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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청주교육대학교 과학영재 교육센터에서는 과학영재를 선발하는데 화학실험 평가를 실시하였다 . 

지필평가와 더불어 실시된 화학실험 평가에서는 '각설탕의 용해 관찰하기(실험 1)'와 '용액의 진하기 순서 알 

아 맞추기(실험 2)，로 명명된 두가지 실험이 이용되었다.，각설탕의 용해 관찰 실험，으로는 학생들의 기본적 

인 관찰 능력과 그에 따른 문제인식과 모형 사용 능력을 알아보았고, 용액의 진하기 알아 맞추기 실험 '으로 

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보았다. 또한 실험 과정 중 교사의 관찰에 의해 학생들의 흥미, 과제집착 

력 등 과학적 태도도 평가하였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실험 평가는 과 

학영재들이 나타내는 독특한 특성, 즉 창의성이나 유통성, 독창성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ABSTRACT. The Science Gifted Ed나cation Center of Ch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used the 
chemical experiments for selecting gifted children in the area of science. There are two kinds of experiments, 
'the observing the dissolution of cube sugar (Expl)' and 'the guessing the concentration of solutions (Exp2)'. 
Students basic skills of observation, problem recognition and the ability usin용 the models were verified through 
Expl. Exp2 was used to verify the practical problem solving skill of children. Besides, the affective facts of 
the interests, adhesive power of the problems were evaluated through the teacher observation. The evaluation 
using experiments turned out to be valuable for the identification of the gifted children who have the creativity, 
originality, and fhaency in the field of science.

서 론

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은 1998년부터 한국 과학재단 

에서 전국의 9개 대학에 과학영재교육센터를 선정하면 

서 시작되어 J999년에 3개 센터의 추가로 총 12개 센 

터가 운영되고 있다. 각 센터에서는 초등과 중등의 과 

학영재들을 선발하여 각 센터의 특성에 따라 과학영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표준화된 과학 

영재의 선발도구가 없어 각 센터에서는 센터 나름의 

방법으로 과학영재를 선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지명 , 

관찰, 표준화 검사, 실험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 

된 증거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으며 , 판별 절차는 관찰 

및 누가 기록에 의한 1차 판별,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표준화된 검사도구에 의한 2차 판별, 문제해결과정 

의 관찰평가에 의한 3차 판별, 부과된 교육 프로그램 

의 이수과정 및 결과를 계속 관찰하는 4차 판별의 단 

계가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과학영재도 이와 마찬 

가지로 종합적이고 단계적이며 계속적인 관찰로 판별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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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를 과학에 대해 탁월한 능력을 지니는 사람, 과학 

분야에 뛰어난 학업성취를 보이는 사람, 과학학습에 대 

한 강한 학습의욕과 높은 탐구동기, 창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2 6으로 정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의 

선발에 있어서 과학적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력에 대한 

실험평가는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7 청주교육대 

학교 과학영재 교육센터에서는 초등분야의 과학영재 선 

발에 서 지필 검 사와 함께 실험평 가를 실시 하였다. 

1998년 저） 1회 과학영재 선발에서는 물리 분야에서 실 

험평가를 실시하였다. 물리분야에서 실험평가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이태리와 정병훈11은 과학영재의 효율적이고 

타당한 선발을 위해서는 과학분야의 축적된 지식과 동 

시에 과학자의 자질로서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과학적 사고과정을 주로 측정하는 검사, 즉 전문가에 

의한 개별화된 실험과제 수행능력 평가를 동시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99년 

저］ 2회 과학영재선발에는 화학분야에서 실험평가를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한 화 

학실험 평가의 내용과 평가안, 결과를 분석하여 과학영 

재의 선발에 실험 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과 적절성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 및 절차

과학영재 선발 방식과 내용. 1998, 1999년 두차례 

초등학교 과학영재를 선발한 청주교대 과학영재교육센 

터의 시험은 모두 1, 2차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시험 

응시자는 중북-지역내 초등학교 4-5학년 학생들로 각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1998년도 

선발'과 유사하게 1999년도에도 1차에서 객관식 지필 

평가, 2차에서 주관식 지필평가 및 실험평가를 시행하 

였다. 과학 분야에서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서 합격한 

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실험평가는 전년도와 달 

리 화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화학 분야 실험 평가는 

크게 관찰에 의한 평가와 실험 보고서에 의한 평가로 

실시되었다. 관찰평가는 14명의 지도교사와전문가들에 

의해 1인이 3명의 학생을 관찰 기록지에 제시된 항목 

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사전에 평가의 원칙과 기준, 평 

가 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다. 보고 

서 평가는 계통도 분석법籍 이용하여 과학교육학 박 

사급 연구자와 전문 교수진의 협의에 의해 평가하였다.

평가도구의 선정 및 개발. 학생들의 탐구 능력을 평 

가하기 위해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협의하여 초등학 

교 4-5학년 단원의 내용을 기본으로 '각설탕의 용해 

관찰하기（이하 실험 1）'와，용액의 진하기 순서 알아 맞 

추기（이하 실험2），를 탐구하는 실험문제를 개발하였다. 

각설탕의 용해 관찰 실험은 학생들의 기본적인 관찰 

능력과 그에 따른 문제인식과 모형 사용 능력을 알 

아보기 위한 것이다. 용액의 진하기 알아 맞추기 실 

험은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서 문제해결방법의 고안, 용액의 농도 결정 및 개 

념이해 등을 알아보았다. 또한 실험 과정 중 교사 

관찰에 의해 학생들의 흥미, 과제집착력 등 과학적 

태도도 평가하였다.

SAPA 프로그램에서 관찰하기 과정은 과학을 탐구하 

는 모든 과정 능력 향상을 통하여 꼭 필요한 모든 과 

학적 탐구의 기본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찰을 할 

때는 오감,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사용할 때도 있고 이 중의 어느 하나만을 사용할 때 

도 있지만 관찰을 할 때에는 그것을 흔들어 보거나, 

눌러보는 등 그것에 관한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방법 

을 모두 동원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의 깊은 관찰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필수적 

인 요소라고 보고 있다

실험 1에서는 각설탕을 물에 넣고 녹는 것을 관찰하 

도록 하여 단순히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뿐 만 

아니라 오감을 이용해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능 

력을 중요시하였고, 관찰결과와 관련하여 문제를 인식 

할 수 있는 능력 및 모형사용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관찰 결과와 일상생활의 경 

험을 통해 얻은 지식이 일치하지 않음을 파악해야 하 

며, 이 문제를 모형을 통한 고차원적 사고를 통해 해 

석해야만 한다.

실험2는 초등학교 5학년의 용해에서 나오는 진하 

기 개념에 기초한 것이다. 제한된 실험 조건하에서 정 

해진 도구만을 이용하여 농도가 서로 다른 4가지 용액 

의 진하기를 알아내는 실험이다. 이 실험에서 학생들은 

개인적 탐색활동을 통해 문제해결의 핵심적 원리를 발 

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용액의 진하기 순 

서를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실험2는 실 

험 1어】 비해 실질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 

에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하였다.

평가방법. 실험 1, 2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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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험 평가 영역 및 평가 방법

실험 평가영역 평가 방법 배점

실험 1 문제인 식 보고서 평 가 5
（각설탕의 관찰 보고서 평가+관찰평가 23

용해） 결과정리 보고서 평가 12

실험 2 실험 보고서 평가 40
（용액의 진 보고서 작성 보고서 평가 10
하기 알아 

맞추기）

과학적 태도 관찰평 가 10

서 Table 1과 깉-이 영역을 나누었다. 우선 실험 1에서 

는 문제인식과 관찰, 결과정리를 평가하였으며, 실험2 
에서는 실험하는 능력과 보고서 작성 및 과학적 태도 

를 평가하였다. 각각의 평가는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와 교사들의 관찰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실험1, 2는 관찰하기와 실험하기라는 비중에 따라 

각각 40점과 60점으로 배점하였다. 실험 1의 평가영역 

별 배점은 문제인식 5점, 관찰 23점, 결과 정리 12점 

으로 하였다. 여기서 교사의 관찰 평가는 9점, 보고서 

평가는 31점이었다. 실험2는 실험 40점, 보고서 작성 

10점 , 과학적 태도 10점으로 하였는데 , 교사의 관찰평 

가는 10점으로 배점하였다.

실험 1, 2의 평가는 보고서와 교사의 관찰에 의해 이 

루이지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Table 2와 같이 교사 

의 관찰 점검표와 보고서 평가 점검표를 만들었다. 실 

험 1은 학생들의 실험능력보다는 관찰능력과 문제인식 

능력에 초점을 두었다.

교사의 관찰평가 항목은 학생의 주의집중과 실험 관 

찰으로 나누어 평가항목을 만들었고 각각의 항목은 최 

대 2점에서 최소 0점까지 나누었다.

실험1의 보고서는 Table 과 같이 영역을 세분한 

후 각각에서 몇 개의 평가항목을 정한 후에 항목별로 

배점을 하였다. 평가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최대 5점에 

서 최소 0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실험2는 문제해결능력을 알아보는 것이므로 실험을 

정확하게 실시하였는지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실험을

Table 2. 실험 1 의 관찰 평가 기준

—영 역 관찰하기평가항목 배 점

즈의 집 n • 초기 관찰시 간동안 비커 속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 해 집중하는가? 1,0
• 관찰 종료후보고서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2,0
• 비커와눈의 높이를맞춰 색의 변화를정확하게 관찰하는가? 2,0

실 험 • 시간이 지난후비커를기울여 보면서 비커 속의 변화를관찰하는가? 2,0
• 흰 종이를 비커에 바깥쪽에 대면서 색의 변화를 정확하게 관찰하는가? 2,1,0

Table 3. 실험 1의 보고서 평가 기준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 역 평가 항목 배 점

훈而 인식 •푼钏를 제대로 이 해하고 다녹은 설탕물과 7분간 녹인 설탕물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가? 5jf

-각설탕이 부서짐 1,0
1,0
1,0
1,0

관 찰

기 포 박새 -각설탕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기포발생을 관찰, 기록했는가?
1 5 -기포발생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관찰, 기록했는가?

-비커의 벽면에 붙어있는 기포를 관찰, 기록했는가?

용액층
-비 커 의 아랫부분에 물과는 다른 질척 이 는 용액 층을 관찰, 기 록했는가?

-각설탕이 녹으면서 용액의 아래층에 갈색의 층이 생긴 것을관찰,기록했는가?

2,()
2,0

아지랑 

이현상

-각설탕 주위 에서 일 어나는 아지 랑거 림 을 관찰, 기 록했는가?

-기포가 위로올라가면서 아지랑이 생기는 것을 관찰, 기록했는가?

1,0
1,0

기타
-관찰시 점 까지 각설 탕의 처 음 양과 녹은 양을 정성 적 으로 비 교하여 관찰, 기 록했는가?

-녹는 속도의 차이를 비교하였는가? 2,0 2,0

-4 녹은 설탕물을 입자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2,0
-각설탕을7분간녹인 설탕물을 입자론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표현하였는가? 2,0
-다녹은 설탕물을 입자론적 관점에서 표현한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였는가? 2,0
-각 설탕을 7분간 녹인 설탕물을 입 자론적 관점에서 표현한 것을 정 확하게 설명 하였는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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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실 험2의 보고서 평 가 기 준

농도의 결정 실험방법고안

4개 용액의 

진하기 결정

(A)

유리 관에 층쌓기

시 험 관에 층쌓기

2개 용액의 

진하기 결정

(B)

유리관에 층쌓기

시 험 관에 층쌓기

1개 용액의 

진하기 결정 

(C)

유리 관에 층쌓기

시 험 관에 층쌓기

결정 못함 

(D)

유리 관에 층쌓기

시 험 관에 층쌓기

기타 

(E)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함.

개념이해정도 유형 배점

완전이해 ------------  A1 40
불완전이해 ------------ A2 37.5

완전이해 ------------ A3 35

W 놘진 이 해 -------  A4: 32.5

완전이해 ------------ B1 30
불완전이해 ------------ B2 27.5

완전이해 ------------ B3 25

불완전이해 -----------  B4 22.5

완전이해 ----- ------  C1 20
불완전이해 ----- ------  C2 17.5

완전이해 ----- ------  C3 15

불완전이해 ----- ------- C4 12.5

완전이해 ----- ------- D1 5

불완전이해 ----- —— D2 2.5

완전이해 ----- ------  D3 5

龟 뇐전 이 해 ------  D4 2.5

전해결. ----- ------  E1 5
——— E2 0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고 하였는 

지, 그리고 실험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개념 이해 정도도 평가하였다. 실험의 수행에 관 

련된 보고서의 평가는 Table 4와 같이 계통도 분석법 

에 따라 유형을 18가지로 나누어 최대 40점부터 0점 

까지 배점하였다. 용액의 진하기 순서를 결정한 정도에 

따라 A, B, C, D, E로 나누고 다시 A-D까지는 실 

험방법의 고안과 개념이해 정도에 따라 A1-A4 등으로 

유형을 나누었다•

또한 보고서 전체의 작성 상태와 실험 활동시 학생 

들의 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Table 5와 같이 관찰 

평가항목을 마련하였다.

Table 5. 실험2의 보고서 작성 및 태도 평가 기준

영 역 평가항목 배 점

보고서 작성 보고서 가 얼 마나 체 계 적 이 고 논리 정 연 한가? 10,8,6,4,2

과학적 

태도

과치 - 실험에 집중하여끈기를가지고문제를해결하려 고함 5
지1看看 문제를잘해결하지 못하면서 머뭇거림 3
너더 -주위의눈치를살피면서산만함 0

호E -실험에 흥미와관심을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함 5
웅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하나훙미가 떨어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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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논의

실험1에 대한 학생들의 결고h 실험 1에 대한 평가결 

과를 종합하여 Fig. 1에 나타내었는데, 응시자의 46% 

인 36명이 20-30점, 42%인 33명이 10-20점을 받아 

대부분이 10-30점 구간에 분포하였다. 30-40점에는 전 

체의 10%인 8명이었다.

보고서를 근거로 학생들이 작성한 내용을 관찰, 문 

제인식, 모형의 사용으로 나누。! 살펴보면, 우선, 물이 

뜰어있는 비커에 각설탕을 넣은 후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관찰 사항에 대해 학생들의 90% 이상이 각설탕 

의 부서짐과 각설탕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기포발생을 

기록하였다. 이는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관찰이기 때문이匸+. 예를들어, 최。학생은 

，，각설탕이 빠지면서 동시에 공기 기포가 생긴다. 3C초 

가 지나도 그 공기 기포는 그대로 있는데 네모의 형 

태인 각설탕은 해변의 모래처럼 비커 바닥에 쌓였다. 

그것은 공기 기포가 빠져나가 지탱을 안해주기 때문이 

다. 신비한 것은 각설탕이 바닥에 깔렸는데도 기포가 

생겼다”고 기록하였다. 여기서는 포착한 관찰대상의 동 

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관찰능력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기포 발생의 변화를 시간의 흐 

름에 따라 자세히 관찰하여 기록한 학생은 39명이 있 

었다. 허。학생은 "처음에 각설탕을 넣었더니 공기방 

울이 많이 올라왔다. 몇 초 지나자 각설탕 가에부터 

천천히 녹았고 보양도 부서지며 변했다. 녹아 부서진 

뒤에도 공기방울이 조금씩 계속 올라왔다. 부서진 각설 

탕 가루가 빨리 녹아버리지 않고 비커 밑에 가라앉아

Fig. 2. 공기방을의 발생과 연속적 관찰에 대한 허。학생의 관찰 

결과.

천천히 끝부터 녹는다”라고 작성한 한편, Fig. 2와 같 

은 관찰결과를 그림으로 기록하였다.

비커 벽면에 붙어있는 기포를 관찰한 학생들도 있었 

는데（6명） 이것은 시간변화에 대한 관찰대상의 변화를 

매우 세밀하게 관찰한 예의 하나이다. 예를들어 , 송。 

학생은 '비커 곳곳엔 아주 조그마한 공기방울이 붙어 

있고, 비커 아래에는 아직 녹지 않은 설탕들이 쌓여있 

다”, 강。학생은 '비커 겉에 공기방울이 붙었다”라고 

관찰하였다.

한편 각설탕이 녹으면서 용액의 아래층에 갈색의 층 

이 생긴다는 것은 48명의 학생이 관찰하였다. 최。학 

생은 “아래에는 갈색 설탕 가루가 가라앉아 있고 맛에 

는 별 변화가 없으며 점점 옆으로 보면 물은 거의 투 

명, 아랫부분만 갈색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찰결 

과와 더불어 김。학생은 Fig. 3과 같이 관찰결과를 

글과 그림으로 간단히 언급한 후，꿀이라고 할 까 노 

오란 액체가 비이커를 기울이면 기울어진 쪽으로 흘러 

40
〈卜
5 35 ioT

30

25

20

15

10

5

0
A B C D

점수구간

Fig. 1.실험］의 점수대별학생수. A: 0-10 점,B: 10-20 점,C: 
20-30점, D: 30-40^. Fig. 3. 이상한 액체의 생성에 대한 김。학생의 관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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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이 액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와 같이 관찰에 

근거하여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을 나타내었다.

김。학생 이외에 13명의 학생들이 색깔의 층을 눈 

으로 확인하고, 비커의 아랫부분에 물과는 다른 질척 이 

는 용액 층이 생긴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관찰대상을 눈으로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활동으 

로는 알아내기 어려운 것이었다. 관찰자는 관찰대상을 

이리저리 움직여보며 관찰대상의 변화를 다양하게 파악 

하려는 적극적 인 행동으로부터 관찰대상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찰결과와 더불어 기포발생과 아래 층의 진 

한 용액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현상을 세밀하게 

관찰한 결과도 있었다. 조。학생은 “5분이 지나자 나 

는 비커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자 설탕은 가만히 있는 

데 설탕 주위에서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물결을 따라 

파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냥 기울이니까 움직인 것 

이 아니고 아지랑이 같은 물질이 비커의 벽을 한번 

움직인 다음에 이런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움직였다" 

는 관찰결과와 함께 Fig. 4와 같이 관찰한 현상을 그 

림으로 보고하였다. 아지랑이 현상과 같이 세밀한 관찰 

을 기록한 학생은 모두 17명 이었다.

조。학생은 “설탕 부서진 곳을 보니 아지랑이 같 

은 것이 막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이 실험을 보니 

예전에 거즈에 소금을 넣고 물 속에 담글 때처럼 아 

지랑이 같은 것이 있었다''고 관찰하였다. 이외에도 처 

음 양과 녹은 양을 비교, 관찰하여 기록한 학생이 43 
명이 되었다. 박。학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설탕이 

물에 용해되는 양이 많아졌고 모두 용해되진 않았다” 

고 관찰하였다.

다음으로 문제인식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다 

녹은 설탕물과 각설탕을 7분간 녹인 설탕물이 같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2명, 다르다고 응답하였지만 그 이 

유에 대해 잘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41명으로 나타 

나 80%이상의 학생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Fig. 4. 아지 랑이 현상에 대한 조。학생의 관찰결과.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탕이 녹지 

않고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응답하였다. 차。학생은 

“설탕이 골고루 있는 것은 저어서 물 속에 완전히 녹 

아있고, 각설탕은 녹였더니 설탕이 밑에 가라앉았기 때 

문이다”라고 관찰하였다. 이에 비해 문제를 제대로 이 

해한 학생들은 용해'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유를 

설명하였다. 서。학생은 "일상생활 속에서는 설탕이 

물에 다 녹아 설탕용액이 되지만 이번 관찰에서는 각 

설탕이 물에 다 용해되지 않고 일부분의 설탕이 가라 

앉았다”고 관찰하였다.

모형을 사용하여 관찰 결과에 대해 설명한 것을 살 

펴보면, 학생들은 다 녹은 설탕물을 입자적으로 표현하 

는데 크기와 균일성을 중요시하였고, 7분간 녹은 각설 

탕 용액을 입자적으로 표현하는데 크기와 용액의 상하 

농도 분포를 중요시하였다. 다 녹은 설탕물과 7분간 

녹은 설탕물의 응답 유형을 모형별로 나누•어 보면 

Table 6牛 같다.

다 녹은 설탕물에서 학생들은 모형I을 그림으로 표 

현하고, “설탕이 완전히 녹으면 물입자와 설탕입자가 

골고루 섞이게 된다”, “설탕이 완전히 녹고 나면 물 

속에 이리저리 퍼져있을 것이다. 그래서 설탕의 입자가 

물 속에 일정하지 않게 퍼져있는 것이다”라고 답하였 

는데 , 이는 설탕분자가 물입자보다 크다는 것과 입자의 

균일한■분포를 고려한 것이다. 모형II에는 “설탕이 완 

전히 녹은 설탕물은 설탕입자들이 물에 녹아 하나씩 

떨어진 것이다”, “완전히 녹은 것은 설탕이 골고루 퍼 

져있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균일한 분포 

를 이루지만 입자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거나, 하나의 

입자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모형III으로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7분간 녹은 설탕물에서 모형IV으로 응 

답한 학생들은 설탕분자가 물입자보다 크다는 것과 설 

탕입자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아래에도 쌓여 있는 

분포를 고려하여 “설탕이 완전히 녹지 않았으면 녹은 

설탕 입자만 물 속에 흩어지고, 녹지 않은 설탕 입자 

는 밑에 가라앉기 때문이다”, 설탕을 잠깐 녹이면 "설 

탕이 물에 다 녹지 못해 밑에 가라앉게 되고, 몇 개 

의 설탕 입자만 녹는다，라고 답하였다. 모형V는，다 

녹지 않아 아랫부분에 입자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는데 , 입자의 분포를 고려하였지만 하나의 

입자만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다. 모형 VI은 입자의 크 

기는 고려하였지만 설탕 입자가 아래에만 쌓여있는 분 

포를 이룬다고 생각하여 “설탕이 가라앉아 있어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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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다 녹은 설탕물과 7분간 녹은 설탕물에 서 모형 을 이 용한 용해 설명

다 녹은 설탕물의 모형 7분간 녹은 설탕물의 모형

모형의형태 학생수 모형의형태 학생수

모형 I
• O •
0.0
• O •

32 모형 IV 匕第』 14

모형 II
O O

O O O
O O

1 o O o|
24 모형V o o o 2210% 운? 缶 o j

모형 III
一3o~
O o °

o O 。

1 O O O 1
0 모형VI l°oo ° 20

I”” £l

입 자적관점 이 나타나지않음 입 자적관점 이 나타나지않음 22

또는무응답 또는무응답

탕 입자가 아래에 가라앉아 있다”, “각설탕을 7분동안 

녹인 것은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밑에 많이 있는 것 

이다•라고 답하였다. 여기에는 다 녹은 설탕물에 응답 

자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전체 학생의 27%가 응 

답을 하였다.

실험2에 대한 학생들의 결고h 실험2에 대한 학생들 

의 응답을 계통도 분석에 따라 분류하였다. 문제해결의 

정도에 따라 A-E로 나누고, 여기에 실험방법의 고안과 

개념의 이해 정도에 따라 각각 4단계를 두었다. A1 부 

터 C4까지는 모두 12단계로 최고 40점이며 각 단계 

별로 2.5점씩 낮아진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回 경 

우는 실험방법의 고안과 개념 이해에 따라 D1-D4로 

나누。］ 평가하였다. 그리고 E에 해당되는 경우는 실험 

과 동떨어진 예를 기술한 응답이다. 실험2의 응답 유 

형별 학생수는 Table 7과 같다.

실험2의 보고서 평가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는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학생은 전체 응시자 78명 중 

15명(19%)이고, 반 이상을 해결한 학생은 16명(21%) 

으로 전체의 40% 정도의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40%에 해당되는 31

Fig. 5. 실험2의 응답유형 별 학생 수.

응답유형

명의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개념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해결과정에서 처음에는 그 

원리나 방법을 찾아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리관 

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점점 유리관을 사용해서 문제를

Table 7. 실험2의 응답 유형 별 학생 수

유형-
A B C D E

Al A2 A3 A4 Bl B2 B3 B4 Cl C2 C3 C4 DI D2 D3 D4 El E2

학생 5 2 7 1 5 1 10 0 3 0 2 0 2 3 3 2 1 31
스_

15 16 5 10 32

점수 40 37.5 35 32.5 30 27.5 25 22.5 20 17.5 15 12.5 5 2.5 5 2.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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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이。학생이 표현한 문제해결의 핵심적 원리.
Fig. 7. 이。학생의 실험 결과 및 해석.

해결해 기는 원리를 알아내었다. 유리관에 서로 다른 

용액의 층이 쌓인 것을 관찰하였다든지, 유리관을 사용 

해 시험관의 용액을 덜어낼 수 있다든지 하는 원리를 

알아내었다. 한편 유리관의 조작 과정에서 유리관에 층 

이 쌓이는 것을 알아내고도 그것이 자신이 의도한 결 

과가 아니 었으므로 이를 무시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 중 문제를 완전 해결한 사례는 아래 

와 같다.

A1 유형에 해당되는 응답을 보면 이。학생은 문제 

해결 방법으로 “유리관을 통해 두 색을 집어넣어 아래 

에 있는 색이 설탕이 많이 섞인 것, 위에 있는 색이 

적게 섞인 것이다”라고 기술하고 아래 그림처럼 유리 

관 속에 물을 넣은 방법을 표현하였다（Fig. 6.）.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원리로는 첫째, 공기가 위에 

서 손으로 막아 들어오지 못하니까 아래서 들어 갈려 

고 하는데 물이 있어 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둘 

째,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벼운 것은 위로 가는 원리 

를 들었다. 이같이 원리를 정확하게 기술한 예는 드물 

며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실험 결과도 정확하게 제 

시하였다. 실험 결과 및 해석은 Fig. 7과 같이 그림으 

로 정리하였는데 매우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A 유형 중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 방법은 “임의로 

진하기를 정하고 시험관을 스포이드 처럼 사용하여 낮 

은게 많이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이 조금 있는 것이다” 

라든지 “노랑색의 설탕용액이 든 시험관에 파란색 설 

탕용액을 유리관에 넣어 끝을 막은 채 노랑색이 든 

시험관 아래에 넣고 서서히 유리관을 뺐다. 이렇게 네 

가지 용액을 차례로 한쪽에 살살 옮겼다”라는 응답이 

있었다.

실험2를 실시할 때 힉생들의 과학적 태도에 대한 

지도교사 관찰 결과는 전체 78명 중 67%（52명）가 과 

제집착력이 있었으며, 64%（50명）가 흥미와 관심을 가 

졌다고 평가되었다. 과제집착력에서 0점에 해당되는 산 

만한 학생들은 9%였으며, 흥미가 떨어졌다고 관찰된 

학생은 36%나 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충북도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 

로 실사한 과학영재 선발 평가 시험의 화학 실험 결 

과를 분석하였다. 실험은 물질의 용해 및 농도 개념에 

관련된 것을 선정하였고, 평가 영역은 관찰, 문제인식, 

모형 설정, 문제해결, 그리고 정의적 영역（과제집착력, 

호기심, 홍미 등）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누었다. 평가는 

학생들의 보고서와 지도교사의 관찰지를 근거로 하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분석을 통해서 일반적 지 

필 평가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웠던 독창성이나 융통성 

등을 측정할 수 있었고, 특히 평가자들이 예상하기 어 

려운 독특한 응답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지도교사 

들의 관찰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해 가 

는 방식이나 학생들의 실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었다.

실험 1에서 학생들은 동일한 관찰대상에 대하여 피상 

적인 관찰에서부터 세밀하면서도 정교한 관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관찰능력을 나타내었고, 자신들이 관찰한 

내용과 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험적 지식을 과학자와 

유사한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실험2에 

서는 제한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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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다양한 문제해결능력 , 논리적인 사고능력과 자신 

의 생각을 표출하는 방식 등을 알아볼 수 있었다.

따라서 실험평가는 실시 자체의 어려움과 번거로움, 

그리고 평가의 객관적 준거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피 

되고 있지만, 과학탐구능력이나 과학적 사고과정 이 중 

요시되는 과학영재선발에 있어서는 실험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위한 평가문항 및 평가준거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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