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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공동생성적 대화(Cogenerative Dialogues)는 수업을 한 뒤 학생
-교사-연구자가 모여 수업 시 실행하였던 모든 과정을 살펴보고 반
성하여 다음 차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새로운 교수 학습 전략 중 하
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 모델 구성 수업에서 만들어지는 
중학생의 과학적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델 구성에 공동생성적 대화
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중학교 1학년 2개 반 49명의 학생들에
게 총 5차시 모델 구성 수업을 실시한 후 연구에 참여할 자발적인 
의사를 보인 학생들 중,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2개 조(8명)의 
학생들과 참여하지 않은 2개 조(9명)의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
와 모델 구성을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1차시와 2차시동안 염분에 주
는 요인에 관한 모델(모델1)을 만들었고, 3차시와 4차시동안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관련된 모델(모델 2)를 만들었으며, 5차시에 표층해
류의 생성원리와 표층 순환(모델 3)을 만들어 총 3개의 모델을 구성
하였다. 그리고 2차시와 3차시 사이, 4차시와 5차시 사이, 5차시가 
끝난 뒤인 총 3번의 공동생성적 대화를 진행하였다. 모델 구성 수업 
및 공동생성적 대화가 마무리 된 후 4개 조의 학생들을 조별단위로 
심층인터뷰를 하였다. 모델 구성 수업, 공동생성적 대화, 심층 면담 
모두 캠코더로 촬영하고 보이스 레코더로 녹음한 뒤, 전사하였다.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는 Upmeier zu Belzen & Krüger 
(2010)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5가지 영역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학생들의 모델 구성 과정은 Baek et al. (2011)의 분석
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7가지 요소를 세 가지 수준에 맞춰 분석하
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렇
지 않은 학생보다 과학적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델 구성 수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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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다.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조의 학생들은 모델을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 인식하였지만, 참여하지 않은 조의 학생들은 
모델을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공동생
성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개인 모델 구성하기”와 같이 
개인적 수행이 강조된 요소보다는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발
표”, “합의 모델 구성하기” 등 조원이 함께하는 태도적인 면이 강조
된 요소에서 변화가 잘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동생성적 대화가 과학적 모델 수업에서 학생들의 이
해능력이나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습 방
법으로써 공동생성적 대화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모델 구성 과정을 측정하는 분석틀을 마련하고, 공동생성적 대화를 
모델에 관한 이해 및 모델 구성에 접목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발판이 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공동생성적 대화가 학
생의 능력 변화뿐만 아니라 교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수업 설계, 
수업 전략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공동생성적 대화가 학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업 
사이에 교사와 학생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
고 현장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 블록 타임 수업제와 같이 교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 늘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공동생성적 대화, 모델에 관한 이해, 모델 구성, 모델 구성 수업
학  번 : 2014-2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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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과학은 공동체적 특성을 지니고 구성원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협력 네트워크의 활용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과학 교육계에서도 공동체적 탐구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는 시도로써 새로운 방법이나 전략이 등장하
고 있다. 

모델은 주어진 주제에 대한 내용, 과정, 개념을 포괄하며 새로운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Gilbert, 1991; Gilbert & Ireton, 2003; 
Clement, 2000). 뿐만 아니라 모델은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과학 탐구의 
본질로 이해된다(Giere, 1989). Harrison & Treagust(2000)는 모델을 활
용한 수업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과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동기가 되기 때문에 모델을 사용한 수업과 토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권장하였다. 

교육부(2015)에 명시된 과학 교육과정에는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사고
를 활용하는 문제해결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델과 관련이 깊다.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과학적 사실, 원리, 개념 등을 
통해 정보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분석, 평가, 선택, 조직하
는 과정이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은 반성적 사고 능력과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필요로 하고  
이 또한 모델 구성 과정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비슷하다. 이에 따라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과학의 각 영역에서 알맞은 모형을 개발 및 사용하는 것
을 권장하고 있으며, 모형을 기반으로 한 토론과 논증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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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도 과학 수업에 모델 구성 수업을 도입한 연구가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함동철 외(2012)는 또래 
간 상호작용에 의한 모형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유희원 외(2012)는 영재 
학생들의 상호작용 역할을 연구하였다. 또한 박희경(2015)은 모형 구성 능
력 변화에, 김유진(2015)은 제약조건들의 양상에 초점을 맞춰 모형 구성 
수업을 실시하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모델 구성 수업 연구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학생, 교
사의 모델에 관한 인식이나 실행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다른 요소를 배제한 채 모델 구성 수업의 결과로써 학생
들의 능력이 변화되었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어렵다(Bamberger, 2013). 
이것은 모델 구성 수업이 교사의 수업 운영 능력이나, 교수 학습 자료의 
질, 학생의 참여정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면들이 함께 어우러져 작용한다
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모델 구성 수업을 질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모델 구성 수업이 한국에 도입된 기간이 길지 않고 모델 구성 수업만을  
살펴볼 기회 또한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점도 있다. 불안정
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교수-학습 과정은 교사에게 수업 진행의 어
려움을 학생에게 수동적인 학습만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수업 전략은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부족한 점
을 보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본질을 잃
어버릴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생성적 대화는 모델 구성 수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치로써의 가능성으로 기대가 된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학생과 교사, 연구자가 수업이 끝난 후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모델 구성 수업 이후 실시하였을 경우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공동생성적 대화는 이전 차시 
수업에 대한 반성 및 다음 차시 수업 구성에 참여를 포함하기 때문에 교
사와 학생의 조정 능력 향상, 역할에 대한 이해 등을 발달시킴으로써 정체
된 수업 구조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Martin & I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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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구성원들의 행위성은 증가하고, 학생들의 능
동적인 참여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유은정 외, 2008). 모델 구성 수업에
서 학생들의 참여는 필수적이며 수업 자체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생성적 대화와 병행하였을 경우 발전될 가능성이 무
궁무진해지게 된다. 어른에 대한 권위와 복종을 강조하는 우리나라 유교문
화에서는 학생이 주도하여 교사와 대등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가 도전
이 될 수 있다(김찬종, 2014). Chan & Chan(2005)은 학생들이 수동적으
로 교사의 수업에 이끌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교사와 학습자 간의 관계가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연구
자의 관계를 평등하게 놓고 수업의 내용이나 교사의 수업 방식, 학생들의 
태도나 문제 해결 과정 등에 관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한다는 점에 있
어서 우리나라 수업 문화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4 -

제 2 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핵심은 공동생성적 대화가 과학적 모델에 미치는 영향을 기
술하는 것이다. 이 중 과학적 모델은 개념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체계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이해와 실행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었고 각각의 
측면이 공동생성적 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 중 모
델에 관한 이해 수준은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조와 그렇지 않은 조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비교하였고, 모델 구성 수준은 공동생성적 대화
를 하면서 세 차례의 모델 구성이 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성적 대화는 학생의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둘째, 공동생성적 대화는 학생의 모델 구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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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적 모델
  

1. 과학적 모델 

모델은 개념 체계이자 설명 체계로, 요소와의 관계 및 상호 작용, 작용
을 포함한다(Ingham & Gilbert, 1991). 과학적 모델이란 복잡한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하여 주요 특징에 초점을 두고 추상화하는 
것이다(Schwarz et al., 2008). 이러한 모델은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기술하고,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
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Gilbert, 2004).

모델은 대상, 과정, 시스템, 현상 등을 단순화된 대상(target)으로 보고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으로 “어떠어떠한 현상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라
는 질문에 답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모델이 목표를 향해 전이(transfer) 
하는 과정은 모델 구성(modeling)이나 모델 구성 실행(modeling practice) 
라고 하며 이 과정은 크게 생성(generation), 평가(evalution), 수정(revision, 
modification), 적용(application) 등으로 나누어진다. 모델이 구성 및 발
전되는 과정을 단순화 한 연구자 중 대표적인 학자인 Giere et al.(2006)
은 실세계의 중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 대응할 수 있도록 모델을 만들고, 
실세계를 통해 구한 자료와 모델을 통해 추론된 예측 간의 일치 여부로써 
모델의 적합성을 결정하였다. 

과학이란 학문 내에서도 모델 구성은 과학자들이 공동으로 탐구하며 현
상의 발생 원인을 찾아나가는 활동과의 유사성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으며,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을 이론화하기 어려울 때 잠정적 표
상이란 모델의 특성을 활용하여 현상과 이론 사이의 가교역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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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구성 수업

현 과학교육에서의 모델은 탐구, 교사, 학생, 과학의 본성, 사고 실험, 
상호작용, 인지적 변화 등의 다양한 주제와 함께 논의되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모델 구성 수업은 제시된 현상을 추상적인 모델로 이해하고 
평가 및 수정을 거쳐 진화되어 나가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보도
록 한다.   

지구과학 교수-학습 활동 시 모델 구성 수업을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
지를 조사한 연구(오필석, 2005), 천문 단원에서 소집단끼리의 모형 구성 
수업을 살펴본 연구(함동철, 2012), 초등학생들의 모델 구성 수업을 조사
한 연구(Baek at al., 2011), 대규모 그룹 담화를 통한 모델링 수업에서 
공동 구성을 알아본 연구(Clement, 2008), 과학적 모델 구성에 대한 학생
들의 이해력 증진과 관련된 연구(Schwarz & White, 2005), 지구과학 수
업에서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의 종류와 예시,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Gibert & Ireton, 2003) 등이 그 예가 된다.

특히 지구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모델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광범위한 
시공간적 단위를 사용하는 학문의 특성상 모델의 활용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오필석(2007)은 지구과학의 본질적 속성을 반영하는 것과 과학적 개
념 및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모델의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지구과학이란 영역은 현상을 그대로 재연을 하
기 보단 가상의 체제 속에서 현상과의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을 많이 택하
고 있기 때문에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Schwarz & White(2005)는 모델 구성 수업에 학생을 참여시키는 것은 
과학교육에 엄청난 잠재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이
유로 모델 기반 추론이 개인의 인식과 과학적 탐구 양쪽 측면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모델 구성 자체가 학습자가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능력을 함양시켜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모델 구
성 수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7 -

3.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델 구성 

과학적 모델은 모델에 관한 이해라는 인식론적 측면과, 모델 구성이라
는 실행 과정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모델에 관한 이해는 메타모델링 
지식이란 용어와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모델 구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다(Schwarz et al., 2009).

모델에 관한 이해와 관련한 연구는 Grosslight et al.(1991)부터 
Schwarz and White(2005), Upmeier zu Belzen and Krüger(2010) 등 
다양한 학자들로부터 진행되고 있다. 모델에 관한 이해를 구성하고 있는 
영역 중에서는 모델의 종류(kind), 다양성(multiple), 목적(purpose), 변화
(change), 평가(test), 사용(use), 디자인(design)이 주로 포함된다.

이 중 Schwarz & White(2005)는 <표 2-1>에서와 같이 네 개의 영역
(모델의 본성, 모델 구성의 과정이나 본성, 모델의 평가, 모델의 목적)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대한 질문을 기술하였다.

 

<표 2-1> 모델 구성 지식의 유형: Types of modeling knowledge (schwarz  

          & white, 2005).

Type Questions

Nature of 
models

Kinds of models and model attributes : What is a model?
Model content : What do models represent?
Multiple models : Can there be different models for the same 
object or phenomena?

Nature or 
process of 
modeling

Modeling process : What is involved in the modeling process?
Designing and creating models : How are models constructed?
Changing models : Would a scientist ever change a model?

Evaluation 
of models

Model evaluation : Is there a way to decide whether one model 
is better than another?
Model criteria : What kinds of criteria are used to evaluate 
models?

Purpose or 
Utility of 
models

Purposes of models : What are models for?
Utility of models in science and science classes : How can 
models be students in science classes?
Utility of multiple models : What is the purpose of having 
multiple models of the same phenomena or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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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 2-1>에 제시된 질문들을 심층인터뷰에 사용하여 모
델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다. 모델에 관한 이해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영역이 포함된 분석틀을 사용하기 위
해 모델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문헌을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Crawford & 
Cullin(2005)은 <표 2-2>에서와 모델 구성 차원을 모델의 목적, 모델의 
디자인 및 창조성, 모델의 변화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평가 총 다섯 
가지로 정하고 네 수준으로 나누었다.

<표 2-2> 모델 구성 차원의 행렬:Matrix of Modelling Dimensions (Crawford 

& Cullin, 2005)

Dimension Limited Pre-
Scientific

Emerging
Scientific Scientific

PURPOSE 
OF
MODELS

Teaching 
purposes. 
Used as an 
aid in 
making an 
Explanation 
to someone
else.

A model is 
used to think 
with. It is 
something to 
help
visualization, 
while user is
Thinking 
about 
phenomenon.
Used as aid 
in Formulating 
an explanation.

Model is 
used in place 
of target. 
Test 
unsafe/poten
tially 
Destructive 
things.

A model is a 
research tool that 
is used to obtain 
information about a 
target that  cannot 
be observed 
directly. A model 
bears certain 
analogies to the 
target, thus 
enabling the 
researcher to derive 
hypotheses from the 
model that maybe 
tested while 
studying the target. 
Testing these 
hypotheses 
produces new 
information about 
the target(van 
Driel&Verloop, 1999)

DESIGNING 
AND 
CREATING
MODELS

Connection 
between 
modeler’s 
ideas and 
the model 
what the
Modeler 
thinks rather 
than
what they 
are trying to 
get across.

Get the 
model to 
behave like
the target. 
This would 
result 
indifferent 
relationships 
being built 
into the 
model.

A model is 
developed through 
an iterative process, 
in which empirical 
data, with respect 
to the target, may 
lead to a revision 
of the model, while 
in a following step 
the model is tested 
by further study of 
the target. (van 
Driel&Verloop,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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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A MODEL Models are

not changed.

A model is 
changed 
Primarily whe
n new 
Discoveries 
are made.

A model is 
changed 
when
it does not 
behave like 
the modeler 
wants it to.

Models are 
temporary in 
nature.(Smit&Finegol
d) A model is 
changed when its 
behavior is not in 
agreement with 
observations of the 
target.

MULTIPLE
MODELS
FOR THE 
SAME
THING

Different 
models are 
the result of 
different   
learning
modalities,
Educational 
levels, 
audiences, or 
forms

Different 
models result 
from 
Different 
modeler’s 
ideas OR 
From focusing 
on Different 
aspects of 
the target.

Different
modeler’s 
ideas 
represent
competing
models  or 
theories for 
explaining 
the Target 
phenomenon.

Different models for 
the same phenomenon 
result  from different
assumptions about 
the target or 
addressing 
different aspects of 
the target(Grosslight 
et al,1991).

VALIDATING
/ TESTING
MODELS

No
reference.

Models are  
validated by 
The scientific 
community 
(an external
authority).

Models are
validated by
comparing 
the behavior 
of the
model with 
the behavior 
of the
target.

Models can be 
checked or verified 
by comparing the 
results obtained by 
manipulating the 
model with the 
observations
obtained in the 
realworld(Grosslight
et al, 1991).

Oh & Oh(2011)는 모델의 의미, 모델의 목적,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변화, 모델의 사용 다섯 가지 영역으로 앞서 제시한 다른 틀과 크게 다르
지 않다. Upmeier zu Belzen and Krüger(2010)는 모델 역량의 모델
(The model of model competence)이라고 부르며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의 평가, 모델의 변화성의 이해 수준을 세 가지
로 나누었다. 여러 가지 분석틀을 비교하였을 때 Upmeier zu Belzen 
and Krüger(2010)의 분석틀이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잘 맞았다. 다섯 
가지 영역이 본 연구의 모델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이 인지하게 될 요소를 
잘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세 가지 수준이 제시되어 있어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였기 때문이었다. Upmeier zu Belzen and 
Krüger의 분석틀은 제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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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 Morrison(1999)은 모델 구성(modeling)이 과학에서 핵심적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모델 구성은 학생들보다 과학자들이 구성할 때
보다 더 정교하고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모델 구성 과정
은 그 수준을 감안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대개 모델 구성, 모델 평가, 모
델 수정, 모델 사용 등으로 이루어진 모델 구성 과정은 학생들이 또래나 
선생님께 자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정당화면서 모델의 적합성을 판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이신영 외, 2012).  

Clement(2008)는 모델을 구성 과정을 GEM cycle로 제시하였다. GEM 
cycle은 모델을 생성한 뒤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하여 더 나은 모델
이 만들어지는 순환적인 과정으로 순환이 진행될수록 발전된다고 하였다. 
그 과정은 [그림 2-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1] GEM Cycle(Clement, 2008)

Justi & Gilbert(2002) 또한 과학에서의 모델 생성과 발달을 연구한 뒤, 
과학적 탐구에서 모델링의 사용이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Clement의 GEM 
Cycle을 구체화하여 형식화한 차트인 model of modeling framework을 
만들었다. 이 과정은 [그림 2-2]에 제시하였다.

Halloun(2007)의 모델 전개도는 경험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전의 이론
과 모델을 발전시키면서 만든 새로운 모델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나
타내었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학적 모델로의 변환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이 과정은 [그림 2-3]을 통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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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모델 구성의 모델’ 체계: A 'model of modeling' framework (Justi & 

Gilbert, 2002)  

[그림 2-3] 모델 전개도 : Model deployment scheme (Hallou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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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차트는 Clement의 GEM Cycle보다 정교하나 그 과정이 심화되
어 있어 중학생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었다. <표 2-3>에 제시
된 Schwarz et al.(2009)의 Instructional modeling sequence for 
elementary curriculum materials는 본 연구에 사용한 Baek의 MIS의 
기반이 되었다. 

<표 2-3> 초등과정을 위한 교육적 모델 구성 계열: Instructional modeling     

sequence for elementary curriculum materials (Schwarz et al., 2009)

Sequence Description

Anchoring 
phenomena

Introduce driving questions and phenomena for a 
particular concept. Use a phenomenon that may 
necessitate using a model to figure it out.

Construct a model Create an initial model expressing an idea or hypothesis. 

Empirically test 
the model 

Investigate the phenomena predicted and explained by 
the model.

Evaluate the model Return to the model and compare with empirical finding. 
Discuss qualities for evaluation and revision.   

Test the model 
against other ideas Test the model against other theories, laws.

Revise the model
Changes the model to fit new evidence. Compare 
competing models, and construct a consensus model.

Use the model to 
predict or explain

Apply model to predict and explain other phenomena.

 단계나 적용 방식이 거의 유사하지만 Baek의 MIS에서는 peer 
evaluation과 consensus model 생성 단계가 추가되어있기 때문에, 
Baek의 MIS가 본 연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Roth(2015)의 논문
에서도 초등학교 과학 교육이 미래에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
한 논의 결과 중 하나로 모델링 수업을 제시하면서 MIS를 사용하였다. 
Baek의 분석틀은 제 3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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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동생성적 대화 
  

1.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 흐름

공동생성적 대화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수업이 끝난 후 등의 
수업 외 시간을 활용하여 수업 중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북미 지역의 도시 과학교육 연구 단
체로부터 과학수업의 실천적 개선점을 찾고 과학 교육의 구조를 변화시켜 
새로운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문화적 접근으로 소개되었다(Roth, Robin 
& Zimmermann, 2002 ; Martin, 2006). 

2000년대 초반부터 과학교육에서 새로운 담화 방법이나 실천 전략으로 
등장하여 주로 Co-teaching(공동교수)과 함께 진행되었으며(Roth & 
Tobin, 2005), 경제적 배려 계층이나 다문화 학생, 이민자, 소수자 등을 
배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면서부터 과학교육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평등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었다. 초기에는 신규교
사나 수업 방향의 개선을 원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생겨났다
(Martin & Im, 2013). 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교수학습 방법론적인 측면에
서의 좁은 영역에 적용되었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교육학적 도구로써
의 가치를 인정받아 적용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과학 교육
의 역동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Martin & Im, 2013). 

공동생성적 대화가 관련된 영역을 나누자면 교사 교육(Scantlebury,  
Gallo-Fox, & Wassell, 2008 ; Siry & Martin, 2014), 영어, 과학 등 교
과목(Martin & Im, 2013), 대학과 학교 현장의 연계(Siry, 2011) 등이 있
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한국에서
는 임성민과 사냐 마틴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Martin & Im, 2013 ; 김옥자, 임성민, 2012 ; 김홍정, 임성민, 
2013 ; 임성민, Marti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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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델 구성 수업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장점을 부각시
키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동생성적 대화를 택했다.

2. 공동생성적 대화 과정 

공동생성적 대화의 시간은 한 시간 이내로 구성원의 상황에 맞게 유동
적으로 진행되며 수업 시간에 발생하였던 과정들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고 반성하여 다음 차시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과자나 음
료수와 같은 간단하게 먹을거리를 두고 원형 테이블에 앉아 구성원들끼리 
마주보며 이야기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진행자는 대화 구조의 뼈대가 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공동생성적 대화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대화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수 있다.

공동생성적 대화의 담화 규칙은 초기 연구에 참여한 한 학생에 의해 제
안된 것으로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어느 한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지 
않는 것, 둘째 모두가 자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셋째 당사
자의 허락 없이 대화의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김홍정, 
임성민, 2013). 본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에 덧붙여 몇 가지를 추가
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의 주장이 틀릴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
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기,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공동생성적 대화를 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지난 수업에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수업에서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을까?
- 수업 중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 (주어진 영상에서 특정 상황을 가리키며) 이 때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 지난 수업에서 내가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
-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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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성적 대화 강점

공동생성적 대화는 수업 시간에 발생한 일들, 대화, 행동, 수업 내용 등
을 살펴보면서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
하는 시간이다. 공동생성적 대화의 강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생성적 대화는 학생과 교사, 연구자가 평등한 관계를 가지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수업 현장의 
교사-학생 관계는 수직적인 경우가 많다. 전적으로 수업을 책임지는 교사
와 교사에게 의존하는 학생의 모습은 강의식 수업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기존의 학교 현장 모습과 달리 공동생성적 대화는 수평적인 관계가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고, 교사는 학생에게 진실한 속마음을 들어볼 기회가 생긴다. 교사와 
학생 스스로 공동생성적 대화 내에서 평등한 관계라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변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장점과 단점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반성이란 개념은 
수업 시간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지칭할 때가 많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등장하는 성찰이라는 단어 또한 장점보다는 단점과의 연관성이 
깊다. 반면 공동생성적 대화는 지난 시간의 수업 내용을 동영상이나 대화
가 적혀 있는 종이 등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반성뿐만 아니라 
장점을 부각시켜 다음 수업 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학생들
과 교사는 본인의 강점을 잘 알 수 있게 되고 단편적인 행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셋째. 정서적인 능력이 함양될 수 있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주기적으로 
학생들과 교사가 만나 경직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공유하
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서로
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상호간 신뢰를 가지고 유
대감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성을 가진다. 상대방
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되면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존중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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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학생, 교사, 수업내용, 수업도구, 관계측면, 상호작용 등 다방면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다양한 영역의 사건들을 동시다
발적으로 체크할 수 있다. 교사나 학생은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수업 내용이나 구조가 개선되고,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그 반의 문화에 어울리는 맞춤형 수업이 진행되면서, 교사는 본
인이 수업을 체크하는 동시에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개인으로서의 나와 집단속에서의 나에 대한 성찰이 동시에 이
루어진다. 수업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이 본인에 대한 자
각을 해야 하나 이와 동시에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의 본인 모습에 대해서 
도 인지해야 한다. 타 학문과 마찬가지고 과학이란 학문 또한 혼자서 성취
하는 것보단 상호작용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다. Siry 
& Martin(2014)은 공동생성적 대화를 통해 개인적 분석과 집단적 분석의 
병행하는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것이 공동생성적 대화의 
고유한 장점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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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지난 3년간 과학적 모형과 사회적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체계
성을 갖추고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문화나 상황에 
맞게 과학적 모델을 만들어 학교 수업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과학적 모델, 모델 구성 수업 등
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본 뒤, 프로젝트 참여 교사와 함께 현 교육과
정 중 모델 구성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였다. 모델 구성 
수업을 진행할 학년과 반을 결정하고, 공동생성적 대화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이 가능한 유동적인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했다. 다섯 차시의 수업 
동안 세 번의 모델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수업이 중간마다 공동생성
적 대화를 실시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 이후 심층인터뷰를 하고 이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얻었으며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도식화하면 [그림 3-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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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서울 소재 여자중학교 1학년 2개 반 49명의 학생 중 모
델 구성 수업을 하기 전 프로젝트의 성격을 설명하고 조별로 연구 참여 
지원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 참여자는 17명의 학생으로 공동
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8명의 학생과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
은 9명의 학생이었다. 이 중 점심시간 및 방과 후 시간을 할애할 수 두 
개조를 1조와 2조로 정하고, 나머지 두 개의 조를 3조와 4조로 정하였다. 
<표 3-1>은 조별 연구 참여자를 나타낸다.

<표 3-1> 연구 참여자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조

 [1조]
학생 A(상), 학생 B(중상), 
학생 C(중), 학생 D(중하)

[2조]
학생 E(상), 학생 F(중상), 
학생 G(중상), 학생 H(하)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조

 [3조]
학생 I(상), 학생 J(중상), 
학생 K(중하), 학생 L(중하)

[4조]
학생 M(상), 학생 N(중상), 
학생 O(중상), 학생 P(중하), 
학생 Q(중하)

  

 
조 명칭과 학생 코드명은 임의로 지정하였고, 과학 성적 수준을 괄호 

안에 표기하여 네 조 학생들의 과학 성적 수준이 비슷함을 나타내었다. 모
델 구성 수업을 처음 접해본 연구 참여자들이라 수업 자체를 낯설어 하였
기 때문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에 과학적 모형과 사회적 
구성 프로젝트 당시 개발되었던 “모델 수업 준비 운동”이라는 자료를 활
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였던 학생들은 자율학기제 중이라 성적 부담은 적었
지만, 열심히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델 구성 수업 시 작성
하였던 조별 학습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과학 수업은 주 2회로 진행되었
으나 실제 연구가 진행되었던 시기는 추석과 학교행사가 겹쳤기 때문에 
4~5주의 기간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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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모델 구성 수업은 총 5차시로 1차시와 2차시를 연계하여 모델 1(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3차시와 4차시를 연계하여 모델 2(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를, 5차시에 모델 3(표층 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층 순
환)이 만들었다. 교실 앞과 뒤 한 대씩 캠코더를 설치하여 교실 전체를 촬
영하였고, 조별마다 소형 캠코더와 보이스 레코더를 두어 조별 활동을 촬
영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는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
하였으며 두 대의 캠코더와 한 대의 보이스 레코더를 사용하여 참여자들 
간 대화를 촬영 및 녹음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 장소는 과학수업이 있었
던 과학실이었고, 20~30분 정도 진행되었다.

공동생성적 대화에서는 수업 장면과 수업 중 나눴던 대화 전사본을 교
사와 학생, 그리고 연구자가 함께 보는 것으로 시작했다. 지난 수업을 회
상하고 이에 대해 간단하게 의견을 주고받은 교사와 학생 그리고 연구자
는 <표 3-2>의 질문을 중점으로 수업 중 기억에 남았던 일이나 개인적으
로 의미 있었던 대화, 사건 등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이 중 
긍정적인 성과물이 만들어졌을 때 그 배경이 무엇인지 유추하고 다음 수
업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수업 중 문제점에 발생한 경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긴 시간을 할애했고, 참여자들은 적극적
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실천전략을 만들었다. 

<표 3-2>의 질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공동생성적 대화를 연구해 온  
Martin 교수와의 컨설팅을 통해 알게 된 공동생성적 대화의 배경, 모델 
구성 수업에서 공동생성적 대화의 의의, 소재 등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연구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실시하였
으며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들을 확인하여 보완하
였다. 각 문항은 과학적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5인의 연구자에게 검토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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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공동생성적 대화를 위한 질문

질문 내용

공 동 생 성 적 
대화 1

1)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한 생각
①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② 이 수업에서 나의 어떤 점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③ 이 수업에서의 좋은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2) 모델 구성 활동에 대한 반성
① 우리 조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② 염분의 요인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다음 수업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④ 다음 수업에서 어떤 점을 잘 이어나가야 될까요?
3) 사회적 상호작용
① 조별로 의견을 모을 때 모든 조원 의견을 다 반영하는 

편인가요? 
② 소집단 활동에서 조원들 각각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③ 조별 모델을 만들 때, 조에 기여한 점과 방해했던 점은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공 동 생 성 적 
대화 2

1)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한 생각
① 이 수업이 다른 수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② 이 수업에서 나의 어떤 점이 향상될 수 있을까요?
③ 이 수업에서의 좋은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일까요?
2) 모델 구성 활동에 대한 반성
① 우리 조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무엇일까요? 
② 염분의 요인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③ 다음 수업에서 어떤 점을 고쳐야 할까요? 
④ 다음 수업에서 어떤 점을 잘 이어나가야 될까요?
3) 사회적 상호작용
① 조별로 의견을 모을 때 모든 조원 의견을 다 반영하는 

편인가요? 
② 소집단 활동에서 조원들 각각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③ 조별 모델을 만들 때, 내가 조에 기여한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은 각각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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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

공동생성적 
대화 3

1) 모델 구성 수업과 교실 문화와의 접목
① 과학수업 시 우리 반의 규칙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면 좋을까요?
② 반별 모델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반의 의견이 더 잘 

모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③ 모델 구성 수업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④ 모델 구성 수업을 하고 난 뒤 친구들과 선생님에 대한 

생각이 바뀐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⑤ 과학교실 문화가 바뀐 게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 모델 구성 활동에 대한 반성
① 지난 시간 고쳐야 할 부분은 잘 반영이 되었나요?
② 조별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잘했던 점과 잘하지 못한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③ 모델 구성 수업이 더 잘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알아야 

할까요?

공동생성적 대화는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하여 과학교육에의 적용과 같
은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학생들은 본인이 하고 있는 생각을 가감 
없이 표현하였고 교사와 연구자,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것을 즉각적으로 말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에서 지키기로 하였던 약속 및 전략은 다음 차시 수업
에 학생들 간의 대화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고 참여자들은 실천하기 위
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다음번 공동생성적 대화에 등장하였고, 학생
들은 본인의 변화된 모습에 자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
이 반영된 수업에 만족감을 느꼈다. 공동생성적 대화 횟수가 늘어날수록 
심도 깊은 대화를 통해 자세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제시되었고, 교
사-학생, 학생-학생간의 유대감도 굳건해졌다. 모델 구성 수업과 병행하였
던 공동생성적 대화의 주 역할을 정리하면 [그림 3-2]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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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공동생성적 대화의 역할

심층인터뷰는 조별로 120분 동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13동의 두 강의
실에서 한 번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강의실에서는 모델 구성 수업을 편집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인터뷰를 하였고, 두 번째 강의실에서는 질문지를 바
탕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편집한 동영상은 수업 시간 및 공동생성적 
대화 장면으로 20분 정도의 분량이었고, 이후 30분 동안 질문지에 답하였
다. 질문지 문항은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델 구성과 관련된 질문으로, 정
답과 상관없이 생각하는 그대로 솔직하게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설문지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여 조별 의견을 
받았다. 심층인터뷰의 모든 과정은 촬영 및 녹음되었다.

각각의 질문은 <표 3-3>는 앞 절에 나와 있는 Schwarz & 
White(2005) Types of modeling knowledge를 참고하여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의 평가, 모델의 변화성에 맞춰 만들어
졌다. 각 문항은 과학적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3인의 연구자에게 검토를 
받았으며 연구대상자와 같은 학년의 다른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표현을 수정하고, 답변 작
성 시간을 확인하여 질문 수를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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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심층인터뷰를 위한 질문

문항
번호

질문 내용

1 모델은 무엇인가요? 정의나 특징을 쓰시오.
2 같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3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 지나요?
4 과학자들도 모델을 바꾸기도 할까요?
5 (모델을 바꾸었다고 한다면)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요?

6 여러 가지 모델 중 모델 a가 다른 모델(b나 c)보다 더 낫다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7 모델이 옳은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8 모델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9 과학자나 과학 시간의 학생들에게 모델은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10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 모델은 _______ 위해 쓰인다.

12 모델은 _______로 정당화 할 수 있다.

13 모델은 _______을 표현할 수 있다.

14 모델은 ________를 위한 것이다.

15 합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의 모델 중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16 모델 구성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은 어디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자료 수집의 진행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3-3]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3] 자료 수집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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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하였던 두 반은 수업이 같은 날 오전 오후로 배치되어 있었
기 때문에 1차시~5차시 수업이라고 기입된 날에는 두 반 수업을 다 포함
한다. 그러나 공동생성적 대화는 하루 만에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누
어 진행하였다. 달력에 Cogen으로 표시되어 있는 단어는 Cogenerative 
Dialogue의 줄임말로 공동생성적 대화를 나타낸다. 차시별 수업과 공동생
성적 대화 일정은 [그림 3-4]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4] 모델 구성 수업과 공동생성적 대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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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을 측정하는 분석과 모델 구성 수준을 
측정하는 분석, 총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델에 관한 이
해 관련 자료는 Upmeier zu Belzen & Krüger (2010)의 분석틀을 그대
로 사용했고, 모델 구성 과정은 Baek et al.(2011)의 분석틀을 수정 및 보
완하여 사용하였다.

1. 모델에 관한 이해 관련 자료 분석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는 Upmeier zu Belzen & Krüger (2010)의 
분석틀을 사용하여 5가지 영역을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Krell, Reinisch & Krüger(2014)은 “모델의 본성”이 모델과 실제 사이
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존재론적, 인신론적 신념과 관련 있다고 하였고,  
“모델의 다양성”은 같은 실제를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모델의 존재에 초
점이 맞춰져 있음을 강조했다. Upmeier zu Belzen & Krüger(2010)은 
“모델의 다양성”이 각각의 다른 현상에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
하였다. 연구 도구로써 과학적 모델을 사용할 때 “모델의 목적‘을 깊이 있
게 이해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실제와 관련된 것을 예측하기 위
함이 주된 목적이라고 하였다. “모델의 평가”는 모델 자체가 실제를 예측
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이기 때문에 과학적 현상에 대해 일반적인 예측
이 가능한지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고 하며 모델의 목적과 맥락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변화성”은 실제에 대한 예상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교체되는 것으로 가설에 결함이 생겼을 때 더 나은 모델로 
변한다고 하였다.

위 다섯 가지 영역인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의 
평가, 모델의 변화성을 각각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눈 분석틀은 <표 3-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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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모델 역량의 모델: The model of model competence (Upmeier zu  

Belzen & Krüger, 2010)

수준 1 수준 2 수준 3

모델의 본성 실제를 묘사
실제를 이상적으로 
재 표현 

실제를 이론적으로 
재구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대상의 다양성
실제에 대한 관점의 
다양성

실제에 대한 가설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실제를 묘사함 실제를 설명함
실제에 관련된 것을 
예측함 

모델의 평가 모델대상을 평가
실제와 모델 사이의 
일치도 

실제에 대한 가설을 
평가 

모델의 변화성
모델대상의 결함으
로 인한 수정

새로운 통찰력으로 
인한 수정

실제에 대한 가설의 
허위로 인한 수정

모델에 관한 이해의 수준을 직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위의 <표 3-4>
를 오각형 모양으로 바꾸어 [그림 3-5]로 나타내었다.

[그림 3-5]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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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진 설문지는 
심층인터뷰 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작성하게끔 한 뒤, 조원들과 다 같
이 토의하여 조원의 의견을 모아서 제출하도록 하였다. 문항은 주관식과 
빈 칸 채우기로 섞여있었다. 실제 설문지 항목에는 다양한 내용의 설문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 중 모델에 관한 이해 관련 문항은 <표 
3-5>와 같다.

<표 3-5> 모델에 관한 이해 관련 설문 문항

모델에 관한
이해 영역

문항 
번호

문항 
유형

질문 내용

모델의 본성
1 주관식 모델은 무엇인가요? 정의나 특징을 쓰시오. 

11
빈 칸
채우기

모델은 _______ 위해 사용한다.

모델의 다양성
2 주관식 같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10 주관식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델의 목적
8 주관식 모델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14
빈 칸
채우기

모델은 ________를 위한 것이다.

모델의 평가

6 주관식
여러 가지 모델 중 모델 a가 다른 모델(모
델 b나 모델 c)보다 더 낫다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7 주관식 모델이 옳은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요?

15 주관식
합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의 모델 
중 좋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
인가요? 

모델의 변화성
4 주관식 과학자들도 모델을 바꾸기도 할까요?

5 주관식 (모델이 바뀐다고 한다면) 바뀐 이유는 무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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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 구성 관련 자료 분석 

모델 구성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모델 구성-모델 평가-모델 수정
-모델 사용” 4단계로 모델 구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자체가 공동생성적 대화가 모델 구성 중 어떤 요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성단위가 광범위하고 여러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위 4단계를 사용할 수가 없었으며 세분화 된 모델 구성 요
소가 시간적 순서에 맞춰 재구성되어있는 틀이 필요했다. <표 3-6>에 나
와 있는 MIS는 Baek et al.(2011)의 The Model -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의 약자로 8가지의 모델 구성 요소와 관련 모델 
구성 실행 영역, 그리고 요소별 설명이 나타나있다.

<표 3-6> 모델 기반 교수법적 계열 : The Model-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MIS) (Baek, H. et al., 2011)

Components
Modeling 
practices

Description

Anchoring
phenomena and
central questions

Phenomena easily found in students’ everyday 
life or potentially intriguing to them are 
introduced Key questions on  the anchoring 
phenomena ensue.
There questions for which they do now know an 
answer (and must investigate using knowledge 
and practices in the upcoming unit) give 
students opportunity to come up with ideas or 
hypotheses that may help answer the questions.

Constructing an 
initial model

Model
construction

Individual students construct an initial model 
that encompasses their idea or hypothesis for 
answering the central  questions in ways to help 
them outline how they might gather evidence 
and test their ideas.
This model can take different forms such as 
drawing, 3D artifact, and computer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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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Modeling 
practices

Description

Empirical
investigations

Students in groups conduct a set of empirical 
investigations about the phenomena. The experiments 
are strategically chosen to provide evidence that 
might be useful for addressing the central 
question and for revising the models. For each 
experiment, students predict the outcome (based 
on their initial model), share their prediction 
with others, observe as they conduct the 
experiment, analyze the patterns they find, 
explain the result, and reflect the result in 
relation to their model. 

Scientific ideas
and computer
simulations

Fundamental scientific ideas and theories related 
to the general phenomena or model (and not 
accessible through empirical investigations) are 
introduced-through text, the teacher, or other 
validated sources such as computer simulations.
Student interact with computer simulations that 
enact and define ideas about the nature and 
theory or the phenomena. Students discuss the 
relevant scientific ideas and the simulation 
models. 

Evaluating and
revising the
model 

Model
revision
Model
evaluation

Students evaluate and revise their model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evidence and the ideas 
from simulations.

Peer evaluation
Model
evaluation

In small groups, each student presents his/her 
model and the others give their evaluative 
feedback on it. Throughout the process, they 
discuss criteria for evaluating models.

Constructing 
a consensus
model 

Model
construction

Students compare various models and construct a 
consensus model either within a small group or 
as a whole class. This consensus model depicts 
a general model for the phenomena that best 
predicts and explains the phenomena  by drawing 
from the strengths of each individual’s models.

Using the model 
to predict or
explain related
phenomena

Model use

Students use the consensus model to predict or 
explain other related phenomena. They determine 
strengths and  limitations of their model for 
further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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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The Model -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MIS) 여덟 
가지 요소 중 본 연구에서 진행하였던 모델 구성 수업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일부는 통합하고 일부는 생략, 일부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일곱 가지 요소로 수정하였고 그 내용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MIS의 모델 구성 요소와 본연구의 모델 구성 요소 비교 

 MIS에서 제시한 요소별 설명을 본 연구의 수준 3으로 두고 수집된 자
료에 맞춰 수준 1과 수준 2를 정하였다. 모델 구성 분석틀은 과학적 모델
을 연구하고 있는 8인의 연구자(교수, 박사, 현직 교사, 연구원)에게 학습
지, 전사본, 촬영 시 대화 장면 등을 제시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에 적용된 분석틀의 일곱 가지 요소는 구별하기 쉽도록 (a)~(g)
로 순서를 지정하였다. 각 요소는 여러 가지 자료 수집 과정 중 특정 자료
와 연결 지었으며 그 내용은 <표 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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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모델 구성 요소와 관련 분석 자료 

요소 분석 자료

  (a) 초기 모델 구성하기 차시별 학습지

  (b) 경험적 조사하기 실험 및 동영상실험 결과물

  (c) 개인 모델 구성하기 차시별 학습지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조별로 토의 할 당시 촬영한 동영상 

  (e) 발표하기 발표 당시 촬영한 동영상

  (f) 합의 모델 구성하기 심층인터뷰 당시 제출했던 학습지 자료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심층인터뷰 당시 촬영한 동영상 

(a) 초기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실험 데이터를 얻기 전 본인이 알고 있
는 지식과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각자 초기 모델을 만든다.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모델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료
가 추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므로 모델 구성 수업에서 굉장히 중
요한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7]과 같이 학습지의 제
일 처음에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7] (a) 초기 모델 구성하기 관련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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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험적 조사하기에서는 직접 실험을 하거나 혹은 실험하기 어려운 
경우 동영상 실험과정을 시청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이 
자료는 초기 모델을 보완하여 더 발전된 모델을 만드는 근거가 되는데, 학
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후 단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8]과 같이 실험 및 동영상 
실험 결과물로 분석하였다. 

[그림 3-8] (b) 경험적 조사하기 관련 분석 자료 

(c) 개인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이전 단계인 경험적 조사하기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모델을 만든다. 실제 세계에서 일어
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도록 하되, 특정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넓은 개념의 모델을 구성하도록 한다. 옳
고 그른 모델로 평가되기보다는 좀 더 잘 설명 할 수 있는 모델과 일부분
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일 뿐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학생들이 본인의 모
델에 관하여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다. 개인 모델은 다음 
단계에서 조별 논의를 통해 발전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을 잘 정리해 놓
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9]와 같이 개인 모델을 만들었
던 학습지의 일부분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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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c) 개인 모델 구성하기 관련 분석 자료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에서는 조별로 모여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어 본 뒤 조사한 자료나 실제 세계, 현상 등을 기
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0]과 같이 
조별 토의 당시 촬영한 동영상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0]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관련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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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발표하기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조원들끼리 논의를 거쳐 만들었던 
모델을 발표하고, 다른 조의 발표를 듣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 단계에서는 
발표를 성실하게 하는지와 다른 조 내용을 잘 파악하는지를 중점으로 수
준을 나누었다. 뚜렷하게 기준이 드러나지 않는 단계였기 때문에 수준을 
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신
호등 제도를 도입하였다. 신호등 제도란 다른 조 발표를 들은 뒤 모델이 
현상을 잘 설명하면 초록색, 어느 정도 현상을 설명하면 노란 색, 현상을 
잘 설명하지 못하면 빨간 색 판을 들어 나타내고, 본인이 그 색깔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한 규칙을 뜻한다. (e) 단계에서는 [그림 3-10]과 같이 
조별 발표 시간을 촬영한 동영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1] (e) 평가하기 관련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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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모델 구성 수업이 마무리되는 부분으로 
본인이 속한 조의 모델과 다른 조가 발표한 모델을 비교 분석하여, 모델을  
수정 보완한 뒤,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 교시마다 45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
문에 조별 학생들끼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른 조와 본인 조의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정교화 된 합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
하여, 차후 심층인터뷰에서 모델 구성 수업 시간에 만들었던 합의 모델을 
보충 설명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1]과 같이 심층인터뷰 
당시 제출했던 학습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2] (f) 합의 모델 구성하기 관련 분석 자료 관련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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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에서는 심층인터뷰 시 만든 합
의 모델로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새롭게 알 수 있
는 현상을 유추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한 부분에 치중되지 않고 전반적인 
현상을 아우를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며, 새로이 일어날 현상이나 이전에 
연결 짓지 않았던 현상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3-13]과 같이 심층인터뷰 당시 “무엇을 예측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3-13]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관련 분석 자료 

 모델 구성 과정은 모델 구성 수업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a)부터 (g)로 
정하였다. 각 요소 별 수준을 나누기 위해 분석틀의 원본에 제시되었던 요
소별 설명을 수준 3으로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어진 데이터에 맞
춰 수준 1과 수준 2를 정하였다. 각각의 요소는 요소별 특징을 유지하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탐색에서 수정 보완을 거쳐 적용까지 자연스럽게 하
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분석틀은 <표 3-8>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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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모델 구성 분석 틀

수준 1 수준 2 수준 3

초기 모델 
구성하기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가설이 주어진 현상
을 설명하지 못하고 
인과관계가 논리적으
로 부족하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가설이 주어진 현상
을 상당 부분 설명하
지만 논리적으로 부
족하여 증거를 모으
는데 어려움이 있다.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해 만든 학생들의 
아이디어나 가설이 논
리적으로 타당하고, 이
후 증거를 모으는데 방
향성을 제공한다.

경험적
조사하기

모델을 검증할 수 있
는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고, 실험 결과 또
한 증거가 되지 못한
다.

모델을 검증할 수 있
는 실험을 수행하였
으나, 분석한 결과를 
모델에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한다.

증거를 제공할 수 있도
록 계획하여 실험을 진
행한다. 실험 결과를 
예상, 분석한 뒤 모델
에 적절히 반영한다.

개인 모델
구성하기

구성한 개인 모델이 
앞선 실험이나 활동
을 적절하게 반영하
지 못한다.

실험, 활동을 바탕으
로 모델을 구성하지
만, 일부 현상에만 적
용된다.

실험,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한 모델이 보편적
인 현상에 적용된다.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일부 학생이 주도하
여 상호간의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지 
못한다.

각각의 학생들이 자
신의 모델을 제시하
며 피드백을 주고받
으나,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어 토
의나 평가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다.

각각의 학생들이 자신
의 모델을 제시하며 피
드백을 주고받는다. 자
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모델을 평가한다. 

발표하기

조원과 토의했던 내
용을 요약 정리하여 
발표하지 못하고 다
른 조의 발표를 듣지 
않는다. 

올바른 자세로 발표
하지만 다른 조의 발
표를 듣지 않거나 듣
더라도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한다. 

올바른 자세로 발표하
고 다른 조와 의견을 
나눌 때 적절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한다.

합의 모델 
구성하기

여러 조의 모델을 비
교 평가하지 않고 본
인이 속한 조의 모델
만 주장한다.

여러 조의 모델을 비
교 평가하지만 합의 
모델이 현상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한다.

여러 조의 모델을 비교 
평가하여 현상을 설명
하는데 가장 적합한 합
의 모델을 만든다.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잘못된 모델을 사용
함으로 인해 관련된 
현상을 설명이나 예
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부정확한 합의 모델
을 사용하여 일부분
만 설명하거나 예측
한다.

합의 모델을 사용하여 
현상과 관련된 설명이
나 예측을 적절하게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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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모델에 관한 이해

  모델에 관한 이해는 Upmeier zu Belzen & Krüger(2010)의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분석틀에 나와 있는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
적, 모델의 평가, 모델의 변화성을 각각 세 수준으로 나누었고 조별로 수
준측정을 했다. 설문지에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게 한 뒤, 조별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다섯 가지 영역은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답변은 대체적으로 같았다. 이는 문항 신뢰도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1. 각 조별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 

1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로,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수준은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1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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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는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모두 수준 3을 받았으며, 질
문에 대한 조원 의견도 대부분 네 명 모두 일치하였다. 조원들은 질문에 
대해 본인들이 직접 모델 수업을 하면서 느낀 바를 위주 망설임 없이 답
하였다. 다음의 1조 조원들의 심층인터뷰에서 모델의 본성과 관련된 질문
에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문항 1. 모델은 무엇인가요? 정의나 특징을 쓰세요.
학생 A: 모델은 친구들(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얻어지는 정

보를 토의를 통해 정리한 생각이다.
학생 B: 모델은 현상에 대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

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에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근거를 통해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학생뿐만 아니라 나머지 두 명의 조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

다. 1조가 생각하는 모델의 본성이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
보들을 얻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주변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여 정보를 
재조직하고 정리한 것이었다. 다음은 모델의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을 작성한 것이다.

문항 10.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학생 C: 근거와 주제를 더 자세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학생 C는 처음 모델 구성 수업을 했을 때, 모델에 관한 이해력이 낮았
고 행동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오 차시의 수업을 하면서 조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배우게 되었으며, 그 결과  모델
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고 모델 구성 수업에 자신감도 많아지게 되었
으며 모델에 다양성에 대해서도 수준 3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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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의견을 작성하고 난 뒤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모델에 관한 이해
와 관련하여 각 문항에 대한 조의 의견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조원들
끼리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하나의 의견으로 모으도록 하였다. 1조
의 종합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본성 : 모델이란 나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것이며, 여러 정보
를 재구성해 놓은 것이다. 

- 모델의 다양성 : 모델이 다양한 이유는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 근거들로부터 나온 다양한 모델을 통해 
정확하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 모델의 목적 : 모델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가설을 통해 앞으로 일어
날 현상을 예측하고,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
함이다. 

- 모델의 평가 : 모델은 실제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나 증거들이 본인들
의 가설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를 보고, 주장한 가설
의 적합성으로 평가한다.

- 모델의 변화성 : 모델은 잘못된 점을 고치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한다. 

  

  이와 같이 1조는 다섯 가지 영역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지
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델 구성 수업의 장단점, 모델 구성 수업의 의의 
같은 전반적인 맥락에 관한 이해의 정도도 가장 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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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역시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로 네 명의 학생 모두 차분
하고 수업에 흥미가 많았으며 대화하기를 좋아하여 모델 구성 수업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나타냈었다. 2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수준은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2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

2조는 모델의 평가 영역에서 수준 2에 그쳤으나 나머지 네 영역에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모델 구성 수업과 공동생성적 대화에 높은 집중력
을 보이고 상황에 잘 몰입하였던 2조는 수업 중간 중간에도 모델이 무엇
인지에 관한 질문을 조원들끼리 잘 주고받았다. 특히 모델의 변화성이나 
다양성 등에 관한 이해가 뛰어났고 모델의 본성 또한 실제를 재구성한 의
견이라고 하며 수준 3을 받았다. 다만 모델의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
을 받지 못하였는데 모델의 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여 정답에 가
깝게 말하는 것이 옳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였던 2조는 모델이 현상을 얼마
나 비슷하게 재현해낼 수 있을 지로 모델을 평가하였기 때문이었다. 조원
들 중 수준 3에 해당하는 답은 한 학생도 있었으나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수정하였기 때문에 조별 수준은 2를 받게 되었다. 다음은 모델의 목
적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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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8. 모델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생 E: 새로운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학생은 모델의 목적에 관한 답은 수준 3에 해당하는 ‘실제에 관련된 
것을 예측함’에 해당한다. 이 조의 조원들 역시 학생 E와 비슷한 대답을 
하였고 이 항목에 해당하는 조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모델의 다양성과 
관련된 질문에 작성한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10.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
까요?

학생 G: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의견
끼리 연관 지어서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학생은 모델이 다양한 이유를 한 가지 현상에 대해 다른 의견, 즉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표현하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이 
학생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다 옳을 
수 있으며 각각의 다양한 의견은 더 좋은 모델을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조의 종합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본성 : 특정 주제에 관한 나의 생각을 잘 구성하는 것이다.
- 모델의 다양성 : 모델이 다양한 이유는 여러 가지 가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 모델의 목적 : 현상에 대한 생각을 확인하는 것이다. 
- 모델의 평가 : 모델은 현상이나 상황과의 얼마나 관련이 되어 있는  
                 지 연관성 정도를 통해 평가한다.
- 모델의 변화성 : 모델은 잘못된 가설을 수정하기 위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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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로,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수준은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3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

3조는 1조와 2조에 비해 모델에 관한 이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모델 구성 수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조원끼
리 대화도 가장 많았던 조였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생각의 방
향성이 옳은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았고 교사가 한 말이나 학습지에 제
시되어 있는 대로만 따르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는 공동생성적 대
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3조는 모델이 무엇인지나 모델 구성 수업에 관한 
이야기, 모델 구성 수업에서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생각을 
나눈 적이 없었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조가 유일하게 가
장 높은 수준을 받았던 모델의 변화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답변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5. (모델이 바뀐다고 한다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I : 기존의 생각(의견)이 틀려서, 다시 토론해본 결과 새로운 생각

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졌기 때문
학생 K: 모델을 만들고 나서 결과가 생각한 것과 다르거나 이해하기 어

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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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모델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문항 14. 모델은 ____________ 위한 것이다.
학생 I: 현상을 설명하기
학생 K: 나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은데
학생 L: 연구 같은 거 할 때 모델을 보면서 이렇게 더 잘 설명할 수 있

게 되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는 거.

3조의 모델의 목적은 수준 2에 머물렀다. 모델의 목적을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고 모델로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설문지에 나와 있는 모델의 본성에 대한 학생 J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문항 1. 모델은 무엇인가요? 정의나 특징을 쓰시오.
학생 J: 보충 자료, 모델을 보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3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모델을 하나의 설명 체계보다는 
어떠한 과학적 현상을 이해하는 도구로써 인식하는 경향이 짙었고 그러다
보니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중간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3조의 
종합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본성 :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수단이다.
- 모델의 다양성 : 모델이 다양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을 비교평가   
                  하기 위함이다. 
- 모델의 목적 :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함이다. 
- 모델의 평가 : 실험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의 결과로 평가한다.
- 모델의 변화성 : 기존이 가설이 틀렸거나 새로운 가설이 더 타당하  
                  다고 생각되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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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로, 모델에 관한 이해의 
다섯 가지 영역 수준은 [그림 4-4]와 같다. 

[그림 4-4] 4조의 모델 관한 이해 수준

4조는 역시 3조와 마찬가지로 모델에 관한 이해가 앞선 1조와 2조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4조는 5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졌으며 학생
들끼리 친밀도가 높았고 대화량도 많았다. 학생들 개개인이 과학에 관심이 
많고 과학성적도 평균이 가장 높았던 조로 1학기 과학 수업 시간에 가장 
주목받았던 학생들이었다. 그러나 2학기가 되어 모델 구성 수업을 할 때
에는 조원들끼리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본인의 생각을 자신감 있게 주장하
는 것을 꺼려하는 성향으로 인해 조별단위의 모델을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매 차시 교사의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착화된 토의 방식
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고 수업이 진행될수록 자신감은 떨어졌다. 4조가 
유일하게 가장 높은 수준을 받았던 모델의 변화성과 관련하여 한 학생의 
답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4. 과학자들도 모델을 바꾸기도 할까요?
학생 P : 바꾼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현상들

이 나오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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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모델의 본성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작성한 것이다.

문항 11. 모델은 ____________ 위해 사용한다.
학생 M, N, O, P, Q: 현상을 묘사하기 위해

4조의 모델의 본성 수준은 가장 낮은 단계였다. 학생들은 모델이 현상
을 그대로 베껴서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모델의 정의나 목적, 모델
의 사용 등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4조 학생들은 본인들이 하는 답변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
었으며 답답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 다음은 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질
문에 학생 N이 작성한 답변이다.

문항 7. 모델이 옳은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학생 N: 실제 상황

이와 같이 4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은 모델에 관한 이해 자체가 불완전
하고 근거가 없었다. 4조 학생들은 첫 번째 모델 구성 수업을 할 때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하였고,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알려주는 사항을 받아들이는 것도 제 각각이었고 모델에 관한 이
해가 정착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 구성을 하는 것도 혼란을 야기한 
것처럼 보였다. 4조의 종합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본성 : 모델은 현상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것이다.
- 모델의 다양성 : 모델이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현상이나 대상이 존재
                  하기 때문이다.
- 모델의 목적 : 현상을 잘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함이다. 
- 모델의 평가 : 관련된 현상(실제)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모델의 변화성 : 모델은 근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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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생성적 대화가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에 미치는 영향 

1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 다섯 가지 영역 중 모델의 목적과 관련된 공동
생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목적 관련 대화 내용
연구자 R: 모델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학생 B: 모델을 보고 문제의 더 나은 해결방안을 만드는 거요. 
학생 A: 팀원들과 더 많은 의사소통으로 가설을 세워 ‘미래에 무슨 일

이 일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 C: 사람들이 모델을 통해 현상에 대한 또 다른 설을 만드는 거요.
학생 D: 모델을 만들어 내가 더 이해하기 쉽고 내가 생각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함이요. 

실제로 1조는 세 번째 모델인 표층 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층 순환이라
는 내용으로 모델 구성 수업이 진행될 때 바다연결설이라는 가설로 현상
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조별 모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바다연결설은 
다른 조 학생들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이 가설을 통해 대부분의 관련 현상
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조원 모두가 재미있어하고 뿌듯
해하였다. 1조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모델의 목적과 관련된 질문의 
답을 하였으며, 수준 3을 받게 되었다.

공동생성적 대화 속에서 모델에 관한 이해 중 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공
동생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평가 관련 대화 내용
연구자 R: 두 명의 과학자가 다른 의견을 주장하면 누구 편을 들어야 

할까요? 
학생 C: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을 들어보고 더 타당한 거요. 
학생 B: 관련된 실험을 다 해보고 뭐가 더 그럴듯한지 볼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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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R: 그런데 우리 반의 특성 중 하나는 합의 모델 만들기에서 나 
빼고는 다 노란색을 드는 경향이 있었어요. 

학생 D: 맞아요. 
연구자 R: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드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

서 든 것인가요?
학생 A: 몇몇 조는 초록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조 애들이 

자존심 때문에 저희 조 꺼를 노란색으로 들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학생 D: 맞아. 맞아.
학생 B: 저는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얘네한테 초록색 들자고 했더니  
        “다른 조에 왜 초록색을 들어”
일동: (폭소)
연구자 R: 아 맞아요. 땡땡이(학생 B)는 6조가 했을 때 감탄을 하면서 

옆 조 애들이랑 칭찬하고 그랬었어요. 
학생 D: 아 생각나요. 쟤가 초록색 들자고 그랬었어요. 

1조는 모델 구성 수업에서 다른 조의 발표 내용을 듣고 그 가설이 옳은
지 혹은 틀렸는지에 관한 평가를 제일 잘하였던 조였다. 조원 모두 과학 
성적에 집착하지 않았고, 욕심이 적어 다른 조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조 의견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했다. 세 차례에 걸쳐 모델 구성을 진행하면서 모델의 무엇을 평가하느냐
에 대한 답으로 본인들이 주장한 가설임을 당연하게 생각하였고, 모델의 
평가 영역에서 수준 3을 받았다. 

이와 같이 나머지 세 영역 또한 모델 구성을 하는 동안 직, 간접적으로 
모델에 관해 알게 되는 것과 공동생성적 대화를 통해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을 통해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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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는 적당히 활발하면서도 차분한 네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조로 
개인 모델을 구성할 때나 조별로 토의 할 때, 그리고 합의 모델을 만들 때 
조원들끼리 서로에게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특히나 잘 이루어졌었다.  
이 조의 특징으로는 네 명의 대화량이 비슷하였다는 점과, 역할이 고착화
되어있지 않고 시시각각 바뀌면서도 역할분담이 잘 되었던 점이었다. 2조
는 모델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할 때에도 조원 네 명이 의견
을 잘 주고받고 부족한 조원을 도와주며 높은 이해수준을 보였고, 모델 구
성을 할 때에 핵심을 파악하고 현상을 이해하며 관련된 근거들을 잘 활용
하였다. 

2조의 모델에 관한 이해 다섯 가지 영역 중 모델의 본성과 관련된 공동
생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본성 관련 대화 내용
연구자 R: 모델 수업을 하고 느낀 바가 있나요?
학생 G: 과학을 단순히 그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

해서 하는 거라는 생각이 생겼어요.   
학생 E: 생각을 많게 하는 것 같아요. 토의하면서도 생각할 게 많아지

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학생 F: 이야기를 하다보면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해류 같은 것

도 몰랐는데 알아가게 되고 그런 거요. 토론하는 능력도 많이 
생겼어요. 

연구자 R: 모델이란?
학생 H: 모델은 생각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학생 E: 주제에 대한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요.

2조는 특히 모델의 본성에 관하여 높은 이해력을 나타냈다. 그러한 이
유는 공동생성적 대화를 통해 모델 구성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모델에 관한 주제도 은연중 나오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모델이 무엇인
지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였던 것이 모델의 본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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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성적 대화 속에서 모델에 관한 이해 중 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공
동생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델의 평가 관련 대화 내용

연구자 R: 신호등 제도일 때 본인 조를 제외하고는 노란색을 드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다 노란색을 든 이유는 뭐였

을까요?

학생 H: 초록색을 하기엔 우리가 더 잘한 것 같고, 빨간색을 들면 좀 

미안해서요.

연구자 R: 다음번은요?

학생 G: 의견을 좀 더 잘 들어보고 우리랑 다른 점이 있으면 생각해보

고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조는 모델의 평가에서 수준 2를 받았다. 공동생성적 대화에서 잠시 동
안 모델을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으
나 모델을 평가할 때 모델과 실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었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2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조에서 모델을 평가할 때 실제에 대한 가설이 아닌 내가 만들어 낸 모델
이 실제와 얼마나 똑같은지를 보고 판단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모
델 구성의 일곱 가지 요소 중 개인 모델이나 조원의 모델, 그리고 다른 조
의 모델을 평가하기를 할 때에도 그대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모델이란 현
상의 중요한 부분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본인이 구성한 생각이 
본인이 알고자 하는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를 통해 모델을 평가해야 한다
는 것을 학생들이 깨달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세 
영역에서도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았으며, 이는 1조와 마찬가지로 
모델 구성 수업 자체 및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메타 인지적 관점을 넓
히는 계기가 된 공동생성적 대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을 전체 네 조를 두고 비교하였을 때, 공동생성
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가 더 높은 이해 수준을 나타낸 이유는 인터뷰나 
학생들 간 대화 내용, 그리고 설문지에 작성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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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조

• 모델은 나의 생각을 재구성 한 것이다.
• 모델의 다양성은 여러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 것에서

부터 비롯된다.
• 모델은 현상에 대한 생각이나 주장이 정확한지 확인

하고 새로운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본인들의 생각이나 주장, 가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좋은 모델을 평가한다. 
• 모델은 기존의 가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화

한다. 

참여하지 않은 조

• 모델은 현상을 설명하는 수단이다.
• 모델의 다양성은 여러 현상이나 그것들에 대한 관점

이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 모델은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모델을 특정 상황이나 실제와의 일치 정도를 통해 

평가한다. 
• 모델은 기존의 가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변화

한다. 

가장 큰 이유는 20~30분간의 짧은 대화였지만, 공동생성적 대화는 학생들
이 직접 모델에 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일어났던 상황
들을 공유하면서 모델에 관한 이해가 체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
델 구성 수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면서 모델 자체에 대한 이해도 같이 
증가한고, 인식과 실행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
다.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와 그렇지 않은 조의 모델에 관한 이
해를 비교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모델에 관한 이해에 대한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조와 그렇지  

않은 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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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델 구성
  

모델 구성은 Beak et al.(2011)의 The Model -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여 일곱 가지 요소를 세 수준으로 나누
어 조별로 평가하였다.

1. 각 조별 모델 구성 수준 

1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로, 모델 구성의 일곱 가지 요
소별 수준은 [그림 4-5]와 같다.

[그림 4-5] 1조의 모델 구성 수준

1조는 일곱 가지 요소 모두 수준이 향상되었다. 특히 (d), (f), (g) 요소
에서는 첫 번째 모델 구성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가 마지막 모델 구성
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에서는 첫 번째 모델을 구성했을 때는 본
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하였고 조원의 의견을 평가하는 것 
또한 꺼려하였다. 모델이 옳은지를 판단하는데도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러나 공동생성적 대화를 하고 난 뒤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임을 깨달았고 (d) 요소의 수준이 상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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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서도 첫 번째 모델을 구성할 때는 다른 조의 
의견을 듣고 나서도 어떤 모델이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하였고, 모델 구성 수업 방식을 적응하는데도 힘들어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가 이뤄지고 난 뒤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각 조 합의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본인이 속한 조의 보완점
을 찾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어 가장 높은 수준을 획득하게 되었다. 

(a) 초기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수
준 2만 받았다. 초기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은 본인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선지식과 새롭게 주어주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모델 구성 수업의 본 주제
의 도입이 될 만한 가벼운 내용을 탐색해보는 단계이다. 첫 번째 모델 구
성하기에서의 초기 모델 구성하기는 처음해보는 것이고 문제 자체를 파악
하는데 어려워하여 가장 낮은 수준을 받았으나 이후 학생들을 이 단계에
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관한 기술적인 면을 터득하게 되었고 수준 상승
으로 이어졌다.

세 번의 모델 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1조의 모델 구성 수준의 평균값
을 나타내면 <표 4-2>와 같다. 

<표 4-2> 1조의 모델 구성 수준 평균값                  (3.0 만점 기준)

모델 구성 1 2 3

평균값 1.3 2.3 2.7

1조 모델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 세 번의 모델 구성에서 일곱 가지 요소 모두에서 1회 이상의 수준 

증가가 나타났다.
- 두 단계 상승이 일어난 요소[(f)와 (g)]도 있었다. 
- 모델 구성 1에서 2 사이, 그리고 2에서 3사이 동안 과학적 모델 구

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 (a)와 (c) 요소에서는 수준 3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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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로, 모델 구성의 일곱 가지 요
소별 수준은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2조의 모델 구성 수준

2조는 일곱 가지 요소 중 여섯 가지 요소에서 수준 향상이 일어났다. 
나머지 하나는 (c) 개인 모델 구성하기로 세 차례의 모델 구성 동안 변화
가 일어나지 않았다. 1조처럼 공동생성적 대화를 한 차례 실시할 때마다 
발생하는 극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한 단계씩 올라가거나 마지막 모델 구
성에서 수준 3을 받는 등의 변화는 있었다. 

이 중 (a) 초기 모델 구성하기 요소에서는 첫 번째 모델 구성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받았다. 학생들은 초기 모델을 구성할 때 주어진 자료를 참고
하지 않고 본인이 아는 것을 즉흥적으로 서술하였고, 내용을 이해하지 못
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두 번째 모델 구성에서는 현상과 모델 간의 
관계에 대해 연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처음보다 한 단
계 오른 수준 2를 받게 되었다. 이는 공동생성적 대화 속에서 일상생활과 
본인들이 만든 모델을 비교하며 모델의 수정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었다. 결국 (a) 요소는 
마지막 모델 구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획득하였다. 마지막 모델 구성을 
할 때는 어떠한 맥락에서 초기 모델이 만들어져야하는지는 제대로 이해하
고 있었고 초기 모델을 더 보완하기 위해 본인들이 얻어야 할 자료도 예
상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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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합의 모델 구성하기와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에서
는 세 차례의 모델 구성 동안 수준 변화 양상이 같았다. 첫 번째와 두 번
째 모델 구성에서는 수준 2였다. 이것은 합의 모델 구성할 때 주어진 시
간이 길지 않아서 학생들이 최종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의견을 모으지 못
해 제대로 된 합의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반면 세 번째 
모델 구성을 할 때에는 조원 모두가 집중하여 짧은 시간 안에 다른 조와 
본인 조의 모델을 비교 평가하였고, 높은 수준의 합의 모델을 만들어냈다.

(c) 개인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초기 모델
이 현상의 한 부분을 맛보기 형태로 작게 만드는 것이라면 개인 모델은 
수업의 주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큰 단위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 학
생이 혼자서 만드는 데 어려워하였다. 5차시의 모델 구성 수업이 진행 동
안 개개인의 학생들이 옳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한 
흔적들은 많았으나 결국 수준 변화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것은 모델 
구성 수업 시 조별로 의견 공유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함을 의미
한다.

세 번의 모델 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2조의 모델 구성 수준의 평균값
을 나타내면 <표 4-3>과 같다. 

<표 4-3> 2조의 모델 구성 수준 평균값                  (3.0 만점 기준)

모델 구성 1 2 3

평균값 1.7 2.3 2.9

2조 모델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 세 번의 모델 구성에서 여섯 가지 요소에서 1회 이상의 수준 증가가 

나타났다.
- (c) 요소에서는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과학적 모델 구성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 (a)와 (e) 요소에서는 수준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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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로, 모델 구성의 일곱   
가지 요소별 수준은 [그림 4-7]과 같다.

[그림 4-7] 3조의 모델 구성 수준

3조는 (c) 개인 모델 구성하기와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영역에서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c) 요소는 개인적으로 증거를 기반으로 모
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머물었다고 할 수 있지만, (d) 
요소는 조별로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원들끼리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
기 때문에 수준이 더 낮아지는 양상은 나타나기 힘들다. 그러나 3조는 (d) 
요소의 수준이 떨어졌고, 그 원인은 조원들끼리의 대화 양상 때문이었다. 
네 명의 학생들 중 한 학생은 아주 활기찬 성격으로 남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을 좋아하였다. 또 다른 한명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으로 혼자서 조
용히 탐구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나머지 두 명의 학생은 차분한 성격으로 
본인이 나서서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혼자서 판단하여 결론을 지었다. 네 명의 학생들이 모여 조별로 토의
하게 되었을 때 한명의 학생만 주도적으로 이야기하였고 한명은 그 이야
기를 듣지 않고 본인 혼자서 고민하였으며 나머지 두 명의 학생들은 이야
기 하는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적었고, 틀리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원래 구성하였던 모델을 적었다. 즉 네 명은 서로의 의견
을 공유하지 않았고, 따라서 개인 모델을 비교 평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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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험적 조사에서는 두 번째 모델 구성에서 수준이 증가했다가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 다시 낮아졌다. 이것 역시 조원 개개인이 본인의 생각
에 빠져서 경험적 조사에서 얻은 증거를 모델과 연결시켜야 한다는 기본
적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만약 3조가 공동생성적 대화를 
실시하였다면 이 점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학생들은 모델에 관한 이해가 증가하고 (b) 요소의 수준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나, 3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3조도 (f)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서는 수준이 증가했
다. 그러한 이유는 신호등 제도라고 하여 다른 조의 발표를 듣고 옳다고 
생각하면 초록색, 어느 정도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노란색, 설명이 이상하
다고 생각되면 빨간색을 들게 하였던 수업 방식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
다. 이 제도를 통해 3조는 반 전체의 여섯 개 조 발표를 듣고 각 모델의 
장단점을 파악했다. 그리고 부족하였던 본인 조의 모델을 옳은 모델로 대
대적인 수정을 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합의 모델을 두 번이나 만들었다. 

세 번의 모델 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3조의 모델 구성 수준의 평균값
을 나타내면 <표 4-4>와 같다. 

<표 4-4> 3조의 모델 구성 수준 평균값                  (3.0 만점 기준)

모델 구성 1 2 3

평균값 1.4 1.8 1.9

3조의 모델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 세 번의 모델 구성에서 세 가지 요소에서 1회 이상의 수준 증가가 

나타났다.
-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 수준 3인 요소는 (a) 요소 하나이다. 
- (c)와 (d) 요소에서는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b)와 (e) 요소에서는 두 번째 모델 구성에서 수준이 변화 되었다가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 처음 수준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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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조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로, 모델 구성의 일곱 가
지 요소별 수준은 [그림 4-8]과 같다.

[그림 4-8] 4조의 모델 구성 수준

4조는 모델 구성 수준 평균이 떨어졌던 유일한 조였다. 첫 번째 모델 
구성에서 네 개의 조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구성 
수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였다. 일곱 가지 각
각의 요소에서도 수준이 올라갔다가 원래 수준을 되찾거나 아예 변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심지어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도 나타났다. 1, 2조와 달리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4조는 본인들조차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잘 해냈을 때에도 불안해하
고 불만족스러움을 나타내었다. 4조는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도 다른 조
에 비해 낮은 수준을 받은 조였다. 

(b) 경험적 조사하기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델 구성에서 수준 2를 
유지하다가 마지막 모델 구성에서 수준 1로 떨어졌다. 세 번째 모델 구성
에서의 경험적 조사는 동영상 실험으로, 동영상을 시청한 뒤 해류의 방향
을 예측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앞 두 번의 모델 구성에서의 경험적 조사보
다 낮은 난이도의 경험적 조사였다. 그러나 4조는 제일 쉬웠던 세 번째 
경험적 조사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수준이 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개
인 모델의 기반이 되는 증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 59 -

(c) 개인 모델 구성하기 요소는 바로 앞에서 활동한 (b) 경험적 조사하
기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개인 모델은 혼자서 구성하는 것으로 주어
진 자료를 보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활동이다. 그러나 
4조는 주어진 정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하였고 모델이 현
상을 잘 나타내는 나의 주장이라는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4조는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모델 구성 수업이 재미는 있었으나 혼란스
러웠다는 말들을 많이 하였다. 그러한 이유는 모델 구성 수업의 정리 단계
에서 정확한 답을 제공받지 못하였고 평소 교사로부터 원인과 결과를 명
시적으로 들었던 수업과 달리 실제 현상과 과학적 원인을 연결 짓고 연결
점을 스스로 찾아야 하는 수업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4조는 다
른 조의 의견이 합의 모델로 되는 과정을 보면서 속상했고, 더 잘하고 싶
은 마음이 생겨났었다고도 말하였다. 만약 4조 또한 공동생성적 대화를 
실시하였다면 세 번의 모델 구성 사이에 본인들의 문제점과 모델 구성 과
정의 문제점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것은 다음번의 모델 구성 수업에 반
영했을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세 번의 모델 구성이 이루어지는 동안 4조의 모델 구성 수준의 평균값
을 나타내면 <표 4-5>와 같다. 

<표 4-5> 4조의 모델 구성 수준 평균값                  (3.0 만점 기준)

모델 구성 1 2 3

평균값 1.9 1.6 1.7

4조의 모델 구성의 특징을 정리하며 다음과 같다.
-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 수준 3인 요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 (a)와 (e) 요소에서는 수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 (c)와 (d) 요소에서는 첫 번째 모델 구성에서 두 번째 모델 구성으로 

수준이 변화 되었다가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는 처음으로 돌아왔다.  
- (b)와 (f) 요소에서는 수준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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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조

• 거의 대부분의 요소에서 과학적 모델 구성 수준이 
증가하였다. 

• 마지막 모델 구성에서는 5~6가지 요소에서 가장 높
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다.

참여하지 않은 조

• 50% 이상의 영역에서 과학적 모델 구성 수준이 증
가하지 않았다.

• 모델 3에서 최고 수준(수준 3)에 도달한 영역은 거의 
없었다.

• 세 차례의 모델 구성이 진행되는 동안 수준이 바뀌었
다가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나타났다.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와 그렇지 않은 조의 모델 구성을 비
교하면 <표 4-6>과 같다.

<표 4-6> 모델 구성에 대한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조와 그렇지 않은 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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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생성적 대화가 모델 구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모델 구성을 하였을 때는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행동과 말을 
하는지 전혀 인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학생들은 수업 도중 수업 내용과 관
계없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모델 구성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게 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를 실시하고 난 뒤 학생들의 태도는 몰라보게 변하
였는데 이는 공동생성적 대화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
다. 두 번째 모델 구성을 하게 될 때에 학생들은 본인들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조별 토의를 할 때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1조의 모
델 구성 일곱 가지 요소 중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와 관련된 공동생
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두 번째 차시 때 아주 특출 나게 잘했던 것이 우리 넷이 다 

말 좀 하자 이렇게 했구요. 선생님이 주신 데이터에 근거해
서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비유를 사용하여 생각한 거 이런 
것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부족했던 건 뭘까요?

학생 D: 처음에는 뿅뿅(학생 C)가 말을 잘 안 했던 거요. 
학생 B: 산만한 태도?
학생 D: 딴 데로 새는 이야기?
연구자 R: 그럼 우리가 잘했던 것도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생각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학생 C: 아이디어를 낸 거요.
학생 A: 노력하려는 점
학생 B: 집중하려고 했던 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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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지난 인터뷰 때 다른 데로 새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잘 

지켜졌나요?
학생 B: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 
연구자 R: 뿅뿅이(학생 C)는요? 엄청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차시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학생 C: 1차시 때도 말을 좀 했었는데 더 많아졌어요. 
학생 B: 너무 작은 목소리로 말을 했나 봐요.
학생 A: 우리가 한 말에 묻혔을지도 몰라.  그리고 팀원들끼리 친해지

게 된 것 같아요. 더 말해보라고 응원도 하구요.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본인 조의 모델을 발표할 때만 집중하였고 다른 
조의 의견을 평가하고 자신의 의견을 보태는 것에 부족한 점을 보였다.

(e) 발표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드는 거는 제대로 했나요?
학생 A: 몇몇 조는 초록인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는데 다른 조 애들이 

자존심 때문에 저희 조 꺼를 노란색으로 들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학생 B: 저는 너무 좋은 게 있었는데, 얘네한테 초록색 들자고 했더니 
“다른 조에 왜 초록색을 들어”

일동: (폭소)
연구자 R: 맞아요. 땡땡이(학생 B)는 6조가 했을 때 감탄을 하면서 옆 

조 애들이랑 6조를 칭찬하고 그랬었어요. 
학생 D: 아 생각나요. 땡땡이가 초록색 들자고 그랬었어요. 
교사 T: 그렇구나. 다음에는 다른 조를 평가 할 때 잘한 조와 못한 조

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일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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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이 수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학생 B: 발표요.
학생 D: 발표는 원래 다른 수업시간에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반론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요. 
학생 A: 새로운 생각을 다른 조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학생 C: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학생 B: 모둠끼리도 많이 말할 수 있었어요.

  
공동생성적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관해 충분한 의견

을 나누었고 대화 내용은 다음 차시 수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합의 모델
을 구성할 때는 여러 조의 의견 중 어느 모델이 가장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판단하여 본인 조의 모델에 맞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필
요하다.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에서 1조는 합의 모델을 구성할 때 왜 
실패하였는지에 관해 생각을 나누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번에는 어
떻게 해야 할지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세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에서 
합의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미 수준 3에 도달한 상
태였기 때문에 학생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더 좋은 합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즉 충분히 완벽한 상태였고 더 이
상의 조언을 해 줄 필요가 없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렇게 수준 향상이 
된 (f) 요소는 다음 요소인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에도 영
향을 주었고, 그 결과 (f) 요소의 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g) 요소 또한 수
준이 상승하였다. 다음은 공동생성적 대화가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 영향을 
준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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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합의 모델 구성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우리 조는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맞췄었나요?
학생 B: 맞추지 않았어?
학생 A: 자연현상 아니었어?
교사 T: 자연현상이 옳다고 생각했나 보네. 
학생 D: 답을 안 알려주시지 않았나요.
연구자 R: 답은 물의 양이었어요.
학생 A: 아 그러네요. 우리가 틀렸네. 
연구자 R:  왜 우리는 자연현상이라고만 하고 끝이 났을까요?
학생 B: 말은 했는데 정답인 말은 나왔는데 안 썼어요.
학생 D: 근데 안 썼어요.
학생 B: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요. 조원들이 이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우리 모두 거기에 신경을 안 쓴 것 같기도 해요.
[세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모델링 수업을 할 때 우리학교만의 규칙을 만들면 뭐가 있을

까요?
학생 C: 다른 조 의견을 잘 들어주는 거요.
학생 D: 딴 이야기로 새지 않는 거요. 
학생 A: 맞아요. 일부러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자신감 낮추려고 막 물

어보거나 본인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이상한 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옳은 게 무엇인지 봐야 
해요. 

첫 번째 모델 구성과 달리 두 번째와 세 번째 모델 구성에서는 합의모
델을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어려워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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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들끼리 만들었던 합의 모델이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요소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즉, 합의 모델이 잘 구성되었던 모델 2와 모
델 3에서는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예측이 잘되었으나, 모델 1에서
는 논리에 맞지 않게 날씨와 염분간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합의 모델이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잘못된 
모델을 최종 모델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나타낸다. 다음은 (g) 요소와 
관련된 심층 인터뷰 내용의 일부이다.

(g)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관련 심층인터뷰
연구자 R: 우리가 배웠던 것 있죠. 염분에 주는 요인, 염분비 일정의 

법칙, 해류 등으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학생 B: 음? 해류를 가지고는요 바다의 기상상황을 알아 보구요.
연구자 R: 어떻게 알 수 있어요?학생 B: 바다가 어딘가로 흘러가거나 
하는 것을 보고 기상청 같은 곳의 사람이 날씨를 보거나 바람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학생 D: 날씨로 염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연구자 R: 어떻게요?
학생 D: 날씨가 더우면 강수량이, 적도부분은 더우니까 강수량이 많잖

아요. 더운 날은 강수량이 많을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학생 A: 염분으로 소금 양을 예측하여 재배하여 팔 수 있어요.
학생 B: 기상 관측할 때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
학생 A: 바다는 연결되어 있지. 아 맞아. 바다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학생 D : 길을 잃었을 때 바다의 길을 알 수 있다
연구자 R: 바다의 길을 어떻게 알아요?
학생 C: 바다가 흐르는 길을 따라서 바다가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하

도시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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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모델과 구성하기에서는 본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 용어, 상
식 등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현상과 잘 연관 지어 새롭게 구성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높은 수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2조 역시 세 번의 모델 구성에서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인 모델의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조원과 함께 말할 수 있는 시
간인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에서는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새
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의견 공유를 하며 보완된 생각들로 개인 모
델이 훨씬 더 좋게 변할 수 있다. 2조의 모델 구성 일곱 가지 요소 중 (c) 
개인 모델과 구성하기, (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와 관련된 공동생성적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 개인 모델과 구성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개인모델 구성하기에서 부족했던 건 무엇일까요?
학생 G: 약간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하나에 머물러 있다는 거요?
연구자 R: 엄청 깊게 파고드나요?
학생 H: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학생 G: 그 이상으로 안 나가요. 
연구자 R: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간 내에 끝내지를 못하더라고요. 
학생 H: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서
[두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이번 개인모델은 어땠나요?
학생 H: 시간이 너무 짧은 거 같아요. 촉박하지 않았나요?
학생 F: 한번 까먹고 나면 기억이 안나요.
학생 G: 용어 같은 거 아무 설명이 없어서
연구자 R: 개인모델과 조별 모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학생 E: 토의했던 거, 말을 더 많이 해서요.
학생 H: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고 그 주제에 집중을 잘해서 할 수 있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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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본인이 잘했던 거랑 부족했던 거, 고치고 싶은 점에 대해 이

야기 해볼까요?
학생 E: 의견을 많이 말했어요. 애들을 잘 이끌어 나갔어요. 
학생 F: 의견 정리요. 
학생 E: 친구들이 중간에 잘못 말한 것을 고쳐줬어요.
학생 F: 저는 말은 안 한 게 부족한 거예요. 
학생 H: 저는 말을 많이 했어요. 
교사 T: 분위기를 항상 밝게 만들었어요.
학생 H: 네. 부족한 점은 친구를 비난을 했어요.
학생 G: 저는 친구가 말을 할 수 있게 지목해서 도와줬구요. 
연구자 R: 몰랐던 것을 많이 물어봤던 것은 잘한 것 같아요.
학생 G: 네. 좋은 의견을 잘 냈고 애들이 잘 보충해줘서 좋았어요.
[세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교사 T: 이번에는 어땠었니?
학생 G: 땡땡이가(학생 H) 굉장히 쓸데없는 말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알

고 보니 굉장히 답이랑 가깝더라고요.
학생 E: 땡땡이가 되게 뼈대를 잘 잡아준 거 같아요. 
학생 E: 굑굑이는(학생 G)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서 좀 그랬는데 그래

도 잘 이끌어간 거 같아요. 애들 의견 다 정리해주고. 동동이는
(학생 F) 조용한데 중요한 점을 딱 집어줘요.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는 본인들의 모델 구성의 방
향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하는 모습이 종종 나타났다. 학생
들은 모델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바른 방
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역할을 나누면서 정
해진 시간 내에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학생들 사이의 관계 또한 
돈독해졌으며 이것은 모델 구성을 할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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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합의 모델 구성하기 관련 대화 내용
[첫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그럼 여러분은 네 명의 의견이 다 다르다면 어떤 의견을 따

를 것 같아요?
학생 H: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요.
학생 G: 넷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찾아서요.
연구자 R: 틀린 것 같은 의견은 어떻게 하나요?
학생 H: 그냥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해요.
연구자 R: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학생 G: 일단 돌아가면서 의견을 말한 다음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서로 이유를 알아내요.
연구자 R: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학생 G: 앞의 내용을 다시 보고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학생 H: 이때 되게, 제가 말하고 까먹어버려서 혼란이 왔었어요.
연구자 R: 혼란이 왔었죠.
학생 H: 생각을 하고 말해야 하는데 그냥 바로바로 말하다 보니까 다 

놓쳤어요.
교사 T: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었을까?
학생 G: 아까처럼 말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 말할 때 먼저 

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거요
교사 T: 차근차근?
학생 G: 빠르면요. 지난번에 희지가 놓쳤잖아요. 그때 진행이 너무 빨

랐던 거 같아요. 천천히 시간 끌지 않고 하면…
연구자 R: 그리고 너무 경직되어 있군요.
학생 F: 자신감이 없으면 내 의견을 잘 말을 못하고 서로 얘기할 때 한

명이 말을 안 하면 세 명이 하게 되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
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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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동생성적 대화]
연구자 R: 5차시 이때 분위기는 어땠죠? 제일 최근인데
학생 E,학생 H,학생 G: 이때 완전 잘했어요. 이때 제일 빨리 끝났어요.
학생 H: 제가 잘했죠.
학생 G: 얘(학생 H)는 조금만 말해도 저희 셋이 그걸 부풀려줬죠
학생 H: 내가 뼈대를 잡고 너네가 한거지.
학생 G: 우리가 나무를 키워준거지.
연구자 R: 이때를 한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학생 H: 능동성 있는 그리고 이때 되게 유능함 
연구자 R: 협동이 잘 된 거예요?
학생 G: 이거는 더 마음이 잘 맞았어요.

2조는 (f) 합의 모델 구성하기에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 세 차
례의 공동생성적 대화가 일어난 이 후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었고 (f) 요소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것
은 모델을 구성할 때의 본인 스스로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었던 결과
라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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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지적공동체로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탐구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
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수행 능력 또한 증진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모델 구성 수업은 수업 자체만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 어렵다
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공동생성적 
대화를 도입하고자 한 것이 이 연구의 출발선이었다.

그 중 첫 번째로 공동생성적 대화가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그 결과는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과학적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이 높았다. 공동생성
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델을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거나 새롭게 일
어날 현상에 대해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가설로 인식하는 반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모델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려는 수단으
로 인식하였다.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은 세 차례의 공동생성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모델의 본성이나 목적, 평가 등 모델에 관한 이해와 
관련된 항목에 관하여 명시적 설명을 듣지는 않았으나, 대화 과정 중 본인
이 수업 시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모델과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한 개념
을 체화하였던 것이 모델에 관한 이해 수준의 증가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
한 사실은 본 연구에서 중심이 되는 두 개의 축인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
델 구성 사이의 연결점이 있음을 암시하였다. 모델 구성에서의 변화가 일
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지 과정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것은 곧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능력인 메타인지를 의미한다(이동원, 
조혜숙, & 남정희, 2015). 모델에 관한 이해의 증진은 학생이 수업 중의 
본인에 대한 자각이 생기고 메타인지가 발달하면서, 모델 구성을 잘 할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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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성적 대화가 학생들의 모델 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또한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모
델 구성 수준을 나타냈다. 첫 번째 모델 구성에서의 네 조 수준은 비슷하
였으나, 공동생성적 대화의 참여 여부에 따라 모델 구성 수준의 변화 양상
은 확연하게 달라졌다. 

이 중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학생들은 “개인 모델 구성하기” 
와 같이 개인적 수행이 강조되는 영역보다 “조별로 토의 및 평가하기”, 
“발표하기”, “합의 모델 구성하기” 등 조원이 함께 활동하면서 이루어지는 
태도가 강조된 영역에서 명확한 수준 변화가 나타났다. 반면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조는 수업 자체에 대한 이해력 부족으로 인해 수
업이 진행될 때마다 모델 구성 수준이 발전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모델 구
성 수준이 하락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네 조 중 세 조에서는 “초기 모델 구성하기” 요소에서의 수준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한 조는 변화가 없었다. 이처럼 “초기 모델 
구성하기”에서 수준이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영역의 특성 상 반복적인 패
턴으로 쉽게 수준 향상이 일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a)부터 (g)까지의 각 요소가 유
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모델 구성 
일곱 가지 요소는 시간의 흐름에 맞춰 만들어졌고 요소들은 앞뒤의 요소
와 수준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네 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합의 모델 구성하기” 요소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
측하기” 요소에서 같은 형태의 수준 변화가 발생했다. 이것을 통해 합의 
모델이 제대로 구성 되어야만 기존의 현상에 관한 이해가 더 잘 일어나고 
새로운 현상에 대한 예측이 잘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와 (g)요소 뿐
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 간에도 비슷한 변화 양상을 나타났으며 이것은 요
소 간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구성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의 모델에 관한 이해와 모델 구성에 
공동생성적 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느끼게 된 본 연구의 의의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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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본 연구는 공동생성적 대화가 모델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
델에 관한 이해 수준과 모델 구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과 공동생성적 대화를 모델 구성 수업에 도입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
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동생성적 대
화가 모델 구성 수업과 병행되면 모델 구성 수업의 장점은 극대화되고 단
점이 보완될 수 있음을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이는 학교 현
장에 모델 구성 수업 도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보조 도구로써의 공동
생성적 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모델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델 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틀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MIS 분석 틀은 과학적 모델
과 학교 수업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적합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활동
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포
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IS 분석 틀을 수정 보완한 본 연구의 분석틀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이나 지향점과도 걸맞다. 뿐만 아니라 이 분
석 틀의 각 요소가 모델 구성 수업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
문에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에도 알맞다.

마지막으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과 사
회적 구성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한
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춰 과학적 모델을 만든 뒤 이를 보편적으로 적용시
킬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그것을 공동생성적 대화로 
내세웠었다. 연구의 목표를 달성해 가던 과정에서 모델 구성 수업의 실질
적인 장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의 심층인터뷰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자 R: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학생 E: 상상력을 기를 수 있어요.
학생 H: 애들이랑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학생 E: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 토론 실력이 늘어요.
학생 G: 자신과 친구들의 의견이 뭐가 다른지 비교할 수 있어요.



- 73 -

학생 H: 우리가 토의해서 나온 결과가 원래 답이랑 같았을 때 기분이 
좋아요.

학생 G: 과학에서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잖아요. 저번에 배운 것도 나오
고, 복습도 되면서 그거 비슷하게 문제를 배우는 거니, 약간
씩 연결 지어서 괜찮은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좋아진 거 같
아요.

학생 E: 일반 수업보다 재미있는 수업. 일반 수업은 지루한데 이건 토
의하면서 하니까 안 졸리고 재밌어요.

학생 F: 베끼지 않고 의견을 자기들이 생각해서 말을 하는 거. ppt 같
은 걸로 빈칸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자신의 의견
을 써놓고 앞에 나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

학생 G: 과학이 지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애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가
지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만든 것 같아요

모델 구성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꾸밈없이 진솔된 생각이 그대
로 담겨져 있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혹은 연구결과로서 모델 구성 수업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이었다. 심층인터
뷰를 통해 알아낸 모델 구성 수업의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아나갈 수 있다. 셋째. 실제 과학에서의 연구 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넷째. 자신의 생각을 남 앞에서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사고가 깊어질 수 있다. 다섯째. 과학 수업에 대한 인식
이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

공동생성적 대화가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업과 다음 
수업 사이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모여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개선이 필
요하다. 블록 타임 수업과 같이 교사가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
업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며, 이것은 교육관계자의 지향점 및 교육 정책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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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본 연구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는 공동생성적 대화를 모델 구성 수업 중 학생의 이해

와 실행에 초점을 맞춰 영향력을 살펴보았지만, 실제로 공동생성적 대화를 
적용시킬 수 있는 영역은 훨씬 더 다양하다. 학생, 교사, 구성원간의 상호
작용, 수업 설계, 수업 전략 등 다른 영역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
는지를 연구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동생성적 대화가 미치는 영향을 공동생성적 대화에 
참여하였던 조와 그렇지 않았던 조로 묶어서 살펴보았다. 조별 단위로 분
석을 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
서는 개인의 모델에 관한 이해와 개인의 모델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모델 구성을 분석한 틀에서는 연구의 모델 구성 수
업과 맞게 하기 위해 일부를 추가하고 일부는 뺐으며 일부는 수정하는 형
태를 나타내었다. 다음 연구 또한 연구의 진행 과정이나 상황에 맞게 분석
틀을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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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심층인터뷰 설문지 

우리는 여태까지 총 3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실험을 하였고, 관련 모델을 만

들었습니다.
둘째. 염분비가 일정한 이유를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하고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셋째. 해류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림 

형태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1. 모델은 무엇인가요? 정의나 특징을 쓰시오.
⇒

2. 같은 현상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

3. 모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

4. 과학자들도 모델을 바꾸기도 할까요?
⇒

5. (모델이 바뀐다고 한다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
6. 여러 가지 모델 중 모델 a가 다른 모델(모델 b 나 모델 c)보다 더 
낫다는 건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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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델이 옳은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

8. 모델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

9. 과학자나 학생들에게 모델은 어떠한 방식으로 유용할까요?
⇒

10.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1. 모델은 ____________ 위해 사용한다.
⇒

12. 모델은 ____________(으)로 정당화 할 수 있다.
⇒

13. 모델은 ____________을/를 표현할 수 있다.
⇒

14. 모델은 ____________ 위한 것이다.
⇒

15. 합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조의 모델 중 좋은 모델을 선택하
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16. 모델 구성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어디에 적용하고 무엇을 예측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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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학생용 활동지                                 
                                                            1

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타당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모든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며, 단위는 천분율인 ‰(퍼밀) 이나 psu를 사용한다. 

 (생각해 보기)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

1. 2월과 8월의 염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서해와 동해의 염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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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하기) 

1. 준비물 : 바닷물, 염도계, 비커, 핫플레이트, 얼음, 물, 초시계

2. 유의사항 

(1) 핫플레이트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염도계는 한번 사용 후 세척하고, 염분을 측정할 바닷물로 한번 헹군 후 사용한다. 

3. 실험과정 및 결과

(1) 바닷물(100mL) 의 염분을 측정한다. (        )‰ 

(2) 조별로 주어진 활동을 한 후 염분을 측정한다.

 (자기 조의 실험결과를 칠판에 쓰고, 칠판에 쓰여진 다른 조의 실험결과도 활동지에 기

록한다.) 

조 활 동 실제 현상 염 분(‰) 염분의 변화

1 물 10 mL를 넣는다.

2 물 20 mL를 넣는다.

3
3분간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킨다.

4
5분간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킨다.

5
얼음 3조각을 넣고 

3분간 녹인다.

6
얼음 10조각을 넣고 

3분간 녹인다.

4. 조별 토의하기 : 우리 조의 실험 결과와 다른 조의 실험결과를 모두 참고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조원들끼리 토의해 보고,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나의 생각)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조별 토의 결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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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와 비교하여 우리 조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2) (1)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하

는지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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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확장하기 ) 

  

1. 다음 그림은 세계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위도( 적도 부근, 30°부근, 60° 

이상) 에 따라 표층 염분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염분이 이렇게 나타나

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림 2] 세계의 표층 염분 분표(출처 : NOAA, 200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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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다음 그림과 표는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

에 따라 표층 염분이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그림 3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별 (증발량-강수량)을 구한다.  

[그림 3]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

위도 증발량
(cm/년)

강수량
(cm/년)

증발량-
강수량

80°N 5 5

60°N 10 80

30°N 120 60

0° 110 190

30°S 120 60

60°S 10 100

80°S 5 5

(2) 위도에 따른 (증발량-강수량)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림 4] 위도별 증발량-강수량과 위도별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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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조별 토의하기 : 그래프를 참고하여, 표층 염분은 (증발량-강수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토의해 보고, 위도에 따라 표층 염분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와 비교하여 우리 조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2) (1)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위도에 따라 표층 염분이 [그림2]와 같

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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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용하기)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고, 동해가 서해보다 높다. 그 이유는 무

엇인지 설명해 보자.

[그림 1]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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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

의 비율(염분비)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한다. 염류 중 가장 많은 양

을 차지하는 것은 짠 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다.  

 ( 계산하기 ) 

  다음 표는 동해 바닷물 1kg에 각각 들어 있는 여러 염류의 질량(g)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기

타

합

계
염분(‰)

질량(g) 구성비(%) 질량(g) 구성비(%) 질량(g) 구성비(%)

동해 25.6 3.6 1.6 2.2 33

1. 동해의 염분은 몇 ‰ 인가? (표에 기록)

2. 동해에서 전체 염류에 대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의 구성비(%)를 계

산해 보자. (표에 기록)

(1) 염화나트륨 : 

(2) 염화마그네슘 : 

(3) 황산마그네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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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염분(‰)
질량(g)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노란색)

염화마그네슘

(빨간색)

황산마그네슘

(초록색)

기타

(파란색)

바닷물 A 

바닷물 B

바닷물 C

9

( 탐구하기 )  

1. 조별활동지의 [그림1],[그림2]와 같이 염분과 염류의 비율이 다른 가상의 바닷물 1Kg

을 두 비커에 담고, 각각 바닷물 A, 바닷물 B 라고 하자. 두 비커에 염류의 성분에 해당

하는 동그란 스티커( 작은 스티커 1개 = 1g의 염류, 큰 스티커 1개 = 10g 의 염류 )를 

해당 질량만큼 붙인다. 

구분 염분(‰)

질량(g)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노란색)

염화마그네슘

(빨간색)

황산마그네슘

(초록색)

기타

(파란색)

바닷물 A 30 20 6 2 2 10 : 3 : 1

바닷물 B 40 36 2 2 0 18 : 1 : 1

2. [그림3] 와 같이 두 바닷물을 섞어서 2Kg의 바닷물을 만들고, 혼합된 바닷물(바닷물 

C)의 염류의 질량만큼 스티커를 붙인 후, 바닷물C 의 염분과 염류의 질량, 염류들 사이의 

비율을 구한다. 바닷물 C 를 [그림4], [그림5]와 같이 두 비커에 1Kg 씩 다시 나누고, 하

나를 바닷물 A', 나머지 하나를 바닷물 B' 라고 한다. 바닷물 A', 바닷물 B'에 염류의 질량

만큼 스티커를 붙인 후, 염분, 염류의 질량, 염류들 사이의 비율을 구한다.  

3. [그림6], [그림7]과 같이 바닷물 A' 에는 물 400g을 더 붓고, 바닷물 B'에는 물 300g을 

증발시켰을 때,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1) 바닷물 A', B‘ 의 염분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닷물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닷물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바닷물 A', B‘ 의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닷물 A'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바닷물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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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활동지]                            1학년 (     )반  (      )조  이름 : 

1. 바닷물 A 1Kg , 바닷물 B 1Kg

 [그림1] 바닷물 A  [그림2] 바닷물 B 

-염분: ( 30 )‰ -염분: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10 ) : ( 3 ) : ( 1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2. 바닷물 C 2Kg (바닷물 A + 바닷물 B )

-염류의 질량 :          g

-바닷물의 질량 :          Kg 

-염분: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바닷물 A‘ 1Kg + 바닷물 B' 1Kg

 

     [그림4] 바닷물 A'  [그림5] 바닷물 B'

-염류의 질량 :          g

-바닷물의 질량 :          Kg 

-염류의 질량 :          g

-바닷물의 질량 :          Kg 

-염분: (     )‰ -염분: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그림3] 바닷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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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닷물 A' + 물 400g , 바닷물 B' - 물 300g 

 [그림6] 바닷물 A' + 400g  [그림7] 바닷물 B' - 300g

-염류의 질량 :          g

-바닷물의 질량 :          Kg 

-염류의 질량 :          g

-바닷물의 질량 :          Kg 

-염분: (     )‰ -염분: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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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별 토의하기

(1) 과정3의 결과에서 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율(염

분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조원들끼리 토의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다음 설명과 같이 실제 여러 바다의 염분과 염분비를 조사해 보면, 염분은 달라지더

라도 염분비는 일정하다고 한다. 

 해수의 염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탐구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여러 바다에서 염분비가 같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조원들

끼리 토의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의 결과가 대부분의 현상을 잘 설명하면 초록, 어느 정도 설명하면 노랑, 설

명하지 못하면 빨강판을 들어 올린다. 노랑이나 빨강판을 들어 올린 다른 조의 의견 

중 우리 조의 결과에 포함시켜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을 써보자. 

(2) 다른 조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

율(염분비)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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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표층 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층 순환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표층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

층 순환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동영상 실험) 

 동영상 실험을 보고, 표층 해류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스타이로폼 조각 여러 개를 물 위에 띄운다. 드라이어로 바

람을 불도록 하면서 스타이로폼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1. 관찰하기 

   수조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게 했을 때, 스타이로폼 조

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생각해보기

(1) 표층 해류는 어떻게 발생할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만약 바람이 실험과 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분다면 바닷물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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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만들기)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계속 변하지만, 지구 규모의 평균적인 바

람은 다음과 같이 분다. 이를 대기대순환이라 한다.  

해류를 만드는 원인이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할 때, 북태평양의 적도~60°N에서 대기대순

환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를 예측하여 [그림1] 위에 그려 보자. 

    

[그림 5] 대기대순환



- 97 -

15

2. 조별 토의하기

 예측한 해류를 조원들끼리 비교해 보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조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우리 조의 모델을 글로도 간단히 설명해 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의 결과가 대부분의 현상을 잘 설명하면 초록, 어느 정도 설명하면 노랑, 설

명하지 못하면 빨강판을 들어 올린다. 노랑이나 빨강판을 들어 올린 다른 조의 의견 

중 우리 조의 결과에 포함시켜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을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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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조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모델을 수정하여 표층 해류의 모델을 완성

해보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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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지도서                                 

Ⅰ. 지구과학 모델링 수업 

1. 학습내용 성취 기준

가.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고, 염분비일정 법칙을 이해한다.

나. 표층 해류의 순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모델링 수업 지도상의 유의점

가. 내용관련 유의사항

 (1) 해수의 염분이 달라지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상황에서 무엇이 중

요한 역할을 하는지 찾아내도록 지도한다.

 (2) 해수의 염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

은 항상 일정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3) 표층 해류의 발생원리를 대기대순환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수업 진행 관련 유의사항

 (1)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조별, 반별 토의 과정을 통해 생각을 수정하면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교사는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조력자 역할을 한다.   

 (2) 학생들이 선행학습이나, 교과서를 미리 읽어보는 활동을 통해 수업내용을 미리 알지 

못하도록 하며, 이미 학습한 학생들에게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생각해서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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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원 지도 계획

중단원명 주제
시

수

차

시
학습 내용 및 활동

Ⅶ-1. 

수권의 

구성과 

특징

1.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2

• 탐구활동 : 소금물의 염분 변화

•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모델 만들기

• 증발량, 강수량 측정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에 따

른 표층 염분의 분포를 설명하는 모델 만들기

2. 염분비 

일정의 법칙
1

• 탐구활동 : 염분과 염분비의 변화

• 염분의 변화에 따른 염분비의 변화에 대한 모

델 만들기
Ⅶ-2. 

해수의 

순환과 

해류

3. 

표층해류의 

생성 원리

1 1
• 탐구활동 : 바람과 표층 해류 사이의 관계

• 표층해수의 순환에 대한 모델 만들기 

4. 모델링 수업 진행 과정

 가. 주제와 관련된 특정 상황을 제시하여 수업 진행 전의 생각을 쓰게 한다. 

 나. 탐구활동, 동영상 시청 등의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학생 스스로 탐

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게 한다.  

 다. 조별 토의를 통해 조별 모델을 만들게 한다. 

 라. 다른 조의 모델에 대한 발표를 듣고, 질문, 의견 제시 등 반 전체 토의활동을 통해 

우리 조의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완성한다. (우리 반 모델) 

 마. 수업 시작시 제시한 상황을 완성된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Ⅱ. 차시별 지도안(1,2차시) 

  

1. 차시 학습 목표

  가. 탐구활동의 결과를 근거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할 수 있다. 

  나. 조별 토의를 통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조별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다. 조별 모델의 발표, 다른 조 모델에 대한 질문 및 의견 제시, 응답 등의 전체 토의 

활동을 통해 우리 반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2. 차시 지도의 유의점

  가.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여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나. 옳은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틀리더라도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조별 토의와, 발표

를 통한 반 전체 토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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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과학 수업 준비 운동

■ 과학 수업에 임하는 자세

  1. 정답(절대적으로 옳은 과학적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기

  2. 배우는 내용을 조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논의해서 만들어가기 

  3. 배우는 내용이 우리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지 생각해보기

■ 개인 활동을 할 때

  1.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각에 자신감을 갖기 

  2. 자신의 생각이 틀리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기

  3. 모르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기

  4. 같은 조 친구들에게 물어보거나 베끼지 말기

■ 활동지 작성을 할 때

  1. 자신의 생각을 가능한 한 그림과 글로 자세하게 표현하기

  2. 모른다고 무조건 베끼지 말고 최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기

  3. 생각이 발전하는 과정이 중요하므로 개인 혹은 조의 처음 생각을 수정하거나 지우

지 말기

■ 조별 활동을 할 때

  1. 모르거나 자신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설명하기

  2. 도움이 필요할 땐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기(답은 No!, 단서는 Yes!)

  3. 타당한 근거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4. 친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다른 친구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기

  5.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말기 

  6.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학생에게 의존하지 않기 

  7. 이미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먼저 답을 말하지 말기

  8. 잘 알고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 조원이 발표를 할 때 

   1. 우리 조원이 발표할 땐 다른 조에서 주는 의견 잘 듣기

   2. 다른 조가 발표할 땐 잘 들어주고, 친구들이 생각 못한 의견을 말해 주기

   3. 다른 조의 의견과 우리 조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모델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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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타당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바닷물 1Kg 속에 녹아 있는 모든 염류의 총량을 g수로 나타낸 것을 염분이라고 

하며, 단위는 천분율인 ‰(퍼밀) 이나 psu를 사용한다. 

 (생각해 보기)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계절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그림 1]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

1. 2월과 8월의 염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2월이 8월보다 염분이 높다. 

2. 서해와 동해의 염분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동해의 염분이 서해의 염분보다 높다. 

3.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자. 

(자유롭게 생각을 쓰게 한다. ) (예상답변) 날씨, 기온, 해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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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하기) 

1. 준비물 : 바닷물, 염도계, 비커, 핫플레이트, 얼음, 물, 초시계

2. 유의사항 

(1) 핫플레이트 사용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염도계는 한번 사용 후 세척하고, 염분을 측정할 바닷물로 한번 헹군 후 사용한다. 

3. 실험과정 및 결과

(1) 바닷물(100mL) 의 염분을 측정한다. (   35   )‰ 

(2) 조별로 주어진 활동을 한 후 염분을 측정한다.

 (자기 조의 실험결과를 칠판에 쓰고, 칠판에 쓰여진 다른 조의 실험결과도 활동지에 기

록한다.) 

조 활 동 실제 현상 염 분(‰) 염분의 변화

1 물 10 mL를 넣는다.
비가 온다.

강물이 흘러 들어 온다.

31 감소

2 물 20 mL를 넣는다. 27 감소

3
3분간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킨다.
바닷물이 증발한다. 

39 증가

4
5분간 가열해서 물을 

증발시킨다.
42 증가

5
얼음 3조각을 넣고 

3분간 녹인다.
빙하가 녹는다.

27 감소

6
얼음 10조각을 넣고 

3분간 녹인다.
21 감소

4. 조별 토의하기 : 우리 조의 실험 결과와 다른 조의 실험결과를 모두 참고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을 조원들끼리 토의해 보고,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하는지 쓰시오. 

(나의 생각) . (조별 토의 결과) 비가 오거나 강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빙하가 녹아 물이 

증가하면, 염분이 감소하고, 증발하면, 물이 줄어들어 염분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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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와 비교하여 우리 조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예상답변) 날씨, 온도, 태양복사에너지 등의 포괄적인 요인을 

비, 강물 유입, 빙하가 녹는 현상, 물의 증발 등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정

(2) (1)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염분은 어떤 요인에 의해 어떻게 변하

는지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예상답변) 비가 오거나 강물이 흘러 들어오거나, 빙하가 녹는 등 물의 양이 많아지

면, 염분이 감소하고, 바닷물의 증발 등 물의 양이 줄면 염분이 증가한다. 

즉, 염분은 물의 출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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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하기 ) 

  

1. 다음 그림은 세계의 표층 염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위도( 적도 부근, 30°부근, 60° 

이상) 에 따라 표층 염분 분포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고, 염분이 이렇게 나타나

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그림 2] 세계의 표층 염분 분표(출처 : NOAA, 2009)

 30°부근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적도 부근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60° 이상의 위도에

서 염분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자유롭게 생각을 쓰게 한다. ) (예상답변) 30°부근은 비가 많이 오지 않고, 증발이 많이 

일어나 염분이 높고, 적도 부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염분이 낮고, 60° 이상의 위도에서는 

빙하가 녹아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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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그림과 표는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

에 따라 표층 염분이 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1) 그림 3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도별 (증발량-강수량)을 구한다.  

[그림 3] 위도별 증발량과 강수량

위도 증발량
(cm/년)

강수량
(cm/년)

증발량-
강수량

80°N 5 5 0

60°N 10 80 -70

30°N 120 60 60

0° 110 190 -80

30°S 120 60 60

60°S 10 100 -90

80°S 5 5 0

(2) 위도에 따른 (증발량-강수량)의 양을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림 4] 위도별 증발량-강수량과 위도별 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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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별 토의하기 : 그래프를 참고하여, 표층 염분은 (증발량-강수량)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토의해 보고, 위도에 따라 표층 염분이 달라지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표층 염분은 증발량과 강수량의 상대적인 양에 따라 달라지며, 위도 60° 이상의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보다는 빙하가 녹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염분이 달라진다. 

4.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와 비교하여 우리 조의 결과가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예상답변) 증발량, 강수량 뿐 아니라, 고위도 지역에서는 빙하가 녹는 현상에 의해 

염분이 달라진다는 내용으로 보완.

(2) (1)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위도에 따라 표층 염분이 [그림2]와 같

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예상답변) 적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으므로, 표층 염분이 낮게 나

타나며, 위도 30° 부근에서는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으므로, 표층 염분이 높게 나

타난다. 

위도 60° 이상의 고위도에서는 빙하가 녹아서 표층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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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은 2월이 8월보다 높고, 동해가 서해보다 높다. 그 이유는 무

엇인지 설명해 보자.

[그림 1]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염분 분포

2월이 8월보다 염분이 높다.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량이 겨울철보다 많기 때문이다. 

동해가 서해보다 염분이 높다. 동해보다 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물이 더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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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학생들이 정답을 잘 생각해내지 못할 때 제시

 

[그림 5] 우리나라 계절별 강수량]        [그림 6] 우리나라 지역별 강수량

 

     [그림 7] 우리나라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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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

의 비율(염분비)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바닷물 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염류라고 한다. 염류 중 가장 많은 양

을 차지하는 것은 짠 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이다.  

 ( 계산하기 ) 

  다음 표는 동해 바닷물 1kg에 각각 들어 있는 여러 염류의 질량(g)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기

타

합

계
염분(‰)

질량(g) 구성비(%) 질량(g) 구성비(%) 질량(g) 구성비(%)

동해 25.6 3.6 1.6 2.2 33

1. 동해의 염분은 몇 ‰ 인가? (표에 기록)

염분 = 바닷물의질량
염류의질량




 = 33‰

2. 동해에서 전체 염류에 대한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의 구성비(%)를 계

산해 보자. (표에 기록)

(1) 염화나트륨 :  전체염류의질량
염화나트륨의질량

× 


×  77.6%

(2) 염화마그네슘 : 전체염류의질량
염화마그네슘의질량

× 


×  10.9%

(3) 황산마그네슘 : 전체염류의질량
황산마그네슘의질량

×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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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염분(‰)
질량(g)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노란색)

염화마그네슘

(빨간색)

황산마그네슘

(초록색)

기타

(파란색)

바닷물 A 35 56 8 4 2 14 : 2 : 1

바닷물 B 35 28 4 2 1 14 : 2 : 1

바닷물 C 35 28 4 2 1 14 : 2 : 1

10

( 탐구하기 )  

1. 조별활동지의 [그림1],[그림2]와 같이 염분과 염류의 비율이 다른 가상의 바닷물 1Kg

을 두 비커에 담고, 각각 바닷물 A, 바닷물 B 라고 하자. 두 비커에 염류의 성분에 해당

하는 동그란 스티커( 작은 스티커 1개 = 1g의 염류, 큰 스티커 1개 = 10g 의 염류 )를 

해당 질량만큼 붙인다. 

구분 염분(‰)

질량(g)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염화나트륨

(노란색)

염화마그네슘

(빨간색)

황산마그네슘

(초록색)

기타

(파란색)

바닷물 A 30 20 6 2 2 10 : 3 : 1

바닷물 B 40 36 2 2 0 18 : 1 : 1

2. [그림3] 와 같이 두 바닷물을 섞어서 2Kg의 바닷물을 만들고, 혼합된 바닷물(바닷물 

C)의 염류의 질량만큼 스티커를 붙인 후, 바닷물C 의 염분과 염류의 질량, 염류들 사이의 

비율을 구한다. 바닷물 C 를 [그림4], [그림5]와 같이 두 비커에 1Kg 씩 다시 나누고, 하

나를 바닷물 A', 나머지 하나를 바닷물 B' 라고 한다. 바닷물 A', 바닷물 B'에 염류의 질량

만큼 스티커를 붙인 후, 염분, 염류의 질량, 염류들 사이의 비율을 구한다.  

3. [그림6], [그림7]과 같이 바닷물 A' 에는 물 400g을 더 붓고, 바닷물 B'에는 물 300g을 

증발시켰을 때,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1) 바닷물 A', B‘ 의 염분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닷물 A' : 


  ‰ , 감소한다.

바닷물 B' : 


  ‰ , 증가한다. 

(2) 바닷물 A', B‘ 의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바닷물 A' :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14 : 2 : 1 

바닷물 B' :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염화나트륨 : 염화마그네슘 : 황산마그네슘 = 14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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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활동지]                            1학년 (     )반  (      )조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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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닷물 A' + 물 400g , 바닷물 B' - 물 30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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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별 토의하기

(1) 과정3의 결과에서 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율(염

분비)의 변화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조원들끼리 토의해 보자. 

물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염분이 변하더라도 염분비가 변하지 않는다.

(2) 다음 설명과 같이 실제 여러 바다의 염분과 염분비를 조사해 보면, 염분은 달라지더

라도 염분비는 일정하다고 한다. 

 해수의 염분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만, 해수에 녹아 있는 염류 사이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한다.

탐구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여러 바다에서 염분비가 같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지 조원들

끼리 토의해 보자. 

염류들 사이의 비율이 다른 두 바닷물을 섞었을 때 비율이 일정해지는 것처럼, 바닷물이 

서로 섞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바닷물의 염분비는 일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의 결과가 대부분의 현상을 잘 설명하면 초록, 어느 정도 설명하면 노랑, 설

명하지 못하면 빨강판을 들어 올린다. 노랑이나 빨강판을 들어 올린 다른 조의 의견 

중 우리 조의 결과에 포함시켜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을 써보자. 

다른 조의 의견 중 채택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한다. 

(2) 다른 조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설명을 수정하여 염분과 염류들 사이의 비

율(염분비)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 보자.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을 완성한다.  



- 115 -

14

( 더 생각해보기 ) 

1. 바닷물은 어떻게 섞일까?

바닷물의 흐름을 관찰해 보면,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http://kodc.nfrdi.re.kr/rocps/

이렇게 바닷물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해류라고 하며, 바다의 

표면 가까이에서 흐르는 해류를 표층해류라고 한다. 

 - 바닷물은 해류에 의해 섞이게 되는데, 이 중 표층 해류에 대해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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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원 Ⅶ. 수권의 구성과 순환 차시 주제 표층 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층 순환

조 1학년     반       번      이름     

학습 

목표

 조별 탐구활동과 토의, 반 전체 토의를 통해 표층해류의 생성 원리와 표

층 순환에 대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동영상 실험) 

 동영상 실험을 보고, 표층 해류가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조에 물을 채우고, 스타이로폼 조각 여러 개를 물 위에 띄운다. 드라이어로 바

람을 불도록 하면서 스타이로폼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1. 관찰하기 

   수조 양쪽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바람을 불게 했을 때, 스타이로폼 조

각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벽에 부딪치면 방향을 바꾸어 벽을 따라 움직이며, 결

국 수조 둘레를 따라 한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순환하게 된다. 

2. 생각해보기

(1) 표층 해류는 어떻게 발생할까?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2) 만약 바람이 실험과 같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분다면 바닷물은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는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대륙에 부딪치면 방향을 바꾸어 대륙을 따라 흐르며, 

결국 한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며 순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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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만들기) 

바람의 세기와 방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계속 변하지만, 지구 규모의 평균적인 바

람은 다음과 같이 분다. 이를 대기대순환이라 한다.  

해류를 만드는 원인이 지속적인 바람이라고 할 때, 북태평양의 적도~60°N에서 대기대순

환에 의해 발생하는 해류를 예측하여 [그림1] 위에 그려 보자. 

    

[그림8] 대기대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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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별 토의하기

 예측한 해류를 조원들끼리 비교해 보고,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우리 조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 우리 조의 모델을 글로도 간단히 설명해 보자. 

무역풍에 의해 적도~30° 부근의 해류는 서쪽으로 움직이다가 대륙을 만나 고위도로 이

동한 후 편서풍의 영향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며 시계방향으로 순환한다.  

5. 발표하기 :  우리 조의 결과를 발표해 보자. 

(1) 다른 조의 결과가 대부분의 현상을 잘 설명하면 초록, 어느 정도 설명하면 노랑, 설

명하지 못하면 빨강판을 들어 올린다. 노랑이나 빨강판을 들어 올린 다른 조의 의견 

중 우리 조의 결과에 포함시켜서 보완하고 싶은 내용을 써보자. 

다른 조의 의견 중 채택하고 싶은 내용을 기록한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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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조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우리 조의 모델을 수정하여 표층 해류의 모델을 완성

해보자. 

(1)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을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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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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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generative Dialogues are one of strategies for new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where student-teacher-researcher gather 
after the class and review every process conducted during the 
clas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alize the impact of 
Cogenerative dialogue on middle school students' understanding 
of scientific model and modeling that was made during the model 
constructing class.
  We selected 17 students who volunteer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fter a series of five modeling class taught to a total of 
49 students in two classes of 7th graders attending a middle 
school located in Seoul. Then we compared modeling ability of 
students in two groups of 8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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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generative dialogues to two groups of 9 students who did not. 
Students made three models in total; a model for factors 
affecting salinity (Model 1) during the first and the second round, 
a model for the law of the regular salinity ratio (Model 2) during 
the third and the fourth round, and a model for the principles 
for the formation of near-surface current and surface circulation 
(Model 3) during the fifth round. We proceeded a total of three 
cogenerative dialogues; one between the second and the third 
round, one between the fourth and the fifth round, and one after 
the fifth round. After concluding the modeling class and 
cogenerative dialogue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 with 
four groups of students. We recorded every process with 
camcorder and voice recorder then made them into 
transcription. 
  We analyzed student-made-models by dividing five areas into 
three levels according to the analysis framework of Upmeier zu 
Belzen, A. & Krüger, D. (2010) and student modeling process by 
examining seven factors according to the modified version of 
three levels suggested by Baek, H. et al. (2011). The result 
indicated that students who took part in the cogenerative 
dialogues generally show higher understanding of scientific 
models and higher level of modeling than students who did not. 
Students who participated accepted models as a hypothesis that 
can explain new phenomenon, but students who did not 
participate accepted the models as a tool for understanding 
phenomenon. Also, participated students demonstrated more 
change in team activity related factors such as 'colleague 
evaluation', 'presentation', and 'construction of agreed models' 
than personal activity related factors such as 'empir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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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ersonal construction of models'. 
  This study suggests that cogenerative dialogues can improve 
ability to understand and perform in the scientific modeling class 
and can ultimately be used as new teaching method. In addition, 
the study can be a footstep for follow-up studies in a point that 
it established the analysis framework that measures models made 
by students during the modeling class and grafted the framework 
to understanding of cogenerative dialogue model and modeling. 
In a follow-up study, research on the effect of cogenerative 
dialogues on areas other than student ability such as teachers, 
interaction between team members, lecture design, and 
instructional strategy should be continued.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cogenerative dialogue on school 
sites, followings should be satisfied. First, the conversation time 
for teachers and students should be secured. Second, the class 
qual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methods like block time class 
system where teachers can flexibly utilize the time. Lastly, the 
change in educational policy should be followed.   

keywords : Cogenerative Dialogue, Understanding of model, Modeling,  

            Model Constructing Class 

Student Number : 2014-2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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