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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읽기틀이 대학생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일반화학실험을 수강하는 대학교 1학년 17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7명을 실

험집단으로, 나머지 10명을 비교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두 학기 동안 총 10개의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이 적용되

었으며, 그 중 수업의 초기, 중기, 후기에 해당하는 3개의 주제를 비교하였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읽기틀이 대학생

의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읽기틀을 사용한 수업이 대학생의 반성적 사고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주제어: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읽기틀, 반성적 사고, 글쓰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reading framework on college students’ reflec-

tive thinking in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A total of 17 first grade college students taking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participated in this study, with 7 i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other 10 in the comparative group.

For two semesters, a total of 10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programs were applied. The result was

shown that the lessons using the reading framework were effective in enhancing the students’ reflective thinking. As the

study progressed, the treatment group showed more changes toward the high level of reflective thinking than those of the

comparative group. 

Key words: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Reading framework, Reflective thinking, Writing

서 론

반성적 사고란 학습자가 자신의 지식 구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학습과정을 재조명하고 학습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 구조의 수정과 변형을 통해 새로운 지식 구조를

형성하도록 하는 인지적 과정이다.1 반성적 사고는 과학

학습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 객관적

인 추론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점검하게 하는 개념

학습과 개념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요건이다.2 하지만 반

성적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되지 않으며,3 학습자들이 학

습에 대해 반성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기

술적 측면과 교수 전략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어야 발달

한다.4−6

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

한 학습 전략으로는 읽기와 글쓰기가 있다. 읽기는 학습자

가 인쇄된 기호를 단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학습자

가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들의 선지식, 신념과 경험

을 토대로 텍스트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의

미 구성의 과정이다.7,8 과학 교육에서는 과학 학습이 능동

적인 의미 구성 과정인데 비해 읽기는 수동적으로 의미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인식 때문에 과학 교육에서 과학

텍스트와 읽기를 학습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있어 왔다.9 하지만 읽기는 텍스트 이해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그들이 읽은 것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게

하며,10 읽기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때 학습에 대한 반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나옴으로써 지금은 과

학에 있어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11,12

글쓰기는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이 드러나게 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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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이해한 것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13,14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내용을 발견하도록 도와준다.15,16 또한 글

쓰기는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사고를 체계적으로 조직

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개념간의 관계를 인지해야 하므로,17

개념이해와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18 반성적 사고를 촉진

한다.19 

읽기와 글쓰기가 학습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학습에 도

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성취수준이 높은 학습자는 읽기와

글쓰기 활동을 통해 제시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지식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성취수준이

낮은 학습자는 읽기나 글쓰기를 학습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없이 단순히 주어진 글만 읽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학생들에게 읽기나 글쓰기를 할 기회

를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학습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

신하기 어려우며, 학습자들이 읽기나 글쓰기를 효과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필

요하다.20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은 이러한 읽기와 글쓰기를 토

대로 탐구 과정 중에 수행하는 읽기, 글쓰기, 말하기 등의

언어적 작용을 체계적으로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의 개념 이해와 과학적 탐구를 돕기 위한 학습전략으로 개

발되었다.21,22 

학습과정에서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추가

적인 읽기전략의 제공은 학습자의 반성적 과정을 향상시

켜 인지 구조의 변화에 도움을 주고,23 이러한 능력을 지닌

학습자는 보다 효과적으로 반성적 과정을 전개시켜 새로운

이해를 창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24,25 따라서 읽기전략

의 제공을 통해 읽기와 쓰기가 학습 도구로써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반성적 사고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기반 탐구 과학 글쓰기 수업에서

제공하는 전략적인 읽기틀이 중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촉진하고, 이러한 읽기틀의 지속적 사용이 반성적 사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었다.26−28

특히, 앞으로 중등학생들을 담당할 예비교사들에게 반

성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

하다. 자신이 한 행동이나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

적 사고는 교사의 전문성신장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교사 경력이 오래될수록 자신의 교수법이

나 교육관이 고착화되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거나 변화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교사들에게 교사가 가져야 할

전문성과 관련한 교육을 미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비교사들이 수준 높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교사가 되어서도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읽

기전략으로써 제공된 읽기틀이 대학생의 반성 글쓰기에

나타는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다. 

연구 방법

연구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일반화학실험을 수강하는 부산에 소재하는

국립대학교 과학교육학부 1학년 남녀 대학생 19명을 대상

으로 수행하였다. 이 중 실험집단으로 9명, 비교집단으로

10명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실험

집단 학생 2명이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로는 실험집단 7명과 비교집단 1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학생들은 세 명 또는 네 명이

모여 한 모둠을 구성하였다. 실험집단에게는 읽기틀이 포

함된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을, 비교집단에게

는 읽기틀이 없는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을 적용

하였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개발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은 Keys 등이 개발한 학습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남정희 등이 개발한 탐구적 과학 글쓰기 프

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며, 의문 만들기, 실험설계 및 수행,

관찰, 주장과 증거, 읽기, 반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다.21,29

각 단계에서 학생들은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협상과정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며, 의문 만들기부터 주장과 증거 단계

까지는 수업시간 내에 함께 이루어지고 읽기와 반성단계는

과제로 제시되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차이점은 읽기 단계에 있다. 비

교집단은 읽기 단계에서 탐구활동을 마치고 읽기자료에

서 찾은 과학적 개념과 관련한 내용을 찾아서 서술하지

만 읽기 단계 자체가 명시적으로 하위 단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실험집단은 ‘읽기’ 단계를 읽기틀과 읽기로

세분화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읽기틀은 탐구활동의 결

과를 바탕으로 모둠원들이 제시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

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서 찾아

출처와 함께 기록하는 표이다. 실험집단은 읽기자료에

서 찾은 자료들을 먼저 읽기틀에 맞추어 작성하고 읽기

틀에서 찾은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내용으로 재구성하

여 읽기 단계에서 서술한다. Table 1에서는 이 두 수업의

단계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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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에서 읽기 단계를 수행하

기 전에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의문에 답하기 위해 수행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들을 모둠 내,

모둠 간 논의를 통해 공유하고 논의한다. 이들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들 간의 협상을 통한 지식의 구성이 수업의 초점

이 되며, 이러한 지식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의 주장은 다

른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타당성을 검증받는다. 그러

나 이러한 검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내린 학생들의 결론이나 논의 결과는 실험을 수행한 학생

들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합의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

며, 학생들이 합의한 내용이 과학적인 개념과 일치하지 않

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검증된 정보가 추가로

필요하다. 

읽기틀은 자신의 주장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

을 여러 출처로부터 찾아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하도

록 안내한다. 읽기틀 작성을 통한 정보의 재구성은 학습자

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실험을 통해 학습한 지식, 외

부 자료를 통해 받아들인 지식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 과

정은 지식들 사이에서 학습자의 내적인 협상을 통한 학습

이 일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여 자신의 주장과 유

의미하게 연결시킬 수 있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의 주제 선정 및 수업 처치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일

반화학실험에서 다루는 주제 중 10개를 선정하였다(Table 2).

선정된 주제에 대해서 과학교육 전문가 1명, 과학교육 박

사 1명, 과학교육 박사과정 2명이 공동으로 논의기반 일반

화학실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의 적용: 요약 글쓰기

(Summary Writing)를 통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의

동질성을 판별하였다. 2012년 3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총 10개의 활동 프로그램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에 적

용 되었으며, 각 주제별로 12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

였다. 

검사 도구 및 분석 도구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 처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

생들의 동질성을 판별하기 위해 요약 글쓰기를 실시하

였다. 그리고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읽기틀의 사

용이 대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작성한 반성 단계에서 작

성하는 반성 글쓰기를 「반성적 사고 분석틀」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요약 글쓰기: 이 연구에서 요약 글쓰기는 연구 대상 학

생들의 동질성을 검사하기 위해 사전에만 실시하였다.

요약 글쓰기에서 학생들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이를 설명하는 편지글을 작성하였다.

요약 글쓰기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과학개념의 이해,

논의능력 평가 및 과학 학습 정도의 파악에 유용한 도구

이다. 

요약 글쓰기 평가틀: 요약 글쓰기 평가틀은 Hand30 등이

Toulmin31의 논리적 접근법을 기반으로 개발한 평가틀을

주제에 맞게 수정하여 요약 글쓰기 분석에 사용되었다. 요

약 글쓰기 평가틀은 요약 글쓰기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big

idea, 과학 개념, 논의구조, 글쓰기의 수사적 구조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Big idea는 단편적인 개념들의 집합이 아니

라 학습 목표에 해당하는 핵심 내용을 의미하며 서술 수준

에 따라 0, 5, 10,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과학 개념 부

분에서는 주제와 관련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는지를

평가하며 요약 글쓰기에서 주제와 관련된 개념 당 1점을

부여하였다. 논의능력에서는 논의의 구조와 증거의 제시

방법을 평가한다. 논의 구조의 복잡성 정도에 따라 1점 또

는 2점을 부여하고 증거의 제시 방법에서 단순히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면 1점, 증거로써 제시한 자료에 해석

을 더하여 설명하면 2점을 부여하였다. 수사적 구조는 학

Table 1. Steps of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with reading framework without reading framework

· Beginning ideas
· Tests 
· Observations
· Claims & Evidence 
· Reading Framework
· Reading
· Reflection

· Beginning ideas
· Tests 
· Observation
· Claim
· Reading
· Reflection

Table 2. Topics of argumentation-based general chemistry laboratory

Topic

1 Acid and base titration 

2 Enthalpy

3 Equilibrium constant

4 Electrolysis & Plating

5 Back titration 

6 Recrystallization & Filtering

7 The heat of dissolution & Supercooling

8 Chromatography

9 Oxidation-reduction titration

10 Chemical rea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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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작성한 글이 요구하는 양식에 부합하는지, 독자에

게 적합한지, 문맥이 논리적인지를 평가하며, 수준에 따라

0, 2, 4점을 부여하였다. 

반성적 사고 분석틀: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에서 읽

기틀이 대학생들의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허은아가 개발한 반성적 사고 분석틀을 사용

하였다.32 이 분석틀은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분석하고 반성적 사고를 기술적 작문, 기술

적 반성, 대화적 반성, 비판적 반성의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 Hatoon & Smith의 반성적 사고 유형과 반성적

사고 요소를 참고하여 반성적 사고를 1수준에서 5수준

으로 구분하였다.33 이 분석틀에서는 Hatoon & Smith의

기술적 작문을 1수준, 기술적 반성을 2수준으로 하고,

대화적 반성은 3수준, 4수준, 5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사

용하였다.

과학교육 박사 과정 2인과 석사 과정 1인이 요약 글쓰기

와 반성 글쓰기 분석에 참여하였다. 1차로 요약 글쓰기 평

가틀과 반성적 사고 분석틀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작성한

글을 함께 평가하면서 분석에 대한 세부 기준을 합의하고,

2차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3명의 분석자가 함께 분석을 진

행하였다.

연구 결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 비교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 읽기

틀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

단의 동질성을 비교하기 위해 요약 글쓰기를 실시하고 평

가 결과를 t-test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요약 글쓰기의 세

부요소와 총점 평균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은 동질집단으로

간주하였다(Table 3).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반성 글쓰기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 분석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에서 읽기틀의 사용 경험

에 따른 반성적 사고를 분석하기 위해 10개의 실험 주제

중 초기, 중기, 후기 부분에 실시한 세 개 주제에 대해 논의

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보고서의 반성 글쓰기(Topic1,

Topic 5, Topic10)를 분석하였다. 특히, 중기에 해당하는 주

제의 경우, 1학기 마지막 주제인 Topic 5와 2학기 첫 주제인

Topic 6 사이에는 방학 때문에 두 달간의 공백이 있어 학생

들이 작성한 글의 연속적인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1학기

마지막 주제인 Topic 5를 분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

Table 3. Homogeneity verification between treatment group and comparative group

Treatment (N=7) Comparative (N=10)
t p

M SD M SD

Big idea 7.14 3.934 3.50 4.116 1.828 .088

Scientific concept 4.57 2.299 2.50 2.068 1.943 .071

Argumentation ability 14.29 5.880 14.00 9.510 .070 .945

Rhetorical structure 4.86 2.795 5.20 3.155 −.231 .821

Total 30.86 12.199 25.20 15.754 .795 .439

*p<.05 

Table 4. Reflection levels of treatment and comparative group

Group Topic Frequency & Percentage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Level 5

Treatment

1
Frequency 7 8 10 6 3

Percentage 20.6 23.5 29.4 17.7 8.8

5
Frequency 4 1 15 5 2

Percentage 14.8 3.7 55.6 18.5 7.4

10
Frequency 4 3 5 7 11

Percentage 13.3 10.0 16.7 23.3 36.7

Comparative

1
Frequency 8 10 16 5 3

Percentage 19.1 23.8 38.1 11.9 7.1

5
Frequency 6 9 17 5 4

Percentage 14.6 22.0 41.4 12.2 9.8

10
Frequency 18 9 13 7 5

Percentage 34.6 17.3 25.0 13.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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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따라서 1학기 첫 주제인 Topic1, 1학기 마지막

주제인 Topic 5, 2학기 마지막 주제인 Topic10을 분석할 주

제로 선정하였다. 

반성적 사고 수준의 분석은 각 실험 주제별로 1수준에

서 5수준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별 빈도와 빈도 백분

율을 비교하였다.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에서 각 실

험 주제별로 1수준에서 5수준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수

준별 빈도와 빈도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Table 4).

학기 중 가장 마지막에 실시된 탐구적 과학 글쓰기 활동

에 해당하는 주제10의 경우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이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반

성적 사고인 4수준과 5수준이 높게 나왔다. 실험집단의 경

우 주제10의 반성 글쓰기는 주제1의 반성 글쓰기에 비해 1

수준 7.3% 감소, 2수준 13.5% 감소, 3수준 12.7%로 감소한

반면 4수준 5.6% 증가, 5수준 27.9% 크게 증가하였다. 또

한 주제5의 반성 글쓰기에 비해 1수준 1.5% 감소, 2수준

6.3% 증가, 3수준 38.9%로 크게 감소한 반면, 4수준 4.8%

증가, 5수준 29.3% 크게 증가하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주제10의 반성 글쓰기는 주제1의 반성

글쓰기에 비해 1수준 15.5% 증가, 2수준 6.5% 감소, 3수준

13.1%로 감소한 반면, 4수준 1.6% 증가, 5수준 2.5%로 조

금 증가 하였다. 주제5의 반성 글쓰기에 비해서도 1수준

20.0% 크게 증가, 2수준 4.7% 감소, 3수준 16.4.%로 크게

감소한 반면, 4수준 1.3% 증가, 5수준 0.2% 조금 감소하였

다(Fig. 1, 2).

다음은 학생들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의

주제별 비교이다. 첫 번째 주제(Topic1)에 대해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과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적 사고 수준에 대한 빈도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Fig. 3).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은 1수준 20.6%, 2수준 23.5%, 3수준

29.4%, 4수준 17.7%, 5수준 8.8%로 나타났다. 읽기틀을 사

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은 1수준 19.1%, 2수준 23.8%, 3수준 38.1%, 4수

준 11.9%, 5수준 7.1%로 나타났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1수준,

2수준, 3수준과 같이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높게 나

온 반면 4수준과 5수준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

는 낮게 나왔다. Hatoon & Smith(1995)의 반성적 사고 유

형에 따르면 1수준 기술적 작문, 2수준 기술적 반성, 3수

준 대화적 반성은 반성적 사고 중 낮은 수준에 해당된

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첫 번째 주제에서 실험집

단과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고차원적인 반성 과정 보다는

개념에 대한 단순한 기억과 자신의 느낌과 감상에 치우쳐

보고서를 작성하는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를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opic1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반성 글쓰기 사례 중 일부이다.

<사례 1-실험집단>

 

Figure 1. Reflective thinking change of treatment group.

Figure 2. Reflective thinking change of comparative group.

Figure 3. Frequency of reflective thinking in the top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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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실험집단>

Topic1의 반성 글쓰기에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활동

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 지

어 서술하기 보다는 실험결과만을 간단히 기술하는 정

도의 수준을 보인다(사례 1), 비교집단 또한 실험의 오차

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오차의 원인을 깊이 설명하려 하

기 보다는 단순히 개인오차나 기기오차로 설명하는데

그친다(사례 2). 

다섯 번째 주제(Topic 5)에 대해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

집단과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적 사고

수준에 대한 빈도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Fig. 4).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은 1수준 14.8%, 2수준 3.7%, 3수준 55.6%,

4수준 18.5%, 5수준 7.4%로 나타났다.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

준은 1수준 14.6%, 2수준 22.0%, 3수준 41.4%, 4수준 12.2%,

5수준 9.8%로 나타났다.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경우 첫 번째 주제에

나타난 반성적 사고에 비해 눈에 띄는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 집단의 경우 첫 번째

주제에 비해 2수준은 19.8% 감소, 3수준은 26.2% 증가했

는데 이것은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프로그램이 진행됨

에 따라 실험집단의 경우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줄어

들고 높은 수준으로의 반성적 사고로 조금씩 변해 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opic5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반성 글쓰기 사례 중 일부이다. 

<사례 3-실험집단>

<사례 4-실험집단>

Topic 5의 반성 글쓰기에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자신

이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할 때, 글만이 아닌 다른 형태를 사

용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나타난다(사례 3).

글이 아닌 그래프나 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인지하고 재구성해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려는 학습자는 글로만 표현하는 학

습자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프로그램 적용 초기에

비해 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러나 원인을 설명할 때 뒷

받침이 되는 근거를 책과 같이 전문적인 자료에 기반하여

서술하기 보다는 자신의 알고 있는 내용으로만 서술하는

모습이 나타난다(사례 4).

마지막 주제(Topic10)에 대해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

단과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적 사고 수

준에 대한 빈도 백분율은 다음과 같다(Fig. 5).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적 사고 수준은 1수준 13.3%, 2수준 10.0%, 3수준

16.7%, 4수준 23.3%, 5수준 36.7%로 나타났다.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

적 사고 수준은 1수준 34.6%, 2수준 17.3%, 3수준 25.0%, 4

 

 

 

Figure 4. Frequency of reflective thinking in the Topi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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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13.5%, 5수준 9.6%로 나타났다.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논의기반 일반화학

실험 활동이 진행될수록 1수준, 2수준, 3수준과 같은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줄어들고 4수준과 5수준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경우 낮은

수준의 1수준 2수준 3수준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거나 별

다른 차이가 없고 높은 수준의 4수준과 5수준은 조금 증가

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학생이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학생에 비해 각 주제별로 수업이 진행될

수록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에서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

고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Topic10에 대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학생들의

반성 글쓰기 사례 중 일부이다.

<사례 5-실험집단>

<사례 6-실험집단>

Topic10의 반성 글쓰기에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자신

이 실제로 수행한 실험 과정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이에 대

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다(사례 5). 특히, 이 과정에서 개

인적인 경험이나 막연한 표현을 사용하기 보다는 과학적

개념과 이론 등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수행한 활동을 검증

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비교집단의 학생들은 실험 과정

에 대해 되돌아보기는 하지만 어떠한 부분이 왜 잘 수행되

거나 그렇지 못하였는지에 대해 명료하게 서술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사례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에서 읽기

틀이 대학생의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논의기반 일반화학

실험 활동이 진행 될수록 1수준, 2수준, 3수준과 같은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줄어들고 4수준과 5수준과 같은 높

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읽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경우 논의기반 일반화학실험

활동이 진행 될수록 1수준, 2수준, 3수준과 같은 낮은 수준

의 반성적 사고는 크게 증가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지

만 4수준과 5수준과 같은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는 조금

증가하거나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논의기반 일반화

학실험 활동에서 읽기틀을 사용한 실험집단의 학생이 읽

기틀을 사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학생에 비해 수업이 진

행될수록 낮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로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반성 단계에서 반성 글쓰기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

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작성하도록 요청한다. 여러 가지 생

각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반성이

라고 할 수 없으며, 생각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 있게 연결

지어야만 높은 수준의 반성이라 할 수 있다. 실험집단은

읽기틀을 통해 읽은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재구성하

는 등의 읽기 전략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읽기

전략의 사용은 학습자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내용과 새로

알게 된 지식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들을 연결하도록

도울 수 있다. 반성적 사고는 학습 과정에서 자신이 무엇

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련한 메타인지

와 연관이 있다. 읽기틀을 통한 정보 사이의 연결은 학습

내용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고 이는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를 지원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읽

기틀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

사이의 연결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학생

들이 작성한 반성 글쓰기에서 나타난 반성의 수준에도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 수준은 학습의 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Figure 5. Frequency of reflective thinking in the Topic1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820 남정희·이동원·박성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자

신의 생각이나 행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개념과 연관 지

어 이해하는 능력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반성의 기회만을

제공한다 해서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읽기틀의 제

공과 같이 반성적 사고를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이 함께 제

공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읽기전

략의 제공만으로 학습자가 높은 수준의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때 점진적으

로 더 깊은 반성적 사고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읽기틀을 사용한 논의 기반 일반화학실험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학생들의 반성적 사고를 돕기 위한 전략의 제공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읽기 전략으로써 제공된 읽기틀이 학생들

의 반성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반성

적 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요인 중 하나로 메타인지가 있다.34,35 각각의 학습자가 가지

고 있는 메타인지의 수준은 상이하며, 같은 처치를 하더라

도 다른 메타인지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반성적 사

고의 수준에 있어서 다른 변화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자가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의 수준이 반성적 사고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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