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과학교육 제33권 제3호, pp. 566~578 (2014) http://dx.doi.org/10.15267/keses.2014.33.3.566566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박재화․신동훈

(서울교육대학교)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in Elementary School

Park, Jae Hwa․Shin, Dong 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he effects of their experimental design ability, as well 
as the change in the type and elaborateness of their experimental design by applying the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as 4 classes in 6th grade of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Seoul, KOREA. The classes were 
divided into experimental and comparative groups. While the treatment was applied to the experimental group, 
the comparative group was taught using conventional methods. The pre-test and post-test for students' capability 
of building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were conducted to compare the ability of experimental 
design, the change in the type and elaborateness of experimental design.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gram appeare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experimental design ability. Furthermore, the program 
appeared to be more effective in generating a higher level of the experimental design type and elaboratenes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ability, the program can be utilized 
as effective learning model in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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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업사회에서 지식 기반 사회로 패러다임이 변

화하면서 교육의 역할 역시 지식의 수용 능력보다

는 지식의 생성 능력 향상을 요구하게 되었다(Kang, 
1997). 과학의 본성 면에서도 과학 지식이란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와 발견에 의해 계
속 변해가는 것이므로 과학 지식 자체를 수용하는

것보다는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과 방법이 더

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방법 중에서 가설-연역적

방법은 의문 상황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변인을 선택하여 실험을 설계하고, 
계획한 실험 설계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가설의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과학 지식이

생성되는 방법이다(Kwon et al., 2003a; Park, 2003; 
Lawson, 2000). 이러한 과학 지식의 생성에서 핵심
적인 과정 중의 하나가 고안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

는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이다(Klahr, 2000). 가설을
검증하기위한 실험 설계를 하는 것은 과학 탐구 능

력 중 하나로 과학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

한 과정이며(Martin, 1997; McPherson, 2001),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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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나 방법을 새롭게 조합해내는 창의성을 요구

하기때문에창의성함양에도효과적이다(Kim, 1999; 
McPherson, 2001; Kwon et al., 2003b; Jeong, 2008).
그러나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알아보려는 탐

구심은강하지만, 변인통제능력, 실험방법을고안
하는능력은매우서투르다(Lee, 2002). Kim and Choi 
(200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은 탐구 주제와 관
련된 변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여러 변인을 통합하여 실험 설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Shin and Kim 
(2010)은 초등학생들이 자유 탐구 활동에서 실험 설
계를 할 때, 대조군과 실험군 설정 및 변인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과학교육 현
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많은 교수-학습 모형이나 전
략들이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기보다는 이미 밝혀

진 과학 이론이나 법칙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Kwon et al., 2004; 
Kim & Choi, 2005).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험 설계 과정은 실제 과학

연구에서 과학자들이 경험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

가 있다. 초등학교에서 실험 설계는 대부분 교사에
의해 제시되는 수업이 67.8%로 관찰되었고, 실험
설계조차 없이 교사에 의해 마련된 실험 도구를 가

지고 바로 실험에 착수하는 수업도 14.4%로 관찰되
었으며, 학생에 의해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는 수업
은 고작 4.8%에 불과하였다(Yang et al., 2006). 그에
반해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 및 교과서를 보고 따라

하기 식의 실험 설계보다는 학생들이 모둠 구성원

들의 토의를 통하여 직접 실험을 계획해 보는 활동

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8).
따라서 실험 설계를 지식 생성의 관점에서 접근

하는 교수-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Jeong(2008)
는 실제 실험 설계 시 어려움에 부딪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설 검증 방법 고안 교수-학습 절차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Yoo et al.(2010)은 중학생을 대
상으로, Lee(2011)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설
계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실험 설계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교

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적 효과를 분석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이 주도적

으로 실험 설계를 할 수 있게 하며, 교사에게 지속

적인 지원 및 도움을 줄 수 있는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프로
그램이 초등학생의 실험 설계 능력 향상과 실험 설

계의 유형 및 정교성 변화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II.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4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험 집단 2개 학급, 비
교 집단 2개 학급으로 연구 집단을 선정하였다. 실
험 집단은 남학생 24명, 여학생 21명이고, 비교 집
단은 남학생 24명, 여학생 21명으로 총 9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연구 절차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 설계 능

력과 실험 설계의 유형 및 정교성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연구 절차를
수행하였다.

3.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

램 개발 방법

1) 프로그램 주제 추출

6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현상을 제
시하여 가설을 생성하고,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

설계 활동 구성에 적합한 6개의 탐구 주제를 Table 
1과 같이 추출하였다. 

2)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교수-학습 절차 

구성

Jeong(2008)의 가설 검증 방법 고안 교수-학습 절
차를 기본으로 하고, Kwon et al.(2011)의 실험 설계
사고 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나와 있는 과정인
‘가설의 평가 기준 고안’ 과정을 실험 설계 지식 생
성 과정에 포함시켰다. 그리하여 요소 파악 → 변인 
선정 → 실험 방법 고안 → 평가 기준 고안의 순으

로 이루어지는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과정을 구성하

였고, 이를 토대로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교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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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od Related section Phenomenon Hypothesis

1 2. A variety of gases
If you press any air balloon, the size of the 
balloon is reduced. 

When a force is applied to gas of the balloon, the size of the 
balloon is smaller because the volume of gas is small. 

2 2. A variety of gases
If you put dented ping-pong ball in hot 
water, ping-pong ball becomes tight.

If the gas temperature of dented ping-pong ball rises, ping- 
pong ball becomes tight because the volume of gas is large. 

3 3. Energy and tools
When riding a seesaw, I sit far from the 
fulcrum of the seesaw to lift a heavier friend 
than me.

If the distance between the fulcrum of the seesaw and sitting 
place is far from, less power can be lifting heavy friend.

4 3. Energy and tools
When moving the meals cart into the class- 
room, using the slope can be easily moved. 

If you move the meals cart by using the slope, the slope can 
be easily moved because it costs less power. 

5
4. Combustion and 

extinguishing
Covering cap, the fire of the spirit lamp is 
turned off.

Covering the lid of the alcohol lamp, the fire goes off because 
it reduces the amount of oxygen.

6 4. Combustion and 
extinguishing

In a fire place, there are both charred stuff 
and little unburned stuff. 

In a fire place, because flash point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f goods  degree on burning is different.

Table 1. Subject of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Previous studies research and literature study


Choosing topics of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Curriculum analysis
•Choosing topics of six class periods program 


The development of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lan 
•Development of activity sheets 


The conduct of the pre-test •Test for capability of generating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The application of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Experimental group: Applying program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Comparative group: Teaching using general method(textbooks, 

tutorial-based)


The conduct of the post-test •Test for capability of generating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program

•Effects of experimental design ability
•Change in the type and elaborateness of experimental design 


Results and discussion

Fig. 1. Procedure of this study

절차를 Fig. 2와 같이 구성하였다.

3) 프로그램의 타당도 검증

개발된 6차시 프로그램의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과학 교육 전문가 1인, 초등 과학 교육 전공
석사 과정 6인, 박사 과정 1인과 10회의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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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for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knowledge generation

를 통하여 내용 검토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

쳤다.

4. 검사 도구

1)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생성력 검사지(A형과 

B형)

Kwon et al.(2004)이 개발한 과학적 지식생성력
검사 도구에서 실험 설계 지식 생성과 관련된 문제

중에 초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상

황으로구성된 것을선택하고수정․보완하였다. 과
학적 실험 설계 지식생성력 검사지 A형은 사전 검
사, B형은 사후 검사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의
타당도는 과학교육 전문가 1인, 초등 과학 교육 전
공 석사 과정 6인과 10회의 세미나 과정을 통하여
검증받았다. 

2) 서술형 설문 조사 및 면담

실험 집단에서 10명의 학생들에게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술형 설

문 조사를 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이 추상적인 학
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술형 설문 조사 문항의 내용
은 적용한 프로그램이 실험 설계 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전에 비해서 실험
을 설계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이 생겼는지, 적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등에 대해 물어보고, 왜 그
렇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이 설문 내용은 과학교육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5. 결과 분석 방법

1) 학생별 실험 설계 내용 분석 

실험 설계 내용 분석틀은 Kwon et al.(2008)이 개
발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생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실험 설계의

유창성, 다양도, 유형, 가설의 평가 기준 유무, 변인
통제의 유무, 정교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설계 능력 지수의 통계적 분석

학생별로 실험 설계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

로 Kwon et al.(2008)이 개발한 실험 설계 능력 지수
산출식(Table 2)을 이용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는 실험 설계의 유형, 정교성, 유창성, 다양도를 반
영하여 나타낸 값으로 현장 교사 3인과 함께 교차
채점에 의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비교 집단과 실
험 집단의사전 검사와사후 검사 결과를 실험 설계

능력 지수로 산출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
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를 통계적

으로 분석하고, 종속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 내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Kim and Baker(2012)
가 개발한 i-STATistics 1.0.30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3) 실험 설계의 유형 및 정교성의 변화 분석

학생별로 실험 설계 내용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

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실험 설계의 유형과

정교성 분석하였다. 그리고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의 실험 설계 유형과 정교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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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laborateness

Direct
observation

method

Similar phenomena 
comparison method

Negative 
comparison 

method

Positive 
comparison 

method

Positive-negative 
comparison method

Proportion 
comparison 

method

Control 
variables

×

Abstract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Concrete Level 6 Level 7 Level 8 Level 9A Level 10

Control 
variables
○

Abstract Level 9B Level 11 Level 12A Level 13 Level 15

Concrete Level 12B Level 14 Level 16 Level 17 Level 18

Table 3. Stage depending on the level of the experimental design type and elaborateness 

Index calculation of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ability
 = First experimental design{Diversity of experimental design×(Value of the experimental design types for verification of descriptor 

1×Value of the experimental design elaborateness)+(Value of the experimental design types for verification of descriptor n×Value of 
the experimental design elaborateness)}+…The n-th experimental design

Table 2. Index calculation of scientific experimental design ability (Kwon, et al., 2008)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4) 실험 설계 유형 및 정교성의 수준에 따른 단

계 구분

Kwon et al.(2008)에 의해 연구된 실험 설계 능력
지수 산출식의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실험 설계 유

형 및 정교성의 수준에 따라 단계를 Table 3과 같이
구분하였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생 개인별
로사전검사와사후검사의실험설계내용을 Table 
3에 근거하여 단계화하고, 두 집단의 사전․사후 간
의 실험 설계 단계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미

시적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적실험설계지식생성학습프로그램

1)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교수-학습 과정

안 개발

Fig. 2와 같은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교수-
학습 절차를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
다. 특히 실험 방법 고안 과정에서 모둠별로 실험
방법에 대해 토의를 할 때 교사가 순회하면서 학생

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발문을 할 수 있는지 예시

발문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교사의 모둠
별 순회 지도시 수업 장면의 예’를 다르게 해주어

야 할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 같게 해
주어야 할 조건이 실험 방법에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더 상위 수준의 실험 설계 유형을 고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 추상적인 실험 설계
를 하였을 경우 등의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었다.

2)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활동지 개발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지나치게 개방적인 형태로 만들면, 학생들이 실제
활동에서 불안감과 부담감을 느낄 수 있어서(Kim et 
al., 2006), 요소 파악, 변인 선정, 실험 방법 고안, 평
가 기준 고안 순으로 이루어진 실험 설계 지식 생성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물음을 제시하고, 활동 안내
가 자세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실험에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

시하고, 학생들이 실험의 목적에 맞게 그 실험 도구
를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할지, 몇 개가 필요할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험 도구가 있는지 등을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특히, ‘실험
방법 고안’ 과정에서 작성하는 표에는 ‘실험 방법을 
쓰기에 앞서서 생각할 점’을 제시하여 모둠별로 실
험 방법을 고안할 때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비계(scaffolding) 역할(Wood 
et al., 1976)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둠별
로 실험 방법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쓰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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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mples of pre-test created by student C1 The examples of post-test created by student E44

Experi-
mental 

methods

Experi-
mental 

methods

Evaluative 
standards 

Evaluative 
standards 

Fig. 3. The examples of pre-test and post-test crea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그림으로 나타내게 하여 설계한 실험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이고, 실제 실험을 수행할 때 용이하게 하
였다.

2.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

램의 효과

1) 과학적 실험 설계 내용 분석 및 실험 설계 능

력 지수 산출

Kwon et al.(2008)이 이용한 분석틀을 활용하여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생별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결과를 실험 설계의 유창성, 다양도, 유형, 평
가기준 유무, 변인 통제의 유무, 정교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험 설계 내용 분석의 객관성을 유지
하기 위해 현장 교사 3인과 함께 10개의 검사지를
예비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분석 기준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실험 설
계 내용 분석 과정은 Fig. 3에 나타나 있는 학생들
의 사전 검사지와 사후 검사지를 예로 들어 설명하

고자 한다.
먼저 Fig. 3의 사전 검사지는 닭이 알을 낳는 개

수가 단백질 섭취량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하는 설명 요소가 하나인 실험을 설계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 학생 C1은 단백질 섭취량이 많은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가설의 진위
를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긍정-부정
비교법’이고, 실험을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바르게 고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실험 설계의 정교성 측면에서 단백질 섭취

량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을 통제하는 과정이 나타

나 있지 않고, 단백질 섭취량 등이 정량적으로 제
시되어 있지 않은 ‘추상적인 실험 설계’라고 분석
할 수 있다.
다음으로 Fig. 3의 사후 검사지는 소금물에 절여

진 배추의 무게가 소금물의 진하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설명 요소가 하나인 실험을 설

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학생 E44는 소금물의 진
하기를 5가지로 비례적으로조작하고, 이에 따라 나
타나는 현상의 비례적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비례 비교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가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바르게 고안이 되어 있다. 실험 설계의 정교성 측
면에서 보면 소금물의 진하기를 제외한 배추의 생

산지, 배추를 넣어 절이는 시간, 전자저울의 종류
등의 변인을 통제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고, 소금물
의 진하기나 배추의 양, 배추를 담그는 시간 등이
정량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 실험 도구 명칭도 제
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험 설계’라고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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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Group M SD N t p

Pre-test
Comparative group 13.38  8.68 45

—1.1291 0.2619
Experimental group 11.53  6.68 45

Post-test
Comparative group 12.49  9.86 45

  4.5755*** 0.0000
Experimental group 23.78 13.29 45

***p<.001

Table 5. The result of dependent samples t-test on experimental design ability

Group Test M SD N t p

Comparative group
Pre-test 13.38  8.68

45 —0.4965 0.6220
Post-test 12.49  9.86

Experimental group
Pre-test 11.53  6.68

45   6.1738*** 0.0000
Post-test 23.78 13.29

***p<.001

Table 4. The result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on experimental design ability

이상의 예시와 같은 방법으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생이 고안한 실험 설계 내용을 분석하고, 
Kwon et al.(2008)이 개발한 Table 2와 같은 실험 설
계 능력 지수 산출식에 근거하여 실험 설계 능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2) 실험 설계 능력 지수의 변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에서 집단 간의 실험 설계

능력 지수를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사전검사에서는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p<0.001). 
즉,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이 사전 검사에서는 동
일한 수준의 집단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실험
집단의 실험 설계 능력 지수가 향상되었다고 추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집단 내에서

실험 설계 능력 지수 변화를 종속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비교 집단은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서
11.53이고, 사후 검사에서 23.78로 사후 검사가 사
전 검사의 결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

다(p<0.001).

3) 실험 설계의 유형과 정교성의 변화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에서 실험 설계의 유형과 정교성 분석 결과는 Table 
6, 7과 같다.

(1) 실험 설계의 유형 변화

비교 집단의 실험 설계의 유형은 Fig. 4와 같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긍정-부정 비교법이 가
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긍정 비교법이 많았다. 
가장 하위 수준의 유형인 직접 관찰법은 사전 검사

에서는 3개였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오히려 11개로
늘어났다.
실험 집단의 실험 설계의 유형은 Fig. 5와 같이

사전 검사에서는 비교 집단과 유사하게 긍정-부정
비교법, 긍정 비교법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는 비례 비교법이 가장 많이 나타났

고, 긍정-부정비교법이 다음으로많이 나타났다. 사
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긍정 비교법과 긍정

-부정 비교법은 줄어들고, 가장 상위 수준의 유형인
비례 비교법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모둠별로
실험 방법을 고안할 때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활동지나 교사의 발문을 통해 적절한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함으로써 긍정 비교법이나
긍정-부정 비교법에서 상위 수준의 실험 설계 유형
인 비례 비교법으로 발전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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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Type

Elaborateness 

TotalControl variables × Control variables ○

Abstract Concrete Abstract Concrete

Comparative
group

Direct observation  3  3

Similar phenomena comparison  1  1

Negative comparison  3  3

Positive comparison 15  2 17

Positive-negative comparison 10 2  7 1 20

Proportion comparison  2 1  3

Total 33 3 10 1 47

Experimental
group

Direct observation  1  1

Similar phenomena comparison  2  2

Negative comparison  1  1

Positive comparison 13 13

Positive-negative comparison 19 3 22

Proportion comparison  5 3 1 9

Total 41 3 4 0 48

Table 7. Analysis on the type and elaborateness of experimental design in post-test

Group Type

Elaborateness

TotalControl variables × Control variables ○

Abstract Concrete Abstract Concrete

Comparative
group

Direct observation 11 11

Similar phenomena comparison  3 1 1  5

Negative comparison  1  1

Positive comparison 10 1 11

Positive-negative comparison  7  2 7 1 17

Proportion comparison 1  1

Total 32  2 9 3 46

Experimental
group

Direct observation  1  1

Similar phenomena comparison  2  2

Negative comparison  0

Positive comparison  6  6

Positive-negative comparison  5  3 3 3 14

Proportion comparison  1  5 3 13 22

Total 13 10 6 16 45

Table 6. Analysis on the type and elaborateness of experimental design in pre-test

(2) 실험 설계의 정교성 변화

비교 집단의 실험 설계의 정교성은 Fig. 6과 같이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모두 변인 통제를 하지 않

은 실험 설계와 추상적인 실험 설계가 많았다.
실험 집단의 실험 설계의 정교성은 Fig. 7과 같이

사전 검사에서는 비교 집단과 유사하게 변인 통제

를 하지 않은 실험 설계와 추상적인 실험 설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두 집단 모두 학생들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고안하기는 하지만, 정
확한 변인을 찾아내어 구별하는 능력이나 실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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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hange in the type experimental design of experimental group 

Fig. 4. The change in the type experimental design of comparative group

계를 구체적으로 하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Han et al., 2002). 그러나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에서는 변인 통제를 하지 않은 실험 설계

가 줄어들고, 변인 통제를 한 실험 설계가 22개(48.9 
%)로 늘어났다. 또한 추상적인 실험 설계가 줄어들
고, 구체적인 실험 설계가 26개(57.8%)로 늘어났다. 
이는 실험 집단이 모둠별로 고안한 실험 방법으로

직접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모둠별

로 실험을 설계할 때 실제로 실험 수행이 가능하도

록 구체적인 실험 도구 명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양을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원인이 되는 변인을 제외한 다른 변인이 실험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직

접 겪어 봄으로써 더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 위

해 통제해야 할 변인들을 실험 설계시 반영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4) 개인별 실험 설계 수준에 따른 단계화 및 단

계의 변화

(1) 개인별 실험 설계 수준에 따른 단계화 및 단

계의 변화 분석 
Table 3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

의 학생 개인별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실험 설

계 내용을 단계화하고, 단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
다. 예를 들어 Fig. 8과 같은 학생 E21의 사전 검사
지에서 실험 설계 내용을 분석하면 ‘긍정-부정 비
교법’의 유형(Ⓓ)에 해당되며, 변인 통제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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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hange in the elaborateness experimental design of comparative group

Fig. 7. The change in the elaborateness experimental design of experimental group

The examples of pre-test created by student E21 The examples of post-test created by student E21 

Experi- 
mental 

methods

Experi- 
mental 

methods

Evaluative 
standards 

Evaluative 
standards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design Ⓓ ×  추상 Analysis of the experimental design Ⓓ ○  구체

Level 4 Level 17

Fig. 8. The examples of analysis of the change in level of experiment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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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mproved degree of level of experimental design

고( × ) 구체적인수치나 실험도구가 제시되지 않
은 추상적인 실험 설계( 추상 )이다. 그러나 사후
검사지에서는 ‘긍정-부정 비교법’(Ⓓ)으로 유형은

같지만, 소금물의 진하기를 제외한 처음 배추의 무
게, 대야를 놓아두는 장소, 배추를 절이는 시간 등
의 변인이 통제가 되어 있고( ○ ), 구체적인 수치
와 실험 도구 명칭이 제시되어 있는 구체적인 실험

( 구체 )으로 설계하였다. 이는 실험 설계의 수준
이 Table 3을 근거로 하여 단계화하였을 때 사전 검
사에서는 4단계, 사후 검사에서는 17단계로 13단계
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실험 설계 수준에 따른 단계 변화 비교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학생 개인별 실험 설계

수준에 따른 단계화 및 단계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사에서의 실험 설계 단계가 사전 검

사에서의 실험 설계 단계보다 낮아진 경우를 ‘단계
저하’, 동일한 경우를 ‘단계 유지’, 높아진 경우를
‘단계 향상’이라고 나타내었다. ‘단계 저하’에 해당
하는 학생이 비교 집단은 22명(48.9%), 실험 집단은
5명(11.1%)으로 비교집단이 훨씬 많았다. ‘단계 유
지’에 해당하는 학생은 비교 집단이 6명(13.3%), 실
험 집단은 4명(8.9%)으로 약간의차이가 있었다. ‘단
계 향상’에 해당하는 학생은 비교 집단은 17명(37.8 
%)에 그쳤지만, 실험 집단은 36명(80.0%)으로 월등
히 높았다.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에서 단계가 향
상된 학생들의 실험 설계 단계가 어느 정도 향상하

였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나타내면 Fig. 9와 같다. 전
체적으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실험 설계

단계 향상된 정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1단계 이상으로 향상된 정도가 큰 학생들을
살펴보면 비교 집단은 1명이지만, 실험 집단은 15명
이나 해당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투입한 과학적 실험 설계 지

식생성학습프로그램이학생들에게직접적으로가

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고안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실험을 설계하는과정에서모둠원들 사
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Gerber et al., 2001).

5) 서술형 설문 조사 및 면담 결과

실험 집단에서 학생 (가)∼학생 (차)까지 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으로 총 10명의 학생들에게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과 관련한 서술

형 설문 조사를 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이 추상적
인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

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서술형 설문 조사 및 면담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실험 설계’의 과정을 여러 가지 하위 과정이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을 반영한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하위 과정들

을 단계적으로 밟아 가며 직접 실험 방법을 고안함

으로써, 실험 설계 능력 향상에 도움을주었다는것
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 Kwon et al.(2011)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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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치한다. 또한 실험 방법 고안 과정에서 학생
들은 모둠별 활동을 즐거워하였고, 상호 작용을 통
해 서로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과학은 사회적 활
동이며, 과학 지식은 집단적 의사소통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학의 본성에 비추어 보아(Kang & 
Noh, 2000), 상호 작용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소집단
활동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모둠을
구성할 때 효과적인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이

질적인 소집단으로 구성하고(Lou et al., 1996), 모둠
활동 시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적 실
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램은 실험 설계 능

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사
전 검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동일한 수준의 집단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

았다(p<0.001). 또한 비교 집단의 실험 설계 능력 지
수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
해 사후 검사에서 학생들의 실험 설계 능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하였다(p<0.001).
둘째,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로그

램은 실험 설계의 유형 및 정교성 수준 향상에 효

과적이다. 과학적 실험 설계 내용 분석틀에 의한 실
험 설계의 유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긍정-부
정 비교법, 긍정 비교법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사
후 검사에서 비교집단은 여전히 긍정-부정 비교법, 
긍정 비교법이 많이 나타났고, 가장 낮은 수준의

직접 관찰법이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반해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에서는 긍정 비교법이나 긍정-부
정 비교법이 줄어들고, 가장 상위 수준인 비례 비
교법이 뚜렷하게 증가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
음으로 과학적 실험 설계 내용 분석틀에 의한 실험

설계의 정교성 변화를 분석한 결과,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전 검사에서 두 집단 모두 변인 통

제를 하지 않은 실험 설계와 추상적인 실험 설계가

많았다. 그러나 사후 검사에서의 결과는 비교 집단
에서는 여전히 변인 통제를 하지 않은 실험 설계와

추상적인 실험 설계가 많았으나, 실험 집단의 사후
검사에서는 변인 통제를 하지 않은 실험 설계와 추

상적인 실험 설계가 크게 줄어들고, 변인 통제를

한 실험 설계와 구체적인 실험 설계가 뚜렷하게 증

가하였다. 또한 학생 개인별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실험 설계 내용을 유형과 정교성 수준에 따

라 단계를 구분하여 단계화하고, 단계 변화 양상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비교 집단에 비해 실험 집
단에서 ‘단계 향상’이 된 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
았다.
이를 통해 과학적 실험 설계 지식 생성 학습 프

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실험 설계 지식 생성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과학적실험설계 지식 생성교수-학습 프

로그램을 적용한 수업에서 교사-학생, 학생-학생 사
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

아보는 추후 질적 연구를 제안한다. 특히 모둠별로
토의를 하며, 직접 실험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생-학생 사이의 담화를 분석하여 어떤 상
호작용을 토대로 실험 설계 능력이 향상되는지,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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