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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학 개념 학습 뿐

만 아니라 ‘모형 구성 능력(modeling ability)’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이 모형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형 기반 수업이 모형 구성 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이 향상하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모형 기반 수업을 경험하기 전과 후에 학생의 모

형 구성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 유형별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중학교 과학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천문학 내용과 관련하

여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실시하고, 사전과 사후에 각각 모형 구성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형 구성 능력의 변화는 ‘모형 구성에 관한 지

식(metamodeling knowledge)’과 ‘모형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Chittleborough et al. (2005)의

‘VOMMS’와 Beak et al. (2011)의 ‘모형 구성 실행 지필평가’를 기반으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으며 파일럿 검사를 통해 수정, 적용하였다. 우선,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는,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선택한 학생

의 비율을 비교하여 양적으로 분석하였고 선택 사유서와 인터뷰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는, ‘모형 구성’, ‘모

형 평가’, ‘모형 적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채점을 위

해 각 영역을 세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 하고,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후, 변화 유형에 따라 네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활동지, 사전·사후 검사지, 인터뷰를 활용하여 사례별

변화의 특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업 후

더 진보된 관점으로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변화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 모형에 국한된 상

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들이 표상으로써의 모형(model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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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s)을 이해하게 되었다. 둘째, 모형은 유일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학생 전원이 모형의 다양성(the multiplicity of models)을 이해하

게 되었다. 셋째, 소박한 실재론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들이 모형의 역동

적 본성(the dynamic nature of models)을 이해하게 되었다. 모형 구성

에 관한 지식을 학습 목표로 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업 도입부에 실시한 ‘수업 준비 운

동’의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이를 통해 모형 구성에 관

한 지식을 얻게 되고, 모형 기반 수업에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게 되었

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학생에게 과도한 부담 내지 또 하나의 배울 거리가 될 것이라는 기

존이 우려와는 달리 ‘수업 준비 운동’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

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형 구성 실행’에서도 사전에 비해 사후에 실행의 수준이 향상하였

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나누어 비교

해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실행의

전이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수준이 상승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모형 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평가 능력을 보였으며, 평가를 통해 고려하게 된 제약

조건을 사후 자신의 모형 구성에 ‘반박(rebuttal)’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수준이 하강한 경우에는 학생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수업 후에는 정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모형과 자료의 연결 고리가 더욱 약해지며 정답을 적

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셋째, 높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의 경우, 모형 구

성 실행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초기자원으로 인해 비과학적

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초기자원이 옳게 바뀌면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넷째, 낮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의 경

우, 사전 사후 모두에서 주어진 자료와 무관한 과학 용어와 개념을 단순

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이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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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더 나은 모형 기반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

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평가와 수정 과정

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형을 구성해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수업 전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인 초기 자원을 파악

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

지막으로,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수업 초반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도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나은 모형

기반 수업 전략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교

집단 없이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서만 모형 구성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

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식 수

업, 실험식 수업, 모형 기반 수업으로 진행하였을 때, 각각의 수업이 모

형 구성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

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모형 구성 실행의 전이

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가

모형 구성 실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과학적 모형, 모형 구성 능력,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모형 구성에 관한 인식, 모형 구성 실행

학 번 : 2013-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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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기르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과학적

개념을 학습시키는 것 뿐 만 아니라 모형 구성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

하다(Chang, 2008). 그 이유는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이 과학자의 활

동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며 과학탐구의 본질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Giere, 1988; Giere et al., 2006). 과학적 모형은 자연 현상에 대한 해석

적 묘사(interpretative description)로서 자연 현상으로 접근(access)을 가

능하게 한다(Bailer-Jones, 2009). 실제로 과학자들은 관찰한 자연 현상의

패턴을 설명하고 그 본성에 대해 깊게 탐구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 평가,

수정하는 활동을 수행한다(Passmore et al., 2009). 학교 과학교육에서도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NGSS, 2013),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을 활용한 과학 교수학습법이

강조되고 있다(오필석과 이정숙, 2014; Bamberger & Davis, 2013; Beak,

2013; Besson, 2013; Park, 2013; Schwarz et al., 2009a). 학생들은 과학

적 모형과 모형 구성을 활용한 학습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구성하고 발

전 시켜 나가는 과정을 배우고 과학적 탐구과정에 친숙해지며,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되고(Clement, 1989; Coll et al.,

2005), 과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Ford, 2008;

Greca & Moreira,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 Newton et al., 1999). 우리나라에서도 2009 개정 과학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는 과학 수업에서 과학의 잠정성, 과학적 방법의 다양성, 과학

적 모형의 특성 등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도하고, 학생들은 탐

구 결과를 발표하고 반박하거나 설득하거나 수용할 때에 논리적인 근거

에 바탕을 둘 수 있도록 하면서 모형 기반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

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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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과학적 모형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모형 기반 수업 학습자료 부족 및 교사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Chang, 2008; Schwarz et al., 2009a)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

학생들을 능동적으로 참여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직 교육과정에 많이

도입 되지 못하고 있다(Bamberger & Davis, 2013; Van Driel &

Verloop, 1999). 일선 학교 현장에는 모형 기반 수업이 자리 잡을 수 있

도록 돕기 위하여, 현직교사 연수 프로그램 진행 및 학습 자료 개발 등

을 통하여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의미 있게 모형 기

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eak et

al., 2011; Chang, 2008; Schwarz & Gwekwerere, 2007; Schwarz &

White, 2005).

하지만, 이렇게 개발한 수업이 실제로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을 향

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여전히 수업을 통

한 과학적 개념 변화(김미영 등, 2007; 김선아 등, 2010)에 초점을 두어

전통적인 시각으로 모형 구성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거나, 소집단 상호작

용 특징 및 모형 공동 구성에 대한 이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경우(강

은희 등, 2012; 유희원 등, 2012; 이신영 등, 2012)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

에 실제로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경험 한 후 수업 전 보다

모형 구성 능력이 발달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볼 수는 없었다. 즉,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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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의

변화를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metamodeling knowledge)과 모형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의 두 가지 측면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에 따

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

(metamodeling knowledge)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2. 모형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은 어떻게 변화하며 변화 유형에

따른 특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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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적 모형과 과학교육

1. 과학적 모형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에 관한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조

금씩 변화하며 발전해 왔으며 최초의 모형의 개념은 19세기 후반기부터

사용되기 시작되었다고 본다(Lind, 1980). 하지만 이때의 모형은 규모 모

형에 국한된 제한적인 의미의 모형으로써 예를 들어 Boltzmann (1911)

은 실제로 존재 하는 것을 크거나 작게 혹은 실제와 똑같은 크기로 만든

물리적인 모형을 과학적 모형이라 정의하였다. 그 이후 1950년대에 들어

Hesse (1953)는 비유로서 언급되는 것들이 오늘날의 과학적 모형과 유사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결국 점차 모형이라는 용어를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더욱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Bailer-Jones, 2009).

최근의 과학적 모형에 대한 정의는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서 구성한 설명체계(Hestenes, 2006)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Schwarz

et al. (2009a)는 2000년대 이후의 과학적 모형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

(Harrison & Treagust, 2000; Lehrer & Schauble, 2006; Lesh & Doerr,

2003)를 정리하여 과학적 모형을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시스템을 추상화하고 간략화한 표상

(represent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과학적 모형은 다른 표상과는

달리 현상을 묘사, 설명, 예측하기 위한 특징들을 지니고 있으며, 인과관

계와 메커니즘을 포함하는 특징으로 인해 다른 일반적인 표상들과는 구

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형은 크게 정신 모형(mental model)과 표현 모형(expres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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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할 수 있다(Gobert & Buckley, 2000). 정신 모형은 자연 현상

의 기저를 이루는 법칙이나 예측 가능한 패턴 혹은 설명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개인의 내적인 표상(internal representation)을 말한다. 표현 모형이

란 특정한 자연 현상에 대한 개인의 정신 모형으로부터 구성된 외적인

표상(external representation)을 의미한다. 이것은 말하기, 쓰기, 그림 그

리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표

현 모형은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며 테스트가 가능하며 개

인의 정신 모형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한다(Beak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모형 구성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표현 모형을

살펴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주로 쓰기와 그리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

았다.

2. 과학교육에서의 과학적 모형과 모형 구성

과학적 모형은 과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탐구 도구라고 볼 수 있으며,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 들어 과학 교육에서도 과학적 모형이 주목받

고 있다(Bamberger & Davis, 2013; Clement, 2008; Justi & Gilbert,

2003). 학생들을 과학적 모형 기반 학습에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

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되

어(Clement, 1989; Coll et al., 2005), 과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Ford, 2008; Greca & Moreira,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3; Newton et al., 1999).

일반 학생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서도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은 중요하다. 영재학생들은 자기주도적인 수업과 비 구조

화된 학습을 선호하며, 조별 협동을 통해 함께 토론하며 활동하는 개방

형 과제를 선호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김미숙 등, 2005; 이정철 등,

2009). 이러한 특징들은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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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학 영재 학생들은 이미 풍부한 초기 자원들을 지니고 있다(유희

원 등, 2012). 이러한 특징을 지닌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서 과학자적 자질과 소양을

길러주는 방식의 수업이어야 하므로(김종백, 2006), 과학적 모형 기반 수

업을 과학 영재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제 과학자들의 모형 구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학교 과학

교육과는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모형 구성 과정을 그대

로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려는 시도는 도리어 학생들의 유의미한 과학 학

습을 저해할 수도 있다(Beak et al., 2011). 실제 학교 과학 수업에서도

교육자료 부족 및 교사의 경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모형 기반 수업

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Bamberger & Davis, 2013;

Schwarz et al., 2009a).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 과학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의미 있게 모형 구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모형

구성 실행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

가 있다(Beak et al., 2011).

Rea-Ramirez et al. (2008)은 초기 모형이 수정 과정을 거치며 목표

모형(target model)로 발전해 가는 모형의 진화 과정을 ‘학습 경로

(learning pathway)’를 통해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학습 경로’는 모

형 진화 과정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며 모형 구성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형 구성 과정은 Nersessian (1995)의 ‘건

설적 모형 구성(constructive modeling)’ 혹은 Clement (1989)의 ‘GEM

cycles’로 설명할 수 있다. ‘건설적 모형 구성’은 과학자들이 제약 조건

(constraints)을 고려하여 자신의 초기 모형을 추상화 시키는 과정으로

모형 구성 과정을 설명한 것이며, ‘GEM cycles’은 구성(generation), 평

가(evaluation), 수정(modification)의 순환으로 모형이 복잡하고 정교해지

는 구성 과정을 설명하였다. 실제로 모형 구성과정은 이보다 더 복잡한

작은 순환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Rea-Ramirez et al. (2008)은 GEM

cycle을 [그림 1]와 같이 명료화 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순환 과정을

활용하게 되면 학생들을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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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1] GEM cycle (Rea-Ramirez et al., 2008)

유희원 등 (2012)은 기존의 모형 구성 관련 연구와 Halloun (2006)이

강조한 모형의 적용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그림 2]와 같은 ‘수정된 GEM

cycle’을 고안하였다. ‘수정된 GEM cycle’에 의하면 학생들은 사실, 현상,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생성하고 평가한다.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

형의 일부를 수정하며, 큰 문제점이 발생하면 새로운 모형을 생성하기

위해 되돌아간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모형을 실제 현

실에 적용하고 확장한다. [그림 2]의 하단 부분의 ‘탐색-조사-선택-설명’

과정은 오필석과 김찬종 (2005)의 귀추적 수업 모형의 네 단계를 나타낸

다. 지구과학 학습에 유용한 귀추적 수업 모형의 단계는 수정된 GEM

cycle의 각 단계와 잘 대응되기 때문에 수정된 GEM cycle의 단계별 특

성을 더욱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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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정된 GEM cycle (유희원 등, 2012)

이와 유사하게, Passmore et al. (2009)는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해

석하고 그 본성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고 설

명하며, 과학적 모형 기반 탐구의 관점을 반영한 실행 틀(practice

framework)을 제시하였다. 모형의 개발(development), 사용(use), 평가

(assessment), 수정(revision)이 과학적 탐구의 중심이며, 학생들을 위한

과학 교육에 핵심적인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실행 틀은

모형, 설명 그리고 현상 사이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으며, 현실적인 과학

적 탐구 방법을 제시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과학을 위

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Beak et al. (2011)과 Schwarz et al. (2009a) 역시, 복잡

한 과학자의 모형 구성 실행을 학교 수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

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형 구성 실행의 핵심적인 네

가지 요소를 모형 구성(Model construction), 모형 평가(Model

evaluation), 모형 수정(Model revision), 모형 사용(Model use)으로 정리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과학자가 실행하는 복잡한 모형 구성을 학

습자에게 교육학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였

으며, 학습자 중심의 모형 구성 실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주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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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학생들을 위한 모형 구

성 실행의 단계는 모형 구성(generation), 모형 평가(evaluation), 모형 수

정(modification), 모형 적용(application)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수정된 GEM cycle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 기반 수업을 구성하였으

며, 모형 구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 모형 적용의 네 가지 요소를 가지

고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

2 절의 2. 모형 구성 실행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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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적 모형 구성 능력

과학적 모형 구성을 위해서는 실제로 모형 구성을 실행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Beak et al.,

2011; Chang, 2008). [그림 3]는 모형 구성 실행의 요소들(elements of

the practice)과 실행을 안내하고 참여하게 만드는 모형 구성에 관한 지

식(metamodeling knowledge)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상호

작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통해 현상을 이치에 맞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sensemaking), 의사소통과 상호이해(communicating understanding)

가 가능해 진다(Schwarz et al., 2008, 2009a).

[그림 3] 모형 구성 실행의 요소들과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상호작용하는 모형 구성 실행 (Schwarz et al., 2008, 2009a)

이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이 과학적 모형을 구성할 수 있

는 능력을 ‘모형 구성 능력(modeling ability)’으로 보았으며, ‘모형 구성

에 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실행’의 두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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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metamodeling knowledge)

Schwarz et al. (2005)는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과학적 모

형을 사용하고 발달 시켜나가는 학생의 능력은 지연될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실제로 학생들이 모형에 관하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나은 실행이 일어난다는 것도 밝혀진 바 있다(Harrison & Treagust.,

2000; Hodson, 1993). 이와 같이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metamodeling

knowledge)은 모형 구성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Oh & Oh (2011)는 모형의 본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모형과 모형

구성에 관한 과학 철학자와 교육 연구자들의 공통된 생각을 다음의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모형의 의의(meanings of

a model)’에 관한 것으로, 과학적 모형이란 대상의 단순한 복제가 아닌

어떤 것이 작동(work)하는 방식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둘째는 ‘모형 구성의 목적(purposes of modeling)’에 관한 것

으로, 과학에서 모형 구성의 목적은 자연 세계의 어떤 특정한 측면에 대

해 서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셋째는 ‘모형

의 다양성(multiplicity of scientific model)’에 관한 것으로, 동일한 체계

를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넷째는 ‘모형의 변화(change in scientific models)’에 관한 것으로, 과학

적 모형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혹은 현상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개념

화되는 것에 의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는 ‘교육에

서 모형의 사용(uses of models in the science classroom)’에 관한 것으

로, 교사가 모형의 본성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성을 강조

하며, 학생 중심적 모형 구성 학습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Treagust et al. (2002)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과학적 모형의 역할에 대

한 이해를 다음의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었다. 첫째는 ‘다중적 표상으로

써의 모형(models as multiple representations)’이다. 이것은 학생들이 동

시에 다양한 표상들을 사용하는 것을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것과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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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는 ‘정밀한 복제

품으로써의 모형(models as exact replicas)’이다. 이는 모형이 얼마나 실

제에 가까운지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에 관한 것으로 모형이 실제를 크기

만 바꾸어 표현한 복제품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는 ‘설명

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모형(models as explanatory tools)’이다. 이것은

모형이 학생 생각의 발전과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이다. 넷째는 ‘과학적 모형의 사용(uses of scientific

models)’이다. 이것은 단순히 묘사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과학에서 모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

다. 다섯째는 ‘모형의 변화하는 본성(the changing nature of models)’이

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진 모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

는지에 대한 것이다.

한편, Chittleborough et al. (2005)는 ‘표상으로써의 모형(models as

representations)’, ‘모형의 다양성(multiplicity of models)’, ‘모형의 역동

적 본성(the dynamic nature of models)’의 세 가지 관점으로 학생들의

모형 개념에 대한 이해를 나누었다. ‘표상으로써의 모형’이란, 모형이 단

순한 실제 세계의 복제를 넘어, 생각이나 현상이 작동하는 원리의 표상

이라는 것을 말한다. ‘모형의 다양성’이란, 동일한 과학적 생각을 표현하

는 수많은 모형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모형의 역동적 본

성’이란, 모형이 개인의 감정이나 동기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사실에 기

반을 둔다는 것과, 결과를 성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이 있을 때

에 과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모형은 미래

에 변할 수도 있으며 정확한 정답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Oh & Oh (2011)와 Treagust et al. (2002)의 관점을

포함할 수 있는 Chittleborough et al. (2005)의 관점을 사용하여 표상으

로써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의 세 가지 영역으로 학

생들의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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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

과학자가 실행하는 복잡한 모형 구성을 학습자에게 교육학적으로 접

근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해, 제 2 장의 제 1 절의 2. 과학교육에서에 과

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에서 설명한 과학적 모형 구성에 관한 기존의 연구

(유희원 등, 2012; Beak et al., 2011; Clement, 1989; Nersessian, 1995;

Passmore et al., 2009; Rea-Ramirez et al., 2008; Schwarz et al.,

2009a)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필수적인 모형 구성 실행의 과정을 모형

구성(generation), 모형 평가(evaluation), 모형 수정(modification), 모형

적용(application)으로 정리하였다. 이 네 가지 요소는 모형 구성 실행의

필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으며, 학습자는 이것을 통해 모형 구성 과

정에 보다 쉽고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실 환경

에서 학생은 주어진 자료와 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초기 자원을 이

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한다. 그 후 자료와의

일치 정도나 설명력 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모형을 평가 한다. 평가하

는 단계에서 모형에 큰 문제점이 나타나면 새로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모형 구성 단계로 돌아가고, 작은 문제점이 나타나면 모형 수정 단계를

통해 모형을 수정하여 다시 평가 하게 된다. 모형 평가에서 더 이상 문

제점이 발견 되지 않으면, 다른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

해 모형을 적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GEM cycle을 기반

으로 하여 모형 기반 수업을 구성하였으며, 모형 구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 모형 적용의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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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한 과학 영재 학생들의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모형 기반 수업,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도구, 이를 분석 할 수 있는 분석틀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첫

째, 8차시 이상의 연속적인 수업 진행이 가능한 중학교 과학 영재 학급

들을 확보하였다. 둘째, 과학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수업을 구성하고 이

를 실제로 여러 차례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셋째, 과학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문헌 연구를 통해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도구를 선정 및

개발한 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하였

다. 넷째, 모형 구성 실행의 경우 채점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문헌연구와

학생들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채점 기준을 마련하고 교차 채점을 실시하

였다.

제 1 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S 대학교 과학 영재 교육원 중학교 2학년

남, 여학생 21명과 S 중학교 2학년 과학 영재 학급 남학생 20명으로 총

41명이다. S 대학교 과학 영재 교육원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 수준이

매우 높은 학생들이고, S 중학교 과학 영재 학습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

업 수준이 보통 정도인 학생들이다. 두 집단의 학업 성취 수준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두 집단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 수업 이외에 과학 영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집중도가 일반 학생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학생들이다.

S 대학교 과학 영재 교육원 학생들의 경우 서울 소재의 다양한 중학

교에서 일정한 선발 과정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로, 학교에서 과학 성적

이 높으며 이전에 교육청 및 대학교의 영재 교육을 받아온 경험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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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각종 과학 관련 대회를 참여하여 수상

한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준 높은 과학 관련 전공 서적을 즐겨 읽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상 학교에 비해 교육과정 운

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었으며, 주말에 3시간 연속 집중

교육을 받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고루

섞어 4인 1조, 총 5개 조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S 중학교 과학 영재 학습 학생들의 경우, 학급에서 과학 성적이 중간

이상에 속해 있으며 방과 후에 자발적으로 남아 과학 영재 수업에 참여

할 정도로 과학에 대해 흥미가 높았다. 이 학생들은 본 연구에서 준비한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에 참여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방과 후에 진행되는 수업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크게 구애 받지 않았으며, 수업에 흐름에 따라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자

유롭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친밀도가 높은 같은 반 학생들을 되도

록 한 조로 묶어 4인 1조, 총 5개 조의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연구자 본인으로, 경력 10년 정도의 중등학

교 과학 교사이다. 본 모형 기반 수업을 계획하는데 직접 참여 하였으며

본 수업으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걸쳐 다른 영재교육원 학생을 대상

으로 여러 차례 수업한 경험이 있다.

파일럿 검사에 참여한 학생 7명은 2013년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학

생들로, 당시에 G 영재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다. 이 학생

들은 본 연구에 적용한 모형 기반 수업과 동일한 수업을 2013년도에 수

강한 경험이 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위한 모형 기반 능

력 검사 문항의 파일럿 검사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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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료 수집

모형 기반 수업을 위해, 과학교육 전문과들과 함께 수정된 GEM

cycle을 기반으로 총 7~8차시 분량의 수업 지도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도 후반기 동안 G 영재 교육원 및 S 중학교에 실제로

수업을 투입하여 실시하며 최종적인 수업 지도안을 작성하였다. 최종적

으로 개발한 모형 기반 수업의 진행 과정은 [그림 4]과 같다. 1차시에 본

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 10분 정도 ‘수업 준비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모형 기반 수업과 관련된 지식들을 명시적으로 알려주고, 수업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설명하여 학생들이 모형 기반 수업에 의

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그 후, 나의 모형 만들기

단계에서 토론 없이 스스로 모형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나의 모형 만들

기가 끝나면 우리 조 모형 만들기를 통해 조별로 토론을 거쳐 모형을 공

동 구성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별 토론을 통해 목표 모형에 가까

운 우리 반 모형을 만든 후, 교사가 최종적으로 목표 모형을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 모형을 이용하여 새로

운 상황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적용 활동을 수행하였다. 모형 구성 능

력 검사를 위해, 과학교육 전문과들과 함께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문항을

선정 및 개발하였으며 파일럿 검사를 통해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

다.

[그림 4]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 진행 과정

2014년도 전반기에 중학교 2학년 두 반을 대상으로 총 7~8차시의 수

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의 주제는 [부록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태양 흑

점을 통한 태양 자전 모형 구성’과 ‘금성의 위상변화를 통한 내행성 공전

궤도 모형 구성’이었다. [그림 5]와 같이 수업 전과 수업 후에 각각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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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정도 모형 구성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실행’에 관한 문항으로 사전과 사후에 검사 문항은 동일하였

다.

[그림 5] 자료 수집 과정

최종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점이나 수업 중 학생들의 활동을 알아보기 위

해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및 모형 기반 수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동

영상으로 촬영하고, 관찰 노트를 작성하였다. 둘째, 수업 전과 수업 과정

그리고 수업 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사전 사후에 실시한 모형

구성 능력 검사 결과 및 수업시간에 작성한 활동지도 학생 전원 확보하

였다. 마지막으로, 모형 구성 능력 검사에서 학생들이 선택한 답안과 선

택 사유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사후 심층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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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형 구성 능력 검사 도구

검사 문항은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실행’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다. 각 측면에 따른 검사 문항 및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위한 검사 도구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

과 같은 도구들을 비교해 보았다.

첫째, Schwarz & White (2005)는 모형 구성 평가(Modeling

Assessment)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는 모형과 모형 구성에 관한 학생

들의 지식을 조사하기 위한 지필 평가 문항으로, 25개의 객관식 문항과

각 문항을 선택한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다. 이 문항은 모형, 모형 평가,

모형의 유용성, 컴퓨터 모형에 관한 질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반적으로

문항들이 재미있고,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식으로 이루

어져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Model-Enhanced Thinker Tools 교육과정

의 특성상 주로 컴퓨터 모형에 관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Treagust et al. (2002)는 ‘과학에서 모형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

(Students’ Understanding of Models in Science, SUMS)‘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27개의 문항으로, 학생들

이 과학 학습을 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모형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형이

무엇인가, 과학에서의 모형의 역할은 어떠한가, 모형을 왜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모형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얻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SUMS는 다중적 표상으로써의 모형,

정밀한 복제품으로써의 모형,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써의 모형, 과학적 모

형의 사용, 모형의 변화하는 본성으로 모형의 다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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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이 검사 도구는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 볼 수 있

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아 볼 수 없고, 연구자가 제시한 제한된 틀 안에서

양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Treagust et al. (2004)는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 구성에 관한 나

의 관점(My Views of Models and Modeling in Science, VOMMS)’이라

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모형 구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Aikenhead & Ryan (1992)의 과학-기술-사회의 관점

(Views of Science-Technology-Society)의 문제 은행에서 발전시킨 것

으로, 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해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으로

설계하였으며, 특히 과학에서의 모형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었다.

VOMMS는 표상으로써의 모형, 모형이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의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에 대한 하나의 진

술을 읽고 이에 대한 두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고, 왜 그것을 선택했는

지 그 사유를 적도록 하는 여섯 개의 객관식과 그에 대한 서술형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 2번과 3번의 유사성으로 인해 Chittleborough et

al. (2005)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쳐 총 다섯 개의 문항으로 만들었다.

이후에 Chittleborough & Treagust (2007)는 SUMS와 VOMMS를 모두

활용하여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고 이때에도 VOMMS는 다섯 개의

문항으로 줄여진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섯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VOMMS는 객관식으로 선택 한 후 학생들의 선택 사유를 적도록 하여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검사 도구는 Teagust et al. (2002)와 Oh

& Oh (2011)의 논문에서 구분하고 있는 모형의 특징을 포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형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에서 사용할 Beak et al.

(2011)의 모형 수정(revision)부분을 포함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2. 모형 구성 실행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hittleborough et al. (2005)의 검사 도구인

VOMMS를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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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과학 모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열린 질문을 함

께 물어 최종적으로 6개의 문항을 적용하였다. 이 열린 질문은 ‘표상으로

써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 모두를 포함할 수 있

는 질문으로, VOMMS 문항의 선택 사유서와 함께 분석하여 학생의 변

화를 살펴보는데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VOMMS 5문항과 열린 질

문 1문항으로, [부록 2]과 같이 총 6개의 문항으로 ‘모형 구성에 관한 지

식’을 검사하였다.

2.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검사 도구

모형 구성 실행을 검사하기 위해 Beak et al. (2011)의 평가 틀에

Bamberger & Davis (2013)의 평가 문항을 참고하였다. 첫째, Beak et

al. (2011)은 증발과 응결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 한 뒤 ‘학생들

의 모형 구성 실행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된 지필 평가 문항(Written

assessment items analyzed for assessing students’ modeling practice)’

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을 평가하였다. [표 1]은 이것을 간

단히 나타낸 것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 구성 실행을 네 가

지 요소(모형 구성, 모형 평가, 모형 수정, 모형 사용)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다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친숙한 맥락(증발과 응결)과, 수

업시간에 배우지 않은 친숙하지 않은 맥락(마찰력)으로 나누고 있다. 이

평가 도구는 제 2 장 제 2 절의 2. 모형 구성 실행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모형 구성 실행의 각 요소를 평가하기

에 매우 적합한 구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Bamberger & Davis (2013)

는 모형 구성 능력의 전이(transfer)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구성’에 초점

을 맞춘 검사 문항 제시하였다. 주로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모형을 구성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객관식 문제를 푼 다음에 그것

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해 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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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을 평가하기 위해 분석된

지필 평가 문항 (Beak et al., 2011)

모형 구성

실행

문항

번호
설명 특징

모형 구성

(construction)
1-3

주어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배우지 않은 내용

모형 평가

(evaluation)
4-7

친구가 만든 모형을 평가해

보아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배우지 않은 내용

모형 수정

(revision)

8
과학적 모형은 변하는가?

왜 혹은 왜 변하지 않는가?
-

9
과학자들은 모형을 바꾸는가?

왜 혹은 왜 바꾸지 않는가?

모형 사용

(use)
10-11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형을 사용해 보아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배우지 않은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Beak et al. (2011)을 평가

틀을 기반으로 하고, Bamberger & Daivs (2013)의 출제 방식을 참고하

여 [표 2]와 같이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지필 평가 문항을 만들었다.

단, Beak et al. (2011)의 모형 수정(model revision)의 경우 다른 문항과

는 달리 인식을 묻는 문항에 가깝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표 5]에

제시된 VOMMS의 3~5번에 해당하는 문항과 모형 수정(model revision)

의 질문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모형 수정(model

revision)은 ‘모형 구성 실행’ 보다는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에 가까운

질문이기 때문에 ‘모형 구성 실행’에서 제외하고, ‘모형 구성에 관한 지

식’ 문항에 함께 포함시켜 검사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부록 3]와 같

이 총 6개의 문항으로 ‘모형 구성 실행’을 검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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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지필 평가 문항

모형 구성

실행 요소

문항

번호
설명 특징

모형 구성

(generation)
1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 하여

라.

배운 내용

(태양 흑점 모형)

2 얼음 컵에 물방울이 맺히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

하여라.

배우지 않은 내용

(응결 모형)

모형 평가

(evaluation)
3 김OO학생의 태양 흑점 모형을

평가 하여라.

배운 내용

(태양 흑점 모형)

4 박OO학생의 응결 모형을

평가 하여라.

배우지 않은 내용

(응결 모형)

모형 적용

(application)
5 태양 흑점 모형을 적용하여 목성

표면 위의 검은 점의 이동을 설명

하여라.

배운 내용

(태양 흑점 모형)

6 응결 모형을 적용하여 김이 서리

지 않는 거울의 원리를 설명하여

라.

배우지 않은 내용

(응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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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1.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위한 분석 방법

연구 문제 1번을 위해서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표상으로써의 모

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VOMMS 문항의 1번은 표상으로써의 모형을, 2번은 모형의

다양성을, 3~5번은 모형의 역동적인 본성을 알아 볼 수 있는 양자택일

형태의 객관식 문항이다. 하나의 답안이 정답이고 다른 하나의 답안이

오답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나의 객관식 답안이 다른 하나에 비하

여 더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는 응답이라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객관식 응답 결과를 사전과 사후로 나누어 양적으로 어떻게 변

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후, 변화를 보인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서술형 선택 사유를 살펴보았다. 이때 ‘과학적 모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

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도 함께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VOMMS 객

관식 문항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선택 사유를 작성할 때, 사후 검사에

서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자신의 선택 사유를 작성하였지만, 사전 검사에

서는 자신이 선택한 객관식 선택지를 표현만 달리하여 다시 적는 등, 구

체적인 사유를 적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때, 바로 ‘과학적 모

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열린 질문에 대한 서술형 응답이 매

우 중요하게 분석에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문제는 모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작성한 서술형 답안 중

각 영역(표상으로써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해당

하는 서술을 골라내어 VOMMS 문항에 대한 사유서와 함께 분석하였다.

더불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선

택 사유와 변화의 이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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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분석 방법

연구 문제 2번을 위해서 ‘모형 구성’, ‘모형 평가’, ‘모형 적용’으로 나

누어 모형 구성 실행을 평가 하였다. 모형 구성 실행 문항의 1~2번은
‘모형 구성’을, 3~4번은 ‘모형 평가’를, 5~6번은 ‘모형 적용’을 검사하는 서

술형 문항이다. 최종 채점 기준은 [부록 4]에 제시하였고, 채점 기준 마

련을 위한 문헌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 구성’을 위한 채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에

서 어떤 채점 기준을 사용하였는지 확인해 보았다. Schwarz et al.

(2009b) 제시한 ‘예측과 설명을 위한 생성적 도구로써의 모형을 이해하

는 학습 단계(A learning progression for understanding models as

generative tools for predicting and explaining)’를 [표 3]과 같이 제시하

였다. 그 후, Bamberger & Davis (2013)는 [표 3]을 다시 ‘표상

(represent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증거(evidence)’, ‘설명

(explanation)’의 네 가지 측면(dimension)으로 정리하고 세 단계로 그 수

준을 정리 하여 ‘생성적 도구로써의 모형 이해에 관한 학습 진행 단계

(Modelling learning progression construct: ‘Models as Generative

Tools’)를 [표 4]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는 이것에 ‘비교(comparison)’라는

영역을 추가하여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코딩 스킴(Modelling

performances domains coding scheme)’을 [표 5]와 같이 제시하였다.

Bamberger & Davis (2013)는 채점 영역을 나누기 위해 [표 6]에서와 같

이 우선, ‘교과 내용(content)’과 ‘교과 내용 독립(content-independent)’으

로 크게 영역을 나누었다. 여기에서 ‘교과 내용’은 물질의 입자성이나 마

찰과 같은 과학 교과 내용을 말한다. ‘교과 내용 독립’은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다시 네 가지 요소들(elements)로 나

누어진다. ‘추상화(abstraction)’는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접근 불가능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표지(labelling)’는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

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그림에 얼마나 표지를

달아 설명하였는지를 말한다. ‘설명(explanation)’은 어떻게, 왜 과학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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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과관계나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comparativeness)’

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표 3] 예측과 설명을 위한 생성적 도구로써의 모형을

이해하는 학습 단계 (Schwarz et al., 2009a, 2009b)

Level Performances

1 Students construct and use models that show literal illustrations

of a single phenomenon.

Students do not view a model as tool to generate new

knowledge, but do see models as a means of showing others what

the phenomenon looks like.

2 Students construct and use a model to illustrate and explain

how a phenomenon occurs, consistent with the evidence about the

phenomenon.

Students view models as a means of communicating their

understanding of a phenomenon rather than a tool to support their

own thinking.

3 Students construct and use multiple models to explain and

predict more aspects of a group of related phenomena.

Students view models as tools that can support their thinking

about existing and new phenomena. Students consider alternatives

in constructing models based on analyses of the different

advantages and weakness for explaining and predicting these

alternative models possess.

4 Students construct and use models spontaneously in a range of

domains to help their own thinking.

Students consider how the world could behave according to

various models. Students construct and use models to generate

new questions about the behavior or existence of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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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생성적 도구로써의 모형 이해에 관한 학습 진행 단계

(Bamberger & Davis, 2013)

Students construct and use models...

Dimension Level 1 Level 2 Level 3

Represent
-ation

. .as literal
illustrations of a
single henomenon, and
not to reveal features
that are inaccessible
to our senses

i. . . .as a mean to
show things those are
inaccessible to their
senses because of
scale differences
ii. . . .to apply the
model to new cases,
without making the
model applicable to a
range of phenomena

i. . . .by combining
components from more
than one model

ii. . . .to make model
applicable to a range
of phenomena

Communic
-ation

. . .to show others
how something looks;
with no apparent
intention of helping
others understand
beyond the appearance

. . .considering how
well the model reflects
the model creator’s
thinking, or how well
the model can be
understood by others
(no attention to
the specific type of
understanding)

. . .considering how
well the model
communicates ideas of
evidence and
mechanisms to others

Evidence
. . .without the need
of evidence to support
the model

. . ..drawing support
from learned content
knowledge, authority,
or empirical evidence

. . ..drawing support
from empirical
evidence, with
justification for how
the evidence supports
particular claims about
the model’s fit with
the phenomena

Explanatio
-n

. . .without add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del
and phenomena
(other than literal
illustration)

. . .based on a vague
sense of explaining or
prediction, without
specific attention to
capturing process or
mechanism

. . .attempting to
represent mechanism
or
process to explain and
predict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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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코딩 스킴 (Bamberger & Davis, 2013)

Level Explanation Comparativeness Abstraction Labelling

1

Static model that
describes what happened
before and/or
after. Snapshots of
different temperatures
with no process
described

Non-comparative
model describing
only one
situation

Visible
elements
only, such as:
air freshener,
a person,
a door,
cups

No labels
or key

2

Dynamic model that
describes what happened
through the process that
caused the results.
One/two ‘movies’ with
motion in the model
that shows by arrows
the motion of the smell
(waves or particles), but
with no explanation of
the reason for the
difference in
temperatures

Implicitly
comparative
model that
describes
only one
situation but
includes word
that could be
compared,
such as: faster,
slower

Invisible
elements,
such
as: waves,
molecules,
motion

Partial
labelling
and
keying of
some of the
elements of
the
student’s
model

3

Mechanistic model that
describes what happened
through the process, but
also includes causality:
the reason for the
results. One/two
‘movies’ with motion
that shows how it
happened according to
the written explanati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temperatures

Explicit
comparative
model that
describes
what happens in
the two
situations

Invisible
elements with
relative scale
that shows
scale
differences in
the model

Labelling
and
keying of
all
the
elements
of the
studen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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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모형 구성을 위한 채점 영역

을 [표 6]과 같이 ‘초기 자원’, ‘표상’, ‘설명’으로 나누었다. Bamberger &

Davis (2013)가 사용한 ‘교과 내용’, ‘교과 내용 독립’ 이라는 구분의 경

우, 교과 내용과 모형 구성을 완전히 독립 시켜 채점하였다. 하지만, 실

제로 학생들의 모형 구성은 지구과학이라는 교과 맥락에서 완전히 독립

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 내용’, ‘교과 내용 독립’ 이

라는 구분 대신에, 교과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초기 자원(initial

sources)’과 비교적 교과 내용과 관련이 적은 ’모형 구성(model

generation)’으로 나누었다. ‘초기 자원’은 학생들이 수업 전 지니고 있는

지구과학 관련 내용 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구가 태양을 중심

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에 해당한다. ‘모형

구성’은 지구과학 교과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표 6]에서와 같이 ‘표상

(representation)’과 ‘설명(explanation)’으로 다시 나누어 채점하였다. ‘표

상’은 주로 학생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들이 자

신의 모형을 표현하기 위해 현상을 추상화(abstraction)하고, 보이지 않

는 물질(invisible objects)을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

통(communication)을 위해 얼마나 그림에 자세한 설명을 붙이는지

(labelling)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은 주로 학생들이 글로 쓴 것에 해당

한다. 이것은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로부터 얻어낸 증거를

기반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표 6] 모형 구성(generation)을 위한 채점 영역

모형 구성을 위한 채점 영역
모형 구성 초기

자원표상 설명

Bamberger & Davis (2013)

모형 구성 실행의 요소들

교과 내용 독립 교과

내용추상화 표지 설명 비교

Schwarz et al. (2009b)

모형 구성 실행의 네 가지

측면

표상
의사

소통
증거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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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영역을 [부록 4]에서와 같이 세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채점하기

위해 우선, [표 3], [표 4], [표5]를 기반으로 채점기준을 만들었다. 그 후,

학생들의 실증적인 사전 사후 검사 결과물을 참고하여 수정하였다. 단,

‘초기 자원’은 ‘모형 구성’과는 구분 하여 채점 기준에 넣지 않았으며, 그

대신 ‘초기 자원’이 변화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모형 평가’를 위한 채점 기준은 기존 연구에 거의 존재 하지 않

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평가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Clement (1989)는 평가 과정이 모형

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오필석과 김찬종 (2005)의 귀

추의 ‘선택’ 단계가 평가와 대응 되는데, 여기에서의 ‘선택’은 주어진 현

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rule)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Beak (2013)은 모형의 평가 단계에서 실증적인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초기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한다고 보았으며, 이와 유사하게, Cartier et

al. (2001)도 모형은 실증적, 개념적 기준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평가

된다고 보았다. Schwarz et al. (2008)은 새로운 현상을 예측 하거나, 현

상의 패턴을 설명하거나, 정확하게 표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학생들이 서

로 다른 모형의 능력들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것이 모형 평가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eak et al. (2011)은 실증적인 증거와의 일

치도, 설명력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모형을 비교하고 평가

하는 것을 모형의 평가 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

구에서는,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제시된 모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

를 통해 모형을 폐기하거나 선택 하는 것을 ‘모형 평가’라고 보았으며,

이를 세 단계의 수준을 나누어 채점 기준을 만들었다.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정보로부터 뽑아낸 제약 조건(constraints)도 채점 기준과

함께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셋째, ‘모형 적용’을 위한 채점 기준도 기존 연구에 거의 존재 하지 않

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모형 적용’에 해당하는 ‘적용 및 확장’, ‘전

개’, ‘사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적용의 채점

기준을 마련하였다. 유희원 등 (2012)은 ‘적용 및 확장’의 단계에서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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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최종 모형을 적용하여 모형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한다고 보았

다. 오필석과 김찬종 (2005)의 귀추의 ‘설명’ 단계가 ‘적용 및 확장’ 단계

와 대응 되는데, 여기에서의 ‘설명’은 선택한 모형(rule)을 사용하여 자료

에 대한 최종적인 설명적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Halloun (2006)은

새로운 상황에 모형을 ‘전개(deployment)’ 시키는 것은 모형 구성을 의미

있게 만든다고 설명하였다. Beak (2013)은 모형의 ‘사용’ 단계에서 다른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최종 합의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Cartier et al. (2001)도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

하고 예측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Schwarz et al. (2008)와

Beak et al. (2011)은 학생이 현상을 묘사, 설명, 예측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상

황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자신의 모형을 사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모형 적용’이라고 보았으며, 이를 세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채점 기준

을 만들었다. ‘모형 적용’을 위한 채점기준을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모형 구성(표상, 설명)’, ‘모형 평가’, ‘모형 적

용’으로 영역을 나누어 채점하였다. 사전 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각의 영역을 세 단계의 수준으로 나누어, 낮은 수준을 1점, 중간 수준을

2점, 가장 높은 수준을 3점으로 점수를 부여한 뒤, 대응표본 t-검정을 실

시하였다. 다음으로, 변화 유형별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수준이 상승한

학생, 하강한 학생, 높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 낮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

으로 네 가지의 유형을 나누어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및 활동지를 살펴보

았다. 서술형 답안의 특성상, 학생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도 함께 실시하여 채점에 반영하였다. 제 4장 연구 결과에서

는 ‘모형 구성의 표상(generation-representation)’은 이하 G-R로, ‘모형

구성의 설명(generation-explanation)’은 이하 G-E로, ‘모형 평가

(evaluation)’는 이하 E로, ‘모형 적용(application)’은 이하 A로 표현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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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

VOMMS 도구는 과학적 모형의 세 가지 특징(표상으로써의 모형, 모

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을 조사 한다(Chittleborough et al.,

2005). VOMMS 도구의 양적 조사 결과(표 7)와 그래프(그림 6)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모두에서 많은 학생들(>70%)이 과학적 모형을 ‘아이디

어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것(문항 1번)’, ‘하나의 아이

디어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모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문항 2번)’, ‘사

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문항 3번)’,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받아들여진다는 것(문항 4번)’, ‘미래에 변할 수 있다는 것(문항 5번)’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한 결과는 모두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에 관한 더 진보된 관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전

과 사후 검사 결과 모두 대다수의 학생들이 모형과 모형 구성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수용될 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항 1번의 경우 오히려 사후에 수준이 낮

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3번은 변화가 없었고 문항 2, 4, 5번의 경

우 사후에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다. 이러한 양적인 변화에 관한 해석을

위해서 학생들의 선택 사유서와 인터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6] 더 진보된 관점의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택한 학생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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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VOMMS 도구의 학생 응답 결과 비교 (n=41)

응답한 학생 수

사전평가

(n=41)
사후평가

(n=41)

1.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 구성은 과학을 이해하는데 중요

하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 되는 것은?

① 모형은 아이디어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나타낸 것이다.

36

(87.8%)

31

(75.6%)

② 모형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4 8

*둘 다 선택 1 2

2.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과학적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모형들은 틀린 것이다.
3 0

② 과학적 아이디어는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

른 모형들도 있다.

38

(92.6%)

41

(100%)

3. 새로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형이 제

시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새 모형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과학자들은 모형과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결정한다.

40

(97.5%)

40

(97.5%)

② 과학자들 개인의 감정이나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1 1

4. 새로운 과학 모형을 받아들이는 것은?

①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8 1

② 새로운 모형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33

(80.4%)

40

(97.5%)

5. 과학 모형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수많

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구성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 모형은?

①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4 1

② 미래에 변할 수 있다.
37

(90.2%)

40

(97.5%)

*문항 1번 두 가지 보기 모두가 옳다고 생각한 학생의 경우에는 복수정답을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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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상으로써의 모형(Models as representations)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우선 사전 검사 내용을 살펴보았다.

사전 검사에서 ‘과학 모형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에 응답한 내용 중

‘표상으로써의 모형’에 해당하는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 학생의 사전 검사 과학적 모형의 정의

실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 또는 물체를 간단히 나타내는 것. 이때 현상 또는 

물체는 주로 보기 힘든 실현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

H 학생의 사전 검사 과학적 모형의 정의

과학 모형이란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어서 결과를 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모형은 먼저 아이디어를 낸 후에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고 원리가 무엇인지 

밝혀낸 것. 

Y 학생의 사전 검사 과학적 모형의 정의

과학적인 사실을 눈과 귀 등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입체적인 물체. 

어떤 과학 현상에 대해 문자로 나타냈으면 그것이 맞는지 증명할 때도 쓰이

는 물체. 

이러한 응답들은 모형이란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기 힘든 실제

세계를 복제하여 물체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모형을 규모 모형으

로만 생각하는 초보적인 단계의 이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증명,

밝혀냄, 결과 등 과 같은 단어로 모형을 설명하면서 과학은 진리라는 소

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odson (2009)은 과학교육에서 지배적인 인식론적 입장 중에 하나로 ‘소

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을 지적하며 ‘과학은 우주에 대한 절대적 진

리를 가져다준다.’라는 왜곡된 믿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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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해당하는 변화로 아래 3.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사후 검사에서 문항 1번의 ‘① 모형은 아이디어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를 선택한 학생들이 작성한 사유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P 학생의 사후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우리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낼 수 없다. 금성의 위상 변화에 대한 모형을 

만들 때 실제 위에서 볼 수 없고 그리고 주변 것들은 표현하지도 않는다. 그리

고 원과 타원을 특별히 구별하지도 않는다. 또 모형의 중심에는 아이디어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표현해 알기 쉽게 풀어 놓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

이다. 

H 학생의 사후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가설이나 아이디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를 들어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은 것들을 그림이나 글씨로 표현 한 

것을 과학 모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Y 학생의 사후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미술작품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아

이디어, 또는 작동 원리가 담겨 있어야만 모형이라고 생각한다. 모형은 실제 세

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의 작동원리를 표현함으로써 실제 세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C 학생의 사후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기만 한다면 모형의 존재 이유가 아니다. 그

것으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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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사후 검사 결과 학생들은 실제와 과학적 모형을 구별했고

모형을 실제의 복제가 아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Oh & Oh (2011)는 일반적으로 모형이라고 하면 규모 모

형(점토로 만든 화산, 작은 우주선)과 같이 자연 세계를 흉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과학적 모형이란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인 아이디

어가 작동(work)하는 방식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이며, 이것이 모형

의 핵심이고, 규모 모형은 모형이 표상하는 것에 일부에 불과한 것이라

고 설명 한바 있다. 즉, 수업 후 학생의 응답을 보면 과학적 모형이 무엇

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학생들이 표상으로써의 모형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전에는 볼 수 없

었던 ‘금성의 위상 변화’ 혹은 ‘달의 위상 변화’와 같은 수업시간에 다루

었던 모형의 예시를 들며, 의도적으로 특정한 현상에만 집중하고 다른

현상은 무시하는 모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Oh & Oh

(2011)는 모형의 목적은 닮음(resemblance)보다는 표상(representation)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며, 특정한 목적 하에 의도한 부분이나

특정한 측면을 표상하는 것이 모형이며, 모든 측면을 완벽한 수준의 정

확도로 나타내는 것은 모형이 아닌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도 이와 동일하게 모형이 단순히 실세계를 그대로 복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문항 1번에 나온 모순되는 결과는 ‘표상으로써의 모형’의 특징에 대한

응답으로, [표 7]에서와 같이 5명의 학생이 사후 검사 결과 오히려 더 낮

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에 의도에 따르면 ‘②

모형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라는 문장이 ‘모형이 실

제 세계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고 해석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사유서와 인터뷰를 보면 이 문장에 대한 학생들이 해석이 연구

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후 검사 결과 ‘② 모형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를 선택한 J 학생과 K 학생의 사유서와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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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왜 이렇게 바뀌었어? 

S

모형이라는게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
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 있는 그대로 라고 대답했어요. 관측된 
사실로 구성되어야만 그게 모형이 사실적인 모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T 그럼 수업할 때 뭐 느낀게 있었어? 왜 수업 후에 이렇게 바뀐거야?

S
이 전에는 모형에 대해 잘 몰랐는데, 수업한 다음에 이게 보니까 실제 
근거를 더 중요하게 여겨가지구 그걸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바뀌었어요. 

같다.

J 학생의 사전 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내가 생각할 때 과학 모형은 어떤 과학적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게 

물체화 시키거나 기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J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T 왜 모형이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이 바뀐거
야?

S (사후 검사에서) 관찰을 기반으로 써놓은게 과학 모형이라고 썼는데,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관찰 결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사전검사) ①, ②번이 모두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
에는(사후 검사) ②번 만 맞다고 생각했어요. 

T 모형에 대해 수업하면서 생각이 변화되는게 있었다면?

S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아이디어만으로도 과학적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관찰 사실을 가지고 그게 만드는데 큰 증거가 된
다고 생각했어요. 

K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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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관찰 혹은 관측 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사전 검사

의 선택 사유에는 없었던 표현으로 사후 검사 결과에서 많이 나타났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찰, 관측된 사실, 실제 근거 등의 표현

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업시간에 직접 모형 구성과

정에 참여하면서 과학적 모형이 실제 세계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얻은

근거로 모형을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즉, 수업 전

에는 자신의 생각이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 모형이라고 생각했다면, 사

후 검사에서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

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인터뷰 결과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사실을 근

거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응답한 것으로, 이 두 가지 진술을 혼돈 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추가로 실시된 인터뷰에서 K

학생은 두 문장이 동일한 의미로 생각되며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응답하

였다. 즉, 문항 1에 대해 양적으로 나타난 모순된 결과를 가지고 단순하

게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이 하강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것은 학생들의

해석이 연구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도리어 모형

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를 잘 설명해야 한다(Halloun,

2006)는 것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방식의 모형 기반 수업만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료 기반의 모형 구성으로만

국한지어 생각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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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다양성(The multiplicity of models)

‘모형의 다양성’이란 동일한 대상(target)에 대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Oh & Oh, 2011; Treagust et al., 2002),

이에 해당하는 문항 2번의 경우 수업 후 학생 전원이 모두 더 진보된 관

점의 모형에 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 결과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S 학생의 경우 사전 검사 사유서에서 ‘과학적 아이디어는 정의내리거나

증명할 때는 하나의 모형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

기 때문에 최소 한 개는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다.’ 라고 서술하였다. 이

것은 과학적 모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보다는 다른 것이 한 개

정도는 있을 수도 있다는 초보적인 생각에 불과하다. 또한, K 학생은 사

전 검사에서 ‘과학 현상은 한 가지 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

다. 다른 이론들은 추가적으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대체 할 수 없다.’

라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이 학생들의 사후 검사에서 인 ‘② 과학적 아이

디어는 하나의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형들도 있다.’ 선택한 작성한 사유서와 인터뷰를 살펴보

면 모형의 다양성에 대한 지식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S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하나의 것을 보고도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른다. 모형도 마찬가지로 다 다르게 

생각했고, 발표해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모형을 구성했기에 ②번이라고 생각한

다. 

L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이번 수업에서만 해도 금성의 위상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왜 그런지 

설명하는데 있어서 금성의 속도 변화, 금성의 궤도 등 여러 추측이 나왔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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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T 문항 2번은 왜 바뀌었어? 

S 각 조마다 다 만든 모형이요 다 다른걸 보고요 뭐 근본은 하나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걸 알아가지고 바꿨어요. 설
명 방식 차이? 

이와 같이 학생들은 수업 후 모형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높

아졌으며 수업시간에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동일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모형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준 높은 이해를 보인 사후 검사 사유서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C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모형 하나에는 요인들이 여럿 있지만 빼놓았던 요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때문에 여러 모형을 사용해 설명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I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여러 가지 모형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고 종합하여 과학적 아이디어는 다

른 모형들도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J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한 가지 모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혀진게 없을 때에는 여러 타당한 모형들이 공존할 수 있다. 

P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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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보고 모형을 구성한 본래적인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본래적 생각이 같더라도 많은 표현 방식이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선택 사유를 종합해 보면 하나의 아이디어라도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 여러 모형들을 종합해서 설명 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을 때에

는 서로 다른 해석의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실제

로 Grosslight et al. (1991)는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같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Oh & Oh (2011)는 실시계의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표현한 다양한 모형들이 합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사유

서는 이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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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문항 4번에서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S 지구가 해를 돈다고 어떤 과학자가 말했었자나요 근데 막 해가 지구를 
돈다고 말하라고 협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는(사
전평가) 지지를 필요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만약 아무리 근거가 많아도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그때 갈릴레
오 그 사람이 아직 근거가 정확했었던거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생각은(사후 평가) 증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자기

3. 모형의 역동적 본성(The dynamic nature of models)

‘모형의 역동적 본성’이란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거들이

다른 사실을 입증하게 될 때 모형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reagust et al., 2002). 이에 해당하는 문항 4번의 경우 수업 후 다른

문항들에 비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표 7). 특히, 사전검사에서 학생들은

‘①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 지동설

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 L 학생의 사유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 학생의 사전 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옛날에도 지구가 해를 돈다고 하였을 때 대다수의 이들이 반대하고 왕이 죽

여버리기 까지 하였다. 아무리 근거가 확실하다 하여도 여러 사람의 지지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후 검사에서 지지를 받는 것 보다는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

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을 바꾸었고 처음에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

도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다면 결국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와 관련한 L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L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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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각을 모형으로 잘 만들어서 그 생각을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그거는 왕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개개인이 각각 중요한 구성원이니까 근거가 충분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거 같아요. 

T 그럼 지지를 많이 받는거 보다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가 더 중요
하다라고 생각할 일이 있었나?

S 그때 한영이가 약간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해서 저희가 생각하지도 못했
던거를 탁 찝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리 뜬금없고 좀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근거 있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분명히 과학적으로 
드러난 것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도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
니까 된 것처럼, 저도 어쩔 수 없이 반박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영이 처럼 자신의 뜬금없는 생각이라도 의견을 잘 설명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N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T 특히 문항 4번이 바뀐거 왜 그런거 같아? 

S 이 새로운 모형이 잘 설명할 수 있다는게요. 만약에 대다수의 과학자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면요. 그 모형이 옳지 않은데 과학자 그니까 사람만 
보고 지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지로만은 그 모형을 받아들인은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사전평가)에는 그렇게 생각안했는데.. 사람
만 보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뿐만 아니라 새로운 모형
이 타당한지 근거를 들어가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 받아들일 수 있
을거 같아요. 

T 수업하면서 생각의 변화를 일으킬만한 과정이 있었어?

S 그 지지할때요 어떤 한 아이가 의견을 말하면요 맞는거 같다고 하면서 
같이 그걸 하자고 그러는데, 어떤 한명 아이가 다르게 설명했는데 그게 
지지가 처음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가 근거를 잘 말했는데도 지지를 
많이 받은 아이쪽으로 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지를 못 받은 아이 의견이 
맞는 걸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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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T 문항 4번 답이 변했네. 

S 4번이요. 이게 뭐랄까 ①번하고 ②번하고 똑같은거 같아요. 옛날이었다
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모형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과
학자들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꼭 나눌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T 수업 이거랑 관련해서 경험한게 있어?

S
처음에 제가 조별 발표를 할 때 태양의 흑점이동 할 때, 제가 약간 터
무니 없이 태양 표면 대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태양의 
자전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태양의 자전으로 하니까 결과가 딱딱 떨어
지는거에요. 그래서 인정하게 되고 지지를 하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어
차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지지를 하니까요.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새로운 모형이 근거가 충분하고 결과를 잘 설

명할 경우 처음에는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결국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개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므로 결국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모

형이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만

과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두 개의 보기를 나눌 필요조차 없

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모형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실증적

자료(empirical data)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Halloun, 2006)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업과 관련한 경험으로는, 친구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던 친구의 모형이더라도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모형을 설명할 경우 결국 다른 친구들의 지

지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과학적 모형이 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5번에 대해 ‘① 미래에 변

하지 않을 것이다.’를 선택한 학생들의 사전 검사 사유서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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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학생의 사전 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해왔으니까 정확할 것 같아서 

M 학생의 사전 검사 ①번 택한 사유서 

과학모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사람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 과학 모형은 바뀌면 안될 것이고 앞으로도 과학 모형은 바뀌

지 않고 진실을 이해시켜주는 모형이 되어야 한다. 

과학적 모형이 변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 5번에 대해 ‘② 미래에 변

할 수 있다.’를 선택한 학생들의 사후 검사 사유서와 인터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Y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과학 모형을 만들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

랫동안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과학에는 답이 없다. 이 모형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형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에 과학 모형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P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과학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을 추구하는 것일 뿐,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모형

들은 관측을 계속 한다면 계속 바뀔 것이다. 

K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아직 모형들은 한정된 관측 사실로만 구성되어 왔다. 미래에는 또 다른 기술

로 또 다른 관측 사실이 나온다면 바뀔 수 있다. 

L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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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과학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발명된다면 모형이 

진화 변형 대체 될 수 있다. 

D 학생의 사후 검사 ②번 택한 이유 인터뷰 

T 바뀔 수 있다? 
S 지금 있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딴 것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런거요. 

실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낸게 아니라 일부만 표현하거요. (수업시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들으니까 지금 배우는 것 만 아니라 딴
것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는 사실이 아니라 다른 것도 밝혀질 수 있다
고 해서 실제세계에는 없는데 나중에 밝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  지
금은 완전히 증명이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새로 생길 수도 있는거..

사후 검사 결과 과학적 모형이 바뀌는 이유에 대해 크게 두 개로 요

약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관측 사실이 나타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었다. 이것은 과

학적 지식이나 아이디어가 새로운 현상과 새로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해

수정되거나 버려질(discarded) 수 있다(Passmore & Stewart, 2002)는 것

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과학 지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변할 수 있다’는 응답이었다.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절대적이지 않고 불확실한 것(uncertainty)이라는 과학의 본성의

중요한 특징(Treagust et al., 2002)을 이해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과학적 모형을 ‘정확하다.’, ‘진실이다.’ 라고 서술한 사전

검사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이와 같이 ‘모형의 변화하는 본성’에 대해 수업 후 많이 변화된 모습

을 보여주었다. 과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실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이 새로

운 과학적 모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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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이런거를 수업하면서 느낀게 뭐가 있었어?

S 수업할 때요. 다른 조 아이들 발표하는거 보면서도 우리 조에 더 추가
되는게 많았던거 같아요. 좀 모델이 계속 바뀐거 같아요. 

T 왜 그랬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S 수업 시작 할 때 (모형이라는 것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바뀐
거 같아요. 

T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S 조 모형 발표 할 때 서로 다르거나 비슷한 의견을 모아갈 때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모형 발표할 때 달랐던 의견이 왜 틀렸는지 근거를 
들면서 하나로 정한걸로 기억해요. 

음과 같다.

K 학생의 인터뷰

T 혹시 수업하는 중간에 이런걸 느낀게 있었어?

S 좀 다른 얘길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과학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좀 바뀐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몰
라도 그냥 모르는대로 써보라고 했잖아요. 좀 약간 자신감이라고 해야 
할까? 좀 내가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자. 

L 학생의 인터뷰

P 학생의 인터뷰

J 학생의 인터뷰

이와 같이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학습 목표로 삼지 않았음에도 이

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이유는, 수업 도입부에 실시된 ‘수업 준비

운동’과 조별로 ‘우리 조 모형’을 발표하는 조별 발표 토의 시간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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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업 준비 운동’을 통해 수업에 적극

적으로 자신감 있게 참여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이 있었다. 전체 적인

변화의 모습은 [표 8]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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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사전 사후 변화 비교

사전 사후

표상으로

써의

모형

∙과학적 모형이란 실제를 복제하여

물체로 나타낸 것.

▶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

- 미술이 아니라 과학이 되려면 작동 원리를 설명해야한다.

▶ 의도적으로 특정한 현상에만 집중하고 다른 현상은 무시할 수 있음.

- 금성 모형 구성 할 때 다른 것은 그리지 않았다.

※ 실제 근거, 관찰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 과학적 모형이다.

모형의

다양성

∙과학 현상은 한 가지 이론으로만

설명될 수 있음.

▶ 다양한 모형이 공존할 수 있음.

- 같은 아이디어라도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이 존재 할 수 있다.

- 여러 모형들을 종합해서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할 수 있다.

모형의

역동적

본성

∙과학자들의 지지가 더 중요함.

-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학적 모형은 바뀌지 않음.

- 과학적 모형은 진실이다.

- 과학적 모형은 정확하다.

▶ 결과를 잘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함.

- 결과를 잘 설명하면 결국 지지를 받게 된다.

▶ 과학적 모형은 바뀔 수 있음.

- 과학에는 정답이 없으므로 앞으로 변할 수 있다.

-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새로운 관측이 일어나면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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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

모형 기반 수업 전과 후의 학생들의 모형 구성 실행의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문항에 대한 학생의 모

형 구성 실행의 수준이 유의미 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모

형 기반 수업이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에서 모두 모형 구성 능력

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태양 흑점

모형)과 그렇지 않은 내용(응결 모형)을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그 결

과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태양 흑점 모형)의 경우 수업 후 모형 구성 실

행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는 것에 비해 배우지 않은 내용(응결 모형)의

경우 모형 구성 실행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

다. 이것은 학생들이 자신의 모형 구성 실행을 배우지 않은 영역으로 전

이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9]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 (n=41)

문항

번호

사전 평균

(표준편차)

사후 평균

(표준편차)
t

유의확률

(양쪽)

전체 1~6 18.36(3.40) 20.70(3.70) -5.98 .000

배운 내용 :

태양 흑점 모형
1,3,5 7.36(1.82) 9.12(1.73) -6.06 .000

배우지 않은 내용 :

응결 모형
2,4,6 8.53(2.08) 8.87(2.32) -1.51 .137

사전에 비해 사후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 배운 영역(태양 흑점 모

형)의 검사 결과를 기준을 기준으로 총 41명의 학생들을 유형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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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따른 변화의 모습에 따라 ‘수준이 상승한 학생(이하 상승)’, ‘수준

이 하강한 학생(이하 하강)’, ‘높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이하 높음)’, ‘낮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이하 낮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단, 여기에서

말하는 영역이란 제 3 장의 제 4 절에서 제시한 ‘모형 구성의 표상

(G-R)’, ‘모형 구성의 설명(G-E)’, ‘모형 평가(E)’, ‘모형 적용(A)’을 말한

다. 첫째, ‘상승’은 수업 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수준이 높아진

경우로 19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하강’은 수업 후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영역에서 수준이 낮아진 경우로 1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높음’은 두 개 이상의 영역이 가장 높은 수준인 ‘수준 3’의 상태에

서 변화가 없는 경우로 6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낮음’은 두

개 이상의 영역이 가장 낮은 수준인 ‘수준 1’의 상태에서 변화가 없는 경

우로 3명의 학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29명의 학생을 제외한 12명의

학생은 한 개의 영역에서만 소폭 상승을 보인 학생(5명)과 상승과 하강

이 혼합되어 있는 학생(7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소폭 상승을 보인

학생의 경우 ‘상승’으로, 혼합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하강’ 유형으로 포

함시켜 살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승’, ‘하강’, ‘높음’, ‘낮음’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사례를 한명씩 뽑아 순서대로 김상승, 박하강, 이높

음, 최낮음 으로 이름 붙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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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승 학생의 사례

[그림 7]은 김상승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모

형 구성(G-R, G-E) 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에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김상승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의 사전, 사후 변화

가. 사전 검사 결과

[그림 8] 김상승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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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그림 8]과 같이 태양

이나 흑점이 아닌 지구본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지구본 위에 한국을

표시하였다. 또한 설명에서도 흑점의 이동방향이나 이동속도와 같은 제

약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와 관련한 김상승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지구본 위의 점은 흑점이랑 다른 점 인가봐?
S 왜냐면 제가 태양이 자전한다는 생각을 수업하면서 하게 되었거든요. 

아직 그 생각까지 한 것 같지는 않고. 이 지구가 이렇게 돌면서 보이니

까 그 점이 약간 바뀌고, 인공위성이 도니까 약간 바뀔 수 있다고...

인터뷰 내용에서도 역시 막연하게 지구와 인공위성이 돌아서 흑점이

약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주어

진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표상(G-R)과 설명(G-E) 모두

에서 ‘수준 1’에 해당한다.

[그림 9] 김상승 학생의 모형 평가(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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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사전 평가에서 모형 평가(E) 영역은 가장 높은 수준인

‘수준 3’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주어진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흑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여 ‘태양의 3분의 1을 겨우 6일 만에 돌았다.’

라고 설명하며 모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그 반대이다.’ 라는 설명과 함께 그림을 그려 흑점의 이동방향이 잘못 고

려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에 관련된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너 스스로 모형 만들 때는 잘 못 만들었던 것에 비해 친구 모형 평가 

할 때는 엄청 잘 평가했네? 왜 그런거 같아?

S 처음에는 생각을 넓게 못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친구의 아이디어를 보면

서 마인드맵처럼 머릿속에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

서 더 많이 적을 수 있었어요.

T 니가 생각하는 마인드맵이 뭔데?

S 한 점에서 쫙 퍼져나간다고 하나? 이 친구 생각을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했는데. 문제점이 발견이 되니까.. 이건 미리 적어 놓은 거잖

아요. 그러니까 더 자신감도 붙고 더 잘 평가 할 수 있었던거 같아요. 

두 번 봤으니까 일단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친구 아이디어 보면

서 생각이 좀 확장 되었던 것 같아요. 

김상승 학생의 특이한 점은 모형 구성(G-R, G-E)에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실증적인 자료들을 모형 평가(E) 단계에서는 모두 고려하여 친구

의 모형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인터뷰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친구의 모형 자체에서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비과학적인 친구의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의 생각이 확

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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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 검사 결과

[그림 10] 김상승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흑점의 이동을 고려하

여 화살표, 날짜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두 가지 이상의 제약 조건

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표상(G-R)은 ‘수준 2’ 설명(G-E)은 ‘수준 3’에 해

당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림 10]에서와 같이 설명에서 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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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 다른 가설들을 제시하고 그 가설들이 받아 들여 질 수 없는 이유를

자료로부터 뽑아낸 제약조건을 이용하여 폐기(discard)하는 과정을 보인

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모형을 설명하는 것은 Toulmin

(2003)의 논변 구조의 반박(rebuttal)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김상승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이런 설명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

S 몇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태양은 직접 자전한다. 지구가 공전한다. 애
들이 발표할 때 뭐 이렇게 손들어서 반박도 하고 그랬잖아요. 대체적으
로 이렇게 세 개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답을 찾게 된다면 우
리가 모르는 거에서 답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일단 아는 거에
서 답이 하나 나올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씩 없애가면서 가장 알맞
은 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3개 중에서 틀린 것 2개는 틀린 이
유를 쓰고 맞는 거는 딱히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게 맞는거 
같다 이렇게요. 

이와 같이 인터뷰 결과, 김상승 학생은 다른 친구들의 모형을 보면서

그 모형의 옳지 않은 점을 찾아내어 폐기하는 과정을 수업시간에 경험하

고 그것을 자신의 모형 구성에 반박 방식으로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친구들의 모형의 옳지 않은 점을 지적하는 과정 즉, 평가 과정이 김

상승 학생의 모형 구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림 11] 김상승 학생의 모형 평가(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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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검사에 모형 평가(E) 역시 [그림 11]과 같이 ‘흑점의 이동 속도’

와 ‘이동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사전 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수준 3’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였다.

다. 변화의 특징

김상승 학생의 특징은 [표 10]에서와 같이 본인의 모형 구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모형 평가 능력을 보이며, 평가를 통해 고려하게 된 제약

조건을 사후 자신의 모형 구성에 활용하여 ‘반박’의 방식으로 설명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은 더 수준 높은 친구의 모형을 보면서 자신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경우에 제시된 모형은

비과학적인 모형이었다. 김상승 학생은 비과학적인 남의 모형을 평가하

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고려

하게 된 제약조건들을 사후 자신의 모형 구성에 사용하였다. 또한, 모형

을 평가하는 방식을 사후 자신의 모형 구성에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

다. 보통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에 근거를 드는 방

식으로 모형을 구성 하였다. 하지만, 김상승 학생은 다른 가능한 모형들

을 먼저 제시한 뒤 그것들이 왜 받아들여 질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있

다. 즉, 가능한 모형들을 하나씩 제시한 뒤 제약조건을 통해 그것들을 폐

기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논변 구조에서 ‘반박’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박’ 방식의 설명방법을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결

국 모형 평가 과정이 모형 구성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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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김상승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준 내용 수준 내용

G

R 1
∙ 지구본, 한국

2
▶ 태양, 흑점, 날짜, 자전축,

자전·공전 화살표 표시

E 1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3

▶ ‘반박(rebuttal)’ 방식으로

데이터로부터 뽑아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설명

E 3
∙ 모든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모형 평가
3

▶ 모든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모형 평가

A 3
∙ 목성의 자전 모형으로

자전 시간을 구함
3

▶ 목성의 자전 모형으로

자전 시간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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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하강 학생의 사례

[그림 12]는 이하강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사후에 모형 구성(G-R, G-E) 영역에서 오히려 수준이 하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림 12] 이하강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의 사전, 사후 변화

가. 사전 검사 결과

[그림 13] 이하강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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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G-R, G-E) 영역에서 이하강 학생은 [그림 13]에서와 같이

태양을 그리고 자전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며 흑점을 그리고 그것의 이

동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표상(G-R) 영역의 ‘수준 2’에

해당한다. 설명에서도 ‘흑점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므로, 태양은

오른쪽으로 자전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흑점의 이동방향을 근거로 하

여 태양의 자전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설명(G-E) 영역의 ‘수준

2’에 해당한다.

[그림 14] 이하강 학생의 활동지

이 학생의 특이한 점은 수업시간에 관찰 사실을 적는 란에 ‘태양이 자

전하니까’ 라고 이미 정답을 적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이하강 학생

의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T (수업시간에) 태양이 자전하니까라고 적었네?
S 책에서 읽은 적 있어요. 갈릴레이 갈릴레오(학생 표현 그대로 적음)가 얘

기했던 관찰 기록들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었어요. 
T 어떤 설명?

S 태양에 대한 글이었어요. 태양이 자전하는 이유 이런거요. 

죽, 이하강 학생은 관찰을 통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읽어 미

리 알고 있는 지식을 ‘관찰 사실 적기‘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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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이하강 학생의 모형 평가(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모형 평가(E) 영역에서 이하강 학생은 [그림 15]에서와 같이 친구의

모형이 흑점의 이동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평가하고 있

으므로 ‘수준 3’에 해당한다. 이때 ‘1시간에 30km를 지구가 공전을 해서’

라고 설명하며 친구의 모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

련한 이하강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T 1시간에 30km를 지구가 공전해서가 무슨 말이야?

S 이거는 읽었던 건데요. 이거는 확실히 그 제가 산 그 책에서 읽은 거예
요.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요, 책을 제가 읽고 또 읽는게 아니니까 이건 
그 책을 어쩌다 들쳐봐서 나온거 같아요. 근데 이건 책에서 본거에요. 
이거는 정말 확실해요. 

즉, 모형 평가의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친구의 모형을 평가하기 위해

서 주어진 자료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책에서 읽은 지식을 사용하고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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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이하강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모형 적용(A) 영역에서 [그림 16]에서와 같이 목성의 자전 모형을 구

성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자전 주기를 구하고 있으므로 ‘수준 3’에 해당한

다. 하지만, 이때도 역시 ‘목성은 행성’ 이라고 그 근거를 적고 있으므로

자료로부터 목성의 자전을 알아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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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어떻게 푼 건지 설명해 볼래?

나. 사후 검사 결과

[그림 17] 이하강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림 17]에서와 같이 그림에 더 이상 흑점을 표현하지 않았고 흑점의

이동방향에 대한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이것은 주어진 자료에 대한 고

려가 없는 것으로 표상(G-R)과 설명(G-E) 모두에서 ‘수준 1’에 해당한

다. 이와 관련한 이하강 학생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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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왜 자료를 많이 안봤을까?

S
조금은 봤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전에 배웠던게 있으니까 무의식적으
로 그렇게 된거 같아요. 

T 배웠던게 뭐야?

S
(사전) 이때는 책을 읽은 지가 아무래도 좀 오래 돼가지구 자료를 좀 
봤는데.. (사후) 이때는 뭔가 확실하다는 그런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
게 된 거 같아요. 

적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태양의 자전 때문이라고 알았는데 또 다른 가
설들이 나오면서 새로운걸 알게 된 거 같아요. 

T 어떤거?

S 대류현상이요. 

T 흑점 그림을 사후에는 아예 안그렸네? 

S
(사후) 이때는 좀 제 머릿속에서 나온거 같아요. 수업시간에 배운거랑
요.. (사전) 그 전에는 책에서 봤던거요.

이 학생은 아래의 인터뷰 결과와 같이 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자료를

고려하기 보다는 기존에 읽었던 책이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료를 근거

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부터

얻어낸 제약조건이나 근거를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후에는 수업시간에 배우기까지 했으므로 더 확실한 답을 알게

되어 사전에 언급하였던 흑점조차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응

답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하강 학생은 자신의 모형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려는 의

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신이 구성한 모형이 주어진 자료로부터

얻어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형과 자료의 연결고리가 약하며 단순히

정확한 정답을 적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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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이하강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적용(A) 영역에서도 목성 자전 모형을 구성하고 그 자전 속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수준 3’에 해당한다. 사후에도 역시 [그림 18]에서와 같

이 ‘목성도 행성이니까 자전한다.’ 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료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으며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 4번 문제 설명해 줄 수 있어?
S 목성도 행성이니까요. 
T 그건 어떻게 알았어?
S 거의 다 책에서 읽은 거예요
T 그러면 목성이 자전한다는 건 자료를 보고 알아낸건 아니란 거지?
S 당연히 아니죠. 책에서 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하강 학생은 자료에 대해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기존

에 알고 있던 지식에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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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의 특징

이하강 학생의 변화의 특징은 [표 11]에서와 같이 모형 구성 능력이

수업 후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변화는 이 학생

이 정답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수업 시

간 전 부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여 정확한 답을 적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가 자신이 기존에 읽었던 책에서 얻

어낸 정보들로, 문제에 주어진 자료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는 것이 특징

이다. 이 경우 모형과 주어진 정보 사이에 연결 고리가 약하므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근거를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 또한, 사후

에는 수업을 통해 정답이 더욱 확실해졌으므로 더욱 자료를 고려하지 않

고 정답을 적는 것에만 더욱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과학

의 정답만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이 지향하는 방

향과 정 반대 방향으로 결국 모형 구성 능력이 떨어 질 수밖에 없는 결

과를 가져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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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이하강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준 내용 수준 내용

G

R 2 ∙태양, 흑점, 자전 방향 화살표 1 ▶ 태양 대류, 자전 방향 화살표

E 2
∙흑점의 이동 방향

(‘태양은 오른쪽으로 자전’)
1

▶ 근거 없음

(‘태양표면 대류’, ‘태양이

자전’)

E 2
∙흑점 이동 방향

(‘태양도 어느 정도 자전’)
2

▶ 흑점 이동 방향

(‘태양은 자전을 한다.’)

A 3
∙목성 자전

(‘목성은 행성’)
3

▶ 목성 자전

(‘목성도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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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박높음 학생의 사례

[그림 19]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박높음 학생의

경우 사전 사후 결과 모두 높은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9] 박높음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의 사전, 사후 변화

가. 사전 검사 결과

[그림 20] 박높음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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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박높음 학생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제약 조건(constraints) 중 ‘흑점의 이동방향’

과 ‘흑점의 이동 속도’를 모두 고려한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20]의 설

명에서 ‘왼쪽 사진처럼 움직이려면 지구가 며칠 만에 한 바퀴를 도는 것

이다’라는 것은 흑점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것으로 ‘그러므로 태양도 지

구 공전 방향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또한, 그림의 지구의 공전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흑점의 이동방

향을 고려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박높음 학생은 두 가지 제약 조건

을 고려하고 근거를 들어 자신의 모형을 설명한 것으로 설명(G-E)영역

의 ‘수준 3’에 해당한다.

T 1번에서 지구 공전 방향을 반대로 했어. 여기서 왜 반대로 했던 거야? 

S 이쪽으로 흑점이 돌아가니까 그 반대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T 이동 방향을 고려한거야?

S 네

또한 태양, 흑점, 지구에 이름을 표지(labelling)하여 써 놓았으며 자신

의 모형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하여 화살표로 공전 방향을 표시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것은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이

용하여 자신의 모형을 그린 것으로 표상(G-R) 영역의 ‘수준 2’에 해당한

다.

사전평가에서 박높음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 능력 자체는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구가 시계방향으로 공전한다는 잘못된 초기 자

원(initial resource)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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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박높음 학생의 모형 평가(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모형 평가(E)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는 [그림 21]에서와 같이 주어진

모형의 옳은 점과 옳지 않은 점을 모두 작성하였다. 옳지 않은 점으로는

흑점의 이동방향과 속도를 모두 고려하여 잘못된 점을 잘 지적하여 모형

평가(E) 영역에서 ‘수준 3’에 해당한다. 옳은 점으로 ‘지구 공전. 지구가

공전을 하면 (태양의) 중심축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작

성하였다. 이것은 자신이 사전 평가 당시 문제 1번에서 모형을 구성할

때 지구의 공전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평가에서도 지구의 공전이

옳은 점으로 평가 된 것으로 보인다. 모형을 평가 할 때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형을 떠올리며 평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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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박높음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모형 적용(E) 영역의 사전 검사에서는 [그림 22]에서와 같이 태양의

자전 모형을 적용하여 목성이 자전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목성 표면 위의 점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

간을 구하였다. 시간을 구하기 위한 과정으로 목성 표면의 적도 정도에

위치한 점을 선택하여 ‘25분×15=375분’ 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이 시간

은 목성의 자전주기를 정확하게 구한 것은 아니지만 목성 표면 위의 검

은 점이 자전에 의해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그리드 방식으로 구한 것으로

모형 적용(A) 영역의 ‘수준 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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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 검사 결과

*인터뷰 결과 설명에 ‘지구 자전’은 ‘지구 공전’을 의미하는 것의 오타임.

[그림 23] 박높음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지구의 공전 방향을 반시계 방향으로 바꾸어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한 점

이다. 아래의 인터뷰 내용에서와 같이 수업시간에 지구 공전 방향에 대

해 과학적인 개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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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근데 수업 후에 이렇게 바뀐거 설명해볼래?

S 흑점이 원래 이게 제가 공전 방향을 제대로 인식한 다음에 이걸 한거니
까, 이게 흑점이 같이 돈다는 걸 알았으니까, 반대방향으로 돌아야 하는
데 그게 아니므로 태양이 더 빠르게, 공전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태양 자
전이 더 빠르게 돌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거라는걸 설명했어요. 

T 응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됐어?

S 아 지구 공전만으로는 이정도 속도가 안나온다고 생각했어요. 한 5일 
정도면 요만큼 밖에 못 움직이는데 지구 공전만으로는 안돼요. 속도를 
고려해서 바꾼거에요. 

T 그러면 너 지구 공전 방향은 어떻게 알게 된거야?

S 처음에 잘못 생각했던거 같아요. 

T 수업시간에 배운건 없었고?

S 조별 토론과정에서도 알았고, 선생님이 이거 다시 설명해 줄 때? 아니, 
애들이랑 모형 만들 때 안거 같아요. 

박높음 학생은 [그림 23]의 설명에서 ‘지구 공전만으로 흑점이 자료처

럼 움직이려면 흑점은 지구의 자전반대 방향으로 돌아야 한다.’라고 서술

한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방향을 반시계로 바꾼 후 지구의 공전으로는

흑점의 이동 방향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흑점은

지구의 자전방향과 동일하게 움직이므로 태양이 자전해야만 흑점이 자료

처럼 움직인다.’라고 설명하면서 태양의 흑점과 지구에 날짜를 표시하여

속도의 차이를 설명한다. 이에 해당하는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것은 두 가지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설명(G-E) 영역의 ‘수

준 3’에 해당한다. 3 단계로 나누어진 분석틀에서는 사전 사후 모두 ‘수

준 3’으로 나타났지만, ‘수준 3’ 안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전 검사에

서는 태양의 움직임을 ‘회전’이라고 표현했지만, 사후 평가에서는 ‘태양이



- 73 -

T 여기(사전) 보면 날짜같은거 안적었어. 근데 나중(사후)엔 날짜를 자세히 
적었네. 왜 그런거야?

S 이게 이건요(사전), 그냥 이쪽으로만 돌면요 자전으로는 이런 방향이 나
오지 않는다는걸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후) 구체적인 속도가 나
왔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면서 더 정확히 설명하려고 넣었어요. 

자전’이라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속도를 표현하기 위해 화살표

뿐만 아니라 날짜를 기입하며 자신의 모형을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전 검사와 동일하게 표상(G-R) 영역의 ‘수준 2’에 해당하지만, 사전

평가에는 없었던 날짜를 기입한 것으로 사전 검사 보다 조금 더 정교화

된 표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박높음 학생은 사전 사후

평가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모형 구성을 보여주었으며, 수업 후 지구의

공전 방향까지 옳게 바뀌면서 모형이 더욱 정교화 되고 과학적으로도 옳

은 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그림 24] 박높음 학생의 모형 평가(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평가(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제에

서 주어진 모형의 옳은 점을 적지 않고 옳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설명한

점이다. 또한, [그림 24]에서와 같이 ‘이러한 점으로 이 모형은 옳지 않

다.’ 라고 명시한 점도 달라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박높음 학생은 옳지

않은 근거로 흑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가 자료와 일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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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모두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사후 평가에서도 ‘수준 3’에 해당한

다. 결과적으로 박높음 학생은 사전 사후 평가 모두에서 높은 모형 평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사후 검사에서는 지구의 공전으로 흑점의

이동을 설명하려는 모형이 옳지 않다는 것을 더욱 명확하게 평가하고 있

다.

[그림 25] 박높음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적용(A)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에서도 목성의 자전을 이용하여

검은 점의 이동시간을 구하였으므로 ‘수준 3’에 해당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성의 표면에 검은 점을 시간

별로 표시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박높음 학생의 모형 구성 사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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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구의 공전으로는 검은

점의 이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목성 표면위의 검은

점에 시간을 표시하였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시간을 구하는 과정을 그림

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전 검사와 거의 유사한 과정으로 시간을 구하고

있지만, 사전 검사에서는 글로만 설명했던 것을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여

본인의 설명을 돕고 다른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

높음 학생의 모형 적용 수준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모두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 후 더욱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 설명하는 것을

통해 사전 검사 결과 보다 더욱 정교한 모형 적용 과정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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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화의 특징

박높음 학생은 높은 수준의 모형 구성 능력을 지니고 있었으나 잘못

된 초기 자원으로 인해 비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사후에

높은 수준의 모형 구성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기 자원(initial

resources)까지 옳게 변하면서 최종적으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한 학생

이다.

이 학생의 가장 큰 변화의 특징은 모형 구성(G-R, G-E) 영역 에서

볼 수 있다. [표 12]에서와 같이 지구가 시계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으로 초기 자원이 바뀌며 모형이 과학적으

로 변화하였고 전반적으로 모형이 더욱 정교화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더욱 자세히 그림을 그려 설명하게 되면 모형을 설명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을 수업시간에 배웠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모형 적

용(A) 까지 적용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밖에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자전’ 과 같은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

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인 용어 사용 자체가 모형 구성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준 변화에는 포

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모형의 정교화 및 표현 방식의 발전과 같은 측

면에서는 최고 수준의 학생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하나로서 눈여

겨 볼만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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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박높음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준 내용 수준 내용

G

R 2

∙ 시계방향으로 지구 공전

2

▶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 공전

▶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흑점에 날짜를 표시

E 3 ∙ ‘태양의 회전’ 3 ▶ ‘태양이 자전’

E 3

∙ 옳은 점, 틀린 점 모두 작성

3

▶ 틀린 점 만 작성

▶ ‘이러한 점으로 이 모형은

옳지 않다.’

A 3

∙ 자전 주기 구하는 과정을

글로만 설명

3

▶ 속도를 설명하기 위해

검은 점의 시간을 표시

▶ 자전 주기를 구하는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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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낮음 학생의 사례

[그림 26]은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로 최낮음 학생의

경우 사전 사후 결과 모두 낮은 수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6] 최낮음 학생의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의 사전, 사후 변화

가. 사전 검사 결과

[그림 27] 최낮음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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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최낮음 학생은 주어진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비과학적인 과학 관련 상

식을 나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경우 [그림 27]에서와 같이 은하와 별

을 동그라미 안에 그림으로 표현하고 동그라미 끝에 태양을 그렸으며,

은하의 공전이나 플레어 홍염과 같은 논리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하는 등

표상(G-R)과 설명(G-E) 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림 28] 최낮음 학생의 활동지

이렇게 기존의 과학적 지식을 나열하는 모습은 수업시간에도 나타나

는데, [그림 28]에서와 같이 수업 시간에 작성한 활동지를 보면 관찰사실

을 적는 곳에 ‘흑점이 오른쪽으로 하루에 약 17000km씩 움직인다.’ 라고

적고 있으며 인터뷰 결과 눈대중으로 구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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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최낮음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모형 적용(A) 영역의 사전 검사 결과 최낮음 학생은 ‘먼저 목성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며 [그림 28]에서와 같

이 삼수성, 소행성대 등을 십자가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

과 설명은 주어진 자료와도 무관하고 과학적이지 조차 않다. 즉, 목성 표

면 위의 점의 움직임으로부터 목성 자전 모형을 구성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인 자신의 상식을 나열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형

적용(A) 영역의 ‘수준 1’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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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 검사 결과

[그림 30] 최낮음 학생의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구성(G-R, G-E)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태양과 흑점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흑점의 이동방향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표상(G-R) 영역의 ‘수준 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 검사

에 비해 수준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적는 모습을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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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자전 속도는 왜 구했어?

S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구했어요. 

있다. [그림 30]에서와 같이 자신이 표현한 모형의 설명이나 근거를 적기

보다는 태양의 자전 속도를 구하였으며, 아래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문

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 계산 과정이나 결과가 과학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학생 스스로도

자신의 계산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형 구성(G-R, G-E) 영역에서 최낮음 학생은 사전 사후 검사 모두

자신의 모형을 근거를 들어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과학적인 과학 관련 상식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을 보였

다.



- 83 -

[그림 31] 최낮음 학생의 모형 적용(A)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모형 적용(A) 영역의 사후 검사 결과 최낮음 학생은 문제에 제시된

검은 점들은 목성의 대적점이 아니었음에도 [그림 31]에서와 같이 ‘대적

점’의 이동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것은 목성이 자전한다는 모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아래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단순히 점의 이동을 나타낸 것

이다.

T 이 그림은 무슨 뜻이야? 

S 이건 그냥 이동한다는걸 표현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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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목성의 지름을 미지수로 놓고 알 수 없는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인터뷰 결과 자신의 수식을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최낮음 학생은 일관되게 주어진 문제나 자료와 관련 없이 자

신의 과학 관련 상식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모형 적용(A) 영역의 ‘수준

1’에 해당한다.

다. 변화의 특징

최낮음 학생은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비과

학적인 과학관련 상식을 나열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 경우 수업시간에

관찰 사실을 적을 때부터 흑점의 이동 속도를 적었으며, 사전·사후 평가

에서도 [표 13]과 같이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과학적 지식을 나열하였다. 인터뷰 결과 평소 과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 수준의 전공 서적을 즐겨 읽는다고 답하기도 하였지

만, 검사 결과에서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과학적 지식이 드러나는 답안

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사전과 사후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진 자료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모형 구성 능력이 하강한 이하강 학생과 유사하다

고 볼 수 있지만, 이 학생의 경우에는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일관성 없이 비과학적인 상식들을 나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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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최낮음 학생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비교

사전평가 사후평가

수준 내용 수준 내용

G

R 1 ∙은하 2 ▶ 태양, 흑점, 화살표 표시

E 1
∙데이터 고려 없음

(은하의 공전)
1

▶ 데이터 고려 없음

(태양 자전 속도 계산)

E 2
∙‘자료와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
2

▶ ‘보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A 1
∙모형 없음

(삼수성, 소행성대)
1

▶ 모형 없음

(대적점)



- 86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

력이 향상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모형 구성 능력을 검

사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과 ‘모형 구성 실

행’의 두 측면으로 모형 구성 능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VOMMS

문항(Chittleborough et al., 2005)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업 후 더 진보된 관점으로 과학적 모

형과 모형 구성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전에는, 많은 학

생들이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보기 힘든 실제 세계를 축

소하거나 확대하여 물체로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모형을

규모 모형으로만 생각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이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과학적 모형에 대해 ‘밝혀진 진실이다.’, ‘정확하다.’, ‘증명한 것이다.’, ‘정

의를 내린 것이다.’와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과

거 현재 미래에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불변의 진실이다.’ 답변도 다수 있

었다. 이것은 과학이 우주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를 가져다준다는 학생들

의 왜곡된 믿음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업 후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

보면, ‘과학적 모형은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

‘여러 가지 모형이 공존 할 수 있다.’, ‘여러 모형들을 종합해서 설명할

때 현상을 더욱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응답하며 그 이해의 수준이 높

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학생들은 소박한 실재론에서 벗어나 모

형이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증거를 잘 설명하는 모형이 받아들여진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표상으로써의 모

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변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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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VOMMS문항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모형에 대한 이해를 연구한

Chittleborough et al. (2005)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이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객관식 문항 1번에서 소수의 학생들이 수업 후 오히려 낮은 수준의 이해

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ittleborough et al. (2005)의 연구 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

로, 인터뷰 결과 이런 모순된 결과는 학생들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모형

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수업시간에 배웠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형은 사실을 근거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형은 실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응답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모형 구성에 관한 이해의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석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학생들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업에 제대로 참

여한 결과로,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사실을 근거로 모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볼 수 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

히 소수의 학생들이 사실과 모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

기도 하므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 기반 수업의 한계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자료를 제시하고, 학생들은

제공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형을 구성하는 자료 제시형의 모형 구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주어진 자료가 실제 그대로라고

생각하며, 이 실제를 가지고 모형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모형과 실제

가 같아야 한다고 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형 구성에 대한 좁은 인식을 확장시켜주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자료 제시형의 모형 구성 뿐 만 아니라 이론 기반 모형 구성

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모형 구성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

다. 또한, 자료 제시형의 모형 구성 수업이라 하더라도 모형 구성에 사용

할 가공된 자료를 교사가 제시하는 형태 뿐 만 아니라, 학생이 실험이나

비유적 활동을 통해 자료를 스스로 얻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 세계를 그대로 나타낸 것’과 ‘사실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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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로 구성된 모형’과의 차이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수업 전에 실시된 ‘수업 준비 운동’과 수업 중에

경험한 ‘조별 토론 과정’이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뷰 결과, ‘수업 준비 운동’ 덕분에 익

숙하지 않은 모형 기반 수업에 자신감 있게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다. 이것은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

업 초반부에 넣는 것이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 내지 또 하나의 배울 거

리가 될 것이라는 Beak et al. (2011)의 우려와는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수

업 초반부에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eak et al. (2011)

의 평가 틀을 기반으로, Bamberger & Davis (2013)의 평가 문항을 참고

하여 검사 도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전에 비해 사후에 ‘모형 구성 실행’의 수준이 향상되었

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과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나누어 비교

해 보았을 때, 배우지 않은 내용에서는 수준의 향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으로 자신의 모형 구성 능력을 전이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는 Beak et al. (2011)의 연구 결과

와 유사하지만, Bamberger & Davis (2013)의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

이다. Beak et al. (2011)은 모형 기반 수업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

증적인 증거’, ‘보이지 않는 물체’, ‘의사소통과 청중’ 영역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중 ‘실증적인 증거’ 측면에서만 70명 중 단 2명

의 학생만이 배우지 않은 내용 영역에서 수업 후 변화를 보였다는 결과

를 얻었다. 이와 달리, 전이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Bamberger & Davis (2013)의 연구의 경우, 배우지 않은 영역으로 ‘설명

(explanation)’, ‘추상화(abstraction)’, ‘표지(labelling)’의 세 가지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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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가 일어났다는 결과를 얻었다. Bamberger & Davis (2013)의 연구는

32차시의 기간 동안 화학, 물리 등 다양한 주제로 모형 기반 수업을 학

생에게 제공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업 기간이 7~8차시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었고, 주제도 천문학 내용에만 국한 되어 있었다. 즉, 전

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모

형 기반 수업에 장기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배우지 않은

내용을 주제로 모형을 구성해 보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모형 구성 실행’의 변화 유형별 특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수준이 상승한 학생의 경우, 본인의 모형 구성에 비해 높

은 수준의 평가 능력을 보였으며, 평가를 통해 고려하게 된 제약조건을

사후 자신의 모형 구성에 ‘반박(rebuttal)’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수

준이 하강한 경우에는 학생이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을 구성하지 않았으며, 수업 후에는 정답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 모형과 자료의 연결 고리가 더욱 약해지며 정답을 적는 것에

만 집중하였다. 셋째, 높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의 경우, 모형 구성 실행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초기자원으로 인해 비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초기자원이 옳게 바뀌면서 과학적인 모

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넷째, 낮은 수준을 유지한 학생의 경우, 사전 사

후 모두에서 주어진 자료와 무관한 과학 용어와 개념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모형 기반 수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비

록 비과학적인 친구의 모형이라 하더라도 서로의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

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 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으므로, 소집

단 토론 과정에서 평가와 수정 과정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유희원 등 (2012)은 영재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 보다 더 많은 초기 자원

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이 모형 형성 및 발달을 돕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학생일수록 과학적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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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 것 보다는 과학자적 자질과 소양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러

므로 정답을 알고 있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초기 자

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모형을 구성해 보도

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수업 전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인 초기 자원을 파악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더 나은 모형

기반 수업 전략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교

집단 없이 모형 기반 수업을 통해서만 모형 구성 능력의 변화를 알아보

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식 수

업, 실험식 수업, 모형 기반 수업으로 진행하였을 때, 각각의 수업이 모

형 구성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

요하다. 또한, 인식과 실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의 변화가 실제로 모형 구성 실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질

적인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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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태양 흑점을 통한 태양 자전 모형 구성’ 학습지

 과학 수업 준비 운동

■ 과학 수업에 임하는 자세
- 정답(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 배우는 내용을 그룹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기 
- 배우는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기

■ 개인 활동시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기 
- 자신의 생각이 틀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기
- 모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기
- 같은 조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베끼지 말기

■ 활동지 작성시
-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기
- 모른다고 무조건 베끼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기
-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개인 혹은 그룹의 처음 생각(아이디어)을 수정

하거나 지우지 말기

■ 그룹 활동시
- 모르거나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하기
- 도움이 필요할 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답은 No! 단서는 Yes!)
-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
-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기 
-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지 말기 / 특정 학생에게 의존하지 않기 
-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먼저 답을 말하지 말기
-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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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흑점 - 나의 모델 만들기 (MY MODEL)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표현한다.(글과 그림 이용 가능)
⦁모른다고 무조건 베끼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자.
⦁처음 만든 나의 모델을 수정하거나 지우지 않는다.(평가는 No No)

   • 인공위성 SOHO가 찍은 태양사진을 보면 주변보다 어두운 부분인 흑점이 나타난다.  

 

11월7일

11월10일

11월12일

11월14일

 

•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양 흑점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알 수 있는 것을 서술해 보자.  



- 99 -

• 이와 같이 흑점이 관찰 되는 이유를 글과 그림(나의 모델)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자.

■ 태양의 흑점 – 우리 조 모델 만들기 (GROUP MODEL)

⦁나의 모델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하는 것이 중요!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들어 이야기 한다.
⦁다른 사람의 모델이 타당한지 잘 따져본다.

• 소그룹 토의를 통해 흑점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이유를 글과 그림(우리 조 모델)으로  
  자세히 설명해 보자. 

※ 조별 발표지에 작성해보세요. 
※ 나의모델과 우리 조 모델이 뭐가 다른지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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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의 흑점 – 우리 반 모델 만들기 (CLASS MODEL)

⦁다른 조가 발표할 땐 떠들지 않는다.
⦁다른 조의 발표를 잘 듣고 근거를 가지고 타당한지 따져본다.

• 우리 그룹의 토의 내용(우리 조 모델)을 발표해 보자. 

※ 다른 조가 발표할 때, 우리 조와 다른 조의 차이점이나 특이점을 적어보세요.

• 우리 그룹의 토의 내용(우리 조 모델) 중 수정하거나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글과 그림을  
  다른 색 펜을 이용하여 수정해 보자.

※ 조별 발표지에 수정하세요. 
※ 수정ㆍ보완한 내용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 조별 발표를 모두 들은 후, 우리 반 모델을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  



- 101 -

■ 태양의 흑점 - 적용 활동 

• 시간에 따른 태양 흑점의 이동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다. 

• 그룹 토의를 통해 태양이 한 바퀴 자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예측해 보자. 글과 그림 혹은 수식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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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모형 구성에 관한 지식 검사지

안내
이 검사는 여러분이 과학 공부를 할 때 모델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 그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문제 ] 과학 모델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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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방법

이 검사는 여러분이 과학 공부를 할 때 모델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지를 잘 읽고 옳다고 생각 것을 하

나만 골라 괄호 안에 번호를 쓰십시오. 답지를 선택한 이유를 자신의 생

각을 글, 그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1. 과학에서 모델과 모델링은 과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 되는 것은? 

(   )

   ⓵ 모델은 아이디어 또는 무엇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⓶ 모델은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 

                                                                                 

                                                                                 

                                                                                 

                                                                                 

                                                                                 

2.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   )

   ⓵ 과학적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모델들은 틀린 것이다.

   ⓶ 과학적 아이디어는 하나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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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새 모델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   )

   

   ⓵ 과학자들은 모델과 이론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결정한다. 

   ⓶ 과학자들 개인의 감정이나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 

                                                                                 

                                                                                 

                                                                                 

                                                                                 

                                                                                 

4. 새로운 과학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   )

   ⓵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필요로 한다. 

   ⓶ 새로운 모델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 

                                                                                 

                                                                                 

                                                                                 

                                                                                 

                                                                                 

5. 과학 모델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구성    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 모델은? (   )

   ⓵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⓶ 미래에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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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모형 구성 실행 검사지

안내

이 검사는 여러분이 과학 모델링을 얼마나 잘 실행할 수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한 것입니다. 총 6개의 [질문]을 잘 읽고 각각에 해당하는 [나의 

모델], [평가]란에 자신의 모델을 글, 그림, 수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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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인공위성 SOHO가 2014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촬영한 태양의 흑점 사진을 날짜 순
서로 나열한 것이다. 

1월 30일 1월 31일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2월 4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양 흑점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자.
흑점이 날짜에 따라 위의 사진처럼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흑점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3쪽에 그려라.

그림에 단어나 문장을 넣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자.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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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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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질문 2] 
그림과 같이 얼음이 들어 있는 비커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 바로 질량을 쟀더니 176g으로 
측정되었다. 

→

 [얼음이 든 비커]  
 [10분 후 비커 표면]  

 전자저울에 비커를 그대로 올려둔 채로 약 10분 정도 공기 중에 놓아두었더니 비커 표면
에 물방울이 맺혔다. 이때 질량을 다시 확인해 보았다. 

 (1) 이때 질량은 어떻게 될까? (    )

    ⓵ 176g 보다 줄어든다.
    ⓶ 그대로 유지된다.
    ⓷ 176g 보다 증가한다.
      
 (2) 위 문제에서 대답한 질량에 대한 본인의 답을 바탕으로 얼음이 든 비커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7쪽에 그려라.

    그림에 단어나 문장을 넣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자.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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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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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태양의 흑점이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한 <김○○학생의 모델>이다. 

 <김○○학생의 모델>

○○

다음의 <사진>과 <정보>를 바탕으로 <김○○학생의 모델>을 평가하여 13쪽에 적어보자.

<사진>

1월 30일 2월 1일 2월 3일 2월 4일

<정보>
  ⓵ 지구(인공위성 SOHO)는 반시계 방향으로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함. 
  ⓶ 위 사진은 인공위성 SOHO가 6일간 촬영한 사진임. 
  ⓷ 위 사진에서 흑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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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3-(1)] 어떤 점에서 이 모델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
                (번호를 붙여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적어보자.)

[평가 3-(2)] 어떤 점에서 이 모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
                (번호를 붙여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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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얼음이 든 비커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는 이유를 설명한 <박○○학생의 모델>이다. 

 <박○○학생의 모델>

○○

 다음 <정보>를 바탕으로 <박○○학생의 모델>을 평가해보자. 

<정보>
  ⓵ 얼음이 들어 있는 비커의 질량이 처음에 176g에서 나중에 179g으로 3g 증가하였다. 
  ⓶ 따뜻한 물을 담아놓은 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맺히지 않는다.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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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4-(1)] 어떤 점에서 이 모델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
               (번호를 붙여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적어보자.)

[평가 4-(2)] 어떤 점에서 이 모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근거를 들어 평가해보자.
               (번호를 붙여 최대한 여러 가지를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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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다음은 2010년 8월 13일에 폴란드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촬영한 목성의 모습을 시간에 따
라 배열한 사진이다. 

오후 9시 49분 오후 10시 00분 오후 10시 11분

오후 10시 36분 오후 10시 43분 오후 11시 12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성 표면 위의 검은 점들의 이동 모습을 나타낸 사진이다.  
검은 점들이 날짜에 따라 위의 사진처럼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목성 표면 위의 검은 점들이 시간에 따라 이동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는 모델을 9쪽에 그려라.

 그림에 단어나 문장을 넣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자. 

(2) 사진 자료를 근거로 하여 목성 표면 위의 하나의 점이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하라.

 글, 그림, 수식 등을 이용하여 그 과정을 자세히 적어보자.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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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델 5-(1)] 모델을 그려라. 

[나의 모델 5-(2)] 시간을 대략적으로 구하고,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적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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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6] 
고급 호텔 샤워실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후 샤워실 안에 있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에 김이 서려 뿌옇게 보일 줄 알았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얼굴이 보이는 부분에는 김
이 서리지 않았다. 

어떤 원리를 이용하면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김이 서리지 않는 거울을 설계할 수 있을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11쪽에 그려라. 
(단, 거울은 표면에 비누를 바르거나 코팅을 하지 않은 일반 거울이다.) 

그림에 단어나 문장을 넣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보자. 



( )영재원 ( )조 (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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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모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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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모형 구성 실행을 위한 채점 기준

영역 수준 태양 흑점 모형 응결 모형

구
성

G

표
상

R

1 태양, 지구, SOHO 등 눈에 보이는 요소만 그림.
(흑점의 이동을 고려하지 않음)

비커, 저울, 얼음, 물방울 등 눈에 보이는 요소만 그림.

2 흑점의 이동을 고려하여 화살표, 날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그림.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그리지만, 수증기 입자만 표현 혹은 공기나 열의 
흐름만을 표현할 뿐 두 가지 표현 요소를 모두 표현하지 못함. 

3 흑점의 이동을 고려하여 화살표, 날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그리며,
지구 관측자 시점에서 바라본 흑점의 모습을 따로 그려 제시함. 

수증기 입자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를 표현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화살표 등을 활용함.

설
명

E

1 제약 조건(constraint)을 고려하지 않음. 제약 조건(constraint)을 고려하지 않음.

2 한가지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함.
(흑점의 이동방향, 흑점의 이동속도, 흑점이 모두 한 방향으로 이동함)

제한적으로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함.
(온도 차이로 인해 응결이 일어남, 질량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외부 공기 유입)

3 두 가지 이상의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함. 모든 제약 조건을 고려하여 근거를 들어 설명함.

평가 
E

1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설명해 내지 못함.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고려하여 설명해 내지 못함.

2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제한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함.
-흑점의 이동방향이 일치 하지 않음만 고려.
-흑점의 이동속도가 일치 하지 않음만 고려.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제한적으로 고려하여, 설명함.
-온도차이로 인해 응결이 일어남만 고려.
-질량증가가 설명되지 않음만 고려.

3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모두 설명함. 모델의 문제점을 주어진 정보를 모두 고려하여 모두 설명함. 

적용 
A

1 예측과 설명을 위해 모델을 고려하지 않음.
-목성이 자전하는 모델을 구성하지 못함. 

예측과 설명을 위해 모델을 고려하지 않음.
-응결 현상과 관련이 없는 거울 마개, 기름 바르기 등의 방법을 제안함. 

2 예측과 설명을 위한 자신의 모델이 있지만,  실제 활용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목성이 자전함을 언급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자전 주기를 구하지는 못함.

김이 예측과 설명을 위한 자신의 모델이 있지만,  실제 활용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서리는 이유가 온도 차이라는 것은 설명하지만, 거울의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생각하진 못함. 

3
예측과 설명을 위한 자신의 모델이 있고, 실제로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과 설명을 함. 
 -목성의 자전을 이용하여 자전 주기를 구함.  

예측과 설명을 위한 자신의 모델이 있고, 실제로 모델을 활용하여 예측과 설명을 함. 
-김이 서리는 이유가 온도 차이로 인한 응결이 일어남을 설명하고, 그러한 이유로 거울의 
 온도를 높여 주는 방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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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ange in modeling ability

of science gifted students

through model-based instruction

Hee-Kyung Park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o develop higher order scientific thinking and working, it is

important to cultivate students‘ modeling ability as well as learning

scientific concepts. Even though model-based instruc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modeling ability, it is needed to make

sure that these instructions indeed improve students’ modeling ab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es of

students’ modeling ability before and after experiencing the

model-based instruction an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hanging types.

In this study, model-based instructions were given to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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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n=41, ages 14-15) in Seoul and

modeling ability test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instruction

in 2014. Students’ modeling ability was examined in terms of

‘meta-modeling knowledge’ and ‘modeling practice’. The test tools

were developed based on the work of Chittleborough et al. (2005)

"My Views of Models and Modeling in Science" and Beak et al.

(2011) "Written assessment items analyzed for assessing students’

modeling practice" and were applied after modifying them through a

pilot test. A qualitative comparison of the changes in modeling ability

was carried out through pre-post assessments, workbooks and

interviews with the students.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in

students' modeling practice, the performance results were divided into

three stages and paired t-test was implement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understanding on the

'metamodeling knowledge' was found to have improved after

model-based instruction as follows. First, many students were able to

understand models as representations away from the confined

common-sense idea of scale model. Second, all the students came to

the understanding of multiplicity of models away from a unique

model idea. Third, many students came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models away from naive realism.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model-based instruction could

significantly improve students’ ‘modeling practice’ for the sunspot

model, but not for the condensation model, which was not a topic

students learned in class. This result was different from the study of

Bamberger and Davis (2013) which focuses on students’ ability to

transfer modeling performances across various areas. The

characteristics of ‘modeling practice’ according to the type of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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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s as follows: The first case was a student whose level of

‘modeling practice’ has improved. His case showed a high level of

‘modeling practice’ especially for ‘model evaluation’ in the pre-test.

During the peer evaluation of models, he considered constraints which

he has not considered when he generates his initial model. In the

post-test, he generated his model with the constraints which he

received from the evaluation. The second case was a student whose

level was lowered. In the pre-test, she did not generate a model

based on the given data because she already knew the right answer.

After the class, she became more confident in her answer. So, the

link between the model and the given data got weaker. Finally, she

was getting more focus on the exact right answer and not considered

the given data in the post-test. The third case was a high-level

maintaining student. He generated unscientific model due to an

incorrect initial resource despite his high level of modeling ability in

the pre-test. However, as the initial resources were changed in a

correct way through the class, he could generate a scientific model in

the post-test. The forth case was a student who maintained

low-level. He just ended in simply listing scientific terms and

concepts that are independent of the given data to all in both the

pre- and posttests.

The results indicate that model-based instruction could significantly

improve students’ modeling ability. However, some of the additional

efforts needed for a better model-based instruction include: further

emphasis on evaluation and modification process in group discussions

and persuading students to construct the model on the basis of given

data even if they know the right answer. In addition, teachers need

to identify unscientific initial resources of students before clas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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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provide an opportunity to change it to scientific resources.

Finally, the explicit presentation of meta-modeling knowledge at the

beginning of the unit is required for better understanding about

meta-knowledge that guides and motivates the practice.

These findings can provide strategies for a better model-based

instruction which can improve students’ modeling ability. Howe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examining students’ modeling ability

only through model-based instructions without the use of comparison

groups. Therefore, when proceeding with an instructor-led class or an

experimental class or a model-based class using the same topic, there

is a need for a study comparing the differences on how each class

affects students’ modeling ability.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find

ways on how to make students transfer their modeling ability to

unlearned contents based on other studies.

Keywords : scientific modeling; modeling ability; the modeling ability test;

metamodeling knowledge; modeling practice

Student Number : 2013-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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