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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진정한 과학적 실행의

참여이며, 이를 통해서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며, 과학탐구를 경험하여 과

학탐구의 원리와 기술을 익히며,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교육방법을 유의미하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행은 상호 보완적이

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이 초등학생들

의 모델 및 모델링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모델링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

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초등학교 4학년 2개의 학급(N=17)2을

선정하였으며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였다. 실험반에

서는 명시적 방법으로 메타모델링 지식 수업(MMK 수업)을 1차시 먼저

진행한 후 반성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수업(과모사구 수업)을 진행하였으

며, 통제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만을 진행하였다. 과모사구 수업 주제는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 까닭’이며 4차시

동안 진행되었다. 초등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

해서 수업 전・후에 사용된 사전・사후 검사 도구 결과 및 인터뷰가 분

석에 사용되었으며, 모델링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서 과모사구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지, 수업 중 담화내용, 활동 결과물, 인터뷰 등이 분석에 사

용되었다. 메타모델링 지식 검사 도구는 Grosslight et al.(1991)의 연구

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Grosslight et al.(1991)과 오필석(2009)의 연

구에서 사용된 코드를 참고하여 질적 및 양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델링

수행은 Baek(2013), Bamberger & Davis(2013), Pluta et al.(2011)의 연

구를 참고하여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메타모델링 지식의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

험반 학생들은 수업 후 다양한 범위의 모델을 모델로서 인식하는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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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나, 통제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막연히

모델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수업 후 실험반의 결과와 달

리 통제반에서는 여전히 모델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

았다. 셋째, 수업 후 실험반은 모델의 목적에 대한 다양하고 폭 넓은 인

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통제반은 뚜렷한 인식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

째, 두 반 모두 모델을 설계와 구성해야 할 때 고려할 점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후 결과 값에서 표상적 특징을 고려해

야한다는 응답이 실험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기술적인 측면

(descriptive)을 고려해야한다는 응답이 통제반에서 높게 나타났다. 다섯

째, 두 반 모두 수업 후에 가변성을 인식하는 학생이 증가하였으나 실험

반과 달리 통제반에서는 그 근거를 과학의 본성과 연관지어 설명하지 못

하였다. 여섯째, 두 반 모두 과학의 본성을 근거로 다양성을 설명하는 경

우가 증가하였으나 실험반에서는 다양한 근거를 제시한 반면 통제반에서

는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모두 모델러의 다양한 관점만을 근거로

제시하며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

즉,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의미’,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가변성’, ‘모델의 다양성’ 영역에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지만 통제

반에서는 여전히 모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였으며 과

모사구 수업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나타났으나, 모델과 모

델링의 본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가 아닌 과모수업과 관련된 제

한된 인식변화를 보였다.

다음으로 모델링 수행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모델을 구성할 때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표지(Label) 사용이 2배 이상

많았으며, 실험반의 일부학생들은 표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모델을 구성

하였고 통제반 학생들은 기술적(descriptive) 특징이 나타나는 모델을 구

성하였다. 둘째, 실험반에서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최종적으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

정되는 모둠장의 모델’, ‘모델러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잘 표현된 것

(그림, 글씨)’, ‘다수의 의견’ 등이 평가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통제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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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여부’를 고려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두 반 모두 개인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은 명확하

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조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두 반 모두 개

인모델을 구성하는 과정보다 ‘설명 영역’, ‘내용 영역’에서 더 나은 수준

이 나타났으나 ‘표상성 영역’에서 두 반의 차이는 더 심화되어 나타났다.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목적에 적합한 종류의 모델이 무엇인지 고려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다섯째, 실험반이 ‘모델의 설명력’과 ‘모델의 제약조건

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표상성’과 관련된 평가는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다. 통

제반의 모든 학생은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과 관련 없는 질문을 하였다.

여섯째, 실험반은 제약조건과 관련된 요소를 수정・보완한 반면 통제반

에서는 제약조건 외에 모델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에도 집중하면서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곱째,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새로운 상황에

기존의 모델을 적용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활동과

충분한 활동시간이 필요함을 보였다.

메타모델링 지식 검사도구 결과에서의 나타난 차이와 달리, ‘개인모델

구성하기’, ‘조 모델 구성하기’, ‘조 모델 평가하기’, ‘조 모델 수정하기’ 과

정 중 일부 영역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수준의 차이가 모델링 수행, 즉 실행적 측면

에서 드러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분명히 모델링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MMK 수업이 모

델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

다.

본 연구를 통해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이 메타모델링 지식

발달 및 모델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식의 변화가 실행적 측면에서의 유창성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더 많

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본 연구는 탐색 연구로서

단기간 동안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대상 역시 모든 연령대의 초등학생

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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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학년별 학생들의 인식 수준을 검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도구 개발

과 MMK 수업의 개발 및 다양한 맥락에서 이를 적용해볼 수 있는 여러

차시의 과모사구 수업개발이 필요하다.

주요어 :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 메타모델링 지식, 모델링 수

행, 초등학생 

학  번 : 2015-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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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습자들이 진정한 교육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Brown et al, 1989; Schoenfeld, 1999). 이런 측면에서, 과학교

육에서도 학습자들이 지식 규범을 경험할 수 있는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

는 것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학적 실행에 참여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평가되고, 전달되고, 자신의 삶에서 과학지식을

사용하고 과학적 수행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Shouse et al., 2007). 이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교과가 모든 학생을 전문

적인 과학자나 기술자로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일반 시민이 갖추

어야 할 “과학적 소양(scientific literacy)”을 기르는 것을 지향한다(교육

부, 2011)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은 과학적 실행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과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미의 과학탐구를

경험하고 원리와 기술을 익히며, 과학본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교육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Baek,

2013; Bamberger & Davis, 2013; Lehrer & Schauble, 2012; Schwarz &

White, 2005). 학습자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Baek et al., 2011; Clement, 2008; Schwarz & White, 2005), 이와 관련

된 교사의 역할, 소집단 상호작용, 학생들의 인식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이나 법칙을 만드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더

라도 학생들은 항상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의 목적이나 본성에 관련된 지

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중요

한 증거가 있었다(Barowy & Roberts, 1999; Carey & Smith, 1993; V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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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el & Verloop, 1999).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모델을 구성하는 것만으

로는 ‘과학적 지식이 인간의 산물이며, 모델은 각각 실제 현상을 설명하

고 예측하는 능력이 다양함(Carey & Smith, 1993)’을 이해하고 과학적

증거에 대해 추론을 더 잘하고 개념적 지식을 더 잘 통합할 수 있도록

실천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이런 인식

론적 정교함을 발달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Carey & Smith, 1993;

Schwarz & White, 2005).

모델의 본질과 목적 및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델링을 논의하지 않고

학생들을 모델링 활동에 참여시키면, 기계론적인 의미에서 기술을 습득

하게 되고 학생들이 자신의 수행과 지식을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하고 전

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Baek et al., 2011). 또한, 과학적 모델의 목

적이나 본성에 대한 인식인 메타모델링 지식을 갖추지 않는다면 학생들

이 과학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과 과학적 모델을 발달시키고 사용

하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다(Schwarz & White, 2005). 학습자들은 모델

링에 생산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이 생성하는 지식의 역동성을 이해하려

면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Abd-El-Khalick et al., 2004). 따라서 모델링 교육과정에 메타모델링

지식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 모델

뿐만 아니라 모델자체의 본성에 대한 명시적 이론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Smith et al., 1992; Wiser, 1988).

그러나 학생들에게 모델의 본성과 모델링 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어려

우며(Smith et al., 1992; Wiser, 1988)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메타모델링 지식의 발달을 강조한 모델기반 수업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모델링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의 메타모델링의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Baek, 2013;

Schwarz et al., 2009a; Schwarz & White, 2005; Maia & Justi, 2009;

Saari & Viiri, 2003)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즉,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모델링 수업을 실행하여 암시적인 방법(Cl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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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으로써 메타모델링 지식의 향상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초점을 둔 연

구가 대다수이다.

그러나 메타인지적 사고는 학습자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를 때 나타나

며(Vygotsky, 1986)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생들이 암시적인

방법으로써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메타인지적

사고의 증가 및 이와 관련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에 대한 인지적 발달

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

라에서도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생들에게 유의미하게 적

용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메타모델링 지식을 기반으

로 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이 초등학교 고학년 및 더 낮은 연령

의 초등학생들에게도 포괄적이며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새로

운 접근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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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과 모델링에 대

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통

해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메타모델링 지식이

모델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생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1.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은 초등학생들이 기존에 가진

‘메타모델링 지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2.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은 ‘모델링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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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모델과 모델링

많은 연구자들이 과학 및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중요성에 대

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나 모델과 모델링이 무엇인지 대해서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해석과 정의를 내리고 있다(Bamberger & Davis, 2013; Beak et

al., 2011; Oh & Oh, 2011; Schwarz & White, 2005). 다음에서 선행연구

에서 말하는 모델과 모델링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모델링 수업(과학적 모

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본 연구에서 모델과 모델링

을 어떻게 정의내릴 것인지,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어떻게 수업을 구성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1. 과학적 모델(Scientific Models)

Gilbert & Justi(2016)는 모델의 본성을 ‘심리학적 측면’과 ‘철학적 측

면’으로 나누었으며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확장되었는지 연구하였다.

먼저,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정신모델(mental model)’에 초점을 두고 있

으며 Craik(1943)는 사람들이 사고의 예측능력을 가지며 실제상황과 머

릿속에 그려진 상황을 둘 다 마음속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

로, 모델은 실세계 현상의 구조적, 기능적, 행동학적인 유사물이라고 하

였다. Johnson-Laird(1980, 1983)은 ‘정신모델’은 설명을 제공하는데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세계의 구조적 유사물 또는 상상의 실재(entitiy)

라고 이야기하였다. 1980년대에는 ‘정신모델’을 내적표상이자 Target이

표상하고 있는 것과 구조적으로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신모

델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상에 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예측’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상(mental

image)’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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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철학적 측면에서는 ‘구문론적인 관점(syntactic view)’과 ‘의

미론적 혹은 구조론적인 관점(semantic or structuralist view)’에서 모델

의 의미를 살피고 있다. 1970년대에는 모델은 ‘구문론적인 관점’에서 논

의되었으며 모델은 ‘자명한 이치를 포함’하는 구문론적인 구조이며

(Hartmannn, 2008; Knuuttila, 2005a; Morrison, 2007), 형식적이고 추상

적인 미적분학을 해석하는데 ‘언어학적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고 하였다(Frigg & Hartmann, 2009; Portides, 2011).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의미론적 혹은 구조론적인 관점’에서 모델의 의

미를 정의내리는 것은 최근까지도 우세하다. 이론(theory)은 모델의 일부

이기도 하며, 모델은 이론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의미론적 철

학자들은 모델은 ‘현실의 표상(representations of reality)’이라고 하는 것

에 동의한다. 또한 많은 연구자들이 모델에 대해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표상(repres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정의 내린다(Oh & Oh,

2011). 하지만 모델이 현실의 어느 정도까지 유사하게 또는 비슷하게 표

상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뉜다. 만일 모델이 그래프, 지도(maps)

와 같은 종류가 아니라 수학방정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이는 현상

과 비슷하게 표상되었다고 할 수 없다(Suarez, 2003). 한편, 표상 관계에

포함된 요소와 관련하여 모델을 정의하는 관점이 있는데, 처음에 의미론

적 철학자들은 ‘표상’은 ‘실세계’와 ‘모델’ 두 가지 상호관계에서 오는 “양

자관계(dyadic relation)”라고 이야기 하였다. 즉, 모델은 자연현상과 이론

사이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다리 또는 중재자’로 비유되기도 한다

(Koponen, 2007; Morrison & Morgan, 1999; Rotbain et al., 2006). 모델

을 만들기 위해서 추상화하면서 이상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

의 발전이 일어나기도 하며 자연 세계에서 이론이 구조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철학자들은 ‘표상을 만들어내는 생산자와 사용자’의 역

할에 대해서 인지하기 시작하였으며(Bailer-Jones, 1999; Giere, 2004;

Morrison & Morgan, 1999; Suarez, 2003), ‘사람(Agent)은 어떠한 목적

을 가지고 실세계(World)의 일부를 표상하기 위해서 모델(Model)을 만

들어내는’ “3자 관계(triadic relation)”라고 하였다. Giere는 모델러(A)의



- 7 -

역할은 ‘표상할 때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의도’할 것인지, ‘어떤 목적’을

가질 것인지 두 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모델은 자기

스스로 표상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모델러

(A)의 의도에 따라 표상되어 나타난다. 이런 관점은 ‘똑같은 현실을 보

고도 다른 측면에 초점을 두면 별개의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

모델을 사용하는 사람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종류의 모델을 사

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 외에도, 모델은 ‘Target을 복제한

표상’이라는 것, 또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관점이 있다. 모

델이 무엇인가 표상한 것이라는 단순한 인식은 모델의 ‘탐구적 역할’보다

는 모델의 ‘의사소통적 역할’만을 이야기하는 한계를 가진다. 즉, 과학에

서 ‘모델링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과학적 지식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링은 지식을 구축하는 복잡한 실행이면서 창조

적인 과정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Knuuttila, 2005a;

Knuuttila & Boon, 2011; Morrison & Morgan, 1999; Portides, 2011). 모

델로 표상할 수 있는 Target은 ‘어떤 대상, 자연현상, 과정

(processes)’(Fortus et al., 2006; Oh & Oh, 2011) 뿐만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측면인 추론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나 아이디

어’가 될 수 있다. 또한, 모델은 부분적으로 이론과 현실세계로부터 독립

적이기도 하다. 유추, 수학방정식과 같이 모델은 완벽히 데이터나 이론으

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현실세계를 알기 위한 도구로써, 과학적인

실행을 위해 사용되는 조사 도구로써 모델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한 것이 ‘mediation’ 관점(Morrison & Morgan, 1999)과

‘artefactual’ 관점이다(Knuuttila, 2005a, 2011). 이러한 관점은 ‘어떤 동일

한 대상에 관해 다른 종류의 모델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며, 특정 맥

락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정당

화시킨다. 또한, 모델을 실제 모습과 얼마나 정확하게 표상하였는지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맥락에서 ‘설명적 능력이 높을수록 모델의 가치가

높은 것’처럼 특정맥락에서 어떻게 모델이 수행되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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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ison & Morgan(1999)는 우리가 실제 현상 및 행동을 모르더라도

현상 및 행동에 관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모델은 ‘이론이나 데이터에 종속물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을 생성해내

는 주체로써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예측하는 능력을 가진다.’

Weisberg(2007)은 모델은 실제 세계의 시스템에서 독립된 것으로, 모델이

인공물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델링이라는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고 다루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을 생성해내고 배울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모델을 ‘내적표상(Internal models)’과 ‘외적표상(expressed

models)’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으며(Gobert & Buckley, 2000;

Fortus et al., 2006), ‘내적표상’은 특정한 자연현상의 기저를 이루고 있

는 설명적 메커니즘, 예측 가능한 패턴, 법칙 등에 관한 개인의 내재적

표상이며 앞서 이야기한 정신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외적표상’은 내적

모델이 외적으로 표상된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모델’은 최근까지 인정되고 있는 철학적 측

면에서의 ‘의미론적 구조론적인 관점’에서의 모델을 다루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과학적 모델은 표상, 규칙, 이론, 추론 구조의 집합으로서 예상

과 설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과학적 모델은 태양계와 같은 scale

모델부터 은하 충돌 시뮬레이션, F=ma와 같은 양적인 법칙(quantitative

laws),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속도는 일정하다’와 같은 질적 법칙

(qualitative principles)까지 포함한다(Schwarz & White, 2005). 또한, 모

델을 만들고 사용하고 다루는 과정인 모델링의 중요성에도 초점을 두어

모델의 의사소통적 역할 이외에 탐구적인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자

하며 모델의 다양성 및 설명적 능력에도 초점을 두었다.

2. 과학적 모델링(Modeling)과 모델링 수행(Modeling 

performances or Modeling practices)

‘모델링’이란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Bamberger & Davis, 2013;

Hestenes, 2006; Nercessian, 2008), 또는 더 넓게는 모델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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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수정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모델링은 과학지

식을 발달시키는 핵심적이고 복잡한 과정으로서(Justi & Gilbert, 2002;

National Reseach Council, 2012), 지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게 매력적인 주제이다(Knuuttila, 2005a, 2005b,

2011; Nersessian, 2008; Vosniadou, 2002). 앞서 모델의 의미를 심리학적

인 측면과 철학적 측면에서 나누어 보았듯이, 각 학자들의 관점에서 모

델링을 바라보는 시각 역시 다르다. 심리학자들은 Target 시스템을 생각

할 때, 정신모델이 어떻게 생성되고, 작동하고, 평가되며, 사용되는지에

관심을 가진 반면, 철학자들은 모델과 이론, 모델과 Target 시스템 사이

의 관계나 논리적 조작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Nercessian, 2008).

모델링 중심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사고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며(Startford, 1996), ‘과학 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Harrison & Treagust, 1996), 설명체계를 구성하거나, 연구를 설계하거

나,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생성하는 것과 같은 ‘과학 탐구기능’을 향상시

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Fortus et al., 2006; Schwarz & White,

2005; Spitulnik et al., 1999) ‘과학의 본성’에 대해 심도 깊은 이해를 발

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Lehrer et al., 2000; Schwarz & White, 2005).

또한, 모델링 수행을 의미 있게 하는 모델링 수행에 관한 ‘메타인지적 지

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며(Sikorsk et al., 2009), ‘과학 지식을 평가하거

나 구성하는 활동’의 전문가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Lehrer &

Schauble, 2006; Schwarz & White, 2005; Stewart et al., 2005).

그러나 과학자들의 모델링 수행은 복잡하며, 이것을 그대로 학교 현장

으로 옮겨지면 학생의 접근과 의미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방해를 줄

수 있다(Schwarz et al., 2011). 또한, 모델과 모델링은 과학과 과학자들

의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나(National Reseach Council, 2012)

모델링은 학교의 과학교육과정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Van Driel

& Verloop, 1999), 1980년대에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포함시키

는 것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Gilbert & Justi, 2016).

John Clement는 모델링을 과학교육에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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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그림 1]의 모델 cycle의 전체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수학습방법을 설계하도록 교사에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지식을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모델링’은 Clement가 ‘과학교육

맥락’에서 처음으로 주요하게 사용하였다(Clement, 1989; Clement &

Brown, 1989). 이와 관련하여 모델링을 과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

적인 방법은 <제 2장 제 1절 3.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과모사구>

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그림 1. 모델 구성 cycle(Clement, 1989 p.347) 

  Fortus et al.(2006)는 모델링의 학습목표를 ‘모델링에 대한 이해

(MMK)’와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두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

로 “모델링 수행과정(Modeling performances or modeling practices)”을

설계하였으며, 과학자들이 수행하는 복잡한 모델링 활동을 학습자들도

교육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4가지 주요 모델링 수행 요소를 [표 1]과

같이 ‘모델 구성(constructing), 사용하기(using), 평가하기(evaluating),

수정하기(revising)’으로 정의하였다(Schwarz et el., 2009a,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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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korski et al., 2009). 본 연구에서 ‘모델링 수행’ 역시 아래 [표 1]의 4

가지 주요 요소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표 1. 모델링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

모델 구성하기 (Constructing models)

・Target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증거나 이론에 일치하는 모델을 구성한다.

모델 사용하기 (Using models)

・Target을 설명하거나 예상하기 위해 사용한다.

모델 평가하기 (Evaluating models)

・더 정확하게 표상되거나, Target의 패턴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현상
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각각의 모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모델 수정하기 (Revising models)

・실세계의 현상을 정확하거나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힘을 키위기 위해
서 모델을 수정한다. 
・추가적인 증거나 Target의 새로운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한다.

  모델링을 경험하는 것은 현상을 조사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광범위

한 맥락에 포함된다. 또한 모델링은 과학적 담화를 사용하며, 담화 연습

이 필요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내제된 과학적 추론을 포함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델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모델을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친구들을 설득하는데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Fortus et al,

2006). Fortus et al.(2006)은 [그림 2]의 모델링 cycle과 같이 모델링을

수행하는 각각의 활동들은 양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결코 분리된 요

소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 12 -

그림 2. 모델링 수행과정에서의 활동요소와 각 활동들 간의 연관성

3.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 과모사구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CCSM)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고는 과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꼭 배워야 할 정

교한 과정 중 한 부분이다. 모델을 실재의 표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Target의 세부 사항, 의미, 응용한 것을

외우기 쉽고, 테스트에서 사실을 재현할 수 있도록 ‘가장 적합’하고 ‘옳은

모델’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모델을 사용하여서 과학을 학습하지

않고서는, 모델이 ‘과학자들이 아는 정답’이라는 인식을 바꿀 수 없을 것

이다(Harrison & Treagust, 2000). 또한, 모델을 생성하는 것과 모델기반

추론은 인간의 인지와 과학적 탐구에서 핵심적인 구성요소이다. 모델링

은 학습자들의 내적 사고를 표현하는 것을 도울 수 있으며, 그들의 개념

적 아이디어 요소를 시각화하고 시험하는 것을 도와서 사고를 발전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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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념지식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Schwarz & White,

2005).

[그림 3]은 ‘모델의 진화(model evolution)’ 과정을 보여주는데 초기 모

델이 목표 모델(Target model)에 이르기 까지 정교화 되면서 발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Mn의 모델로부터 Mn+1의 모델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교수적인 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3]은

‘모델 진화과정의 결과’를 나타낼 뿐, ‘모델 진화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Rea-Ramirez et al., 2008).

그림 3. 모델링의 학습 경로(Learning pathway)(Rea-Ramirez, 1998; Scott, 1992)

이에 대응하여 현대 과학 역사가(Contemporary scence historians)들

과 인지 연구자들은 “구성주의적 모델링(Constructive modeling)

(Nersessian, 1995)”나 “GEM cycles(Clement, 1989)”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설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개발하였다. [그

림 4]는 GEM cycle로 가정을 생성하고(Generation), 합리적이며 실증적

인 테스트(Evaluation)를 거쳐서 수정하거나 거절(Modification)하는 단

계, 즉, 초기모델이 평가되고 수정되면서 정교화 되면서 복잡화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Nersessian(1992, 1995)과 Clement(1989)는 과학

자와 전문가들이 GEM cycle과 같이 생각을 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학습

하는 방법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교사나 교육과정 개발

자들에게 어떻게 교수할지 구체적인 안내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Rea-Ramire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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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GEM cycle (Clement에 의해서 수정됨, 1989) 
 

이 후 여러 연구에서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

루어졌으며(Halloun, 2007; Rea-Ramirez, 1998) 유희원(2012)은 기존

GEM cycle에서 ‘사실, 현상, 이론을 모델 구성 전에 제시’하고, 구성한

모델을 활용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추가하여 [그림 5]와 같이 수정된

GEM cycle을 제안하였다.

그림 5. 수정된 GEM cycle(유희원, 2012) 

한편, Rea-Ramirez et al.(2008)는 ‘인지(cognitive)적 측면’과 ‘사회적

요소(social element)’를 통합하려고 시도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구성 (Model-Based Co-construction)”에 대해 정의하였다.

‘Co-construction’은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해내고 평가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Vygotsky(1980)의 이론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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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함동철(2012)은 [그

림 6]과 같이 ‘사회적 공동구성’의 방법으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모델링

을 할 수 있는 수업단계를 제시하였으며, 한국 교실문화에서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도입단계에서 교사가 수

업에서의 규칙을 제시하고 과학 지식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안내하는 과

정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함동철(2012)의 수업단계를 활용하여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는 모델링 수업인 ‘과

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과모사구 수업):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CCSM)’ 지도안을 개발하였다.

그림 6. GEM cycle을 적용한 수업 단계(함동철, 2012)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를 ‘과학교

육현장에서 적용하기 하기 위한 방안’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과 모

델링 수행 과정을 결합시킨 ‘과모사구 수업’ 방안까지 살펴보았다. 그러

나 이외에도 ‘메타모델링 지식을 강조한 모델기반 교수방법

(Model-based instruction)’을 제안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Baek et al.,

2011; Kenyon et al., 2008). The MoDeLS research project(Modeling

Designs for Learning Science)에서는 과학적 모델링 수행에 더 정교한

수준으로 참여하는 방안 및 메타모델링 지식을 강조하기 위해 모델의 본

성과 목적, 강점, 다른 모델의 한계, 모델의 증거기반 특성, 모델링 과정

에서 모델의 변화와 수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모델링 학습 과정

을 개발하였다. 이 과정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

으로 과학적 수행이 학습자에게 접근 가능하며 의미 있기 위한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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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하였다. 학습 활동은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해 모델을 ‘구성’하고, 그

들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이를 ‘사용’하며, 동료들과 교사가 그 모델을 ‘평

가’하고, 그들의 모델을 수정하는 하는 것을 포함한다(Schwarz et al.,

2009a). 앞서 <제 2장 제 1절 2. 과학적 모델링과 모델링 수행>에 제시

된 모델링 수행의 주요 4요소(p.10)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한 교수학습과

정은 다음 [표 2-1], [표 2-2]와 같다.

표 2-1. Instructional Modeling Sequence(Kenyon et al., 2008 p.2)

Components Modeling practices

1. Anchoring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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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nstruct a 
Model

Create an initial model expressing an idea or hypothesis. Discuss 
purpose and nature of models

3. Empirically Test 
the Model Investigate the phenomena predicted and explained by the model. 

4. Evaluate th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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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Test the Model 
Against Other Ideas Test the model against other theories,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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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Use the Model 
to Predict or Explain Apply model to predict and explain other phenomena.

표 2-2. The Model-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MIS)(Baek et al., 2011p. 201)

Components Modeling practices

1. Anchoring Phenomena and central questions ー

2. Construct an initial model Model construction

3. Empirical investigations ー

4. Scientific ideas and computer simulations ー

5. Evaluation and revising the model 
   Peer evaluation

Model revision/ Model evaluation
Model evaluation

6. Constructing a consensus model Model construction

7. Using the model to predict or explain related 
phenomena Model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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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습과정은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실행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

해를 반영하였으며 ‘모델링 수행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Schwarz et al.,

2009b). 모델링 수행은 ‘생성의 도구 측면으로서 모델(models as

generative tools)’과 ‘변화 가능한 실재 측면으로서 모델(models as

changeable entities)’의 두 가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생성의 도구 측

면의 모델은 학생들이 어떻게 모델을 구성하고 사용하는지, 모델을 자신

의 이해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간주

하는지, 그리고 모델이 현상의 프로세스 또는 메커니즘을 예증하는지 여

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변화 가능한 실재로서 모델은 학생들의 사고방

식을 보다 잘 전달하고 과학적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델의 변화, 비교, 평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링 수업안은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

업안’으로 모델 수행의 주요 4요소인 ‘구성, 사용, 평가, 수정’을 포함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였다. 또한,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

행과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실행의

상호작용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반영한 MoDeLS research project에서

개발한 모델링 교수방법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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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행

1. 메타모델링 지식(Metamodeling Knowledge)

 

“메타모델링 지식(Meta-modeling knowledge: MMK)”이란 용어는

Schwarz가 처음 도입한 용어로써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 모델과

모델링의 역할, 모델의 유용성, 모델의 평가에 대한 기준, 모델링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이러한 이해가 모델을 가지고 추론하는데 어떻게 사용되

는지 이해하는 것’로 정의하였다(Schwarz, 2002; Schwarz & White,

2005).

Fortus et al.(2006)에서는 메타모델링 지식을 ‘모델의 목적, 모델의 본

성, 모델의 평가, 모델의 수정’ 4가지로 제시하였으며 아래 [표 3]과 같이

각 항목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 3. 메타모델링 지식

모델의 목적 (Purpose of models)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상’하기 위해서 모델을 구성한다. 
・모델은 관찰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과정이나,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힘든 과정
들을 사고하는데 도움을 준다. 
・모델을 구성하거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적 지식을 명료화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모델의 본성 (Nature of models)
・모델은 실세계의 현상에 대한 단순화된 표상이다. 서로 다른 모델들도 동일한 현상
을 표현할 수 있음.
・다양한 모델의 유형(물리적, 개념적,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 등)을 알아야 
한다.
・모델은 Target을 그대로 옮긴 복제물이 아니다.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Evaluation criteria for models)
・모델은 증거와 이론에 기반을 둔다. 
・모델은 관련된 자연현상의 증거와, 다른 모델 또는 이론과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근
거로 평가된다. 

모델의 수정 (Revision of models)

・실세계의 현상을 정확하거나 일관성 있게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모
델은 수정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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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의 본성, 형태, 목적, 유용성, 적용 가능성,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

야하는지 등을 이해하는 것은 모델을 사용한 과학학습에서 중요하다

(Hammer, 1994; Smith et al., 2002, Songer & Linn, 1991). 또한, 과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게 하려면 명확

하게 메타모델링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Schwarz, 2002).

학생들이 메타모델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 암시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메타모델링 지

식의 습득을 기대하는 경우였다. Schwarz & White(2005)는 중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Model-Enhanced ThinkerTools Inquiry Curriculum’을

개발하고 평가하면서, 이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델의 본성을 이

해하고 모델링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Kenyon et

al.(2008)은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기에 적합

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함

으로써 모델의 목적(MMK)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는지 살펴보았다.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 ‘암시적 접근

(implication approach)’, ‘명시적 접근(explicit approach)’, ‘명시적-반성적

접근(explicit-reflective approach)’의 세 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Khishfe & Abd-El-Khalick, 2002; Lederman, 1992), 암시적인 접근 방

법보다는 명시적인 접근 방법이, 명시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명시적-반성

적인 방법이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발달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

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Akerson & Volrich, 2006; Khishfe &

Abd-El-Khalick, 2002; Schwarz et al., 2004). 과학의 본성에 대한 명시

적인 접근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의 본성의 각 요소를 하나의 개념으로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

에 따라서 적절히 추론을 통해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맥락화 된 상황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

회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

기 위해 명시적-반성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정윤숙 & 김성원, 2015).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 중 하나의 유형(typ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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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Lederman, 2007). 즉,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의 본성 중 일부이며,

학생들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선구적으로 조사한 Grosslight

et al.(1991) 역시 과학의 본성을 조사하는 연구를 기반으로 메타모델링

지식에 관한 설문 문항을 만들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도 앞

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명시적-반성

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암시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

한 인식의 발달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며 ‘명시적-반성적인 방법’을 활용

하여서 접근 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대다수 초등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며, 구체적 조작기 이하의 발달단계 수준에서는 메타인

지를 가지기란 힘들기 때문에(Vygotsky, 1986) 메타인지의 하나인 메타

모델링 지식 역시 암시적인 방법으로는 습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인 ‘명시적-반성적인’ 접

근방법을 도입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예비교사, 현직 교사,

학생, 과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Chittleborough et al., 2005;

Crawford and Cullin, 2005; Grosslight et al., 1991; Treagust et al.,

2002). Grosslight et al.(1991)의 연구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연구들 중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Grosslight et

al.(1991) 이후의 연구들은 Grosslight et al.(1991)에서 사용한 인터뷰 문

항을 수정・보완하여 메타모델링 지식 탐색을 위한 검사 도구를 발전시

켜왔다.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설계된 도구들은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 과학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리

고 왜 모델이 사용되는지, 무슨 이유로 모델이 변화되는지, 모델의 다양

성은 무엇인지, 모델링의 방법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에

관한 통찰을 제공하였다. [표 4]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분석

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와 각각의 도구에서 사용된 인식범주 유형 및 연

구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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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sslight 
et al. (1991)

Treagust et 
al. (2002)

Justi & 
Gilbert(2003)

Chittleborough 
et al.(2005)

Crawford  & 
Cullin(2005)

대상
(7,11학년) 

중・고등학생, 
과학 전문가 

(8,9,10학년)
중・고등학생

현직 교사, 
예비 과학교사, 

(대학)과학교육자

8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생, 
대학원생 

(예비 교사)

분석
도구 
및 

형태

인터뷰
(개방형 질문)

SUMS
(리커트 척도)

반 구조화된 
인터뷰

VOMMS
(2개의 객관식 

선택지, 
선택 이유 
서술형으로 

서술)

개방화 질문,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짝과의 
대화 및 활동 

과정 분석

인식
범주

Kinds of 
Models

Models as 
exact replicas

Nature; entities

Models as 
representations
:Representations 

of ideas or 
how things 

work

—

Purpose of 
Models

・Models as 
explanatory   
tools; how 
scientific 

models are 
used

・The uses of  
 scientific 
models

Use; prediction —
Purpose of 

model

Designing 
and Creating 

Models
— — —

Designing and 
creating 
models 

Changing a 
Model

The changing 
nature of 
models

Time
Dynamic nature 

of models
Changing a 

model

Multiple 
Models

Models as 
multiple 

representations
Uniqueness

Multiplicity of 
models

Multiple 
models for the 

same thing

— — — —
Validating/

testing models

인식범주는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생성’, ‘모델의 가변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평가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측면을 측

정하기 위해서 사용된 방법 및 도구도 여러 가지로 형태로 개발되었다.

표 4.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분석도구(Krell et al., 2015a 수정・보완)

메타모델링에 관한 인식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한 Grosslight et

al.(1991)은 학생들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식 범주에 따른 응답 유

형을 유목화 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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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범주 분류 구체적인 응답사례

모델의 
종류

모델의 예시 사물이나 사람, 시각화된 모델, 언어적인 예, 추상화된 것 
모델링 된 것의 유형 사물, 추상화된 것

관계
실물과 똑같은 것, 시각적으로 비슷한 것, 비슷하나 크기
는 다른 것, 관계적으로 비슷한 것(작동 원리 등)

모델러에 대한 언급 ・
기타 ・

모델의 
목적

의사소통
불명확, 무엇을 보여줌, 작동을 보여줌, 아이디어를 보여
줌, 가르치거나 이해를 도움,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델을 
가짐 

관찰 불명확, 보기 위해, 만지기 위해, 가지고 놀기 위해
만들기 위해 불명확,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

학습과 이해를 위해
불명확, 무엇인가 어떻게 보이는지 학습하기 위해, 작동
법 및 기능을 학습하기 위해, 

시험
불명확, 무엇이 일어나는지 시험, 다른 상황에서 어떤 일
이 일어나는지

참고 또는 예시 ・
접근성 또는 명확성 ・

모델의 
설계와 
구성

실제가 무엇인지
불명확, 크기나 모양에 근접하게, 기본적인 특징이나 모
양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모델 그 자체 불명확,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델러가 원하는 대로
모델을 구성하는데 일반
적인 기준

단순성, 타당성,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사소통
불명확, 스스로 명확히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명확
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지 않는, 다른 사람의 
관점이 되어보는

모델러의 역할
불명확, 수동적인(복사), 활동적인(선택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정확하고, 작으며, 비례
해야하는

불명확, 거의 비슷한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리적인 관점에서 안과 밖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
요한지에 따라, 

불명확한, 기본적인 모양, 동일한 대상에 다른 관점, 주요 
아이디어(대상에서 필수적인 것들)

모델러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불명확, 주제, 이야기의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
기타 ・

모델의 
가변성

모호한 응답 ・
모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만들 때의 문제
가 있을 때 

모호함,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을 때, 실제와 부합되지 않
을 때, 모델에 대한 시험이 모델에 변화를 가져다 줌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
기 때문에 잘못됨

모호함, 새로운 정보는 연구, 실험, 발견에 의해서 발견
됨, 새로운 정보가 모델에 통합됨, 실제 사물이나 사실이 
변화할 때, 아이디어가 옳지 않다고 발견될 때, 누군가가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

심미적인 이유 불명확, 누군가가(권위자) 기존 모델을 싫어할 때

모델의 목적과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을 때

불명확, 모델러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어떤 결과나 무엇
인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시험결과나 새로운 아이
디어를 탐색

표 5. 메타모델링 지식의 인식 범주에 따른 응답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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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또는 가변성을 인
정하지 않음

・

모델의 
다양성

모호하게 인정 ・
동일한 대상에 다른 관
점을 보여주기 위해

불명확, 다른 관점, 다양한 세부수준

그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법

불명확, 다른 이론, 다른 의견

같은 것을 표상하거나 
보여주는데 다른 방법

불명확, 똑같은 아이디어/주제, 다른 기호

실재를 시험하기 위해
불명확, 무엇이 가장 보여주기 적합한지, 똑같은 것을 다
시 만들고, 작동하는지 확인함.

기타 ・

Grosslight et al.(1991)는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설계와

구성’, ‘모델의 가변성’, ‘모델의 다양성’ 다섯 가지 측면에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수준으로 나누었다. 먼저, ‘수준 1’은 모델을 장난감과 같이

‘실재의 복제물’로 인식하며 아이디어를 나타내기 위한 적절한 모델의 형

태나, 모델의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의 형태에 관해 관심이 없다. ‘수준 2’

는 여전히 모델을 아이디어의 표상이라기보다는 실재와 사건의 복제물이

라고 생각한다. 모델의 주요한 목적은 모델러의 주관적인 아이디어를 표

상하는 것보다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준 3’은 모델은

실재의 복사물이 아니라 ‘사고의 도구’이며, 모델러의 아이디어를 발전시

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등 ‘모델러의 인지적 필요성’에 의해 의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

에서 모델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전문가 외에

는 어느 학생도 ‘수준 3’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학생들의 인식은 대부분

‘수준 1’에 머물러 있었다.

Crawford & Cullin(2005)은 Dynamic computer modeling 단원의 수업

을 성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Grosslight et al.(1991)의 인식 3단계를

사용하였고, 이를 더 나은 수준으로 확장・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과

학교사가 각 인식 항목에 대한 응답을 ‘제한적 수준’, ‘과학자 이전의 수

준’, ‘과학자로 진입하는 수준’, ‘과학자다운 수준’ 3-4가지의 등급으로 설

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인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표 6]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관한 인식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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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목화 한 것이다.

표 6. 모델링 행렬(Matrix of Modeling)(Crawford & Cullin, 2005; 조은진, 2016에서 재인용)

차원

Limited
(제한적 
수준)

Pre-
Scientific

(과학자 이전 수준)

Emerging
Scientific
(과학자로 

진입하는 수준)

Scientific
(과학자다운 수준)

Ⅰ Ⅱ Ⅲ Ⅳ

모델의 
목적

· 교수도구
·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때의 
보조도구

· 사고의 도구
· 자연 현상에 대해 
사고할 때의 시각화 
지원책
· 설명을 구축할

때의 지원책

· Target 대신에
사용됨
· 위험하거나 파
괴적인 대상을
대체함

·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한 정보 획득을 
위한 연구 도구
· 대상을 연구할 때 모델을 
시험함으로써 연구자는 
가설을 수립
· 가설 검증을 통해 목표에 
대한 새로운 정보 획득

모델
설계와 
구성

· 모델러의 아이디어
와 모델러가 생각하
는 모델 사이의 연결
을 (모델러가 이해하
려는 것 보다는) 중요
시

· 모델이 Target
과 같이 작동하도
록 구성 
· 이로 인해 모델
의 다양한 관계가 
구축되도록 한다. 

· 목표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라 모델이 수정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모델이 구성되며,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시험됨 

모델의
변화성

· 모델은 불
변

· 모델은 새로운 발견
에 의해 변화

· 모델러의 의도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변화

· 모델은 본래 잠정적인 것
· 목표에 대한 관찰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때 변화

모델의
다양성

·교수도구로
서, 학생의 
학습 양상, 
수준차이 때
문

· 모델러가 서로 다른 
아이디어나 목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

· 목표 현상 설
명을 위해 경쟁
적인 모델, 이론
을 표상하기 때문

· 목표에 대한 다른 가설
또는 특정 측면에 집중하기 
때문

모델의
타당성
검증/
시험

· 모델은 과학자 공동
체/외적 권한에 의해 
검증됨

· 모델은 
목표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됨

· 관측/관찰을 기반으로 
모델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획 득한 결과를 비교하는 
동안 검증됨

우리나라에서도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은 예비교사 및 교사(오필석, 2009; 윤혜경, 2011; 정현석 & 김영

민, 2014; 조은진; 2016) 중・고등학생(박희경 외, 2016; 차정호 외, 2004)

으로 한정적이었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하다. 국내

에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연구들은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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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호 외.
(2004)

오필석
(2009)

윤혜경
(2011)

정현석 & 
김영민
(2014)

박희경 
외.

(2016)

조은진
(2016)

대상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예비 

초등교사
예비 

초등교사
예비 

과학교사

중학교 
2학년 

영재학생

중등 
과학교사

분석
도구 

SUMS 질문지
간단한 
설문지

SUMS VOMMS 

Crwford & 
Cullin (2002, 
2004)의 도구 
수정・보완

인식
범주

・다중적 표현
・완전한 복제물
・설명적 도구
・모델의 사용
・가변적 본성

・모델의 의미
・모델의 활용
목적
・모델의 다양
성
・모델의 가변
성
・모델 활용 
방법
・모델의 예시 
20가지

・ ( 과 학 자 ) 
과학 모델 사
용의 목적
・학생과 교
사의 모델 활
용의 목적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실재성
・설명도구
・모델의 
유용성
・모델의 
잠정성

・표상으로
서 모델
・모 델 의 
다양성
・모 델 의 
역동적 본
성 

・모델의 목적
과 본성에 대
한 인식
・교수도구로
서 모델과 모
델링 활용에 
대한 신념
・여러 모델의 
범위와 목적에 
대한 지식

표 7.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구

오필석(2009)은 ‘모델의 의미’, ‘모델의 활용 목적’, ‘모델의 다양성’, ‘모

델의 가변성’, ‘과학 수업에서 모델의 활용 방법’에 관한 예비 초등 교사

의 인식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응답 내

용은 질적 자료의 일반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되었으며 인식 범주에

따라 [표 8]과 같은 인식 유형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로 많은 예비

초등 교사들은 모델을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표상’하거나 ‘가설 또는 이

론’이라는 인식보다는 ‘물리적 실재를 대신하는 것’ 또는 ‘기능적인 관점

에서의 모델’로 인식하였다. 또한 모델의 목적을 ‘가시화, 단순화’, ‘의사

소통이나 교수, 이해’의 맥락에서 인식하였으며, 모델의 다양성과 가변성

에 대해서 대체로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과학적 탐구과정

에서 모델이 활용되고 평가되는 과정 및 과학의 본성에 관해 자세히 진

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6 -

표 8. 메타모델링 지식에 관한 예비 초등 교사들의 인식 유형 

모델의 의미
・표상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모델을 정의 ・기능적 관점에서 모델을 정의
・탐구나 수업, 학습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 ・불분명

모델의 활용 목적
・가시화. 단순화. 명료화. 보이기의 목적 ・의사소통， 교수(teaching), 이해의 목적
・(막연하게) 과학적 탐구나 연구를 위해 사용 ・특정한 탐구 과정이나 기능을 위해 

사용 ・활동의 절차와 체계를 제공 ・불분명

모델의 다양성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복수의 모델은 존재할 수 없음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모델이 존재할 수 있음: 
  -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   -모델의 본성을 고려   -이유 불분명

모델의 가변성
・(막연히) 모델이 잘못되었거나 더 나은 모델이 있는 경우 ・이유 불분명
・모델이 잘못되었다고 검증된 경우 ・자연현상 또는 자연세계의 질서가 변하기 때문
・(막연히)새로운 것이 발견된 경우 ・과학 이론이나 패러다임, 개념 등이 바뀌는 경우
・기존의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것이 발견되거나 그것을 더 잘 설명할 수 있

는 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을 전달받는 사람이나 모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수준이 달라지는 경우 

과학 수업에서 모델의 활용 방법
・어려운 과학 지식이나 대상을 쉽게 전달하기 위함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델 활용 방법 ・어떤 학습 효과나 과정을 위한 모델 활용 

2.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행의 연관성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여러 과학적 활동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 학습자들이 어떤 활동에 유의미한 참여를 할 수 있도

록 이끌어 내기 위해서, 활동의 이유 및 활동 규범에 대한 이해를 필요

로 한다. 그러므로 모델링의 수행을 위하여 모델과 모델링의 역할에 관

한 이해가 중요하며, 메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행이 결코 독립된 학

습 목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Schwarz et al., 2009a). [그림 7]은 메

타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수행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하는 것

을 나타낸다. 메타모델링 지식이 모델링을 수행하는데 안내 및 동기를

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모델링 수행활동을 통해서 메타모델링 지식

을 발달시킬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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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모델링 수행요소와 메타모델링 지식간의 상호작용(Schwarz et al., 2009a)

Fortus et al.(2006)은 모델을 구성하는 목적이 일련의 현상에 대한 설

명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이거나 예측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

지 않는 한, 단순히 모델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는 잠재적인 의미가 없다

고 하였다(Schwarz & White, 2005; Snir et al., 2003). 즉, 모델링의 활

동을 하더라도 MMK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Baek(2013)은

좋은 모델에 대한 특정한 아이디어나 신념이 존재하며 모델을 구성하거

나 모델을 평가하는 모델링 활동에 좋은 모델에 대한 신념을 사용하는

것처럼 EIMs(Epistemologies in modeling)와 모델링 활동은 서로 연관되

어 있음을 밝혔다. 예를 들어, 모델을 구성할 때, 그들이 생각한 좋은 모

델에 대한 인식에 따라 좋은 모델을 구성한다. 또한, 모델을 평가할 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만일 좋은 모델과의

차이가 있다면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한 것과 비슷하게 모델을 수정

한다. 만일 동의된 모델을 만들 때에도 각자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

는 것을 협의하여 만든다. 또한 학생들이 모델에 관하여 명확성과 세부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강조하는 초기 인식론적 사고로 시작하였지만 모

델링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과학적 설명(메커니즘)과 모델을 정확하고 설

득력 있는 것과 관련된 세련된 인식으로 발전함을 보여주었다.

모델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모델로부터 과학적 정

보를 더 잘 해석해낼 수 있으며 그들의 모델로부터 더 나은 추론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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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한다(Gobert & Discenna, 1997; Schwarz, 2002). Gobert &

Discenna(1997)는 학생들이 모델에 대해 더 정교한 인식을 가질수록 그

들이 만들어 낸 모델로부터 더 나은 추론을 함을 밝혀냈다. 인식수준이

높을수록 판구조론 현상에 관한 자세하면서도 통합적인 도식 모델을 만

들어 냈으며, 자신이 만든 모델을 바탕으로 더 나은 추론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메타모델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탐구기능과 과학 내용적

지식의 습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며 과학내용의 학습을 전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Schwarz & White, 2005). 그리고 과학의

인식론적 이해는 과학적 산물을 생성해내는데 중요하다. 즉, 모델의 형태

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를 더 잘할수록 과학적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잘 생성할 수 있다(Schwarz, 2002). Gobert(2002)

는 학생들이 더 정교한 인식을 가질수록 그들이 만들어낸 표상의 형태를

더 잘 이해할 것이며, 과학적 아이디어가 내포된 설명을 잘하는 모델을

구성해냄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모델에 대한 인식은 모델을 사용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델이 어떤 대상이나 현상의 정확한 복제본이

아니기 때문에 표상적 도구로써 장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는 교사

는 어떤 모델이 모델기반 추론활동을 할 때 사용될 것인지, 언제 그러한

모델을 사용할 것인지를 더 잘 이해하며(Schwarz, 2002), 학생들이 모델

이 설명 도구로써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 모델을 증거나 데

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함을 찾아냈다(Smith et al., 2002). 즉, 모

델의 본성, 형태, 목적, 유용성, 적용가능성, 어떻게 그것을 평가해야하는

지,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과 같은 메타모델링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모델을 사용한 과학학습에서 중요하며 학생들이 모델을 사용하거나

생성해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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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과정

본 연구에서는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변화와, 모델링 수행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모색하였다.

첫째,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두

번의 파일럿 검사를 실시하여 수정・보완 하였다. 둘째, 과학교육 전문가
들과 함께 메타모델링 지식 지도방안 및 과모사구 수업을 구성하였다.

셋째, 4-5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초등학교 4학년 4개 학급

을 선정한 후, 앞서 개발한 설문도구를 통해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 수준이 비슷한 2개의 학급을 선정하였다. 넷째, 메타모델링을 강조

한 모델링 수업을 실시 한 후 수업 중 일어나는 담화, 활동지, 사전・사
후 인터뷰, 사전・사후 설문지 등을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다섯째, 수집한 자료를 일반적 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다른

과학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

선정된 2개의 학급은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비슷한 학급

으로 연구자의 임의로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누었으며, 아래 [그림 8]

의 순서로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각각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실험반에서

는 명시적인 방법으로 메타모델링에 관한 수업이 1차시 동안 먼저 진행

되었으며, 반성적인 방법으로 모델링 수업(과모사구 수업)이 진행되었다.

실험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 중 ‘모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반면,

통제반에서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관한 수업 없이 모델링 수업만 진행되

었으며 수업 중에는 모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다만, 실험반

과 통제반에서 사용된 활동지는 동일하며 ‘모델’이라는 용어가 적혀있다.

연구는 서울 소재의 공립초등학교에서 2016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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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실시되었고 전 과정은 촬영 및 녹음되었으며 수업활동과 인터뷰는

모두 전사되어 활동지 및 검사도구와 함께 연구문제를 살펴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 참여자가 초등학생이라는 특징을 감안하여 사전・사후
의 인터뷰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8. 실험반과 통제반 선정과정 및 연구진행 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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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및 수업 내용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서울 공립 J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 총

34명(N=17)2이다. 한 학급당 3-4명으로 구성된 다섯 모둠이 조별로 앉아

서 수업에 참여하였다. 모둠은 담임교사의 임의로 편성되었으며, 학생들

의 학업 성취도를 고려하여 이질적으로 편성되었다. 실험반과 통제반은

사전 설문지에서 비슷한 수준의 메타모델링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연구자의 임의로 실험반과 통제반으로 나뉘었다. 실험반과 통제반은 각

각 17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 및 결석생

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이 속한

모둠의 조 모델 결과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험반에서는 4개, 통

제반 5개의 조 모델이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현직교사이자 과학교육전공자이며 같은 연구

실 소속 박사 과정 중이며 과학적 모델 및 모델링에 관한 공부를 한 경

험이 있다. 또한, 교과내용학적 지식이 풍부하며 초등학생들을 다년간 가

르친 경험으로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능력이 우수하

다. 수업연구 참여교사는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교실에서의 실행에 이

르기까지 연구원과 수평적이며 협력적인 참여를 하였다.

MMK 검사 도구 개발을 위한 두 번의 파일럿 검사에 참여한 학생은

경기도 공립 M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로 총 59명이다.

2. 수업 내용

1) 메타모델링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 진행한 메타모델링 수업(MMK 수업)은 실험반에서만 1차



- 32 -

시(4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제 2장 제 2절 1. 메타모델링 지식>에서

살펴본 ‘명시적-반성적인 접근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메타모델링 지식 검

사도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며, 어느 수준

의 범위까지 메타모델링 지식을 다루어 지도할 것인지 그 기준을 설정하

였다. MMK 수업에 포함된 MMK 요소들은 ‘모델 및 모델링의 본성’에

대한 것으로 ‘모델의 의미, 모델의 다양한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설

계와 구성, 모델의 가변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링의 과정 및 본성’ 등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정규 과학교육과정에서 배웠던 과

학적 모델부터 학생들의 일상에서 친숙하게 다루어지는 실생활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과학 모델의 예시와 비(非)과학적 모델의 예시도 함께 다루

었다. 사용된 모델은 스케일(scale) 모델, 개념-과정모델, 지도, 도해, 표

모델, 수학적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이며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모델이 무엇인지 먼저 떠올려보고, 교과서

에서 모델 예를 직접 찾아 토론・토의하며, 과학자들이 과학 모델을 만

들기까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였으며, 확인문제를 통해 메타모델

링 지식과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였다. 수업에 사용되었던 PPT

자료는 조은진(미간행, 2015)의 ‘모델과 모델링은 무엇인가?’의 자료를 참

고하며 1차 완성 되었으며,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1인, 지구과학교육 전공

연구자 1인, 수업에 직접 참여한 연구자 1인의 도움을 받아 초등학생들

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였다. 실제 수업에 사용되었던 PPT

자료는 [부록 3]과 같다.

2)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수업(모델링 수업) 내용

본 연구에서 진행한 모델링 수업은 <제 2장 제 1절 3.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과모사구>에서 살펴 본 과모사구 수업방법으로 진행되었으

며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4차시 동안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두 차시 분량

을 묶어 총 2번의 블록수업(1-2차시, 3-4차시)으로 진행되었다. 하나의

블록수업은 9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수업 주제는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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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이다. Harrison &

Treagust(2000)의 모델 분류표에 의거하여 본 수업에서 다루는 과학모델

은 개념-과정 모델(concept-process model)로서 물의 순환, 빛의 반사,

달의 위상변화, 광합성 과정과 같이 과학적 개념에 과정이 함께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델은 과정을 표상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표상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추상적이다. 수업주제는 4학년 1학기 <3.

화산과 지진> 6-7차시 ‘현무암과 화강암을 관찰하고 그 특징 관찰하기’

(초등학교 4-1 과학교과서, 2009개정)와 연계된다. 교과서에는 “현무암의

구멍은 화산 가스가 빠져나간 흔적입니다. 현무암 중에는 구멍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2009개정).”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 까닭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수업 모듈과 수업 활동지는 연구 참여교사 1인,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1인, 지구과학교육 전공 연구자 4인에 의해 공동 개발되어 검토와 수

정・보완 과정을 거쳐 제작되었다. 전반적인 수업흐름은 [표 9]와 같으

며, 각 차시별 세부 수업진행 단계는 [그림 9]와 같다.

표 9.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

모델링 단계 활동 내용

모델 구성
(Generation) 1. 개인모델 구성하기 (개별 활동)

모델 평가
(Evaluation) 2. 개인모델 평가하기 (모둠 활동)

모델 수정)
(Modification) 3. 개인모델 수정하기 (모둠 활동)

모델 구성
(Generation) 4. 조 모델 구성하기 (모둠 활동)

모델 평가
(Evaluation) 5. 조 모델 평가하기 (전체 활동)

모델 수정
(Modification) 6. 조 모델 수정하기 (모둠 활동)

모델 적용
(Application)

7.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모델 사용(적용)하기 

(개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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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시: 도입, 개인 모델 만들기, 개인 모델 평가・수정, 조 모델 만들기

3~4차시: 도입, 조 모델 평가・수정, 적용하기

그림 9.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각 차시별 세부 과정

제약조건은 어떤 정보의 항목, 법칙, 원리, 규칙 또는 사실을 포함하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조건을 설명하게 함으로서 문제 해결과정을 돕는다

(Nickles, 1980). 과모사구 수업에서 사용된 제약조건은 ‘기포의 분포, 양,

위치’와 ‘기포가 있는 용암이 빠르게 식음’으로 현무암이 생성되는 것 두

가지이며 개인 모델을 구성하기 전, 문제를 제시하는 단계에서 제약조건

과 관련된 현상이나 사실을 교사가 제시하였다. 수업에서 사용된 활동지

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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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메타모델링 지식 검사 도구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과학적 모델과 모델링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 도구를 만들기 위해 Grosslight et

al.(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검사 도구는 총 6가지 인식범주인

‘모델의 종류’, ‘모델의 의미’, ‘모델의 설계와 구성’, ‘모델의 가변성’, ‘모델

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사전 7문항, 사후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전 문항에는 ‘과학적 모델의 경험 유/무’에

관한 문항이 추가적으로 있으며 이 문항을 통해서 메타모델링 지식이 아

닌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 과학적 모델이 학생

들에게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는지 등 모델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사후 검사 도구에서는 이 문항은 삭제되었다. 나머지 문항은 객

관식으로 이루어져있으나, 답안을 선택한 이유도 함께 적도록 하여 학생

들의 인식을 질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모델의 목적’과 ‘모델의

생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서는 학생들의 사고를 한정 짓지 않기

위해 제시된 선택답안 외에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선택답안’ 항목

을 마련하여, 선택형 질문의 단점을 극복하고, 연구 참여자의 인식이 최

대한 왜곡되지 않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인식 유형이 반드시 배타

적이지 않고 여러 가지 인식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선택답안’ 항목에서 복수의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

였으며, ‘모델의 종류’ 및 ‘모델의 목적’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서는 복수

답변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모델의 가변성’과 ‘모델의 다양성’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서 제시된 선택답안은 정답과 오답으로 이

루어진 이분화 된 선택답안이 아니라 인식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

로 구성하였다. 사전과 사후에 사용된 문항 및 검사하고자 하는 인식범

주는 동일하나, 문항 순서의 차이를 두어서 검사 도구의 학습효과를 없

애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에 대해 지구과학교육과 교수 1인,

지구과학교육 전문가 4인이 문항의 의미 전달력, 타당성, 답변의 용이성

에 대해서 검토하였으며, 두 번의 파일럿 조사를 통해서 수정・보완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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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항의 질문 내용과 인식 측면은 [표 10]과 같다.

표 10. 사전 검사도구 문항(1-7번)의 내용과 인식범주

번호 질문 내용 인식의 측면

1
‘과학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동그라미 치시

오.

모델에 대한 

경험 유/무

2
다음 중 ‘과학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 치시

오.
모델의 종류

3

2번에서 선택한 과학 모델 중에서, 과학 모델에 가장 가깝다

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시오.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자세히 쓰

시오.

모델의 의미

4
여러분이 과학자가 된다면, 과학 모델을 언제 사용할까요?(여

러개 선택 가능)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모델의 목적

5
과학 모델을 만들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와 같이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보시오. 
모델의 생성

6

과학 모델은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학 모델은 언젠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모델의 가변성

7

과학자들은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한 가지 이상의 과학 모

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보시오.

모델의 다양성

파일럿 검사에서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경험도

없다고 응답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인

지하지 못한 학생들이 두 번째 문항에서 다양한 모델 후보들의 모델여부

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두 번째에 문항을 배치하였다. 과학 교사가 생

각하는 과학적 모델의 예시로 수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을 떠올렸다

는 점(조은진, 2016)에서 두 번째 문항에서 사용된 과학적 모델들은 학생

들이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웠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문항에 사용된 12개의 모델 후보들 중 4개는 과학적 모델이 아닌

것으로, 나머지 8개는 과학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적 모델이 아닌

후보들은 자연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찍은 사진(번개, 화산)과 과학실험도

구(윗접시 저울, 눈금실린더)로 파일럿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과학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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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오개념들로 구성하였다. 과학적 모델에 속하는

후보들은 Harrison & Treagust(2000)의 모델 분류표의 기준에 따라서

스케일 모델(Scale model): 지구본, 심장그림, 개념-과정 모델

(Concept-process models): 동물의 한 살이, 소리의 전달과정, 식빵으로

만든 지층, 지도, 도해, 표(Maps, diagrams and tables): 피의 흐름, 수학

적 모델(Mathematical models): 지구와 달에서의 몸무게, 시뮬레이션 모

델(Simulations): 시소수평잡기 가상실험으로 구성하였다. Harrison &

Treagust (2000)은 그 외에도 모상적·상징적 모델(Iconic and symbolic

models),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s), 정신모델(Mental models), 통

합 모델(Synthetic models)을 모델의 분류기준에 포함시켰지만, 연구 참

여자들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정규 과학교육과정 수업에서 접하였던

대표적인 과학모델은 스케일 모델 및 개념-과정 모델에 한정(동물의 한

살이 과정, 물에 의한 지표 변화 모형(3-1), 지층 모형, 화석 모형(3-2),

식물의 한 살이, 화산 모형, 지진 모형실험(4-1))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

려하여 이들을 모델의 후보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아직 배우지 않은 모

델 유형이더라도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수준의 과

학모델은 설문에 사용하였다. 설문에서 사용되었던 사전・사후 설문지는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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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 방법

1.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분석 방법

학생들이 인식하는 메타모델링 지식이 무엇인지 사전・사후 검사 도구
에 대한 응답 및 사전・사후 인터뷰 내용을 통합하여 질적 연구의 분석

방법(조용환, 1999)을 적용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실시할 때 객관식 문항

에서의 응답을 바로 코드화하지 않고, 서술형으로 작성한 문항선택의 이

유 및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식 유형을 나타낼 수 있는 일

차 코드를 마련하였다. 일차적인 코딩을 마친 후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

한 코드(Grosslight et al., 1991; 오필석, 2009)를 바탕으로 구성한 연구

자의 에틱 코드(etic code)와 앞서 마련한 에믹 코드(emic code)의 결과

를 비교하여 분석결과의 특성과 차이점을 살핀 후 다시 한 번 코딩작업

을 실시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식 유형을 찾아서 정교화 하였다. 설

문의 목적이 초등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 및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데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진 메타모델링 지식은 여러 가지 인식 수준

이 혼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객관식 선택 답변만을 단순

히 수량화시켜 나누는 것은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수준을 왜곡시킬 수 있

으므로 이를 단순히 등급화 하지 않았다. 분석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과학교육 전문가 2인에게 검토 받았다.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은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고, 설문 응답 수는 연구 참여자

수보다 더 클 수 있다. 그러나 응답비율은 각반의 연구 참여자 총 수

(N=17)에 대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2. 모델링 수행에 대한 분석 방법

과모사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모델링을 수행하는지 분석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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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 3장 제 2절 2. 수업내용 2)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수업 내

용>의 ‘표 9.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의 순서

에 따른 모델링 수행을 살펴보았다. 총 7단계의 수업 흐름에 따라서 학

생들이 어떻게 모델을 구성, 평가, 수정, 적용하는지 학생들의 수업 활동

및 활동지, 활동 결과물(조 모델), 인터뷰를 통합하여 질적 연구 분석 방

법(조용환, 1999)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의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모델링 수행을 나타낼 수 있는 일차 코드

를 마련하였다. 일차적인 코딩을 마친 후에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코드

(Baek, 2013; Bamberger & Davis, 2013; Pluta et al., 2011)를 바탕으로

만든 연구자의 에틱 코드와 앞서 마련한 에믹 코드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결과의 특성과 차이점을 살핀 후 다시 한 번 코딩작업을 실시하여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활동 유형을 찾아서 정교화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모델의 구성’, ‘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코딩방식을 제

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와 ‘모델을 평

가’하는 단계에서의 모델링 수행을 살펴보기 위한 에틱 코드를 마련하는

근간이 되었다. 또한,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도 모델을 재구성한다는 점

에서 또 하나의 모델 구성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선행연구가 ‘모델을 수

정’하는 단계의 에틱 코드를 마련하는 근간이 되었다. 선행연구에서의 모

델링 수행에 따른 코딩 및 분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Bamberger & Davis(2013)는 모델링 수행에 대한 코딩을 위해

‘모델링 학습과정의 이론적 틀’과 ‘학생들의 모델링 실행’을 바탕으로 코

드를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이 구성

한 모델을 분석하여 모델링 수행능력을 평가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모

델은 4가지 영역인 ‘설명(explanation)영역, 비교(comparativeness)영역,

추상화(abstraction)영역, 표지(labelling)영역’으로 코딩 및 점수화되었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1]과 같다. ‘설명 영역’에서는 모델이 과학적 현

상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1 수준에서는 ‘어떤 과정(process)’이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없다. 2 수준에서는 시간에 다른 변화와 과정이 드러나나, 어떤 ‘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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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 3 수준에서는 ‘과정 및 인과관계’를 모두 포함

하고 있다. ‘비교 영역’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상황을 비교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추상화 영역’은 우리의 눈에 접근 불가능한 요소를 포함

하는 정도를 말한다. 3 수준은 우리의 감각으로 접근 불가능한 영역까지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모델 요소의 상대적인 규모를 나타내는 수준

까지 포함한다. 이 영역은 메타모델링 지식에서 학생들이 모델이 감각기

관으로 접근하기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이해하는지를 반영한다. ‘표지

영역’은 모델의 요소에 라벨과 설명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나

타낸 것이다. 1 수준은 다른 사람들이 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의

사가 없다. 2 수준에서는 모델의 얼마나 모델러의 생각을 잘 반영하는지

를 고려하며, 모델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 이해되는지를 고려한다. 2

수준과 3 수준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라벨이 사용되었는지 완벽히 라벨이

사용되었는지의 차이다. 이 영역은 메타모델링 지식에서 모델이 모델러

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해되는 것을 인식하는지를

반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amberger & Davis(2013)의 연구에서 모

델링 수행 능력이 다른 영역으로 전이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정된

‘비교 영역’의 코딩은 참고하지 않았다.

표 11.  Modeling performances domains coding scheme
Level
(단계)

Explanation
(설명 영역) 

Comparativeness
(비교 영역)

Abstraction
(추상화 영역)

Labelling
(표지 영역)

1

·사전과 사후에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정적인 모델”
·어떤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온도 차이에 대한 단순 묘사

·단 하나의 상황
을 설명하는 ‘비
(非) 비교 모델’

·볼 수 있는 요소만 
있음 예)공기정화기, 
사람, 문, 컵 등

·라벨이나 설
명표가 전혀 
없음

2

·어떤 과정으로 그 일이 일어났
는지 설명하는 “동적인 모델“
·화살표를 사용해 냄새의 움직
임을 보여주지만 온도 차이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모
델처럼 한두 개의 움직임을 
보여줌

·단 하나의 상황
을 설명하나 더 
빠름, 더 느림과 
같은 단어를 포
함하는 ‘암시적 
비교 모델’

·볼 수 없는 요소 
예)파동, 분자, 움직
임

·모델 중 일
부 요소에 부
분적인 라벨
링이나 설명
표가 있음

3

·과정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
어났는지 설명하며, 인과관계
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메커니
즘 모델”
·설명에 따라서 어떻게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두 개의 
온도 차이는 무엇인지 보여줌

·두 상황에서 일
어난 일을 모두 
설명하는 ‘명시적 
비교 모델’

·모델에서 규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과 규모와 관련되어 
볼 수 없는 요소들

·모델의 모든 
요소에 라벨
과 설명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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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k(2013)은 5학년 3명의 학생들이 모델기반 수업에 참여를 통해 ‘모

델링에 대한 인식(Epistemologies in modeling: EIMs)의 변화’를 연구하

기 위해 모델링 활동 중 ‘초기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 ‘다른 조의 합의된

모델을 평가하는 활동’에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EIMs를 ‘내용(Content)영역’, ‘설명(Explanation)영역’, ‘정확성(Accuracy)영

역’, ‘의사소통(Communication)영역’ 4가지로 분류하여 코딩 및 수준을 나

누었으며 해당되는 코딩 내용은 [표 12-1], [표 12-2], [표 12-3], [표

12-4]와 같다. 먼저 ‘내용 영역’은 학생들이 좋은 모델은 어떤 종류의 특

징을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코딩・분류한 것이다.

‘설명 영역’은 어떻게 Target 현상을 잘 설명하는지를 기준으로 코딩・
분류한 것이다. ‘정확성 영역’은 얼마나 정확하게 모델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코딩・분류한 것이다. ‘의사소통 영역’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이디

어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코딩・분류한 것이다.
표 12-1. 내용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EIM에 대한 분류 코딩

수준 설명(Description) 지표(Indicators)

1

모델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델의 특징
이 무엇인지, 그러
한 특징이 얼마나 
포함되었는지에 대
해 최소한의 관심
을 둠.

・모델 구성/수정하기: 모델에 어떤 특징이 담겨야 하는
지 별로 고려하지 않음. 관련 없는 특징(예: 사람, 배경)
을 포함하거나 의사소통적 특징이 부족한 것이 증거임.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모델에 포함된 특징
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모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2

・모델이 Target 현
상에서 얻을 수 있
는 모든 정보와 의
사소통적 특징을 포
함하는지. 
・너무 자세하거나 
중복된 정보를 포함
하지 않음. 

・모델 구성/수정하기: Target 현상에서 배운 정보를 거
의 모두 포함함. 또한 의사소통적 특징도 포함함. 실증적 
데이터는 모델의 필수요소는 아니지만 배운 것의 일부로 
봄. 따라서 실증적 데이터의 포함여부가 이 단계의 지표
임.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히 나타내기’에 대해 언급함 -‘자세히’ 나타
낸 것을 기준으로 평가함 -배운 것들을 충분히 다 포함
하고 있는지 평가함 -너무 자세한 것은 혼란스럽게 한다
고도 이야기 함

3

모델이 Target 현상
에 대한 과학적으로 
필수적인 정보를 포
함하는지. 그리고 의
사소통적 특징도 포
함하는지. 

・모델 구성/수정하기: 과학적으로 필수적인 특징(미시적
/이론적)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불필요한 특징(실증적 데
이터, 배경 사물)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소통적 
특징도 포함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과학적으로 필수적인 
특징들과 의사소통적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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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 설명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EIM에 대한 분류 코딩

수준 설명(Description) 지표(Indicators)

1

Target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
하는지 여부에 관심을 
가짐.

・모델 구성/수정하기: -Target 현상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지 보여줌. -현상을 설명하기보다는 관
찰할 수 있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줌.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시간의 변화 또는 
‘전, 중, 후’를 기준으로 평가함.

2

물리적 원인을 보여주
는지에 관심을 가짐. 
그러나 미시적/이론적 
수준(물 분자, 운동에
너지)은 관심이 없음.

・모델 구성/수정하기: 물리적 원인을 보여줌.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물리적 원인을 기
준으로 평가함. 

3
모델이 미시적/이론적 
수준에서 Target 현상
을 설명하는지에 집중

・모델 구성/수정하기: 미시적 수준을 보여줌.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미시적 수준의 대
화를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평가함.

표 12-3. 정확성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EIM에 대한 분류 코딩

수준 설명(Description) 지표(Indicators)

1
모델의 정확성에 최
소한의 관심을 둠.

・모델 구성/수정하기: 즉각적으로 주어진 정보를 사용하
여 Target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함. 모델과 새로운 정보
의 불일치성을 깨닫지 못함. 불일치성을 조정하지 못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Target 현상을 주어
진 정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묘사하였는지를 바탕으로 
평가하나 어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2

실증적 증거와 다른 
종류의 정보를 구분
하지 못함. 그리고 
모든 정보의 정확성
을 당연하게 여김.

・모델 구성/수정하기: 실증적 증거보다는 정보의 정확성
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를 표상함. 실증적 
데이터의 타당하지 못한 해석이 들어가 있음. 실증적 탐
구에서 얻은 실증적 증거보다는 정보를 표상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실증적 증거의 타당
하지 못한 해석을 바탕으로 평가함. -실증적 탐구에서 얻
은 실증적 증거보다는 정보의 일관성을 기반으로 평가
함.

2.5
실증적 증거의 인식
론적 권위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모델 구성/수정하기: 실증적 증거를 포함함. 모델의 설
명적 특징과 일치하게 만듦.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실증적 증거를 포함
하는지를 바탕으로 평가함. -실증적 데이터와 일관적인지
를 기준으로 평가

3

실증적 증거의 인식
론적 권위와 실증적 
증거와 모델의 설명
적 아이디어 사이의 
인식론적 관계에 주
목함.

・모델 구성/수정하기: 실증적 증거와 모델의 설명적 아
이디어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구성. 실증적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모델의 부정확성과 
정확성을 위해 논증하기 위해서, 실증적 증거와 이것이 
설명적 아이디어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를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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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4.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학생들의 EIM에 대한 분류 코딩

수준 설명(Description) 지표(Indicators)

1

일반적으로 의사소
통적 목적 또는 모
델의 기능 또는 청
자에 대해서 인식

・모델 구성/수정하기: Target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나, 라벨, 문장, 설명표 같은 의사소통적 특징을 사용하지 
않음. 따라서 모델의 명확성이 부족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일반적으로 모델의 
의사소통적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 함.  

2

모델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지 집중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설득적
인지는 관심을 기울
이지 않음.

・모델 구성/수정하기: Target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며, 라벨, 문장, 설명표 같은 의사소통적 특징을 사용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라벨, 문장, 설명표 
같은 의사소통적 특징을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2.5

모델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지, 설득적인지 관
심을 가짐. 그러나 
모델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설득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한적임. 

・모델 구성/수정하기: Target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
며, 라벨, 문장, 설명표 같은 의사소통적 특징을 사용함. 
그리고 실증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의 설득력을 갖게 
함.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모델을 실증적 데이
터를 바탕으로 평가함. 그러나 어떻게 실증적 데이터가 
모델을 설득력 있게 하는지 설명하지 못함.

3

모델이 아이디어를 
명확히 전달하며 설
득적인지 관심을 가
짐.

・모델 구성/수정하기: 실증적 증거와 일치하는 그들의 
모델에 대한 설명적 아이디어를 만듦.
・모델에 관해 이야기 한 것/쓴 것: 모델의 설명적 아이
디어가 실증적 증거에 의해 어떻게 뒷받침 되는지 보여
줌으로써 정확한지 아닌지 논의함. 이 과정에서 대안적 
아이디어와 비교할 수 있음. 

Pluta et al.(2011)은 중학생들이 좋은 모델을 위한 인지적 준거가 모델

기반 추론 수업 전과 후에 어떠하였는지 분석하였으며, 이를 과학철학들

의 준거와도 비교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모델의 명확성(clarity), 그림적

형태(pictorial form), 설명적 기능(explanatory function)’에 대한 기준을

세웠다. 25%의 학생들은 ‘모델이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준거에 포함시켰

다. 이외에도 과학자들은 모델의 질을 판단하거나 대안적 모델을 선택할

때의 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개념적 일관성(concept coherence)과 명확성

(clarity)’, ‘다른 분야의 이론과 호환가능성(compatible with theories in

other fields)’, ‘적절한 간결성(appropriately parsimonious)’, ‘실증적 증거

와의 일관성(consistent with empirical evidence)’, ‘새로운 실증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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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만들어낸 이력(history of making novel empirical prediction)’을 이

야기하였다(Kuhn, 1977; Newton-Smith, 1981; Sob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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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메타모델링 지식(MMK)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장에서는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들은 실험반과 모델

링 수업만 들은 통제반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이 수업 전・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두 반간 변화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

다.

1. 모델에 대한 경험 및 인식

본 연구 사전 검사 도구에서 사용된 첫 번째 문항은 초등학생들이 과

학적 모델에 대해서 들어본 경험에 대해 묻는 것이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단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반, 통제반 학생 모두 들어본 경

험이 없다고 하였다.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유일하게 답한 실험반 김유

나는 “뉴스나 TV에서 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였지만 무

엇이 과학 모델이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실험반과

통제반의 응답 유형 및 응답자 수를 [그림 10]에 비교하여 나타냈다.

그림 10. 초등학생들이 과학 모델을 들어본 경험의 유무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과학’ 교과를 배우는 시기는 3학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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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이다. 연구가 진행된 시기는 4학년 2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고, 연구

참여자들이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 정규 과학교육과정 수업에서 접하였

던 대표적인 과학모델은 ‘동물의 한 살이 과정, 물에 의한 지표 변화 모

형(3-1), 지층 모형, 화석 모형(3-2), 식물의 한 살이, 화산 모형, 지진 모

형실험(4-1)’이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다루었던 모델의 종류와 수는

고학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나 모델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

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문항의 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운 과학적 모델조차 모델이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교과서에는 과학적 모델이 모델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델을 모델로서 인식하지 못했을 것

이라고 판단한다.

외국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모델’이라는 말을 들으면 ‘인형

모델(Toy model)’과 같은 모형을 제일 처음 떠올린다(Pluta et al, 2011).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이라는 용어가 주로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

나 ‘패션모델’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학적 모델’이라는 개념은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더욱 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따

라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해 ‘모델’이 무엇인지 기초적

인 개념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 모델의 종류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두 번째 문항은 제시된 12개의 과학적 모델 후보를 보고 과학적 모델

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었다. 과학적 모델이라고 판단한 이유와

과학적 모델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수

업 전・후에 실험반 학생들의 각 모델 후보의 모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정답률로 나타내어 비교하고, 이를 모델의 유형 순으로 배치하여 [그림

11-1]와 같이 나타냈다. 이 때, 전체 모델 후보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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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약 47%, 사후 약 78%로 메타모델링 지식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 후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이 약 31% 가량 증가하였다.

그림 11-1. 실험반의 모델 후보에 대한 모델 여부 판단

  

반면, 과모사구 수업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통제반 학생들의 각 모델

후보의 모델 여부에 관한 판단을 정답률로 나타내어 모델 유형별로 배치

하면 [그림 11-2]와 같았다. 이 때, 전체 모델 후보에 대한 평균 정답률

은 사전 약 51%, 사후 약 40%로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이 오히려 약

11%가량 감소하였다.

그림 11-2. 통제반의 모델 후보에 대한 모델 여부 판단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조사에 나타나는 인식변화 차이를 ‘모

델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델이 아닌 ‘사진’과 ‘실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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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사전・사후 정답률의 변화를 비교하면, 실험반에서는 자연현상의

모습을 그대로 찍은 ‘번개사진과 화산사진’을 모델이 아니라고 응답한 비

율이 높아진 반면(정답률 증가), 통제반에서는 모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다(정답률 감소). 특히, ‘화산사진’을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아래의 통제반 이승민과 이하은의 인터뷰처럼 과

모사구 수업에서 ‘화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막연히 과학적 모델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통제반 학생들의 인식변화는 사후 검사도구 응답 중 다른 문항에

대한 응답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승민과의 인터뷰)

연구자 : 수업을 듣기 전에 했던 설문지랑 수업 듣고 나서 했던 설문지에서 

승민이 답변이 조금 바뀌었더라고. 왜 이번에는 번개사진, 식빵지

층, 지구와 달의 몸무게 식을 동그라미 안쳤어?

이승민 : 수업을 듣고 과학 모델이라는 게 화산인 거 같아가지고 (화산사진

을) 동그라미 쳤어요.

(이하은과의 인터뷰)

연구자: 하은이가 원래 전에는 심장그림은 동그라미 안쳤는데, 왜 이번에는 

동그라미 쳤어?

이하은: 화산분출도 그려봤고, 재밌고 했으니까. 저희 몸에도 심장이 있잖아

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도 심장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다 

그리면 심장그림도 왠지 과학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자: 우리가 했던 활동 자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관련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 거야?

이하은: 네.

연구자: 그러면 과학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수업시간에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하은: 네.

실험도구인 ‘윗접시 저울과 눈금실린더’의 사후 응답률을 살펴보면 실

험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모델이 아니라고 응답하였고(정답률 증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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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에서도 모델이 아니라고 응답한 학생이 증가하였다(정답률 증가).

과모사구 수업을 통해 실험도구가 모델이 아님을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과모사구 수업의 주제가 실험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실험도구가 모델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증가할지 확신

할 수 없었다. 앞서 통제반 학생들이 과모사구 수업 주제와 관련된 것을

모델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과모사구 수업만으로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

하게 인식하여 이를 판단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모델에 해당되는 ‘스케일 모델’, ‘개념-과정 모델’, ‘지도, 도

해, 표 모델’, ‘수학적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사전・사후 정답률의

변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다. 실험반에서는 개념-과정 모델인 ‘소리

의 전달과정 모델’과 ‘식빵지층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정답

률은 증가하였다. 정답률이 감소한 ‘소리전달 모델’을 선택한 이유는 아

래의 실험반 김현진의 인터뷰와 같이 연구자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현

상(소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등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었다.

(김현진과의 인터뷰)

연구자: 소리의 전달 과정은 왜 아닐 것 같아?

김현진: 음... 소리 그 자체만을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이것은 그냥 소리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전달 과정이 아니라? 그

냥 소리가 쭈-욱 나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

김현진: 네.

반면, 통제반에서는 개념-과정 모델인 ‘동물의 한 살이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정답률은 사전에 비해 감소하거나 동일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화산사진’을 모델이라고 생각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과모사구 수업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막연히 모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 없는 것을 모델에서 배제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중복응답이 가능한 두 번째 문항에서 통제반에서만 사후 총 응답

개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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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실험반은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

고 모델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다.

반면, 통제반은 수업과 관련된 것을 막연히 모델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 Schwarz(2002)는 수업 중 다양한 유형의 모델 사용은 모델기반

추론, 개념변화, 시스템적 사고 및 다른 많은 학습적 측면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유형의 모델을 인식하는 것은

모델링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MMK 수업을 통

해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미리 접하여 모델의 종류에 대한 인식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과모사구 수업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맥락적으로 다루어보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3. 모델의 의미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세 번째 문항은 두 번째 문항에서 선택한 과학적 모델 후보 중 가장

과학적 모델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하고, 그 이유도

함께 서술하도록 하여 초등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적 모델의 의미가 무

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번 문항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진 모델에 대한 인

식을 두 번째 문항보다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내용

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과학적 모델의 의미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되었다. 첫째는 모델을 표상의 대상으로서 정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모델의 기능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관점이고, 셋째는 표상의 대상

및 기능적 측면 둘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의하는 관점이다. 마지막으

로는 불명확한 인식을 가진 경우이다. 실험반의 사전・사후 모델의 의미

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유형과 이에 속하는 구체적인 응

답 사례들을 [표 13-1]과 [표 13-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 51 -

인식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표상의 대상 물리적 실재를 대신 나타
내거나 대표하는 것 1

•식빵지층: 실제 지층을 식빵으로 만
들어 표현하듯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것.(22) 

기능적 측면
에서 정의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이해나 예측하기 위한 것 0 ・

관찰, 실험, 증명 등 연
구하는 대상 2

•동물의 한 살이: 동물이 자라는 것
을 관찰・실험하듯이 관찰하고 실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21)

표상의 대상, 기능적 측면 둘 다
복합적으로 고려한 정의 2

•심장그림: ‘사진, 그림’을 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알기도 하며 실험하
고, 참고하며, 과학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 볼 수 있는 것.(18)

불명확한 
정의

‘과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을 둔 것 2

•기타(생물): 모델은 사람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생물과 관련된 것이
다.(16)  

‘과학적인 것’을 담고 있
는 어떤 것 5 •번개: 과학적으로 발생하는 자연현

상이 과학적 모델이다.(11)
실험, 실험도구와 관련된 
것 2 •윗접시 저울: 과학에 제일 가까운 

것. 실험실에서도 많이 봄.(19)

심미적 관점(aesthetic) 2 •소리전달: 소리전달 실험이 대단하
고 신기한 것 같다.(14)

기타 1 •시소수평잡기: 그냥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다.(13)

표 13-1. 모델의 의미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 인식

 

사전에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불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학생은 전체 17명 중에서 12명으로 높은 응답비율(70.6%)을

보였다. 불명확한 정의를 내린 학생들은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

용하면서, ‘과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자연현상, 실험, 실험도구 등과

같은 것이 과학적 모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다수였다. 학생들이 생각

하는 ‘과학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과학적’인 것을 자연현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

학,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 또는 그것을 내포하는 자연현상, 과학적 기초

탐구 활동 등을 포괄하여 이야기 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응답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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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번개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에 과

학이 많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5)

• 과학적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동물의 한살이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

의 진화 모습을 그리고, 쓰고 하는 것이 과학적인 것이고 그런 게 동물의 한 

살이이니 과학적 모델일 것 같다.(20) 

• 과학적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윗접시 저울일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 

모델을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모형이나 모델로 생각한다. 그런데 윗접시 저

울이 가장 과학의 힘이 많이 들어 간 것 같다.(6)

그 외에도 ‘과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에 초점을 두어 ‘모델(사람)’과

‘과학’을 연관 지어 과학적 모델의 의미를 정의 내리거나, 심미적 관점

(aesthetic)에서 신기하고, 예쁜 어떤 것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하였다. 이

러한 인식이 잘 드러나는 응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과학적 모델에 가장 가까운 것은 피의 흐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모델

이라면 사람을 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 

과학 모델일 것 같다.(7)

• 과학적 모델에 가까운 것은 번개일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모델이라고 

하니까 모델이 예쁘게 변신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번개도 과학적으로 모델 

같이 변신을 해서 그것을 현실에서 보여줄 수 있다.(15)

학생들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연

구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식 단계인 제한된 인식 또는 순진한 인식

(naive epistemology)은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복제한 복제물(replica)을 과

학적 모델로 인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들의 모델에

대한 인식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제한된 인식, 순진한 인식 수준 이전의

단계로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다수였으며 이를 어떤 인식수준 단계로 정의내릴 수가 없었다. 또

한, 학생들이 응답한 모델의 의미와 두 번째 문항에서 자신이 선택한 모

델 후보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경향도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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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표상의 대상 물리적 실재를 대신 나
타내거나 대표하는 것 8

•심장그림: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모형
(그림)을 이용해 심장을 대신 볼 수 있
다.(25)

기능적 측면
에서 정의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
을 이해나 예측하기 위
한 것

3

•시소수평잡기: 사람이 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위험한 것을 대신 가상으로 하는 
가상실험이 가장 필요하다. 시소 수평잡
기를 직접 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 
(예측하여) 알 수 있다.(31)

관찰, 실험, 증명 등 연
구하는 대상 1 •화산: 화산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구해야 할 것이다.(22)

표상의 대상,  기능적 측면 둘 다 복
합적으로 고려한 정의 4

•지구본: 실제 지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것이 아니라 모형으로 표현했기 때
문. 이것을 사용해 소통하고 예측하는데 
쓰인다.(36)

불명확한 
정의

‘과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을 둔 것 0 ・

‘과학적인 것’을 담고 
있는 어떤 것 1

•지구와 달에서의 몸무게: 우주는 제일 
크고, 내가 좋아하고 흥미가 있다. 그 중
에 과학적인 것을 가장 많이 포함 하는 
것.(32)

실험, 실험도구와 관련
된 것 0 ・

심미적 관점(aesthetic) 0 ・

기타 0 ・

대한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

서 모델이 무엇인지에 인식할 수 있는 MMK 수업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3-2. 모델의 의미에 관한 실험반의 사후 인식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들은 후 ‘과학적인 것을 담고 있

는 어떤 것’이라고 불명확한 정의를 내린 1명의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16명 학생들은 모델을 ‘표상의 대상’, ‘기능적 측면 ’, ‘표상의 대상과 기

능적 측면을 모두 고려함’에서 정의하였다. 특히, 표상의 대상으로서 물

리적 실재를 대신 나타내거나 대표하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가

장 많이 증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선행연구에서 표상의 대상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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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표상의 대상 물리적 실재를 대신 나
타내거나 대표하는 것 2 •지구본: 지구는 과학이고 그것을 모델

과 같이 나타내었다.(2)

기능적 측면
에서 정의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을 
이해나 예측하기 위한 
것

3 •소리전달: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알 수 있다.(55)

관찰, 실험, 증명 등 연
구하는 대상 2

•화산: 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자세히 
모른다. 무엇인가 찾아서 연구하는 대
상이다.(58)

표상의 대상,  기능적 측면 둘 다 복
합적으로 고려한 정의 1

•심장그림: 사람 몸과 관련되어 있으며 
과학자들이 하는 설명, 계산, 과정과 
같은 과학적인 것. 연구구하며, 계산해
서 만들기도 하고, 설명의 기능이 있
으며, 그런 과정을 알아내는 것들.(61)

불명확한 
정의

‘과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을 둔 것 3 •지구와 달 몸무게: 모델(사람)들이 몸

무게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아서.(53) 

‘과학적인 것’을 담고 
있는 어떤 것 3

•시소수평잡기 가상실험: 과학이랑 움
직임이랑 합친 것.(1)
•지구와 달 몸무게: 지구도 과학이고 
달도 과학이기 때문. 과학적인 것.(52)
•지구와 달 몸무게: 책에서 만유인력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거랑 제일 가까운
게 지구와 달에서의 몸무게이다.(7)

실험도구 및 실험과 
관련된 것 2 •윗접시 저울: 과학에 대한 기구들(60)

심미적 관점(aesthetic) 1 •번개: 신기해서.(5)

기타 1 •시소수평잡기: 사람 몸무게를 알아야
하므로(4)

적 측면을 따로 분리해서 정의내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오필석, 2009)을

고려할 때 표상의 대상 및 기능적 측면 모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

을 정의내린 학생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명시적-반성적인 MMK

수업을 통해 복합적인 모델의 의미를 획득했을 것이라 판단한다. 한편,

통제반 학생들이 수업 전・후에 모델의 의미에 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

었는지 각 유형과 이에 속하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응답 사례들은 [표

13-3]과 [표 13-4]와 같다.

표 13-3. 모델의 의미에 관한 통제반 사전 인식(중복응답 1명, N=18)

사전에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불명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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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표상의 대상 물리적 실재를 대신 나
타내거나 대표하는 것 6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
무암에 관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림으
로 나타냈었다.(2)

기능적 측면
에서 정의

과학적 사실이나 이론
을 이해나 예측하기 위
한 것

1 •화산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새롭게 
배울 내용들.(55)

관찰, 실험, 증명 등 연
구하는 대상 2 •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 무엇인가 찾아서 연구하는 것(58)

표상의 대상,  기능적 측면 둘 다 복
합적으로 고려한 정의 1

•사람 몸과 관련된 것과 과학자들이 하
는 과학적인 설명, 계산, 과정과 같은  
것. 연구하며, 계산해서 만들기도 하고, 
설명의 기능이 있으며, 그런 과정을 알
아내는 것들.(61)

불명확한 
정의

‘과학 모델’이라는 용어 
자체에 관심을 둔 것 1 •화산을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 과학

적 모델이다. (57)

‘과학적인 것’을 담고 
있는 어떤 것 4

•만유인력이 과학모델에 가깝다. 책에서 
만유인력에 대해서 읽었는데 그거랑 제
일 가까운 게 지구와 달에서의 몸무게이
다.(7)

실험, 실험도구와 관련
된 것 0 ・

심미적 관점(aesthetic) 0 ・

기타 2
•화산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과학모델
이라고 생각한다. 태양, 동물의 한살이 
같은 것.(52)

정의를 내린 학생은 10명으로 실험반과 같이 높은 응답비율(약 58.8%)을

보였다. 통제반에서는 복수의 응답을 한 학생이 1명 존재하였는데, 이 학

생은 모델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지구본을 선택하였고 그 이

유를 두 가지 유형으로 답변하였다. “자연현상, 땅, 모양, 크기를 알 수

있고,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라고 하며 과학적 사실이

나 이론을 이해하거나 예측하기 위한 기능적 관점에서 모델을 정의하였

으며 “눈금실린더는 과학실험 할 때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응답하면서

과학적인 것과 관련된 것도 모델로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

생들이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수

준의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적 모

델을 인지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표 13-4. 모델의 의미에 관한 통제반의 사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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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반과 달리 사후에도 여전히 ‘사람 모델’이거나 ‘과학적인 어떤 것’

과 같이 불명확한 답변을 한 사례는 7명으로 여전히 높은 응답률(41.2%)

를 나타냈다. 반면, 실험반의 사후 검사 결과처럼 통제반에서도 모델의

의미를 표상의 대상으로서 응답한 비율은 증가하였다. 표상의 대상으로

서 모델의 의미를 이야기한 학생 중 한명은 “화산에 대한 그림을 그렸는

데, 이것이 과학모델이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려서 잘 표현되는 것이 과

학 모델이다(60).”라고 과모사구 수업과 연관시키며 모델의 의미를 떠올

렸다. 이는 두 번째 문항에서 화산사진을 모델의 예로 선택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모델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그림 12. 모델의 의미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변화 비교

사전・사후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모델의 의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

교한 [그림 12]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모델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불명확한 응답을 한 학생

이 많았다. 첫 번째 문항에서 보았듯이 과학적 모델을 교육과정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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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더라도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용

어자체를 일상적으로 쓰이는 다양한 의미를 사용해 해석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과학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모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과학자나 연구자들은 모델을 설명할 때 흔히 ‘표상’과 관련지어 이야기

하나(Oh & Oh, 2011) 초등학생들은 모델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는 과학

적인 어떤 것, 과학적인 물건, 과학적인 자연현상, 과학적인 실험도구 등

‘막연히 과학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사후 실험

반에서는 모델을 표상의 대상으로서 모델, 기능적 측면을 가진 모델로

정의하는 학생이 증가하였으나 사후 통제반에서는 여전히 불명확한 인식

을 가진 학생이 존재하였다. 두 반 모두 표상의 대상으로서 과학 모델을

정의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과모사구 수업에서 구멍이 있

는/없는 현무암이 생기는 까닭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표상형태

의 모델을 직접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과모사구 수업에서 다룬

모델을 떠올리며 모델의 의미를 인식하는 비율이 늘었지만, 여전히 모델

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통제반의 사후 결과를 통해 MMK

수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4. 모델의 목적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네 번째 문항은 모델의 목적을 묻는 문항이었으며, 모델은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답안들은 모두 모델의

목적에 부합되는 답안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복

응답을 허락하였다. 모델의 목적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첫째는 어떤 자연 현상 및 대상을 있

는 그대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둘째는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또는 대상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 셋째는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이해하거나 나의 모델을 전달하는 등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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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넷째는 모델을 통해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것, 다섯째는 불

명확한 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모델의 목적에 대한 실험반의 사

전・사후 인식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4-1], [표 14-2]

에,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4-3], [표 14-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14-1. 모델의 목적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자연현상을 시
각화해서 보이
기 위해

5
•과학은 실험도 하기 때문에 대상의 모습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하고,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해
야하기 때문.(62)

자연현상이 일
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7
•사람들에게 자연현상을 보여주려면 자연현상을 예상하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하고 그 모습
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4)

의사소통, 다른 
과학자의 생각
을 이해

4
•내가 과학자가 되면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
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과학자의 생각을 이해하거나 자
신의 과학적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53)

예측 4
•자연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예상할 수 있고, 그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며, 과학자에게 자신의 생
각을 더 쉽게 설득할 수 있다.(5)

기타 8 •과학모델은 못 들어 보았지만 과학모델을 이 3가지에 사용
할 것입니다.(54)

 

사전 설문지에서 14명(82.4%)의 학생들은 주어진 선택지 중 두 개 이

상 다중응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8명(47.1%)의 학생들은 자신

이 답안을 선택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호하거나 비

과학적인 근거를 사용하여 답하였으며, 이렇게 과학적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학생들은 기타유형에 포함시켰다. 앞서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에서 모델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따라 모델의 목적에 대

한 인식이 달라졌는데 즉, 모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모델의 목적 또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

식이 잘 드러나는 응답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자연현상을 및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과학모델

은 예쁘게 변신해서 보여주는 것이므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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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을 및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모

르는 것이 많다. 그 신기한 모습을 알아내는 게 과학자의 역할이다.(52)

표 14-2. 모델의 목적에 대한 실험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자연현상을 시
각화해서 보이
기 위해

4

•도시에 있는 사람은 직접 가보지 못하니까 (자연현상을 직
접 보러 갈 수 없고 힘들다.)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만약에 
토론을 할 때 모르는 말이 나올 때 모델을 보고 설명할 수 
있다.(59)

자연현상이 일
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14 •자연현상이 어떻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서이다 (52)

의사소통, 다른 
과학자의 생각
을 이해

10 •과학모델은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어서. (54)

예측 8

•과학모델을 연구해서 어디에 그 자연현상이 일어나는지 예
측 할 수 있고, 그 과학모델로써 원인을 설명할 수 있고, 다
른 과학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도 있
기 때문이다. (5)

기타 1 그냥 (7)

사전 학생들의 총 응답수에 비해 사후에는 총 응답 개수가 20개에서

36개로 증가(기타 유형 제외)하여 모델 사용의 다양한 목적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으며, 주어진 4가지 답안을 모두 선택한 학생도

1명 존재하였다. 또한, 답안을 선택한 이유도 더 구체적이면서, 모델의

본성에 근접하게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사용됨’,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이해하거나 자

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

해 모델이 사용됨’, ‘모델을 통해서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라

고 답한 비율은 사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사용됨’과 관련된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과모사구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구멍이 있는/없는 현무암이 생기는 까닭에 대한 것이므로 과모사구 수업

을 통해 모델의 목적에 대한 인식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판단할 수 있었

다. 또한, 과모사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과학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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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함께 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

기도 하였다. 즉,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이해하거나 나의 모델을 전달하

는 등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한 것을 경험한 후에 이와 관련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고,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았다.

•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MMK) 수업시간에 과학 모

델이 (자연현상의) 원인을 설명한다고 하였다.(55)

• 예측, 원인을 설명, 의사소통을 위해: 현무암이 만들어질 때 기포가 있으

면 구멍이 있는 현무암이 되고 기포가 많이 없으면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되

는 것처럼 용암에는 기포가 있다는 자연현상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모델은 

혼자서 (연구하고)발표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배우고 나서는 합의해야 한다(합

의하는 과정을 거침)는 것을 알게 되었다.(61) 

•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과학자와 협동을 하면 실험에 성공 할 것 같다. 과

학자들의 생각이 다른데, 함께 의논해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실험

에 성공할 것이다.(56)

불명확한 답변이었던 기타응답자 수는 1명으로 감소하였고, 있는 그대

로 묘사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변화가 거의 없었

다. 아래 이정우와 정슬기 같이 2번 답안(어떤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다.)은 ‘실제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사진과 같은

것’, ‘실물 그대로의 어떤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모델이 될 수 없다고 하

였다. 즉, 실험반은 MMK 수업에서 있는 그대로를 나타낸 ‘사진 및 실

재’는 모델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연구자가 의도

한 바와 다르게 2번 문항을 이해했다. 따라서 이 문항과 관련된 응답은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과학모델은 실제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은 게 아니라 관찰한 것을 과학모

델로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2번(자연현상을 및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각적으

로 보여주기 위해)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예상, 설명, 의사소통을 할 때는 과

학모델이 필요한 것 같다. 2번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모습이나 상태

를 그림이나 모형 등으로 보여줘야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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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와의 인터뷰)

연구자: 모델의 목적에 대한 생각이 왜 바뀌었어? 

정슬기: 자기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과 함께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모델은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어요.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

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과학모델이 아니에요.

표 14-3. 모델의 목적에 대한 통제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자연현상을 시
각화해서 보이
기 위해

5 •자연현상의 모습을 이야기 할 때 모델이 쓰임.(59)

자연현상이 일
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7 •자연현상이 일어나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주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55)

의사소통, 다른 
과학자의 생각
을 이해

3 •자연현상을 다른 과학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61)

예측 6 •자연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상을 하고 그 원인을 
말하기 위해.(58)

기타 6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1)

통제반의 사전 응답은 실험반의 사전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12명(70.6%)의 학생들이 주어진 선택지 중 두 개 이상 다중응답을

하였고 6명(35.3%)의 학생들이 모호하면서 막연한 근거를 사용하여서 답

안 선택의 이유를 들었다. 정수영과 김승수가 각각 “과학에 꼭 필요한

(도구)가 모델이므로, 그 물건을 쓰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자

연현상을 말할 때 지구본을 보면서 그 말을 이해한다.”라고 하였듯이 두

번째, 세 번째 문항에서 정의내린 모델을 바탕으로 모델의 목적을 생각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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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4. 모델의 목적에 대한 통제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자연현상을 시
각화해서 보이
기 위해

3
•자연현상의 모습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 모델을 그렸기 때문이다.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
지 그 원인은 뉴스에서 알려준다.(60) 

자연현상이 일
어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8
•모델은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고 원인을 알려주는 것 같아서. 
수업시간에 했던 것을 떠올림.(2)

의사소통, 다른 
과학자의 생각
을 이해

5

•예상을 하다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과학모델은 바뀔 것
이다. (모델링 수업시간 때처럼)화산이 폭발하면 자연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모르는 다른 친구들에게 그려
서 보여 줄 수 있다.(55)

예측 5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예상하고, 일어나는 까닭을 잘 
알 수 있게 과학  모델을 쓸 것이다. 구멍 있는/없는 현무암
에 관한 모델을 만들 때 화산이 폭발하는 곳 주변의 사람, 
집 등은 표현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알기 쉽게 보여주기 때
문.(52)

기타 2 •과학 모델을 예상하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다.(53)

사전과 사후의 학생들의 총 응답 개수는 21개(기타 유형 제외)로 변함

이 없었다. 즉, 주어진 답안 중 선택한 답안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델의

목적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또

한, 기타유형의 답변은 줄어들었지만, ‘어떤 자연 현상 및 대상을 있는

그대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위한 것’, ‘모델을 통해서 미래의 현상을 예

측하기 위한 것’에 대한 답변은 감소하였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델이 사용됨’, ‘다른 사람들의 모델을 이해하거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등의 의사소통의 목적을

위해 모델이 사용됨’과 관련된 답변은 일부 증가하였으나 그 차이는 1-2

명으로 실험반에 비교하면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없었다. 즉,

기타항목을 제외한 사전・사후 결과 값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나지 않았

다.

통제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시간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과학모델의 목

적을 인지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모델의 다양한 목적을 인지하지 못하

고 모델의 목적을 단 한가지로만 생각하는 등 편협한 인식을 가지게 되

었음을 아래 사례처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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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소통, 다른 과학자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수업시간'에 토의과정에

서 친구들의 생각을 함께 이야기하고 발표과정에서 그러하였기 때문에.(4)

• 자연현상을 보고나서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

다.(56)

•사람들은 전부 자연현상을 모르기 때문에 원인을 설명해야하기 때문.(58)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그림 13. 모델의 목적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변화 비교

[그림 13]은 사전・사후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모델의 목적에 대한 인

식 변화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사전에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모

델의 목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기타 응답률이

다른 유형의 응답률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후 실험반에서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이해를 위해, 예

측을 위해’라고 응답한 수가 사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타 항

목의 응답률 역시 감소하였다. 다중응답의 총 개수도 증가함에 따라 실

험반 학생들이 인식하는 모델의 목적의 다양하고 폭넓게 변화하였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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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 통제반에서는 총 응답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의사소통 및 이해를 위해’라고 응답

한 수가 증가하였지만 1-2명의 차이로 유의미한 증가라고 볼 수 없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평가하고 합의된 모델을 만드는 과정처럼 사회

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은 모델의 의사소통적 측면과 청중(audience)

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Baek et al., 2011)와 달리

통제반에서는 모델링 수업에 참여하더라도 의사소통적 측면을 더 인식하

는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과모사구 수업에 문항의 선택답안과

관련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지만 4차시 분량의 과모사구 수업만으

로 통제반 학생들의 뚜렷한 인식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특히, 과모사

구 수업에서 경험하고 학습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모델의 목적을 선택적

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즉, 단순히 모델링 수업만으로 모델

의 본성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가지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모델의 여

러 가지 목적을 명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MMK 수업을 한 후 과모사

구 수업에서 맥락적으로 직접 경험하였을 때 인식 변화가 더 뚜렷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5. 모델의 설계와 구성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다섯 번째 문항은 모델을 설계하고 구성할 때 무엇을 가장 고려해야할

지를 묻는 것이다. 학생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의 인식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 되었다. 첫째는 실제와 가장 가깝게 구성해야한다

는 것이고, 둘째는 모델의 표상적 특징을 살려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시

켜 모델을 구성해야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

야할 점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불명확한 인식을 가진 경우

이다. 수업 전・후에 실험반에서 모델을 구성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

야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유형과 이에 속하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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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응답 사례들을 [표 15-1], [표 15-2]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표 15-1. 모델의 설계와 구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실제와 최대한 
비슷 5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보기 쉬울 것

이다.(7)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 4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과학 모델을 만들어야 잘 알 수 있

다. 번개도 번개의 특징을 잘 나타내었다.(51)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특징이 달라짐

4

•화산은 화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음식은 음식대로 다 다르
기 때문에 모델의 목적대로 중요할 점이 달라질 거다. 화산가
스를 나타내고 싶으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용암에 초점을 두
고 싶으면 용암에 초점을 두고 나타낸다.(61)

기타 4 •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도 3번이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59) 

사전에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함’,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하

여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해야함’, ‘모델의 목적에 따라

서 고려해야할 특징이 달라짐’에 관한 응답 수는 각각 5, 4, 4명으로 각

각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답안을 선택하였으나 선택의 이유가 모호

하거나 과학의 본성과 상관없는 경우, 기타유형에 포함시켰으며 이 유형

에 속한 학생들은 4명이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주어진 답안이 모두

옳다고 인식한 학생이 두 명 존재하였고, 두 명 모두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못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응답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자연현상과 비슷하게 만들고,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모델의 목적에 따라

서 다르게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확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

이라고 생각한다.(2) 

또한 아래와 같이 과학모델의 구성과 관련된 것 보다는 모델의 목적과

관련된 답변을 한 학생도 있었다. Crawford & Cullin(2005)은 과학자로

진입하는 수준에서 모델의 목적을 인식하는 사람은 위험하거나 파괴적인

대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이 학생은 모델은

위험한 것을 직접 보여주면 위험하니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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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것을 (직접) 보여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연현상과 비슷하게 만들

어야 한다. 위험한 실험일 때,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실제로 보여주면 위험하

니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4)

표 15-2. 모델의 설계와 구성에 대한 실험반 학생들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실제와 최대한 
비슷 3 •자연현상에 대해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더 자세히 알 수 있

다.(59)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 5

•다른 특징도 다 넣어버리면 그 과학모델이 복잡해져서 알아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신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5)
•중요한 부분을 강조해서 그려야 그 과학 모델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62)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특징이 달라짐

4

•가상실험은 가상으로 하기 위해서이고, 심장그림은 심장을 설
명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목적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해
야할 부분이 달라진다.(61)
•자기가 보고 싶은, 관찰하고 싶은 목적, 중요하게 생각해야할 
부분이 다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적에 따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58)

기타 5

•과학모델을 만들 때 하나라도 틀리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다
시 만들어야 해서 힘들 것이다. 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
고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 1,2,3을 다 포함해야지 정확하고 확
실한 과학모델이다.(2) 

사전과 비교하였을 때 각 항목에 대한 응답수는 1-2개의 차이를 나타

내며 미미한 인식변화를 보였다.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

고 응답한 경우는 감소하였고,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요소들

만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해야한다.’와 ‘기타’ 유형의 학생들의 응답 수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답안선택의 이유로 아래와 같이 과모사구 수업을 근

거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 자연현상을 표현하면 잘 이해할 수도 있고 설명도 쉽게 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54)

• 현실과 똑같이 그러거나 모형으로 표현해야하니까.(4)
 

• 현무암에 구멍이 생기는 까닭을 나타낸 설명하는 과학 모델을 그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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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었다. 이 때 다른 것들을 더 돋보이게 강조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 곳

으로 쏠릴 것이다.(6)

• 현무암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으로 나타낼 때도 그려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나타내야하니까, 목적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달라질 것이다.(55)

흥미로운 점은 ‘기타’ 유형에 여전히 주어진 답안이 모두 옳다고 인식

한 학생이 한 명 존재하였지만,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해야지 정확하고 확

실한 과학모델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김가영은 ‘자신의 의견을 넣어서 과학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과모사구 수업에서 특징적으로 느꼈던 것에 초

점을 두며 답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처럼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

려해야할 특징이 달라진다.’고 대답한 학생 중 모델의 다양성과 관련된

답변을 한 학생도 있었다.

• 조각이나 그림처럼 만들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동

영상처럼 그냥 화산 폭발하는 것은 구체적 설명이 아니다. 모형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표시하면서 여긴 무엇이다 그렇게 설명해야하는데 설명을 잘 하려

면 목적에 따라 나타내는 게 다를 것이다. 화산에서 마그마를 설명하든지, 구

멍 있는 현무암을 설명하든지.(1)

수업 전・후에 통제반에서 모델을 생성할 때 어떠한 것을 고려해야하

는지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각 유형과 이에 속하는 구체적인

응답 사례들을 [표 15-3], [표 15-4]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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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3. 모델의 설계와 구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실제와 최대한 
비슷 4

•실제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
각함 (만유인력 같은)(7)
•토론을 할 때 과학 모델이 과학모델이 실제 자연현상과 비슷
하지 않으면 잘못된 답변이 나올 수 있다(3)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 5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해서 나타내지 않으면 
발표를 할 때 다른 과학자들이 내가 강조하는 것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61)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특징이 달라짐

2 •(표본)지구본, 지층 모형은 모두 똑같은 대상이 아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주제와 범위가 달라진다.(2)

기타 6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없으니까 과학 모델(도구)를 만들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강조해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 윗접시 저울 : 저울에 강조해서 만듦.(60)

사전에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함’,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하

여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해야함’, ‘기타’ 유형에 대한 응

답 수는 4, 5, 6명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15-4. 모델의 설계와 구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실제와 최대한 
비슷 6 •실제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잘 알아볼 수 

있다.(3)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 3

•중요한 것을 강조해야지 '내가 목적으로 한 부분을 알 수 있
다. 화산 모델에서 구멍 있는 현무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특히 강조하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림만 봐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58)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특징이 달라짐

3

•지층을 나타낼 때는 돌이 중요하고, 지구의 다른 부분을 나타
낼 때는 또 다른 부분(바다 등)이 중요하다.(2)
•현무암의 구멍이 생기는 유무를 알고 싶을 때 화산에서 그 
부분에 초점을 두어 생각한다.(59)

기타 5 •내가 틀린 것을 강조해야하는 것 같다. 모델링 과정 중 틀린 
것을 잘 고쳐야 한다.(53)

사후의 응답에서 실험반과 동일하게 변화한 응답수는 1-2개로 인식변

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와

‘기타’ 유형의 경우 응답수가 증가하였고,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하여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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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요소들만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해야한다.’와 ‘모델의 목적에 따라서

고려해야할 특징이 달라진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감소하였다. 학생들의

답안의 근거로 과모사구 수업이 사용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실제와 최

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는데 이러한 응답

결과는 두 번째 연구문제인 모델링 수행능력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 실제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냐하면 화산을 그릴 때도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60)

• 비슷하지 않으면 왜 일어났는지 상황이 달라져서 (알 수 없다). 예) 화산

을 만들었는데, 화산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고 다른 걸 비슷하게 만들면, 그걸

로 실험하는데 대체 뭐가 뭔지 모를 것 같다.(55)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그림 14. 모델의 설계와 구성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변화 비교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사전・사후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으

며 ‘기타’ 유형의 응답을 한 학생들도 여전히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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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후 결과를 비교하면 ‘실제와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수는 통제반이 약 2배 더 높게 나타

났으며, ‘모델의 표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시켜 모델을 구

성해야한다.’라고 응답한 수는 실험반에서 약 2배 더 높게 나타났다. 연

구 참여자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이러한 경향은 <제 4장 제 2절 모델링

수행의 비교>에서 실제로 모델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험반과 통제반

의 차이가 더 강화되어서 나타났다.

6. 모델의 가변성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여섯 번째 문항은 모델의 가변성에 관한 인식을 묻는 것이었다. 실험

반과 통제반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전・사후에 과학적 모델은 언젠가 변

화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모델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

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보여주었으며, 사후에 그 이유가

변하기도 하였다. 가변성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인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다. 첫째는 모델은 불변한다는 인식, 둘째

는 모델은 변화한다고 인식하나 그 이유가 모호한 경우, 셋째는 모델이

변화한다고 인식하며 그 이유가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경우이다.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사후 인식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6-1], [표 16-2]에,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 및 이유에 대

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6-3], [표 16-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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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1.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불변함 4 •힘들여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62)

가변성을 
인정하나, 
불문명한 
이유를 
듦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 5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1)

(막연하게) 노
력의 결과 1 •노력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만큼 과학자들

이 노력하면 언젠가 변화할 수 있다.(56)
(막연하게) 사
람의 주관성에 
따른 가변성

1
•과학자들도 사람이니까 개인취향대로 계속 바뀔 
것이다. 과학자가 죽으면 또 다른 과학자가 생긴
다.(59)

기타 1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모르
는 과학모델도 많다.(52)

가변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자연현상 또는 
자연 질서의 
변화

3
•자연현상으로 인해 과학모델이 바뀔 수 있어서. 
(암석이) 바람으로 인해서 깎이거나 부딪쳐서 변
하면 과학 모델이 바뀐다.(51)

새로운 과학적 
발견 또는 새
로운 증거에 
의해서 변화

2
•여러 개를 관찰하고 실험해야하기 때문에 언젠가
는 변한다. 실험하고 관찰하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61)

모델의 잠정성 0 ・

대다수 혹은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모델이 변할 수 있다고 응답했던

연구들(Grosslight et al., 1991; 조은진, 2016)과 달리에서는 본 연구에서

는 4명(23.5%)의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의 가변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

았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통제반에서도 비슷

하게 나타났다.

• 한 번 만들어진 과학모델은 과학역사에서 길이길이 남아서 바뀌지 않는

다.(5)

또한, 가변성을 인정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 ‘(막연히) 노력의

결과에 따라 변함’, ‘(막연히) 사람의 주관성에 따라 변함’과 같이 모호한

까닭을 들면서 가변성을 설명한 학생들도 8명(47.0%)이 존재하였다. 불

분명한 이유를 든 학생들 중 특히,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

라 변화한다.’ 또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변화한다.’라고 언급하면

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델의 가변성’을 이야기한 학생들은 5명으로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모호한 근거로 이야기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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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델의 본성, 사용, 설명력 등 과학 본성에 따라 모델이 변화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다.

표 16-2.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후 인식(N=17)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불변함 0 ・

가변성을 
인정하나, 
불문명한 
이유를 
듦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 2

•도라에몽처럼 과거에는 불, 날아다니는 기차 없
지만 미래에는 새로운 것이 생긴다. 미래가 되면 
바뀔 것이다.(2)

(막연하게) 노
력의 결과 1 •다른 과학자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많이 

발명할 것 같기 때문에.(53)
(막연하게) 사
람의 주관성에 
따른 가변성

1 •사람의 개인취향이 다르기 때문(59)

기타 3
•무엇인가 부족해서 수정할 수 있다. 예로 현무암
에 관한 과학 모델을 그릴 때 화산 중심으로 그
렸을 때 현무암과 관련된 모델로 수정하였다.(51)

가변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자연현상 또는 
자연 질서의 
변화

1 •시간이 갈수록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
기 때문에(62)

새로운 과학적 
발견 또는 새
로운 증거에 
의해서 변화

8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다시 처음으로 가서 고
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모르던 것, 새로운 
것을 알게 되면 수정해야한다.(60)

모델의 잠정성 1
•정확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바뀌면서 더 
좋은 과학 모델이 나오기 때문. 천동설 지동설처
럼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도 바뀔 수 있다.(1)

그러나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 후 [표 16-2] 사후 설문지처

럼 과학적 모델은 불변한다는 인식은 모두 사라졌다. 또한, 과학의 본성

을 바탕으로 모델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답변한 학생이 총 10명(58.8%)으

로 증가하였다. 특히 기존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

나 증거가 생기면 변화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이 MMK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는 아래와 같았다.

• 기존 과학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돌

아가서 (다시 탐구, 토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수정, 발전된 모델을 만

들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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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이유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관찰하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모델링을) 시작해

야 한다.(4)

흥미로운 점은 검사 결과 중 모델의 잠정성을 근거로 모델의 가변성을

설명한 학생이 있었다는 것이다. 김민석은 “정확한 이론이 아니기 때문

에 계속 바뀌면서 더 좋은 과학 모델이 나오기 때문이다. 천동설, 지동설

처럼 과학교과서에 나오는 이론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가변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Crawford &

Cullin(2005)의 인식단계 중 가장 높은 과학자다운 수준의 단계며 MMK

수업이 이러한 인지를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사람의 개인취향이 다르기 때문.”, “무엇인가 부족해서

수정할 수 있다. 예로 현무암에 관한 과학 모델을 그릴 때 화산 중심으

로 그렸을 때 현무암과 관련된 모델로 수정하였다.”와 같이 과모사구 수

업이 학생들의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응답도

있었지만, 모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변화하는지 과학의 본성

과 관련된 인식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표 16-3.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불변함 과학적 모델은 
불변 3 •오랜 시간 많은 연구자들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더 나은 과학모델은 없다.(60)

가변성을 
인정하나, 
불문명한 
이유를 
듦.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 7 •세상은 언제든 발달하므로 바뀔 것이다.(56)

(막연하게) 노
력의 결과 3 •연구를 통해 더 좋은 과학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기 때문.(51)
(막연하게) 사
람의 주관성에 
따른 가변성

1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변한다.(57)

기타 1 •그냥.(1)

가변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자연현상 또는 
자연 질서의 
변화

1 •하루가 다 똑같지 않다. 서로 다른 자연현상이 
일어나니까 언젠간 변할 것이다. (54)

새로운 과학적 
발견 또는 새
로운 증거에 
의해서 변화

1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고 신기한 현상을 알게 되
면서 점점 바뀔 것이다.(3)

모델의 잠정성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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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통제반은 사전에 과학적 모델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명 존재했으며 과학자들이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불변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런 관점을 가진 학생들은 과학교과서에 제시된 모델도

과학자들이 만든 고정불변의 개념이며 그것을 일방적으로 학습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가변성을 인정하

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함’, ‘(막연히) 노력의 결과에 따라 변함’, ‘(막

연히) 사람의 주관성에 따라 변함’과 같이 불분명한 이유를 근거로 가변

성을 설명한 학생도 12명(70.6%)에 해당하였다.

표 16-4.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불변함 과학적 모델은 
불변 4 •과학은 바뀌지 않는다.(5)

가변성을 
인정하나, 
불문명한 
이유를 
듦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변성 5 •생활이 발달하는 것과 똑같이 언젠가 과학도 발

달하기 때문이다.(56)
(막연하게) 노
력의 결과 3 •오랜 시간을 연구해서 과학 모델이 만들어져 왔

으니까 다른 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59)
(막연하게) 사
람의 주관성에 
따른 가변성

2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58)

기타 3 •과학자들이 모두 같은 모델로 만들면 힘들 것 같
다.(53)

가변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자연현상 또는 
자연 질서의 
변화

0 ・

새로운 과학적 
발견 또는 새
로운 증거에 
의해서 변화

0 ・

모델의 잠정성 0 ・

그러나 사후에 통제반에서는 모델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진 학

생은 오히려 한명 더 증가하였고, 과학의 본성으로 모델의 가변성을 설

명하는 학생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변성을 인정하나 불분명한

이유를 제시한 학생들은 13명(76.5%)을 차지하였으며 응답 결과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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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

과는 모델링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모델의 가변성의 이유를 과학의 본성

과 연관시켜 인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통

제반 학생들은 모델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모

사구 수업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모델링 과정 중 모델을 수정하는 단계를

직접 경험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모델의 가변성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

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결과는 과모사구 수업 전 MMK 수

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그림 15. 모델의 가변성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변화 비교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나타나는 인식변화 차이를

살펴보면 [그림 15]와 같다. 사후에 모델이 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실험

반에서는 없어진 반면, 통제반에서는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남아있었

다. 연구 참여자들은 정규교육과정에서 천동설, 지동설과 같이 모델의 가

변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배우거나, 연구에 참여하기 전까지 모델의 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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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모델의 가변성에 대해서 인지하

는데 단 한 번의 과모사구 수업만으로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통해서는 가변성을

인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실험반

에서는 과학의 본성을 근거로 가변성을 설명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지만,

통제반에서는 감소하였다. 통제반에서는 오히려 가변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모두 불분명한 근거를 사용해 모델의 가변

성을 설명하였다. 즉, 모델링 수업에서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과 모델의

가변성을 연계 짓지 못하고 있으며 있다고 판단되며, 과모사구 수업만으

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는 메타인지를 가지는데 한계가 있

음을 보여준다.

7. 모델의 다양성

1)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일곱 번째 문항은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었다. 실

험반과 통제반 대다수의 학생들은 동일한 대상에 대해 하나 이상의 모델

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식을 보였다.

학생들의 답변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먼저, 모델의 다양

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형, 둘째,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이유가 모호한 경우, 셋째,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과학의 본

성을 들어 설명하는 경우이다. 모델의 다양성에 대해서 실험반의 사전・
사후 인식 유형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7-1], [표

17-2]에,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 및 이유에 대한 구체적 응답 사례를

[표 17-3], [표 17-4]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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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1.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함

한 가지 모델만 존재 1 •자연현상의 모습은 하나이다. 예)개
구리의 모습은 하나이기 때문에.(60)

다양성을 
인정하나, 
불분명

기타 5 •과학자들은 똑똑하다.(52)

다양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을 
고려

생각과 관점의 
차이 9

•한 가지 자연현상을 보고, 과학자들
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많은 과학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5)

표상 방법(수
단)이 다름 1 •다른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다르게 

발표할 수 있다.(4)

모델의 
본성을 
고려함

대상의 일부를 
표상함 1

•한 개는 무슨 특징을 살리고, 한 개
는 (또 다른)무슨 특징을 살리면 한 
가지 이상으로 과학 모델을 만들 수 
있다. (51)

모델의 잠정성 0 ・
모델러의 본성 및 
모델러의 관점을 둘 다 
고려한 경우

0 ・

사전 설문지에서 실험반 학생들 중 5명(29.4%)은 “한 단어에 여러 가

지 뜻이 있듯이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한 가지 이상 과학 모델을 만

들 수 있다.(53)”, “너무 다 똑같으면 이상하니까 한 가지 이상 과학모델

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55)” 등과 같이 모호한 이유를 사용해 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11명(64.7%)의 학생들은 모델의 다양

성을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이 다름’, ‘모델러가 사용하는 표상 방법(수

단)이 다를 수 있음’과 같이 모델러의 입장을 고려한 근거를 들거나, ‘모

델은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표상하는 것이다’와 같

이 모델의 본성을 이유로 들기도 하였다. 특히 9명(52.9%)의 학생들은

과학자(또는 모델러)들마다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이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통제반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진 학생이

많았다.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시는 아래와 같았다.

• 똑같은 것을 보고 한 과학자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과학자는 저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 예) 화산을 보고도 나와 다른 과학자는 다른 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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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만들 수 있다.(6)

• 과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를 것이다.(62)

그러나 사전에는 모델의 본성과 관련해 답한 학생은 1명으로 매우 적

었다. 한편,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

한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답변한 학생 중 한명인 김병석은 과학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상상력 및 관찰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여러 가

지 모델을 반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델을 ‘과학자의 전유물’로 생

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병석의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이러한 인식은

수업 후 바뀌었으며 아래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한다.

• 과학자들은 상상력이 뛰어나고, 자연 관찰능력도 일반인보다 높다. 에디슨 

같은 사람은 5개 이상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 동물의 이상 현상을 보고 그 

이유를 과학자는 다르게 찾을 수 있다. 후각, 시각 등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

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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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2.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실험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함

한 가지 모델만 존재 2 •과학모델 한 개도 힘들게 알아내는데 
두 개 이상을 찾기 힘들 것이다.(53)

다양성을 인정하나, 불분명 1
•과학자들은 똑똑하고 무엇이 그런지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때문이
다.(52)

다양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을 
고려

생각과 관점의 
차이 5

•(과모사구 수업처럼) 한 가지를 보고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과학자는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다.(60)

표상 방법(수
단)이 다름 4

•모형, 그림, 과학식, 과정, 가상실험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이상의 과학모델을 만들 수 
있다.(55)

모델의 
본성을 
고려함

대상의 일부를 
표상함 2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더라도) 각각의 
특징을 살리면 두 가지 (이상) 만들 
수 있다. 예로 화산의 모습을 보고 용
암이 분출하는 것과 관련된 모델, 또 
다른 하나는 화산재와 관련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51)

모델의 잠정성 2

•자연현상은 하나가 생기면 또 새로운 
자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이상의 과학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한 
과학자가 만든 과학모델을 만들더라
도, 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연현
상이 생기면 이것을 수정하고 더 발전
시킨다. 예) a과학자: 처음에 화산을 
보고 화산가스에 대해서 연구, B과학
자: 현무암에 대해서 연구.(58)

모델의 본성 및 
모델러의 관점을 둘 다 
고려한 경우

1

•자연현상은 한가지 밖에 없지 않고 
여러 가지다. 과학의 원리는 여러 개
다. 또, 다른 애들은 여러 가지(다른 
의견)로 표현한다.(1)

  

사후 실험반에서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은 오히려 1명

증가하였다. “과학모델 한 개도 힘들게 알아내는데 두 개 이상을 찾기

힘들 것이다(53).”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과모사구 수업 중 조 모델을 구

성하는 과정에서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 모델

을 힘들게 구성했던 점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정 전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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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고 오히려 편협한 인식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과

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니까 한가지로 정해진다.(59)” 라고 이야기 한

학생도 모델링 과정을 통해 토의・토론을 거쳐 동의된 한 가지 모델로

수렴했다 것에 집중하여 과정 전체를 보지 못하고 편협한 인식이 생겼

다.

반면 모호한 이유로 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한 학생은 1명으로 감소하였

다. ‘생각과 관점의 차이’로 다양성을 이야기 한 학생은 감소하였으나 과

모사구 수업과 관련된 예를 들며 사전에 비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

는 모습을 보였다. 나머지 항목인 ‘모델을 표현하는 표상 방법이 다름’,

‘모델은 대상의 일부를 표상함, ‘모델은 이론의 일부로서 잠정적임’, ‘모델

의 본성 및 모델의 관점을 모두 고려함’의 항목에서는 응답수가 증가하

여 과학의 본성을 근거로 설명한 학생은 총 14명(82.4%)으로 높은 비율

을 나타냈다.

모델러가 모델을 ‘표상하는 방법이 다양’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똑같은

현상을 보았더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과학모델은 그림으로, 두 번째 과학

모델은 가상실험으로 나타낼 수 있다.(6)” 등과 같이 MMK 수업에서 배

웠던 ‘과학식, 모형, 그림, 과정모델, 가상실험’ 등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예시로 들면서 모델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모델의 표상방

법이 다양하다는 답변은 통제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과모사

구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인식은 과모사구 수업 중 조 모델을 만들 때 어떤 방

법(어떤 종류의 모델)으로 나타내야할지 토의하는 과정이나, 다양한 종류

의 모델로 개인모델을 나타내는 등 모델링 수행과도 연관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MMK 수업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

거나, 과모사구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직접 경험하도록 하여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모델링 수행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모델은 대상의 일부를 표상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인체를

똑같이 모방한 과학모델 중에서 뼈만 그려낸 과학모델도 있고, 장기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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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기 위한 과학 모델도 있다.(52)”라고 하며 MMK 수업에서 학습한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으며 “화산의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화산재

와 관련된 모델, 용암이 분출하는 모습과 관련된 모델을 각각 만들 수

있다.(51)”와 같이 과모사구 수업과 관련된 근거를 들기도 하였다. 모델

의 잠정성을 근거로 응답한 학생 역시 MMK 수업에서 모델링의 과정을

학습한 것을 떠올렸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MMK 수업이 모델의 본성에 대한 세련된 인식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기존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이유가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

면서 (모델링 과정을 통해) 새롭게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4)

• 자연현상은 하나가 생기면 또 새로운 자연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

지 이상의 과학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한 과학자가 만든 과학모델을 만들더라

도, 또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자연현상이 생기면 이것을 수정하고 더 발전시

킨다. 예) a과학자: 처음에 화산을 보고 화산가스에 대해서 연구, B과학자: 현

무암에 대해서 연구.(58)

흥미로운 점은 ‘모델의 본성 및 모델러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아래

와 같이 답변한 경우가 있었다. 과학의 원리는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과

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생각

과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모두 포함하여 모델의 다양성을 설명하였

다.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오필석(2009)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수준의

답변을 한 교사는 없었기에 의미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자연현상은 한가지 밖에 없지 않고 여러 가지다. 과학의 원리는 여러 개

다. 또, 다른 애들은 여러 가지(다른 의견)로 표현함.(1)

한편, 모델을 과학자의 전유물로 생각했던 김병석은 아래의 응답과 같

이 보통의 사람들도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과학으로 인식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으로 직접 모델을 만들어보는 모델링 수업을 통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모델이 과학자들만이 만들어 낸 전유물이자 일방적으로 학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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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모델을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인식은 다수의

일반 시민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을 과학교과의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교육부, 2011) 이를 만족시키는 인식으로의 변화가 나타

났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조금만 상상하면 과학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여러 개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화산이 일어나는 자연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과학 모델은 화산

가스, 화산재 등 많다.(2)

표 17-3.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함

한 가지 모델만 존
재 3

•과학자니까 이상한 과학 모델을 안 만들고 
제대로 된 과학 모델을 만들 것 같다. 예) 동
일한 현상을 보고 만유인력 한 가지만 정확
하게 생각해낼 수 있다. 교과서에 나오는 과
학 모델도 똑같이 제대로 된 한 가지 모델이
다.(7)

다양성을 
인정하나, 
불분명

기타 6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만
들 수 있기 어렵다.(51)
•미술그림처럼 똑같이 보고 따라 그리는 것
은 어렵다.(60)

다양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모델러
의 
생각과 
관점을 
고려

생각과 관
점의 차이 8

•과학자들이 각자 가진 생각이 다르기 때
문.(3)
•똑같은 것을 볼 때 한사람은 하나만 보고 
다른 사람은 여러 개를 보았을 대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다.(52)

표상 방법
( 수 단 ) 이 
다름

0 ・

모델의 
본성을 
고려함

대상의 일
부를 표상
함

0 ・

모델의 잠
정성 0 ・

모델의 본성 및 
모델러의 관점을 
둘 다 고려한 경우

0 ・

통제반에서는 사전에 “동일한 자연현상을 보고 교과서에 나오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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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단 한 가지 제대로 된 모델을 만들어 낼 것(7)”이라고 응답한 것처

럼 한 가지 대상에 대해 옳은(right)모델 한 가지만 존재할 것이라고 인

식한 학생은 3명이었다. 그 외에는 ‘다양성을 인정하나 불분명한 이유를

든 경우’나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는 두 가지 유형의 관점이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모델의 다양성을 인

정하더라도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대로 만들 수 없다.(51)’, ‘똑같이

만드는 것은 어렵다.(60)’와 같이 모델은 무엇인가 그대로 옮겨서 나타내

야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히 똑같이 구성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

양한 모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래의 사례와

같이 ‘각각의 의견을 공유하고, 자연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평

가・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모두가 동의하는 모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모델이 과학자들의 사회적 구성

과정을 통해서 모델이 구성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

다.

• 과학자 a가 만든 것과 b가 만든 것이 같다면, 서로 베낀 것 밖에 되지 않

는다.(56)

표 17-4.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통제반의 사후 인식

인식 유형 응답자 
수(명) 응답 사례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함

한 가지 모델만 존재 0 ・

다양성을 
인정하나, 
불분명

기타 1
•같은 곳에서 봐도 내용이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지 못하며 
모호하게 응답함.)(53)

다양성을 
인정하며, 
과학의 
본성과 
관련된 
근거를 듦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을 
고려

생각과 관점의 
차이 16

•화산폭발에서 현무암, 용암 (모델을) 
다 만들 수 있으니까.(2)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52)

표상 방법(수
단)이 다름 0 ・

모델의 
본성을 
고려함

대상의 일부를 
표상함 0 ・

모델의 잠정성 0 ・
모델의 본성 및 
모델러의 관점을 둘 다 
고려한 경우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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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는 ‘모델러의 생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을 구성

할 수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16명(94.1%)으로 2배 증가하면서 통제반 대

다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학생

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은 과모사구 수업 중 조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개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이를 평가・
수정하며 합의된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수업 중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직접해보면서 다양한 관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모사구 수업만으로 모델의 다

양성과 관련된 다른 유형의 인식은 가지지 못하고 단 하나의 한정된 인

식으로 수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유형을 잘 보여주는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 (과모사구 수업 때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그림(모델)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60)

•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각각 다르다.(3)

2) 실험반과 통제반의 인식 비교

그림 16. 모델의 다양성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인식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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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은 실험반과 통제반의 사전・사후 설문조사에 나타나는 인식

변화 차이이다.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두

반 모두 사전에 ‘생각과 관점의 차이’라고 답한 비율은 사전에 가장 높았

지만, 사후 실험반에서는 또 다른 과학의 본성에 근거하여 모델의 다양

성을 설명한 학생들이 늘어나며 인식의 다양성이 증가한 것을 보였다.

반면 통제반에서는 94.1%의 학생들이 이 관점을 유지・강화하여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통제반에서 과모사구 수업에서 모델을 평가・수정하
는 과정을 통해 생각과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

이라고 판단한다. 실험반에서는 ‘표상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다양한 관점’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다양

한 종류의 모델을 예시로 들면서 모델의 다양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

다. 이는 MMK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다양

한 인식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즉, 과모사

구수업만으로 과학의 본성과 관련하여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것이

강화되었지만 다양하고 세련된 인식을 지니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MMK 수업의 필요성 및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다루어보는

과모사구 수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실험반에서 모델을 ‘과학

자의 전유물’로 여기던 학생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과학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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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모델링 수행의 비교

과모사구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모델링을 수행하며, 실험반과 통

제반의 모델링 수행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제 3장 제 2절 2.

수업내용 2)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수업 내용>의 ‘표 6. 과학적 모델

의 사회적 구성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의 모델링 과정 순으로 분석하였

다.

1. 개인모델 구성하기(Generation)

1) 유형별 개인모델

개인모델을 구성하는 단계는 MMK영역에서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

적’, ‘모델의 생성’, ‘모델의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모델을 구성하

지 않았으므로 ‘모델의 목적’ 및 ‘모델의 생성’과 관련된 모델링 수행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개인모델을

‘설명 영역’, ‘내용 영역’에서 살펴보았으며, 이외에도 실험반과 통제반 각

반에서만 보이는 특징인 ‘표상성 영역’에서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구성

한 개인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래 [표 18]와 같았다.

표 18. 학생들이 구성한 개인모델에서 드러나는 영역별 유형차이

유형 설명 영역 내용 영역

①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음

② 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함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음

③ 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함 표지(Label)를 사용함

④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함 표지(Label)를 사용함

[표 18]의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개인모델은 아래와 같다. 먼

저, 유형①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



- 87 -

는’ 통제반 오은미의 개인모델은 [그림 17]과 같았다. 오은미의 개인모델

에서는 ‘구멍이 있는 현무암은 마그마가 바다에 들어가서 생기고, 구멍이

없는 현무암은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다 만들어진다.’고 하면서 주어진

제약조건인 ‘기포의 분포, 양, 위치’와 ‘기포가 있는 용암이 빠르게 식어

서 현무암이 생성됨’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된

현상 및 사실을 학습하기 전 단계에서 오은미가 가진 기존 생각은 ‘용암

이 나오려고 하는 근처에서 구멍 없는 현무암이 생기고, 흘러내리는 용

암에서 구멍이 있는 현무암이 생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림 17. 통제반 오은미의 개인모델

아래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제약조건에

대해서 학습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개인모델을 구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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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비과학적인 생각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제

약조건에 대해 학습하던 중 언급된 ‘용암과 바다의 온도 차이’에만 초점

을 두고 ‘구멍이 있는 현무암은 바다에 들어가서 생긴다.’라고 비약적으

로 모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의미의 제약조건 사용이라고

볼 수 없었다. 모델을 구성할 때는 ‘사전 증거(prior evidence)’나 ‘이론

(theories)’를 바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Baek et al., 2011). 그러나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은미는 모델의 목적 중 ‘설명’ 기능을 제대로 이해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은미와의 인터뷰) 

연구자 : 그럼 처음 생각이랑 좀 바뀌었어?

오은미 : 이게 제가 그때랑 생각이 달랐어가지고.. 이게 구멍 없는 현무암은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서 만들어지고, 구멍 있는 현무암은 여기에서 

만들어지기 전에 퐁 빠져가지고 구멍이 생긴 거 같아가지고..

연구자 : 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앞에 거랑 다르게?

오은미 : 앞에 거는 여기 중간쯤에서 만들어지면 뭔가가 구멍이 별로 없을 

것도 있고, 있을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면 (그냥) 

구멍이 없을 거 같아가지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또한, 오은미는 ‘화산, 마그마, 화산연기, 바다’의 모습을 그리고 부분적

으로 마그마, 바다라고 나타내는 표지를 붙였지만 오은미가 무엇을 중점

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는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

으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표지 사용이라고 볼 수 없었다. 따라서 ‘내용

영역’에서 오은미와 같은 수준으로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표지를 사용하

지 않은 범주로 분류하였다. 표지를 사용하는 것은 모델을 보고 다른 사

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모델러의 생각이 잘 반영되도록 나타내어야 한다

는 것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Bamberger & Davis, 2013). 오은미

는 이러한 점에서 모델 사용의 목적 중 ‘의사소통’의 기능을 제대로 고려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델의 목적을 제대로 고려하

지 못하는 유형①의 학생들은 모델을 구성할 때 화산을 있는 그대로 자

세히 그려내야 할지, 표상적 특징을 살려서 그려야 할지 인식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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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문제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그림을 그렸다고 추측할 수 있다. 유형①

의 ‘제약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표지의 사용도 전혀 없는’ 모델을

구성한 실험반 학생은 총 4명, 통제반 학생은 총 7명이었다.

둘 째, 유형②의 ‘제약조건을 일부 고려’하나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는’ 통제반 이하은의 개인모델은 [그림 18]와 같다. 이하은은 ‘구멍이

없는 현무암은 기포가 밑에 있어서 구멍이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사이

다의 기포 실험을 근거로 과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즉, 주어진 두 가지

제약조건 중 한 가지 제약조건인 ‘기포의 분포와 위치’를 고려하여 모델

을 구성하였다.

그림 18. 통제반 이하은의 개인 모델

그러나 이하은은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하는 모습만을 표현하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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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표지도 사용하지 않았다. 목표 모델(Target model)의 대상인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차 알 수 없

었다. ‘모델의 목적’에는 어떤 현상을 묘사(description)하기 위한 것, 자

연현상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위한 것, 그리고 사회적 맥락

에서 그들의 지식을 전달하거나 상대방의 지식을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

통을 돕기 위한 것(communicative aid)의 목적이 있다(Oh & Oh, 2011).

이하은은 제약조건의 일부를 사용하여서 과학 모델의 설명력을 높였지

만, 그림으로 그려진 모델을 보고 어떤 자연 현상을 묘사하기 위한 것인

지 알 수 없었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래는

자신이 구성한 개인모델을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인데, 이러한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개인모델을 모둠원에게 설명 중)

이하은: (자기가 구성한 개인모델을 가리키며) 그리고 기포가 여기 밑에 있

어가지고 구멍이 없는 화산이 분출 했는데 기포가 안 올라오고 계

속 밑에 있으니까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만들어 진거야. 

심수현: 현무암이 어디에 있어?

즉, 실제 자연현상과 최대한 비슷하게 모델을 구성하지 않았고, 표상성

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지도 않은 이하은의 모델에서는 ‘묘사의 목적, 설

명적 목적, 의사소통의 목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즉, 이하은은 의

사소통의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과학적 모델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유형② ‘제약조건을 일부 고려’하나 ‘표지의 사용이 전혀 없

는’ 모델을 구성한 실험반 학생은 총 2명, 통제반 학생은 총 5명이었다.

셋 째, 유형③의 ‘제약조건을 일부 고려’하고 있고, ‘표지(Label)를 사

용’하는 통제반 이은경의 개인모델은 [그림 19]와 같다. 이은경은 ‘용암

위쪽에는 기포가 많으니까 (현무암에) 구멍이 생기고, 용암 아래쪽에는

기포가 별로 없으니까 (현무암에) 구멍이 안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는

제약조건인 ‘기포의 분포, 위치’를 명확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한, 이은경은 표지인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의 위치를 잘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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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통제반 이은경의 개인 모델

주목할 만한 점은 이은경과 같이 ‘통제반 일부 학생’들의 개인모델에는

목표 모델(Target model)을 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 이외에도 이

미 정규수업시간에 배웠던 자료들인 ‘화산탄, 화산재, 화산 쇄설물, 화산

연기, 바다’ 등도 포함시켜 모델을 구성한 것이다. 즉, 모델을 구성할 때

과학적으로 필수적인 요소 이외에도 주제와 관련된 경험적 데이터를 사

용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는 모델을 ‘주어진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나타내는 것(Descriptive)’으로 인식하거나, ‘자세하게 나타내는

것’이 좋다는 교실문화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한다. ‘표상성

영역’과 관련된 이러한 특징은 통제반의 조 모델에서도 볼 수 있으며 아

래의 <4. 조 모델 구성하기>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유형③ ‘제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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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부 고려’하고 있고, ‘표지(Label)를 사용’하는 모델을 구성한 실험반

학생은 총 8명, 통제반 학생은 총 4명이었다.

넷 째, 유형④의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표지(Label)를 사용’하는

실험반 임수민의 개인모델은 [그림 20]과 같다. 임수민은 유형③ 이은경

의 모델과 같이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의 위치만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에서 어떤 ‘과정(process)’으로 구

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었다.

그림 20. 실험반 임수민의 개인 모델

‘사이다처럼 아랫부분에는 가스가 없어서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나올

것 같고, 윗부분에 가스가 많이 있어 구멍이 있는 현무암이 나올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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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설명에서 제약조건으로 주어진 ‘기포의 분포, 양, 위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굳은 용암’으로 표현한 것은 ‘마그마

가 식어서 현무암이 생긴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인터뷰에서 임수민이 두 가지 제약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

하였다는 점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임수민과의 인터뷰)

연구자: 처음에는 현무암에 구멍이 생기고 안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적었는

데, 왜 다음에 다시 (개인)모델을 만들 때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 

임수민: 사이다 실험처럼 여기 위쪽에는 기포가 많고 아래쪽에는 기포가 없

어서. 

연구자: 수민이가 관찰한 것을 바탕으로 생각이 바뀐 거네?

임수민: 네.

연구자: 그럼 수민이가 어떤 방법으로 조 모델 만들자고 했어?

임수민: 음. 이것(개인모델)처럼 이게 흘러내리면서 굳어지는 과정(을 나타내

자고 했어요).

임수민은 모델을 구성하는데 표지인 화살표를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들

이 임수민의 모델을 보고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모델의

설명력 및 의사소통 기능을 높여주었다.

한편, ‘표상성 영역’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점은 임수민과 같이 ‘실험

반 일부 학생’들은 Target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데 필

요한 필수적 요소들인 ‘기포, 용암, 구멍이 있는 현무암, 구멍이 없는 현

무암’만 나타내고 있었다. 통제반의 유형③ 이은경의 모델에서는 모델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요소 이외 것들을 함께 나타내기 위해 화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낸 반면, 임수민은 화산의 일부만으로 모델을 구성

하였다. 즉, 모델은 모델러의 목적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을 표상하여 나

타낸다(Oh & Oh, 2011)는 점에서 임수민은 과학 모델을 생성할 때 표상

성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유형④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표지(Label)를 사용’하는 모델을 구성

한 실험반 학생은 총 3명, 통제반 학생은 총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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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그림 21]는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구성한 개인모델의 유형별 학생 수

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①, ②에서는 통제반 학생들이 더 많았으며, 유형

③, ④에서는 실험반 학생들이 더 많았다.

그림 21. 개인모델의 유형별 학생 수 비교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설명 영역’에서는 ①제약조건을 전

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 ②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하는 경우 ③제약조건

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내용 영역’에서는 ①표지(Label)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표지(Label)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각 영역별 학생 수를 살펴보면 [그림 22], [그림

23]과 같다.

그림 22. 설명 영역에서의 수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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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내용 영역에서의 수준 차이

‘설명 영역’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의 수준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내용 영역’에서는 실험반 학생들이 통제반

에 비해 2배 이상 표지를 사용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통제반은 실험반에 비해 절반가량 표지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을 구성하

는 경향을 보였다. ‘설명 영역’은 학생들이 모델을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

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써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하며

(Bamberger & Davis, 2013) 모델을 묘사적 도구로써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설명을 하는 수단으로 쓰임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MMK 중 모델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학생들의 모델의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MMK 수업은 모델링 수행 중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내용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상성 영역’과 관련하여 실험반 일부 학생들은 모델의 표상적

특징을 살려 모델러의 목적에 따라 필요 부분만을 모델로 구성한 반면,

통제반 일부 학생들은 화산과 관련해 이미 배웠던 모든 정보들을 사용해

Target 현상을 자세히 나타내면서 모델을 구성하였다. 즉, MMK 중 모

델의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을 설계 및 구성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

가 모델의 수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실험반

과 통제반에서 이 영역 관련된 차이는 아래의 <4. 조 모델을 구성하기>,

<5. 조 모델 평가하기>에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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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모델 평가하기(Evaluation)

조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 개인 모델을 평가하는 활동은 MMK영역

에서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생성’, ‘모델의 다양성’과 연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델의 목적에 적합한 종류의 모델로 구성하였

는지, 모델을 구성할 때 목적에 부합되게 그 특징을 살렸는지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평가하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도 과

학적 근거 및 개인의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을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모델의 목적’, ‘모델의 생성’과

관련된 모델링 수행과정이 나타났으므로 이와 관련된 모델링 수행을 살

펴보고자 한다.

1) 실험반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모델을 모둠 친구들에게 소개한 후 조 모델을 구

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인모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유형별로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먼저, 개인모델을 평가하는 기

준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

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1조와 3조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하였

으며 아래 대화내용은 1조와 3조에서 개인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개인모델 평가 과정: 실험반 1조)

정슬기: 그러면 어떤 걸로 할까? 야 다 내놔.

유은비: 수민이 것이 제일 나은데 수민이 걸로 하자.

임수민: 근데 얘도 똑같아.

 (학습지를 돌려 봄)

김병석: 어 내꺼 돌아왔다.

정슬기: 자 그러면은 수민이 거로 할거면 또 정해야 돼. 과정으로 할 거야? 

식으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개인모델 평가 과정: 실험반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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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 누구의 의견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김민석 : 몰라.

김가영 : (진희) 너.

박진희 : ㅎㅎㅎ

김가영 : 니 꺼로 하자.

1조에서의 유은비는 “수민이 것이 제일 나은데 수민이 걸로 하자.”라

고 이야기 하며 모델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일 나은 것’으로 정의 내렸

다. 3조의 김가영도 단순히 “너(것이 제일 좋아).”라고 하며 모호한 기준

으로 모델을 평가했다. 아래의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자신이 평가한 기

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한 채 모델 중 ‘눈에 잘 띄는 것, 그럴싸한

것, 괜찮은 것’이 기준이 되었다고 하였다. 1조와 3조에서 가장 좋다고

선택한 개인모델은 모둠에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정되고 있는 모둠장의

것이었다. 따라서 ‘모델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표현된(그려

진) 것’ 또는 ‘지식수준이 높은 학생의 것’ 등이 좋은 모델의 선택 기준

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었다.

(유은비와의 인터뷰: 실험반 1조)

연구자: 어떤 관점으로 모델을 본거야?

유은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 그 때, 수민이게 눈에 가장 띄었거든요. 

연구자: 그럼 은비는 눈에 띄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한 거네?

유은비: 네.... (자신 없는 목소리) 

(김병석과의 인터뷰: 실험반 1조)

김병석: 얘네들이 (제 생각을) 별로 인정을 안 해줘서. 그래서 얘네들 생각대

로 했어요. 얘네들 생각도 그럴 싸 해서. 이대로 했어요. 

연구자: 그럴싸한 기준이 따로 뭔가 있었어?

김병석: 얘네들이 생각한 게 내려오면서 한 600-700도 정도 용암이 온도가 

식어서 이렇게 여기 만들어 진다는 건데, 이게 만들어 져서.. 솔직히 

저도 여기쯤에서 이해가 안가요.

(김가영 사후 인터뷰: 실험반 3조)

연구자: 조별 모델은 어떤 과정으로 만든거야? 모두들 다 동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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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영: 네

연구자: 모두의 의견을 합친 거야?

김가영: 그냥.. 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괜찮다는 것을 뽑아서 했어요. 

둘 째,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다수의 의견’이 좋은 모델의 평가기준이 된 경우이다. 2조와

4조가 두 번째 유형에 속하였으며 아래는 2조와 4조의 대화내용이다. 2

조와 4조에서 제약 조건 중 하나인 ‘기포의 위치’에 대해서 토의를 하면

서 모델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개인 모델을 평가하였

다. 그러나 정은성이 “이렇게 그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냐?”라고 하면서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

으며, 김유나도 “모두가 기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기포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쓰자.”라고 하면서 다수가 낸 의견으로 조 모델을 구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즉, 최종적으로 ‘여러 사람이 많이 이야기 한 다수의 의

견’이 좋은 모델의 기준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개인모델 평가 과정: 실험반 2조)

김정수: 여기 막 마그마가 있는데 여기 위에는 기포가 많고 아래는 기포가 

별로 없어 그래서 흘러나오면 기포가 별로 없게 돼 그래서 여기 흘

러나오는 것들이 굳게 되는데..

(중략)

정은성: 그게 아니라 쌤이 말한 건, 여기에 기포가 많고 여기에 기포가 적다

고 했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흘러나오는 거야.

김정수: (화산 용암이 흐르는 손동작) 자기가 먼저 쏟아놓고 나오니까 

정은성: 흐르니까 위에가 먼저 나온 게 아니지. 

(중략)

정은성: 근데 이게 더 이게 많으니까, 이렇게 그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렇

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냐? 이쪽이 더 기포가 많으니까 아래쪽으로 

가고 이거를 여기에 해야 하는 거 아냐? 

최진아: (은성 학습지 가리킴) 너는 이거 왜 두 줄로 했어?

정은성: 용암이 색깔이 좀 다를 거 아냐.

최진아: 그럼 이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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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모델 평가 과정: 실험반 4조)

이정우: 일단, 구멍이 있는 건 다 용암 윗부분에서 생긴 거 같아. 없는 건 아

래에서 생긴 거고

김유나: 아래에서? 없는 건? 그치, 모두 다 기포를 다양하게 썼으니까 기포

에 대한 건 다 쓰는 게 낫지. 그림으로 그리는 게 낫지.

이정우: 구멍이 있는 것은 용암 밖에서 생긴 거고 구멍이 없는 것은 용암 안

에서 생긴 거다.

김유나: 그치. 그렇게 할까?

김지민, 김현진: (끄덕임) 응

김유나: 그렇게 그릴까? 

김현진: (끄덕임)

이정우: (자기 학습지 가리키며) 이걸 쓰자.

2) 통제반

통제반에서 개인모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 째, 개인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드러나

지 않으며,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1조, 3조, 4조, 5조가 첫 번째 유형에 속하였으며 학생들

은 개인모델을 이야기 한 후 모델에 대한 어떤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 모델을 그리기 시작하였으며, 조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

식수준이 높은 한두 명의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그릴지 물어보고 그

학생의 지시에 맞추어 모델을 구성하였다. 아래의 대화내용은 ‘지식수준

이 높은 학생’의 의견이 무조건적인 평가기준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이다.

(개인모델 평가 과정: 통제반 4조)

 (개인모델을 각자 이야기하고 난 후)

이재영: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야 해.

이은경: 내가 화산 찜.

이재영: 아아.. (아쉬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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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아 그럼 내가 연기 그릴께 연기. 

이재영: 일단은 내가 화산을 그릴께 커다란 거 내가 그릴래. 기포는 이 색으

로 하자. 그리고 땅. 너는 이거 이거를 그려봐.

(개인모델 평가 과정: 통제반 5조)

(개인모델을 각자 이야기하고 난 후)

김지아:  화산을 그려야 되는데, 내가 할게. 일단 화산을 그리자.

이호준:　바다도 그립시다.

 (중략)

김지아: 아니 아니 이렇게 그려. 이렇게. 이렇게. 

 (중략)

김지아: 이거 밑그림 먼저 그려야 돼. 밑그림 먼저 그리고 적어야 돼. 너 이

렇게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으면 내가 이거(개인모델을 그린 학

습지) 줄게.

둘 째,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

지만 ‘모델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잘 표현된(그려진) 것’이 모

델의 평가기준이 된 경우이다. 2조가 두 번째 유형에 속하였으며 아래의

대화에서 정수영과 함진수처럼 ‘그림으로 잘 표현된 것’ 또는 ‘글씨가 잘

쓰여진 것’이 우수한 모델의 평가기준이 되었고, 모둠원 다수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 한 것을 선택하였다. 실험반의

첫 번째 유형에서 ‘눈에 잘 띄는 것, 그럴싸한 것, 괜찮은 것’이 기준이

된 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모델러가 무엇을 전

달하려고 하는지 잘 표현된(그려진) 것’이 기준이 되었을 수 있다는 점에

서 통제반 두 번째 유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모델 평가 과정: 통제반 2조)

장혜림: 하나 둘 셋. 하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걸로 하자.

정수영: 아니야 내가 발표할게. 어 저는 승민이 것이 어.. 더 잘 표현하고… 

그래서 승민이 것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혜림: 어 저는 승민이 것을 추천합니다.

정수영: 왜요?

장혜림: 어.. 설명이 잘 표현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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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이게? 최대한 막 그린 건데?

장혜림: 그리고 어.. 화강암이나 현무암을 잘 표현해 냈습니다.

이승민: 이유 발표하지 말고. 그냥 말만 해. 그냥 이름 말만 해.

함진수: 저는 수영이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영이는 그림도 잘 그리고 글

씨도 잘 썼어. 그래서 수영이를 추천합니다

3)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개인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은 ‘모델의 설명력’이

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 특히,

‘눈에 잘 띄는 것, 그럴싸한 것, 괜찮은 것’, ‘모델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표현된(그려진) 것’, ‘지식수준이 우수한 학생의 의견’, ‘교사의

권위에 기대기’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험반 두 조(1

조, 3조)와 통제반 다섯 조(1조-5조) 모두가 여기에 해당하였다.

한편, 실험반에서 2조는 사이다의 실험을 이야기 하면서 기포의 위치

에 따른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의 위치에 대한 활발한 토

의 및 평가를 하였지만, 결국 다수의 의견에 기대어 버리는 한계를 보였

다. 또한, 실험반 4조에서는 지식수준이 우수한 학생들끼리만 기포의 위

치에 따른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의 위치에 대해 토의 및

평가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평가과정 없이 그들의 의견에 따라가는 모

습을 보였다. 그리고 모두가 기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기 때문에 기포

를 쓰자고 이야기 하는 등 ‘여러 사람이 많이 이야기 한 것’이 좋은 모델

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매우 적은 수의 초등학생들만

실증적 증거와 모델 사이의 정교한 인식론적 관계를 사용하거나 주목한

다는 것(Baek et al., 2011)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MMK 수업이 모델링 수행과정 중 개인모델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소집단의 규범이 모델

을 평가하는 과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

(강은희 외., 2012)와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5. 조 모델 평가하기>

의 단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MMK 수업에서 모델링 과정 및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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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지도가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즉, 지식을 공동으로 구성해가

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지도를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3. 개인모델 수정하기(Modification)

모델을 수정하는 단계에서는 ‘추가적 증거 또는 설명적 특징을 고려하

여,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예상을 더 잘 할 수 있

도록 수정한다(Baek et al, 2011).’ 그러나 앞서 <2. 개인모델 평가하기>

단계에서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 여부’를 고려하지 않

은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모둠에서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

선택하여 그것을 그대로 조 모델로 옮겨서 만드는 등 모델을 평가하는

활동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개인모델을 수정하는 단계

는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4. 조 모델 구성하기(Generation)

1) 유형별 조 모델

조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는 MMK영역에서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

적’, ‘모델의 생성’, ‘모델의 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조 모델을 ‘설명 영역’, ‘내용 영역’에서 살펴

보았으며, 이외에도 각반에서만 보이는 특징인 ‘표상성 영역’과 ‘다양성

영역’에서도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구성한 조 모델을 유형별로 분류해보

면 아래 [표 19]과 같았다. 개인 모델을 구성할 때는 제약조건을 전혀 고

려하지 않고,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①과 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하고, 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는 유형②가 있었지만 조 모델을 구

성할 때에는 이런 유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모둠 내에서도 다른 유

형의 개인모델을 구성한 학생이 함께 토의・토론을 하였고 교사의 개입

(instructional intervention)도 있었기 때문에, 더 나은 수준의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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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19. 학생들이 구성한 조 모델에서 드러나는 영역별 유형차이

유형 설명 영역 내용 영역
③ 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함 표지(Label)를 사용함

④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함 표지(Label)를 사용함

[표 19]의 각 유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조 모델을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유형③ ‘제약조건의 일부를 고려하고’, ‘표지(Label)를 사용하는’ 통

제반 2조의 모델은 [그림 24]과 같았다. [그림 24]에서는 구멍이 있는 현

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표현되어 있었으며, 아래 조 모델을 구성

하는 과정의 대화처럼 학생들은 사이다 실험을 떠올리면서 제약조건 중

하나인 ‘기포의 위치’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표지를 사

용하여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없는 현무암의 위치를 잘 드러내고 있었

다.

그림 24. 통제반 2조의 조 모델

(조 모델 구성과정 중: 통제반 2조)

이승민: 거긴 구멍 있는 현무암!

정수영: 없는 거지!

이승민: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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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림: 야 사이다를 생각해라!

한편, 통제반 2조는 조 모델을 구성할 때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

이 없는 현무암의 이외의 요소인 ‘화산’과 관련된 경험적 정보들을 모두

나타내는데 중점을 두고 ‘불타는 나무, 화산탄, 화산재’를 구체적으로 나

타냈다. 이런 특징은 ‘표상성 영역’에 해당되며, 아래의 2조의 발표 내용

처럼 조 모델을 학급 전체에 소개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함진

수는 “나무가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라고 조 모델에 그려진 대상이 무

엇인지 설명하였고, 이승민 역시 “회색으로 그려진 것은 화산재이며 빵

과 같이 그려진 것은 화산(과 관련된) 책에서 봤던 화산탄의 모습입니

다.”라고 하며 조 모델에서 그린 대상을 모두 설명(descriptive)하려고 하

였다. 즉, 2조는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 과정

(process)보다는 그림에 나타낸 것을 상세히 묘사하는데 치중하는 모습

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통제반 4조의 조 모델인 [그림 25]에서

도 나타났으며 ‘죽은 물고기, 도망가는 사람, 죽어가는 나무, 화산쇄설물,

수증기와 화산재’ 등을 포함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실험반에서

는 이러한 특징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모델의 표상성’을 잘 드러

나게 구성하는 모둠이 나타났다. 즉, 통제반은 ‘표상성 영역’과 관련하여

모델의 표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사후 MMK

검사 도구에서 모델의 목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descriptive)이라

고 답변한 비율이 높은 것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제반 2조의 조 모델 발표내용)

함진수: 이것은 나무가 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승민: 저희 모둠은 그.. 구멍이 있는 현무암은 밑에서 만들어졌다고 애들이 

말해가지고 구멍 밑에는...아니 그.. 용암 밑에서.. 용암 밑에 있는 현

무암은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고, 구멍이 있는 현무암은 용암 위에 만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 진 것은 ‘화

산재’입니다. 그리고 약간 빵같이 생겼지만 제가 화산책에서 본 ‘화산

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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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통제반 4조의 조 모델

두 번째, 유형④ ‘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하고’, ‘표지(Label)를 사용하는’

실험반 1조의 모델은 [그림 26]와 같았다. 1조의 모델에서는 주어진 제약

조건 중 ‘기포의 분포, 양, 위치’를 고려하여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

이 없는 현무암을 표지인 ‘화살표’와 ‘용어(term)’를 사용해 표현하고 있

었다. 또한, 용암이 바다에 닿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칠하여 ‘기포가 있는

용암이 지표 밖에서 빠르게 식어서 현무암이 생성’된다는 제약조건도 고

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 실험반 1조의 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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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실험반 1조의 발표 내용처럼 조 모델을 학급 전체에 소개할 때

에도 두 가지 제약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1조는 통제반 2조가 모델을 묘사하는데 그쳤던 것과 달리 기포가

생성되는 이유부터 기포가 있는 용암이 흘러내리며 식어가는 과정에서

용암의 색이 변화하면서 현무암이 생성되는 것 까지 이야기하였다. 즉,

‘어떤 과정(process)’으로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생성되는지 설명하였다.

(실험반 1조의 조 모델 발표내용)

임수민: 기포가 생기는 이유는 마그마 속에 있는 화산가스가 공기방울의 형

태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정슬기: 저희는 용암을 그리지 않고 현무암을 확대해서 현무암만 따로 그렸

습니다. 그러니까 용암만 따로 그렸습니다.

유은비: 저는 색깔에 대해서 말하는데 일단은 이 용암의 색깔은 빨간색입니

다. 하지만 용암이 이제 식으면 현무암이 되는데, 용암이 빠르게 식

으면 이제 점점 연하게 되니까 빨간색으로부터 주황색 그 다음에 

빠르게 식으면서 현무암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석: 용암이 1200도 1000도가 될 때 현무암이 내려오면서 약 600,700도

로 식으면 조금씩 굳으면서 지층에 도착하면 우리가 아는 현무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편, 1조의 조 모델은 통제반의 조 모델과 달리 ‘화산 전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나타냈는데

이는 과학 모델을 구성할 때 필수적인 요소들만 포함시키는 ‘모델의 표

상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상성’은 Target을 모방

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Target의 모든 것을

나타낼 필요가 없으며(Oh & Oh, 2011) 모델러의 목적에 따라 모델러가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을 나타내면 된다. 이러한 ‘표상성 영역’에서의 특

징은 실험반 1조, 2조, 3조에서만 나타났으며 아래와 같이 실험반 1조의

‘조 모델 구성과정 중의 담화내용’에서도 학생들이 모델의 ‘표상성’을 고

려하여 모델을 구성하려고 했던 점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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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반 1 모둠 조 모델 구성 중)

정슬기: 우리는 화산가스 그리고 산 그리면, 너희가 용암을 그리고 화강암이

랑 현무암 그리고..

유은비: 한 여기쯤 그리자.

임수민: 그런데 화강암 이런거 안하고, 이런거(화산재) 빼고 현무암만 하면 

되잖아. 현무암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이런거(화산재, 화강암) 다 필요 

없고 용암이랑 화산만 있으면 돼. 화산하고 용암만 구체적으로 그리

는 게 과학 모델이잖아.

(중략)

선생님: 그러면 주장하는 거는... 그러면 너희는 화산을 그린다는 거야 안 그

린다는 거야?　

정슬기: 화산을 안 그릴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임수민: 경사면이랑 용암 흘러나오는 거만 그리면 될 거 같아요.

선생님: 아 그러면 될 거 같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그림을 그려요

정슬기: 그리자.

유은비: 그럼 화산을 여기까지만 그리자.

임수민: 이제 통일되기 시작한다.

임수민: 화산재 필요 없다고. 화산가스. 화산가스.

유은비: 맞아. 용암 분출 할 때 그것만 그리면 돼. 용암이랑 이거랑.

또한, 아래와 같이 실험반 1조와 3조에서는 통제반과 달리 ‘다양성 영

역’을 고려하는 모습인, 모델을 구성할 때 ‘어떤 종류의 모델’로 목표 모

델(Target model)을 나타내야하는지 토의・토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1조

는 MMK 수업에서 배운 ‘동물의 한 살이 과정’, ‘물의 순환 과정’과 같이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내

는 개념-과정 모델(concept-process model) 구성하고자 하였다. 3조에서

는 어떤 종류의 과학 모델을 사용해서 표현할지 고민하였으나 그림은 너

무 평범하기 때문에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자고 하였다.

즉, 3조는 모델의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였지만 ‘모델의 목적에 가장 부합

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모델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1조의 결과물에서는 다른 조의 모델과 차이점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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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 않았지만 모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정(process)’이 드러나

게 하였다. 반면, 3조는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림 모델’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실험반에서만 유일

하게 ‘다양성 영역’인 ‘모델의 종류’에 대해 고려하고 이를 언급하였던 점

은 MMK 수업이 모델링 수행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험반 1 모둠 조 모델 구성 중)

정슬기: 자 그러면은 수민이 거로 할거면 또 (어떤 종류의 모델로 할지)정해

야 돼. 과정으로 할 거야? 식으로 할 거야? 뭘로 할 거야?

유은비: 과정으로 하자. 

임수민: 지금 그림이나 과정이나 과학식 밖에 없잖아. 내거는 단면도랑 과정

식으로 했어.

(중략)

정슬기: 과정으로 하자. 어떻게 과정으로 할 거야?

임수민: 그림을 그리고.. 과정을 이렇게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랑 나눠서 위

에는 많이 그리고 밑에는 기포를 조금만 그리고...

(실험반 3 모둠 조 모델 구성 중)

박진희: 지금 그리지 말고 기다려봐 아무 것도 그리면 안 돼! 어 그러니깐..  

빨리 좀 얘기 좀 하자. 그러니깐 그림을 그리자

김가영: (민석아) 너는 참여안하면 안되지. 일단은 어떻게 그릴래? 

박진희: 어 그러면 일단... 

김민석: 일단 뭐?

박진희: 그림으로 말고 그림은 너무 평범하니깐...

김가영: 과정?

박진희: 응, ‘과정’ 그런 것처럼 할래?

선생님: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박진희: 아, 그냥 그림하자 여기다가.

김가영: 화산가스 화산을 먼저 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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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그림 27]은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구성한 조 모델의 유형별 수를 나타

낸 것이다. 유형③에서는 통제반 모둠이, 유형④에서는 실험반 모둠이 더

많았다.

그림 27. 조 모델의 유형별 모둠 수 비교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설명 영역’에서는 ①제약조건의 일

부를 고려하는 경우 ③제약조건을 모두 고려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내용 영역’에서는 ①표지(Label)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②표지

(Label)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실험반과 통제반

모두 표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차이를 결정짓는 것은 ‘설명

영역’이었다. 개인모델에서는 ‘내용 영역’에서 수준차이가 나타났던 것과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은 MMK 수업의 영향보다는 조 모델을 함께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준의 학생들 상호간의 학습이 일어났고, 교사

의 개입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수준의 유형의 조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표상성 영역’과 관련하여 통제반에서는 개인모델을 구성할 때

‘주어진 자연현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나타내려고 한(Descriptive)’ 모

둠이 있는 반면,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목적과 정의에 따라 모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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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을 나타내는 모델의 표상적 특징이 드러나도록 구성한 모둠이 존재

하였다. 개인모델을 구성할 때 ‘표상성 영역’과 관련된 특징을 보인 학생

이 속한 모둠에서 동일한 특징이 나타났다. 이는 ‘자세하고 꼼꼼히 나타

내는 것이 좋다.’는 초등학교 교실문화가 개인모델의 평가 및 조 모델 구

성의 준거가 되었을 것이라 판단한다. 또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학생들

의 모델링에 관한 인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Baek, 2013), 통제

반에서 ‘표상성 영역’에서 더 나은 수준의 인식을 가진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 인식에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 ‘다양성 영역’과 관련한 특징이 통제반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실험반에서는 나타난 것이다.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종류’

를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MMK 수업을 듣지 않은

통제반에서는 모델의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모델의 종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모델을 구성할 때에 ‘모델의 목

적’에서 설명의 기능 및 의사소통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다면 모

델러 혼자만 이해 가능한 모델을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쉽

게 이해 가능한 종류(type)의 모델을 구성하여 나타내려고 할 것이며, 모

델의 목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종류의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할

것이다. 실험반은 MMK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접해보았고 모

델의 목적에 대해서도 학습하였기 때문에, ‘모델의 목적’을 고려한 적합

한 종류의 모델이 무엇인지 토의・토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MMK

수업이 모델링 수행 중 조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고 볼 수 있다.

5. 조 모델 평가하기 (Evaluation)

학생들의 평가준거는 ‘모델의 설명적 및 서술적(descriptive) 목표’, ‘모

델의 구성적, 의사소통적, 인식론적 특징’, ‘모델을 지원하는 증거의 역할’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Pluta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참여한 학생들은 MMK영역 중 ‘모델의 목적’, ‘모델의 생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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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수행과정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평가질문들을 유형화하면 다음

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는 ‘설명능력(explanatory

power)’과 관련된 것으로 제약조건이 조 모델에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를 기준으로 조 모델을 평가한 경우이며, 둘째는 제약조건들이 ‘시각적으

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기준(pictorial form)으로 평가한 경우이며, 셋째는

‘표상성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모델의 표상성’을 잘 살려 나타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과학자 혹은 과학 전문가들의 평

가기준(Crawford & Cullin, 2005; Pluta et al., 2011)과 관련성이 떨어지

는 ‘기타’ 유형의 경우이다.

1) 유형별 평가기준

먼저, ‘설명능력’에 초점을 두고 제약조건이 조 모델에 얼마나 정확하

며 일관성 있게 반영되었는지를 준거로 평가한 경우는 ‘주어진 제약조건

을 고려하여 모델을 구성하였는지’,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의 생성 과정을 주어진 제약조건을 활용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지’

등을 근거로 하였다. 학생들은 사이다 실험이나 화산이 분출하는 동영상

등 주어진 조건들을 떠올리면서 그것과 일치되게 모델을 구성하였는지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조 모델 평가과정 중: 실험반)

유은비: 사이다 실험을 봤을 때 사이다 밑에 그 조그만 기포, 아까 은성이가 

산 모양을 마그마 분출하는 거를 산을 잘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그마(안)에는 왜 기포가 없어요?

정슬기: 원래 기포는요 위에가 더 많고 큰데 밑에는, 아래는 작고 적어야 하

잖아요. 근데 왜 위에보다 밑에가 (기포수가) 더 많아요?

(사후 인터뷰: 실험반)

연구자: 여기서 다른 조가 발표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했어? 어떤 

기준으로 보려고 노력했어?

김정수: 어떻게 해서 현무암이 생기고, 현무암이 어디서 구멍이 생기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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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약조건을 떠올리면서 평가를 하였지만, “저 쪽에는 바다가 있

고 저 쪽에는 바다가 없으면 수증기가 올라오는 곳이 물하고 만나는 곳

이라서 식어가지고 그런건데, 물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식어서 현무암이

되는 거에요?”라고 이야기한 장혜림처럼 주어진 제약조건을 정확하게 이

해하지 못한 채 다른 조 모델을 평가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발화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생이나 교사와의 추가적인 대화가

이루어졌고, 주어진 제약조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교사의 지도 및 스케폴딩, 그리고 학생들의 상호작용은 학생들의 모델링

에 관한 인식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Baek, 2013)는 점에서 학생들

과 교사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주어진 제약조건을 이해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제약조건이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준거로 평가한 경우

에는 제약조건이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각적으로) 잘 표

현되었는지’ 등을 근거로 하였다. 학생들은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

이 없는 현무암이 눈에 잘 띄게 표현되었는지,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

멍이 없는 현무암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타났는지, 기포의 크기와 위치가

잘 나타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평가・질문하였는데, 그 중 학생들이 가

장 많이 언급한 내용은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이 눈

에 잘 띄게 표현되었는지’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실험반에서 조 모델을

수정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였던 평가・질문 내용이었다. 그림으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모델의 목적을 묘사적인 것

(descriptive)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아래 최진아

와 김유나처럼 실험반 학생들은 ‘모델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대상의

묘사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조 모델 평가과정 중: 실험반)

최진아: (손 듬) 저는요, 그림을 딱 봤을 때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

는 현무암을 볼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붙어 있어서 뭐가 구멍이 

있는 거고 뭐가 구멍이 없는 건지 잘 못 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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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와의 인터뷰: 실험반)

연구자: 다른 조 발표하는 것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려고 했어? 나

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른 조를 평가해야겠다... 

최진아: 현무암이 구멍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하는 거니까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구멍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기포를 잘 그렸으

면 그걸로 초점을 둔거에요.

연구자: 그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잘한거야?

최진아: 아니요. 그 4조 꺼 보면 글씨만 보면 이게 구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걸 조

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연구자: 뭔가 설명을 잘해주는 모둠께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최진아: 네

(김유나와의 인터뷰)

연구자: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른 조의 것을 보려고 했어? 아, 이 조는 이것

이 잘 되었고, 이것이 못 되었고... 어떤 것을 딱 기준으로 삼고 보려

고 했어?

김유나: 저는 거의... 그림을 잘 그린 것 보다 잘 표현한 것. 화산보다 현무암

을 잘 표현한 모둠을 기준으로 해서 쓰려고 했었어요. 제 기억엔..

연구자: 표현이라는 것이 어떤 표현을 이야기 하는거야? 여기에서 표현했다

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거야?

김유나: 이 조는 여기 수정을 하기 전에 현무암이 위에 있고 안에 하나 정도

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현무암 구멍이 있고 구멍이 없는 

것을 잘 표현해서 쓰려고 했는데, 딱 시간이 없었어요.

연구자: 표현했다는 것이 구멍 있는 것이랑 구멍 없는 것이 잘 눈에 띄게 그

렷다 이 말이지?

김유나: 네. 크~~~게. 잘보이게?

셋째, ‘모델의 표상성’을 평가 준거로 한 경우에는 모델에 필수적인 요

소 이외에 다른 것들이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실험반 임수민은

“왜 상관없는 것들이 그려져 있나? 현무암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관없

는 것들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서 모델의 표상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

하면서 다른 조의 모델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은성이 “사람은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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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데) 필요 없으니 지워 달라.”라고 이야기한 점이나, 김민석이

“뜬금없이 왜 달이 있어요?”라고 이야기한 점을 통해 학생들이 모델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가 모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모델의 표상성’은 개인모델 및 조 모델을 구성할 때

에도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던 특징이었으며, 마찬가지로 이 유형과 관련

된 질문은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평가기준 모두에도 속하지 않으

며 과학자 혹은 과학전문가들의 평가기준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기타’ 유

형의 경우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학생들은 “용암의 기포가 화산가스라

면 왜 하늘에서는 화산가스가 없어?(실험반 김정수)”, “바다 있는 쪽 말

고 반대쪽은 왜 용암이 흐르다가 멈췄어요?(실험반 정슬기)”, “왜 현무암

이 낙석처럼 떨어지나?(통제반 한준호)”, “화산 안속에 마그마가 굉장히

많은데, 왜 저기는, 화산 안에 마그마가 전부다 퍼져있지 않고 조금밖에

없는데, 왜 그런거에요?(실험반 유은비)”와 같이 ‘구멍이 있는 현무암이

생기는 까닭’과 관련 없지만 ‘화산’과 관련된 내용인 ‘하늘에 있는 화산가

스, 용암의 흐름, 현무암이 떨어지는 모습, 화산 속 마그마, 화산탄, 화산

재’ 등과 관련된 것을 질문하기도 하였으며, “지층을 신기하게 잘 표현하

였다.(실험반 김병석)”, “화산가스가 검은색 구름같이 잘 표현이 된 것

같다.(통제반 이유정)”, “화산재를 잘 표현하였다.(통제반 이은경)”, “근데

물고기가 죽는 것 하고, 사람들이 돌아갔고 있고, 집이 날아가고 있는 것

을 표현 잘한 것 같아요.(통제반 장은영)”와 같이 관련 없는 요소가 시각

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Grosslight et al.(1991)은 학생들이 모델의 목적은 어떤 대상의 묘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과 평가기준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

은 두 번째 인식유형처럼 모델의 설명적 기능을 고려하려 모델의 그림적

요소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과 달리, 단순히 ‘화산’이라는 현상자체가 잘

묘사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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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실험반과 통제반 학생들은 Pluta et al.(2011)의 연구결과처럼 한 가지

기준으로만 조 모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평가기준을 가지

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8]는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평가・질
문한 것을 유형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8. 조 모델 평가의 유형별 응답 수 비교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모델의 표상성’과

관련된 기준은 실험반에서만 나타났으며 통제반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1. 개인모델 구성하기>, <4. 조 모델 구성하기>에서도

나타났던 것이다. MMK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델의 표상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는 데에까지 이

런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험반에서 기

타유형의 평가기준을 사용한 학생은 11명, 통제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기타유형에 속하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과학적 담론이 명백하

게 이루어지고, 일상의 담론과 구별될 때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Baek et al., 2011). 그러나 두 반 모두 처음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담론과 과학적 담론의 차이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반 모두 기타 유형의 응답자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한다. 특히, 통제반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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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한 학생들도 모두 모델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 ‘도화

지에 표현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결

과는 통제반 학생들이 ‘모델이 무엇인지’, ‘모델의 구성요소’는 무엇인지,

‘모델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하여 뚜렷한 판단기준을 세우지 못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6. 조 모델 수정하기(Modification)

조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은 MMK영역에서 ‘모델의 목적’, ‘모델의 생

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 유형별 수정활동

실험반에서 수정한 모델의 특징을 유형화시키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경우

이며 둘째, 모델의 필수적 요소와 관계없는 것들을 수정・보완한 경우이

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그림이나 글로 ‘구멍이 있는/없는 현무암’, ‘기포’

를 더 추가하거나, 위치를 수정・보완하였으며, 모델을 구성하는데 ‘관련

없는 요소는 삭제’하는 경우이다. 실험반의 1, 2, 4조가 이 유형에 해당되

었다. 아래 [그림 29]는 실험반 2, 4조에서 수정 전에 구멍이 있는 현무

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을 일부분에만 표현한 것을, 수정 후에 그림과

표지를 사용하여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을 추가적으로 보

충하여서 나타낸 것이다. 수정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수정된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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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반 2조 수정 전 실험반 2조 수정 후 

실험반 4조 수정 전 실험반 4조 수정 후

그림 29. 실험반 2, 4조와 통제반 4조의 수정 전・후

아래와 같이 실험반 1조에서 수정과정에서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이 생기는 까닭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분은 삭제하여

야 한다고 이야기한 모습은, 학생들이 모델의 표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실험반 1조는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을 수정한 것 이외에도, 흐르는 용암에 부

분적으로만 나타냈던 기포의 범위를 넓혀 ‘더 넓은 범위에 기포를 표현’

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이 없는 현무암의 생

성되는 ‘과정’에서 ‘용암 속의 기포가 위쪽에 크고, 많이 있으며 이 용암

이 흘러 굳어서 구멍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래의 실험반 4조의

대화에서처럼 모델을 수정하는 기준을 학생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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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모델 수정과정 중: 실험반 1조）

임수민: 이제는 상관없는 거를 전부다 지워. 화산가스 화산재 지워 

정슬기: 화산재만 지워.

임수민: 왜?

정슬기: 화산가스는 있어도 돼. 

임수민: 그래. 화산재는 관련 없으니까 지워버리자. 구멍이 있는 현무암은 위

쪽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조 모델 수정과정 중: 실험반 ４조）

김유나 : 아 어떡해 수정 많이 하고 싶은데.

이정우 : 아니야 수정 많이 안 해도 돼.

선생님 : 자 다됐어요?

김유나 : (교사에게) 나무도 그리고 싶어요. 

선생님 : 응 그럼 그릴거야? 

김유나 : 아니요. 나무는 필요 없으니까 그리면 안 되니까 참아야 해요. 

두 번 째 유형으로 모델의 필수요소 이외의 것을 수정・보완한 경우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반의 3조와 통제반의 모든 조가 해당되었으며, 다른

모둠의 학생들이 평가・질문한 것을 바탕으로 조 모델을 수정・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래의 통제반 4조는 첫 번째 유형의 특징인 ‘구멍이 있

는/없는 현무암’의 위치 및 수를 수정・보완하였지만, 조 모델을 구성하

는데 필요 없는 요소인 ‘죽은 물고기, 사람, 나무’ 등은 삭제하지 않았다.

통제반 4조와 같이 첫 번째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불필요한 요

소는 삭제하지 않는 경우는 두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른 모둠들

도 이와 비슷하게 구멍이 있는 현무암과 구멍 없는 현무암을 보충하였으

나, 친구들이 질문・평가한 내용인 ‘화산재, 마그마, 화강암, 용암, 지층,

흙, 바다, 화산분출, 화산암석 조각’ 등 모델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

들을 수정・보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림 30]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하

는 조 모델이며, 아래 대화내용에서 조 모델을 수정할 때 친구들의 평가

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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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반 4조 수정 전 통제반 4조 수정 후

통제반 1조 수정 전 통제반 1조 수정 후

통제반 3조 수정 전 통제반 3조 수정 후 

그림 30. 통제반 1, 3조의 수정 전・후

(통제반 2조의 조 모델 수정과정)

이승민: 애들이 뭐라고 그랬지?

정수영: 애들이 여기 잘 설명을 못한다고...

장혜림: 마그마가 뭔지 모르겠데. 그리고 구멍.. 구멍을...

정수영: 이걸 좀 진하게 하고 이거(현무암)는 더 자세하게 화산재 하지 말고 

조금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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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림: 화산재는 아예 하지말자. 화산재는 이미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복잡해지는데 더하면 안 될 것 같아.

(중략)

정수영: (진수에게) 이건아까 애들한테 설명 했잖아. 그리고 애들한테 이건 

못했다하고 애들한테 질문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이거 안 고

쳐도 되는거야. 우리는 부족한 점만 딱딱딱해서 수정하면 되니까.. 

(통제반 3조의 조 모델 수정과정)

오은미: 야, 이렇게 써놨어. 아래, 위.

장은영: 괜찮아. 안 써도 되는데.

오은미: 그런데 애들이 자꾸 모르잖아. 야, 그때 우리 무엇을 쓸지 의논했지?

장은영: 그 다음에..

김동우: 수가 적다

장은영: 수 많아. 또?

김동우: 또 뭐가 있지?

오은미: 없어. 여기 왜 이렇게 붉으냐고(화산 꼭대기 쪽 그림을 가리키며) 이

야기했어.

김동우: 빨간색. 빨간색.

오은미: 아, 화산 분출

장은영: 화산 분출 쓰자.(화산 분출을 포스트잇에 씀)

2) 실험반과 통제반의 비교

모델을 수정할 때 실험반의 대부분의 조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였으

며, 통제반의 모든 조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였다. 비록 통제반에서는 모

델을 구성하는 꼭 필요한 제약조건을 수정・보완하는 모습이 나타났지

만, 이와 동시에 불필요한 요소를 삭제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이를 더욱 더 보완하여 수정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특히, 통제반 2조와 4

조는 과모사구 주제에 적합하지 않은, 단순히 ‘화산’과 관련된 모습을 자

세히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조 모델 평가가 끝난 이후에 불필요한 요소

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는, 통제반이 모델 본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정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평가를 근거로 하여 단순히 주제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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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보완・수정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즉, 통제반은 메타모델링 지

식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모델을 수정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웠

다. 반면, 실험반에서는 불필요한 요소는 나타낼 필요가 없음을 인지하는

대화를 하거나, 모델을 수정할 때 이를 삭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실험반은 친구들이 평가한 내용을 무조건 다 수용하지 않고, 모델

에 대한 인식 및 기준을 가지고 수정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즉,

MMK 수업이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7. 적용하기

앞서 만든 최종 모델인 조 모델을 실제현실에 적용해 모델의 이상여부

를 확인하는 단계가 적용단계이다(유희원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조

모델과 일대일로 대응하며, 구성한 조 모델만으로 설명과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또 다른 제약조건을 사용하여야 설명 및 예측가능 한

새로운 현실 상황을 제시하였다. 추가로 사용하여야 할 제약조건은 ‘화산

은 오랜 시간에 거쳐 여러 번 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모

델을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조건을 인식하기 위해 할애된 수업시간

및 제시된 다양한 학습 자료와 달리, 간단히 구두로만 제약조건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으며 대다수 학생들이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모델을 구성하

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추후에 초등학생들이 기존모델

을 새로운 실제현실에 적용하는 단계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기 위하여, 최

종 모델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상을 제시하거나, 추가로 제시하는 제

약조건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습시간의 할애 및

수업자료의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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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을 하였을 때 초등학

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 변

화가 모델링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가진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

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수업 전 실험반과 통제반 학생들

은 교과서에서 이미 과학적 모델을 다루어 보았지만 과학 모델이 무엇인

지 인식하지 못하였다.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과학적 모델’에 대한 용

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교과서에 다루고 있는

모델을 모델로서 인식하게 하여, 교육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모델에 대

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업 전・후의 12개 모델 후

보의 모델 여부에 대한 정답률은 실험반에서는 31% 증가한 반면, 통제

반에서는 11% 감소하였다. 특히, 통제반에서는 과모사구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화산 사진’을 모델이라고 인식하게 된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하

였다. 반면, 실험반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모델을 모델로서 인식하는 모습

이 나타났다. 셋째, 실험반에서 모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

생은 크게 감소한 반면, 통제반에서는 사후 41.2%로 여전히 모델이 무엇

인지 정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편, 두 반 모

두 표상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유형이 증가하였는데 MMK 수업을 들었

지만 과모사구 수업에서 직접 그림으로 모델을 표현했던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넷째, 모델의 목적에 대해서 실험반에서는 사후

에 다양하고 폭 넓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지만, 통제반에서는 사후에도

인식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관련된 문항은 중복응답

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제반의 총 응답수는 변함이 없었다. 실험

반과 통제반 모두 과모사구 수업과 관련 지어 답변 선택의 이유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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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지만, 통제반에서는 모델의 목적을 선택적으로만

생각하며 기존의 복수 응답 중 일부를 지우는 등 인식을 확장시키지 못

하는 한계를 보였다. 다섯째, 모델 설계와 구성에 대한 실험반과 통제반

의 인식은 사전과 사후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두 반의 사

후 결과 값을 비교를 하였을 때 실험반은 필요한 요소들만 포함시켜 표

상적 특징을 고려해야한다는 응답이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반은

실제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2배 가량 높았다. 이와

관련된 차이는 모델링 수행과정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여섯째, 수

업 후 실험반에서는 모두 가변성을 인식하였지만, 통제반에서는 수업 후

에도 여전히 가변성을 인정하지 않는 학생이 있었다. 또한,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본성을 근거로 모델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학생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새로운 증거의 발견을 이유로 모델의 가변성을 설명하는 사례가 증

가하였다. 반면, 통제반에서는 가변성을 인정하는 학생 모두 모델의 본성

과 관련 없는 이유를 근거로 하였다. 일곱째, 사후에 실험반과 통제반 모

두 모델의 본성과 관련지어 모델의 다양성을 인식하는 사례가 증가하였

다. 흥미로운 점은 통제반에서는 94.1%의 학생이 과모사구 수업을 근거

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답하였

다. 반면,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다양한 본성을 근거로 폭 넓은 인식의 변

화를 보여주었다.

요약하자면 실험반에서는 ‘모델의 의미’, ‘모델의 종류’, ‘모델의 목적’,

‘모델의 가변성’, ‘모델의 다양성’ 영역에서 긍정적인 인식변화가 나타났

다. 반면 통제반에서는 여전히 모델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수이며 과모사구 수업이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는 결과

를 보였지만,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이해를 가

져온 것이 아니라 과모수업과 관련된 제한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MMK 수업을 통해서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과모

사구 수업에 참여하였을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메타인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을 심화・확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과모사구 수업을 유의미하게 적용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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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사전에 메타모델링 지식과 관련된 선행 지도가 필요하며, 과모사구

수업에서 이를 맥락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과모사구 수업에서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모델링 수행의 차

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개인모델을

구성할 때 제약조건의 사용과 관련된 ‘설명 영역’에서의 실험반과 통제반

에서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표지(Label) 사용과 관

련된 ‘내용 영역’에서는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2배 이상 많았다. ‘내용 영역’은

모델의 의사소통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실험반 일부 학생들은 ‘표상 영역’에서 모델의 표상적 특징을 살려 모델

의 목적에 따라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여 모델을 구성한 반면 통제반의

일부 학생들은 제약조건과 관련이 없지만 화산과 관련하여 이미 배웠던

모든 정보들을 사용해서 모델을 구성하였다. 둘째, 개인모델을 평가할 때

두 반 모두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와 일치여부’를 고려하지 않

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각 모둠에서는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정되는 모둠

장의 모델’, ‘모델러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잘 표현된 것(그림이

잘 그려진 것, 글씨가 반듯한 것, 눈에 띄는 것)’을 가장 좋은 모델로 평

가하였다. 한편, 실험반 두 모둠에서는 ‘모델의 설명력’이나 ‘실증적 증거

와 일치여부’를 고려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다수의 의견’에 따라 좋은 모

델을 결정하는 한계를 보였다. 셋째, 앞서 좋은 모델이라고 선택한 개인

모델을 수정과정 없이 그대로 조 모델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등 두

반 모두 개인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구성한 조 모델은 앞서 구성한 개인모델에 비해 ‘설명 영역’과 ‘내용 영

역’에서 더 나은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표상성 영역’에서의 실

험반과 통제반의 차이는 오히려 더 강화되어 나타났다. 통제반에서는 모

델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강화되어 나타났으며, 실험반에서

는 필수적 요소만을 나타내고자하는 모습이 강화되어서 나타났다. 즉, 과

모사구 수업만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거나 더 발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험반에서는 과정을 잘 드러내기 위해 어떤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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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사용할지 의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 이는 MMK 수업에서

다양한 종류의 모델과 목적을 학습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다섯째, 조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의 설명력’과 ‘모델의 제약조건이 시각

적으로 잘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실험반이 통제반에 비해서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표상성’과 관련된 평가는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다. 이 유형은 모델을 구성할 때 실험반에서만 나타났던 특징과

동일하다. 통제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모델의 본성과 관련 없는 평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모델의 설명력’, ‘제약조건의 표현력’

에 관하여 평가를 한 학생 역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여섯째, 조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약조건과 관련된

요소만 수정・보완하는 경우는 실험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난 반면, 통

제반에서는 제약조건 및 모델을 구성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수

정・보완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통제반에서는 친구들의 평가가 수

정의 기준이 되었으며, 메타모델링 지식이 수정의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없었다. 일곱째, 최종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주어진 제약조건이

학생들에게 명확히 인식되지 않아서 모델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

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실험반과 통제반의 모델링 수행을 비교할 수

없었으며 추후 모델을 적용하는 단계에 보다 적절한 활동으로 구성할 필

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모델을 수행하는 과정 중 ‘개인모델 구성하기’, ‘조 모델

구성하기’, ‘조 모델 평가하기’, ‘조 모델 수정하기’에서 실험반과 통제반

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개인모델과 조 모델을 구성할 때 실험반에서

만 ‘모델의 표상성’과 ‘모델의 종류’와 관련된 인식이 드러났다. 흥미로운

점은 개인모델부터 시작하여 조 모델을 구성해 가는 과정에서 표지 사용

이 증가하며, 제약 조건을 더 많이 고려하고, 모델의 설명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등 더 나은 수준의 모델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

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포함한 과모사구 수업을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됨

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실험반과 통제반에서 모델링 수행 과정에

서 나타나는 차이점과 같이 MMK 수업 없이 모델링 수업에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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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그 발전에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이 과모

사구 수업에 좀 더 유의미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MMK 수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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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먼저 메타모델링을 강조한 모델링 수업 및 메타모델링 지식 검사 도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탐색연구로서 초

등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해 명시적-반성적으로 MMK

수업을 하였고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탐색연구의 일환

으로, 단기간동안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더 많은 사

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다양한 연령대의 초등학생들을 모두 포

함할 수 있으며 이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을 발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적인 접근을 시도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

교 고학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검사 도구의 개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MMK 수업과 모델링 수행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선행연구(Berland & Reiser, 2009; Jimenez-Aleixandre

et al., 2000)에서처럼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게 하

는 것은 어렵다. 학생들의 일상적 사회적 규범은 강하게 유지되며,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이동하는 것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어려운 일이다. 모

델링 수행과정 중 모델을 구성하는 활동 보다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통제반과 실험반에서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

다고 판단한다. 즉, 실험반에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수준이 증가하

더라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바로 실행적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메타모델링 지식이 실행적 측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차시 분량의 MMK 수업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다양한

맥락에서 적용해볼 수 있는 과모사구 수업을 설계해야한다. 또한, 장기적으

로 꾸준히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여 지식을 실행으로까지 연관시킬 수 있

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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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aging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using models and

modeling is a genuine participation of scientific practice and enables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tents, becoming accustomed to the

principles and technology of scientific inquiry, and improvement of the

understanding of NOS(nature of science). However, the discussions

which aim at making the practice of scientific modeling meaningful

and accessibl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insufficient in

Korea. Thus, considering ’Metamodeling Knowledge(MMK)’ and

‘Modeling Performance(or Modeling Practices)’ are related, mutually

supportive and often occur simultaneously, the purpos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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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o explore the impact of modeling instruction with metamodeling

upon elementary students’ metamodeling knowledge and modeling

performances. Further, this study strives to find the ways for

elementary students to meaningfully take part in the curriculum based

on the using models and modeling.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N=17)2 of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and lessons were carried out by

dividing them into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Metamodeling knowledge lesson in an explicit-reflective way and then

modeling lesson(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were

carried out in the experiment group and only the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class was carried out in the control group.

The topic of the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class

was 'the reasons why basalt with holes and basalt without holes are

produced' and it was carried out for four times. In a bid to figure

out the changes of the students' metamodeling knowledge, the results

of pre-post examination tools and interview were used in the analysis

and so as to explore the modeling performances, the conversations

during classes, the results of activities, and the interview were used

in the analysis. The metamodeling knowledge examination tool was

developed based on the study by Grosslight et al.(1991) and the

results were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code used in the studies by Grosslight et al.(1991) and Oh

Pil-seok(2009). The modeling performance was qualitatively analyzed

by referring to the studies by Bamberger & Davis(2013), Baek (2013),

and Pluta et al. (2011).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which analyzed the changes of

metamodeling knowledge. First, the rate of the students of the

experiment group who perceived models from various scopes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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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after participating in the lesson had increased and the control

group undefinedly perceived something related to the topic of the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as a model. Second,

unlike the finding from the experiment group after the lesson, there

were a number of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who could not come

up with a definition of a model. Third, the experiment group got to

have diverse and extensive perception toward the purpose of a model

after the lesson but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distinct

changes. Fourth, both groups did not show any major changes in the

perception toward the things to consider while designing and creating

a model. In the values of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the response which insisted to consider representational characteristics

was high in the experiment group whereas the response which

claimed that descriptive aspect has to be considered was high in the

control group. Fifth, the number of students who perceived variability

after lesson increased in both groups. However, unlike the experiment

group, the students of the control group could not explain the reason

of variability by relating it to the nature of science. Sixth, the

number of students who explained multiplicity based on the nature of

science increased in both groups. However, the experiment group

suggested various reasons whereas all the students of the control

group except for one student showed biased views by suggesting the

various viewpoints of modeler.

In other words, the perception changed toward the positive direction

in the field of 'the meaning of model', 'the type of model', 'the

purpose of model', 'the variability of model', and 'the multiplicity of

model' in the experiment group but there were still a number of

students who could not understand the meaning of model and, in

spite of the effect of the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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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on change of perception, there was a limited changed of

perception regarding the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not diverse and extensive understanding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model and modeling.

Nex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comparatively analyzing the

modeling performance. First, when composing an individual model, the

experiment group used twice more labels than the control class, some

students of the experiment group formed the model which had

distinct representational features, and the students of the control

group made up the models that displayed descriptive features. Second,

some students of the experiment group considered 'the explanation

power of model' and 'whether the model corresponded with

experimental evidence' and 'the group leader's model which has a

high level of knowledge', 'pictures or handwritings that

well-expressed what modeler wanted to deliver', and 'the opinion of

the majority' were used as final assessment criteria. The students of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any 'the explanation power of the

model' or 'whether corresponded with empirical evidence'. Third, both

groups did not clearly show the process of modifying individual

models. Fourth, in the process of organizing group models, both

classes had enhanced levels in 'explanatory domain' and 'content

domain' b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deepened in

'representative domain'. The students of the experiment group

thought about the type of model that fit the purpose of model. Fifth,

the assessment based on the criteria of whether the explanation

power of model and the constraint of model were visually expressed

well appeared more frequently and the assessment related to 'the

representative of model' only appeared in the experiment group. All

the students of the control group asked questions unrelat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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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model and modeling. Sixth, the experiment group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elements related to the constraint conditions

whereas the control group modified the model while focusing on the

unnecessary elements in composing a model. Seventh, both groups

were not able to apply the existing model to new situations and this

means that students need to carry out appropriate activities and

plenty of time.

Unlike the differences in the metamodeling knowledge examination

tool results,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differed in

some domains among the processes of 'composing an individual

model', 'making up a group model', 'evaluating the group model',

and 'modifying the group model'. This result proves that there is a

limit in the differences of the degree of perception of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revealing modeling performance - the

aspect of performances. However, differences clearly appeared

between the experiment group and the control group in the process

of performing model and this is a meaningful result which shows

that the MMK lessons have a positive effect on modeling

performances.

This study found out that the modeling lessons which emphasized

metamodeling had a positive effect on metamodeling knowledge

development and modeling performances. However, in order for

change of perception to lead to the fluency in the aspect of

performances, a lot of effort and time are required. Moreover, this

study has a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it was carried out for a short

period and the study results cannot be applied to another elementary

students who are in different age. Thus, based on the study results,

the development of additional tools to examine the perception level of

the students in different grades, the development of MMK 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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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development of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instruction

which can be applied in various contexts are necessary.

Keywords : metamodeling knowledge, modeling performances, 

modeling instruction with metamodeling,             

elementary students

Student Number : 2015-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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