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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적장애 학생 교육의 목적은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볼 때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당면한 문제
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태도와 과학 탐구 능력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학생들의 과학적 문제 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시에 소재한 특수학교 4개 학급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5주간의
탐구적 과학 활동을 실시하였고 효과 검증을 위해 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탐구적 과학 활동은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내용을 추출하여 활동중심
의 실질적인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탐구적 과학 활동은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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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태도와 과
학탐구 능력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러 사회현상에 대해 능
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분석한 후 해결을 위한 아
이디어를 제안하여 적용해 보는 문제해결력이 더욱 요구된다.
과학교육이란 자연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 처리하여 얻은 원리와 법칙을 이해
함으로써 일상생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기를 시도하는 교육이다.
그러므로 과학교육은 자연현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의도적인 기
회를 마련해서 사물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
고 관찰․탐구하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과학 교과는 주변의 자연현상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탐구함으로써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태도를 길러주며, 자신은 물론 생활 주변
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고찰, 비교, 분류, 조작, 실험 등들
통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게 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적응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적 기반과 지식을 제공한다(김인순, 2003).
우리나라의 과학교과 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력의 신장 및 과학지식 체계와
탐구 방법의 습득을 위하여 암기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 상세한 안내에 의한
제한된 활동에서 학습자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개방된 활동으로 과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과학과 교수방법에서도 탐구 수업, 활발
한 토의, 적은 인원의 분단 학습을 실시하여 과학 탐구에서 상호 협력의 중요성
을 인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용권, 이충형, 이석희, 2004). 과학교과
에서의 탐구 활동은 능동적이고 탐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관찰
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추론하기, 의사소통하기 등의 과학적 과정
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문제에 대한 인식과 기대되는 결과
를 예측하고, 실험결과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변인을 찾아 설정하며, 실험
을 수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결과를 정리하고 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탐구적 과학 활동은 학생들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학적 탐구 방법에 의해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하며(이환희, 2012), 주어진 문제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탐구
- 2 -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김현주·김정연)
적 과학활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 방법을 설계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반
복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어, 과학탐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Harlan & Rivikin, 2000).

지적장애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과 동일한 과학적 지식과 소양이 필요하나, 인지
발달의 지체로 인해 주의력, 자발성, 창조성, 관찰력 및 탐구 능력이 부족하여 학
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영한, 김성옥, 2011). 특히 정상발달단계에 따른
발달과업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고 비능률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으며(교육
과학기술부, 2008), 성숙, 인지능력, 사회적응 등에서 발달상의 지체를 나타내며,
학습 특성상 주의집중, 기억, 변별, 전이 등의 곤란을 나타낸다(이소현, 박은혜,
2003). 또한 학습을 위한 시간의 투입과 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성과
가 미비하다(조인수, 2008). 이는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주의집중력이 부족하고
추상적, 상상적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에 기인한다.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학습적 특성과 학습 스타일을 고려해볼 때 효
율적인 과학 수업은 이들의 능력보다는 동기부여 및 긍정적 사고 등 그들의 한
계 요인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신현기, 2003). 지적장애 학생들은 불
완전한 과학 개념이나 과학적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의 과학 수업은 구체물의 조작활동을 통한 인지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
람직하며(김훈일, 2009),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과학적 사고력 및 과학적 문제해
결력을 신장시키는 과학 교육이 필요하다(김석진, 정동영, 2011). 국외에서는 탐
구적인 체험활동을 통해 과학 교육과정을 학습한 지적장애학생들이 교과서를 가
지고 배운 학생들보다 많은 정보를 학습하고 이해할 수 있었으며(Scruggs,
Mastropieri, Bakken, & Brigham, 1993), Scruggs와 Mastropieri(1995)의 연구에
서는 지적장애학생의 탐구 지향적인 수업은 명백한 학습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따라서 지적장애 학생들의 과학 교육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험과 활동 중심의 과학적 탐구 활동을 제공하여 과학 개념
을 학습하고 이를 문제 해결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는 지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과 교수학습 방법으로
탐구적 과학 활동이 학생들의 지적 호기심과 사물에 대한 흥미, 문제 상황에 직
면했을 경우의 해결능력 등에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고(교육과학기술부, 2008),
지적장애 학생들도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의 문제 상황에서
인지적 갈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
는 것이 필요하고 주장하고는 있으나(정은영, 이정은, 2013), 이에 대한 실험 연
구는 미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재구성한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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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
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에 어떤 영향을 미
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의 발견과 진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 학생은 다음과 같은 선정 기준과 과정에 걸쳐 선정하였다. 첫째, S시
에 소재한 특수학교의 교사로부터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자료를 통해 지적
장애로 진단된 학생을 1차로 선정하였다. 둘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과령(만20세 이상)인 학생은 제외하며 15세에서 20세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하였다. 셋째,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SQ가 유의미하게 낮은 지수(60이하)
를 나타내는 지적장애학생을 선정하였다. 넷째, 시각, 청각 등 감각장애가 없고
지체장애로 인해 기구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넷째,
부모가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을 표본으로 삼았고 표본 집단에 다문화가정 학생
은 없었다. 선정된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특성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연구 참여자 집단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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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별

실험집단

통제집단

평균

N

연령

SA

SQ

M

SD

M

SD

남

17.7

8

6.828

2.928

40.165

21.647

여

16.5

8

9.036

4.268

45.042

29.692

계

17.1

16

7.960

3.726

43.867

25.670

남

17.4

9

8.098

3.943

44.021

24.712

여

16.9

7

8.731

4.800

43.661

29.449

계

17.2

16

8.375

4.197

43.841

27.080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탐구적 과학 활동을 실시하기 전 두 집단이 동질적
인 집단으로 구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회성숙도 검사(김승국, 1998) 결과
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을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
과 통제집단의 SA는 t=.296, 유의확률 .76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또한 SQ인 경우 t=-1.114, 유의확률은 .274로
나타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연구 설계
이 연구의 설계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변인은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으로 하고,
실험대상 변인은 지적장애 학생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두 집단으로 구성하였
다. 종속변인은 과학적 문제해결력으로 하여 사전, 사후검사로 설계하였다. 과학
적 문제해결력의 하위요소로는 문제의 발견과 진술,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결
론 및 적용 3가지 단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표 Ⅱ-2> 연구 실험 설계
G₁

O₁

X₁

O₁

G₂

O₁

X₂

O₁

G₁:통제집단

G₂: 실험집단

O₁: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X₁:교과서 중심의 수업

X₂:탐구적 과학 활동 적용 수업

3. 연구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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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해결력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는 Moran(1989)의 검사 도구에 기
초하여 장경혜, 서영숙(1995), 문은자(2000)가 사용한 도구를 참고하여 연구의 목
적과 프로그램의 내용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첨삭한 질문지를 특수교육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 3인과 함께 내용을 검토한 후 척도의 적합도를 고려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하위 단계별 척도 중 모호한 진술문은 논의를 거

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 도구는 문제의 발견 및 진술,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문
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의 3단계로 되어 있고 이는 다시 6단계의 하위단계
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발견 및 진술에서는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
중, 문제에 대한 흥미도, 문제를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가의 3단계로, 문제에 대
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가의 단계로 나누어진다. 마지막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에서는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짓는가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의 각 하
위단계는 4단계 평정척도로 0점에서 3점까지 구분지어 문제 해결력 총점을 구하
였다.
쳐 정확한 준거가 되도록 척도를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4. 연구 절차
1) 탐구적 과학 활동 선정
탐구적 과학 활동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과학
의 원리와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각각의 활동에는
관찰하기, 분류하기, 측정하기, 예측하기 등의 탐구과정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과
학실험도구를 활용한 실험활동과 일상생활 속의 재료를 활용한 공작활동으로 구
성하였다. 탐구적 과학 활동의 주제는 양배추야 변해라, 어느 것이 더 잘 구를
까?, 공중에 떠올라요, 춤추는 호랑나비, 비옷은 왜 젖지 않을까?, 촛불시소, 포
도 물들이기, 저절로 부푸는 풍선, 물 컵이 쏟아지지 않아요, 분수를 만들어 봐
요, 깨끗해지는 동전, 플라스틱 악세사리 만들기, 달의 모양이 변해요, 소리가 보
여요, 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놀이 등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탐구적 과학 활동은 특수학교 과학과 내용 중에서 선행연구
에 사용된 프로그램과 생활 과학과 관련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적장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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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각각의 활동의 적합성은
특수교육 경력 5년차 이상의 과학교과를 담당하는 특수교사 3인에게 타당도를
점검 받아 선정하였다.
2)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32명의 지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년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5일 동안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모두에게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공자 1인이 직접 방문하여 과학적 문제해결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실험용 활동과제 한 세트를 각 학생에게 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관찰하면서 검사자가 관찰 평가지에 바로 기록하면서 점수화 하였다.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데 15분-20분을 허용하였다.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검사의 문제 활동은 호루라기와 주사기를 이용한 과학 활동을 제시하였
으며, 사후검사는 빗면과 여러 가지 바퀴를 이용한 과학 활동을 제시하였다. 과학
적 문제해결력의 검사방법 및 과정과 검사지는 <표 Ⅱ-3>, <표 Ⅱ-4>와 같다.
<표 Ⅱ-3> 과학적 문제해결력의 검사방법 및 과정
구분

문 제 의
발견 및
진술

하위단계
교사의 문제제시
에 대해 주의집
중하기
문제에 대한 흥
미 갖기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문제해결
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문제해결
에 대한
결론 및
적용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
어 제안하기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하기
알아낸
결과에
대하여 이야기하
기

검사방법
검사자가 자료를 놓아두고 학생에게 ‘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구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겠니?’
라고 질문한 뒤 학생의 반응을 관찰하고 관찰 평가지
에 체크한다.
학생이 자료를 탐색하는 모습을 관찰한 뒤 평가지에
기록한다.
학생이 자료 탐색 후 검사자는 학생에게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라고 질문을
한 후 학생의 반응을 듣고 평가지에 기록한다.
검사자는 학생이 주어진 자료를 갖고 활동하고자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이야기
하게 한 뒤 학생의 반응을 듣고 평가지에 기록한다.
사실에 근거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아낸 것을 다
른 어떤 것으로 바꾸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
뒤 학생의 반응을 듣고 관찰 평가지에 체크한다.
검사자는 학생에게 ‘여기 있는 자료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라고 질문한 뒤 학생의 반응을 듣고 체
크한다.

<표 Ⅱ-4> 과학적 문제해결과정 관찰 검사지
이름:

(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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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검사일:
문제해결과정

년

월

년
월
하위단계

일
일

검사자:
척도

반응

교사의 질문에 자료를 만지면서 적극적인 관심
을 보인다.
교사의 문제제 교사의 질문에 자료를 보며 대답을 한다.
시에 대해 주의
교사의 질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자료를
집중하기
계속만지거나 응시하면서 관심을 보인다.
교사의 질문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문제의 발견
및 진술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견하고자 한다.
문제를 자신의 교사가 유도하면 알고자 한다.
말로 설명하기
교사의 유도에 소극적인 반응만 보인다.
문제를 알고자 하지 않는다.
문제를 자신의 말로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문제를 자신의 교사가 유도하면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말로 설명할 수
교사가 유도하면 단순하게 표현한다.
있는가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을 위
한 창의적인 아
이디어 제안하
문제해결에 대 기
한
아이디어
지안 및 활동
결과를 바탕으
로 적용하기

둘이상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두 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아이디어를 제안하지 않는다.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본다.
스스로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해 본다.
교사가 유도하면 적용해 본다.
전혀 해 보고자 하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대 알아낸
한 결론 및 적 대하여
용
하기

3) 프로그램 적용

결과를 놓고 나름대로 결론을 짓는다.
결과에 교사가 유도하면 나름대로 결론을 지어본다.
이야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하며 교사의 도움을 청한다.
전혀 결론을 짓지 않는다.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은 2011년 3월 5주부터 7월 1주까지 회당 소요시간
을 40분으로 하여 활동 및 실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프
로그램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같은 연구자가 동일한 날에 실시하였으며,
15주에 걸쳐 주당 1편씩 총 15회기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으며, 활동 형태는
4-5명의 소집단 형태로 실시하였다.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이 연구에 사용한 탐
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투입 적용하고 통제집단은 교과서위주의 수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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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재한 탐구적 과학 활동이란 문제해결에서 탐색활동을 중시하는
활동으로 첫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사하여 말로 설명하여
목표가 무엇인지 분석해내는 활동, 둘째, 확실성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이
디어를 창안하고 제안하는 활동, 셋째, 문제 해결에 대한 결론짓기를 통한 평가
의 3가지 활동을 포함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지도안 예시는 <부록 1>과 같다.
4)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실험 처치가 끝난 직후인 2011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까지 연구
자와 특수교육 전공자 1인이 사전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사전검사를
한 연구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지적장애 학생 32명에 대한 사후 검사
를 실시하였다.

5. 자료처리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대한 사전
검사와 사후검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후, 각 집단
별 평균 점수에 대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자료처리는 SPSS 12.0 프로
그램을 사용하였다.

Ⅲ．연구 결과 및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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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의 발견과 진술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발견 및 진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5>와 같다.
<표 Ⅲ-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문제의 발견 및 진술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비교
실험집단(N=16)

문제의 발견
및 진술

M

SD

사전검사

3.875

2.473

사후검사

6.316

3.341

통제집단(N=16)

t
-3.365*

M

SD

3.438

2.337

4.250

2.380

t
-.959

p<0.05

*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의 발견 및 진술은 실험
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3.875, 표준편차가 2.473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이 6.316, 표준편차가 3.341로 증가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3.438, 표준편차가 2.337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4.250, 표준편차가 2.380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3.365, 유의확률이 .004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통
제집단은 t=-.959, 유의확률은 .353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과학탐구 놀이 프로그램이 지적장
애 학생의 문제의 발견 및 진술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문제발견 및 진술과정의 3가지 하위단계인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
의집중과 문제에 대한 흥미도,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가의 각각의 영역에
서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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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발견 및
진술중 하위영역인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2>과 같다.
<표 Ⅲ-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 사전, 사후검사 비교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

실험집단(N=16)
M

SD

사전검사

1.688

1.138

사후검사

2.313

1.138

통제집단(N=16)

t
-2.440*

M

SD

1.313

.873

1.813

.981

t
-1.414

p<0.05

*

<표 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은 실험집단
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1.688, 표준편차가 1.138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313, 표준편차가 1.138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1.313,
표준편차가 0.873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813, 표준편차가 0.981로 증가하
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2.440, 유의확률이 .028로 나
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통제집단
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을 향상
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에 대한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발견 및
진술중 하위영역인 문제에 대한 흥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
과는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문제 흥미도에 대한 사전, 사후검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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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집단(N=16)

문제의
흥미도

M

SD

사전검사

1.313

0.873

사후검사

2.315

1.138

통제집단(N=16)

t
-3.873*

M

SD

1.250

.856

1.438

.814

t
-.676

p<0.05

*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에 대한 흥미도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
사 평균이 1.313, 표준편차가 0.873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315, 표준편차
가 1.138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1.250, 표준편차가
0.856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438, 표준편차가 0.81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3.873, 유의확률이 .002로 나타나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그러나 통제집단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에 대한 흥미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
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의 발견 및
진술 중 하위영역인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4>과 같다.
<표 Ⅲ-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사전, 사후검사 비교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

M

SD

사전검사

0.875

0.619

사후검사

1.688

1.138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t
-3.105*

M

SD

0.875

0.719

1.000

0.817

t
0.460

p<0.05

*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는 실험
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0.875, 표준편차가 0.619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
이 1.688, 표준편차가 1.138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0.875, 표준편차가 0.719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000, 표준편차가 0.8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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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3.105, 유의확률이 .007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통
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해결에 대
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
-5>와 같다.
<표 Ⅲ-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사전, 사후검사 비교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실험집단(N=16)
M

SD

사전검사

2.750

1.880

사후검사

3.563

2.279

통제집단(N=16)

t
-1.220

M

SD

2.563

1.672

2.438

1.861

t
.174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
안 및 활동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2.750, 표준편차가 1.880에서 사
후검사에서는 평균이 3.345, 표준편차가 2.279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
전검사 평균이 2.563, 표준편차가 1.672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2.438, 표준
편차가 1.861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1.220
유의확률이 .24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 과정의 2가지 하위단계인 자신의 아이
디어를 제안하기와 적용해 보기의 영역에서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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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해결에 대
한 아이디어 제안 및 활동의 하위영역인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6>과 같다.
<표 Ⅲ-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 사전, 사후검사 비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

M

SD

사전검사

.438

.513

사후검사

.875

.619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t
-2.178*

M

SD

.500

.516

.625

.500

t
-.696

p<0.05

*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는 실험집단의 경
우 사전검사 평균이 .438, 표준편차가 .513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875, 표
준편차가 .619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500, 표준편차가
.516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625, 표준편차가 .500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2.178, 유의확률이 .03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반면 통제집단은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탐구적 과학 활동
이 지적장애 학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안하기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2)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하기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해결에 대
한 아이디어 제안 및 적용 중 하위영역인 적용하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해보기 사전, 사후검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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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적용해보기

M

SD

사전검사

1.000

.679

사후검사

1.357

.745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t
-1.235

M

SD

.786

.579

.857

.663

t
-.291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해보기는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
이 1.000, 표준편차가 .679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357, 표준편차가 .745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786, 표준편차가 .579에서 사후검
사에서는 평균이 .857, 표준편차가 .663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적용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에 미치는 영향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의 구성요소인 문제해결에 대
한 결론 및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Ⅲ-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내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 사전, 사후검사 비교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

M

SD

사전검사

1.188

.834

사후검사

1.500

.966

실험집단(N=16)

통제집단(N=16)

t
-1.159

M

SD

1.250

.775

1.250

.856

t
.000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은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1.188, 표준편차가 .834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500,
표준편차가 .966로 변화하였고,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검사 평균이 1.250 표준편
차가 .775에서 사후검사에서는 평균이 1.250, 표준편차가 .856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t 검증한 결과 실험집단은 t=-1.159, 유의확률이 .264로 나타나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집단은 t=.000, 유의
확률은 1.00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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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결과를 통해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
및 적용하기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기초
로 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지적장애학생의 과학적 문제해결력은 탐구적 과학 활동을 경험한 실험집단과
경험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
력의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문제의 발견 및 진술과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
안에서는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아이디어 적용하기와 문제해결력에 대한 결론 및 적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생이 직접 손으로 다루어보고 여러 가지 과
학적인 과정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탐구학습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념을 구성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최수연(2006)의 견해
와 일치한다. 이는 과학적 탐구 능력의 변화를 살펴본 장은옥(2004)의 연구에서
탐구능력과 과학적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와도 일치한다. 특히
과학적 문제해결력의 문제발견 및 진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는데 그 하위
영역인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 집중과 문제에 대한 흥미도, 문제를 자신
의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사회성과 주의집중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에서 학생들은 과학 탐구 학습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 적극적으로 실험에 참가함
으로서 주의 산만한 행동이 감소하여 집중력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이은진,
안혜수, 2008; 이원국, 2000)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의 탐구적 과학 활동은 실험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료
나 현상을 충분히 탐색하고 관찰하고 이를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반복 적용해
보며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어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실제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과
학 활동을 접하고 탐색하며, 활동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의견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문제해결력의 하위 요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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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
행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선행연구에서는 탐구적 과학 활동을 경험한
집단의 학생들은 충분한 개별 탐색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이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험 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결론
을 내리는 과정 등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체험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하
였는데(고용철 강경희, 2014), 본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는 학생 탐구 중심의 과학 활동
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시범위주의 활동에서도 학생들은 문제에 대
한 결론을 내리는 경험은 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수현(2003)의 연구에서와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적 과
학 활동은 지적장애 학생의 과학적 문제 발견과 진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다. 하위영역인 교사의 문제제시에 대한 주의집중, 문제에 대한 흥미도, 문제를
자신의 말로 설명하기에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탐구적 과학 활
동은 그 하위영역인 아이이어 제안하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적용해보
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은 지
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에 대한 결론짓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기초로 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
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탐구적 과
학 활동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탐구적 과학 활동이 지적장애학생
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연구 과정에서 관찰된
과학적 과정 기술, 특히 과학적 호기심, 또래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질적인 분
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
그램을 통한 과학 교과의 성과에 대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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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탐구적 과학 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한 수업 지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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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공기로 움직이는 자동차 놀이

자료

장난감용 자동차 2개, 바퀴2개, 풍선, 빨대, 주사기
활동제시
◉책상위에 자료들을 모두 놓아주며

문제의
발견 및
진술

활
동
의
소
개

문
제
제
시

T:여기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 보겠니?
◉학생들의 반응을 듣는다.
T:그래 잘 말해 주었구나.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학생이 제시하는 놀이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어 그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놀이
를 시도해 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장난감 자동차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격려해 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가 문제를 제
시한다.
T: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T:장난감 자동차나 바퀴를 움직이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T:손을 대지 않고 장난감 자동차와 바퀴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다양한 실험
을 해 보도록 격려하면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교사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
문제해결에
준다.
대한 아이디
어 제안 및 T:풍선으로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장난감 자동차와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적용
T:빨대로 움직이는 방법 이외에 장난감 자동차와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에
는 어떤 것이 있을까?
T:이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문 제 해 결 력 T:어떻게 하면 장난감 자동차와 바퀴를 더 오래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결
◉학생 스스로 실험결과에 대해서 정리한 뒤 다시 한 번 교사에게 이야기를 해
론짓기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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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Inquiring Science Activities on Scientific
Problem-Solving Ability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Hyeon-ju Kim․ Jeong-youn Kim*

The purposes of education for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developing their potentialities and preparing themselves to become
independent. Diverse and rapidly changing in today's society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 issues facing the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tific
inquiry skills is more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inquiring science activities on scientific problem-solving ability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participants of study were 32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rom the 4 classrooms of a special
school in S city. 15 weeks program got off to conduct 15 week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o develop the science studies
lesson plan using inquiring science activities, contents from Kopean National
Curriculum of science studies were extracted and practical problems were
created based on the curriculum. The participants of both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administered the problem-solving ability before and
after experi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nquiring science
activities are effective to improve the scientific problem-solving ability of the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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