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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연구는밀도개념학습에서학생들의변칙사례에대한반응을분 셔 허 丑,특성및상태자 

기 조절 전략과 인지 갈등 및 개념 변화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 352명을 대상으로 특성 자 

기 조절 전략 검사, 선개념 검사,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를 실시하여, 제시한 초기 이론과 일치하는 선 

개념을 가진 146명을 선택하였다. 학생들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한 후 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와 개념 검 

사를 실시하였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 점수들과 인지 갈등 정도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 

었다. 개념 검사 점수는 특성 계획, 특성 노려, 상태 계획, 상태 자기 점검, 상태 노려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 

이 있었다. 상태 노력만이 개념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 변인이었다.

주제어: 인지 갈등, 개념 변화, 특성/상태 자기 조절 전략

ABSTRACT. In this study, students’ responses to anomalous data in studying ‘density’ were analyzed,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rait/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the degree of cognitive conflict, and conceptual 
change were examined. A trait self-regulation strategy test, a preconception test, and a test of response to anom
alous data were administered to 352 eighth graders. Among them, 146 students whose preconceptions were con
sistent with the presented initial theory were selected. After they had read a scientific explanation, a state self
regulation test and a researcher-made conception test were administerd.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subcategory scores of trait/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and the degree of cognitive conflict. The 
scores of the conception test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ose of trait planning, trait effort, state planning, 
state self-monitoring, and state effort. State effort was only a significant predictor on students5 conceptual change.

Keywords: cognitive conflict, conceptual change, trait/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서 론

학생의 기존 개념으로 설명되지 않는 변칙 사례를 제 

시하여 인지적 비평형을 유발하는 인지 갈등 전략은 대 

표적인 개념 변화 수업 전략이다. 이 전략은 학생들이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존 개념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므로 개념 변화가 촉진될 것으로 가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자신의 기존 개념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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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되는 정보를 접하더라도 반드시 유의미한 갈등이 일 

어나는 것은 아니다.1,2 변칙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반 

응 연구에서도 인지 갈등 외에 거부, 배제, 재해석, 갈 

등, 주변 이론 변화, 신념 감소 등 다양한 반응 유형이 

확인되었다.3-7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이 다양한 원인과 개념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학습자의 인지적 특 

성과 인지 갈등 및 개념 변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인 

데 , 선지식 : 논리적 사고력 : 학습 전략5,10 등은 개념 학 

습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Chan 등은 개념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 

하는 지식 구성 활동임을 제안하였으며,8 Lawson 등도 

학습자의 지적 능력 뿐 아니라 과정 지식 이 개념 구성 

에서 중요함을 보고하였다.11 이에 따라 이론 변화를 잘 

일으키고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메타인지 혹은 자기 조절 전략이 제안되 

고 있다.12 개념 학습과의 긍정적인 관련성이 보고된 메 

타인지는13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점검, 반성, 인식 

하는 과정을 통하여 변칙 사례의 심층적 인 처리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7

한편, 학생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인지적 특성보다 

특정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개념 

학습을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 이 제안되 

었다.5 또한, 이경호는 평소의 학습 전략보다 수업 중 

학습 전략이 개념 변화와 더 직접적인 관련성을 지닌다 

고 보고하였다.14 Spielbergei는 개인의 특성에 대한 심리 

학적 속성을 상태 (state)와 특성 (traits 구분하였다.15 

상태는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그 세기가 다양하고 빠르 

게 변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반대로 특성은 상태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경향이나 특징을 의미한다.16 그 

러므로 특성 자기 조절 전략은 학습자의 지속적 인 특성 

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학습 전략으로,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은 특정한 학습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습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상태 자기 조절은 특성 자기 조 

절에 비해 불안정하였으며, 학생들은 주어진 학습 상황 

에 따라 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특성을 나타내기도 하 

였다.16,17 변칙 사례를 통한 인지 갈등 유발 및 개념 변 

화에서도 상태 자기 조절 전략과 특성 자기 조절 전략 

의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성 및 상태 관점 

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O’Neil과 Abedi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자기 조 

절 전략을 메타인지, 노력, 불안의 3가지 요소로 정의 

하고, 메타인지는 다시 계획 (planning), 자기 점검 (moni
toring), 인지 전략 (cognitive strategy), 인식 (awareness) 
의 4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17 본 연구에서는 자기 조 

절 전략 중 계획, 자기 점검, 인지 전략, 노력 등의 하 

위 범주에 대해 각각 특성 변인과 상태 변인을 조사한 

후, 인지 갈등 유발 정도 및 개념 변화와의 관계를 조 

사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의 

2학년 학생 35斑이다. 먼저 특성 자기 조절 전략 검사 

를 실시하고, 목표 선개념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장난감 블록과 물의 밀도 비교 실험 을 소재로 한 

선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변칙 사례로 '나무와 물의 

밀도 비교에 대한 실험’을 제시한 후, 변칙 사례에 대 

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변칙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밀도 개념에 대한 2쪽 분량의 원리 학습지를 

제공하였다. 원리 학습지로 학습한 후, 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와 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든 검사를 마 

치는데 총 60분이 걸렸다.

검사 도구

선개념 검사. 선행 연구5의 검사지 형식에 기초하여 

밀도 개념에 대한 선개념 검사지를 연구자들이 개발하 

였다. 이 검사는 물보다 가벼운 장난감 블록을 물에 넣 

었더니 떴다.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물보다 무거운 장 

난감 블록을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하고 이유를 설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34명과 3학년 35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 

시하여 선개념 검사의 소재와 대상 학년의 적절성을 점 

검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항과 대상을 수정한 후, 

다시 중학교 2학년 29명을 대상으로 2차 예비 검사를 

실시하고 문항을 수정하였다.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 연구자들이 개발한 변 

칙 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지는 초기 이론 제시부, 변칙 

사례 제시부, 반응 조사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 

다. 초기 이론 제시부에서는 밀도에 대해 학생들이 흔 

히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18 '물보다 가벼운 물체 

는 뜨고,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는다'는 주장을 제시하 

고, 학생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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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사례 제시부에서는 물보다 무거운 나무 조각도 물 

에 뜬다'는 초기 이론과 불일치하는 실험 결과를 제시 

하였다. 반응 조사부에서는 학생들에게 변칙 사례의 타 

당성 인정 여부, 초기 이론과 변칙 사례 사이의 불일치 

성 인정 여부, 초기 이론에 대한 믿음의 변화 정도를 표 

시하고, 그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변칙 사례에 대한 반 

응 검사지는 事卜례의 예비 검사를 통하여 수정 • 보완 

하였으며, 과학 교육 전문가 3인에게 타당도를 검증 받 

았다.

개념 검사. 개념 검사는 총 4문항으로서 甲日의 답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 

성하였다. 개념 검사지는 夕卜례의 예비 검사를 통해 내 

용을 수정하고 난이도를 조정하였으며 과학 교육 전문 

가 2인에게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a：는 .5 価다.

특성/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 본 연구에서는 O'Neil 

과 Abedi의 자기 조절 전략에 대한 정의17 중 계획, 자 

기 점검, 인지 전략, 노려 범주를 선정하였다. 계획은 학 

습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을 세우는 것이며, 자기 점검은 학습하는 동안 자신의 

사고 과정과 학습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인지 전략은 학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 

용하는 다양한 기술과 전략을 의미하고, 노력은 이러한 

인지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노력의 정도를 나타 

낸다.

학생들의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을 검사하기 위하여 

O'Neil과 Abedi가 개발한 검사지17를 번역하여 사용하 

였다. 이 검사지는 계획, 자기 점검, 인지 전략, 인식, 노 

력, 불안의 M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본 연구 

에서 선정한 4개 범주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검사지 

는 총 23개 （계획 5문항, 자기 점검 6문항, 인지 전략 6 
문항, 노력 6문항）의 4단계 리커트 형태 문항으로 이루 

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신뢰도 계수 （Cronbach a） 
는 계획 범주가 .66, 자기 점검 범주 .71, 인지 전략 범 

주 .77，그리고 노력 범주는 .86 이었다.

특성 자기 조절 전략은 O'Neil과 Herl의 검사지19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의 문항들은 O'Neil과 

Abedi의 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17 문항과 짝을 이룬 

다. 상태 검사가 특정 상황에 대한 서술과 과거 시제의 

진술을 사용한 반면, 특성 검사에서는 일반적인 상황 

서술과 현재 시제가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상태 검 

사와 마찬가지로 계획（5문항）, 자기 점검（6문항）, 인지 

전략（6문항）, 노력（6문항） 등의 4개 범주만을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 a冷 계획 

.73, 자기 점검 .76, 인지 전략 .65, 노력 .74였다.

자료 분석

결과 분석에서는 변칙 사례가 인지 갈등 및 개념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물보다 가벼운 물 

체는 뜨고,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는다'라는 목표 선개 

념을 지니고, 초기 이론에도 동의한 146명Gi•: 55, 여 : 
91）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지 갈등 유발 정도는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응답을 7가지 유형 （거부, 재해석, 

배제, 판단 불가, 주변 이론 변화, 신념 감소, 이론 변화） 

으로 분류한 毛 이를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 변화 정 

도를 기준으로 0〜3점으로 점수화 하였다.5 개념 검사는 

과학적인 개념을 2점, 불완전한 개념을 1점, 비과학적 

인 개념을 0점으로 채점하였다. 반응 유형 분류와 개념 

검사 채점에서는 분석자 2인의 일치도가 90%에 도달 

한 후, 1인의 연구자가 분류와 채점을 실시하였다. 특 

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 점수, 인지 갈등 점수, 그리 

고 개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 관계를 조사하였고, 특 

성이나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들을 예언 변 

인으로 개념 검사 점수를 준거 변인으로 하는 단계적 

중다 회귀 분석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논의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유형 분포.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에서 나타난 변칙 사례의 타당성 인정 여부, 

변칙 사례와 초기 이론 사이의 불일치성 인정 여부, 초 

기 이론에 대한 신념의 변화 정도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분류한 결과（ThRe 1）, 선행 연구3-5들과 유사하

Table 1. Students' responses to anomalous data

Type of response Frequency (%)

Rejection 29 (19.9)
Reinterpretation 9 ( 6.2)
Exclusion 7 ( 4.8)
Uncertainty 16 (11.0)
Peripheral theory change 16 (11.0)
Belief decrease 15 (10.3)
Theory change 54 (37.0)

Total 14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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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거부, 재해석, 배제, 판단 불가, 주변 이론 변화, 신 

념 감소, 이론 변화의 7가지 유형이 나타났다. 제시된 

변칙 사례에 의해 초기 이론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론 변화는 가장 많 

이 발견된 반응 유형이었다. 그러나 이론 변화의 비율 

이 37%에 불과했을 뿐 아니라 이론 변화 외에도 다양 

한 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는 변칙 사례의 제시가 반드 

시 유의미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기존 개념에 대한 포기 

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변칙 사례에 대한 반응 유형은 개념이나 연구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3-7 밀도 개념을 사용한 본 연 

구에서는 노태희 등3』의 연구에 비해 재해석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는 '양초 연소 시 수면 상승'을 소재로 

했던 선행 연구에 비해 초기 이론과 변칙 사례의 결과 

적 차이가 명확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물보다 

무거운 물질은 물에 가라앉는다'는 초기 이론과 달리 

변칙 사례에서는 '물보다 무거운 나무 조각도 물에 떴 

다라는 실험 결과를 제시했기 때문에, 주어진 변칙 사 

례를 초기 이론에 일치하는 증거로 해석하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여러 가지 개념이 

포함된 양초 연소 시 수면 상승' 상황에 비해 본 연구 

에서 사용한 밀도' 개념은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다 

양한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과 인지 갈등, 개념 변 

화의 상관 관계. 초기 이론에 대한 학생들의 신념 변 

화 정도를 나타내는 인지 갈등 점수의 평균은 3점 만점 

에 1.64(SD=1.26) 였고, 개념 검사 점수의 평균은 8점 

만점에 3.57(SD=2.21)이었다. 특성과 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 편차는 Table 2와 같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 검사의 하위 범주들과 

인지 갈등 점수, 개념 검사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개념 변화에서 인지 갈등의 영향이 상 

대적으로 작을 가능성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4,5,14과 일 

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인지 갈등 점수와 개념 검사 점 

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갈등보 

다는 새로운 개념의 형성 이 개념 변화에서 보다 중요한 

과정일 수도 있지만,2。인지 갈등 유발 전략을 사용한 

실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었 

다는 점을 고려할 때,21 인지 갈등과 개념 변화의 관계 

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메타인지 혹은 자기 조절 전략은 개념간의 갈등 상황 

을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학습을 점검, 반성하 

Table 2.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test scores on the trait/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Trait self-regulation strategies 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PLt SMT CST EFT PLs SMs CSs EFs

Mean 11.24 13.52 14.14 12.35 11.67 13.61 13.89 15.56
SD 2.48 3.18 2.77 2.63 2.30 2.69 2.97 3.30

PLt： trait planning, SMT: trait self-monitoring, CST: trait cognitive strategy, EFT: trait effort, PLs： state planning, SMs： state self
monitoring, CSs： state cognitive strategy, EFs： state effort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he test scores of trai/state self-regulation strategies, cognitive conflict, and conception

CC1 Con PLt SMT CST EFT PLs SMs CSs

Con .131
PLt .019 .209*

SMT -.116 .072 .656**
CST -.009 .124 .683** .626**
EFT -.051 .188* .523** .499** .559**
PLs -.013 .195* .497** .475** .458** .387**
SMs .049 .202* .391** .496** .371** .333** .654**
CSs -.056 .110 .348** .405** .446** .256* .654** .687**
EFs .029 .244** .362** .212* .307** .487** .584** .512** .536**

*p<.05, **p<.01
1Spearman correlation coefficient
CC: cognitive conflict, Con: concep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밀도 개념 학습에서 자기 조절 전략과 인지 갈등 및 개념 변화의 관계 87

는 과정에 기여하므로,6 변칙 사례의 심층적인 처리를 

통해 인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유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계획, 자기 점검, 인지 전략, 

노력 등 자기 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들은 인지 갈등 점 

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다. 개념 검사 점수는 특성 

자기 조절 전략의 계획 및 노력 범주와 유의미한 상관 

이 있었다. 즉, 일반적인 학습자 특성 중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한 계획과 학습 상황에서 과제를 열심히 수 

행하는 정도인 노력이 개념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특 

정한 학습 상황과 관련된 상태 자기 조절 전략에서는 

계획, 자기 점검, 노르! 하위 범주가 개념 검사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는데, 이는 자기 조절 전략을 학 

습에 활용할 때 성취도가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들22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은 서로 유의미한 관련 

이 있으며,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은 특성 자기 조절 전 

략에 의해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16 본 연구에서도 

평소 학습 상황에서의 특성 자기 조절 전략과 밀도 개 

념에 대한 개념 변화 수업 상황에서의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들은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상태 메타인지가 특성 

메타인지보다 학생들의 성취를 잘 예측할 가능성이 제 

안되었다.23 본 연구의 경우, 계획이나 인지 전략 범주 

에서는 상관 계수가 유사하였으나, 자기 점검과 노一력 

범주에서는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이 특성 자기 조절 전 

략에 비해 개념 점수와의 상관이 높았다. 즉, 자기 조절 

전략 중 스스毛 학습 방법을 점검하고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측면은 평소 학습 상황보다 특정한 개념을 학 

습하는 상황에서의 투입 정도가 개념 변화에 상대적으 

로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개념 검사 점수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고卜. 개념 

변화에 대한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과 인지 갈등 

점수의 설명력을 조사하기 위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의 하위 범주들과 인지 

갈등 점수 중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변인은 개념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이 투입한 노력의 정도인 상태 노 

력뿐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인지적 노력 정도는 학생 

들의 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24 그러나 개념 검사 점수에 대한 상태 노력의 설명 

력은 6% 정도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 조절 전 

략이 기존 개념에 대한 불만족을 유도하여 개념에 대한

Table 4.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variables 
predicting the conception test score

Step
Variable 
entered

Multiple 
R

Accum.
R2

R2 change

1 EFs .244 .059 .059*
2 PLt .276 .076 .017
3 CC .305 .093 .017
4 SMt .312 .097 .004
5 SMs .325 .105 .008
6 CSs .334 .111 .006
7 EFt .338 .115 .003
8 PLs .339 .115 .001
9 CSt .340 .116 .000

*p<.05.

심층적인 이해를 촉진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개념 변 

화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가능성 

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기 조절 전략의 설명력 

이 작았던 결과는 대상 학생의 특성에 기인했을 수도 있 

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전 

략 사용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있고,16,25 

메타인지와 학업 성취도의 상관도 높아진다.17 따라서,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경우, 학생들이 자기 

조절 전략을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나 전략의 사용 

이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개념 변화에 대한 자기 조절 전 

략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결론 및 제언

학생이 평소에 지니고 있는 인지적 특성보다 특정 내 

용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이 개념 학습을 

설명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이 제안되고 있으므 

로5 이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이해에 근거한 개념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기 조절 전략이 인지 갈등과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계획, 자기 점검, 

인지 전략, 노력의 하위 범주로 구성된 자기 조절 전략은 

시간이나 상황에 따른 상대적인 안정성에 따라 특성 자 

기 조절 전략과 상태 자기 조절 전략으로 구분하였다.

변칙 사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유형을 조사한 결과, 

변칙 사례를 제시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 개념에 대한 

인지 갈등이 유발되지는 않았으며, 기존 개념을 유지하 

거나 변칙 사례를 무시하는 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반응 유형의 분포 측면에서도 선행 연구와 다른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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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양초 연소 시 수면 

상승을 다루었던 선행 연구3*에 비해 재해석 반응의 비 

율이 적었다. 즉, 조사한 개념이나 학년에 따라 반응 유 

형의 분포가 달라지므로, 개념의 종류나 학생의 연령이 

반응 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과 인지 갈등 정도 사이 

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특성 자기 

조절 전략 중 계획, 노력 범주와 상태 자기 조절 전략 

중 계획, 자기 점검, 노력 범주는 개념 검사 점수와 유 

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 점검이나 노력 범주 

의 경우 상태 변인이 특성 변인보다 개념 검사 점수와 

의 상관 계수가 높았는데 , 이는 평소 학습 상황보다 특 

정한 학습 상황에서 스스로 학습 방법을 점검하고 필요 

한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가 개념 변화에 더 중요할 가 

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과학 개념 학습에서 학생들 

의 일반적인 자기 조절 전략 사용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과 동시에 특정한 수업 상황에서 자기 조절 전략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문적 수 

행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기록할 수 있는 자기 점검표 

를 작성하도록 한다든지, 매 학습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 

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26 등이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개념 검사 점수에 대한 중다 회귀 분석 결과, 개념 학 

습에서 자기 조절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은 상태 노력 범주뿐이었 

다. 그러나 중학생은 전략 사용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 

고 성취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 

등학생 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성 및 상태 자기 조절 

전략의 사용과 개념 변화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개념 변화에서 학생들이 기 

울이는 인지적 노력 이 중요한 요소일 가능성을 제안한 

다. 따라서, 학생들의 인지적 노력 투입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된 동기적 신념27의 역할이나 학생들의 

노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피드백 활동28 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및 선행 연구5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학생들의 인지적 • 정의적 특성 

변인들만으로는 개념 변화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 

하므로, 개념 학습 과정에 관련된 변인이나 수업에서의 

행동적, 환경적 측면29과 개념 변화의 관계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학재단 목적기초연구 (2000-2-50100
001-3)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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