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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학습에 기초한 호기심 탐구 경험에 대한 연구
최은미1)

A Study on Experiences of curiosity exploration based on
Discovery Learning
Eun Mee Choi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발견학습방법에 기초한 대학생의 호기심 탐구 경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호기심탐구에 참여한 대학생이 기록한 반성적 저널 74건을 분석하였다. 반성적 저널의 분
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과 실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호기심탐구를 시작하기 전과 비
교해 볼 때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전에 부정적으로만 느꼈던 과학에 대한 선입견도 호기
심 탐구 후에는 감소하였다. 둘째, 과학지식은 실험과정에서 가설설정하기, 모순 찾기, 시행착오 경험
을 통해서 습득하였으며 실험 후에는 그로인해 지적 성장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었다. 셋째, 호기심탐
구경험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동적 태도와 적극성을 갖게 하였으며 아울러 비판적인 과학탐
구태도도 갖게 하였다. 넷째, 호기심탐구과정에서 다양한 탐구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적 탐구능력
이 신장되었다. 따라서 발견학습방법에 기초한 호기심 탐구가 과학의 세 가지 요소인 과학탐구능력,
과학지식습득 그리고 과학태도형성에 효과적임이 저널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주요어: 발견학습, 호기심, 탐구능력, 과학태도, 반성적 저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iosity exploration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discovery learning. For this purpose, 74 reflective journals were analyz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science and experiments have shown a higher level of interest
in science than before and have also decreased the preconceived notions about science that are considered
negative. Second, scientific knowledge was learned through hypothesis setup, contradiction finding, and trial
and error, and then came to realize intellectual development on its own after the experiment. Third, they
could also develope a critical attitude toward scientific exploration, they could have an active attitude and
a positive attitude to solve the problem themselves. Fourth, inquiry ability has increased by using various
investigation methods.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curiosity exploration based on discovery learning
was effective in the science's three elements which are, ability to explore science, acquire scientific
knowledge, and form scientific attitu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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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통적인 수업 방식은 학습자의 흥미와 학습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지식은 고정적이며 불
변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므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곧 학습이라는 생각에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진보주의가 태동하였으며 주창자인 존 듀이는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 입각하여 수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동의 경험을 중시한 진보주의 교육은
지식의 체계가 미흡하고 학습자의 기초학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있다는 비판과 함께 소련의 스
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는 미국교육의 변화를 촉발시켰다. 그래서 대두하게 된 교육사상이 학문중
심 교육사상이다. 브루너는 전통적인 교육과 진보주의 교육의 장점을 조합한 발견학습을 강조하였
다[1]. 브루너는 ’어떤 교과든지 지적으로 올바른 형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발달단계에 있는 어떤
아동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교육과정의 원리는 발달단계가 높아짐
에 따라 그 지적 성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점점 고양된 형태로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나선형으로 조직하는 것이다[2]. 브루너의 발견학습의 장점은 발견과정에서 과학적 기술과 방법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 관찰과 실험을 통해 지식의 구조[3]를 이해하면 지적능력의 성장을 가져오며
지식을 장기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 기본개념 학습으로 새로운 지식생산이 가능하다는 점,
지식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다는 점, 발견의 기쁨으로 내적동기유발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발견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연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으로 사실들 간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Bruner에 따르면 학습자가 스스로 핵심적인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문제 상황에 의문을 제시하고 탐구하며 실험할 수 있도록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1].
발견학습의 과정은 과제의 파악, 문제해결을 위한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적용의 단계로 구성
된다. 학습과정에서 직관적 사고, 연역적 및 귀납적 사고, 능동적 참여가 강조된다. 과학교육에서
발견학습을 중시하는 이유는 과학지식의 습득보다는 지식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자연과 직접 대면하며 자연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적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방법이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보를 얻는 과학과정 기술, 과학과정 기술을 통해 얻어
지는 과학 지식 그리고 과학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과학과정 기술을 적용하는 과학태도의 세 가지
로 구성되어 있다[2]. 과학과정 기술은 문제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기술로 관찰, 분류, 측정, 의사소
통, 예측, 추론, 실험 등이다[4][5][6]. 과학지식은 과정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과학교육에서도 중요
한 요소로 교사의 풍부한 과학지식은 과학교육의 성공을 가늠하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다. 과학
지식은 사실, 개념, 법칙, 이론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과학태도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의미
하며 호기심, 적극성, 솔직성, 객관성, 개방성, 비판성, 판단유보, 협동성, 끈기성을 들 수 있다
[7][8][9][10]. 과학의 기초 개념은 어려서부터 발달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과학교육을 위해서는 어려
서부터 과학에 흥미를 가지도록 하여 과학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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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호기심 탐구는 발견학습의 원리에 따라 실험위주 활동으로 계획되었으며 학습자
는 스스로 전 과정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것과 느낀 것을 진솔하게 저널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호기심 탐구 경험에 대해 학습자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록된 저널을 분석하여 알아보고자 한
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자와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1학기부터 2017년 1학기 까지 유아과학교육을 수강한 유아교육과 학생 중 호
기심 탐구를 하고 반성적 저널을 작성한 7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호기심 탐구는 발견학습에 의거
해 설계되었으며 학생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따라 문제인식, 자료 수집을 거쳐 가설설정, 실험 및
관찰,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경험하며 느낀 점을 형식이나 분량의 제한 없이 저널로
기록하였다.

2.2 자료 분석
호기심 탐구 경험을 서술한 저널은 크게 실험설계 전, 실험과정 그리고 실험 후 세 영역으로 나
누어서 친화도법(Affinity Diagram)에 의해 분류되었다[12][13]. 각 영역별로 의미 있는 개념을 코딩
한 후 상호 연관성과 속성을 고려하여 세부주제를 점차 큰 주제로 재분류 하였다.

3. 분석결과
자신이 원하는 주제에 따라 실험위주 과학 활동을 직접 계획하여 수행한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서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였는지를 기술하였다. 그러한 반성적 저널을 세심하게
반복해서 읽어 나가면서 실험 전, 실험과정, 실험 후의 경험과 느낌을 서술한 부분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코딩하였다. 1차 코딩에서 도출된 214개의 개념 중에서 의미가 같거나 유
사한 개념을 묶어 총38개의 세부 주제로 범주화 하였으며 다시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험 전은
대 주제 2, 소주제 4개로 실험과정은 대 주제 2, 소주제 5개로 그리고 실험 후는 대 주제 3, 소주
제 8개로 최종 분류되었다(표 1,2,3).

3.1 탐구활동 전
구체적인 실험계획을 세우기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과학에 대한 인식과 실험에 대
한 인식으로 나눌 수 있다. 과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과학은 ’나와 관련 없는 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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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이야기‘로만 여겨 왔으며 그러한 생각은 가까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시
작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편견, 선입견을 보면 과학은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며 과학지식이 풍부한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과학이 다루는 내용도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험에 대한 인식은 실험에의 접근성과 실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실험이라고 하면 실린더, 플라스크 등 실험도구가 완비된 거대한 실험실과 그 속에서
연구하는 실험가운을 입은 과학자가 연상되며 실험실 밖의 일산적인 환경에서 실험을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들 대부분 실험을 혼자 해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생
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험은 어려운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어 실험자체에 접근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실험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보면 이제까지 경험한 실험이란 대부분 교사의 지시
에 따라 실험과정을 수행하는 지극히 수동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계획하는 실험이 어렵게
만 느껴져 불안했으며 또한 실험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해하였다.
<표1> 탐구전의 과학과 실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Table1> Students`s perception on science and experiment before exploring
대 주제
탐
구
시
작

과학에 대한 인식

전

실험에 대한 인식

소주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
과학에 대한 선입견
실험에의 접근성
실험에 대한 불안감

의미 군
과학은 나와 관련 없는 것
어렸을 때부터 과학을 멀리 해옴
과학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
과학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
실험은 어려운 것
실험은 처음 경험
실험에 수동적 경험
실험 성공 여부 불투명

3.1.1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관심도) “과학은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면 신기하지만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
무나도 어려운 단어들과 기호들로 인해 과학을 멀리하게 된다. 난 문과니까 과학과는 관련 없다고
생각했었다”.
“어려서부터 과학, 실험, 화학 등의 용어를 들으면 나와는 거리가 멀고 마냥 어려운 것으로 느
껴져 과학을 기피하고 관심을 두지 않았다. 때문에 과학에 대한 상식도 없는 편에 속하였다”.
(과학에 대한 선입견)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해서 할 수 있는 과학활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는 스스로가 과학은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3.1.2 실험에 대한 인식
(실험에의 접근성) “실험을 하기 전에는 실험도구가 완벽히 갖춰진 실험실과 실험가운을 상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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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우리가 쉽게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것도 실험하기 힘든 것으로만 생각했었다”.
“처음에 실험을 계획했을 때 매우 어렵고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과
학실험은 혼자 해본적도 생각해 본적도 없기 때문 이었다“.
(실험에 대한 불안감) ”이제까지 내가 경험해온 과학실험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실험순서에
맞추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었다. 나는 실험에서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궁금한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지 혼자 해야 하는 실험을 앞두고 나
는 무척 불안해하면서 혼자 하는 실험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 실험을 하기 전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만큼 실험에 대해 두려움
이 있었고 실험을 이제까지 단독으로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겁도 났다”.

3.2 탐구과정
실험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하였는데
그 경험은 크게 학습한 것과 느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학생들은 과학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는데 지식을 얻는 통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실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얻어
지기도 하고 잘못 설정된 가설로 인해 실험의 모순을 발견하면서 습득되기도 하였다. 또는 머릿속
의 생각과 실험결과의 차이를 발견하며 깨닫게 되었으며 실험을 직접 하면서 얻어진 지식은 이론
과 실제가 연결된 산지식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과학적 방법의 학습은 문헌으로 배운 과학적 방
법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중요성을 실감하였으며 그 중에서 특히 측정, 변인조절, 자료수집, 정
확한 실험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깨달았다.

실험과정에서 느낀 어려움은 혼자하기 버거운 실

험을 수행할 때나 실험결과가 나왔으나 그 결과를 해석하지 못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과정
에서 느낀 긍정적 정서로는 실패 끝에 여러 번 재 실험을 해서 성공했을 때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
으며 가설이 검증되었을 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었다. 그러나 결과가 미미하
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실패의 경험은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표2> 탐구과정에서의 학습과 느낌
<Table2> Learning and feeling in exploring Process
대 주제

탐
구
과
정

소주제

지식습득
학습한 것
과학적 방법
느낌,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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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의미군
과학원리
시행착오
가설의 오류
직접 경험
생각과 실험차이
객관성
자료수집
실험계획
혼자실험
결론 해석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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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재미, 즐거움
성취감, 자신감
결과에 대한 실망
좌절

3.2.1 학습한 것
(지식습득) “평소 일상생활에서 생겼던 호기심을 내가 직접 이론을 찾아보고 실험설계를 해서 직접 실험
을 해보니 과학적인 원리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시작할 때는 쉽게만 생각했던 실험이었다. 준비물을 준비하고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
각했는데 막상 실험을 하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게 되기 까지 10,000번
이 넘는 시행착오를 경험했다고 하더니 발명도 아니고 단순한 실험인데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여러 번의 시
행착오를 겪고서야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이번 실험에서는 비록 가설의 오류가 있었지만 평소에 샤프심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부러질 것이라는
생각을 바꾸게 해준 실험이었다. 가설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더 깊
은 사고를 할 수 있었다”.
“실험을 하면서 모든 지식이 나와 연결된다는 점이 신기하면서 뜻깊었다. 사실 이론들은 삶과 연결된다기
보다는 마땅히 암기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나의 호기심을 과학적 방법으로 풀기 위해 실험하는
과정에서 산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강을 사이에 두고 망원경으로 막연히 바라보던 ‘과학이론’이
라는 존재가 ‘나의 호기심’이라는 돛단배를 타고 내가 있는 쪽으로 건너오게 된 것이다...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탐구태도에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평소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생활의 현상을 직접 비교하여 실험해보니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과 직접
실험을 해본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적 방법) “과학은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액체의 양, 컵의 크기 등 맞추어야 할 것이 많았다. 또
한 시간간격도 잘 지켜야 정확한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정확한 자료수집이 수반되어야 실험의 전 과정을 무리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련
된 정보를 수집하면 할수록 실험에 대한 흐름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이런 돌발 상황이 발
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측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실험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실험에서는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호기심
선정에서부터 자료수집, 가설설정, 실험설계 등 과학적 방법의 단계를 차례로 밟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3.2.2 느낌
(어려움) “모든 실험 준비가 끝났지만 혼자서 실험하기에는 버거운 실험임을 깨닫게 되었다. 실험결과를 사
진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카메라를 손에 잡기도 전에 실험결과가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나의 실험은 드라이아이스가 다양한 액체와 만나 녹는 시간을 비교하는 실험이다. 드라이아이스에 식용유를
부었을 때 물을 부었을 때와는 달리 하얀 기체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지만 아무리 자료를 찾아
보아도 그 이유를 찾지 못해서 안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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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정서) “실험을 진행하면서 실패를 여러번 겪어 재 실험을 몇 번 씩 해야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실험에 성공해 많이 기뻤다. 실험을 직접해보니 과학실험이 어렵지 않고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해본 과학실험은 처음이었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실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 성취감도 높았고 실험을 할 때마다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것도‘내가 해
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게 하였다”.

(부정적 정서) “처음 실험을 시작하며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결과가 의외로 미미해서 실망하
였다. 실험에 오차가 있었는지 아니면 정보수집에 문제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으며 실패의 경험은 나를 당황
하게 만들었다”.
“실험을 하면서 많은 변인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 고민도 해보았고 뜻대로 되지않는 실험에 좌
절도 했었지만...”

3.3 탐구 후
실험 후의 학생들의 경험은 과학에 대한 인식, 실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과학 탐구태도의 학습
과 과학지식을 학습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에서 과학에 대한 인식, 실험에 대한 인식 은 실
험 전의 경험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학습한 것은 실험과정에서의
학습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먼저 과학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실험 후에는 과학을 친근하게 느끼며 일상생활과 과학은
별개의 것이 아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학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지며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실험에 대
한 인식도 실험 후에는 변화하여 실험은 복잡하고 어렵기 만한 것이 아니며 나의 호기심을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실험의 경험은 실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
을 감소시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여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실험
후에 얻게 된 과학적 탐구태도는 꼬리를 무는 호기심을 탐구하며 사고의 폭이 넓어져 간다는 것과
문제해결을 인터넷으로 쉽게만 하려는 종전의 태도에서 직접 실험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또한 실험계획의 문제점이나 가설의 오류를 숙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반성적사고
력이 신장되었다. 과학 태도는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과학 활동에서 성공의 기쁨과 즐거움을 터득하게 되면 바람직한 과학태도가 형성될 수 있다.
끝으로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과학적 지식은 시전지식과 실험과정이 연계되어 생성되므로 지적 성장
과 더불어 기억에 오래 남아 잊혀지지 않을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ISSN: 2383-5281 AJMAHS
Copyright ⓒ 2018 HSST

383

A Study on Experiences of curiosity exploration based on Discovery Learning

<표 3> 탐구 후의 과학과 실험에 대한 인식 및 학습
<Table 3> Perception to science and experiment and learning after exploring
분류

대 주제

소주제
과학에 대한 관심도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선입견
실험의 접근성
탐

실험에 대한 인식
실험에 대한 긍정적 태도

구

확산적 사고
후
학

과학적 태도

습

능동적 사고
반성적 사고

과학적 지식

학습(성장 및 기억)

의미군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과학과 연결
과학에 관심 가지게 됨
과학에 대한 거부감 탈피
과학은 재미있는 과목
실험은 새로운 도전
과학실험은 주변현상과 밀착
자신감
용기
호기심 확장
사고 확장
능동적인 문제 해결자
적극성
모순 찾기
실험계획에 대한 아쉬움
지적성장
장기기억

3.3.1 과학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관심도) “정말 사소한 것도 호기심 탐구 주제가 될 수 있고 호기심을 충족해나가는 과정은 생
각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과목에 비해 과학은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탐구를 계
기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과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호기심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니 재미를 느꼈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과학에 대한 선입견)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탐구해보니 더욱 재미있고 집중하게 되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실 과학은 어렵고 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대상으로 과학활동을 하니 ‘그동안 과학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직접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의 재료들도 직접 준비해서 실험을 해보니 재미있었다. 그전에 나에게는 무
겁고 재미없었던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제는 친숙하고 재미있는 과목으로 다가오게 된것 같았다“.
”과학은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과목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나에게 (호기심 탐구는) 과학실험, 관찰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3.3.2 실험에 대한 인식
(실험의 접근성) ”과학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시도해본다는 것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도전이었다.
실험이란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에서 출발하여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었다“.
”과학이라는 것이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곳곳에 함께하고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실험에 대한 불안감 감소) ”과학은 어렵게만 느껴져서 현장에서 유아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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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과학이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었
고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이번 과학실험이 비록 규모가 큰 것은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쉽지 않았는데 이 경험이 내가 과학에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었고 과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과학의 중요성을 느끼고 현장에서 유아들과 과학을 나
눌 용기를 주었을 뿐 아니라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3.3 과학적 태도형성
(확산적 사고) ”처음에는 작은 궁금증으로 시작한 호기심탐구가 지금은 더 알아가고 싶고 심지어는 나 자신
에 대한 반성과 실험도중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번 호기심 탐구를 통하여 과학에
는 통 관심이 없던 내가 하루 종일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들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예전에 없던 궁
금증이 많이 생긴 것 같다“..
”처음으로 내가 주도해서 한 실험이었다... 실험결과는 또 다른 궁금증을 낳았고 또 다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탐구하는 태도를 학습하게 된 것이다“.

(능동적 사고) ”호기심 탐구를 통해 궁금한 것들을 생각해보고 또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실험을 통해 검
증해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얻은 것은 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는 과학을
두려워하는 교사가 아닌 유아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자극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어도 답만 쉽게 얻으려했지 나 스스로 직접 실험해보고 결과를 끌어낼 생각은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궁금증을 풀어본다는 것은 나에게 뿌듯함과 재미를 안겨주었다“.

(반성적 사고) ”나의 실험에서 간과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론만을 찾아보는 것이 아닌 내가 직접 실험을
통해 원인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한 내 자신이 너무 대견하기도 하고 문제해결도 훨씬 쉬웠던 것 같다“.
”실험을 끝내고 결과해석을 하면서 아쉬움이 있었다. 먼저 실험재료를 다양하게 준비했다면 좋았을 것 같았
다. 물의 정수실험에서 정수재료의 양이나 정수 회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일었다. 첫 실험은 아쉬움과 긍금
증을 남겼으며 자료수집을 충분히 한 후에 가설설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피부에 와 닿게
느낄 수 있었다“.

3.3.4 과학적 지식
(학습) ”실험 전에 ‘과연 실험이 필요할까?’ 라는 의문을 가졌던 것이 사실인데 실험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과학지식도 알게 되어 좀 더 지적으로 성장한 것 같다”.
“이론적으로 이미 아는 내용들인데 실험을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사고로 확장이 일어날까?‘하는 의문이 실험 전
에는 일었다. 하지만 정보수집을 해나가고 실험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의 구조화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기 시
작했고 나의 사전 지식과 실험이 연계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과학지식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다”.
”자신이 직접해본 실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고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또한 실험
결과물을 보면서 성취감도 느끼게 되었다“.

4. 결론
발견학습에 의거하여 호기심 탐구를 하고 반성적 저널을 작성한 대학생 74명을 대상으로 탐구
후에 기록한 저널 74건을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구 전과 탐구 후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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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학과 실험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면 실험 후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부정적으로만
느꼈던 과학에 대한 선입견도 사라져 과학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과목이라는 사실을 깨
닫게 되었다. 실험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여 실험 후에는 실험이 복잡하고 어렵기 만한 것이 아니
라 호기심을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탐구 전에 가졌던 실
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실험 후에는 감소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둘째, 과학적 지식은 실험과정에서 자료수집, 가설설정, 모순 찾기,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되었으며
실험 후에는 그로인해 지적 성장을 스스로 실감하게 되었다. 셋째, 실험이라는 직접 경험으로 호기
심이 확장되며 확산적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문제해결을 실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능동성과 적
극성을 갖게 되었으며 모순 및 오류 찾기로 반성적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 비판적인 과학적 탐구태
도를 갖게 되었다. 넷째, 실험과정에서 관찰, 측정, 분류, 추론, 예측 등의 과학적 기술을 사용함으
로써 과학기술능력이 신장되었다. 따라서 발견학습에 의거한 호기심 탐구가 유아과학목표인 과학
적 기술, 과학적 지식습득 그리고 과학적 태도형성에 효과적임을 저널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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