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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used by pre-service science teachers
in inquiry theme finding activity through a change of prior inquiry. For this purpose, 29
pre-service science teac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94 cases were analyzed. The cases
in which the theme of prior inquiry remained unchanged were classified as the use of other
experimental equipment, a change in the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and applications to different environments. The cases in which the theme of prior inquiry was
changed were divided into the use of opposite perspective, application to another subject, use
of prior inquiry keywords, and the use of abductive thinking.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largest number of cases were found through the strategy of changing the independent variables,
followed by strategies using keywords and strategies applied to other research subjects. In this
paper, examples of each strategy are presented, and the implications of enhancing the ability to
discover inquiry themes for pre-service science teachers and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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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에서 예비 과학교사들이 사용한 전략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9명의 예비 과학교사가 연구에 참여하여 선행탐구를 변형한 94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선행탐구의 주제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른 실험 장치의 사용, 환경 변경,
변인 (조작 변인, 종속 변인) 변경 등으로 구분하였고, 선행탐구의 주제가 변경된 경우를 반대되는 관점에
적용, 다른 연구 대상에 적용, 주제어 이용, 귀추적 사고 이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구 결과, 조작 변인의
변경 전략을 통해 탐구 주제를 발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주제어를 활용한 전략, 다른 연구 대상에
적용하는 전략 등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전략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며,
예비 과학교사 및 중등학생의 탐구 주제 발견역량 신장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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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탐구(inquiry)란 ‘지식, 혹은 이론의 획득이나 정립을 위
한 지적 노력 그 자체나 그것에 수반되는 활동’을 뜻하며
‘어떤 가설 혹은 신념의 입증을 위하여 정보의 수집, 질문의
제기, 자료의 조사, 이론의 검토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과학 (교육) 에서는 ‘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연구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얻어진 증거를 토대로 설명을 제안
하는 다양한 방법’을 과학적 탐구 (scientific inquiry) 로 정
의하여 학생들이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이해하는 다양
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과학적 탐구는 1960
년대에 제시된 발견학습과 함께 과학교육에서 중요하게
도입되었는데, 특히 슈왑 (Schwab) 은 탐구로서의 과학과
탐구로서의 교수학습을 과학지식과 사고, 방법을 학습하는
중요한 도구이자 목적으로 인식하였다 [3,4].
학생들은 탐구 활동을 통해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과학적 탐구의 과정을 이해하며,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뿐더
러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출 수도 있다 [5].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탐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6–
8], 많은 나라의 과학 교육개혁에서 탐구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차세대 교육과정(NGSS)의 ‘과학적 공학적 실행
(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s)’ [9], 영국 교육과정의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Working scientifically)’ [10], 호주
교육과정의 5가지 과학 탐구 기능 (Science inquiry skills)
[11]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 개정이
진행될 때마다 과학 탐구를 중요하게 강조하였는데, 2007
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자유 탐구’를 도입하였으며
[12],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적 탐구능력을
5개 과학적 핵심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과학탐구교
육」교과목을 신설하여 모든 고등학생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13].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탐구 교육
이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탐구 활동은 학생 중심이 아니라 교사
주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4], 요리책 조리법과
같이 제시된 과정을 따라서 수행하는 탐구 활동으로 학생들
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15–17],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중에는 재현이 어렵거나 절차나 조건이 모호하
게 제시되기도 하여 [18], 학생들의 탐구 수행 및 교사들의
탐구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 [19,20].
교사들은 탐구를 지도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21,22], 특히 자유 탐구 지도에 큰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2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탐구지도 교사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8], 실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유 탐구 지도 연수의 기회는 많지 않고,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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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자유 탐구를 지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강의도 많지 않다 [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대학생)의 탐구수행 능력 및 탐구지도 능력을 신
장시키기 위하여 D 대학교에서 개설된 ‘과학 탐구의 실제’
강의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탐구 중에서도 문제 발견역량에 주
목하고 있다. 과학에서의 문제는 탐구나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과제로 [25], 문제 발견 단계는 자유 탐구를 수행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이다 [26–29].
탐구 주제 발견은 그동안 과학교육에서 강조해왔던 문제
해결에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창의성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30–32]. 최근 과학 탐구 주제 발견과 관련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중고등학생의 탐구 주제 발견과
관련된 연구가 다수였다. 대학생들의 탐구 주제 생성 과정
과 전략에 대한 연구 [33], 과학 영재의 탐구 주제 발견과정
분석 연구 [34,35], 소집단 자유 탐구를 수행하는 고등학생
들의 탐구 주제 발견 특징 분석 연구 [36]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 맥락 속에서 주제 발견 과정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과학사를 통해 알려진 과학
자들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 [37–39]도 진행되었고, 현재의
물리학자들의 연구 주제 발견과정을 분석하여 물리 탐구
지도에의 시사점을 제시한 연구 [40]도 진행되었다.
물리학자들의 연구 주제 발견과정을 분석한 연구 결과
[40]를 보면, 물리학자들은 이전 연구의 수행 경험과 결과가
새로운 연구 문제 발견을 통해 계속 이어지며, 선행연구의
분석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활용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연구 문제를 많이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연구를 시작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선행탐구를 분석
함으로써 연구의 경향 및 연구의 방향을 학습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연구의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
(예비교사) 이나 중등학생에게 선행탐구를 분석하고 이를
변경해보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은 탐구에 대한 두려움
을 줄임과 동시에 탐구의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과학적 탐구역량을 신장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선행탐
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을 적용하였다. 특히,
활동에 참여한 예비 과학교사들이 탐구 주제를 발견하기
위해 어떤 선행탐구 변경 전략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할 것
이다. 예비 과학교사들이 사용한 전략의 분석을 통해 연구
초심자,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탐구지도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예비 과학교사는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선정
활동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
예비 과학교사가 사용한 선행탐구 변경 전략은 중등학생
탐구지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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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의 문제발견역량을 신장시
키기 위한 선행탐구 변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활동 결과를 분석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경기도 소재의
D대학 과학교육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과학 탐
구의 실제’ 교과목에서 이루어졌다. 이 교과는 3학점으로
운영되며, 예비 과학교사의 탐구 수행 능력과 탐구 지도
능력 계발을 위해서 운영되는 교과로, 통합과학 연계전공을
선택하는 예비교사는 필수로 이수하고 있는 교과이다. 보통
20명 – 25명 정도의 예비교사가 수강을 하는데 본 연구가
진행된 2020학년도에는 29명의 예비교사들이 참가하였다.
2020학년도에는 COVID-19의 영향으로 학기초 8주 동
안은 비대면으로 강의를 실시해야만 했다. 그동안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수업을 온라인을 통한 활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변경하였고, 개별 혹은 모둠별 탐구 활동은 실험실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마련해주
었다.
전체 수업은 주당 3시간씩 15주로 구성되었으며 주별
활동과 과제는 Table 1과 같다. 예비교사들은 모둠탐구를
수행했는데, 개별탐구를 수행한 예비 과학교사가 5명, 2
인 모둠 탐구가 6 모둠, 3인 모둠 탐구를 진행한 모둠이 4
모둠으로 총 15개의 탐구가 진행되었다. 예비교사들은 15
주 동안 스스로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탐구를 수행하여 최
종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예비 과학교사의
문제 발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 (4주차) 이 진행되었고,
예비교사들이 서로의 탐구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상호
교수 활동이 3회 실시 (5주, 9주, 14주) 되었다. 첫 번째
상호교수는 탐구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상호교수는 탐구
계획에 대해서, 세 번째 상호교수는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예비 과학교사들의 탐구 수행 과정에서 개별
적인 지도를 수행하였는데 (6주, 11주), 예비교사들의 탐구
지도능력 향상을 위해 다른 예비교사들도 개별지도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탐구의 정의, 탐구
과정, 실험실 안전, 보고서 쓰기 등과 같이 탐구수행 및 지
도와 관련된 이론은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강의자료와 동영
상으로 제공하였다. 예비교사들은 매활동마다 결과보고서
를 작성하였고, 최종적으로 모든 활동 내용과 탐구 보고서,
강의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4주 차에 실시된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2주차에 학생들에게 선행탐구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을
영상을 통해 지도하였고, 예비교사들은 2 – 3주 동안 자신

모둠이 수행할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세우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은 선행탐구 변경에
사용할 선행탐구를 한국과학전람회 수상작에서 많이 참고
하였다. 전국과학전람회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과학연구
대회로 1948년부터 개최되어 매년 전국의 초중고학생들을
중심으로 과학연구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국립중앙과학
관 홈페이지에는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작들의 탐구보고서
18,085건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본 연구는
대학교 2학년 예비 과학교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전
국과학전람회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들이 직접 탐구를 수행
할만한 다양한 탐구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
후 교사가 되어 지도할만한 탐구를 찾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들에게 과학전람회 탐구 중
에서 탐구 2개 이상을 선택하고 사전에 수행된 연구내용과
방법을 정리한 후, 이 탐구의 개선 또는 수정을 통해 자신이
수행할만한 탐구를 설계하도록 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은
총 61개의 선행탐구에 대한 변경 활동을 수행하였고, 변경
과정에서 예비 과학교사들이 사용한 전략을 변형된 내용
요소로 구분하여 총 100개의 요소를 발견하였다. 이 중에서
단순히 정교화 수준의 수정을 제시한 6개를 제외한 94개를
분석대상으로 정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이 사용한 전략을 과학적 탐구 과정을
토대로 한 귀납적인 방법 (analytic induction) 을 활용하여
작성한 분석범주로 분석하였다 [41]. 우선 예비교사들이
수정하여 제시한 탐구계획을 선행탐구와 비교하여 연구주
제 자체가 크게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연구주제가 변경되어 새로운 탐구를 제시한 경우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연구문제’ 등의 용어를 사용
하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연구주제와 연구문제를 동일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연구주제와 탐구주제, 연구문제와 탐구
문제 등도 사용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어서, ‘연구주제’는 탐구를 통해서 알아
내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큰 범위의 주제로 정의하고, ‘연구
문제’는 그 ‘연구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탐구에
서 수행하는 연구의 내용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연구주제에는 여러 개의 연구문제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DNA 이중나선 구조와 여러 구조의 하중견딤 비교’
라는 탐구는 ‘구조의 모양과 안정성의 관계’라는 ‘연구주제’
에 대해서 ‘이중나선 구조와 하중견딤의 관계’라는 연구문
제를 탐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 예비교사는 이 탐구를
수정하여 ‘이중나선 구조와 흔들림 안정성’이라는 탐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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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eekly activities in the subject ‘authentic scientific inquiry’.
Week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Activity
· Real-time: orientation
· Video: inquiry theory – definition of inquiry,
inquiry in science education
· Real-time: finding and organizing of conditions
for good inquiry & small groups discussion
· Video: inquiry theory – inquiry process,
condition of good inquiry, how to find references
· Video: presentation of 1st inquiry theme
and professor comments
· Real-time: inquiry theme finding through
change of prior inquiry, small group discussion
· Real-time: 1st pre-service teachers’ mutual
consulting (small group)
· Real-time: 1st professor’s consulting (individual)
· preparation of presentation (interim report)
· Video: inquiry theory
· Real-time: presentation (mid)
· Real-time: 2nd mutual consulting (small group)
· Video: inquiry and safety
· inquiry execution
· Real-time: 2nd professor consulting (individual)
· Video: how to make a report
· Real-time: presentation (final)
· Real-time: 3rd pre-service teachers’ mutual
consulting about reports (small group)
· Real-time: disussion & making portfolios

제안하였다. 이 경우는 연구주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연구문제를 제안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의 제안한 탐구에서 연구주제 자체를 변
경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례를 비슷한 범주
로 묶는 방법을 이용하여 4가지 세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는 다른 실험 장치의 사용을 제안하는 전략으로 기존에
사용한 실험 장치를 디지털 실험 장치나 3D 프린터와 같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한 연구를 제안한 사례가 해당한다. 두
번째는 다른 환경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전략으로, 실험이
진행되는 공간의 온습도, 일조량 등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와 네 번째 유형은 조작변인
과 종속변인을 변경한 전략이다. 변인은 탐구에서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소로 변인통제의 탐구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예비교사들이 연구주제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인을 수정한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예비 과학교사들이 수정한 탐구계획에서 선행탐구의 연
구주제가 변경된 경우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때 예비 과
학교사들이 사용한 전략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선행탐구와 반대되는 관점으로 연구를 제안하는 전
략으로 친환경 필터 제작을 시도한 선행탐구에서 친환경적
필터 분해 연구를 제안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다른 연구 대상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선행탐구에서 진행된
연구 대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 연구가 확산되는 경우로,

Assignment & preparation
· pre-survey
· Finding good inquiries
· report: 1st research topics
· UCC: explanation of the research topic
(3∼5 min)

· report: 2nd research topics
· 1st Mutual consulting reflection report
· 1st individual consulting reflection report
· presentation(ppt)
· 2nd Mutual consulting reflection report
· 2nd individual consulting reflection report
· final presentation(ppt)
· 3rd individual consulting reflection report
· final research report & portfolio

현악기 관련 연구를 관악기에 적용하거나, 드론의 프로펠러
소음 연구를 선풍기에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선행탐구에서 제시된 주제어 (keyword) 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제안하는 전략이다. 선행탐구에서 사용된
연구대상, 연구목표, 연구방법 등에서 연상이 된 개념이나
물체 등으로부터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로 선행탐구에
서 제시된 특정 ‘단어’로부터 연구가 발견되었다는 의미로
‘주제어 (keyword) 의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네 번째는 귀
추적 사고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제안한 전략으로 선
행탐구를 다른 상황에 유추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탐구주제를 발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는 예비교사들이 수행한 전략의 결과를 예시로 제시하면서
탐구 교육에의 시사점을 고려하여 논의하였다.

III. 연구 결과
예비 과학교사들이 수행한 선행탐구 변경을 이용한 탐구
주제 발견 활동의 결과를 연구주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의 변형과 연구주제가 바뀐 유형으로 나누어 세부 범주로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선행탐구
의 주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는 총 48개였고, 주제가 변경
된 경우는 총 46개였으며, 단순히 정교화 수준으로 변경된
경우는 총 6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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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result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trategies.
Category
Frequency
use of another experiment equipment
9
deformation change of environment
7
in theme use of another independent variables
26
use of another dependent variables
6
opposite perspective
3
deformation change of research subject
13
of theme using keywords
23
abductive thinking
7
simple correction
6
sum
100

1. 연구주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연구주제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실험 장치를 사용
하여 탐구를 수정 제안한 경우는 총 9개였다. ‘고삼의 방충,
항균 효과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선행탐구에서는
고삼이 방충효과를 가졌는지 탐구하기 위해 개미와 쥐며느
리 등의 곤충이 고삼 가루가 있는 곳과 아닌 곳에 얼마나
많이 접근하는지를 관찰하는 탐구를 하였는데, 실험 사육장
위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곤충
이 움직이는 길을 표시하면서 빈도수를 측정하는 행동분석
실험의 방법으로 변형하는 연구를 제안하는 것처럼 새로운
실험 장치를 이용한 실험 방법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가장 많이 제시된 변형 방법은 3D 프린터를 사용하여
탐구를 변형한 사례로 총 3명의 예비 교사들이 제안하였
다. ‘3차원 변형 구조에 대한 우리들의 탐구’라는 연구는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연구한 것인데, 모형을 더
정교하게 재현하기 위해 3D 프린터로 변형구조를 만들어
실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꽃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효율적인 휴대용 선풍기 날개 구조 탐구’나 ‘선풍기의 프
로펠러 모양은 왜 예리하게 휘어져 있을까?’의 연구에서도
선풍기의 날개 구조에 따른 풍속, 소음 등을 분석하였는데,
날개 모양을 3D 프린터로 제작하여 보다 정교화된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실험 장치가 다른 것으
로 변경되는 것은 단순히 사용하는 실험도구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3D 프린터를 이용하게
되면 실험재료를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이전
에는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실험들을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다른 실험 장치의 사용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
탐구의 가설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탐구가 더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다른 실험 장치의 사용을 제안하는 것은 Park [33] 이 제
시한 탐구문제 제안을 위한 전략 중 대체 전략 (replacing
strategy) 에 해당한다.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의 범위에 따라 연구가 제한되기도 하고,
새로운 장치의 개발이 새로운 연구를 만들기도 한다. 물리
학사에서도 새로운 장치의 개발이 이전에 증명하지 못했던
이론을 증명한 사례가 많이 있다. 중력파 검출이 대표적인
예인데, 1916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부터 중
력파의 존재를 예측한 이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물리학자가 중력파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초의 중력파 검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2015년으로 정교한 레이저 간섭계라는 도구가 중력파
검출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연구주제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환경을 변경한
경우는 총 7개였다.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풍년새우 알이
보존되는 이유를 탐구한 ‘풍년새우 알의 구조와 부화과정
속에 숨어있는 생존의 비밀 탐구’를 덥고 습한 환경에서
제대로 부화가 일어날 것인지 알아보는 탐구로 수정하여 제
안하기도 했고, 클로버 군락지 특징에 따라 네잎 클로버가
발견되는 규칙이나 특징을 알아보는 ‘네잎 클로버 잎을 빨리
발견하는 규칙에 대한 탐구’에서 네잎 클로버의 발생원인을
과도한 일조량으로 가정하고, 그늘진 환경 (낮에도 어두운
환경), 가로등이 밝은 환경 (밤에도 밝은 환경), 일반적인
환경 (낮과 밤의 일조량이 태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환경)
등의 세 집단에서 네잎 클로버의 개체수를 측정하는 탐구로
변형하여 제시한 예가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과학 탐구의 과정은 통합 탐구 과정인「문제
인식 → 가설 설정 → 변인 통제 → 자료 해석 → 결론 도출
→ 일반화」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3]. 이 중에서 ‘가설
설정’과 ‘변인 통제’가 실험 설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가설이란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임시적인 설명
으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검증이 가능한 형태로 진술한
탐구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이다. ‘변인’이란 독립 변인
(조작 변인) 과 종속 변인을 말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
의 가설은 “조작 변인의 값이 증가하면 종속 변인의 값은
증가/감소한다”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탐구에서 사용
한 조작 변인이나 종속 변인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게 되면,
선행탐구와 다른 탐구가 될 수도 있다. 예비 과학교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변인을 변경하는 전략을 시도했는데, 특히
조작 변인을 변화하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탐구를 제안한
경우가 26개로 분석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었다.
‘진동 스피커를 이용한 현악기 울림통 연구’에서는 현악
기의 울림통의 모양, 크기, 구멍의 유무, 구멍의 크기, 구멍
의 위치를 달리하면서 소리 발생 프로그램으로 음색의 변화
를 관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한 예비교사는 현악기
울림통의 변화에 덧붙여 현의 개수, 길이, 현의 소재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관찰하는 탐구를 제안하였다. ‘광색에 따라

Analysi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trategies in an Inquiry Theme Finding Activity through · · · – Bongwoo Lee

식물 꽃의 광반응은 어떻게 다를까? ’라는 연구에서는 식
물의 개화가 광조건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였는
데, 광주기의 조건, 빛의 색, 빛의 세기 등을 조작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한 예비 과학교사는 광원의 종류의 변화
(예 : 형광등, 백열등, LED 등) 를 조작 변인으로 추가하는
연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가방 끈 길이에 따른 힘의 수치화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최적의 가방 끈 길이를 찾기 위해
가방의 끈 길이의 변화에 따른 인체 모형의 보행 시뮬레이션
탐구를 진행하였는데, 한 예비 과학교사는 가방의 종류 (백
팩, 에코백), 가방을 메는 방법(한쪽 어깨에 매기, 크로스로
매기 등), 가방에 담긴 물건의 질량 등을 조작 변인으로 제
시하였다.
종속 변인의 변화 전략을 통해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제안
한 경우는 총 7개였다. 보통 종속 변인이 바뀌게 되면 주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본 연구에는 연구자가 탐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연구주제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제를
설명하는 변인 (종속 변인) 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식을
제안하여 연구문제만 변경된 경우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DNA 이중나선 구조와 여러 구조의 하중견딤 비교’ 연구
는 여러 가지 구조 (DNA 이중나선 구조 포함) 의 안정성을
알아보는 탐구인데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중을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한 예비 과학교사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중견딤정도 이외에 다른 요
인(바람에 의한 흔들림 안정성)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는
탐구를 제안하였다. 또한 ‘꽃 생체 모방 기술을 이용한 효
율적인 휴대용 선풍기 날개 구조 탐구’에서는 휴대용 선풍
기의 날개 재질, 두께, 개수에 따른 선풍기의 소음과 바람의
풍속을 탐구하였는데, 한 예비교사는 휴대용 선풍기의 품질
개선을 탐구주제로 생각하고 풍속 이외에도 바람이 미치는
거리, 범위 등을 종속 변인으로 수정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변인을 바꾸는 방법은 탐구를 수정하는 가장 손쉬운 전
략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도
가장 많은 사례를 나타내었다. 예비교사들이 제안한 탐구는
새로운 탐구로 보기 어려운 것도 많았다. 따라서 변인 변
경을 통한 탐구 주제 발견 전략은 주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주제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탐구를 제안할 때 선행탐구와 반대되는 관점으로
문제를 제안한 경우는 총 3개였다. ‘풍년새우 알의 구조와
부화과정 속에 숨어있는 생존의 비밀 탐구’에서는 겨울철
추위와 건조한 환경에서 알이 보존되는 이유를 탐구하였는
데, 한 예비 과학교사는 풍년새우 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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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찾는 연구를 제안하였고, 공기 청정기에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필터의 제작을 주제로 하는 ‘글루텐 단백질을
활용한 공기청정기 필터 제작’ 탐구에 대해서는 필터를 친
환경적으로 분해하는 탐구로 수정 제안하였다. 또한, 채
소 속에 들어 있는 유황의 유익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채소 속 식이유황의 다양한 활용에 관한 우리들의 탐구’에
대해서는 유황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발명에는 역발상이라는 기법이 있다. 어떤 물건의 모양,
크기, 방향, 수, 성질 등을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반
대’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과학에서도
‘반대’로 인한 진보가 나타난 사례가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앙페르-맥스웰 방정식이다. 전류(전류밀도)에 의해
서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는 앙페르법칙 (∇ × B = µ0 J) 과
자기장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의해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패러데이법칙(∇ × E = − ∂B
∂t )이 알려져 있었다. 맥스웰은
자기장에 의해 전기장이 만들어지면, 반대로 전기장이 시
간에 따라 변해도 자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여
수정된 앙페르 법칙(∇ × B = µ0 J + µ0 ϵ0 ∂E
∂t )을 완성할 수
있었다.
연구의 대상을 변경하는 전략으로 탐구계획을 제시한 사
례는 총 13개가 발견되어 비교적 많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사용하였다. 예비 과학교사들이 변경하여 제시한 예를 간단
히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진동 스피커를 이용한 현악기
울림통 연구’에서는 현악기의 공명통의 모양이 음색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울림통/울림판의 변
화에 따른 음색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현악기를 관악기로
대상을 바꾸어, 관의 길이, 두께, 모양, 구멍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음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제안되었다. 또한 ‘드론 프로펠러의 개수, 모양, 피치각 변
경을 통한 소음 저감의 실험적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드론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연구를 진행하였는
데, 이 탐구에 대한 수정 제안은 2명의 예비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 예비교사는 드론의 프로펠러를 선풍기로
바꾸어 선풍기 프로펠러에 따른 성능(바람의 세기)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고, 또 다른 예비교사는 연구대상인 드론
을 자동차로 바꾸어 자동차 엔진 유형 (경유,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드 등) 에 따른 소음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차감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제안하였다.
연구 대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진행된 연구가 진행된 사
례는 과학계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앞에서 탐구 주제
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실험 장치 및 환경의 변화’ 전략
사례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새로운 도구의 개발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연구 대상이 확대되어 관련된 연구가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고가의 대형 실험 장비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형 망원경 (예 : 거대 마젤란 망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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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amples of ‘change of research subject’ strategy.
Previous research
A study on string instrument
sound drum using vibration speaker
Biochemical analysis of alleles
to combat mosquitoes
Why are spicy foods so resistant to
rotting?
Exploration of greenery in desertified
areas through the production of
eco-friendly structures optimized
for lichen settlement
Experimental study of noise reduction
by changing the number, shape,
and pitch angle of drone propellers
Can UV protection products prevent
discoloration of paper and plastic?

Corrected research
Effects of the length, thickness,
and size, location, and number
of holes on the sound in wind
instruments
The effect of alleles on small
domestic insects (ant, earwig, etc.)
Antibacterial properties according
to Scoville index
Creation of an artificial ecological
forest where herbaceous plants
can survive
Investigation of wind strength and
noise according to the type of fan
blade
Reduction of car engine noise
How to prevent discoloration of
clothing (effect of sunscreen
products)

이나 입자가속기 (예 : 거대 강입자 충돌기) 등과 같이 한
국가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과제는 여러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탐구 주제를 정할 때 고민하는 점은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보다 ‘무엇을’ 연구할 것인지를 결정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탐구를 시작할 때에는 탐구의 대
상을 정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과학 연구의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들에게는 구체적인 탐구 주제를 정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주제어’를 선정할 기회를 제공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6].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과학교
사들은 선행탐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탐구의 대상, 목표,
방법 등으로부터 특정 과학 개념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를 선택하게 되고 이로부터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총 23개의 사례가 발견되어
조작 변인을 변경한 유형 다음으로 많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탐구 주제 발견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옷에 묻은 갑오징어
먹물 제거 탐구’의 선행탐구로부터 오염제거, 세탁과 같은
주제어를 발견하여 ‘옷에 묻었을 때 잘 세탁되지 않는 물질
들의 성분 탐구’라는 연구 주제를 선정한 경우, ‘왜 특정색
형광펜으로 그은 밑줄은 복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선행탐
구로부터 ‘형광펜’의 주제어를 선택하여 ‘지워지는 형광펜
개발 연구’를 선정한 경우, ‘2차원 공명 상자 안에서의 정상
파 음향 방사력에 의한 미세 입자의 자기 결합 현상 탐구’의
선행탐구로부터 ‘음파’의 주제어를 선택하여 ‘음파의 가시
화 장치의 개발을 통한 음파 특성 탐구’를 제안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Change of research
subject
string instrument →
wind instrument
mosquito → small
insect
capsaicin → Scoville
index
lichen → herbaceous
plant

drone → fan
drone → car
paper, plastic →
clothing

연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귀추적 사고 (adubtive
thinking)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귀추적 사고는 ‘현재의
현상을 이미 알려진 다른 상황에 유추하여 설명하는 추론
과정’으로 설명되는데 [42], 과학적 문제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윈이 맬서스의 인구론에서 제시한 ‘제한된
식량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경쟁에 유리한 사람
들이 살아남는다’는 설명으로부터 ‘제한된 먹이와 변화하는
환경의 자연 상태에서 적응에 유리한 개체만이 선택적으로
살아남는다’는 자연선택설을 찾아냈다는 것은 과학사에서
귀추의 대표적인 예로 설명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과학
자들의 문제 발견 과정 (예 : 케플러의 시각 이론 [43], 아인
슈타인의 광량자 발견 [44], 영의 간섭실험 [45]) 을 귀추적
사고로 설명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과학교사들이 제시한 탐구 문제 발견
과정 중 7개의 사례를 귀추적 사고로 분류하였다. ‘DNA
이중나선 구조와 여러 구조의 하중 견딤 비교’에서는 다른
구조물과 비교하여 이중 나선 구조가 가진 물리적 안정성을
탐구하였는데, 한 예비교사는 DNA가 이중 나선 구조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세포 소기
관들도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세포 소기
관 중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 구조나 옆록체의 그라나
구조의 유용성을 탐구하겠다는 탐구 주제를 제시한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공연장 실내 구조물은 소리를 어떻
게 변화시킬까? ’라는 선행탐구에서 공연장의 실내 구조물
이 어떻게 소리를 변화시키는 지에 대해서 탐구했는데, 한
예비교사는 ‘아이돌 무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무대의
구조와 공연장 구조’라는 탐구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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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예비 과학교사들의 탐구역량 및 탐구지도역
량을 신장시키기 위해 진행된 강의에서 문제발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선행탐구 변경을 통한 탐구 제안’ 활동을
개발하고 이 활동에 참여한 예비 과학교사들의 탐구 주제
발견 전략을 분석하였다. 과학적 탐구과정을 토대로 한 분
석 범주에 따라 총 94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선행탐구의
주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다른 실험 장치의 사용,
다른 환경에서 탐구 수행, 변인(조작 변인, 종속 변인) 변경
등으로 구분하였고, 선행탐구의 주제를 변경한 경우를 반
대되는 관점의 적용, 다른 연구 대상에 적용, 주제어 이용,
귀추적 사고 이용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예비 과학교사들이 선택한 전략은
‘조작 변인을 변경’한 경우였고, 그 다음으로는 ‘선행탐구의
주제어 이용’과 ‘다른 연구 대상에 적용’의 순이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등학생의 탐구역량 특히 탐구문제
발견역량과 관련지어 몇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활동의 탐구 교육적 측면이다. 본 활동에서 학
생들이 선행탐구를 참조한 것처럼 과학자들도 끊임없이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최신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자신의
연구가 이미 다른 사람이 수행한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 확
인하기 위함이다. 물론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예비 과학교사들이 수행한 활동에서 가장 많은 사례가
제시된 조작 변인의 수정을 통한 탐구 주제 제안은 단순히
선행탐구에서 수행하지 않은 변인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탐
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연구 중 많은 수는
선행탐구와 독립된 새로운 연구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때 연구 윤리 측면에서 표절 문제가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비 과학교사들이 수행한 탐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여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구 윤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다만
향후 과학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예비 과
학교사는 선행연구 변경이 표절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 연구윤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활동은 교육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조작 변인이 변하게 되면, 그 변인을 조절하는 방법이
변하게 되고, 수행할 실험 기구나 재료도 연계되어 변경되
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연구 경험
을 갖게 된다. 즉, 연구 방법을 배우는 중등학생이나 학부
수준의 연구자는 조작 변인을 변경하는 것으로부터 탐구
주제를 제안하고, 그 주제에 맞는 실험을 설계하여 수행하

497

는 과정에서 참탐구 (authentic inquiry) 의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탐구를 처음 수행하는 초심자들에게는 조작변인의 변화
나 실험장치의 변경 등과 같은 간단한 변화를 통해 탐구
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탐구 역량 신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선행탐구 변경 활동에 대한 평가에서
많은 예비 과학교사들은 탐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게
되었으며, 탐구를 설계해보는 경험을 가질 수 있다는 긍정
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본 활동의 탐구 교육에의
긍정적인 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탐구 교육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논의이다.
예비교사나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실험
장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연구의 개선이 이루어
지기는 어렵다. 그런데 최근 과학중점학교 사업, 창의융합
형 과학교과교실 사업 등과 같은 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의
해 3D 프린터나 MBL(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기기를 보유한 학교가 많아졌다. 또한 학교 내에서의 수업
방법 및 연구 방법의 혁신을 통해 마이크로컴퓨터 (아두이
노, 라즈베리파이 등) 를 이용하여 저가로 측정기기를 직접
만들어 탐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예전에 수행했던 연구들을 좀 더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선행탐구의 실험 장치나 환경을 변경하는 전
략을 통해 새로운 탐구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2020년 5월에 발표된 과학교육종합계획에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등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과학 탐구�실험활동 및 융합적 교육 활동이 가능한 지능형
과학실 구축을 주요 사업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최첨
단 기술이 적용된 실험실에서 다양한 탐구 활동이 가능하
게 될 것이며, 실제 데이터 (real data) 를 탐구에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전에
수행했던 탐구들은 이러한 새로운 탐구 교육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탐구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주제어 활용의 탐구 교육에의 적용과 관련된 논의
이다. 본 연구에서 예비 교사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전략이 주제어 활용이었다. Cheon & Lee [36]는 학생들의
탐구문제 발견과정을 분석하여 주제어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 탐구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고,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12]에서 ‘자유 탐구’를 도입할 때 교육과정 해설
서를 통해 소집단 자유 탐구 지도 방법을 제시한 부분에서
도 ‘주제어’를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총 5단계의 과정을 소개했는데, 그중 1단계
가 주제 선정 및 소집단 구성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몇 가지 주제어를 제시해 주고 그 주제어와 관련된 다양한
탐구 주제를 이야기해보게 한 후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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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끼리 묶어서 소집단 탐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처럼 탐구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주제어
를 제시해 주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학생들끼리 모여서
관심있는 주제어를 논의해 보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처럼 여러 선행탐구를 살펴보
도록 하면서 그 속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어를 찾아 탐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본 활동은 예비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지만,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탐구역량 강화와 관련하
여 탐구 문제 발견 역량이 신장될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0년도 정부 (교육부) 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입니다(No.NRF2018R1D1A1B07048365).

REFERENCES
[1]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Dictionary of Educational Studies (Hawoo, Seoul, 2015), p.719.
[2] National Research Council,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96), p.23.
[3] J.J. Schwab, Sch. Rev. 68, 176 (1960).
[4] M.R. Matthews, The role of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Routledge, New York, 1994).
[5] F. Abd-El-Khalick, R. L. Bell and N. G. Lederman,
Sci. Educ. 82, 417 (1998).
[6] H. Jho, J. Res. Curri. Instr. 22, 208 (2018).
[7] H. Kim and B. Lee, New Physics: Sae Mulli 68,
1059 (2018).
[8] S. Lee and B. Lee, New Physics: Sae Mulli 69, 401
(2019).
[9] National Research Council,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2011).
[10] Department of Education,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Science programmes of study (Department of Education, London, 2015).

[11]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The Australian Curriculum (ACARA,
Sydney, 2014).
[12]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ational Science Curriculum (Seoul, 2007).
[13] Ministry of Education,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Ministry of Education, Sejong,
2015).
[14] M. Zion et al., Sci. Educ. 88, 728 (2004).
[15] R. L. Bell, L. M. Blair, B. A. Crawford and N. G.
Lederman, J. Res. Sci. Teach. 40, 487 (2003).
[16] D. Hodson, Educ. Chem. 19, 112 (1982).
[17] J. J. Wellington, Practical Work in School Science:
Which is now?. (Routledge, New York, 1998), p. 3.
[18] B. Nam, H. Park and J. Kim, Sch. Sci. J. 10, 259
(2016).
[19] S. Lee and B. Lee, New Physics: Sae Mulli 68, 411
(2018).
[20] S. Lee and B. Lee, J. Korean Assoc. Sci. Educ. 38,
519 (2018).
[21] L. D. Smolleck, C. Zembal-Saul and E. P. Yoder, J.
Sci. Teacher Educ. 17, 137 (2006).
[22] M. Windschitl, J. Res. Sci. Teach. 41, 481 (2004).
[23] H. Kim, H. Yoon, K. Lee and H. Cho, Secondary
Educ. Res. 58, 213 (2010).
[24] B. Lee, Proceedings of the 2020 Fall Meeting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edited by B. Lee (Seoul,
Korea, November 4-6, 2020)
[25] K. Heffernan and S. Teufel, Scientometrics 116,
1367 (2018).
[26] B. Lee, J. Korean Assoc. Sci. Educ. 33, 1300 (2013).
[27] J. Jeong and H. Kim, J. Educ. Stud. 44, 123 (2013).
[28] G. Kim and M. Ha, J. Korean Assoc. Sci. Educ. 39,
707 (2019).
[29] Y. Go and S. Yeo, J. Korean Elem. Sci. Educ. 30,
624 (2011).
[30] I. Chand and M.A. Runco,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 155 (1993).
[31] J.W. Getzels and M. Csikszentmihalyi, Perspectives
in Creativity, edited by I. A. Taylor and J. W. Getzels (Aldine, Chicago, 1975), pp.90-116.
[32] M.A. Runco, Problem finding, problem solving, and
creativity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Norwood,
1994).
[33] J. Park, Sae Mulli 50, 203 (2005).

Analysis of Pre-service Science Teachers’ Strategies in an Inquiry Theme Finding Activity through · · · – Bongwoo Lee

[34] S. Ryu and J. Park, J. Korean Assoc. Sci. Educ. 28,
860 (2008).
[35] S. Ryu and J. Park, Second. Educ. Res. 57, 59
(2009).
[36] M. Cheon and B. Lee, J. Korean Assoc. Sci. Educ.
38, 865 (2018).
[37] S. Kim et al., J. Gifted/Talented Educ. 21, 1033
(2011).
[38] W. Kim, Y. Kim, H. Seo and J. Park, J.
Gifted/Talented Educ. 23, 817 (2013).
[39] Y. Kim, H. Seo and J. Park, J. Korean Assoc. Sci.
Educ. 33, 1285 (2013).

499

[40] H. Jho and B. Lee, New Physics: Sae Mulli 71, 86
(2021).
[41] M.B. Miles, A.M. Huberman, and J. Saldana, Qualitative data analysis: A methods sourcebook (Sage,
Thousand Oaks, 2014).
[42] A.E. Lawson, Sci. & Educ. 11, 1 (2002).
[43] Y. Kim, J. Korean Assoc. Sci. Educ. 26, 835 (2006).
[44] J. Kim, Y. Kim and S. Yi, New Physics: Sae Mulli
65, 911 (2015).
[45] W. Kim and Y. Kim, New Physics: Sae Mulli 66,
1292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