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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탐구화학실험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성취도 향상정도를 논리적 사고력, 과학탐구 

기능, 실험 태도, 수공적 기능, 탐구과정 기능 등의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소재의 남녀 고등학교 2개 

교의 5개조 1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논리적 사고력, 과학탐구기능의 지필평가와 탐구과정 기능의 보고서평가, 실험태 

도, 수공적 기능의 실험관찰 평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의 탐구과정기능과 실험 태 

도, 수공적 기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탐구과정 기능을 제외 한 나머지의 측면에서는 유의 

미한 향상을 보였다. 또한 탐구화학실험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학습자의 과학 성취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과학 성취도, 수공적 기능, 실험 태도, 탐구과정 기능, 탐구화학 실험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cience achievement faculties improvements upon students' logical thinking, 
science inquiiy skills, experiment attitudes, manipulated skills and inquiry process skills were investigated in high school 
inquiry chemistry experiments. For this purpose, the participants were 150 students taking the course of high school 
chemistry class in Anyang-city. Logical thinking and science inquiry skills’ data were collected fom written tests, inquiry 
process skills’ data were collected fom reports and experiment attitudes and manipulated skills’ data were collected from 
classroom observations. As the results of this study, students’ inquiiy process skills, experiment attitudes and manip
ulative skills were very low. But other parts except inquiry process skill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science 
achievement of students were improved when continuously inquiry chemistry experiment were applied to students. 
Keywords: Science Achievement Faculty, Manipulated Skills, Experiment Attitude, Inquiry Process Skills, Inquiry 
Chmistry Expreiments

서 론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과학은 인간이 자연의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며 조정하려는 활동으로 

산물, 과정, 상황 등의 3가지 핵심적 구조로 구성된다 

고 한다.1 또한 과학의 본질로서 Abruscato는 과학적 방 

법과 탐구활동을 포함하는 방법으로서의 과학과 과학 

적 사실, 개념 법칙 또는 원리, 이론 가설 등의 구성요 

소로 이루에 있는 과학지식으로서의 과학, 태도와 흥 

미 등의 정의적 영역에 해당되는 과학자의 가치관과 태 

도로서의 과학 등 3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2
이러한 과학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현재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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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제6차 과학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에 ‘지적 • 

정의적 •행동적 발달의 여러 특성을 균형 있게 발달시 

킬 수 있는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한다’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과정 상에 그 

내용을 지식과 탐구활동으로 나누고 공통과학을 탐구 

중심의 필수 과목으로 설정하여 대학수학능력 시험도 

탐구능력 향상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학습자의 지적 

•정의적 •행동적인 모든 영역을 종합적으로 배양하도 

록 하고 있다.3』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목표에도 불 

구하고 이제까지의 실태조사 연구를 보면 대부분의 학 

교에서 학습자의 탐구능력 배양을 위한 실험실습을 제 

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고, 한 학기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실험으로 그치고, 실시하는 실험도 대부분 확인 

실험에 불구 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점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제6차 교육 

과정에 의해 편성된 약 26종의 고등학교 공통과학과 화 

학 I. II 교과서의 내용에 편성된（탐구）실험 내용이 학 

습자의 탐구 능력의 향상과 예비 과학자로서의 태도 등 

종합적 과학 성취도의 향상을 기하기 어려운 단순 실험 

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5 또한 이러 

한 실험에 대한 평가는 본질적으로 교육목표에 바탕을 

두고 이루에야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과학학습 지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습 평가를 통해서 학습자의 과학지식에 대한 이 

해도 뿐만 아니라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 등이 골고루 

평가되어야 한다.6-7 그러나 최근의 조사 연구에 의하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실험실습의 평가가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실 

험실습의 평가도 실험 후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 

며, 실험과정에 대한 평가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고 

되고 있다.5
교육부가 수행한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실태 분석과 

진흥방안 및 점검체제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과학학습 

지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험지도, 실험평가 

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8 최병순 등은 

고등학교 화학실험에서의 실험실습과 실험평가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실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 

으며, 실험평가를 해도 실험과정에 대한 평가가 아닌 

실험 결과만을 평가하는 형식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 

흐］■고 있음을 지적하였다.9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 

해 남정희는 실험 보고서에서 탐구과정기능을 강조할 

수 있도록 그 형식을 제안하고, 보고서에 대한 평가 틀 

을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실험설계 및 실험절차의 고 

안, 자료수집, 자료변환 및 자료해석, 가설검증 및 결론 

도출, 실험과정 평가，등 6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7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0개의 

동일주제에 대한 탐구화학 실험과 교과서 중심 실험, 
이론 중심 수업을 도입, 적용하고 각 수업에 대한 학습 

자의 과학적 성취도 향상 정도를 논리적 사고력, 과학 

탐구기능, 탐구과정 기능의 '지식으로서의 과학，과 수 

공적 기능의 '방법으로서의 과학，, 실험 태도의 '가치관 

과 태도로서의 과학，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 Robinson, Tamir 등, Comber 등, 

Ben-Zvi 등, Baxter 등, Al Busaidi 등, Greig 등에 의하 

면 실험평가에 의한 수행력과 지필 평가에 의한 수행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적다는 연구가 많이 선행되었다.10-16 
Baxter 등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관찰과 보고서의 두 

영역에 대한 실험평가와 지필평가 간의 상관관계는 0.46 
으로 조사되어 과학 성취도 측면에서 실험평가와 지필 

평가가 서로 다른 측면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14
또한, APU를 통해서 같은 기능으로 보이는 내용을 

평가할 때에도 지필검사의 성취도와 실험평가에 의한 

성취도의 결과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1713
Meng과 Doran은 지필평가는 사실, 용어와 같은 특정 

내용에 대한 지식의 평가에는 적절하나, 지식의 응용력 

평가에는 부적절하다고 흐］였다.18 그리고 실험평가나 관 

찰에 의한 평가가 지식의 응용과 탐구과정기능을 평가 

하는데 적절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Greig 등은 실험평 

가에서는 학습자가 스스로 실험을 계획 • 수행하고 결 

과를 기록하지만 지필평가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실험 

계획이나, 결과, 결론을 평가하므로 지필평가와 실험평 

가로 측정한 학습자의 능력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학습자의 과학 성취도 평가는 지필 평가와 실험평 

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
최병순 등과 우종옥 등, 강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수준과 탐구과정기능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탐구능력과 과학성취도는 높 

아진다고 말할 수 있다.19-21 김승화와 Tobin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수준은 탐구과정기능에 영향을 준 

다.23 Tobin 등은 인지수준과 탐구과정 기능사이의 상관 

계수가 r=0.6 임을 밝히고, 형식적 조작기에 도달하지 못 

한 학습자가 통합적 탐구과정기능을 학습하기에는 상 

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형식적 사고 논리는 과학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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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기능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23 소 

원주 등은 GALT와 TIPS nt 이용하여 논리적 사고력 

과 탐구 과정기능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원주 등의 연구에서는 상관계수 

가 0.65(p<0.01 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에 있 

음을 밝혔다24 Jacobson과 Doran은 미국의 5학년과 9 
학년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실험에 대한 경험을 가 

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복잡한 탐구과정기능인 분석, 해 

석, 설명 등은 잘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을 해석, 분석, 설명하는 고차 

원적 기능의 학습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였다.25
남정희는 실험보고서에서 평가할 수 있는 탐구과정 

기능을 6단계로 제시하고, 이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의 

관점과 척도를 제안하였다.7 남정희가 제시한 탐구과정 

기능의 6단계는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 실험설계 - 

자료수집 - 자료변환 및 자료해석 - 결론도출 - 평 

가’이다. 이주연은26 남정희의 일반적인 평가 관점과 척 

도를 바탕으로 강순희27 등이 개발한 탐구지향적 일반 

화학 실험 프로그램 중에서 5개의 실험주제에 대한 보 

고서 평가의 구체적 평가틀을 개발하였다. 민혜영은 

SISS에서 사용한 실험과정 기능검사 문항을 수정 • 보 

완한 3가지 과제의 실험을 이용하여 순환 실험 형식으 

로 수행하여 이를 보고서 평가한 결과, 인지수준이 발 

달함에 따라 탐구과정기능의 전체 점수와 하위 기능인 

계획, 수행, 추론의 성취도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향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8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이 연구는 남녀 고등학교 2개교 2학년 중 

과학 반과 클럽활동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각 교 

에서 과학반 25명, 클럽활동 반 50명의 75명씩 150명 

이 었으며, 이들을 고등학교 입학 성적, IQ, 공통과학(1학 

년) 성적, 과학탐구능력 검사 (TSIS), 논리적 사고력 검사 

(GALT) 등의 사전 검사를 통해 각 그룹별 30명, 5개 그 

룹으로 세분화하고, 다시 그룹 내에서 3명을 1조로 하여 

10개조를 한 그룹으로 편성호］■고 한 학기동안 실험 반 학 

생과 비교 반 학생으로 구분한 다음 2명의 지도교사가 

동시에 임장하여 각 그룹별로 실험을 적용하였다.
실험설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설계는 동질통제 

집단에 대한적용전,적용중간,적용후검사설계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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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group pretest, midtermtest and posttest design) 
로 첫째 그룹 (R1)은 동일한 10개 주제의 교과서에 의존 

한 전통적 실험을 수행하면서 중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그룹 (R2)은 5개 주제의 교과서에 의 

존한 전통적 실험을 수행하고 중간검사를 한 다음 5개 

의 탐구화학실험을 수행하고 사후검사를 하였다. 또한, 
셋째 그룹 (R3)은 동일한 10개 주제의 탐구화학실험을 

수행하면서 중간검사와 사후검사를 하였으며 넷째 (R4) 
와 다섯째 그룹 (R5)은 동일 주제의 5차시 이론중심 수 

업 후 중간검사를 실시한 다음 각각 5개 주제의 탐구화 

학실험과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적 실험을 수행하고 사 

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그룹 간에 실험처치 전 동 

질집단에서 각 실험의 적용중간과 후에 그룹 간 과학 

성취도의 차이가 나타날 것을 목표로 실험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자료. 이 연구에서 연구 대상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 탐구능력, 탐구과정기능과, 과학태도, 수공적 기 

능 등의 과학 성취도 향상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실험군에 적용한 실험 자료로는 강순희27 등이 개발한 

탐구적 일반화학 실험서의 내용 중 실험 1. 기본적인 

실험조작 기능 익히기 ’ 등의 10개의 탐구화학실험 주제 

를 선정하여 고등학교 과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비교 

군에 적용한 실험 자료로는 단원 1. 용액의 농도’ 등의 

탐구화학 실험과 동일한 10개 주제에 대한 이론중심 수 

업을 진행하는 그룹과 제6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공 

통과학 교과서 7종, 화학 I 교과서 11종, 화학 II교과서 

8종에서 실험 1. 중화적정’ 등의 동일 주제의 교과서 

실험을 선정하여 각 그룹별로 실험 및 수업을 수행한 

후 결과를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탐구화 

학실험 내용은 교사의 시범실험을 통한 ‘관찰 및 탐색 

단계’, 실험에 필요한 이론과 과학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개념 도입단계 ’, 학습자 스스로 실험을 통해 

과제를 해결하는，개념 응용 및 평가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었고 이해면, 수공적 기능면, 태도면의 학습목표 

에 맞춰 보고서 평가와 관찰평가를 각 평가항목에 맞게 

병행하였다. 또한, 각 탐구화학 실험은 우선 2시간용으 

로 사용하도록 구성실험 9는 4시간용, 2차시 분同였 

으며, 내용이 너무 길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간에 맞게 

줄여 사용하였다. 실험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시범실험 

후 문제만 제시되는 비 구조화된 형태를 취했으며, 학 

습자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시범실험을 참고하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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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실험의 모든 내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실험보고서 

에서는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실험설계 및 실험절차 

의 고안, 자료수집, 자료변환 및 자료해석, 가설검증 및 

결론도출, 실험과정 평가의 6단계 탐구과정기능을 거 

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매 실험에 대하여 이러한 탐구 

과정기능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
탐구화학실험은 학습자의 탐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도록 안내된 탐구 형태로 진행하고, 실험 내용은 유익 

하면서도 흥미 유발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생활 

주변 소재를 이용하고, 중등학교 과학교과 내용을 고려 

하면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실험 수업은 실험의 목적, 준 

비물, 실험과정 및 고찰 등의 내용이 교사가 미리 준비 

한 실험보고서에 기재되어 있고 학습자는 실험보고서 

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면서 실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실험에 필요한 이론 및 실험과정, 
보고서의 작성 방법 등 실험에 필요한 거의 모든 사항 

이 이미 제시되어 있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인 입 

장에서 실험수업 하는 형태로 역시 시간은 탐구화학 실 

험과 같은 각 실험 당 2시간씩 편성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이론 중심의 수업은 교사의 주도하에 탐구화학 

실험과 동일한 주제의 내용에 대하여 고등학교 교과서 

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학생들에게 각 단원간 

2차시의 설명식 수업을 진행하였다.
검사도구. 논리적 사고력 측정의 검사도구로는 1982 

년 미국의 Georgia 대학의 Roadrangka, Yeany, Padilla 
가 개발한 Long version의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와 이를 최영준 등이 번역한 논리적 

사고력검사지 (Short version)를 사용하였다29 이 검사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는 0.85 이고, 타당도는 0.80 
이다. 이 연구에서는 탐구실험과 전통실험, 이론수업의 

각 그룹세 대해 사전 검사로 12문항의 short version을, 
중간 검사와 사후 검사로 21문항의 long version을 사 

용한 후 논리적 사고력의 향상정도를 각 그룹 간 인지 

수준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탐구능력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 

구로는 이종기가 개발한 과학 탐구 기능 검사지(TSIS) 
를 사용하였다.30 과학 탐구 기능 검사지 (Test of Science 
Inquiry Skills)는 12개 요소 3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 

성되어있고 신뢰도 (KR-20) 0.86, 측정의 표준오차 2.45, 
평균 변별도 0.46, 평균 난이도 0.59이다. 이 연구에서 

는 동일 검사지를 사전, 중간, 사후에 걸쳐 총 3회 사용 

하여 탐구화학실험과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실험, 이론 

중심 수업의 각 그룹 간 탐구능력 향상정도를 비교 • 분 

석하였다.
교과서 중심의 전통실험과 탐구화학실험에 대한 실 

험 태도평가는 김양현이 3단계 척도, 4개 항목으로 개 

발한 개인별 실험태도 평가를 위한 구체적 인 채점 준거 

를 5개 항목(토론 시 참여도, 실험 수행 시 참여도, 주 

의사항 지키기, 정리정돈, 미지 문제에 대한 질문), 3단 

계 척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교과서 중심의 전통적 

실험과 탐구화학 실험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실험 태도 

항목에 대해 조별로 관찰 평가한 후 합산하여 그룹별로 

평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는 0.86 이 

었다.31
수공적 기능의 평가에서는 학습자가 수공적 기능 면 

에 대한 학습 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관찰을 통해 

점검하는 것을 기준으로 리커트 척도 (Likert Scale)의 3 
단계 점수화로 채점 준거를 개발하고 교과서 중심의 전 

통적 실험과 탐구화학 실험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수공 

적 기능 항목에 대한 향상정도를 비교 • 분석하였으며 

평가자간 일치도는 0.82 였다.
탐구화학실험에 대한 탐구과정 기능을 평가하기 위 

한 평가 도구로는 남정희가7 개발한 보고서 평가의 일 

반적인 평가의 관점 및 척도’를 바탕으로 10개의 실험 

중 실험 1. 기본적인 실험조작 기능 익히기 를 제외한 

9개의 탐구화학실험에 대해 구체적 평가틀을 개발하였 

다. 9개의 탐구화학실험 중에서 실험 2. 액체나 고체의 

밀도는 어떻게 측정하나?'를 비롯한 6개의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틀은 차은경이 32 개발해 놓은 것을 이 연 

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실험 8. 
일상 생활에서의 산성 혹은 염기성 물질의 pH측정 및 

산-염기 적정법'을 비롯한 나머지 3개의 실험에 대한 

평가틀은 이 연구의 목적에 맞춰 개발하여 사용하였으 

며 평가자간 일치도는 0.89 였다.

연구 결과 및 분석

논리적 사고력의 향상정도 분석 연구 대상 학생들의 

인지수준은 득점 평균값이 48.5%로 나타나 과도기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각 인지수준별로 살펴보면 

전체 학생 중 47.3%의 학생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연구대상 학생들이 입시 비평 

준화 지역의 중 하위권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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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판단된다. 각 그룹 간 인지발달단계에 해당하는 

인원의 구성비율을 비교해 보면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 

적 실험이나 이론중심 수업 위주의 R1 나 R5그룹에서 

는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 의 인원비율 

이 사전검사에서 모두 53.3, 16.7, 30.0%였으나 중간검 

사에서는 50.0, 20.0, 30.0%와 50.0, 16.7, 33.3%로 사 

후검사에서는 46.7, 20.0, 33.3%와 50.0 16.7, 33.3%로 

크게 향상되지 않는데 비해 탐구화학실험이 투입된 R3 

나 R2, R4 그룹에서는 구체적 조작기 : 과도기 : 형식적 

조작기 ’의 인원비율이 사전검사에서 50.0, 16.7, 33.3% 
와 50.0, 20.0, 30.0%, 53.3, 16.7, 30.0%로 조사되었고, 중 

간검사에서는 36.7, 23.3, 40.0%와 46.7, 23.3, 30.0%, 
50.0, 16.7, 33.3%로, 사후검사에서는 33.3, 23.3, 43.4% 
오! 40.0, 26.7, 33.3%, 46.7, 16.6, 36.7%로 조사되어 Table 1 
(r=.88, p<.05, S.D.=2.42)과 Table 2(r=.85, p<.05, S.D. 
=2.49)에 각 그룹 간 인원의 구성비 (%) 변화 추이를 나 

타낸 바와 같이 구체적 조작기에서 과도기로, 과도기에 

서 형식적 조작기로의 논리적 사고력의 향상정도가 두 

드러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결과를 점수로 비교해 

보면 탐구화학 실험만을 수행한 R3 그룹세 대한 중간 

검사와 사후검사의 전체 학생 평균점수는 52.5%로 조 

사되었고,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적 실험만을 수행한 R1 

그룹과 전통적 실험과 이론 중심 수업을 수행한 R5 그 

룹세 대한 중간검사와 사후검사의 전체 학생 평균 점수 

는 이 47.9%, 는 47.6%로 조사되어 각각 4.6%와 4.9% 
의 평균점수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탐구화학실험을 통한 학습자의 인지능력 향 

상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이 실험은 유의미함 (p<.05)을 

알 수 있다(Table 1, Table 2).

Table 1. Improvement(%) of Cognitive level between Pretest 
and Midterm-test

Cognition level R1 R2 R3 R4 R5

Concrete -3.3 -3.3 -13.3 -3.3 -3.3
Transitional 3.3 3.3 6.6 0 3.3
Formal 0 0 6.7 3.3 0

Table 2. Improvement(%) of Cognitive level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Cognition level R1 R2 R3 R4 R5

Concrete -6.6 -10.0 -16.7 -6.6 -3.3
Transitional 3.3 6.7 6.7 0 0
Formal 3.3 3.3 10.0 6.6 3.3

Table 3. Results(%) of TSIS

Test R1 R2 R3 R4 R5 Mean
Pre 55.0 55.8 54.7 55.0 55.6 55.2
Midterm 55.3 55.6 56.9 55.0 55.3 55.6
Post 55.6 57.2 59.7 56.9 55.8 57.1

탐구력 지필검사의 결과 분석. 연구대상 학생들의 탐 

구력 지필검사 (TSIS)에서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적 실 

험과 이론중심 수업의 R1 과 R5 그룹세서는 사전검사에 

대한 중간검사와 사후검사의 TSIS의 향상 정도가 R1 은 

0.3%와 0.6%, Rs는 -0.3%와 0.2%로 매우 낮게 나타나 

탐구능력의 향상이 매우 적은데 반해,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R3 그룹세서는 중간검사에서 2.2%, 사후검사에 

서 5.0%의 높은 향상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또한 후반기 5개 주제에 대해서만 탐구화학 실험 

을 수행한 R와 R4 그룹세서의 중간검사와 사후검사의 

TSIS의 향상 정도는 R2에서 -0.2%와 1.4%로, R4에서 

0%와 1.9%의 향상으로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후반 

기에서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어 탐구실험을 통한 학 

습자의 인지능력의 향상 정도는 Table 3(r=.86, p<.05,
S.D.=4.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유의미 (p<.05)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Table 3).
탐구과정 기능의 향상정도 분석. 탐구과정기능의 평 

가에서 학습자는 제시된 문제에 대해서 시범실험을 참 

고하여 스스로 실험의 모든 내용을 이끌어내야 한다. 
실험보고서 작성의 단계는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실 

험설계 및 실험절차의 고안, 자료수집, 자료변환 및 자 

료해석, 가설검증 및 결론도출, 실험과정 평가'의 6단계 

탐구과정 기능으로 각 단계마다 10점 만점으로 한 개 

의 실험 주제에 대하여 개인별 60점 만점으로 평정한 

후 조별, 그룹별로 총점과 평균을 계산한 다음 100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9개의 주제에 대하여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탐구화학 

실험만을 수행하는 그룹 (R3)에만 실험적용하고 학습자 

의 인지수준별 탐구과정기능의 향상정도를 비교• 분석 

하였다. 탐구과정 기능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10~30% 
대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구체적 조작기: 과도기: 
형식적 조작기'의 탐구화학 실험에 대한 평균 점수 비 

율이 24.7:26.0:28.1%로 나타나 형식적 조작기의 학생 

이 구체적 조작기나 과도기의 학생보다 탐구수행 능력 

이 다소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구과정 기능이 과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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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science process skills to cognitive levels

Generating 
Problems

Design of 
Experiments

Data
Collection

Data
Transition

Drawing 
Conclusion Evaluation Mean

Concrete 23.3 28.5 31.8 30.3 21.9 12.2 24.7
Transitional 25.2 30.2 32.9 30.9 23.9 12.6 26.0
Formal 28.7 32.5 34.2 32.6 26.1 14.6 28.1
Mean 25.7 30.4 33.0 31.3 24.0 13.1 26.3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지만 초등 

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실험 중심보다는 지식 위주의 주 

입식 교육과 학습자가 주도적 입장에서 실험을 수행하 

기 보다는 교사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단순한 실험과정 

을 수동적 입장에서 수행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탐 

구과정 중 문제인식 및 가설설정 (25.7%), 가설검증 및 

결론도출(24.0%), 실험과정 평가(13.1%) 등의 항목의 

성취도가 특히 낮았으며, 이에 비해 실험설계 및 실험 

절차의 고안(30.4%), 자료수집 (33.0%), 자료변환 및 자 

료해석 (31.3%) 항목의 성취도는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이 하위 위계보다 상위 위계의 

탐구과정 기능이 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흥미로 왔던 점은 연구 대상 학생 

들이 실험의 종류에 따라 과학적 성취도가 다소 다르다 

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개념의 어려움과 과제의 친숙도 

에 따라 자신의 능력을 다르게 발휘하는 경향이 있었는 

데 과제의 선정과 조직의 순서에 있어서 이에 대한 고 

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학 태도 평가의 결과 분석. 실험에 임하는 연구대 

상 학생들의 과학태도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30~40% 
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5(r=.80, p<.05, S.D.=8.7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그룹 (R3)의 과학태도 평 

가 결과는 43.9%로 조사되었고,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 

적 실험을 수행한 그룹 (Ri)의 과학태도 평가 결과는 

33.2%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점수차이는 평균 10.7%로 

유의미한 (p<.05)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반기는 전통 

적 실험을 수행하고 후반기에는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 

한 그룹 (R2)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점수는 각각 31.3% 
와 41.7%로 조사되어 10.4%의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Table 5. Results(%) of Scientific Attitudes

Experiments Ri R2 R3 R4 R5

Traditional 33.2 31.3 - - 32.5
Inquiry - 41.7 43.9 39.0 -

Table 6. Results(%) of Manipulative Skills

Experiments Ri R2 R3 R4 R5

Traditional 381 352 - - 334
Inquiry - 44.4 48.6 48.4 -

것으로 보아 탐구화학 실험은 전통적 실험보다 과학 태 

도 면에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하는 그룹의 학생들 

이 보고서의 내용에 의존하는 전통적 실험을 수행하는 

학생들보다 보다 능동적으로 실험에 참여하였다는 사 

실을 알 수 있었다.
수공적 기능 평가의 결과 분석. 수공적 기능의 평가 

결과도 과학 태도 평가의 결과 분석과 같이 전반적으로 

30~40% 대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Table 6 
(r=.82, p<.05, S.D.=11.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탐구화 

학 실험을 수행한 그룹 (R3)의 수공적 기능의 평가 결과 

는 48.6%로 조사되었고, 교과서에 의존한 전통적 실험 

을 수행한 그룹 (Ri)의 수공적 기능의 평가 결과는 38.1% 
로 나타나 두 그룹 간 점수차이는 평균 10.5%로 유의 

미한 (p<.05)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전반기는 전통적 실 

험을 수행하고 후반기에는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그 

룹(R2)의 전반기와 후반기의 점수는 각각 35.2%와 44.4% 
로 조사되어 9.8%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탐 

구화학 실험은 전통적 실험보다 수공적 기능면에서 유 

의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통적 실험과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그룹 간의 점수 차이는 약 10% 정도로 

탐구화학 실험을 수행한 그룹이 더 높아 탐구화학 실험 

은 학생들의 수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한 요인으로 판 

단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인지발달 단계상 형식적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 

만 조사결과에 의하면 주로 구체적 조작기 수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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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으며 탐구실험을 통한 인지능력의 향상 

정도는 인지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탐구력 지필 검사의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의 성취도가 높 

게 나타났으며 반기 이상이라도 탐구실험을 수행한 실 

험반에서 향상정도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탐구실험은 전통적 실험이나 이론수업보다 학습자의 탐 

구능력을 향상하는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기간적으로 보면 반기보다는 한학기간을 적용할 때 과 

학성취도 향상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단기간보다는 최 

소한 한 학기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효과가 큼을 알 수 있었다. 과학태도 평가나 수공적 

기능의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났으며 전통실험보다는 시범실험이나 조별실험을 적 

용한 탐구실험에서 다소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한, 탐구과정 기능에 대한 평가 결과 성취도는 전반적 

으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탐구수행 능력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평가항목별로 세분화 

해보면 탐구과정 기능 중 다소 하위위계에 속하는 실 

험설계 및 실험절차의 고안’, ‘자료수집’, ‘자료변환 및 

자료해석’ 항목보다는 좀더 상위 위계에 속하는 ‘문제 

인식 및 가설설정’, 가설검증 및 결론도출’, ‘실험과정 

에 대한 평가’ 항목의 탐구과정 기능이 특히 부족한 것 

으로 나타났다.
현대는 통합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 

고 있으며, 특히 인지적인 측면의 통찰력이 강조되고 

있다. 그레 단편적인 과학 지식을 우선적으로 강조하 

는 현 과학 교육의 틀로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 

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에 학습자의 종합적인 과학 

성취도 향상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수업형태와 평가의 

틀을 적용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 연구에 사용된 평가 항 

목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학교 현장이나 학습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현장의 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사 

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전통적 실험이나, 이론수업에 

서도 시범실험이나 영상자료의 제시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 및 직접탐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종합적 사고력과 

탐구능력을 배양하는 학습형태의 다양화 및 각 학습 형 

태에 맞는 평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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