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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실험 수업에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
학업성취도 및 과학적 태도에 대한 효과

Applications for Self-Regulating Learning Strategy to Quantitative 
Relationships in Chemical Reaction

김연철*, 박종근**

Yeon Chul Kim*, Jong Keun Park**

요 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이용하여, 고등학

교 화학Ⅰ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단원의 탐구실험 수업에 응용하였으며, 학업성취도 및 과학적 태도에 대한 효과

를 연구하였다. 학업성취도의 경우,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실험집단 학생들은 모둠별 토의, 메타인지 활동 등으로 부피비, 몰비, 입자수 비 및 계

수 비, 등의 양적관계를 더 잘 이해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메타인지와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과학적 태도의

경우, 준비성, 호기심, 등에서 두 집단 간의 평균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과학적 태도는 행동조절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메타인지와 과학적 태도에 대한 효과를 고려할 때,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이 시대에 필요

한 창의성 및 인성교육에 가장 적합한 교수-학습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자기조절 학습전략, 탐구실험 수업, 과학성취도, 과학적 태도

Abstract Using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ies that can cultivate the creative and critical thinking required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was applied to the exploration experimental class of the section 
‘quantitative relationship in chemical reactions’ in high school chemistry and the effects on academic 
performance and scientific attitudes were analyzed. In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although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e pre-test, the average value of the experiment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ost-test. In the case of scientific attitudes, the difference in average points between 
the two groups was the greatest in readiness and curiosity. In the post-test of the experimental group, academic 
achievement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meta-cognition and scientific attitude with behavioral regulation,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metacognition and scientific attitudes,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ies are the most suitable teaching-learning forms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this era.

Key words : 
 self-regulating learning strategy, classes of scientific exploration experiment,  scientific 
achievement, scientific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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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인공지능 (AI), 빅 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기반

으로 하는 사회는 창의적인 사고 뿐 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함께 갖춘 융합적인 인재상을 원하고 있다[1].

이를 위하여,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 문제를 합리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인성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교육부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을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로 발표하였다[2]. 이 교

육과정은 일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연 현상과 실생활 문제

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폭넓은 탐구실험 (체험)을 하게

한 후, 과학의 핵심개념을 습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과

학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학생 참여 및 학생 중심의 탐구실험

을 통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학

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생주도형 교수-학습을 유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스스로 원하는 지식을 획득하며, 스

스로 학습을 조절하는 자기조절 학습이 가장 적절한 교

수-학습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4].

자기조절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5,6], 행동조

절이 가장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도출한다고 강조한 반

면, 다른 연구 결과들은 동기조절을 강조하였다[7]. 이

처럼 자기조절을 잘하는 학습자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학습에 필요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조직

한 후, 학습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3,8]. 또한 자

기조절학습 전략을 수업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학

업성취도 [9-12] 및 학습에 관련된 태도가 향상되었다

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13-18].

한편 이 전략을 과학 탐구실험에 적용하여 학업성취

도 및 과학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19,20]. 절차적 단계를 갖는 탐구실험 (문제인식 ∼ 결

론도출)에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하면, 각 단계별로

과학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할 수 있으며, 과학적

태도의 세부요인 (호기심, 자진성, 준비성, 협동성, 신중

성, 정직성, 객관성, 개방성, 계속성, 비판성)에 미치는

효과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탐구실험 수업은 과학적 개

념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태도를 배양하는 탐

구활동으로 구성된 교수-학습이다[21]. 따라서 탐구실

험에서 학습자의 인지, 동기 및 행동적인 활동이 과학

성취도 및 과학적 태도 효과에 반영되어 나타날 것이다

[22-24].

학생 주도형 인지, 동기 및 행동적인 활동을 탐구실

험 수업에 변별력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학생들이 어

려워하는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단원을 선정하였

다. 화학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적 관계를 몰

단위로 나타내지만, 탐구실험에서 물질의 취급은 질량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분자량을 매개로 몰

수와 질량 사이의 관계를 환산하는 절차적 과정이 수반

된다. 이전의 연구 결과 [25,26], 학생들은 몰 단위와 질

량 단위 사이의 환산과정을 어려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탐구실험 수업

에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하여, 학업성취도 및 과학

적 태도 효과를 연구하였으며, 이들과 자기조절학습 전

략과의 상관관계를 조사․분석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탐구실험 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의한 과

학성취도 및 과학적 태도의 효과, 어려운 개념에 대한

탐구실험 교수-학습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단원의 탐구실험 수업에

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과학적

태도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단원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조절 학습 전략을 이 단원에 적용했을 때,

과학적 태도 및 과학 학업성취도 효과는 어떠한가?

셋째,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과학적 태도 사이의 상관

관계는 어떠한가?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거제시 (농어촌 전형)에 소재한 일반계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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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2학년 2개 학급 54명을 대상으로, 중간고사

성적 순위가 비슷한 두 학급을 실험집단 27명과 통제집

단 27명으로 구성하였다. 2학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지역보다 대체로 낮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평균

점수보다 5점 정도 낮음). 이 학교는 고교학점제 선도

학교로 선정되어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37%의 학생들

이 화학 Ⅰ을 선택하고 있다.

2) 설문지 제작 및 실시

자기조절 학습전략 및 과학적 태도에 사용된 설문지

는 이전에 사용된 검사도구 [19,27]를 바탕으로, 고등학

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정하였다. Y고등학

교 2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연구단원의 특성에 맞

게 수정․보완한 후,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설문 이해도, 일선교사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최종 수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에 관한 검사 도구는 인지조절 6개 분

야 26 문항, 동기조절 4개 분야 26 문항 및 행동조절 5

개 분야 26 문항, 총 78개 검사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학적 태도에 관한 검사 도구는 10개 영역 (호기심, 자

진성, 준비성, 협동성, 신중성, 정직성, 객관성, 개방성,

계속성, 비판성), 항목별 3 문항씩 총 30 문항으로 구성

하였다[14].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자기조

절학습 전략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

집단에 탐구실험 수업을 처치한 후, 사후 검사를 하였

다. 사전 및 사후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각각 50분이었

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는 실험 활동 외의 다른 변

인은 같게 유지되었다. 54명 조사 대상자 모두가 성실

하게 응답하여 이들 설문지 모두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사전 학업성취도는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활용하였

다. 사후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실험 활동 후, 1학기

기말고사 지필평가 (80 %)와 수행평가 (20 %)를 활용

하였다. 수행평가는 과제 활동에 따른 실험보고서로 평

가하였다. 실험보고서 채점 기준은 수업 자료를 참고로

연구자가 제작하여, 이를 화학교과 교사 2명과 협의를

통해 논의․심의한 후, 채택하여 실행하였다. 실험 보고

서는 가설설정, 탐구설계, 변인 통제, 탐구수행, 자료 분

석 및 자료변환, 인과관계, 결론정리 등 7개의 세부 분

야로 분류하여, 각 요소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대한 세부요소
Table 1. Sub-elements for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ies

전략
세부요
소

자기조절 학습전략의 세부요소에 대한 활동

인
지
조
절

인
지

시
연

실험 수업에서 실험내용 및 과정의 중요한
부분에 관심과 주의를 집중하게 함.

정교
화

실험내용및현상에대해여러가지예로써관
련지어 이해하게 함.

조직
화

실험과정및 실험결과를조직적이고 논리적
으로 정리하게 함.

메
타
인
지

계
획

실험활동을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하여 실험
시작 전에 발표하게 함.

점
검

실험활동이제대로진행되어가는지확인하게
함.

조
절

실험활동을 하다가문제가 생기면실험을 중
단하고 다시 확인하게 함.

동
기
조
절

목적지
향성

실험을성공적으로마무리할수있도록 높은
수준의노력과주의집중을하게함.

자아효
능감

실험을 다른 모둠보다 더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함.

성취가
치

실험의 내재적 가치들을 지각하게 하여, 실
험활동에 집중력을 높이게 함

학습불
안

이해되지 않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
해 시범을 보여주며 따라 하게 함.

행
동
조
절

행동통
제

어려움에부딪혀도포기하지않고실험을 계
속해 나가도록 함.

학업시
간관리

주어진 시간동안 가장 효율적인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주지시킴.

도움구
하기

원활한 실험활동을 위해 모둠 내 토론 및 도
움 요청을 하게 하였음.

학습환
경

충분한 준비물을 제공하였으며,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컴퓨터 등도 설치해 놓았음.

자기강
화

실험을 실패하면 성공할때까지 계속해서 실
험을 할 수 있게 하였음.

자기조절 학습전략에 의한 탐구실험 수업

자기조절 학습전략이 적용된 탐구실험 수업은 자기

준비, 자기점검, 자기실행, 자기평가의 순서로 진행되었

다. 자기 준비는 학습환경 구성 및 학습동기 자극 단계

이며, 자기 점검은 학습목표 설정 및 학습내용 정교화

단계이다. 자기 실행은 실험자료 수집 및 결론도출 단

계이며, 자기평가는 결론으로부터 학습내용 정리 단계

이다.

자기조절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과학적 태도 및 학업

성취도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화학 I 교과서에

서 ‘화학반응식’ 단원에 제시된 3개의 실험주제를 선정

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3차시 실험수업 지도안

을 작성하여 수업처치 하였다. 1) 화학반응을 ‘화학식’

및 ‘화학반응식’으로 완성하는 탐구활동 (토의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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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부피단위, 몰 단위 및 질량 단

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탐구활동 (토의 및 발표),

3)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의한 이산화탄소 생

성실험으로,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부피비, 몰비, 입자

수 비, 계수비, 등 양적관계를 탐구실험으로 확인하였

다.

사후 검사를 위하여, 두 집단에 대해 지도 교사가 실

험 활동 시작 전에 시작할 실험내용과 각 요소와의 관

련성, 주의 및 점검 사항, 등 기본 사항들은 동등하게

설명하였다. 실험집단 학생들에게 탐구실험 전에 표 1

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과 탐구실험 수업의 지도안 4단

계 프로그램 (자기준비, 자기점검, 자기실행, 자기평가)

을 설명한 후, 수업처치 한 반면, 통제집단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수업 처치 기

간은 2020년 6월 17일부터 15일간 (3차시) 진행되었다.

3) 분석방법

탐구실험 수업을 끝낸 후, 학업 성취도 및 과학적 태

도에 관하여 사후검사를 하였다. SPSS v. 25.0을 활용

하여 집단별 사전․사후검사의 차이를 t-검증으로 확인

하였으며, 세부요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위해 교차분

석 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 척도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인 Cronbach α값을 산

출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토의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에 대한 이해도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화학 Ⅰ에 제시된 단원과 그 단원에 나

오는 화학반응식, 양적관계, 몰, 몰농도, 등에 대한 이해

도를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 54명 중 성실하게 답

변한 47명의 조사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62%의

학생들이 ‘화학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단원을 가장 어려

운 단원으로, 몰, 몰농도, 등이 어려운 개념으로 조사되

었다. 이런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였다

[25,26].

그림 1. 화학 Ⅰ에서가장어려운단원과그단원에서어려운개
념

Figure 1. The most difficult unit in Chemistry I and its difficult
concepts

1) 탐구실험 수업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효과

자기조절학습 전략 하에서 탐구실험 수업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를 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

가 생겼으며 (p=.009), t-검증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

었다. 실험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

다. 평균값 차이는 행동조절에서 가장 크고, 인지조절,

동기조절 순으로 나타났다. 각자의 역할 분담에서 자기

조절 4단계 과정 (자기준비, 자기점검, 자기실행, 자기

평가)이 행동통제와 도움구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

로, 행동조절에서 평균값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전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의 적용에서, 학생의 내적

동기유발이 자신감 및 만족감의 증가[10]와 조직화 및

정교화의 활성화로[28], 동기조절의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2. 실험집단의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대한 사전 및 사후검
사 결과

Figure 2. Pre- and post-test results of self-regulation learning
strategies in experimental groups

2)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따른 과학적 탐구능력 효

과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부피 비, 몰비, 입자수 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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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비)를 확인하는 탐구실험 수업에 이 프로그램을 적

용하여 과학적 탐구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두 집단에 대해 t-검증하였으며, 과학적 탐구능력에 대

한 두 집단 간의 사후검사 평균값 차이를 그림 3에 나

타내었다.

그림 3. 두 집단 간 과학적 탐구능력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Figure 1. Post-test results of scientific exploration between two

groups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집단 학생들이 더 많은 호기심과 관

심으로 모둠별 질문과 토의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가설

설정 (잠정적 결론)에서 두 집단 간에 가장 큰 평균값

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탐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실

험집단의 모둠 내에서 충분한 토의로 탐구결과를 정확

하게 이해하고 예상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탐구실험의

이해 여부에 따라 가설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집단

간에 탐구실험 이해도 차이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탐구실험 활동을 계획, 점검 및 조절하는 ‘메타

인지’와 모둠별 질문과 토의에 의한 ‘도움구하기’ 전략

등이 실험집단의 평균값을 더 높게 만든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이전의 연구에 의하면, 과학탐구 활동에서 학습

자의 동기 부여[11]와 비형식 탐구실험 수업[24]이 무엇

보다 과학탐구 능력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3)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탐구실험 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학업성

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에 대

해 사전 및 사후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통계

처리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그림 4. 학업 성취도에 대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사이의 평균
값 차이

Figure 4. The difference in average values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for academic
achievement

사전검사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보다 평균값이 약

간 높았으나,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평균값이 약간 증가하였다. 적은 평균값 차이는 탐구실

험 수업에 의한 수행평가 20%만 사후검사에 기여되었

기 때문이다. 두 집단의 평균값 차이는 작지만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났다.

통제집단은 교과서에 제시된 대로 실험내용, 실험과

정, 실험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후,

개인별 역할을 부여하여 학생주도적 탐구실험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개념을 배우고 난 뒤, 그 개념을 확

인하는 목적으로 실험 수업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결과 실험과정을 따라가면 탐구결과가 당연히 도출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모둠 내의 토의 및 토

론 활동이 소극적이고 미약하였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탐구실험 수업에 대해 모둠별

토의 활동을 통해, 탐구실험 내용에 따른 설계, 실험과

정, 자료수집에 따른 결론도출, 등을 잘 이해한 후, 탐

구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의문점에 대한 토의 내용을

자신의 보고서에 작성해 나갔으며, 이론에서 배운 양론

관계 개념뿐 만 아니라, 부가적인 탐구실험 결과를 획

득하려고 노력하였다. 반응물 (질량단위)과 생성물 (부

피단위) 사이의 관계로부터 부피비, 몰비, 계수비, 등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실험을 통해 화

학반응식의 양적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험집단

의 평균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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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험집단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학업성취도사이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and academic performance for experimental groups

자기조절 학습 요소 학업 성취도

인지조절

인지 .548**

메타인지 .718**

소계 .651**

동기조절 .502**

행동조절 .464*

계 .658**

*: p<.05, **: p<.01

실험집단에 대한 자기조절학습 전략과 학업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표2에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와 메

타인지 사이의 상관성이 가장 높게, 그 다음으로 동기

조절과 행동조절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메타인지가 학

업성취도와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이유는 계획, 점검,

조절로 구성된 메타인지 과정이 탐구실험 과정에 더 적

절하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확인하고

점검하며, 조절하는 과정이 탐구실험의 절차적 과정과

잘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 점검, 조

절에 의한 실험 활동을 성공적으로 완성하려는 욕구

(성취동기와 목적 지향성)가 더 강해지며,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했기 때문에 메타인지조절이 높

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6,9], 학업 성취도는 실제

학습을 실행하려는 학습의지 능력 및 전략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학습자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 자기조절

학습전략과 학업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5) 자기조절학습 전략에 따른 과학적 태도 효과

탐구실험 수업에서 자기조절학습 전략이 과학적 태

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사후 검사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과학적 태도에 대한 두 집

단 간의 사후검사 평균값 차이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그림 5. 과학적 태도에 대한 두 집단 간의 평균값 차이
Figure 5. The difference in average values between two groups

of scientific attitudes

과학적 태도에 대한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후검사에서 과학적 태도의 하위

요소 (호기심, 자진성, 준비성, 정직성, 객관성, 개방성,

계속성)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평균값의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집단 학생들은 탐구실험 내용 및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나 호기심이 해결될 때까지 모둠내 질문 및 토

론을 계속한 결과, 주위에 도움 구하기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탐구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계획단계에

서부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따라서 준비성, 호기심 및

자진성에서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탐구실험이 실패하더라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또 실험을 성공시

키기 위하여, 점검 및 조절하는 과정을 통해 과제에 집

중하는 활동과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통제 및 자

기강화 노력이 계속성 및 정직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의 연구 결과[11], 자기조절 학습

전략이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비교적 많이 하여 모

둠토론과 의사소통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Lee[13]의 연

구 결과, 메타인지가 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와 비슷하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우리나라 과학교육은 대학입시에 매몰되어 과정중심

보다 결과중심의 교수-학습이 진행되어 왔다.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기보다 암기위주나 점수향상을 위한 문

제풀이에 초점을 두고 과학 교수-학습이 이루어져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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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5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서 제시되

고 있는 바와 같이, 과학적 탐구 (탐구실험, 해보기, 체

험)를 바탕으로 탐구과정과 핵심개념을 이해하도록 교

수-학습이 정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화학반응의 양적관계 단원 탐구실험 수업

에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

도와 과학적 태도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 전략을 탐

구실험에 적용한 사례는 드물며, 이 연구 결과들은 새

로운 교육과정 편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고등학교 11학년 화학Ⅰ ‘화학반응식’ 단원에서 반응

물과 생성물 사이의 양적관계를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한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연구하기 위하여, 거

제 지역 A고등학교 1학년 학생 54명 (실험집단 27명,

통제집단 27)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탐구실험 수업에 처치한 후, 두

집단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

의 평균값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균값 차이

는 행동조절에서 가장 켰으며, 인지조절, 동기조절 순으

로 나타났다. 행동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모둠

원의 역할 분담에 의한 탐구활동이 행동통제와 도움구

하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집단의 학업성취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에서 두 집단의 평균

값의 차이가 없지만,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

단보다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특히, 두 집단은 탐구실

험 보고서 영역에서 차이를 보였다. 탐구실험 활동에서

부피비, 몰비, 분자수 비 및 계수 비에 대한 개념을 더

잘 이해했으며, 탐구실험을 통해 화학반응식의 양적관

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검사의 상관관계에서, 학업 성취도와 메타인지

조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실험과정

동안 메타인지 활동 (계획, 점검, 조절)으로 교수-학습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험집단 학생들이 탐구실험의 각 단계에서 더 많은

호기심 및 관심을 가지고, 모둠별 토의가 더 적극적이

었다. 이러한 탐구실험 수업의 집중도에 따라 사후검사

에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2. 제언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고등학교 화학반응의 양적

관계 단원에 활용하여 과학적 태도 및 학업 성취도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지금까지 자기조절학

습 전략은 주로 이론 강의수업에 적용한 후, 그 효

과들을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자기조절학습 전략을

탐구실험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흔하지 않으며, 이

러한 시도는 탐구실험 수업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실험 수업은 절차적 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이러

한 각 과정은 개인별로 분담된 역할 수행에 의해

완성되며, 각자가 그 과정의 이해여부에 따라 실험

의 성패가 결정된다. 통제집단 학생들은 이론에서

배운 개념을 확인할 목적으로 탐구실험 수업을 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험결과가 이론에서

배운 결과를 따라하기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으므로,

여러 가지 질문과 토의 활동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험집단 학생들은 배운 개념을 확

인하는 것 이외 추가적인 사실이나 개념을 획득하

려는 경향성이 강하였다.

과학적 태도에 대한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의 평균

값이 통제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과

학적 태도 요소인 준비성, 호기심, 계속성, 정직성, 자진

성, 등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탐구실험 활동

에서 질문과 토론이 탐구내용 이해로 이어지며, 점검과

조절과정이 행동통제로 연결되어, 이들 세부요소에 좋

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자기조절 학습과 과학적 태도 간의 상관분석 결과,

탐구실험 활동에서 동기유발로 인하여 자진진과 호기

심에서, 모둠 내 토의 및 발표에 의한 의사소통으로 계

속성, 준비성 및 개방성에서 상관성이 크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학습자의 자기조절 학습 전략에 따라 과학적

태도 및 학업 성취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

서 다양한 학습상황, 학습환경 및 학습 형태에서 자기

조절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연구 결과는 과학탐구 실

험 교과서 제작이나 다음 교육과정 편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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