념을 알고 있는가 또 

는 암기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고는 유형 1에서 문제를 시험문 

제로 정의한 사고와 같은 맥 락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학생 이 문제해결의 속성 에 대 해 갖는 사고를 분류 

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유형 4. 문제해결은 암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암기 (를 

통한 기억岸 문제해결을 통해 강화된다. 앞의 유형 3 
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 

이 암기 촉진 및 확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 

하여 학생들은 또한 문제해결과 암기는 매우 효율적으 

로 상호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는 학생들이 

과학 학습의 중요성을 시험에서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 

는가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해결과 암기 

와의 연관성 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는 한 순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며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겪어 온 학습 경 

험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문제를 잘 풀어야 하는데, 암기를 얼마나 잘

Table 3. Nature of problem-solving

n 厂 r , Facilitate Memoriz-Process of Facilitate
T tti , r ing & Check what toInquiry Understanding , ,

be memorized

Junho o
Minsu o o
Jinyoung o o
Namwoo o o
Kyungmin o
Dowhon o o
Seokmyung o o
Yunhye o o
Inhyuk o

하느냐가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관건이며, 반대 

로 비슷한 문제해결을 통해 개념을 더 잘 암기할 수 있 

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을 학습방법의 일종인 암기와 깊게 연관시 

키는 이 사고유형은 성적, 진학, 직업 등과 연관된 학습 

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평가받기 위한 도구적 요소로 생각하여 시험에 

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게 풀어내 

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암기가 중요하다고 여긴다. 

또는 과학의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을 문제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여긴다. 

이것은 계속적 인 학교 수업과 다음 단계로의 진학을 위 

한 경쟁 심리에서 비롯되며, 외부에서 제공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여 옳은 답을 찾아내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준호는 '암기학습은 학점에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암기하여 문제를 맞출 수 있 

기 때문이다卜고 수필에서 기술하고 있으며, 민수는 

''문제 풀고 있으면 또... 그와 관련된 내용도 외워지는 

거 같다”고 문제해결과 암기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민수의 경우서］, 학습은 '시험을 보기 위해 내용을 암기 

하고 많은 문제를 푸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많 

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민수의 사고는 면담시 제시된 문 

제해결 과정에서도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회상 

하여 빨리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연관되어 있었다. 

민수는 자신 있는 문제에 대 해서는 정답만을 말하려고 

하였으며 추론을 기피하였다. 또한 확실히 모르는 문제 

에 대해서는 '기억 안나는데... 배웠는데'' 또는 '어려워 

요'라는 대답으로 일관하였으며, 답이 정해져 있는 '시 

험 문제 푸는게 편하죠, 딱 떨어지니까，라고 대답함으 

로써 면담에서 자세한 추리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부 

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의 이러한 사고유형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주어진 시간에 많은 문제의 해답을 맞춰야 하는 시험의 

유형(각종 교과목 시험과 대학입시를 위한 수학능력시 

험:岡 적응한 결과라고 유추된다.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평가는 고등학교 때까지의 평가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학습의 본질은 같다고 여긴다. 예 

를 들어, 일반화학 시험 문제는 공식이나 규칙을 적용 

하는 문제라 하더 라도 개념의 설명 이 필요하며,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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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서술하기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어떤 유형의 문제라도 고도의 암기력이 요구 

된다고 생각한다.

이 유형에서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문제해결의 비중 

이 결과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문제해결에 

서 학생들의 관심은 문제를 이해, 해석하고 사고 과정 

을 통한 해결보다는 답의 정오를 찾으려는데 국한되어 

있다. 즉, 학생들은 문제에서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해 

했는가는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암기하여 맞추는데 의미를 부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암기가 필수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암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형 5. 과학자는 창의력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반면, 학생은 과학자가 이루어 놓은 이론을 

토대로 만들어진 문제를 제공받아 해결 방법 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조금씩 차이 

가 있지만 과학자의 문제해결과 학생의 문제해결을 문 

제를 인식하는 동기, 그리고 해결을 위한 지식 , 방법 , 목 

적에서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학생들은 근본적 

으로 과학자의 문제해결과 학생의 문제해결은 같은 속 

성을 가져야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초기 단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여, 과학자와 학생 

들이 의문을 품는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으로 같거나 비 

슷하지만, 과학자가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입장에 있는 반면, 학생들은 평가받기 위해 문 

제를 제공받는 수동적 입장에 놓여있다고 여긴다. 어떤 

학생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목적에 대해서는 과학 

자와 학생은 본질적으로 같은 맥 락에 놓여 있다는 사고 

를 나타낸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과학자와 학생은 바 

탕이 되는 지식의 차이, 사고력, 응용성 여부에서 현저 

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관하여 학생들 

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호: ［학생의 문제해결과 과학자의 문제해결은］ 같 

아야지만 하는데요. 학생들이 하는 문제는, 어차피 평 

가를 받아야 하^거기 때문에, 평가받아지기 위한 문제 

를 잘 풀어야 겠죠 •••중략］… 아, 근데 이런게 있잖아 

요 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외울 때 같은 경우나, 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차 

피 그런 외우는 여러 가지, 조그만 조그만 거에서 종합 

적으로 도출하잖아요. 자기가 아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구나, 이런 이해하는 과정은 현재는 아니겠지만, 당 

시에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발표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과학자가 가졌던 생각이랑 같은, 혹은 뭐 비슷한 방 

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 

가받아지기 위한 문제, 이런거에 관계없이, 근까 확실 

히 아는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배워서 아는거든 완전히 

이해하는거에, 그게 문제해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윤혜: 일단은 둘다 과학적 사실을 알려고 노력하는 

점에선 비슷한데, 과학자들은 좀더 지식적으로 학생들 

보다는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근까 과학자들은 높은 수 

준의 지식을 더 탐구하는 거 같구, 학생들도 지금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계속 학습해가면서, 그리고 또 자 

신 이 가지고 있는 의문 같은 거를 밝힐려고 노력한다거 

나, 자신이 나중에 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나중에 과학에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일할 거니 

까요, 나중에 내가 이런 이런 연구를 하겠다, 계획을 세 

운다든가 뭐 그런 쪽으로 생각... •••중략］… ［학생과 과 

학자는］ 지식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의문을 품는다는 데 

서는 비슷한 거 같애요

석명: ［과학자들의 문제는］ 이런 현상이 왜 필요하냐 

구, 그런 근본적인... ［학생들이 ］ 문제를 푸는 거는요, 단 

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푸는 거잖아요, 에.. 근데, 

과학자는 종합적인 사고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 

잖아요. 과학문제집을 풀면은, 우리는 과학책만 필요하 

지만, 그 과학자들은 과학책도 필요하면서 철학책도 필 

요하면서 여러 가지 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도훈: 학생들이 푸는 건, 이제 기존의 공식들을 가지 

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들이 그렇잖아요, 공식을 이 

용하면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형태고, 과학자들은 거기 

에서 조금 더 공식들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어떤 걸 만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좀 다른 거 같애요.

인혁 : 글쎄요, 과학자들이 우리들처럼 그런 문제 문 

제 같은것, 그런 뭐, 쉬운 문제같은거 푸는 건 아니니까 

요, 그냥, 우리들이 하는 게 나중에 진짜 그 과학자가 

되더 라도 그 밑바탕이 된다고 해야될까, 그런거 , 과학 

자들은 그러면 어떤 문제를 다루지요?］ 자기가 연구하 

고 싶은 연구하고 있는 거에 관련된거 더 깊이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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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ifferences the way of solve a problem between scientists and students

Statements

Junho The characteristic that both understand the problem matter more precisely by solving a problem, but scientists are
active while learners are more passive(inactive) in a problem solving situation.

Minsu ...
Jinyoung ...
Namwoo ...
Kyungmin The way scientists solve a problem is a creative procedure to be based on accumulating a scientific knowledge.

For students, problem-solving is to find a certain way of how scientists solve a problem.
Dowhon Scientists solve a problem by applying various kind of knowledge.

Students solve a problem by applying a formula.
Seokmyung Scientists solve a problem in order to solve the basics of nature.

Students solve a problem in order to get a superficial answer.
Yunhye ...
Inhyuk Scientists are active problem solvers.

Students solve the very easy and simple problems.

과학자와 학생의 문제해결이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 

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과학자는 지식의 

깊이, 탐구하는 수준, 개인적인 탐구 능력 면에서 학생 

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 라는 사고에 지배받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사고유형은 앞에서 제시한 사고유 

형 1과 관련이 있다. 과학자와 학생의 문제해결의 속성 

이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다르다고 응답한 학생들과 마 

찬가지로 속성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모두 

현실적으로 학생의 문제해결은 과학자의 문제해결과 다 

르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학습에서 문제를 

평가받기 위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동적인 입 

장에 있고,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해 본 경험의 

결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학생이 과학자와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사고의 

진술을 요약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유형 6. 좋은 （화학） 문제는 암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 

며, 따라서 좋지 않은 （화학） 문제는 단순히 암기를 적 

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학생들은 문제가 좋은 것 

인지 좋지 않은 것 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암기를 들 

고 있었다. 좋은 （화학） 문제는 단순한 공식 적용이 아 

니 라 이 해를 했는지를 평 가할 수 있는 과정을 포함해 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란 여러 가지 개 

념과 원리를 포함하고 공식 등 규칙을 스스로 찾아내어 

적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내용 영역 

이 통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학생들은 또한 다 

른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제 또한 좋은 문제로 

간주하였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은 공식 이나 암기한 내 

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좋지 

않은 문제로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많이 표현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서 선다형보다는 끝 

열린 문제 유형 혹은 주리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를 선 

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가 좋은 문제와 좋지 않 

은 문제를 구별해 보고 그 이유를 요구했을 때, 학생들 

의 응답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우: 좋은 문제는 앞에서 배운 거 고대로 나오지 않 

고, 앞에서 배운 걸 응용해서 응용해야지만 풀릴 수 있 

는 문제 , 문제 만든 사람이 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 

으면 좋죠. •••중략］… 이런거 좋은 거 같애요..그렇게 , 

뭐, 정확한 답같은게 없잖아요, 정확한 답이 아니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그래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잡동사니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자꾸 생각하면서, 이 

런거는 그냥 공식만 하나 딱 생각하면 풀리잖아요, 이 

런거는 자기가 알고 있는거... …중략］… 좋은 문제가 

요, 이런게 괜찮은 거 같애요 ［용해 문제들］ 왜 그렇게 

되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게, 답은 틀려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풀면서 재 

밌는 문제...

민수: ［좋지 않은 문제는?］ 계산문제 ［좋은 문제는］ 서 

술형.. 이런건 기계적인 거구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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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준호 ..물론 학생 입장에서 시험에 대한 입장에서는 

암기한 듯이 나오는 문제들이 더 풀기 좋죠 근데 평가 

하기 위한 정말 순수한 목적에서 제가 학생이 아니라 

평가하는 목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추측하고 머 

리 싸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답들이 그렇게 답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소중한 문제가 되겠죠... 점수 잘 나오 

면 기분 좋죠, - 평소 공부하는 것도 시험을 위해서 공 

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확 떠오르는 문제가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많이 풀어봤기 때 

문에 한번 보면 답이 확 떠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본 듯한 문제 보다는 추측해서 푸는 문제가 더 좋을 거 

같은데, 뭐 현실적으로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 떠오 

르는 문제가 많으면 문제가 일단 쉬워보이잖아요, 일단 

기분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훌륭한 교수법이라면 추리 

를 할 수 있는 문제를 내는게 학생들에게 욕을 먹겠지 

만 좋지 않을까요.

진영: [이 문제가 왜 좋아요?] 단순히 외우는게 아니 

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식으로 공부하나요?] 

그렇게 안하죠. [왜요?] 시험문제가 이렇게 안나오니까, 

시험문제에 맞게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좋 

은거 같애요? 그러면, 이런 문제 내면 이런식으로 공부 

할 거에요?] 그렇죠.

경민: [좋은 문제는?] 그 문제를 딱 읽고 다시한번 생 

각할 수 있는 문제 [어떤 생각?] 문제가, 이게 문제라면 

요, 다 읽고 바로 문제를 막 푸는게 아니구, 그 문제에 

대해서 한참 생각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것들, 쉬운데도, 

과학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 쉬운데도 다시 한번 생 

각할 수 있는, [좋지 않은 문제는?] 나쁜 문제는, 음, 제 

가 고등학교 졸업한지 얼마 안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요, 근까, 베낀 문제, 거의 그 문제를 출제한게 , 근까, 좀 

한번 생각하고 응용을 하던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 

로 출제한, 교과서랑 똑같이 낸 베낀 문제, [왜 안 좋아 

요?] 그냥 암기해서 풀 수 있고…

도훈 좋은 문제는?] 이제, 뭐, 단순히 공식을 대입해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 그냥 공식 

에 대 입 해선 풀 수 없는, [좋지 않은 문제는?] 나쁜 문

Table 5 The characteristics of good- or bad- problem-solving

Good Bad

Junho reasoning memorizing
Minsu essay or thinking algebra

Jinyoung
explain, and various

answers
memorizing

Namwoo application & creativity apply to equations
Kyungmin thinking memorizing
Dowhon thinking memorizing
Seokmyung interpretation & reasoning apply to equations
Yunhye understand a principle calculation
Inhyuk ... ...

제는 일단 저기 교과서 구석에 있는 암기 문제 같은거...

학생들의 과학 문제를 해결할 때 경험하는 개념의 지 

위는 이해 가능성 (Intelligibility)을 만족한다. 학생들은 

암기 만을 묻지 않는 문제를 좋은 문제로 평 가하고 이 해 

를 요구하는 고차원적 인 문제를 필요로 하였지만, 근본 

적으로 과학자와 학생의 문제는 양분된 것으로 보았다 

(유형 5). 이것은 학생들은 문제와 그 해결 과정에서 이 

해 가능성에 중심을 둘 뿐, 개연성과 응용성을 고려하 

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학생의 바람직한 문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진술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Table 5).

결론 및 논의

이 연구를 통해, 일반화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갖는 

문제 및 문제해결에 관한 사고를 공통적 인 특성과 강조 

점에 따라 여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사고유형 

은 학생들의 개념생태 내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 이들 사고유형은 교과에 제한적이고, 시험이나 성 

적의 학습 목표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준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정의할 때 

교과에 국한된 문제를 생각하였다. 학생들에게는 '시험 

에서 좋은 성적 획득'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외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얻기 위 

해서는 시험에 나올만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접해야 

했고, 따라서 학생들은 문제하면 자연스럽게 시험 문 

제, 즉 교과 내용에 관한 평가문제를 생각하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양한 문제에 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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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용 지식이 풍부해지고 개념이 정확해지고 효과적 

인 암기를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학생들은 자 

신의 문제해결이 과학자들의 문제해결과 달리 많은 한 

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문제해결과 과학자 

의 문제해결이 근본적으로 어 떤 현상이나 사물 또는 법 

칙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점에 있어 

서 같은 속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과정 

에서 과학자는 능동적, 학생들은 수동적 인 양상을 갖는 

다고 생각한다. 즉, 과학자는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반면에 학생들은 이미 정답이 있 

는 만들어진 문제를 권위를 부여한 교재나 교사 등으로 

부터 제공받아 문제에서 원하는 과정을 거쳐 답을 맞춰 

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에는 과학자와 학생은 

지식의 양이나 깊이에 있어서 다르다는점을 이유로 과 

학자와 학습자의 문제해결을 양분하는 생각이 토대를 

이루고 있다. 그 이유로서 과학자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은 내적 성취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학생들은 

시험과 연관된 외적 목표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외적 가치인 학점이 실제 

로 학습 결과를 나타내 준다고 믿으며, 문제해결에서 

지식을 활성화하고, 정교화하고, 때로는 수정하는 과정 

보다는 시 험 문제유형 에 숙달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경 

향이 있다.

학생들은 암기한 내용을 단순히 회상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좋지 않다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은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보다는 다양하고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에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과학자가 다루는 문제의 속성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학생들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교 

과 내용과 연관된 개념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문제에 접하는 이유로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한 내용을 강화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 

다. 이런 이중적인 사고의 표현은 학습에 부여한 내적 

가치와 외적 가치가 갈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 

은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는 좋지 않으며 생각할 수 있 

게 해 주는 문제에 가치를 부여하기는 하지만, 실제 문 

제를 대하는 목적은 성적으로 표시되는 학습 결과의 향 

상을 위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사고의 특징을 종합해 보면, 사 

고유형 1（과학（화학）학습에서 문제는 대부분 시험문제 

이다）, 사고유형 2（문제해결은 개념 이해를 확인하거나 

과학 규칙과 공식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과학） 학습에 

중요하다）, 그리고 사고유형 3（문제해결은 창의력을 발 

휘하는 탐구과정 이거나, 예를 통해 이해를 촉진하는 과 

정이거나, 배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혹은 학 

습자가 암기한 것을 확인하는 과정 이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교과에 제한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고유 

형 4（문제해결은 암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암기 （를 통 

한 기억）는 문제해결을 통해 강화된다）와 사고유형 6（좋 

은 （화학） 문제는 암기를 묻는 문제가 아니며, 따라서 

좋지 않은 （화학） 문제는 단순히 암기를 적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이다）은 언뜻 보기엔 모순이 있으며, 사고유 

형 5（과학자는 창의력을 갖고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 

하는 반면, 학생은 과학자가 이루어 놓은 이론을 토대 

로 만들어진 문제를 제공받아 해결 방법 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한다）와 사고유형 6에는 차이점이 존재한 

다. 사고유형 4에서 학생들은 학습에서 문제해결과 암 

기의 상호 밀접한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 이 

유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학습에서 성취도 

를 판단하는 기준이 평가로 이루어지며, 평가를 위한 

문제의 대부분은 이해보다는 암기한 내용을 위주로 이 

루어져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고유형 6 
에서 문제를 평가할 때 좋고 나쁘고의 기준은 암기한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가 적용하는가에 있다. 두 사고유 

형을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은 대부분의 문제와 문제해 

결이 평가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험에서 접한 문제에 불만족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 

준다. 그러나 학생들은 다양한 형태로 지적 활성을 필 

요로 하는 문제를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문 

제 형태에 맞춰 학습이 한정하여 사고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다시 말해, 이런 유형의 문제는 폭넓은 학습과 사 

고를 요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자에게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담감을 갖게 만든다고 여겼다. 따라서 학생들은 암기 

만으로 공식을 적용하여 해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구성 

된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평가문제 

로서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 결 

과 사고유형 6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의 문제해결은 

과학자의 문제해결과 분리되어 수동적이고 수준이 낮 

다고 하는 생각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사 

고는 교과 및 교수학습 환경, 그리고 시험과 같은 사회 

적 제도 내에서 경험적으로 형성되어 학습의 맥락에 뿌 

리깊게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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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문제풀이 활동과 같은 구 

체적 행동에 대한 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정 

신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과학 활동 

에 있어서 학생들의 초인지적 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제 및 문제해결에 대한 학생들의 정의와 그에 부합된 

활동의 구성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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