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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서술형 검사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논 

리적 사고력과 전략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서울시에 소재한 두 고등학교에서 4학급 (N=187) 

을 선정한 후, 전략 수행 능력 검사와 논리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전략 수행 능력의 채점틀은 7개 하 

위 범주-문제의 조건 파악, 관련 법칙 회상, 하위 목표 설정, 물리량 유도, 수리적 수행, 논리적 전개, 검토로 

구성하였다. 채점에 대한 신뢰도는 분석자간 일치도 .92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조건 파악 능력 

과 수리적 수행 능력은 비교적 높으나, 하위 목표 설정 능력과 검토 능력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전체 점수 및 하위 범주별 점수는 논리적 사고력과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high school students’ problem-solving strategy-performing ability was mea
sured by an essay-type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logical thinking ability and strategy-performing 
ability was also investigated. Four classes (N=187) were selected from two high schools in Seoul, and the strat
egy performance ability test and the 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 (GALT) were administered. Eval
uation scheme for strategy-performing ability consists of 7 subcategories - understanding given of problems, 
recalling related law, setting up subgoals, deriving physical quantities, logical progress, mathematical exe
cution, and reviewing. The intercoder agreement for scaling was .92, which indicated substantial strength of 
agreement. The results revealed that students’ ability of understanding given of problems and mathematical 
execution was relatively high. However, their ability of setting up subgoals and reviewing was very low. The 
total scores of the strategy performance ability test and all of the scores of each subcategory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GALT scores.

서 론

전통적으로 문제 해결력은 화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 

로 간주되어 왔으며, 우리 나라 제 7차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도 이를 강조하고 있다.1 그러나 학생들은 수업 

에서 배운 정량적인 공식들을 단순히 암기한 후, 문제 

에 제시된 변인들이 모두 포함된 공식을 기계적으로 골 

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2 이러한 맥락에서 화학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들이 문제 해 

결 전략바견술),3 분자 수준의 표상 (molecular repre
sentation),4 협동학습,5 해결자 • 청취자 활동(paired 
think-aloud problem solving),6 비유7 등 다양하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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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다. 이에 비해 새로운 평가 방안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8 아직까지 그 연구의 

수는 매우 적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력 평가 

도 대부분 객관식 수리 문제 해결에 대한 성공 여부의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과정에서의 하위 능력들도 함께 평가 

할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능력 가운데, 특히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70년대 이후부터 개 

인의 사고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발성사고 

법 (think-aloud method)9,10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되므로 평가 대상 

의 수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타당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요구되며, 일례로 서술형 지필 

검사를 들 수 있다.11 최근 물리 분야에서는 미네소타 

대학의 Huffman1%] 표상의 질 및 완성도, 표상과 공식 

사이의 연계성, 조직적인 전개, 수리적 수행 등의 측면 

에서 대학생의 전략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 

형 문항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소수의 학 

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온 발성사고법에 의한 연구 결 

과들13을 일반화하는 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들 

어 전국적으로 도입된 수행 평가 (performance assessment)11 

의 원활한 진행에도 실질적 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따라서 연구 대상 및 내용 영역을 확대하여, 각 

각에 알맞은 문항과 채점틀의 개발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력과 과학 학습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였다.14,15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였 

으나16，17 대부분의 연구에서 객관식 문제의 성공 여부 

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과 논 

리적 사고력 사이의 관계도 조사해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 

교 화학 내용 영역에서 서술형 검사를 개발하여, 학생 

들의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을 측정하고, 논리적 사 

고력과 전략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화학 내용 영역에서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을 평 

가하기 위한 서술형 검사 및 이에 대한 채점틀을 개발한다.

2. 개발한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전략 

수행 능력을 하위 범주별로 측정한다.

3. 전략 수행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사이의 관계를 조 

사한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서울시에 있는 胡의 지역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한 학교씩 표집한 후, 각 학교의 2학년 자 

연 계열에서 河급씩 표집하였다. 연구 대상 학생은 총 

18薦이 었다.

검사 도구.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의 사고 과정을 가급적 자세히 적도록 하는 

서술형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 검사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것 

이므로，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로 명명하였다 

(Fig. 1). 전통적인 평가 문항에서는 문제 해결에 사용 

되는 정보만을 제시하고 주로 마지막 문장에 구해야 할 

것을명시하며 일상 생활과의 관련성을별로고려하지 

않았던 데에 반해, 전략 수행 능력 검사에서는 불필요 

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하고 구해야 할 것을 명시하지 

않으며 일상적인 상황을 설정하였다.

이 검사의 채점틀은 발성사고법을 이용한 연구,이3，18 

서술형 검사에 관한 연구,19 그리고 연구자 2인간의 논 

의를 토대로 개발하였다(7泌" 1). 조건 파악，은 제시 

된 여러 가지 정보들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선별하는 능력이다. 필요한 조건을 문제 이해 

과정에서 미리 기록하거나, 풀이 과정에서 사용하면 점

이 시험은 여러분의 사고 과정올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를 읽고 풀 

면서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쓰십시오. 자세히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밭을 수 있 

으므로, 계산 과정 뿐만 아니라 떠오르는 생각을 모두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 

다. 예를 들어 “X를 이용해 Y를 구해야겠군”, “X에서 Y를 뺴 볼까?”, “이상하 

네”, “어떻게 해야 하나?” 등등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 

으면 됩니다. 쓰다가 틀린 것은 지우지 마십시오.

1 atm = 760 mmHg

T 任C) = t (P) + 273
1 mol = 6.02 x IQ23 개

R = 0.082 (L-atm/mol-K)

분자량: 수소 2, 질소 28, 산소 32, 부탄 58

문제〉정호형네 공장에서는 산소, 수소, LPG 가스, 부탄 가스 등의 기체 

들을 10 L들아 통에 담아 판매한다. 통 윗부분에는 통 내부의 압력을 나타내 

는 압력계가 있으며, 통 내부의 온도는 외부 기온과 같다. 지난 여름 기온이 

27 笆일 떄, 형은 통의 압력계가 기압을 가리킬 때까지 수소 기체를 채운 

후 13만 2천원에 팔고, 또 다른 통의 압력계가 8.61 기압을 가리킬 때까지 부탄 

가스를 채운 후 만원에 팔았다. 이 값들 속에는 롱의 보증금 2만원이 포함되 

어 있는데, 이는 통을 다시 가져 오면 돌려 주는 것이다.

한편, 이번 겨울 기온이 -23 笆이던 아주 추웠던 날, 형은 압력계가 &2기 

압을 가리킬 때까치만 수소 기체를 채운 후, 이를 14만원에 팔면서 오히려 여 

름보다 수소 값이 내电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통의 보증금운 여름철과 동일한 

'값인 2만원이라 할 때, 과연 정호형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화학 수업 시간 

에 배운 내용을 이용하여 생각해 보시오.

Fig. 1.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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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채점틀

범 주 점 수

1. 문제의 조건 파악

필요한 조건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 0
필요한 조건들 중 2H 이 상을 파악 못함 1
필요한 조건들 중 1개를 파악 못함 2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파악함 3

2. 관련 법칙 회상

법칙 회상을 시도하지 않음 0
기체와 관련된 다른 법칙을 회상함 1
올바른 법칙을 회상하나, 기체와 관련된 다른 법칙도 함께 회상함 2
올바른 법칙만을 회상함 3

3. 하위 목표 설정

하위 목표 설정을 시도하지 않음 0
잘못된 하위 목표를 설정함 1
일부 하위 목표를 바르게 설정함 2
모든 하위 목표를 바르게 설정함 3

4. 물리량 유도

물리 량 유도를 시 도하지 않음 0
부적절한 물리량을 구함 1
일부 물리량을 바르게 구함 2
모든 물리량을 바르게 구함 3

5. 수리적 수행

수리적 수행이 없음 0
수리적 수행을 시도하다 중도에 포기함 1
잘못된 수리적 지식을 1개 이상 지니거나 실수를 2회 이상 나타냄 2
올바른 수리적 수행을 하거나 실수를 1회 이하로 나타냄 3

6. 논리적 전개

수리적 수행과 무관한 결론을 도출함 0
수리적 수행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나 비례논리 능력이 부족함 1
비례논리 능력이 있고 수리적 수행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나, 시행착S）가" 있음 2
비례논리 능력 이 있고 수리적 수행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함 3

7. 검 토

검토를 하지 않음 0
검토를 시도하나 틀린 부분을 전혀 수정하지 못함 1
문제 해결 과정 중 잘못된 부분을 일부 바르게 수정함 2
본래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경우, 1가지 방법으로 바르게 검토함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올바른 답을 구함 3
본래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방법으로 바르게 검토함

총 점 21

수를 부여하였는데, 3점은 모든 조건을 파악한 경우이 

고 0점은 하나도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다. '관련 법칙 

회상，은 조건과 구해야 할 것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법칙을 회상해내는 능력이다. 법칙의 이름이나 

공식을 회상하거나, 공식에서의 변수는 잘못 되었어도 

대 입한 수치가 적절한 경우에 올바른 법칙을 회상한 것 

으로 간주하였다. 하위 목표 설정'은 물리량을 유도하 

기 전에 어떤 물리량을 유도할지 미리 설정하는 능력 이 

고, '물리량 유도'는 개념이나 법칙을 적용하여 적절한 

물리량을 구해내는 능력이다. 이 두 범주에서는 해당하 

는 모든 물리량들에 대해 바르게 수행한 경우에 각각 3 
점 만점을 주었다. '수리적 수행'은 올바른 수리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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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고 실수 없이 수행하는 능력이다. 수리적 지식 

의 측면에서는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감점하 

였으나, 계산 실수나 잘못 옮겨 적는 실수 등은 2회 이 

상부터 감점하였다. '논리적 전개'는 논리적이고 일관 

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비례논리 능력 

이 있고 수리적 수행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는 

3점을, 수리적 수행과 무관한 결론을 도출한 경우에는 

0점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검토느 풀이 과정 및 답의 

의미를 점검하는 능력이다. 수리적 수행에 근거한 결론 

도출 이후의 과정을 검토 과정으로 간주하였는데, 본래 

의 해결 과정 이 올바른 경우와 잘못된 경우를 구분하여 

채점하였다. 본래 해결 과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검토에 

의해 이를 일부 수정하면 2점, 모두 수정하여 바른 답 

을 구하면 3점을 주었다. 본래 해결 과정이 올바른 경 

우에는 계산 과정 검토하기, 답의 의미 생각해보기, 분 

자 모형으로 그려보기,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보기 등 

의 방법들 가운데 한가지 방법으로 검토하면 2점, 두가 

지 이상의 방법으로 검토하면 3점을 주었다. 이와 같이 

7개 하위 범주의 점수를 모두 3점씩으로 하여 문제 해 

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만점은 21점이었다.

논리적 사고력은 죽소본 GALT(Group Assessment 
of Logical Thinking)20로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6개의 

하위 논리-보존 논리, 비례 논리, 변인통제 논리, 확률 논 

리, 상관 논리, 조합 논리 에 대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크론바하 a로 구한 내적 신뢰도는 선행 연구21 

에서는 .65로 보고되었고, 본 연구에서는 .63 이었다.

연구 절차.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를 개발하 

기 위하여 먼저 서술형 검사에 관한 선행 연구들12"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예비 문항들을 제작한 후, 대 

학 신입생 2명을 대상으로 1차 예비 검사를 실시함으 

로써 2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2문항에 대해 과학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기체 

단원을 학습한 고등학교 河년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少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 

생들의 전략 사용 여부가 보다 잘 드러나는 1문항을 선 

정한 후, 최종 수정 • 보완하였다.

본 연구 대상으로 고등학교 河년 18薦을 선정한 후, 

먼저 논리적 사고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 해결 전 

략 수행 능력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교사가 '문제 해결 

과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을 모두 적으시오.', '쓰다가 틀 

린 것을 지우지 마시오.'등 문제 서두에 제시된 지침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학급 및 사전 성취 수준을 고려해 선정한 답안지 12 
개씩에 대해 분석자 2인이 채점을 연습 • 논의하는 과 

정을 반복함으로써,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채점틀 

(Table 1：度 개발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 12개의 

답안지에 대해 분석자간 일치도 (intercoder agreement) 
를 확인한 후, 모든 답안을 연구자 1인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전략 수행 능력을 하위 범주별로 

조사하고, 전략 수행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사이의 관 

계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논의

분석자간 일치도. Table 1에 의한 문제 해결 전략 수 

행 능력 검사의 채점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를 Table 
园】 제시하였다. 7개 범주에 대한 평균값 .92를 통해 채 

점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결고h 문제 해결 전 

략 수행 능력 검사의 하위 범주별 평균 점수 및 점수 

분포를 Table 3과 4에 각각 제시하였다. 3점 만점 중 2 
점 이상의 평균을 나타낸 범주는 '조건 파악 (1)'과 '수 

리적 수행 (5)'이었다. 조건 파악 (1)' 범주에서는 3점 만 

점을 받은 학생이 18薦 중 80명 (42.8%)으로 가장 많 

고, 0점을 받은 학생이 夹 (2.7%)에 불과하였다. 즉, 많 

은 학생들이 Fig. 1의 문제에서 산소, LPG, 부탄 가스

Table 2.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채점 에 대한 분석자간 일치도

범 주 1 2 3 4 5 6 7 평 균

분석자간일치도 1 .92 1 1 .83 .83 .83 .92

Table 3.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하위 범주별 평균 및 표준편차

1 2 3 4 5 6 7 전체

평 균 2.09 1.82 .51 1.14 2.32 1.44 .44 9.76
표준편차 .91 1.22 .98 1.39 1.00 1.31 .71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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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하위 범주별 점수 분포

1 2 3 4 5 6 7

0 점 5( 2.7) 47(25.1) 141(75.4) 108(57.8) 23(12.3) 68(36.4) 126(67.4)
1 점 54(28.9) 18( 9.6) 14( 7.5) 5( 2.7) 3( 1.6) 37(19.8) 41(21.9)
2 점 48(25.7) 44(23.5) 15( 8.0) 13( 7.0) 52(27.8) 14( 7.5) 18( 9.6)
3 점 80(42.8) 78(41.7) 17( 9.1) 61(32.6) 109(58.3) 68(36.4) 2( 1.1)

등과 같은 불필요한 정보들 대신, 여름과 겨울철에 해 

당하는 수소 기체의 온도, 압력 , 가격, 부피 , 그리고 보 

증금 등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을 잘 선별 

해 내었다. 조건 중 하나를 빠뜨려 2점을 받은 학생들 

(4魂, 25.7%月 경우, 보증금을 고려하지 못한 수가 29 

명, 수소의 부피(통의 부피彊 고려하지 못한 수가 15 
명이었다. '수리적 수如5)，에서도 과반수 이상이 만점 

을 받았다(109명, 58.3%). 잘못된 수리적 지식을 한가 

지 이상 지니거나 실수를 2회 이상 나타내어 2점을 받 

은 학생들은 52명 (27.8%)이었는데, 이들이 나타낸 잘못 

된 지식의 예로는 비의 값을 절대치로 생각하는 것, 두 

등식에서 같은 변을 서로 약분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비해 阀 만점 중 1점 이하의 평균을 나타낸 범 

주는 하위 목표 설정(3)，과 '검토⑺'이었다. 하위 목 

표 설정 (3)'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름과 겨울철에 

서의 수소량을 구하여 서로 비교한다는 계획을 설정하 

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0점: 141명, 75.4%; 1점: 

14명, 7.5%). 하위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일단 떠오 

른 해결책을 선택하는 것은, 문제 해결 초보자들의 전 

형적인 특징으로 보인다.이8 그러나 비록 전략 수행 능 

력 검사에서 사고 과정을 가급적 자세히 적도록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을 구하자'와 같은 생각만 

하고 이를 기록하지 않은 채 곧바로 풀이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보다 면밀한 분석을 위해 서술형 검사와 

함께 회상적 면담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검토 

(7)' 범주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신의 풀이 

과정 이나 답의 의미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126명, 67.4%). 검토를 시도는 하였으나 잘못된 부 

분을 전혀 수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41명, 

21.9%). 해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일부 수정하여 2점을 받은 학생은 약간 있었으나(9명), 

모두 수정하여 바른 답을 구하게 된 경우(3점)는 없었 

다. 선행 연구2刊 의하면 전문가의 사고 과정을 토대로 

개발한 문제 해결 전략바견술)을 교수한 경우에도, 학 

생들은 계획이나 검토 단계 전략을 습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나 관련 법칙 회상(2)'에서는 평균이 1.82점인 

것으로 조사되어, 계 획 단계 중 하위 목표를 설정하는 

능력은 저조하나 적절한 법칙을 회상해내는 능력은 다 

소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범주의 경우 올바른 법 

칙을 회상하여 3점 만점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았고(78 
명, 41.7%), 그 다음으로는 0점과 2점이 많았다. 그런 

데 올바른 법칙과 잘못된 법칙을 함께 회상하여 2점을 

받은 44명 (23.5%) 중에는 기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 

칙들을 일단 모두 나열해 보는 경우도 많았다(19명). 이 

는 학생들이 공식들을 암기하여 목록화한 후, 문제 상 

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2

한편, 개념이나 법칙을 적용하여 올바른 물리량을 유 

도해내는 능력 (4. 물리량 유도)에 대해서는 0점을 받은 

학생이 가장 많고(108명, 57.8%), 그 다음에는 3점 만 

점을 받은 학생 이 많았다(61명 , 32.6%). 즉, 많은 학생 

들이 여름철과 겨울철에서의 수소의 양을 구하지 못했 

고, 이 중 하나를 구할 수 있는 학생이면 다른 하나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논리적 전개(6尸에서는 수리적 

수행에 근거해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결론을 도출한 학 

생(3점)과 수리적 수행과 무관한 결론을 내린 학생 수 

(0점)가 동일하였다(68명, 36.4%). 이는 발성사고법에 

의해 진행된 연구들9,13에서 문제 해결 초보자들의 풀이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 보고한 내용을, 정량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사이의 

상관 관계.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점수와 논 

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을 조사하였다 (Table 

5).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7개 하위 범주들은 모두 검 

사의 전체 점수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 

내었다. 하위 범주 점수들 사이의 상관 역시 거의 대체 

로 유의미하였으나, '검토 (7)' 범주와 나머지 범주들 사 

이의 상관 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문제의 이 

해-계획-풀이 과정들(1〜6)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비해,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서술형 검사로 측정한 고등학생의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 375

Table 5.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전략 수행 능력 사이의 관계

논리적 사고력 1 1 2 3 4 5 6 7

1 .20**
2 .30*** .39***
3 .28*** .29*** .31***
4 .37*** .44*** .61*** .35***
5 .17* .21** .32*** .29*** .35***
6 .36*** .44*** .46*** .39*** .55*** .31***
7 .32*** .02 .18* .13 .18* .16* .32***

전 체 .43*** .61*** .77*** .56*** .81*** .53*** .79*** .38***

*p<.05, **p<.01, ***p<.001. 1M=8.32, SD=2.16.

이들(1~6)과 문제 해결 이후의 과정인，검토(7)’ 사이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한,，검토(7)’ 범주의 평균(.44, Table 4)이 매우 낮았던 

점도 다른 범주와의 상관 계수가 작은 데에 대한 한가 

지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전략 수행 능력 검사의 전체 점수와 논리적 사고력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은 r=.43으로 유의미하였다 

(p<.001). 이는 객관식 수리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와 

논리적 사고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16,17과 일 

치하는 결과이다. 하위 범주별 결과를 보면 개념이나 

법칙을 적용하여 물리량을 유도해내는 것 (4. 물리량 유 

도)에서의 상관 계수(=47：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량 유도(4)’는 정성적인 개념 문제보다 정량적인 

수리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이 결과 

는 논리적 사고력이 개념 문제 해결력과는 관련이 적고 

수리 문제 해결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23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수리적 수행(5)’ 역시 수리 문제의 해 

결에서만 요구되는 것이나 그 상관 계수 (r=.17泛 작았 

는데, 이는 이 범주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이 별로 없었기 때문 (Table 5)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리적 전개(6)’에서의 상관 (r=.46) 이 비교적 높았던 것 

은, 중학생 42명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9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높을수록 체계적 전략을 사용하고논리적 사 

고력이 낮을수록 임의적 시행착오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화학 내용 영역에서 문제 해결 전략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서술형 검사를 개발하였다. 

이를 고등학생 18说에게 실시하여 문제의 조건 파악, 

관련 법칙 회상, 하위 목표 설정, 물리량 유도, 수리적 

수행, 논리적 전개, 검토의 측면에서 전략 수행 능력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능력들과 논리적 사고력과의 관계 

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불필요한 정보 대신 문제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을 잘 선별해 내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풀이 과정을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 

칙을 회상해내는 것은 다소 바르게 수행하나, 유도해야 

할 물리량을 미리 설정하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 

신의 풀이 과정 이나 답의 의미를 검토하는 능력도 매우 

저조하였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서 하위 목표 설정이나 

검토 과정을 강조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들 단계를 강화한 문제 해 

결 전략바견술)을 개발 • 적용해 보아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력은 전략 수행 능력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객관식 수리 문제 

해결의 성공과 논리적 사고력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 

다는 선행 연구 보고16"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 

는 문제 해결 교수 방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논 

리적 사고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 보아야 한다.24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학교, 학년, 인원수 

등이 제한적이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는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선정한 많은 학생들을 대상 

으로 반복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 결과들9,23,25 

을 고려할 때, 개념, 공간 능력, 인지 용량, 자아 효능감 

등의 다양한 문제 해결자 변인과 전략 수행 능력의 하 

위 범주들 사이의 관계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 

러 다양한 화학 내용 영역에 대해 전략 수행 능력 검사 

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연 

구를 보다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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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 교수-학습을 진행하는 데에 실 

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纟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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