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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an experimental-based learning program using singing insects improves the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Study subjects were a total of 123 elementary students at their 2nd and 3rd

grade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in an experience-based learning program organized by Seodaemun Museum of Nat-
ural History, Seoul. Students were given the same survey questionnaires before and after taking the learning program,
and this procedure was repeated in 7 independent replication trials. Result from a paired t-test indicated that the learning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performance, with students gaining significantly higher mean scores in the
survey test after taking the program than before.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xperience-based learning program using
singing insects is effective at improving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Our study provides a critical impetus for
developing a variety of other experience-based learning programs using insects like ours, leading us to anticipate that
these programs will be practiced more systematically and actively in the classroom in future.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Experience-based learning program, Singing insects, Teleogryllus emma 

서  론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학 교육에서 달성해야 할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지적인 성취 수준의 향

상과 함께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과학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

이다(Park and Jo 2010). 과학 교과과정 중 특히 생명 영역

은 주변의 동·식물 관찰과 같은 직접적인 경험이 풍부할

수록 그 이해를 돕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자연에 대한 탐구심과 긍정적인

태도를 배양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과 과학적 태도를 함양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Kim and Lim 2003, Kim 2012).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가운데 종의 다양성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아마도 곤충이 그 종류가 가장 많을 것이다. 현

재 곤충은 130 ~ 180만 종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약 1,000만 종 이상으로 예

상되어 지구상의 동물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생물자

원이다(Jeon et al. 2012). 또한 곤충은 종의 다양성 외에

도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일부는

한 살이 과정도 짧아 1년에 수회씩 세대가 순환되는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생활사 전체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곤

충은 사육하면서 관찰을 하기에도 적합하여 초등학생의 수

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학습재료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초등학교 과학과 슬기로운 생활 교과에 나와 있는

곤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에 따른 변화의 관찰

로부터 시작하여 주변 생물을 조사하고 분류하는 활동과

곤충을 채집하거나 사육하면서 관찰을 통하여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Son 2003). 따라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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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책이나 그림 또는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여 수

업을 진행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직접 현장에 나가

관찰하기보다는 주로 교실 내에서의 실험 관찰학습 방법

을 사용하여 과학 교과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과학 수업의 실상을 살펴보면 교사의 80%는 단

일 교과서에 기초한 수업을 진행하고, 수업시간의 75%이

상이 강의식으로 진행되고 있다(Seo and Choi 2012). 따

라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생물영역에 대한 수업이 교실 수

업만으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칫 생물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게 될 위험성이 있게 되며, 직접적인 체험이 없

는 지식적인 면의 교육 목표에만 치중하게 됨으로써(Kim

and Lim 2003, Kim 2012) 과학 전반에 대한 관심과 흥

미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Son(2003)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곤

충의 구조와 한 살이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많다고 밝히면서, 실제 곤충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비해 그렇지 못

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이 오개념의 비

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2007) 또한 초등학

생들이 사진이나 그림으로 배운 곤충에 대해 잘못된 선

개념을 가졌을 경우 직접 확인할 수 없어서 학습 후에도

오개념으로 남게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과학은 현장에서 실물 경험을 통한 학습 시

인간의 뇌에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장 활

동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연구(Raham

1996)를 지지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과 함께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현장 체험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

교교육의 틀을 벗어난 많은 단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운

영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별한 교재

없이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2). 더구나 현대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됨으로써 주변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해 다양한 곤

충을 직접 관찰하거나 채집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줄어들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곤충을 이용하여 다양한 체

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

한 프로그램의 개발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특히 곤

충 가운데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비교

적 친근하면서도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소리곤충을 이

용하였다. 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선정하였으며 체

험학습 프로그램에 따른 학습 성취도를 조사함으로써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곤충을 만지고 관찰함으로써

올바른 개념의 정립과 학습효과의 향상 및 다양하고 개

별화된 직접적인 경험을 간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일선 학교의 재량활동시간이나 방과 후 수업교실 및 박

물관, 곤충농장 등 기타 교육기관 등의 현장에서 곤충

을 이용한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대문자연사박

물관’ 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가운데 ‘현미경

속 곤충세상’ 이란 프로그램을 신청한 초등학교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수업이 진행된 한반의 인

원은 모두 20명 미만의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총 7회에

걸쳐 1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은 24명(19.5%)이며 3학년은 99명

(80.5%)이었고, 남녀의 비율은 남학생이 67명(54.5%), 여

학생 56명(45.5%)으로 구성되었다.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적

용은 2012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총 5일 동안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

소리곤충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서양 및 기타 국

가의 문화에서 발견한 소리곤충관련 문화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삶속에 나타난 소리곤충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소리곤충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곤충으로 알려진 왕귀뚜라미를 대상으로 직접

관찰 및 현미경 관찰을 통해 소리곤충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과 한 살이 과정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마

지막으로는 왕귀뚜라미의 집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과정

을 거쳐 수업을 마무리 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수업 프로그램의 참여 전후 학습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과 후에 동일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학습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통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2.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체험학습은 학교교육과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프로그램

의 개발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존의 체험프로그램들은 단순히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해설식으로 진행하거나 일회성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체험학습은 7차 교육과정의 전체

적인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는 입장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제

는 ‘가르치는 교육’ 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내는 교육’ 의 형

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강조한다(Kim et al. 2007). 따라서 학

교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통해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체험학습은 해당 교과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교수방법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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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서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Kim et al. 2007). 

학교별 교과과목을 살펴보면 1·2학년에서는 슬기로운

생활과 3학년에서는 과학과 실험관찰 과목에서 곤충에 대

한 단원을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초로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소리곤충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Table 1)과 같이 구성되

었으며, 우선 소리곤충의 몸 형태 및 구조의 관찰과 소리

를 내는 원리 등 전반적인 소리곤충의 이해 및 소리곤충

의 한 살이 단계에 대한 학습을 실시한 후 귀뚜라미의 집

을 그림으로 디자인하게 한 후 직접 사육키트를 제작하

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3. 학습 성취도 검사 및 분석방법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제 7차 과학과 교육

과정 중 곤충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소리

곤충에 대한 특성의 이해와 한살이 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문

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검사의 대상이 초등학교 2-3학년의

저학년임을 감안하여 문항은 5개 문항으로 최소화하였으며,

동일 검사지를 통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결과에 대한 분

석은 SPSS 19.0을 이용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결

과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특징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학습과

체험활동 두 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수업의 전개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소리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곤충으로는 메뚜기목의 곤충

인 메뚜기와 귀뚜라미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귀뚜라미는 계절에 관계없이 키울 수

있어 파충류 등의 먹이로 사육하는 경우가 많으며(Kim et

al. 2007b, Kim et al. 2008), 아름다운 울음소리는 어린이

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관심

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되는 대표적인 소리곤충인 왕귀뚜라미(Teleogryllus emma)

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Fig. 1)과 같이 학습단계에서는 곤

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단계로 곤충의 몸 형태 및 구조

를 관찰한 후 소리곤충이 소리를 내는 원리와 소리를 내

는 이유에 대한 학습으로 이루어졌다. 귀뚜라미는 수컷만

이 날개를 서로 맞비벼서 울음소리를 발생시키며 일반적으

로는 ‘귀뚤귀뚤’ 운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

코로리’ 하며 울음소리를 발생시킨다. 

또한 귀뚜라미가 소리를 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자기 존재를 표시하기 위

한 영역의 구분 시 둘째, 짝짓기를 위해 암컷을 부를 때,

셋째, 수컷끼리 영역 다툼을 위한 싸움을 할 때 소리를

Table 1. experimental-based learning program using singing

insects

Contents Learning program

Ⅰ. Understanding of 
singing insect

 1. Body shape & structure observation 

of singing insect

 2. Understanding of principle how to 

make singing

 3. Reason of making singing 

Ⅱ. Learn about life cycle 
of the singing insect

 1. Generic character

 2. Life cycle of the singing insect 

 2-1. Habitat

 2-2. Nymph prey

 2-3. Nymph development

 2-4. Mating and spawning

 2-5. Distinguishing the sex

 2-6. Imago prey

 3. How to raise singing insect 

Ⅲ. Make cricket’s house

 1. Designing of cricket’s house

 2. Making of optimum condition for 

cricket’s development

Fig. 1. learning program using singing insectss.

Fig. 2. Making cricket breeding kit.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학습효과

117

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곤충의 한 살이 과정에 대한 학습은 곤충의 서

식지, 약충 먹이, 약충 발육, 교미와 산란, 암수의 구분,

성충 먹이와 기르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귀뚜라미의 먹이는 식물성으로는 각종 채소류나 곡

물류를 먹고, 동물성은 멸치나 생선포 등을 먹는 잡식성 곤

충으로(Kim et al. 2007a) 사육 시 먹이제공에 대한 어려움

이 없어 어린이들이 사육하기에 적합한 곤충이라고 할 수 있다. 

체험활동 단계에서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귀뚜라미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을 그림으로 그려 디자인

하게 하였다. 그리고 귀뚜라미가 생활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된 왕귀뚜라미 사육키트를 직접 만들어보게

하였으며 모든 과정을 마친 후에는 각자 집으로 가져가

서 사육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그림 활동지와 사육키

트 제작과 관련된 활동모습은 (Fig. 2)와 같다.

2. 소리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학습효과

소리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학습효과를 알

아보기 위해 실시된 학습 성취도 검사에서는 동일한 문

항으로 구성된 검사지를 이용하였으며, 사전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문항의 구성은 소리곤충인 귀뚜라미의 몸 형태 및 구조

관찰, 소리를 내는 원리, 소리를 내는 이유 및 암수구분 등

귀뚜라미의 특성에 대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답

안은 객관식 및 주관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대응표본 t-test 분석결과 (Table 2)와 같이 체험학습 프

로그램을 진행하기 전 사전검사에서는 평균점수가 54.73

점인 반면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실시한 사

후검사에서의 평균 점수는 93.17점으로 평균 점수에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평균값의 차이는

38.44점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리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 점수의 향상

에 교육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리곤충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학습 성취도

검사의 문항별로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의 평균을 비교해

본 결과 (Table 3)과 같이 모든 문항에서 사전검사의 결

과보다 사후검사의 결과에서 학습 성취도가 향상된 것

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항들 가운데 사전 및 사후검사 결

과의 평균점수 차이가 큰 항목을 살펴보면 왕귀뚜라미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는 문제와 소리를 내는 원리와 기관의

관찰, 몸 형태와 구조를 관찰하는 문제에서 평균점수가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세 문항 모두 공통적으로 곤충을 직접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어진 학습결과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 같은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학습효과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당 교과의 이해를 위한 교수방법의 하나로 이

러한 방식의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생들

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년에 따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통

한 학습 성취도의 점수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

석을 시행한 결과 2학년의 경우 사전 및 사후검사의 평균

점수 차이가 42.09점으로 3학년의 37.56점의 경우보다 그 차

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년별 집단의 크기가 2

학년 집단은 19.5%, 3학년 집단은 80.5%로 차이가 크며, 분

석결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접적인 관찰을 통한 체험학습 프로그

램의 적용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

Table 3. Pre-and post-test results of academic achievement by questions 

Question Test vale Mean ± SD t p

Reason of making singing

Reason of making singing

pre-test 12.68 06.26 ± 6.193

06.26 ± 6.193

-11.210

-11.210

<.001

<.001post-test 18.94

Subject to make singing 

Subject to make singing 

pre-test 16.91 002.6 ± 8.081

002.6 ± 8.081

-3.570

-3.570

<.001

<.001post-test 19.51

Characteristic & classification of male and female

Characteristic & classification of male and female

pre-test  6.50 12.68 ± 10.328

12.68 ± 10.328

-13.619

-13.619

<.001

<.001post-test 19.18

Organ to make singing

Organ to make singing

pre-test  7.15 10.16 ± 10.634

10.16 ± 10.634

-10.599

-10.599

<.001

<.001post-test 17.31

Body shape & structure observation 

Body shape & structure observation 

pre-test  7.96 10.41 ± 11.551

10.41 ± 11.551

-9.991

-9.991

<.001

<.001post-test 18.37

Table 2. Pre-and post-test results of academic achievement 

Test Mean ± SD t p

pre-test 54.73 ± 45.398 -9.164

-9.164

<.001

<.001post-test 93.17 ± 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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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이며 충분한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학습효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대조집단이 없다는

한계점과 자연 생태 현장의 활동이 아닌 실내에서 이루

어진 수업이라는 공간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직접 곤

충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곤충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고 학습 성취도를 향상 시킬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향후 일선의 교육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함

으로써 과학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목과까지도 연계

하는 등의 폭넓은 교육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소리곤충인 왕귀뚜라미를 이용한 체험학

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등학생에게 적용함으로써 학습

성취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은 서대

문자연사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을 신청한 초

등학교 2-3학년생 123명이었다.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검사

지를 통해 사전 및 사후 학습 성취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학습 성취도는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결과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왔으며, 대응표본 t-test 결과 통계적으

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리곤충을 이용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적용은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를 향상

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체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과 적용이 가능해져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적극적으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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