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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이 초등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및    
과학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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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e the influences of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o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ientific attitude of elementary students. The results drawn from 
this analysis were as below. Firstly,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cience learning motivation and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among the research group. This shows that science 
learning motivation was improved by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It indicates 
that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is effective in improving science learning 
motivations. Secondly,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scientific attitude and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among the research group and this means that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that emphasizes exploration stimulates intellectual curiosi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mproves their scientific attitude. Thirdly, students thought that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was very effective to improve their satisfaction, interest, participation in their science classes. Above 
results show that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is highly effective for elementary 
students. Thus, it is needed to utilize science class applying learning cycle emphasized exploration to current 
science class as it can promote wider scientific activitie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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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오늘날 학교교실 장에서 부분의 교사가 함께 

직면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학습자들이 학습에 

한 동기를 가지고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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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냐 하는 것이다. 학습자가 학습 동기를 갖게 되

면 수업이 좀 더 역동 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수
업의 효과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한 동기와 태도를 향상할 수 있

는 수업을 통하여 학습자들의 지  활동을 자극하

고 진해  수 있어야 한다(김 주, 2009).
최재숭(2004)은 효과 인 과학 학습을 해서는 

학생들의 인지 수 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형이나 

필름 등을 이용하여 추상 인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해 제시하거나 실험 등을 통한 구체 인 경험을 학

생들에게 제공하여 학습 내용에 한 학생들의 이

해를 돕도록 해야 한다고 하 다.
과학수업에 용될 수 있는 많은 수업모형 에

서 학생들의 개념발달에 도움을 주고, 지 인 비평

형 상태로의 유도를 통해서 학습에 한 학생들의 

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수업이 순환학습 모형이다.
순환학습은 찰과 실험 등의 자율 인 탐색 활

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새로운 개념을 발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신장시킬 뿐 아

니라 동시에 과학 개념 학습에도 효과 이다

(Lawson et al, 1989).
순환학습은 학생들이 직  경험하고 행동함으로

써 개념획득과 아울러 사고력 발달을 이루고자 

SCIS(Science Curriculum Improvement Study)에서 개

발한 학습모형으로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바탕

을 두고 인지구조의 변화를 진하기 해 학습 내

용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우선, 올바른 개념학습을 

해서는 학습자의 논리  수 과 학습자가 학습 

에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고려해야 하는데 순환

학습 모형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개념 즉, 사  

개념의 역할을 강조한다. 
순환학습의 3단계는 탐색 단계, 개념도입 단계, 

개념 용 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에서 개념 탐색 

단계는 제기된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학생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통하여 문제에 내재한 규칙성을 발

견하는 단계로서, 순환학습 과정에서 가장 요한 

단계로 보고 있다. 학생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개념들 는 사고 양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새로운 경험에 하여 의문 을 일으킨다. 이 상

태가 비평형 상태에 해당하며 이때, 학생들은 인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 교사는 학생이 지니고 있던 

선입개념들이 토의되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이 지녔

던 개념들이 잘못이었음을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 교사는 인지

 갈등을 해결하기 해 다양한 구체  자료를 이

용하여 직  학생들이 친근감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학습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지  갈

등을 통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의 자율

 조 기능, 평형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연 상

에 한 규칙성을 발견하여 개념을 스스로 획득하

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서의 학습활동은 학생 스스

로에 의해 이루어지고, 생각, 토의하는 학습 분 기

를 조성하여야 하며 교사는 단지 학습의 안내자 역

할만 수행한다(박진 , 2007). 한, 순환학습은 과

학 지식만을 강조했던 통  학습과 달리 내용

(contents)과 과정(processes)을 동시에 요시한다. 
순환학습은 찰과 실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새로

운 개념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학생들

의 탐구 능력을 신장시킬 뿐 아니라 동시에 과학  

개념 학습에도 효과 이다(구이주, 2005). 
학습자의 사 개념이 옳은 경우는 학습활동이 진

행되는 동안 응용, 발 되어 확장, 보완된 개념체계

를 형성한다. 틀린 개념이라면 이 오개념 제거를 

해 자유로이 토론하거나 탐색하는 등의 활동을 함

으로써 올바른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학습 과정 동안 사고능력의 발달

을 도와주며 탐구로서 과학을 강조하는 순환학습의 

특징이기도 하다(김은옥, 2000). 한, 순환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생각을 언어

로 표 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신의 오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하여 스스로 학습의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김 주, 2009).
일반 으로 순환 학습은 탐색, 용어 도입, 개념 응

용 단계로 구성된다. 탐색 단계는 학생 스스로가 여

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여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가는 단계이다. 용어 도입 단계는 수행된 탐구 활

동과 련된 용어나 개념을 도입하는 단계이다. 개념 

응용 단계는 도입된 개념을 여러 가지 상황에 용

하여 개념을 내면화하는 단계다. 여기서 가장 요하

게 강조되는 단계는 탐색단계이다(박지윤, 2003). 그 

이유는 탐색단계에서 학생들은 기존의 자기 자신의 

개념이나 사고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직면하여 갈등을 느끼게 되고, 교사가 제시한 

친근하고 흥미롭게 새로운 문제 상황에 의해서 호기

심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 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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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 교육 장에서 모든 학생을 한, 모든 

경우를 한 최고의 효율 인 수업 방법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교사는 아동의 잠재 능력이 발 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인지발달 수 , 
학습자의 선행지식, 선수학습과의 계, 학습 소재

에 따라 가장 합한 수업 모형을 연구하여 가장 효

과 인 교수 학습 략을 추구해 나가는 노력이 필

요하다(정정환, 2000). 이러한 필요성을 반 하듯 최

근 들어서 학습자의 수 이나 교육 여건에 따라서 

기존의 순환학습 모형을 수정하여 용해 보는 연

구가 이어지고 있다(조유경, 2008; 장진 , 2007). 이
러한 맥락에 맞추어서 기존의 순환학습 단계를 수

정·보완하여 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 보는 것

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순환학습의 장 을 극 화하

기 해서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선입 개념들이 노

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 자신이 지닌 

선 개념이 부족함을 깨닫고 새로운 개념을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순환학습 모형에서 탐색단계를 

실험과 토론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하여 학생들

에게 제공하게 된다면 순환학습모형이 가진 장 이 

좀 더 향상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순환학습모

형에서 실험과 토론 과정을 정교하게 설계한 탐색

단계를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을 개발하여 학습자들

이 인지  역 외에 과학학습 동기와 과학  태도

에 한 정의  역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이 등학생

들의 과학 수업 동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을 용한 과

학수업이 등학생들의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

는 어떠한가?
셋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한 학생

들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부산 역시에 있는 M 등학교 5학년 

47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5학년 한 개 반 24명

을 연구집단으로,  다른 한 개 반 23명을 비교집

단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우선 연구집단

과 비교집단의 과학학습 동기와 과학  태도 역

에서 동질집단 여부를 알아보기 하여 사  과학

학습 동기, 사  과학  태도 수에 한 t-검정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과학학습 동기 

검사 수에 한 사  t-검정 결과, t= .188이고, p 
=.880으로 나타나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과학학습 동기에 있

어서 두 집단은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Group N M SD t p

Experimen
tal 24 3.18 .90

.188 .880
Control 23 3.23 1.05

Table 1. Pre-test for science learning motivation

한,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과학  태

도 수의 사  t-검정 결과 t= .366이고, p =.718로 

나타나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연구집단과 비교집단은 

과학탐구능력,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에 있어

서 동질집단임이 확인되었다

Group N M SD t p
Experimen

tal 24 3.14 .89
.366 .718

Control 23 3.23 .97

Table 2. Pre-test for scientific attitude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수행을 하여 Fig. 1과 같이 본 연구

를 설계하 다.

         G1   O1  X1   O2

         G2   O3  X2   O4

G1 : 실험집단

G2 : 비교집단

O1 : 실험집단 사 검사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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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3 : 연구집단 사 검사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
X1 :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

X2 : 일반  순환학습 수업

O2 : 실험집단 사후검사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 수
업에 한 인식)

O4 : 비교집단 사후검사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
Fig. 1. Experimental design

3. 검사 도구

가. 과학학습 동기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학습 동기 검사지는 

Keller와 Subhiyah(1987)의 ‘The Course Interest 
Survey’ 문항을 오정임(2004)이 번안하여 사용하 는

데, 본 연구에서는 오정임(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학습 동기 검사지를 등학교 수 에 맞게 수정

하여 사용하 다. Likert 5  척도로 작성했으며, 총 

30문항으로 주의집  7문항, 련성 9문항, 자신감 8
문항, 만족감 6문항으로 4개의 하  요소로 나 어

진다. ‘매우 그 다’를 5 , ‘그 다’를 4 , ‘보통이

다’를 3 , ‘그 지 않다’를 2 , ‘  그 지 않다’
를 1 으로 계산하 다. 한 문항 당 최  5 이고 총 

문항수가 30문항이다. 총 만 은 150 이지만 Likert 
5  척도 검사지의 특징을 살려 학생들의 총 수를 

문항수로 나 어서 실제 만 은 5 으로 하 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조

사한 과학학습 동기 검사지에 한 사   사후검

사 신뢰도(Cronbach α)는 .087과 .091로 각각 나타났

다. 학습 동기 검사지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하  요소 문항번호 배

주의력 3*,5,10,14,19,23*,26 35
련성 1,4,8*,13,18,20,21,22*,25 45
자신감 2,6*,7*,9,11*,16*,24,27 40
만족감 12,15,17,28*,29,30 30
체 30(문항 수) 150

(* 부정문항)

Table 3. Composition of Learning Motivation

나. 과학적 태도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  태도 검사 도구는 김

효남 등(1998)이 개발한 등학생을 한 과학  태

도 검사지를 사용하 다. 이 검사지는 총 21문항으로 

정 인 문항 18개와 부정 인 문항 3개로 이루어

져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그 다’를 5 , ‘그 다’를 4 , ‘보통이다’를 3

, ‘그 지 않다’를 2 , ‘  그 지 않다’를 1 으

로 계산하 다. 과학  태도검사의 만 은 105 이

지만 Likert 5  척도 검사지의 특징을 고려하여 학생

들의 총 을 문항수로 나 어서 5  만 으로 하

다. 과학  태도 검사지의 구성은 Table 4와 같다. 

하  요소 문항번호 배

호기심 1,8,5 15
개방성 2,9,16* 15
비 성 3,10,17 15

동성 4,11,18 15
자진성 5*,12,9 15
끈기성 6,13*,20 15
창의성 7,14,21 15

체 21(문항 수) 105
(* 부정문항)

Table 4. Composition of Scientific Attitude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과학  태도검사지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7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것

이며, 검사지의 항목은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자진성, 끈기성, 창의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을 상으로 실시

한 과학  태도 체 문항에 한 사   사후 검

사 신뢰도는 .89와 .91로 각각 나타났다. 

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대한 인식 검사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순환학습 수업에 한 인식 

검사지는 본 연구자가 과학교육 문가 3인의 도움

을 받아서 직  제작하 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

습 수업에 한 인식 검사지는 본 수업에 한 학생

들의 만족도, 흥미도, 참여도의 세 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학생들이 세 역에 한 반응을 하게 된 

이유를 개방 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설문지 형식으

로 구성되어 있다.

4. 탐색 단계를 강화한 순환학습

일반 으로 순환학습모형의 탐색단계는 학생들

이 학습의 자료와 문제를 악하고 탐구하여 스스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념을 찾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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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단계를 잘 수행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

한다. 교사가 제시한 문제가 자신의 기존 개념을 활

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생들은 지 인 비평

형 상태에 빠지게 된다. 지 인 비평형상태로의 효

과 인 유도가 학생들의 과학수업 동기를 높이는 

데 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수업

이 지속해서 제공되게 되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

고 있던 과학에 한 태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탐

색단계를 강화하여 탐색단계에서 학생들이 수업에

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하 다. 이를 해서 탐색단계를 기존 개념 

용 단계, 인지갈등 진단 단계, 새로운 개념 토의·토
론 단계의 세 단계의 과정을 명시 으로 제시하

다. 첫 번째 단계인 선 개념 용 단계에서는 학습

자가 수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기존에 가지

고 있던 선 개념을 용해 보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인지갈등 진단 단계로서 이 단계에서는 학

습자가 가지고 있던 선 개념으로 학습문제가 해결

되지 않았을 때 학습자가 구체 으로 자신이 용

한 개념과 과학  사실 사이에 존재하는 인지 갈등

을 정확하게 진술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자신이 겪

고 있는 인지갈등을 정확하게 진단해 보는 과정은 

앞으로 어떤 개념이 더 필요한 것인지를 미리 가늠

해 볼 수 있다는 에서 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

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개념에 한 토의·토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습문제를 해결

하기 해서 새로운 개념이 가져야 할 방향이나 조

건에 해서 토의·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

서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을 미리 진단해 으로써 

이후에 교사에 의한 개념 도입 단계를 학습자 주도

으로 비할 수 있게 된다.

가. 선 개념 적용 단계

학습자들은 제시된 학습문제를 진단하고 이 문제

를 해결하기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

각을 학습문제 해결을 하여 용해 본다. 이 단계

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학습문제를 해결하기 해

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학습지에 기술하여 학습

자가 수업내용과 련하여 갖추고 있는 기존의 개

념을 용해 본다.

나. 인지 갈등 명료화 단계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 내용을 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을 열거한다. 등학교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습과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상한  어보기’ 단계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제시한 수업내용과 련하여 자

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설명되지 않

는 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것을 활동지에 기술

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으로는 해

결할 수 없는 문제 을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

다. 인지 갈등 명료화 단계는 순환학습에서 학생들

의 수업 동기에 큰 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로 시

간의 배분을 늘려서 수행하도록 한다.

다. 토의·토론 단계

토의·토론 단계에서는 자신이 진단한 인지 갈등 

문제를 바탕으로 학습문제의 해결을 해서 어떤 

이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해서 다른 학습자와 

의견을 나 는 단계이다. 문제 해결을 해서 교사

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해서도 능동

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학생들 스스로 개념도입 단계를 능동 으로 

비하게 되어 수업에 한 흥미와 동기를 더 높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학생의 활동과 교사의 

활동으로 수행되는 순환학습을 학생 활동이 강화된 

탐구수업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의 활동을 통해서 교사에 의해서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을 능동 으로 수용할 수 있다. 

5. 수업의 주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학의 학습 주제들은 등

학교 6학년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인지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등학교 과학에서 지구와 우주 역에 해

당하는 8차 시 주제를 Table 5와 같이 선정하 다. 
수업의 내용은 재의 등학교 교육과정과 련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되 연구의 목 을 해서 교

육과정에 의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학습자들의 

지  비평형 상태로 유도하기에 쉬운 내용으로 재

구성하여 제시하 다. 한, 순환학습 모형의 틀을 

유지하고, 탐구의 질  수 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

사에 의한 개념도입이 필요하다고 단되는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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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수업의 주제 련단원

1 지층의 역 지층과 화석

2 지표의 굴곡 지표의 변화

3 달은 왜 한쪽 면만 
보이는가? 지구와 달

4 운석은 지구를 탐구하는 
데 왜 요한가? 태양계와 별

5 화산과 지진이 발생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화산과 지진

6 일기 보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날씨와 우리 생활

7 달은 왜 매일 조 씩 
느리게 뜰까? 지구와 달의 운동

8 자 축이 더 많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될까? 계 의 변화

Table 5. Class topics

수 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 다. 등학

교 과학 지구와 우주 역에서 발췌한 8차 시 수업

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차 시 ‘지층의 역 ’은 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새로운 개

념에 한 탐구의 동기를 제공하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  탐구의 깊이를 제공하기 하여 선정하 다. 
2차 시의 수업의 주제인 ‘지표의 굴곡’은 지속해서 

지표가 침식되고 평편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

히 굴곡된 부분이 있는 이유에 해서 공부하는 것

으로 정하 다. 3차 시 ‘달은 왜 한쪽 면만 보이는

가?’에서는 달이 공 을 함에도 지구에서 볼 때 지

속 으로 한쪽면만 보이는 이유에 해서 다루었다. 
4차 시의 ‘운석은 지구를 탐구하는데 왜 요한가?’
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과 우리 지구와의 

련성에 해서 탐구해 보는 시간으로 하 다. 운
석과 지구의 내부는 어떤 련성이 있을지에 한 

학생들의 탐구를 유도할 목 으로 정하 다. 5차 시

는 최근 일본, 에콰도르, 필리핀에서 빈번해지고 있

는 지진의 원인을 체계 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정하 다. 이 수업의 주제는 등학교 정규 교육과

정에서 다루고 있지만, 내용을 좀 더 심층 으로 

근하여 수업자료로 제공하 다. 6차 시는 우리의 일

상생활과 한 계가 있는 일기 보가 어떤 과

정을 거쳐서 완성되는지를 종합 으로 탐구하는 시

간으로 정했다. 7차 시는 달의 공  궤도상의 치

에 따라서 뜨는 시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

보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정규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도 인 과제로 생각되었

기 때문에 수업의 주제로 선정하 다. 마지막 8차시

는 계 의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더 명료하게 진단

하고, 지구의 자 축이 재보다 더 많이 기울어지

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을 탐

구하는 것이다. 
이상의 8차 시 수업의 주제는 등학교 교육과정에

서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심화된 내

용을 심으로 구성하 다. 그 이유는 등과학 ‘지구

와 우주’ 역에 해서 이미 배운 역들이 많아서 정

규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지  

비평형상태로의 유도가 원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

사에 의한 개념도입의 효과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러한 을 고려하여 정규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보

다 심화된 내용으로 8차시의 수업 주제를 구성하 다. 

6. 탐색활동을 강화한 순환학습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순환학습모형의 첫 단계인 

‘탐색단계’를 강화한 수업모형을 구안하여 용한 

것이다. 기존의 순환학습은 학생들이 탐색단계에서 

활동이 부족하게 되면, 체 으로 새로운 개념을 

으로 교사에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게 되면 탐구학습의 효과가 떨어질 우려

가 있으며, 교사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에 

한 이해와 용 능력이 함께 떨어질 가능성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탐색단계’의 구성을 강화하 다.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서 주어진 수업내용을 이해

하는데 어떤 을 알고 있고, 무엇이 해결되지 않는

지에 한 명료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설명되어

야 할 개념을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탐색하는 과정

을 수행한다. Table 6은 탐색단계를 강화한 순환학

습의 단계별 시간배당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단계 시간
주요활동

학생 교사

탐색

선개념 용 5분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활용

수업제시

인지갈등 확인 10분 이상한  
활동지에 기

활동지 검

토의·토론 10분 필요한 개념에 
한 토의·토론 사회자

개념도입 10분 개념 분석 개념도입

개념 용 5분 다른 사례에 용 용권장

Table 6. Class phase and time a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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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순환

학습의 탐색단계를 학생들이 체계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시 3단계로 세분하여 제시한 것이 특징이

다. 탐색단계의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교사에 의

해서 제시된 수업내용을 해결하기 해서 자신이 가

지고 있는 선개념을 용해 보는 것이다. 선개념의 

용은 학생들이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시간은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단되어 5분을 배

정하 다. 두 번째 인지갈등 확인 단계에서는 자신

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개념으로 부족하다는 사

실을 깨닫는 것이다. 수업의 내용을 해결하는데 있

어서 느낀 ‘이상한 ’을 찾아서 이를 명료하게 확인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10분을 배정하 다. 토의·
토론 단계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해서 필요한 개

념에 해서 미리 학생들 간의 의견을 교환하는 단

계이다. 이 단계는 앞서 밝힌바와 같이 다음 단계인 

교사에 의한 개념도입 단계를 훨씬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토 를 갖추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생

들은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한 성찰을 통해서 기존의 선개념에서 

좀 더 과학 개념에 근 하는 생각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 이 단계는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에 한 생

각을 갖추는 단계이므로 시간의 배정을 15분으로 하

다. 이후의 교사에 의한 개념도입과 개념의 용 

단계는 기존의 순환학습과 동일하게 진행하 다. 

7.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SPSS 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처리하 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

습 수업의 용이 등학교 학생들의 과학 학습동

기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서 사 ·사후 검사에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

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하여 진단기 은 유의수  

.05에서 결과를 처리하 다. 

Ⅲ. 연구 결과

탐색 단계를 강조한 순환학습 과학수업이 등학

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에 미치는 효과

를 알아보기 해서 양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

와 논의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과학학습 동기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이 과학학습 동기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사후 과학학습 동기 수에 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 다. Table 7은 과학학습 동기 수

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t-검정의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 과학학습 

동기를 측정하기 해 5  리커드 척도로 실시한 사

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연구집

단의 사후평균은 3.95, 표 편차는 .98이었으며, 비
교집단의 사후평균은 3.24, 표 편차는 .90이었다. 
사후 과학학습 동기 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t=2.654, p=.023으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 단

계를 강조한 순환학습 과학수업이 학생들의 과학학

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Group N M SD t p
Experimen

tal 24 3.95 .98
2.654 .023

Control 23 3.24 .90
＊P<.05

Table 7. Post-test for science class motivation

Brophy(1998)는 학습 동기를 학습자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학습 활동을 탐색하고 그 학습 활동으로

부터 의도한 학습의 이 을 얻고자 노력하는 경향

성으로 진단하면서 학습 동기의 일반  특성은 내

인 보상을 주는 학습을 모색하는 사람에게서 가

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지 하 다. 이것은 학습자

의 학습 동기는 내 인 보상이 강화되는 수업일수

록 더 효과 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 주(2009)는 순환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

정에서 학습자들의 생각을 언어로 표 함으로써, 기
존의 개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자신의 오

개념을 인식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하여 스스로 학

습의 동기 유발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이것은 학생

들의 동기유발을 발하기 해서 지  비 평형이 

효과 이라는 사실을 말해 다. 본 연구에서 용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은 탐색단계에서 학습자의 

인지  비 평형을 효과 으로 자극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인출한 뒤 새로운 개념에 한 탐색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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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장하여 학습자가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개념

에 한 토의·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학습자의 과학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용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에서는 학습자가 해결할 수 없는 

사실을 활동지에 어서 명료하게 자신의 미해결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를 두어서 지  비 평형 상태

를 학습자 스스로 명료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과학학습 동기를 높이는 데 도움을  것으로 생

각된다. 

2. 과학적 태도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이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서 실험집단과 비교집

단의 사후 과학  태도 수에 한 독립표본 t-검
정을 실시하 다. Table 8은 과학  태도 수에 

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t-검정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Group N M SD t p

Experime
ntal 24 3.97 .79

2.586 .019

Control 23 3.44 .85

＊P<.05

Table 8. Post-test for scientific attitude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별로 학생들의 

과학  태도를 측정하기 해 5  리커드 척도 방식

으로 실시한 사후검사 수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살펴보면, 연구집단의 사후평균은 3.97, 표 편차 

.79이었으며, 비교집단의 사후평균은 3.44, 표 편차 

.85이었다. 
사후 과학  태도 수의 통계  유의성을 검정

한 결과 t=2.586, p=.019로 유의수  .05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탐색을 강

조한 순환학습이 학생들의 과학  태도 향상에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경훈(1996)은 과학  태도를 과학 으로 사고

하거나 행동하는 습 을 의미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나 정보를 평가하거나 결정할 때 취하는 

특별한 행동 양식, 는 과학  차나 방법을 사용

하려는 의지나 경향을 말한다고 했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본다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교사에 의

해서 도입될 개념을 이해하기 해서 사 에 탐색

하는 모든 차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한 

차인 을 고려해 보면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과학

 태도 향상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
순환학습 모형이 과학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

치는 향에 해서 연구를 수행한 최재숭(2004)은 

순환학습 모형으로 수업을 한 실험집단이 통 인 

수업방법으로 수업을 한 통제집단보다 과학  태도 

수가 높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

유가 순환학습 모형이 과학에 한 심과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의하면

서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학  태도 수가 높

아졌다고 분석했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은 학생들의 능동

인 참여와 학생들의 흥미와 심에 기반한 수업이

다.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  혹은 비교육  경험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을 동원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토론하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

정을 거치면서 과학에 한 정 인 생각을 갖게 

된 결과로 탐색 단계를 강조한 순환학습 과학수업

이 학생들의 과학  태도에 정 인 효과를 던져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본 연구에서 고안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

을 실험집단 24명의 학생에게 투입한 후 이 수업에 

한 학생들의 참여도, 흥미도, 만족도의 세 역에 

하여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한 조사를 

하 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한 학생들

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한 만족

도에 한 질문에 6명(24.9%)의 학생이 매우 만족한

다고 응답했으며, 13(54.2%)명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19명(79.1%)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수업이 만족스럽다고 답한 19명의 학생이 밝힌 수

업이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수업이 다소 어려웠지

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느끼는 보람이 컸다’, 
‘친구들과의 생각 나 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새로 

말 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좋았

다’, 내가 생각했던 문제 해결 방법과 친구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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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을 비교하고 스스로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 우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다’, ‘학생들의 힘으로 자료를 찾고 토의하여 답

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로 나타나 학생들은 교사

가 제시한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생

각을 용해 보고, 동료들과 력하여 문제 상황에 

맞는 자료를 탐색하고, 동료들과의 자유로운 생각 

나 기를 통해 수업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이 만족스러웠

다고 답했다. 반면,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이 보통

이라고 답한 학생이 4명(16.7%), 만족스럽지 않았다

고 답한 학생이 1명(4.2%)으로 나타났다. 이 5명
의 학생은 자기 생각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동료들과 생각 나 기를 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

었다고 답했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의 만

족도 검사의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 Class satisfaction

둘째, 지 까지 받아왔던 기존의 과학 수업과 비

교할 때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한 흥미

에 한 질문에 7명(29.2%)의 학생이 매우 흥미 있

었다고 응답했으며, 11(45.8%)명의 학생이 흥미 있

었다고 답하여 18명(75.0%)의 학생이 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답했다. 수업이 흥미 있었다고 답한 18명 

학생이 밝힌 수업이 흥미로웠던 이유는 동료들과 

새로운 개념에 해서 토의를 하면서 교사의 개념

도입 단계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로운 개

념을 이해하기 쉬워서 수업에 한 심과 흥미가 

많이 생겼다고 답하 다. 특히, 선생님의 도움 없이 

학생들 스스로 수업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 있었다고 답했다. 반면 흥미가 

보통이라고 답한 학생은 4명(16.7%), 수업에 흥미가 

없었다고 답한 학생도 2명(8.3%)이 있었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과학수업의 흥미도 검사

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Fig. 3. Class interest

등학교 과학수업에서 순환학습 모형이 과학 개

념과 탐구능력  과학  태도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한 성백(1997)은 순환학습의 투입으로 과학에 

한 흥미는 ‘재미없다’에서 ‘재미있다’는 정 인 

반응을 보인 학생이 31%에서 56%로 25% 정도 증가

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이유로는 학

생들이 순환학습을 통해서 자연과 학습에 흥미와 

자신감을 느끼고, 실험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고, 과학에 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 다. 수업 활동에서 학생이 흥미와 

심을 두고 능동 으로 참여하려 하는 것은 동기

(motivation)와 한 련이 있다고 했다(정 희, 
2011). 이러한 을 상기해 볼 때 탐색을 강조한 순

환학습 수업에서 실험집단 학생들의 흥미도가 높게 

나온 이 결과는 본 연구의 다른 종속변인인 과학학

습 동기에도 정 인 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셋째, 과거의 과학 수업보다 더 극 으로 참여

하 는가에 한 질문에 8명(33.3%)의 학생이 매우 

극 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했으며, 11명(45.9%)의 

학생이 극 으로 참여 했다고 답하여 19명(79.1%)
의 학생이 본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 다고 말했

다. 수업에 극 으로 참여했다고 답한 19명의 학생

이 밝힌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

로 ‘수업 내용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생각들을 우

들과 지속해서 생각을 교환해야 하므로 수업에 극

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답하 다. 한 ‘내가 알

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단계가 있어서 모르는 내용이 궁 하니까 열심히 수

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응답하 다. 반면, 
4명(16.7%)의 학생이 보통이라고 답했고, 1명(4.2%)
의 학생은 수업에 잘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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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수업 참여도가 낮은 학생들이 밝힌 이유를 보면 

‘수업의 주제가 평소 하지 못한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해가 잘 안되었고 내 생각을 발표하는 데에도 어

려움이 있어서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것은 탐색을 강조하는 단계에서 추후 학생들의 경

험을 좀 더 활성화 시키고 수업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탐색단계에서도 교사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

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해 다고 볼 수 있다.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에 한 참여도 검

사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Fig. 4. Class participation   

순환학습모형을 용한 과학 활동이 정신지체아

동의 물질개념과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

한 장재연(2005)은 학습자들의 과학수업 참여도를 

정 으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먼  수업 에 

선 개념에 한 명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 다. 이것은 학습자의 선 개념은 무엇이며, 어떤 

수 의 선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만 

새로운 개념을 학생들에게 무리 없이 목할 수 있

다는 것을 말해 다. 이처럼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

한 학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선 개념을 잘 분

석하여 수업에 활용하는지의 여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에 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말해 다.
본 연구에서 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선 개념을 

자신이 직  용해 보도록 장려하고 이 선개념을 

이용하여 새로운 개념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주기 때문에 수업에 한 참여도가 높게 나타

난 것으로 분석된다.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

론과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1. 결론

첫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을 받은 연구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과학학습 동기 수가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탐색 단계를 좀 더 체계

으로 단계화시켜 학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학습문

제를 해결하기 해서 학습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

는 사  경험이나 개념을 용해 보고, 자신이 모르

고 있는 문제들을 명료화하고, 학습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개념에 해서 충분히 탐색할 기

회가 주어져서 학생들이 수업에 한 참여와 흥미

가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수업에 한 극 인 참

여와 높은 흥미가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를 끌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을 받은 연구

집단이 비교집단보다 과학  태도 수가 비교집단

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과학  태도

의 하  요소는 호기심, 개방성, 비 성, 동성, 자
진성, 끈기성, 창의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 연구

에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은 학생들의 생각을 

자발 으로 용해보게 하고, 지  비평형 상태를 

시하며,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과 교환해 보는 단

계를 체계화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학

생들의 과학  태도를 향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다. 
셋째,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수업을 수행한 24

명의 연구집단 학생들을 상으로 수업에 한 학

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수업의 만족도는 체 

24명  19명(79.1%)의 학생이 만족스럽다고 답하

으며, 수업의 흥미도는 24명  18명(75%)의 학생이 

흥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 수업의 참여도 조사

에서는 24명 에서 19명(79.1%)의 학생이 열심히 

참여했다고 답하 다. 이처럼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

습 수업에 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40분 수업

에서 탐색 단계 수업시간이 25분을 차지하여 체 

수업의 63% 정도를 학생 주도의 탐색단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사에 의해서 도입되는 새로운 개

념에 한 탐구  토의·토론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탐색을 강조한 순환

학습에 한 효과 분석에서 과학수업에서 새로운 

개념에 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은 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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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도뿐만 아니라 수업에 한 참여도, 흥미도, 만
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수업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해 다. 

2. 제언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 과학수업을 통한 

등학교 학생들의 과학학습 동기  과학  태도 

함양을 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순환학습이 갖는 효과를 살리기 

하여 수업의 주제를 정규교육과정을 벗어난 심화

한 주제를 사용하 다. 그러므로 실제 정규 수업에

서 이를 용하기 해서는 교사들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단원에서 학생들의 지  비 평형을 유도하

기 한 학습문제를 포착하는 노력과 심이 필요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규 교육

과정을 그 로 살리면서 탐색을 강조한 순환학습의 

효과가 반드시 검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증이 

본 연구에서 밝힌 효과에 한 신뢰 수 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등학교 과학을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이 과

학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수업 모형을 학생들의 수

과 교과의 성격에 따라서 변형하여 용하는 노력과 

심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수 과 심 역에 따라

서 기존의 수업모형은 얼마든지 단계별로 확 , 삭제, 
변형 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더 

효과 인 수업모형을 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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