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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화학 I 수업에서 거꾸로 수업의 효과를 탐색하였다. 광역시에 소재한 외국어 고등학

교의 1학년 176명(남학생 43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거꾸로 수업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인지적·정의적 측면

에서 조사하였다.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활동지를 제공하여 학습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였고 수업 중에는 학생 참여형 활동을 진

행하였다. 한 학기 동안 거꾸로 수업을 운영한 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점수를 분석하였고, 화학 교과 및 수업 방식에 대한 인

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점수를 분석한 결과, 거꾸로 수업이 인지적 측면에서 효과적일 가능성을 보

여주었으며, 화학 교과 및 거꾸로 수업에 대한 태도와 같이 정의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조사되었다. 특히 학생들은 거

꾸로 수업이 자기 주도 학습과 메타학습을 증진시켰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학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제어: 고등학교 화학, 거꾸로 수업, 외국어 고등학교, 자기 주도 학습, 화학 교과에 대한 태도

ABSTRACT. In the study, the effect of flipped classroom approach applied to chemistry I class in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was explored. Flipped classroom was applied to 176 grade 10 students (43 boys and 133 girls) from a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for one semester and its instructional effects were studied in terms of cognitive and

affective aspects. Before the class, students were provided with guiding worksheets and asked to summarize contents. Within

the class, various student-centered activities were adopted. After the flipped classroom for one semester, mid-term and final-

term exam scores were analyzed, and students’ attitude toward chemistry class and flipped classroom were surveyed. Analy-

sis on the exam scores showed the possibility for positive impact on students’ achievement and perceptions on chemistry class

including flipped classroom approach. Moreover, some students mentioned flipped classroom was helpful for self-directed

learning and meta-cognition. Based on these results,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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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 Chemistry Class

서 론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면서 만들어 내는 혁신적

인 변화들은1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욱 키우고 있

다. 동시에 첨단 과학산업 시대에서 생존을 향한 세계 각

국의 움직임 또한 활발하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지

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

와 같은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한 국가의 생

존의 문제와 직결되며2 과학교육 역시 한 나라의 국가 경

쟁력의 맥락에서 이해되고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개정된 2015 과학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명시함으로써 과학적 사고력과 탐구능력, 그

리고 문제해결 능력 등을 지닌 평생 학습자로서의 미래

시민 양성을 추구하고 있다.3 과학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

성원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과로,4 과학 비전공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과학

교육이 필요하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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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어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학업 성

취도가 높은 학생들의 입학과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꾸준하게 명문대 진학률이 높지만 과학 비전공자로

만 구성된 학교이다.6,7 외국어 고등학교의 특성상 교육과

정 운영이 명문대 입시에 맞춰 파행적으로 운영된다는 비

판8과 함께 과학 교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9 외국어 고등학교에서의 과학

교과는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포기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

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10,11

이와 같은 특수한 환경의 외국어 고등학교의 과학과 수

업에서 지식 전달을 뛰어 넘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참여를 격려함으로써 진정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

수법의 하나로 거꾸로 교실(flipped classroom, flipped learning)

을 들 수 있다. 거꾸로 교실은 교사의 강의를 교실 밖으로, 집

에서 하던 과제 활동을 교실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수업과

과제의 순서를 뒤집은 일종의 혁신적 수업 방식이다.12,13

일반적인 거꾸로 교실 수업은 학생들이 교사가 제작한 강의

영상을 수업 전에 시청하면서 교과의 핵심 내용을 학습하

고,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학습한 것을 연습하고 응용하

는 학생 중심의 여러 활동을 하게 된다.13,14 거꾸로 교실은

미국의 화학 교사인 Bergmann과 Sams14에 의해 처음 시작

된 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여러 교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15−17 국내에서는 2014년 3월 KBS

파노라마 ‘21세기 교육혁명: 미래교실을 찾아서’가 방영

된 후 거꾸로 교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18 일선 학

교의 교사들에 의해 학습자 중심 수업 방법의 하나로 구

현되고 있다.16 

거꾸로 교실 관련 국내외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서미옥의

연구15,19에 따르면, 거꾸로 교실은 학습자의 동기, 수업 참

여도, 수업 만족도, 학습 태도 등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교과로는

과학 과목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러 학교급

중 고등학생이 가장 효과가 높았고,16 학업 성취도보다는

학습동기와 학습태도에서 더 높은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초등학교20 및 중학교21 과학 교과와 대학 일반화학실험22

및 유기화학 강의23에 거꾸로 교실을 적용함으로써 긍정

적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고려할 때

외국어 고등학교의 과학과 수업에서, 특히 학생들의 과학

교과에 대한 태도 측면에서 적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화

학I 수업에서 인문 교과나 진로와 연계하면서 교과 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학생 중심 활동을 포함하는

거꾸로 교실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화학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제시하였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학생들이 작성한 노트와 설문지 등의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거꾸로 수업이 외국어 고등

학교 학생들의 화학 학습과 수업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

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외국어 고등학교 1

학년 176명(남학생 43명, 여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

다. 학생들은 방과 후에 정해진 일과에 따라 방과 후 수업

에 참여하거나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 이 학교는 기숙형

외국어 고등학교로 교칙 및 기숙사 생활 규정에 따라 휴

대용 전자 기기나 컴퓨터 사용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거꾸로 교실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24−26 거꾸로

교실 아이디어의 핵심은 강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15,27−28 교실 수업에서 유의미한 학습 활동을 통해 이루어

지는 교사-학생, 학생-학생 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14,2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습의 중심을 학생으

로 두고 교실 밖과 교실 안의 학습을 유기적으로 연결하

여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게끔 변

형된 형태의 수업 방식으로 설계하였다.15,26

연구 절차

2016년 1학기 화학I 수업에 거꾸로 교실을 적용하였다.

전형적인 거꾸로 교실에서처럼 수업 전에 온라인으로 동

영상을 시청하는 대신,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관련

내용을 예습할 수 있도록 개발한 사전학습용 학습지(Fig. 1

의 왼쪽)를 제공하였다.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해

‘거꾸로 노트’(Fig. 1의 오른쪽)에 핵심 키워드를 찾고 학

습 내용을 요약정리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을

기록하고 답을 스스로 찾았다. 또한 매시간 학습이 끝날

때마다 수업시간 혹은 학습 과정 전반에 대해 본인의 학

습 활동을 점검하고 이를 반성하는 글을 거꾸로 노트에

작성해보도록 하였다.

수업시간에는 주로 모둠별로 문제 풀기 게임을 하거나

서로 가르쳐주기, 토론하기, 글 작성하기 등의 방식으로

학습자 중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하였다(Fig. 2). 매 단원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학습한 내용

중 어려웠던 부분과 수업시간에 실시했던 학습 방식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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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용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도록 하였다(Fig. 3). 학기가 종료된 후 화학 및

거꾸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수업

활동 평가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중간고사 및 기말

고사 성적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을 모니터링

하였다.

분석 방법

한 학기 동안 외국어 고등학교 화학 I 수업에 적용한 거

꾸로 수업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연구 대상 학생들의 2016학년도 1

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하였다. 거꾸로 교

실 적용 전후에 사전검사 및 사후검사 점수를 비교하는

것에 비해 실험설계의 엄밀도는 떨어지지만,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화학 성취도의

변화는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화학 및 거꾸로 화학 수업에 대한 태도 등과

같은 정의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업

활동 평가지’를 통해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Table 1).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작성한 거꾸로 노트와

매 단원 종료 후 작성한 수업 평가에 대한 응답을 검토하

여 다른 분석을 뒷받침하였다.

Figure 1. Worksheets for before-class activity.

Figure 2. Students participating in various clas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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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및 논의

거꾸로 교실이 학업 성취도에 미친 영향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2016년 1학기의 화학I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점수를 비교한 결과, 중간고사의 평균은 60.6(표

준편차 16.3), 기말고사의 평균은 67.9(표준편차 19.0)로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 평균이 7점 높았다. 중간고사

점수에 비해 기말고사 점수가 향상된 학생은 176명 중

107명이다. 두 점수 간 대응표본 t검증(paired t-test)을 실시

한 결과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

다(t=-6.560, df=175, p=.000). 중간고사 점수를 비교군으로

설정하여 두 점수간 효과 크기(effect size)를 계산하면 .45

로 보통 정도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시험의

난이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점수의 증가를 학

업 성취도의 향상과 연결 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문항 출제교사 및 검토교사가 공통적으로 기말고사에서

큰 폭의 점수 상승을 기대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응답

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향상 정도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꾸로 교실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거꾸로 교실이 학생들의 화학 성취도에 어떻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성취도가 향상된 학생

들이 수업 활동 평가지에 남긴 응답을 분석하였다. 우선

학생들은 거꾸로 교실 수업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동료들

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모둠 활동이 도움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모둠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

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며 배우는 과정이 학습에 도

움이 되고, 이로 인해서 수업 및 학습 과정에도 흥미를 느

낀 것으로 보인다. 즉 교실 수업 중에 학생 중심 활동으로

Figure 3. Self-evaluation form for class activity.

Table 1. Survey questions on chemistry class

·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hemistry class?
· What do you think about flipped classroom applied to Chemistry I 

class?
· How does the flipped classroom in chemistry class affect your 

achievement?
· Do you have any help from flipped classroom other than 

achievement?
· Write any feedback about the chemistry class freely

Table 2. Comparison between mid-term and final exam scores

Mid-term exam Final exam
t df P

Mean SD Mean SD

60.6 16.3 67.9 19.0 -6.560 175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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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되는 모둠 활동과 또래 교수 및 개별 학습이 학습 내

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다음의 응답으로부

터 파악할 수 있다.

•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친구들과 서로 질

의응답을 해서 성적이 올랐다.

• 미리 예습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다 보니, 모르는 친구에

게 설명을 해주며 내용이 더 잘 이해되었다.

• 모둠 활동을 하니까 내용을 더 꼼꼼하게 이해할 수 있다.

• 수업시간에 친구들과 이야기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공부

하니, 핵심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수업 전에 제공되는 학습지와 거꾸로 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파악하는 일종의 예습 활동이 학습 내용에

대한 선이해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학생들에

게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수업 중 모둠 활동을

통해 학습 내용이 쉽게 정착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학습지와 거꾸로 노트를 통한 예습 활동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 재미있고, 내용을 알아온 뒤 수업을 하니까 수업에 더 집

중을 잘 하게 되고 자신감이 붙는 것 같다.

• 예전에는 강의식 수업을 듣고 외우기만 하였는데, 거꾸

로 수업을 하면 외우기보단 이해를 해서 시험 후 기억에

오래 남는다.

•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예습을 해야 하고, 수업이 끝나고

복습까지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이 올랐다.

• 먼저 예습을 해야 하는 거꾸로 수업을 통해 내용을 공부

하면서 친구들과 어려웠던 부분과 질문들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 거꾸로 노트를 작성하여 내가 확실히 아는 부분, 모르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수업 중 다양한 학습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업 전에

제공된 학습지와 거꾸로 노트로 사전 학습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자기 주도 학습이 일어나게 되는데 학습 과

정에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이를 채워 나가는 등

메타학습이 이루어졌다. 

• 거꾸로 수업을 통해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잘 알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공부가 더 잘 되어 성적이 오른 것 같다.

• 따로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업시간에 스스로 능동

적으로 공부하니 성적이 오른 것 같다.

•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들어서

공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에서 성적이 다소 하락한 일

부 학생들도 거꾸로 수업의 장점에 대해 언급한 경우가

있었다. 앞서 제시하였듯이 사전 학습과 학생중심활동 수

업을 통해 자기 주도 학습의 습관을 갖게 된 면을 긍정적

으로 생각하였다.

• 혼자서 공부할 때는 내가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었다. 성적이 향상된

것은 아니지만 공부 과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 혼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습하는 것과 스스로 공

부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

• 성적에 딱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학습 태도는 바

꾸어 주었다.

화학 수업 및 거꾸로 수업에 대한 인식

한 학기 동안 거꾸로 교실 방식으로 진행한 화학 I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화학 교과에 대해 어

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167명이 응답하였

다. 비록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평소에도 과학에 대한 이

해도가 높은 편이고 화학 교과를 좋아한다고 응답한 학생

은 22명(13.2%)이었고, 화학은 어렵지만 노력하면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2명(55.1%)이었다. 반면 화학

은 어려운 과목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3명(31.7%)으로 세

명 중의 한 명의 학생이 화학에 대한 어려움을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화학은 어려운

교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절반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도전

해 볼만한 과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학 수업 방식(거꾸로 교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에 대해 총 166명의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

한 결과, 긍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이 146명(88.0%), 부정

적인 응답을 한 학생이 20명(12.0%)이었다. 그 이유를 분

석한 결과, 긍정적인 유형으로 제시된 것에는 ‘이해하기

쉽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41명),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

움이 된다’(37명),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다’(33

명), ‘졸리지 않다’(22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부정적인 유

형으로 제시된 것에는 ‘귀찮고 힘들다’(8명), ‘선생님의 설

명 없이 이해하기 어렵다’(7명), ‘자신의 모둠에 우수한 친

구나 친한 친구가 없다’(5명), ‘시간이 많이 걸린다’(1명)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거꾸로 교실의 수업 운영 방식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의 설명 없이 혼자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등 자기 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거꾸로 교실 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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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교실이 학습 태도에 미친 영향

거꾸로 교실이 학습 태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이외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는가?’라고 물어본 결과 155명이 응답하였다. 중복

응답된 결과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도움이 되지 않았

다’(1명), ‘잘 모르겠다’(4명), 기타(2명)로 응답한 7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화학 수업 방식이 학교생

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이들 중 ‘화학

교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19명), ‘학습

방식 및 태도에 도움이 되었다’(24명)에 대한 응답으로,

화학 교과 및 학습 방식 등 학업 관련 응답이 다소 포함되

어 있었다. 절반에 가까운 75명(48.4%)이 교우 관계에 도

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많은 응답에서 친구를 사귀고 더

욱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는데, 평소 친

하지 않던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친구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뿐만 아

니라 많은 학생들이 ‘협동심’(20명), ‘적극성’(13명), ‘표현

력 및 발표력’(13명), ‘자신감’(10명), ‘지적 성취’(8명), ‘지

적 호기심’(4명), ‘창의성’(2명)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하였고, 무슨 일이든 미루지 않고 하는 습관, 노력의

중요성, 싫어하는 것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서미옥의 메타연구15에 따르면 학습 태도에 미치는

거꾸로 교실의 효과 크기는 .63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학습 태도는 긍정적인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운영되는 거꾸로 교실의 특성상 학생

과 학생, 학생과 교사간 의사소통이 많아지게 되고, 학생

들의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있는 것

으로 보인다.20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 고등학교의 1학년 화학 I 수업에

거꾸로 교실을 적용하였다. 교사의 강의 영상 없이 학습

지를 제공하여 사전 학습을 실시한 후 수업에 참여하도록

하였고, 수업 시간에는 모둠 중심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

어졌다. 매 수업, 매 단원, 학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점검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거꾸로 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수업 활동 평가를 실시하였다. 수업 활동

평가지에 기록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하여 외국어 고등

학생에게 거꾸로 교실을 적용한 화학 수업이 어떠한 영향

을 미쳤는지 조사하였고, 학생들의 응답을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외국어 고등학교에 적용한 거꾸로 교실은

모둠 활동 위주로 학습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

하며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외

국어 고등학교 화학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법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작성한 수업 성찰

내용과 기존의 거꾸로 교실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

습 과정을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수업 전에 활동지

를 통해 사전 학습을 하고 수업에 임한 학생들은 수업 활

동에 집중하면서 참여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종의 완전학습의 형태를

거친다고 볼 수 있다.29 무엇보다 이러한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은 예습 효과를 체득하고22 자신의 학습 방식이나

태도를 점검하는 등 자기 주도 학습을 하게 된다.20,30 수업

중 동료 학생들과의 모둠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 또한 학급 내 유대 관계나 긍정적인 협력 학습 분위

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확인할 수 있

었다.31

외국어 고등학교에 적용한 거꾸로 교실 수업을 통해 긍

정적인 가능성만 확인한 것은 아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 방식이 오히려 부담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모둠 중심의 수업 활동에 대

해서는 모둠 구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

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외국어 고등학교 화학 수

업에서 학생들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안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추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계고 인문 계열 및

예체능 계열 등의 과학 비전공 학생들이 좀 더 쉽고 흥미

롭게 학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수업 전략 및 교수-학

습 자료의 개발과 그 적용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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