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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 지식을 생성하는 방법, 또는 지적 기능으로 간략하게 표현되

는 과학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그들의 연구에서 

도출한 증거를 토 로 설명을 제안하는 다양한 방법과 관련된다

(Aikenhead, 1983; NRC, 1996). 이러한 과학 탐구는 학교 교육과 관

련하여 ‘학생들이 과학 지식과 과학 개념에 한 이해를 증진하고 

과학자가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NRC, 1996), 과학 교과를 다른 교과와 구분 짓는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자, 과학을 가르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표현된다(Bae, 2009; 

Lee & Park, 2017; NRC, 1996; Luft, Bell, & Gess-Newsome, 2008). 

또한, 과학 탐구는 과학과 교수⋅학습의 특별한 방법 중 하나라는 

단순한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과학 탐구는 탐구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탐구에 한 이해와 탐구가 과학 지식으로 변화하는 과

정을 이해하는 것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NRC, 1996).

소위 미국 과학교육의 황금시 라 불렸던 1950∼1970년  미국에

서 일어난 과학 교육과정 개혁으로 초⋅중등학교의 과학교육에서 탐

구에 의한 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이래, 과학적 사고나 수용된 지식보

다 과학의 과정 기능을 더 중요시하 으며 과학교육의 목적으로 탐구 

기능(process skills)과 탐구로서의 과학(science as inquiry)이 자리매

김하 다(Lee & Cho, 2015). 과학교육의 황금시 를 거친 후에도 과

학적 탐구의 중요성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과학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진화하 다. 2061 프로젝트(project 2061)의 출발점

인 ‘모든 사람을 위한 과학(Science for All Americans, AAAS, 1989)’

에서는 과학의 본성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과학적 세계관, 과학적 

탐구 방법, 과학적 체계) 중 하나로 과학적 탐구를 포함시킴으로써 

탐구로서의 교수⋅학습을 강조하 으며, 과학 소양에 근거한 교육과

정 개혁 방안인 ‘과학 소양을 위한 단계별 기준(Benchmarks for Science 

Literacy, AAAS, 1993)’에서도 과학의 본성 중 하나로 과학적 탐구의 

속성을 기술하며 과학 탐구와 관련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

까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내용과 기능들을 학년 범위로 구분하여 제

시하 다. 1996년에 발표된 미국의 국가과학교육표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SES; NRC, 1996)은 탐구 기반의 교수⋅학

습과 평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과학 내용으로서의 

과학적 탐구와 과학의 학습 방법으로서의 과학적 탐구를 포함하여 

기술하 다. 이는 2061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것보다 학교 교육에서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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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탐구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탐구로서의 과학을 위한 내

용 기준에 과학 탐구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과학 탐구에 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 탐구 능력은 과학 지식과 탐구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뜻하며, 과학 탐구에 해 이해한다는 것은 새로운 증거와 논리

적 분석 및 과학자들에 의해 수정된 가설에 따라 과학 지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하는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미국의 차세 과학교

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Achieve Inc., 

2013)의 직접적인 토 가 되었던 유초중등과학교육의 체계(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 NRC, 2012)에서는 과학자의 연구 방법 체험을 강조하며, 

과학 탐구의 참여를 통해 과학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취 기

수준을 학년 범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체계에

서는 모든 과학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특정한 과학적 방법

(scientific method)이 있다거나 내용에 무관한(content-free)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등의 과학적 탐구에 한 오인(misconceptions)을 

피하고, 과학 지식과 탐구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병행되어 과학적 탐

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학적 탐구를 과학적 실행

(scientific practices)으로 바꾸어 표현하 으며(NRC, 2012), 과학적 

탐구를 포괄하는 과학적 실행 능력의 향상을 과학교육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는 탐구 지향 과학교육(inquiry-oriented science education)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제3차 교육과정부터 탐

구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과학적 탐구를 통한 지식의 습득과 과학적 탐구 능력의 

함양을 과학과의 주요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Bae, 2009; Lee & Cho, 2015; MOE, 2015). 

최근에는 미래세  과학교육표준(Korean Science Education Standards 

for the Next Generation, KSES; KOFAC, 2019) 개발 연구를 통해 

과학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과학적 소양을 세 가지 차원 즉, 역량 

차원, 지식 차원, 참여와 실천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는데, 역량 

차원을 구성하는 과학적 탐구력(scientific inquiry ability)의 설정 취

지에서 탐구는 학습자가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과학교육의 목표에서 과학적 탐구력의 습득

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힘으로써 탐구 역량 중심의 과학교육을 강조하

고 있다.

과학적 탐구는 사전적 의미인 ‘매우 신중하게 많은 관찰을 한 다음 

체계화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이러한 탐구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이나 요소를 ‘탐구 과정 기능

(process skills)’이라고 하며 간단하게 ‘탐구 기능’이라고도 한다

(MOE, 2018). 과학에서 탐구는 일정한 형식이나 틀에 박힌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과학교육학자마다 과학적 

연구와 과학적 탐구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 왔기 때문에 과학적 탐

구에 필요한 기능의 구체적인 요소들도 다양하게 구분되고 정의되어 

왔다(Chiappetta & Koballa, 2015; MOE, 2018; NRC, 1996). 한 예로, 

초등학교 과학 프로그램인 SAPA에 바탕을 두고 과학의 내용보다 

과학의 과정(science processes)에 초점을 맞춘 SAPA Ⅱ에서는 학생

들이 과학자가 과학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과학적 탐구를 수

행할 수 있다고 보고, 과학자가 과학적 활동을 수행할 때 이용하는 

과정을 ‘기초 과정(basic processes)’과 ‘통합 과정(integrated processes)’

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AAAS, 1989). 이때, 기초 과정은 관찰, 

측정, 분류, 공간/시간 관계 이용, 의사소통, 분류, 예상, 수(number)의 

이용, 추론 등 8가지 기능으로, 통합 과정은 변인 통제, 자료 해석, 

조작적 정의, 가설 설정, 실험 등 5가지 기능으로 세분된다. 이러한 

기초 과정과 통합 과정은 흔히 ‘기초 과학 탐구 기능’ 또는 ‘기초 

탐구 기능’, ‘통합 과학 탐구 기능’ 또는 ‘통합 탐구 기능’으로 불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지식 체계에 

한 이해와 탐구 방법의 습득을 강조하며 ‘과학’의 내용을 지식과 

탐구 과정 및 탐구 활동으로 구성하 는데, 이때 탐구 과정을 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등의 기초 탐구 과정과 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반화 등의 통합 탐구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 다(MOE, 1997). 이후,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MOEHR, 2007)에서 기초 과정에 ‘의사소통’을 추가하여 

6가지를 제시하 고, 이러한 구분 기준은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까지 이어졌다(MEST, 2009).

과학적 탐구를 다룬 여러 표적인 문헌에서 과학적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에 적절한 유일한 형태의 탐구는 없으며

(AAAS, 1989), 과학 개념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탐구는 없기에 

과학 지식과 과정을 통합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 지만

(BSCS, 2009; NRC, 1996; NRC, 2012), 그동안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탐구는 특정한 상황과 분리되어 진행되거나 항상 따라야 하는 

정해진 단계가 있다고 인식한 측면이 있었으며 관련 지식과 분절된 

채 SAPA에 근거하여 탐구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초중등과학교육의 체계에서는 과

학적 탐구에는 기능(skill)뿐만 아니라 탐구 과정과 관련된 특정한 지

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과학적 실행을 도입하 다

(NRC, 2012). 일련의 실행이 과학이라는 생각은 과학적 탐구를 문제 

인식, 변인 통제, 속성에 따른 분류, 오차 원인 분석과 같이 단순한 

단계적 절차로 보는 경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모든 과학에 공통으

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a single scientific method)이 

있다거나 불확실성이 과학의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NRC, 2012). 이에 따라 NGSS(2013)에서는 기

존의 탐구 기능을 체⋅보완하는 수단으로 과학적 실행의 요소를 

질문하기(asking questions), 모형의 개발과 사용하기(developing and 

using models), 탐구 설계 및 수행하기(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수학과 컴퓨팅 사고 이용하기(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thinking), 설명 구성하기(constructing explanations), 증거에 기반하여 

논증하기(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정보의 수집, 평가, 

의사소통하기(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 

등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과학’의 내용 체계에 포함된 ‘기능’을 수업 후 학

생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 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NGSS 

의 과학적 실행 요소와 유사하게 문제 인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 등 8가지 

기능을 제시하 는데, 이는 기존 과학과 고유의 탐구 과정을 포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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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과학적 탐구에 필요한 기능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다(MOE, 2015).

이처럼 최근 과학교육계의 동향은 SAPA에서 제시한 과학적 탐구 

과정의 한계를 넘어 과학적 실행의 관점에서 필요한 요소나 기능을 

선정하고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를 바라보는 

과학교육계의 시각이 변한 것과 달리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교육은 아직 과학적 탐구 기능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교

과서,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과학 탐구 과정 기능을 기초 과학 탐구 

기능과 통합 과학 탐구 기능으로 구분했던 기존 방식을 그 로 유지

하고 있으며(MOE, 2018), 고등학교 과학탐구실험 과목에서도 과학

적 사고력이나 과학적 탐구 능력과 같은 과학과 핵심역량의 함양을 

강조하고 있지만 ‘탐구 문제-가설 설정-탐구 설계와 수행-탐구 정리’ 

또는 ‘탐구 문제-탐구 수행-탐구 정리’의 순으로 진행되는 고정된 형

식을 취하고 있고 여전히 탐구 기능의 관점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과학적 탐구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연

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수용되는 탐구 기능의 구분 방식에 따라 고등학

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까닭은 학교 과학

교육에 과학적 실행을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과학적 실행으로서의 과학 탐구에 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실행의 관점에서 개발한 탐구 프로그램의 부재로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통합 탐구 기능은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 제시한 ‘기능’의 요소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학교 과학 탐구에서 이를 직접 다룰 수 있거니와, 

탐구 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과학자의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라

면 통합 탐구 기능은 부분의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

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에 그 기능적 가치

가 여전히 인정된다(Cho & Choi, 2006; NRC, 1996; Selles-Martinez, 

2004). 또한, 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 과학탐구실험 과목에서와 같이 

고등학생들이 다루는 탐구 활동은 부분 기초 탐구 기능보다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통합 탐구 기능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통합 탐구 기능의 의미와 방법을 다룬 교육이나 

교수⋅학습 자료가 명시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그러한 기능

을 실제에서 제 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Lee & Park, 2017).

과학 탐구 기능이 학교 과학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Lee & Kang(2012)은 많은 과학교사들이 탐구 기능을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탐구 수업 과정을 통해 저절로 습득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학생들은 탐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해 

잘 알지 못하므로 탐구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야 한다

고 주장하 다. 또한, Shin, Shin, & Kwon(2006)은 생명 현상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관찰 유형에 한 조사 결과를 토 로 교사가 안내하지 

않은 관찰 유형이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고, 교사가 많

이 안내하는 관찰 유형 쪽으로 학생들의 관찰 유형이 더 많이 치우치

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 기능 학습에 한 

교사 변인의 중요성과 함께 과학 수업에서 과학 탐구 기능을 적극적

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 다. 이와 더불어 과학 탐구 기능

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선행 연구들은 과학 탐구 기능이 과학 탐구에 

지적 토 (intellectual groundwork)를 제공하므로 교사는 학생들에게 

과학 탐구 기능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학

습 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e.g., Germann & Aram, 1996; Harlen, 2000; Harrel 

& Bailer, 2004; Martin-Hansen, 2002; Michael, 2006; Prince, 2004; 

Terry & Diane, 2010).

그렇다면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사는 어떤 

방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 학생들의 과학 탐구 기능 향상을 위한 국내

연구들(Chung & Lee, 2008; Hong & Son, 2011; Kim, Cha, & Kim, 

2005; Ko & Jeong, 2014; Ko & Kim, 2015; Lee & Kang, 2012; 

Lee, Min, & Son, 2012)은 서로 다른 연구 주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과학 탐구 기능을 요소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논의가 

일치하 고,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탐구 기능을 독립적으로 연습

하기에 앞서 교사의 구체적인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 고, 

직접적 수업 방법과 함께 메타인지적 요소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 다.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선행 연구가 교수⋅학습에 시사하는 점과 학생

마다 통합 탐구 기능의 발달 수준이 다르다는 점, 과학 탐구의 본성이 

반 된 탐구 기능 학습의 속성에 비추어 볼 때 교사의 적절한 개입을 

필요로 하는 스캐폴딩(scaffolding)의 개념과 접목을 시도해 볼 필요

가 있다. Shin(2011)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을 바탕으로 스캐폴딩을 활용한 수업 효과에 해 메타 분석을 실시

한 결과, 스캐폴딩을 활용한 수업은 여러 교과 중 과학 교과에서 학습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온라인 학습 환경보다 면 면 학습 환경

에서 더 효과가 컸으며, 정의적 역보다 인지적 역의 학습 효과를 

달성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스캐폴딩은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뜻하며, Vygotsky(1978)의 근접발달 역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에 근거할 때 학습자의 현재 수준의 

지식과 기능(실제적 발달 수준, actual development level)을 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능(잠재적 발달 수준, potential development level)으

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

다(Palincsar, 1998; Rogoff, 1990; Stone, 1998; Tomlinson, 2001). 

이러한 스캐폴딩은 학습자들이 과제를 성취하도록 도와주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룰 수 없었던 과제를 스스로 성

취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Maybin, Mercer, & Steirer, 1992), 

일관성 있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와 지식, 기능과 이해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도움의 양을 점진적으

로 줄이거나 도움의 질과 방법을 달리하여 제공하는 등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특징이 있다(Elena & Deborah, 2007; Rosenshine & 

Meister, 1992). 교사는 학습 상황(learning context)과 학생들의 학습

양식 및 성취 수준 등에 따라 학습자의 흥미 모으기(recruitment), 과제를 

단순화하기(reduction in degrees of freedom), 정해진 목표를 추구하

고 높은 수준의 과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기(direction maintenance), 

중요한 특징들을 강조하기(marking critical features), 좌절감을 극복

하기 위한 도움 제공하기(frustration control), 과제에 한 해결책을 

설명하거나 모델링하기(demonstration)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Wood, Bruner, & Ross, 1976), 그 과정에서 선행 조직자

(advanced organizer), 과제 수행 예시 자료(worked example), 개념도

(concept maps), 설명(explanations), 유인물(handouts), 지식의 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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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물리적 또는 언어적 신호(prompts), 질문 카드(question cards), 

학생들이 완성하는 불완전한 문장(question stems), 시각적 스캐폴드

(visual scaffolds) 등 다양한 스캐폴딩 도구들(tools of scaffolding)을 

사용할 수 있다(Alibali, 2006).

스캐폴딩은 그 목적과 내용, 방법에 따라 지시적(directive)-지원적

(supportive) 스캐폴딩, 인지적(cognitive)-정서적(emotional) 스캐폴딩, 

하드(hard)-소프트(soft) 스캐폴딩, 지원적(supportive)-반성적(reflective)- 

내재적(intrinsic) 스캐폴딩, 차별적(differentiated)-풍부한(redundant)-

통합적(synergistic) 스캐폴딩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으며(e.g., Bean & Patel Stevens, 2002; Lenski & Nierstheimer, 

2002; Metcalf, Krajcik & Soloway, 2000; Saye & Brush, 2002; 

Tabak, 2004), Jummat & Tasir(2014)는 온라인 학습에서 사용된 스캐

폴딩의 유형에 한 메타 분석에서 스캐폴딩의 유형을 개념적

(conceptual)-절차적(procedural)-전략적(strategic)-메타인지적

(meta-cognitive) 스캐폴딩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과학 

탐구와 직접 관련된 스캐폴딩의 유형으로 Park & Lee(2012)는 과학 

탐구 상황에 적합한 스캐폴딩 요소 및 기능을 탐색한 연구에서 스캐폴

딩의 유형을 인지적(cognitive), 정서적(emotional), 전략적(strategic) 

스캐폴딩으로 구분하고, 인지적 스캐폴딩을 다시 개념적(conceptual) 

스캐폴딩과 메타인지적(meta-cognitive) 스캐폴딩으로 세분하 다. 

이때, 개념적 스캐폴딩은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과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에 하여 안내하는 것을, 

메타인지적 스캐폴딩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탐구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지적 스캐폴딩을 과학 탐구의 과정 및 내용에 한 이해와 

학습 관리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스캐폴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스캐폴딩과 관련된 많은 국내외 논문과 문헌들은 스캐폴

딩이 과제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내면화(internalization of the 

knowledge)를 촉진함으로써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한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며, 학생들이 자신의 단

점 또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찾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 다. Lee & Park(2017)도 통합 

탐구 기능에 한 학습발달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에서 학생들이 안내

된 탐구를 수행하는 동안 교사의 개입이 학생들 부분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향을 주었다는 점을 근거로, 통합 탐구 기능

에 한 학생들의 학습발달을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다인수학급에서의 적용 가능성 및 개별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고려하여 인지적 스캐폴딩을 “과학 탐구의 과정 및 통합 

탐구 기능에 한 학습자의 현재 지식과 기능 수준을 보다 높은 수준

으로 이행하기 위해 교사가 짧은 기간 동안 제공하는 학습 지원 방법

과 학습 결과물에 한 피드백”으로 정의한다. 여기서 학습 지원 방법

은 개념적 스캐폴딩과 메타인지적 스캐폴딩의 요소들이 혼합된 유형

과 무형의 학습 지원을 일컫는 말로, 통합 탐구 기능을 다룬 교수⋅학

습 자료와 교사의 설명 및 안내를 포함한다. 즉, 교수⋅학습 자료를 

매개로 통합 탐구 기능에 한 교사의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고 학

생들이 자신의 현재 수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기회가 제공되는 점은 개념적 스캐폴딩으로, 통합 탐구 기능을 익히

는 동안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점은 메타인지적 스캐폴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별 학생

들의 학습 결과물에 한 피드백은 학생의 현재 수준과 학생이 도달

해야 할 수행 수준 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자기 모니터링

(self-monitoring)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메타인지적 스

캐폴딩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스캐폴

딩에 한 정의를 토 로 통합 탐구 기능의 하위 요소를 포함하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고 그러한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및 내용

1.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과학 탐구 기능 및 스캐폴딩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결과를 토 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

여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이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Figure 1은 이에 한 연구 절차를 간략하

게 나타낸 것이다.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과학 탐구 기능 및 스캐폴딩 관련 선행 연구 및 문헌 조사

↓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및 통합 탐구 기능 검사 과제 개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개발: 기본 교육 자료, 기초 학습 자료, 심화 학습 자료

검사 도구 개발: 가설-연역적 방식의 사전⋅사후 검사용 탐구 과제 개발

↓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활용 및 자료 수집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과학 탐구 기능 교수-학습 진행

가설-연역적 방식의 탐구 과제를 이용한 사전/사후 검사

↓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효과 검증

양적 연구: T-검정, 공변량 분석(ANCOVA), Rasch 모형을 적용한 Wrightmap 분석

질적 연구: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활용과 관련된 개별 학생들의 자유 의견 수집⋅분석

Figure 1. The procedure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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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개발

과학 탐구 기능의 내용을 다룬 선행 연구(e.g., Lee et al., 2005; 

MEST et al., 2009) 및 문헌 조사(e.g., Lee, 2011; Lee, 2012a; Lee, 

2012b, MOE, 2018; Yang, 2010)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 다. 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는 학생들이 학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

는 교수⋅학습 자료와 교사의 설명 및 안내, 학생들의 학습 결과물에 

한 교사의 피드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자료는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하는 수업용 자료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학습용 자료(기초학

습 자료, 심화학습 자료)가 한 벌(set)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 활동을 수행하기 전 단계에서 

과학 탐구의 과정 및 통합 탐구 기능에 한 이해를 촉진시킬 목적으

로 사용하며, 이 도구에 포함된 스캐폴딩의 요소들 즉, 학생들의 이해

를 돕기 위한 교사의 설명과 안내, 학생들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고려

해야 할 사항들과 관련 예시 제공, 자신의 현재 수준에 적합한 학습 

자료를 선택하여 학습하는 기회 제공, 학습 과정에서 자신의 학습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 제공, 자기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한 피드백 등은 이 도구를 과학 탐구에 관한 일반 교수⋅학

습 자료와 차별화한다.

Figure 2의 예시처럼 수업용 자료는 교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통합 탐구 기능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교사의 설명이나 안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실제 탐구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자료는 통합 탐구 기능에 한 Lee(2011)의 

서술 방식과 내용의 일부를 원용하여 작성하 으며, 학생들이 과학자

Figure 3. Example of basic learning materials for studying science process skills

Figure 2. Example of instructional materials for teaching science process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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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따라가며 통합 탐구 기능을 학습하는 방

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에서는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보일의 법칙’이 만들어진 과정을 예로, 국의 과학자 보일

(Boyle)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을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변환 및 해석, 결론 도출 등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와 관련지어가며 순차적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통합 탐구 기능에 한 수업을 받은 후 기초학습 

자료와 심화학습 자료로 구분된 개별 학습 자료 중 자신의 학습 수준

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하여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고, Figure 3과 4의 

예시처럼 그 결과물에 해 교사의 피드백(첨삭 지도)을 받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 기초학습 자료와 심화학습 자료는 ‘햇

빛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향’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

만, 기초학습 자료에서 잎의 크기에 한 측정 결과만을 다루는 것에 

비해 심화학습 자료에서는 잎의 크기, 잎의 색깔, 식물의 높이 등 다양

한 변인에 한 측정 결과를 다루게 된다. 심화학습 자료는 기초학습 

자료에 비해 가설 설정, 자료 변환 및 해석, 결론 도출 등에서 높은 

수준의 통합 탐구 기능을 요구하며, 그만큼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하

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항목도 추가된다. 이들 자료는 수업용 자료

와 마찬가지로 실제 탐구 활동을 수행하며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용 자료와 달리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별로 검토사항을 스스로 

점검하며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특성이 있다.

3. 통합 탐구 기능 검사 과제 개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탐구를 위한 문제와 실험 재료가 제공되지만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를 스스로 고안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안내된 탐구(guided inquiry) 형식(Colburn, 2000)의 과제를 Figure 

5와 6과 같이 사전 검사용과 사후 검사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개발하

다. 이때, 사전 검사용 과제와 사후 검사용 과제의 주제를 다르게 

설정한 까닭은 검사 경험이 사후 검사에 미치는 향을 최소화하여 

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피험자가 사후 검사 때 그 검사 방식에 익숙해져 있거나, 사전 검사 

내용의 일부를 기억하고 있거나, 혹은 평소보다 해당 주제에 관심을 

더 갖게 되어서 실험 처치의 효과에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을 제거하

기 위함이다(Lee, 2009). 이들 사전, 사후 탐구 과제는 학생들이 주어

진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여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및 검증, 그리고 결론 도출에 이르기까지의 통합 탐구 기능

을 포함하는 가설-연역적 탐구(hypothetico-deductive)에 해당한다.

Figure 5의 사전 검사용으로 개발된 ‘경사로의 미끄럼 방지를 위한 

무늬 찾기’ 과제는 탐구 기능에 한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 단위의 

교과 교육과정,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고등학교 ‘과학 탐구 실험’ 교과서(Shim et al., 2018)에 수록된 

문제 상황을 차용하여 구성하 다. Figure 6의 사후 검사용으로 개발

된 ‘종이비행기의 비행 성능 향상을 위한 요인 찾기’ 과제는 사전 

검사용 과제와 달리 교과서를 비롯한 도서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개발함으로써 학생들의 선경험이나 탐구 

내용과 관련된 지식의 습득 여부가 과제 해결에 미치는 향을 최소

화하고자 하 다(Lee & Park, 2017). 사후 검사용 과제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적 탐구 방법에 한 이해가 높고 탐구 과제 개발 및 현장 

적용 경험이 풍부한 과학교육 전문가 2인이 참여하 으며, 5년 이상

의 교육경력에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고 시⋅도 회 이상의 

과학탐구실험 회 출제와 심사 경험이 있는 과학교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받았다. 검토 과정에서 과학교사들은 종이의 재질, 작

은 클립 제공 등 실험 재료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고, 종이비행기

의 성능을 체공 시간과 멀리 날아간 거리를 모두 측정하기보다 체공 

시간으로만 한정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 하여 탐구 과제를 수정하 다.

사전 검사용 과제와 사후 검사용 과제 모두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을 확인하기 위해 변인 규명하기(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 구분하기), 

가설 설정하기, 실험 설계하기, 자료 수집하기, 자료 변환하기(표와 그

래프 작성하기),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변인 사이의 관계 규명하기), 가설

Figure 4. Example of advanced learning materials for studying science process sk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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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llustration of pre-test inquiry task
(slope anti-slip pattern)

Figure 6. Illustration of post-test inquiry task
(flying performance of a paper plane)

평가 요소 수준 1 수준 2 수준 3 수준 4

탐구 설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인

과적 의문을 제시한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인

과적 의문을 제시한다.
문제와 논리적으로 연관된 가설을 

설정한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인

과적 의문을 제시한다.
문제와 논리적으로 연관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토 로 변인 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유나 원인을 묻는 인

과적 의문을 제시한다.
문제와 논리적으로 연관된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을 토 로 변인 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가설을 검증하는 데 적절한 실험 

과정을 설계한다.

자료 수집 

및 변환

측정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록하

고, 이것을 표로 작성한다.
측정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록하

고, 이것을 표로 작성한다.
표의 유형이 적절하고 표에 변인과 

단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측정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록하

고, 이것을 표로 작성한다.
표의 유형이 적절하고 표에 변인과 

단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해석하거나 핵심을 강조하

는 데 유리하게 표를 그래프로 변

환한다.

측정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기록하

고, 이것을 표로 작성한다.
표의 유형이 적절하고 표에 변인과 

단위가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해석하거나 핵심을 강조하

는 데 유리하게 표를 그래프로 변

환한다.
그래프의 유형이 적절하고 축 값과 

스케일을 정확하게 표시한다.

자료 해석

표와 그래프의 내용이나 자료를 비

교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의 내용이나 자료를 비

교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자료의 경향

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의 내용이나 자료를 비

교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자료의 경향

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다.

표와 그래프의 내용이나 자료를 비

교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자료의 경향

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표와 그래프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를 

분석한다.
실험 결과의 의미를 토의한다.

결론 도출

실험 결과를 반복하여 진술한다. 변인들 간의 관계로 실험 결과를 

진술한다.
변인들 간의 관계로 실험 결과를 

진술한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 

체계를 진술한다.

변인들 간의 관계로 실험 결과를 

진술한다.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설명 

체계를 진술한다.
실험 결과에 한 분석 및 해석을 

토 로 가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Table 1. A scoring rubric for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from Lee & Par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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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용 여부 판단하기 등의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일반화

를 제외한 통합 탐구 기능의 과정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들 탐구 과제를 이용하여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시작하기 약 3주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 고,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를 활용한 수업을 2시간에 걸쳐 진행하고 1주 동안 학습 자료에 한 

피드백을 마친 후 ‘종이비행기의 비행 성능 향상을 위한 요인 찾기’ 

과제를 이용하여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이때, 인지적 스캐폴딩 도

구를 활용한 학습에 한 친숙도가 사후 검사에 미치는 향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학습 자료에 한 피드백이 종료된 후 약 3주가 지난 

시점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 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수

업 이후에는 2학기 기말고사, 성적 확인, 학교 축제 준비 등으로 학생

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추가적이거나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교수-

학습 요인은 없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는 Lee & Park(2017)이 Table 

1과 같이 통합 탐구 기능에 한 학생들의 학습발달 과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산출한 경험적 학습발달 과정표를 이용하여 평가하 는데, 

이들 연구자는 통합 탐구 기능에 한 발달 변인(progress variables)

으로 탐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을 설정하

고 통합 탐구 기능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각 변인의 수준을 4개로 구분

하여 작성하 다. Table 1에 제시된 채점 기준(scoring rubric)은 높은 

수준으로 갈수록 복잡성이 증가하고 상위 수준이 하위 수준의 탐구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이 정교해지는 과정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고, 탐구 주제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Table 2와 같이 인지적 스캐폴

딩 도구의 효과와 교사의 피드백에 한 질문을 담은 반구조화된 서

면 조사지를 연구의 자료로 삼아 고등학생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의견

을 수렴하 다. 이러한 방법이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과 절차에 

오롯이 부합하지는 않지만, 인지적 스캐폴딩의 효과를 계량화하여 

통계적으로 기술하고 분석하는 양적 연구만으로는 해당 도구에 한 

개별 학생의 이해와 선호도, 개선점, 인지적 스캐폴딩의 주요 활동 

중 하나인 교사의 피드백에 한 만족도 등에 해 심층적인 정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번호 서면 조사지의 질문 내용

1
기본 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은 과학 탐구 기능을 이해하는 데 
효과가 있었나요?
이 자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2
기초 학습 자료는 여러분의 학습에 효과가 있었나요?
이 자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3
심화 학습 자료는 여러분의 학습에 효과가 있었나요?
이 자료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4
기초 또는 심화 학습 자료에 대한 선생님의 피드백은 여러분의 
학습에 효과가 있었나요?

5
학습 자료에 대한 선생님의 피드백과 관련하여 선생님께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Table 2. Items of the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4.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한 후 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강원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학년에 재학 중인 4개 학급의 학

생들을 연구 상으로 하 으며, 총 86명의 학생들이 참여하 다. 이

때, 학생들을 각각 2개 학급씩 실험군과 조군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Table 3과 같이 실험군에는 42명의 학생이, 조군에

는 44명의 학생이 포함되어 있다.

School level
High school

experimental group control group

Grade 1 1

Number 42 44

Table 3. Participants of this study

한편, 이 연구는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효과에 따른 잡음 

변인의 개입 가능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사부터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교육, 

그리고 사후 검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오랫동안 탐구 상황에 노출되

어야 하는 탓에 연구 상자를 실험군과 조군에 무선적으로 배정하

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준실험 설계(quasi- 

experimental design)를 적용하 으며, 구체적으로 Figure 7과 같이 

기존의 학급 체제를 그 로 유지한 채 실험군과 조군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이질통제집단 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를 

적용하 다.

O1 X O2

O3 O4

 O1, O3 : Pre-test using hypothetico-deductive inquiry task
    X  : Using cognitive scaffolding tools
 O2, O4 : Post-test using hypotheticco-deductive inquiry task

Figure 7. Research design

5.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의 채점 결과를 이

용하 다. 탐구 보고서를 자료 분석에 이용한 까닭은 보고서 쓰기가 

문제에 한 잠정적인 답의 형태로 가설을 진술하고,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변인 통제를 고려하며, 수집한 자료를 표와 그래프 등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등의 과학 탐구 기능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Keys 

et al., 1999; Cho & Choi, 2008). 따라서, 통합 탐구 기능의 수준과 

발달 정도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를 평가하여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Lee & Park, 2017).

이 연구의 초기에 95명의 학생들이 연구 상으로 편성되어 있었

지만,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인지적 스캐폴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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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활용한 수업이나 학습에 참여하지 않았던 9명의 학생들을 분

석 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86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만을 자료 분석에 사용하 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적으

로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7.0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한 추리 

통계 분석으로 T-test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이때, 

사전⋅사후 검사 점수에 해 T-test를 실시하여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값의 차이를 전후⋅좌우로 비교하여 검증하 고, 학생들의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실험군과 조군의 사후 검사 점

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 다. 또한, 탐구 보고서를 통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효과를 분석한 양적 연구를 보완하기 위하여 반구조

화된 질문을 담은 서면 조사지를 이용하여 각 문항에 한 개별 학생

들의 주관적인 이해와 의견을 조사하 고, 개별 학생들의 응답 내용

을 문항별로 정리한 후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발췌하

여 결과 분석에 이용하 다.

한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활용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통

합 탐구 능력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Rasch 모형에 적용한 Wrightmap을 작성(Winsteps 4.0.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Figure 9 참조), 통합 탐구 기능

의 각 요소에 한 고등학생의 구체적인 수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

여 사전⋅사후 검사에서 각 수준에 속한 연구 상자의 인원과 비율

을 포함하고 수준의 변화에 따른 이동 비율을 서로 다른 굵기의 연결

선으로 나타낸 그림(Figure 10 참조)과, 사후에 수준이 상향⋅정체⋅
하향 변화된 사례수를 보여주는 표(Table 6 참조)를 각각 작성하여 

비교하 다.

이 연구에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

하기 위해 T-test, 공변량분석, Wrightmap 등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까닭은 이들 각각의 검증 도구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여 인지적 스캐

폴딩 도구가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

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T-test는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값에 차이

가 있는지(좌우 비교 검증), 한 집단의 사전, 사후 검사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전후 비교 검증)를 보여줌으로써 이들을 함께 도시할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의 변화 관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T-test의 경우 사전 검사 점수가 검증 모형에 반 된 

것은 아니다. 사전 검사 점수는 사후 검사 점수와 상관이 높은 변수이

므로, 사전 검사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하여 두 집단의 출발점이 

같다고 가정한 후 실시하는 공변량분석은 사후 검사에서 두 집단 사

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즉, 공변량 분석은 실험군과 

조군의 차이를 전후좌우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의 효과를 설명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한편, 이들 두 가지 검증 도구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활용

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따른 학생들의 능력 향상 정도를 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Rasch 모형을 

적용한 Wrightmap을 작성하 다. 이 연구에서는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와 그에 따른 각 수준을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간주하여 

Wrightmap을 작성하 기 때문에 각 문항의 곤란도가 사전에 정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는 기존 Wrightmap의 산출 방식과 차이가 

있지만,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와 학생들의 능력 분포를 하나의 그림

으로 표시하는 방식은 통합 탐구 기능 요소 사이의 곤란도 수준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능력 분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도움을 준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통합 탐구 기능 사전-사후 비교 검증 결과

Figure 8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했던 실험군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 구한 평균 수준을 조군의 사전, 사후 검사에서 구한 평균 

수준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Figure 8에서 가로축은 학생들이 작성한 

탐구 보고서를 토 로 통합 탐구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이용했던 평

Figure 8. Comparison of mean level for each element of the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between Con. G and Exp.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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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소를 의미하고(Table 1 참조), 세로축은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

능의 수준을 가장 낮은 수준인 1수준부터 가장 높은 수준인 4수준까

지 나타낸 것이다.

Figure 8에서 볼 수 있듯이 사후 검사에서 실험군과 조군의 평균 

수준의 차이가 사전 검사의 결과에 비해 크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리 통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Figure 8을 통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했던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탐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의 요소에서 그 수준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이들 요소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향을 

주었음을 직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Table 4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하기 전과 후에 조군과 

실험군의 통합 탐구 기능을 전후좌우로 비교 검증한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출발점에서 조군과 실험군의 통합 탐구 기능 즉,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에서 조군과 

실험군 간의 평균 점수 차는 0.05∼0.20의 범위를 보 지만, 통합 탐

구 기능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t값은 각각 -.48, 1.13, .75, -.36, .41로 

t값에 한 유의수준 확률값(Sig. 2-tailed)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험군과 조군이 출발점에서 통

합 탐구 기능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검사 시기에 따른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도착점에서 조군의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능력에 한 t값은 각각 –1.67, -1.48, 1.55, -.94로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군의 경우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결론 도출 능력에서는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높았지만, 자료 해석 능력에서는 오히려 사후 검사 점수가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실험군은 통합 탐구 기능

의 모든 요소에서 사전 검사 점수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

났으며,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에 한 

사전과 사후의 평균 점수에 한 검증 결과 t값은 각각 –5.24, -11.31, 

-4.25, -2.88로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 다. 도착점에서 조군과 

실험군의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한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 

검증한 결과,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실험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에서 각각 0.64, 1.08, 0.82, 0.36 높은 평균 점수

를 보 고 이들 각 요소에 해당하는 t값은 각각 –3.84, -5.85, -4.10, 

-2.37로 결론 도출만 5% 수준에서 유의할 뿐 다른 모든 요소들은 

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하 다.

Table 5는 통합 탐구 기능에 한 고등학생들의 사전 점수를 공변

량으로 설정한 후, 조군과 실험군의 사후 검사 점수에 해 공변량

분석(ANCOVA)을 실시한 결과로, Leven의 검정(Leven’s test)을 통

해 p>.05를 만족하여 분산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 다. 그 결과, 인지

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했던 실험군은 그렇지 않았던 조군에 비해 

전체 통합 탐구 능력은 물론 통합 탐구 기능의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 고, 결론 도출의 경우에만 p<.05수준에서 통계적으

Process Skills Group
Number of 

Students
Mean

Standard 
Deviation

Mean Square F p

Designing Inquiry
Con. G 44 1.91 .68

9.61 20.05** .000
Exp. G 42 2.55 .86

Collecting Data
Con. G 44 2.02 .93

26.60 52.41** .000
Exp. G 42 3.10 .76

Analyzing Data
Con. G 44 1.80 .98

15.74 21.38** .000
Exp. G 42 2.62 .88

Forming Conclusion
Con. G 44 1.64 .65

2.99 6.02* .016
Exp. G 42 2.00 .77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Con. G 44 1.84 .59

12.17 45.47** .000
Exp. G 42 2.57 .63

  , *p<.05, **p<.01

Table 5. Results of ANCOVA for students’ level of integrated science process skills

left-right
before-after

Designing Inquiry Collecting Data Analyzing Data Forming Conclusion

Con. G Exp. G Con. G Exp. G Con. G Exp. G Con. G Exp. G

pre-test score

NS NS NS NS

1.73 1.81 1.84 1.64 2.07 1.90 1.55 1.60

NS
**
t=–5.24

NS
**
t=–11.31

NS
**
t=–4.25

NS
**
t=–2.88

post-test score 1.91 2.55 2.02 3.10 1.80 2.62 1.64 2.00

**
t=-3.84

**
t=-5.85

*
t=-4.10

**
t=-2.37

*: p<.05, **: p<.01, NS: 유의한 차이 없음(None-Significance)

Table 4. Results of the before-after, left-right comparison of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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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을 뿐 다른 모든 요소들은 p<.01 수준에서 

고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실험군의 전후좌

우를 비교하여 검증했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2. 통합 탐구 기능 각 요소의 발달 수준 변화

가. Rasch 모형 적용 결과

Figure 9의 Wrightmap은 문항의 곤란도와 피험자의 능력을 동일한 

스케일의 로지트(logit, log-odds-units) 값으로 환산하여 하나의 맵

(map)에 표시한 것으로(Bond & Fox, 2007; Wright & Linacre, 1994), 

(a) pretest (b) posttest

Con. G

Exp. G

* Each “X” is 1 student.

Figure 9. Comparison of the Wrightmap for the pre-test and postt-est result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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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의 곤란도에 따라 피험자의 수준을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해 준다(Maeng, Seong, & Jang, 2013). Wrightmap의 세로선 왼편에 

표시된 숫자는 피험자의 능력(ability)과 문항의 곤란도(difficulty)를 

로그 척도로 나타낸 로지트 값으로서, 양(+)의 값을 가질수록 피험자

의 능력과 문항의 곤란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은 

이와 반 이다(Lee & Park, 2017; Noh et al., 2016). 중앙의 세로 

점선을 기준으로 좌측의 ‘#’과 ‘⋅’ 표시는 각 능력 수준에 해당하는 

피험자의 수를 나타낸다. 또한, 세로선의 좌측에 표시된 ‘M’은 피험자

의 평균 능력을, 우측에 표시된 ‘M’은 문항 곤란도의 평균을 의미한

다. Wrightmap에서는 다른 변인의 곤란도를 상 적인 로지트 값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곤란도의 평균값이 항상 0.0이 되게 맞춰져 있다(Lee 

& Park, 2017). 또한, 세로선의 좌측과 우측에 표시된 ‘S’와 ‘T’는 

각각 피험자의 능력과 문항 곤란도의 1 표준편차 범위(68%), 2 표준

편차 범위(95%)를 의미한다. 세로선의 우측에는 통합 탐구 기능의 

평가 요소별 라쉬-서스톤 임계(Rasch-Thurstone thresholds)가 표시되

어 있으며, 이는 통합 탐구 기능 각 요소의 곤란도를 나타낸 것이다(예

를 들어, FC. 3은 결론 도출의 3수준을 뜻한다.). 라쉬-서스톤 임계가 

높은 곳에(위쪽에) 위치할수록 문항의 곤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Wrightmap에 한 자세한 설명은 Maeng et al.(2014) 참조].

Figure 9는 실험군과 조군의 통합 탐구 기능에 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Rasch 모형에 적용하여 작성한 Wrightmap을 비교한 것

이다. 사전, 사후 검사에서 조군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능력은 로지

트 값으로 각각 –1.8, -1.7 정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사전, 

사후 검사 모두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통합 탐구 기능의 평균 곤란도

보다 낮았다. 또한, 사전 검사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의 능력이 2수

준 이하에 해당하는 문항 곤란도의 위치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학

생들은 탐구 상황에서 통합 탐구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후 검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재현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통합 탐구 기능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별로 

곤란도를 비교해 보면 조군의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결론 도출

(FC)-탐구 설계(DI)-자료 수집 및 변환(CD)-자료 해석(AD)의 순으로, 

사후 검사에서는 결론 도출(FC)-자료 해석(AD)-탐구 설계(DI)-자료 

수집 및 변환(CD)의 순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사전, 사후 검사에서 통합 탐구 기능의 수준별 패턴이 유사하다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군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에 변화가 

있었다기보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탐구 주제가 서로 다른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조군에 속한 학생들에게 

사전, 사후 검사 외에 별도의 처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연구의 타당성

을 저해하는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탐구 

주제에 따라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점은 탐구 기능이 탐구 활동에서 다루는 과학 지식과 분리되어 독립

적으로 기능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탐구 주제를 비롯하여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러한 요인들 

사이의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검증하는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 밝

혀져야 할 부분이다.

한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경험했던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능력은 사전, 사후 검사에서 로지트 값으로 각각 –1.6, 0.3 정도

로, 사전 검사에서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통합 탐구 기능의 평균 곤란

도보다 낮았던 것과 달리 사후 검사에서는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문

항 곤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2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에 머물

러 있을 확률이 높은 학생들이 사전 검사에서는 과반을 차지하고 있

었지만 사후 검사에서는 전체 인원의 약 30% 이하로 감소하 고, 

사후 검사에서 평균적인 능력을 보인 학생들의 부분이 3수준에 해

당하는 문항 곤란도의 위치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조군의 경우처럼 탐구 주제와 통합 탐구 기능 사이의 관련성

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

용한 교수⋅학습 경험이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하 으며, 수업처치 과정에서 획득한 통합 탐구 기능

을 주제가 다른 탐구를 수행하는데 적용할 수 있는 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별로 곤란도를 

비교해 보면 실험군의 학생들은 사전 검사에서 결론 도출(FC)-자료 

수집 및 변환(CD)-탐구 설계(DI)-자료 해석(AD)의 순으로, 사후 검사

에서는 결론 도출(FC)-탐구 설계(DI)-자료 해석(AD)-자료 수집 및 

변환(CD)의 순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 검사에서 

자료 수집 및 변환 기능은 다른 기능들에 비해 곤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군 학생들에게서 

나타난 결과와 달리 실험군의 학생들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경험

한 후에 통합 탐구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자료 

수집 및 변환’ 요소는 다른 요소들보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향

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통합 탐구 기능의 발달 수준 변화 양상

통합 탐구 기능에 한 학생들의 사전-사후 비교 검증 결과와 

Wrightmap을 작성하여 살펴본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한 학생

들의 발달 수준 변화는 모두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통합 탐구 기능

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

들은 두 집단 간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 검증하는 변량 분석의 특성과 

문항반응이론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반응 수준을 확률적으로 설명하

는 Rasch 모형의 특성으로, 사전과 사후에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별로 

학생들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전과 사후 과제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동안 조군과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의 구체적인 수준 변화 양상을 드러내고 이를 

양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Table 6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전

과 사후에 실험군과 조군에 속한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의 

변화 양상 비율을 사례별로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조군의 경우,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별로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상향 변화

한 비율은 탐구 설계(DI) 32%, 자료 수집 및 변환(CD) 27%, 자료 

해석(AD) 20%, 결론 도출(FC) 20% 고,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

로 하향 변화한 비율은 탐구 설계(DI) 16%, 자료 수집 및 변환(CD) 

16%, 자료 해석(AD) 20%, 결론 도출(FC) 14%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 3, 수준 4와 같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정체를 보인 사례는 

탐구 설계(DI) 5%, 자료 수집 및 변환(CD) 22%, 자료 해석(AD) 11%, 

결론 도출(FC) 0%를 보 다. 이를 통합 탐구 기능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23%가 상향 변화를, 19%가 하향 변화를 나타내었으

며, 57%가 정체를 보 다. 이에 비해 실험군의 경우, 통합 탐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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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요소별로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상향 변화한 비율은 탐구 

설계(DI) 70%, 자료 수집 및 변환(CD) 86%, 자료 해석(AD) 60%, 

결론 도출(FC) 43% 고, 상위 수준에서 하위 수준으로 하향 변화한 

비율은 탐구 설계(DI) 9%, 자료 수집 및 변환(CD) 0%, 자료 해석(AD) 

8%, 결론 도출(FC) 12%로 나타났다. 또한, 수준 3과 수준 4와 같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정체를 보인 사례는 탐구 설계(DI) 10%, 자료 

수집 및 변환(CD) 10%, 자료 해석(AD) 15%, 결론 도출(FC) 2%를 

보 다. 이를 통합 탐구 기능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63%

가 상향 변화를, 8%가 하향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27%가 정체를 보 다.

Table 6에서 구한 결과를 정리하면,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탐구 

설계(DI), 자료 수집 및 변환(CD), 자료 해석(AD), 결론 도출(FC) 

등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서 상향 변화한 비율은 각각 38%, 

59%, 40%, 23%가 더 많았으며, 하향 변화한 비율은 각각 7%, 16%, 

12%, 2%가 더 적었다. 또한, 수준 3과 수준 4에서 정체된 비율은 

1→4 1→3 1→2 1→1 2→4 2→3 2→2 2→1 3→4 3→3 3→2 3→1 4→4 4→3 4→2 4→1

DI
Exp. G 0 7 38 5 10 5 7 0 10 10 7 0 0 0 2 0

Con. G 0 2 23 14 0 5 34 11 2 5 5 0 0 0 0 0

CD
Exp. G 7 33 10 5 12 14 0 0 10 10 0 0 0 0 0 0

Con. G 0 9 9 23 0 7 14 16 0 20 0 0 2 0 0 0

AD
Exp. G 2 17 21 5 5 10 12 2 5 10 0 2 5 2 2 0

Con. G 0 2 9 27 5 0 11 9 2 9 7 9 2 0 2 5

FC
Exp. G 0 12 17 21 0 14 21 5 0 2 5 2 0 0 0 0

Con. G 0 2 16 34 0 0 32 9 2 0 5 0 0 0 0 0

Mean
Exp. G 2 16 20 9 7 11 9 2 7 7 2 2 2 0 2 0

Con. G 0 4 13 24 2 2 22 11 2 9 4 2 2 0 0 2

Shaded areas are the significant cases for validity evidence. (unit: %)

Table 6. Proportions of upward, neutral, and downward transitions by the cases in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a) Exp. G (b) Con. G

DI

 

CD

 

AD

 

FC

 

Figure 10. Comparison of level transitions for the science process skills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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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설계, 자료 해석, 결론 도출의 요소에서 각각 5%, 4%, 2%가 

더 많았으며, 자료 수집 및 변환의 요소에서 12%가 더 적었다. 통합 

탐구 기능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상향 변화

한 비율은 40%가 더 많았고, 하향 변화하거나 정체된 비율은 각각 

11%, 30%가 더 적었다.

Figure 10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

전과 사후에 통합 탐구 기능 수준의 변화 양상을 실험군과 조군으

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으로, Plummer(2014)가 천문 역의 학습발달 

과정(learning progression)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수준 변화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Figure 10에서 네모 상자 안의 두 숫자는 각 수준에 속한 학생들의 

인원과 비율을 각각 나타낸 것이며, 선의 굵기는 사전과 사후에 수준

의 변화에 따른 이동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선의 두께가 굵을수록 

이동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군과 조군에 속

한 학생들의 수준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통합 탐구 기능의 요소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모든 요소에

서 상향 변화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군의 

수준 변화 양상을 요소별로 살펴보면, 자료 수집 및 변환(CD) 요소에

서 학생들의 수준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결론 도출(FC)의 

요소에서 그 변화가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군에 

한 통합 탐구 기능의 수준 변화를 Wrightmap으로 작성했을 때와 

같은 것으로(Figure 9 참조), ‘자료 수집 및 변환’ 요소는 다른 요소들

보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

다. 또한, 결론 도출은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 과정으로, ‘결론 도출’ 요

소의 최고 수준은 다른 통합 탐구 기능 요소의 최고 수준을 모두 만족

해야 도달할 수 있다(Lee & Park, 2017). ‘결론 도출’의 이러한 특성으

로 인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학생들의 ‘결론 도출’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작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6과 Figure 10에서와 같이 실험군이 조군에 비해 낮은 수

준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감소했고,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상향 변화된 비율이 높은 결과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

구에 의해 통합 탐구 기능이 유효하게 상승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조군과 실험군의 전후⋅좌우 비교 검증, 조

군과 실험군의 사후 점수에 한 공변량분석 결과와 함께 인지적 스

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

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3.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이용한 학습과 사후 검사를 모두 마친 

다음,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상으로 Table 2와 같이 반구조화된 

서면 조사지를 이용하여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와 개선점, 그리고 

메타인지적 스캐폴딩의 일환이었던 교사의 피드백에 한 만족도를 

조사하 다. 이는 정량적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정보를 학생들

의 경험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기 위한 방법이었다.

Table 7은 실험군에 속한 고등학생 28명의 응답 내용을 정리한 

후, 응답 인원의 약 20%에 해당하는 6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통으로 

기술한 내용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때, 전체 42명의 실험군 

학생들 중에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5명과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았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학생 9명을 자료 정리 과정에서 제외하

다. 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종류와 관계

없이 그 전반적인 효과에 해 만족감을 표시하 으며, 과학 탐구 

기능에 한 이해 및 탐구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 다. 특히, 모든 학생들은 기초 또는 심화 학습 자료에 한 

교사의 피드백에 큰 만족감을 보 으며, 다른 학습에서도 계속적인 

서면 조사지의 질문 내용 학생들의 주요 응답 내용

기본 교육 자료를 이용한 수업의 효과

⋅과학자의 실험을 사례로 과학 탐구 과정을 설명한 점(학습에 한 흥미와 호기심 유발)
⋅탐구 기능에 한 이해 증진(변인 구분과 가설 설정, 표와 그래프 작성)
⋅탐구 보고서 작성에 도움

⋅표와 그림을 이용한 설명, 빈칸 채우기 등으로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증진

개선해야 할 부분

⋅텍스트 중심의 설명 자료로 학습에 한 흥미 및 몰입도 저하 → 그림, 동 상 등 시청각 자료를 통한 안내, 
중간에 실습해 볼 수 있는 기회 제공

⋅학습 주제(보일의 실험)에 한 흥미 저하 →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제 활용

기초 학습 자료의 학습 효과

⋅스스로 학습하며 과학 탐구 과정을 익힐 수 있음

⋅과학 탐구 과정에 한 이해 증진

⋅탐구 보고서 작성 방식에 한 이해 증진

⋅검토 사항(체크리스트)을 통한 확인 및 개선

개선해야 할 부분
⋅검토 사항(체크리스트)이 모호함 → 검토 사항에 한 부연 설명

⋅학습 내용에 한 이해 부족 → 부가 설명 제공

심화 학습 자료의 학습 효과

⋅과학 탐구 능력 향상(표와 그래프 작성 방법 등 탐구 기능 향상 포함)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사고력 증진

⋅탐구 보고서 작성 방법에 한 이해 증진

⋅검토 사항(체크리스트)을 통한 확인 및 개선

개선해야 할 부분 ⋅그래프 작성을 위한 빈 공간 → 그래프 작성 시 모눈종이 제공

교사 피드백의 학습 효과

⋅매우 만족스러움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데 도움(과학 탐구 기능 향상에 도움)
⋅학습 내용에 한 이해 증진

바라는 점 ⋅앞으로도 계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Table 7. Summary of students’ perception on the cognitive scaffolding and teacher 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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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처럼 교사의 피드백에 

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과학교육에 관한 다른 선행 연구들(e.g., 

Brookhart, 2017; Chin, 2007; Hattie & Timperley, 2007; Park, Son, & 

Hong, 2018; Yang & Kim, 2017)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제를 수행

할 때 학생들이 겪는 전형적인 어려움에 근거하여 미리 예측하거나 계획

할 수 있는 정적인 지원 도구의 개발 즉, 하드(hard) 스캐폴딩(Saye & 

Brush, 2002)과 더불어 과학 탐구 활동에서 교사의 형성적 피드백

(formative feedback)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학생들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에서 개선해야 할 주요 사항

으로 기본 교육 자료에서 텍스트(text) 중심의 설명 자료와 단일한 

학습 주제를, 기초학습 자료에서 검토 사항(체크리스트)의 모호함을 

꼽았다. 현재 개발된 기본 교육 자료에 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많은 

양의 텍스트로 인해 학습에 한 흥미와 직관적인 이해가 떨어진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 이는 최근 학생들의 학습자 특성(learner characteristics) 

및 문해(literacy)와 관련된 어려움이 반 된 결과로 판단되며, 추후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할 때는 시각적인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고 

텍스트와 유기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학생들의 흥미와 이해를 높일 필

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된 기본 교육 자료에서는 ‘보일의 실험’을 

통해 과학의 탐구 과정 및 기능을 학습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이에 

해 학생들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활용하여 교육 

자료를 제작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사전 경험, 태도, 학습양식, 학업 성취 수준 등)에 따라 

수업 및 수업 자료에 한 효과를 다르게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되

며, 학생들의 의견을 반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자의 사례를 발

굴하고 이를 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기초학습 자료를 활용했던 학생들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검

토 사항(체크리스트)의 모호함을 지적하 는데, 이는 보다 복잡한 검

토 사항이 수록된 심화학습 자료를 활용했던 학생들에게서는 한 차례

도 나오지 않은 의견이어서 조를 보 다. 이렇듯 기초학습을 선택

한 학생들과 심화학습을 선택한 학생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난 

까닭은 과학 탐구 능력이 비교적 낮은 학생들이 기초학습 자료를 선

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들이 검토 사항의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출발점 행동(entering behavior)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하여 검토 사항의 내용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초등 과학 교과서 속 캐릭터 삽화처럼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점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보조적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 탐구 기능 및 스캐폴딩에 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

고, 그러한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요약하

고, 그러한 연구 결과를 토 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 탐구 기능을 다룬 문헌 연구를 통해 고등학생들을 위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 다. 이 스캐폴딩 도구는 과학의 탐

구 과정과 통합 탐구 기능을 다룬 교수⋅학습 자료, 교사의 설명 및 

안내, 개별 학생의 학습 결과물에 한 교사의 피드백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교수⋅학습 자료는 모든 학생들을 상으로 교육하는 수업용 

자료 1종과 학생들이 수업을 받은 이후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 학습용 자료 2종(기초학습 자료, 

심화학습 자료)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업용 자료는 학생들이 국의 과학자 보일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

의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을 따라가며 가설 설정, 실험 설계, 자료 변환 

및 해석, 결론 도출 등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학습하

는 방식으로, 개별 학습용 자료는 기초학습과 심화학습 모두 ‘햇빛이 

식물의 성장에 미치는 향’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이용하여 통합 탐

구 기능의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업용 자료는 통합 탐구 기능의 기본 개념과 주요 특징에 

한 교사의 설명과 안내를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개별 학습용 

자료는 학생들 스스로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따른 검토 사항을 

점검하며 학습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해 교사의 피드백이 제공되

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진다.

둘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에 미

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질통제집단 설계를 적용

하여 T-test와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 다. 인지적 스캐폴

딩 도구를 활용하기 전과 후에 조군과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의 통

합 탐구 기능을 전후좌우로 비교한 결과, 출발점에서 조군과 실험

군의 통합 탐구 기능에 차이가 없었으며, 검사 시기에 따라 조군은 

통합 탐구 기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에 실험군은 

통합 탐구 기능의 모든 요소에서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 점수가 

유의확률 1%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도착점에서 조군과 

실험군의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한 평균값의 차이를 비교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서 실험군이 조군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 다. 통합 탐구 기능에 한 고등학생들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설정한 후 조군과 실험군의 사후 검사 점수에 

해 공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 내에

서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전체 통합 탐구 능력은 물론 통합 탐구 

기능의 모든 요소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 다.

셋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활용에 따른 통합 탐구 기능의 수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Wrightmap을 작성하고 학생들의 수준별 변

화 양상을 나타낸 기술도표를 작성하여 비교하 다. 실험군과 조군

의 통합 탐구 기능에 한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Rasch 모형에 적용

하여 작성한 Wrightmap을 비교한 결과, 조군의 경우 사전, 사후 

검사 모두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통합 탐구 기능의 평균 곤란도보다 

낮았지만, 실험군은 사전 검사에서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평균 곤란

도보다 낮았던 것과 달리 사후 검사에서는 학생들의 능력이 평균 곤

란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조군은 사전 검사와 마찬가지로 사

후 검사에서도 과반의 학생들이 2수준 이하에 머물러 탐구 상황에서 

통합 탐구 기능을 제 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출발점에서 조군과 차이가 없었던 실험군은 인지적 스캐폴

딩을 경험한 후 학생들의 평균 능력이 3수준에 해당되어 통합 탐구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의 사전과 사후에 실험군과 조군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의 변화 양상 비율을 사례별로 정리한 결과,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와 전체 통합 탐구 기능에서 상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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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율이 높았으며, 하향 변화한 비율은 낮았다. 또한, 인지적 스캐폴

딩 도구를 활용하기 전과 후에 실험군과 조군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의 변화 양상을 비교한 결과, 탐구 기능의 요소에 따라 그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모든 요소에서 상향 변

화한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으며, ‘자료 수집 및 변환’ 요소에서 그 

변화의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처럼 조군과 실험군의 전후좌우 비교 검증, 조군과 실험군의 

사후 점수에 한 공변량 분석, 조군과 실험군의 Wrightmap 작성, 

조군과 실험군의 통합 탐구 기능 수준 변화 사례에 한 양적 연구 

결과는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

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다.

넷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이용한 학습과 사후 검사를 모두 

마친 다음, 실험군에 속한 학생들을 상으로 교수⋅학습 자료의 효

과와 개선점, 교사의 피드백에 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학생들은 교수⋅학습 자료의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 탐구 기능 향상에 

미치는 전반적인 효과에 해 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기초 또는 

심화 학습에 한 교사의 피드백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학생들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에서 개선해야 할 주

요 사항으로 텍스트 중심의 설명 자료, 단일한 학습 주제, 개별 학습용 

자료에 수록된 검토 사항의 모호함 등을 지적함에 따라 현재 개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

의 활용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

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 질 높은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과

학 탐구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하 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여 저학년의 학생들에게까지 확 하여 적용하는 것

에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개발한 인지적 스캐폴

딩 도구는 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 도구 자체의 질적 수준이 완전하게 검증

된 것이 아니므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 결과에 제시

된 문제점들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 실행의 관점에서 과학 지식과 탐구 기능을 통합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NRC, 1996; NRC, 2012), 통합 탐

구 기능 향상을 위해 기능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탐구 상황에 

따라 통합 탐구 기능 요소들이 서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결과는 학교

과학에서 과학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

하거나 교사의 적절한 스캐폴딩 전략을 마련하는데 경험적 토 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과학 탐구 과정에서 겪는 기능적 어려움

을 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 연구는 과학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수단으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

여 실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학생

들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 나아가 과학적 실행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후속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탐구 기

능적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학생들은 사전 경험, 학습양식 등을 

포함한 자신의 개인적 특성(individuality)에 따라 도구의 효과를 다르

게 인식할 수 있다. 개별 학생들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실시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 수업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인지적 

스캐폴딩에 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유사한 특징을 갖는 학생들

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스캐폴딩이 정서적 스캐폴딩이나 전략적 스캐폴딩처럼 다른 유형의 

스캐폴딩에 우선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학생들의 과학 탐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학생들의 과학 탐구 기능 발현에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에 적합한 유형의 스캐폴딩 도구를 다양

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구의 범위를 다양한 유형

의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한 교수 전략이나 교수자의 역할까지 확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학교 과학교육에서 과학 지식과 탐구 

기능을 분리하여 교육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과학적 실행을 새로운 

과학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실행의 요소를 오롯이 

구현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돕

기 위한 목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학습발달 과정 

또는 성취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들

이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과학 탐구 기능을 이용한 활동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을 요구하는 만큼, 학생들을 평가한 결과에 

기초하여 그들의 과학적 실행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스캐폴딩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고, 그 적용 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및 선행 연구 결과를 토 로 통합 탐구 기능 교육을 

위한 수업용 자료 1종과 학생들이 자신의 탐구 능력 수준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별 학습용 자료 2종을 포함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개발하 다. 또한, 통합 탐구 기능에 한 학생들의 

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도구로 가설-연역적 탐구 형식으로 구성된 사

전, 사후 검사용 탐구 과제를 1개씩 개발하 다. 인지적 스캐폴딩 도

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험군과 조군의 사전, 사후 검사에 

해 추리 통계를 실시하 다. 또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의 적용 

여부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통합 탐구 능력을 Rasch 모형에 따른 

Wrightmap을 산출하여 비교하 고,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한 

학생들의 수준 변화 양상을 확인하 다. 연구 결과,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사용했던 실험군은 조군에 비해 탐구 설계, 자료 수집 및 

변환, 자료 해석, 결론 도출 등 모든 평가 요소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 다. 또한,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활용했던 학생들은 전

반적으로 통합 탐구 능력이 향상되었고, 통합 탐구 기능의 각 요소에

서 높은 수준으로 뚜렷하게 변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

구 결과는 학생들이 과학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능적 

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인지적 스캐폴딩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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