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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물리 교육 및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이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힘과 운동에 관련된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형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학생의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

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수준별로 상세화하고, 모형구성에서 중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중학생 대상의 모형구성 능력 검사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중학교 과학 상위권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모형구

성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Halloun이 제시한 모형구성 도식에 따라 평

가틀과 채점 기준표를 개발하여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을 채점하였다. 검

사문항의 난이도, 변별도, 총점과의 상관계수 및 Cronbach α값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틀과 채점 기준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

다.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몇 단계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집 수에 따른 K-평균 군집 분석, 문항특

성곡선 및 점수별 학생 분포도를 확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모

형구성 능력을 5수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였다. 양적 분

석을 통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형구성의 특징과 사례분석을 통하

여 모형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중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의 수준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수준의 특

징은 학생들이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 직면했을 때, 물리적 실체는 인지

하지만, 그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표상하지 못한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2수준에서는 하나의 과학적 개념을 표상하여 물리

적 현상을 기술하였고,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3수

준에서는 두 개 이상의 개념들을 표상하고 이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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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 4수준에서는 3수준과는 달리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여

러 개념들이 표상되었으며,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5수준에

서는 모형구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모형이 나타났다. 따라서 힘과 운

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은 물리적 실체의 인지, 관련

개념 표상, 일부 개념 조직화, 필요 개념 조직화, 모형 구조의 완성 등으

로 특징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학생들은 모형요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이나 동인을 이상화시켜

서 표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속력을 제외한 비가시적인 개념들을 모형

요소로 선정하지 못하였다. 모형구조의 구성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상을 기술하는 상태적 측면은 구성하였지만,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적

측면은 잘 구성하지 않았다. 개념표현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언어적이나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개념을 나타내었으며, 일부의 학생들만이 벡터

적, 수학적으로 개념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벡터적 표현이나 수학적 표현

에 있어서 학생들은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념 조직화에

서는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지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힘과 운동 관련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을 지도하는

경우에 물리적 실체의 인지, 관련 개념 표상, 일부 개념 조직화, 필요 개

념 조직화, 모형 구조의 완성 등으로 이어지는 학습 진행의 단계에서 학

생들이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지를 파악하여 각 수준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교수학습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양한 역학적 현상 중에서 1차원 감속운동에만 국한되었으므

로, 다양한 물리적 현상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과학적 모형, 모형구성, 학습의 진행, 학생들의 어려움, 힘과 운동

학 번 : 2009-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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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1.1 연구 동기

우리나라 학생들이 시험문제 풀이에는 능숙하지만, 유의미한 물리학습

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오랫동안 제시되어 왔다(Kim & Park, 2002).

학생들의 물리학습에 대한 이러한 진단은 비록 우리나라 학생들에만 해

당하는 것이 아니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다(Hestenes, 1987;

Clement, 1982; Halloun & Hestenes, 1985; Gilbert & Watt, 1983;

Champagne et al., 1980). 특히 힘과 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교육과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획득하

기 어렵다고 보고되고 있다(Clement, 1982; Halloun & Hestenes, 1985;

Gilbert & Watt, 1983; Champagne et al., 1980).

물리교육 연구에서 유의미한 물리학습을 위한 물리 모형구성

(modeling)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Hestenes, Clement 및 Halloun

등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Hestenes, 1987; Clement, 1982; Halloun &

Hestenes, 1985). 이들의 연구에서 모형구성은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물리학의 이론을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물리학

수강생이 배워야 하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전략으로 제안되었다

(Hestenes, 1987; Clement, 1982; Halloun & Hestenes, 1985). 최근에는

모형구성이 중요한 교수학습방법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필수라

는 인식 아래 모형구성 능력 평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Lopes & Costa, 2007).

물리교육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과학적 모

형(scientific model)과 모형구성(modeling)은 새로운 교수-학습 전략으로

1) 본 학위 논문은 배대성, 유준희 (2012). 중학생의 힘과 운동 현상 관련 과학적 모형구성 수준

의 상세화. 새물리, 62(8).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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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고 있으며 학생의 과학적 모형구성 능력 평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Clement, 1982; 오필석, 2007; NRC, 2011, Schwarz

et al., 2009; Alonzo & Steedle, 2009; Stevens, 2010).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2011년에 고지한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 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에서 학

생들의 사고를 정교화하는 도구로써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미국 과학교육 연구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다(NRC, 2011).

학습의 진행(Learning Progression)은 영국의 국가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을 단계적으로 명료화하고 이를 바

탕으로 학생이 학습에서 진행을 이루어 나가도록 교수학습을 지원한다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OECD, 2005). 최근에는 문항반응이론 등을 사용하

여 과학적 모형구성 능력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보다 측정평가적인 관점

에서 제안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Alonzo & Steedle, 2009; 박정,

2001; Wilson, 2009; Wilson & Sloane, 2000).

우리나라의 2007년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모형은 주로 비유 모

형을 의미하며,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명시적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나 2007년 교육과정

에 제시된 과학교과의 목표는 과학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교육인적자원부, 2007),

포괄적으로 모형구성을 포함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힘과 운동” 관련 현상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며,

과학시간에 학습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이다. 대부분의 중학생은

7학년 과정에서 ‘힘과 운동’ 단원을 학습하는 것으로 기대되나, Halloun

(1996)의 주장대로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물리교수방법

에 의한 학습의 결과로 성취능력이 향상되지 못하거나 학습한 것의 대부

분을 짧은 시간 안에 잊어버릴 수 있다. TIMSS 등 과학성취도 국제비교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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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형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학습의 진행을 나

타내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고한 연구는 아직 드문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힘과 운동 단원의 개념 및 개념체

계에 대해서는 학습하지만, 모형구성에 대해 명시적으로 학습하지 않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힘과 운동 관련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모형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수준별로 상세화하고, 모형구성의 측면에서 중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구체화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모형구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교육과

정을 개선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

음과 같다.

1. 중학생의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은 수준

별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가?

2.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 시 학생들이 주로 나타내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1.3 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 우선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을 실시하였

고,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서 분석틀을 구축한 다음, 이를 통해서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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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모형구성 능력 및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을 평가할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문항에 대한 예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 검사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한 검사 도구로

본 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틀을 바탕으로 개발한 채점 기준표에 의해 학

생들의 반응을 채점하였다. 채점한 결과를 토대로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서 집단을 나눈 다음, 문항특성곡선과 점수별 학생 분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나누었다. 양적 분석을 통하여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분석하였고, 개별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으로 학생들의 모형

구성에 대한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대한 고찰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분석틀 구축 및 평가 문항 개발

예비 검사 실시

검사 도구의 수정 및 보완

본 검사 실시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채점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 및 어려움 분석

[그림 1-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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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4.1 모형(model)

선행연구를 통해서 모형에 대한 정의는 구체적 사물, 표상, 설명 체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Gildert, 2004), 본 연구에서는 Halloun

(2006)의 정의를 참고하여 모형을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을 과학적 개념을 통해서 기술․설명하고 예측하는 개념적 체계

(conceptual system)로 정의하였다.

1.4.2 모형구성(modelling)

본 연구에서는 모형구성을 자신의 개념세계에 있는 개념체계를 바탕으

로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기술․설명하는데 적절한 모형요소를 선정하고

주어진 현상에서 모형요소가 되는 개념들의 조직화를 통하여 모형의 구

조를 구성하여 물리적 현상을 기술․설명하고 예측하는 인지적 과정이라

고 정의하였다.

1.4.3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learning progression)

일반적으로 학습의 진행은 교육과정에서 학업 성취수준을 단계적으로

명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 수준을

단계별로 기술하는 것을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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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학생들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국내의 물리교육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어려움’

은 주로 내용지식의 이해측면에서 기대 수준과 현재 수준 간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다(이경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대 수준을 과학적 모형으로 설정하고, 현재 수준을 학생들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모형구성 도식의 차원 및 범주에서 모형구성의 단계가 진행됨

에 따라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과학적 모형과 일치

하지 않는 부분을 모형구성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으로 정의하였다.

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 모형구성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

을 파악하여 교수-학습 지도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소재 영재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학생들의 모형구성과 그에 대한 학습 진행을 평가하는 것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힘과 운동에 관련하여 일직선상에서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의 운동에 대하여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물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 모형에서는 모형의 영역과 모형 요소가 되는 개념 등

이 본 연구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물리적 현상에 대해서 본 연구의 결

과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이 검사문항에 응답한 내용만으로 분석한

자료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형구성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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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과학적 모형 및 과학적 모형구

성, 힘과 운동에 대한 학생의 개념 및 어려움 등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

보았다.

2.1 과학적 모형

과학적 모형에 대한 정의는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모

형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과학 철학자, 과학 교육자들 사이에서

의 일치된 의견은 없다(Halloun, 2006).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에

서 나타난 과학적 모형의 다양한 정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1.1 정신 모형과 개념 모형

본 연구는 중학생이 힘과 운동 현상에 대해서 구성한 모형을 분석하여

학습의 진행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구성한 모형과 과학적 모형을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구분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 모형과 개념 모형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정신 모형이란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이고, 개인적이며 특

이하고, 불완전하며 불안정한 모형을 의미하며(Greca & Moreira, 2000),

과학자나 과학 교사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외적인 표상인 개념 모형과 서

로 구분된다(Greca & Moreira, 2000). 개념 모형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고 받아들여지는 지식과 일관성이 있는 정확하고 완전한 표상으로 간주

되고 있다(Greca & Moreira, 2000).

정신 모형의 역할은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고 예측하려고 할 때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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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Greca & Moreira, 2002), 학생

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모형은 학생들의 머리 속에서 단단하게 자리잡아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매우 어렵고, 새로운 학습을 방해한다(Anderson

& Smith, 1987; 이명자, 1999). 따라서 과학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정신 모형을 개념 모형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Ogan

-Bekiroglu, 2007).

미국 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 2011년에 고지한 “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 Practices, Cross cutting Concepts, and

Core Ideas”에서도 정신모형은 내적이고, 개인적이며, 특이하고, 불완전

하며, 불안정한 모형이지만, 개념 모형은 그 모형이 표상하고 있는 현상

과 유사한 특징을 가지는 명백한 표상이라고 하였다(NRC, 2011). 개념

모형은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모형의 외적인 표현이며, 정신 모

형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NRC, 2011).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

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과학적 현상에 대한 정신 모형을 구성

하고 수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된 정

신 모형은 과학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이 있는 과학적 추론을 이

끌어 낼 수 있다고 하였다(NRC, 2011).

2.1.2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모형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적 모형은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추

상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체계가 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Gilbert, 2004), 주로 표상이나 개념체계, 또는 현상과 이론을 연

결하는 설명체계나 도구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Hestenes, 1987; Greca et

al., 2000; Schwarz et al., 2009; Halloun, 2006; Gilbert et al., 1998; 하지

희 등, 2009; 오필석, 2007; 오필석, 2009; 차정호, 2004).

모형을 표상으로 정의한 사람은 Hestenes(1987), Greca et al.(2000),

Schwarz et al.(2009)이다. Hestenes(1987)은 모형을 물리적 실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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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물리학에서의 모형은 물리적 실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특성들이 양적인 변수들에 의해서 표상되는 수학적

모형이라고 하였다(Hestenes, 1987). 이는 물리학과 관련된 문제 풀이 과

정에 대한 절차적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물리학을 무조건 수학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

판의 여지가 있다. Greca et al.(2000)은 문헌 연구를 통해서 정신 모형,

개념적 모형, 모형구성에 대한 개관을 제시하면서 개념적 모형은 실제

물체나 현상, 상황에 대한 단순화된 표상이라고 하였고, Schwarz et

al.(2009)은 학생들이 모형구성에 대한 양상을 특성화하는 학습의 진행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모형을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

해서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계를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표

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물리적 현상을 그림이나 도식 등을 통해서

단순화시켜 표상하는 것으로 직관적인 이해는 용이하지만,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은 부족하다.

모형을 개념체계로 정의한 사람은 Halloun(2006)이다. Halloun(2006)은

의미 있는 물리 학습을 위한 모형구성 도식을 제시하면서, 물리적 현상

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유형을 표상하고 그것과 관련된 특별한 기능을 뒷

받침하기 위해서 물리적 계의 구조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특정한 유형과

연관되는 개념적 체계를 과학적 모형이라고 하였다. 이는 Hestenes(1987)

이 제시했던 수학적 모형과 유사한 점이 많다. 하지만 Halloun(2006)은

이에 덧붙여 개념의 표현이나 모형구조의 기하학적 측면을 통해서 오로

지 수식뿐만 아니라 벡터, 그래프, 좌표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

리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학적 모형을 개념적 체계라고

하기 위해서 물리적 실체에 대해서까지 실체-개념(entity-concept)이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모형의 요소가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 것은 비판

의 여지가 있다.

모형을 설명체계로 정의한 사람은 Gilbert et al.(1998)와 하지희 등

(2009)이다. Gilbert et al.(1998)은 과학적 설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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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설명에서 모형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모형을 과학 활동에서

추상적인 이론과 경험적인 내용을 연계 지으면서,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를 기술하거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체계라고 하였다. 하지희 등

(2009)은 모델링 활동에 대한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면

서 과학적 모델을 자연 현상을 설명․예상할 수 있는 설명체계로서 현상

의 특징을 나타내는 설명이나 수식 또는 기호나 그림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모형을 설명체계라고 정의한 것은 모형의 기능 중

에 하나인 ‘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 현상을 단순히 언어적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나 그림 등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모형을 도구로 정의한 사람은 오필석(2007, 2009)과 차정호 등(2004)이

다. 오필석(2007, 2009)은 중등학교 지구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모형이 활

용되는 양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 모형을 어떤 물체나 현상, 아이디어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관심 있는 특징들을 표상하는 또 다른 사물이나

기호, 그림 또는 그것들의 체계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인 현상과 추상적인

개념을 연결 짓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차정호 등(2004)

은 과학적 모형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모형

을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현상과 추상적인 이론을 연결하는 설명도

구라고 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현상과

추상적 이론 혹은 개념을 연결하는 과정이 그림, 기호, 수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ilbert et al.(1998)은 과학적 설명 모형에서 개념이 기초가 된다고 하

였고, 하지희 등(2009)도 현상에 대한 설명을 수식, 기호 등으로 표현된다

고 하였는데 수식이나 기호에도 과학적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Halloun

(2006)도 마찬가지로 과학적 모형은 과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과학적 모형에 대한 Halloun(2006)의 정

의를 참고하여 과학적 모형을 과학적 개념을 통해서 물리적 현상을 설명

하는 개념적 체계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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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과학적 모형구성

2.2.1 과학적 모형구성의 교육적 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과학 수업에서 모형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과학 개

념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개념

과 이론의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과학적 현상의 기본적인 성질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차정호 등, 2004). 과학적 모형의 문

제 풀이, 교수-학습, 탐구 활동 등 다양한 교육영역에서 모형구성의 효과

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Halloun & Hestenes, 1987; Halloun, 1996;

Malcolm et al., 1995; Schwarz & Grekwerere, 2007)

Halloun & Hestenes(1987)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 역학에서 문

제 풀이를 가르치는 방법에 모형구성 이론을 적용하였다. 학생들을 하나

의 통제 집단과 세 개의 처치 집단으로 나누어서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를 통해 모형구성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모형구성 이론이 역학

문제 풀이 성취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Halloun &

Hestenes, 1987). 또한 Halloun (1996)은 레바논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앞선 연구와 마찬가지로 문제 풀이 과정에서 모형구성 방법을

적용하였고, 이 결과를 다른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구성

방법을 적용한 집단은 사전 검사에 비해서 사후 검사에서 성취도가 많이

높아졌으며, 통제 집단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Halloun, 1996).

Malcolm et al.(1995)은 문제 풀이가 아니라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서

물리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결

과를 전통적인 교수 방법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구성 수업을 한 학

급은 탐구수업을 한 학급이나 전통적인 수업을 한 학급보다 그 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lcolm et al., 1995).

Schwarz & Grekwerere(2007)는 탐구활동에서 예비 초등교사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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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안내된 탐구와 모형구성 탐구 활동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형구성

탐구 활동이 과학적 탐구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과학자가 연구하

는 지식 생성 과정을 학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형구성 활동이 적합하다

고 주장하였다(Schwarz & Grekwerere, 200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모형구성은 문제 풀이를 포함한 물리 학습에

서의 성취도 향상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과학적 탐구 활동을 수

행하게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2.2 과학적 모형구성의 단계

Hestenes(1987)에 따르면, 모형구성이란 어떤 물리적 대상이나 물리적

과정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론을 고안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인

지적 과정이다. 역학에서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은 모형의 네 가지 요소

인 ‘모형에서 표상되는 대상(object) 및 대상과 상호작용하는 동인

(agent)’, ‘대상의 특징을 표상하는 세 종류의 기술 변수’, ‘모형의 구조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는 모형에 대한 방정식’, ‘기술 변수와 관련된

해석’ 등을 바탕으로 기술 단계, 형성 단계, 적용 단계 및 타당화 단계에

따라 모형이 구성된다고 하였다(Hestenes, 1987). 각각의 단계에 대하여

Hestene(1987)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기술 단계에서는 대상의 특징을 표상하는 세 종류의 기술 변수인 물체

변수, 상태 변수, 상호작용 변수를 찾는 것이다. 물체 변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표상하는 것으로 질량, 전하, 관성 모멘트 등이 이에

해당되며, 물체 변수에 따라 질점, 강체 등과 같은 모형의 유형이 정해진다.

상태 변수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는 변위, 속도 등이 이에 해당되며,

상태 변수와 함께 좌표계가 설정된다. 상호작용 변수는 동인이라 불리는 계

외부의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표상한다. 힘, 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되며, 상

호작용 변수를 통해서 동인과 동인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형성 단계에서는 운동 변수들을 가지고 모형에 운동 법칙을 적용하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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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작용 변수들을 가지고 모형에 상호작용 법칙을 적용하여서 모형을 형성하

는 단계이다. 앞에서 제시한 기술적 변수들과 운동 법칙, 상호작용 법칙 및

초기 조건을 가지고 운동 방정식, 구속 방정식을 정의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단계는 전 단계에서 형성된 모형을 포사체 운동 등과 같은 실제 물

리적 현상에 적용하는 단계이다.

∙타당화 단계는 적용된 모형에 대한 경험적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된 모형

이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대상 기술
- 모형의 유형
- 대상 변수들

운동 기술
- 좌표계 
- 운동 변수들
  (기본 혹은 유도)

상호작용 기술
- 동인과 동인의 유형
- 상호작용 변수들
  (기본 혹은 유도)

운동 법칙 상호작용 법칙

모형
- 기술적 변수들
- 운동 방정식
- 구속 방정식
- 초기 조건

적용된 모형
- 포사체 운동
- 에너지 증가, 손실

Ⅰ. 기술단계

Ⅱ. 형성단계

Ⅲ. 적용단계

Ⅳ. 타당화단계

[그림 2-1] 역학에서의 모형구성 (Hestenes,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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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형구성 도식

Halloun(2006)은 모형구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구성 도식

(Modeling Schemata)을 제시하였는데, 모형구성 도식은 모형도식(Model

Schema)과 개념도식(Concept Schema)으로 세분화 된다(Halloun, 2006).

모형도식과 개념도식은 각각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되는데, 모형도식은 모

형영역(Domain), 모형요소(Composition), 모형구조(Structure) 및 모형조

직화(Organization)의 차원으로, 개념도식은 개념범위(Scope), 개념표현

(Expression), 개념조직화(Organization), 및 개념수량화(Quantification)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제시하였다(Halloun, 2006). 모형구성 도식의 각 차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제시하였다.

(1) 모형영역(Model Domain)

Halloun(2006)은 과학적 모형이 실제 세계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유형

(pattern)과 관련되며, 물리적 계(system)의 구조나 물리적 계의 행동이

이러한 유형을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여기서 물리적 계는 서로 상호작용

하고 있는 하나 이상의 물리적 물체들로 구성된다고 하였다(Halloun,

2006). Halloun (2006)은 계 내부의 물체들을 대상(object)이라고 하였고,

계 외부의 물체들을 동인(agent)이라고 하였다. 계 외부의 물체들, 즉, 동

인이 계의 환경을 만든다(Halloun, 2006).

Halloun(2006)은 모형의 영역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이 특별한 유형

에 국한된다고 하였는데, 그 예로 지구의 운동을 들었다. 즉, 지구는 물

리학에서 고전 역학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운동 유형을 가지는데, 하나

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타원 운동으로 뉴턴의 입자 모형을 통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지구의 자전으로 오일러의 강체 모

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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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물리적 계와 환경 (Halloun, 2006)

(2) 모형요소(Model Composition)

Halloun(2006)은 과학적 모형을 물리적 계의 구조나 행동에서 나타나

는 특정한 유형과 연관되는 개념적 체계라고 하였다. 물리적 계가 물리

적인 특성을 가진 물질적 실체들로 구성된 반면에, 과학적 모형은 모형

화된 유형의 주요 특징을 표상하는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며,

이 개념들은 다시 실체-개념(entity-concept)과 특성-개념(property-concept)

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Halloun, 2006).

Halloun(2006)에 따르면 실체-개념은 서술자(depictor)라고도 부르며 물

리적인 물체(대상과 동인)를 표상하며, 물체들이 특정한 유형을 만들어내

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다고 하였다. 실체-개념은 주로 표상된 물체의 형

태론적 양상을 서술하는 기하학적 개념이라고 하였는데(Halloun, 2006),

이와 같은 서술자는 병진 운동에 대한 뉴턴 모형, 보어의 원자 모형, 이

상기체 모형에서는 차원이 없는 질점이며, 회전에 대한 오일러의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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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기회로에서 옴의 모형, 생명체에서 생물학적 계에 대한 어떤 모형

에서는 3차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Halloun, 2006).

또 다른 개념인 특성-개념 혹은 기술자(descriptor)는 특정한 유형을 나

타내는 계의 구조나 행동에서 일반적이고 중요한 특징을 표상하는 것이

라고 하였다(Halloun, 2006). 모형요소의 예로 Halloun(2006)이 제시한

뉴턴의 가속되는 입자 모형에서의 모형요소를 그림 [2-3]에 나타내었다.

(1) 카트가 가속도 a로 병진운동하고 있을 때, 뉴턴의 입자 모형으로 표상될 수 있다.

(2) 뉴턴의 입자 모형에 대한 상태 기술자; 위치(r), 변위(△r), 속도(v), 가속도(a)

(3) 카트와 상호작용하는 세 개의 동인; 집배원, 땅, 지구

[그림 2-3] 뉴턴의 가속되는 입자 모형에서 모형요소 (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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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는 두 개의 넓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상-기술자(object-

descriptor)와 상호작용-기술자(interaction-descriptor)이다(Halloun, 2006).

대상-기술자는 물리적 물체의 특성을 표상하며, 고유 기술자와 상태 기

술자로 나눌 수 있다(Halloun, 2006). 고유 기술자는 대응하는 물체의 행

동이나 다른 물체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

을 표상하는데, 질량, 전하 등이 고유 기술자에 해당한다(Halloun, 2006).

상태 기술자는 물리적 물체의 행동을 특징짓고 다른 물체들과의 상호작

용을 통해서 변할 수도 있는 특성을 표상하며, 속도, 운동량, 전류 등이

상태 기술자의 예이다(Halloun, 2006). 상호작용 기술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물리적 물체들이 서로에게 작용하는 상호작용을 표상하며, 힘,

장, 에너지 등이 과학에서 상호작용 기술자의 예이다(Halloun, 2006). 상호

작용 기술자는 계 내부에서 대상들의 상호작용(내부 상호작용)을 표상할

필요가 있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동인의 행동(외부 상호작용)만을 표상할

수도 있다(Halloun, 2006).

(3) 모형구조(Model Structure)

Halloun(2006)은 모형구조가 위상기하학적 측면, 상태적 측면, 상호작

용적 측면, 인과적 측면 등 네 개의 측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Halloun(2006)에 따르면 위상기하학적 측면은 주어진 기준계에서 유형

을 만들어내는 주요 대상과 동인들의 공간적 배치를 편리하게 표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술자의 상대적인 위치를 적절한 좌표계 안에서 설정하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상과 동인의 상대적인 위치만이 고려되고, 동인

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는 무시된다(Halloun, 2006).

Halloun(2006)은 모형구조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상호작용 기술자는

상호작용 법칙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중력에 대한 뉴턴 법

칙, 전자기 상호작용에 대한 쿨롱 법칙, 탄성체에 대한 후크의 법칙이 고

전 역학 패러다임에서 전형적인 상호작용 법칙이다(Halloun, 2006).

상태적 측면은 특정한 유형의 기술(description)과 관련된다(Hall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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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적절한 상태 법칙은 모형의 대상이 특정한 기준계에서 어떻게 행동

하는지를 표현하며, 더 특별하게는 특정한 물리적 물체와 관련된, 주어진

상태 기술자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다(Halloun, 2006).

인과적 측면은 특정한 유형의 설명(explanation)과 관련된다(Halloun,

2006). 적절한 인과 법칙은 대상이 특정한 기준계 안에서 왜 그렇게 행

동하는지를 설명한다(Halloun, 2006). 인과 법칙은 상태 기술자가 상호작

용 때문에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기술한다(Halloun, 2006).

모형구조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예시를 [그림 2-4]에 제시하였다

(Halloun, 2006).

(1) 위상기하학적 측면

(2) 상호작용적 측면

(3) 상태적 측면

(4) 인과적 측면

[그림 2-4] 모형의 구조 (Halloun, 2006)



- 19 -

(4) 모형조직화(Model Organization)

Halloun(2006)에 따르면, 과학적 이론 안에 있는 여러 모형들은 모형

의 범위와 개념의 복잡성에 따라서 신흥(emergent) 모형, 기본(basic) 모

형, 부차(subsidiary) 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흥 모형은 기

본 모형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며, 부차 모형은 일상 생활의 예가 해

당된다. Halloun(2006)이 제시한 뉴턴 이론의 입자 모형에 대한 다섯 개

의 기본 모형이 [그림 2-5]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자유 낙하하는 물체는

일정하게 가속되는 입자 모형의 부차 모형이며, 가속되는 원운동을 하는

입자 모형은 일정하게 가속되는 기본 입자 모형과 일정한 원운동에 속박

된 기본 입자 모형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흥 모형에 해당된다

(Halloun, 2006). 이처럼 하나의 과학적 이론 안에서 모형들 사이의 관계

를 정하는 것이 모형조직화이다(Halloun, 2006).

자유 입자

관성 기준계에서 합력이 0인 물체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한다.

일정하게 가속되는 입자

일정한 합력 하에서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이나 포물선 운동을 하는 물체

조화 진동자에 속박된 입자

힘의 중심으로부터 변위에 비례하는 합력 하에서 앞뒤로 주기운동을 하는

물체

일정한 원운동에 속박된 입자

일정한 크기의 구심력 하에서 일정한 원운동을 하는 물체

충격 상호작용의 입자

충돌의 경우처럼 아주 짧은 주기 동안 작용한 힘에 의해서 선운동량이 변

한 물체

[그림 2-5] 뉴턴 이론의 입자 모형에 대한 기본 모형 (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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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념범위

Halloun(2006)에 의하면 기술자, 즉 개념은 특별한 물리적 특성을 표

상한다. 표상된 특성은 모형의 영역을 설정하며, 해당하는 모형의 영역에

따라 개념의 범위가 설정된다(Halloun, 2006).

(6) 개념표현

과학적 개념은 언어적, 상징적, 회화적,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Halloun, 2006).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Halloun, 2006).

∙주어진 기술자(혹은 서술자)의 언어적 표현은 특별한 이름, 오로지 개념

만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로 구성된다.

∙주어진 기술자(혹은 서술자)의 상징적 표현은 수학적 변수(질량은 m)와

관련된 기호의 알파벳과 숫자를 조합한 부호로 구성된다.

∙회화적 표현은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된다. 회화적 표현은 어떤 기술자를

나타내는 수단뿐만 아니라 서술자를 나타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모든

기술자가 회화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질량과 전하

같은 고유 기술자는 회화적 표현과 관련이 없다. 대조적으로, 힘과 가속도

같은 벡터적 기술자는 적절한 좌표계에서 크기를 나타내는 화살표를 통해

서 회화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모든 종류의 표, 방정식, 그래프, 다이아그램을 포함한 수학적 표현은 어

떤 개념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7) 개념조직화

서로 다른 종류의 개념인 힘, 질량, 가속도가 F=ma라는 관계로 맺어

져서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처럼, 기술자는 모형 안에

서 다른 기술자와 관계가 맺어진 후에 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Halloun, 2006).

(8) 개념수량화

물리학의 모든 기술자는 수량화, 즉 숫자로 표현될 수 있다(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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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모형구성 능력 평가

Lopes & Costa(2007)는 모형구성을 과학적 개념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모형구성은 과학적 지식을 포

함한 모형의 생성과 사용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모형구성 능력을 정보와

지식을 동원, 선택, 사용하며 표현하는 효과적인 능력이라고 하였다

(Lopes & Costa, 2007). Lopes & Costa(2007)는 모형구성 능력을 개념화

하기 위하여 [그림 2-6]과 같이 모형구성의 차원을 도입하였다.

여러 상황들

개념 세계

정신모형
(생성 중)

개념모형
(생성 중)

확장된 개념 체계

확장

대
면
방
법

개
념
화

조
작

문제상황
(대상)

[그림 2-6] 모형구성 능력 차원 (Lopes, 2002)

모형구성의 차원은 대면방법, 개념화, 조작의 세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Lopes & Costa, 2007). 대면방법은 학생들이 상황-문제를 분석하는 방식

과 개념이나 개념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특성들의 사용조건과 관련되며,

개념화는 대상이 물체, 사건, 혹은 전체 상황-문제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정신적 도식(mental schema)를 동원하여, 개념들 간에 일관성이 있는지,

상황-문제에 적합한지 체크하는 과정을 의미하고, 조작은 대상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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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가지고 답을 찾기 위해서 변수들이나 절차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

정신적 도식(mental schema)의 어떤 양상과 함께 상징적 표현 체계를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Lopes & Costa, 2007). 각 차원에 따른 범주와

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표 2-1]에 제시되었다(Lopes & Costa, 2007).

모형구성에
대한

분석 차원
범주 모형 간단한 조작적 정의

대면방법

개념 특성의
사용 조건과

개념들
사이의 관계

추론 조건의 존재 혹은 부재뿐만 아니라 특정한 실
험적 조건에 대해서 개념 특성의 사용 조건이나 개
념들 사이의 관계의 적합성 분석

상황-문제에
대한

분석에서
주의점

정답의 유형과 어떤 추론 조건을 설명하는 수단에
의해서 그 상황이 주의 깊게 분석될 수 있는지, 첫
번째 정답이 시도되었는지, 공식이 즉시 사용되었는
지에 대한 확인

개념화

물체의
개념화

문제에 대해 응답한 방식에 의해서 물체를 어떻게
그렸으며, 어떻게 취급했는지 추론

사건의
개념화

문제에 대해 응답한 방식에 의해서 사건을 어떻게
그렸으며, 어떻게 취급했는지 추론

적합성과
일관성

물체의 개념화와 사건의 개념화가 일관성이 있고, 적
합한지 평가

조작

변수들
사이의 관계

물리량들 사이에 확립된 관계 기술

관계의 유형 그 관계들이 질적인지 양적인지 확인

사용된
물리량

사용된 물리량의 열거

예측 능력
응답이 예측 능력이 있는지, 즉, 한 물리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

어떤 조작의
명확성

시간에 대한 분리, 좌표계의 선택, 계와 그들 사이의 상
호작용의 확인, 벡터의 분해와 같은 절차적 지식 확인

상징적 언어 사용된 언어의 유형 기술

[표 2-1] 모형구성 능력에 대한 범주의 체계(Lopes & Cos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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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pes & Costa(2007)는 9학년에서부터 석사나 박사과정 학생들까지

총 5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형구성 능력을 평가하였다. 검사문항은

로프 문제, 당구 문제, 농구 문제, 자동차 문제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각각의 문항에 대해서 위에서 제시된 범주의 체계를 바탕으로 각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범주의 체계를 작성하여 대상의 응답을 분석하였

다(Halloun, 2006). 학생들의 응답은 세부 범주가 나타나면 1점, 나타나

지 않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고, [STATISTICA© software; StatSoft Inc.,

1997]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응답 유형이 비슷한 집단을 분류하

였다(Lopes & Costa, 2007).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대면방법, 개념화,

조작의 차원에 대해서 7단계의 단계를 제시하였다(Lopes & Costa,

2007).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채점 기준표에서 각 범주에

대한 응답유형은 Lopes & Costa(2007)의 모형구성 능력 범주 체계에 대

한 조작적 정의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2.2.4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Schwarz et al.(2009)은 과학적 모형을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

기 위해서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계를 추상화하고 단순화하

는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 Schwarz et al.(2009)은 학생들로 하여금 어떻

게 그림자가 생기는지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게 하고, 모형을 어떻게 이

해하는지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4수준으로 나타내었다.

1수준은 학생들이 하나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성하고 사

용하는 수준이며, 2수준은 학생들이 하나의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수준이다(Schwarz et al., 2009). 3수준

은 학생들이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수준이며, 4수준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형

을 구성하고 사용하는 수준이다(Schwarz et al., 200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2]에 제시되었다(Schwarz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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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내용

4

학생들을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도와주는 영역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한다.

학생들은 현상의 행동이나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모

형을 구성하고 사용한다.

3

학생들은 관련된 여러 현상들의 다양한 양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

해서 다수의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한다.

학생들은 모형을 새로운 현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

2

학생들은 현상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그 현상이 어떻

게 발생하는지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을 구성하고 사용한다.

학생들은 모형을 그들 스스로의 생각을 지지하는 도구라기보다는 오히

려 현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전달하는 도구로 생각한다.

1

학생들은 하나의 현상에 대한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을 구성하

고 사용한다.

학생들은 모형을 새로운 지식을 발전시키는 도구로 보지는 않지만, 다

른 사람들에게 그 현상이 무엇과 같은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본다.

[표 2-2] 모형 이해에 대한 학습의 진행(Schwarz et al., 2009)

위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은 물리적 현상에 대한 기

술적 모형에서 설명적 모형으로 진행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상에 대한 설명은 수준이 진행될수록 보다 더 정교화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Schwarz et al., 2009). 본 연구자는 본 연구에서도 모형구성에 대

한 학습의 진행이 앞선 연구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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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의하고자

한다.

국내외 물리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사용하여 온 학생의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주로 오개념, 잘못된 추론 등을 의미하고 있다(이경호, 2007). 그

러나 이승희(2006)는 대학생들이 전공 역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내용, 교사, 평가, 맥락

으로 구성되는 교육요소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학생이 지각

하는 내용, 교사, 평가, 맥락의 현재 수준과 그것들에 대한 학생들의 기

대 수준 간의 차이(perceived gap)로 정의하였으며, 이진석(2008), 전찬희

등(2010)도 이승희(2006)의 정의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정의하였

다.

이경호(2007)는 학생들이 물리학을 어려워하는 원인을 이해하는데 도

움을 줄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면서 이승희(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을 내용 지식의 이해 측면에서 기대 수준과 학생의 현재

수준 간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자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기대 수준

과 현재 수준 간의 차이로 이해하고 이를 과학적 모형구성에 적용하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기대 수준인 과학적 모형과

현재 수준인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 사이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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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힘과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과 학습의 진행

2.3.1 힘과 운동에 대한 학생의 다양한 개념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은 힘과 운동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들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ampagne et al., 1980; Clement, 1982;

Gilbert & Watt, 1983; Halloun & Hestenes, 1985).

Champagne et al.(1980)은 P.O.E. 검사를 이용하여 힘과 운동에 대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물체에

힘을 가하면 운동을 한다.’, ‘일정한 힘을 가하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한다.’, ‘속도의 크기는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힘이 없으면 정지

또는 운동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 등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Champagne et al., 1980).

Clement(1982)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동하고 있는 진자의 추와 공

중으로 똑바로 던져 올린 동전,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표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

였다. 각각의 경우 모두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표시하여 학생

들은 운동이 힘을 필요로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Clement, 1982).

Gilbert & Watt(1983)는 다양한 물리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조

사하면서 힘과 운동 영역에서 학생들은 ‘물체가 움직이면 물체가 움직이

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 ‘등속 운동은 일정한 크기의 힘을

필요로 한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다’

등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Halloun & Hestenes(198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동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힘이 없으면 모든

물체는 정지한다’, ‘모든 움직이는 물체에는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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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등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해서 ‘힘은 밀거나 당겨서 발생한다’, ‘물체 내부의 힘이 물체를 운동하게

한다’ 등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Halloun & Hestenes, 198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한 결과 학생들은 운동의 원인으로 힘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힘의 작용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2 힘과 운동에 대한 학습의 진행

Alonzo & Steedle(2009)은 앞 절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힘과 운동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진행의 초판을 작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힘

과 운동에 관한 OMC(ordered multiple-choice) 문항을 개발하였다.

OMC 문항과 OE(open-ended) 문항을 통해서 힘과 운동 개념에 대한 학

생들의 학습 진행을 확인하였다(Alonzo & Steedle, 2009). 그 결과 힘과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진행은 5수준으로 나타났다(Alonzo &

Steedle, 2009). 가장 낮은 수준인 0수준은 주제에서 벗어난 응답을 한 수

준이며, 1수준은 힘을 살아있는 생물체에 의해 밀거나 당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수준이다(Alonzo & Steedle, 2009). 2수준은 운동하는

물체에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수준이고, 3

수준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합력이 0인 경우에 물체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이다(Alonzo & Steedle, 2009). 가장 높은 수준인 4

수준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에 비례하는 가속도를 발생시킨

다고 믿는 수준이다(Alonzo & Steedle, 2009).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표 2-3]에 제시하였으며, 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운동이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에 대한 학습 진행은 [표 2-4]에 제시하였다(Alonzo &

Steedle, 2009). Alonzo & Steedle(2009)은 학생들의 수준에 관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

가 있다고 하였지만, 다양한 맥락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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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기술

4
학생들은 물체에 적용된 합력은 가속도에 비례하며, 이 힘은 운동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3
학생들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거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2
학생들은 물체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포함하고 있으

며, 움직이지 않으면 힘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다.

1
학생들은 물체가 움직이던지 움직이지 않던지 간에 힘을 밀거나 당

겨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0 해당없음

[표 2-3] 힘과 운동에 대한 학습의 진행(Alonzo & Steedle, 2009)

수준
힘이

있는 경우

힘이

없는 경우

운동이

있는 경우

운동이

없는 경우

4

합력이 물체에 작

용한다면 물체는

가속될 것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없다면 물

체는 일정한 속도

로 움직일 것이다.

물체가 가속되고

있다면, 합력이 물

체에 작용하고 있

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 아니다.

3

합력이 물체에 작

용한다면 물체는

일정한 속도로 움

직일 것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없다면 물

체는 느려지거나

멈출 것이다.

물체가 일정한 속

도로 움직이고 있

다면 합력이 작용

하고 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다.

2

힘이 물체에 작용

하고 있다면 물체

는 움직이고 있다.

물체에 힘이 작용

하고 있지 않다면

움직이지 않는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면 힘이 물체

에 작용하고 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

다.

1

힘이 물체에 작용하

고, 물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물체는

움직일 것이다.

0 해당없음

[표 2-4] 힘과 운동의 유무에 따른 학습의 진행(Alonzo & Steedl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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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대상,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평가틀과 그에 따른 채점 기준표 및 채점 결과, 채점 결과를 토대

로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및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학생 중 모 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다

니는 과학 상위권 1, 2학년 학생 5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한 학생은

1학년 기초반 29명, 2학년 심화반 30명이다. 1학년 기초반은 남학생 22

명, 여학생 7명이고, 2학년 심화반은 남학생 22명, 여학생 8명이어서 총

남학생은 44명, 여학생 15명이다. 이 학생들은 모두 2007 개정 교육과정

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 중 힘과 운동 단원을 이수하여 모형구성에 필요

한 과학적 지식 및 개념을 학습하였다고 가정하였다. Lopes & Costa

(2007)는 9학년에서부터 대학교 4학년까지 다양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모

형구성 능력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이 집단들에서 모형구성 능력은 유의

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두 개 학년의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집단의 구성원이 다

양화되어 모형구성 능력의 다양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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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검사 문항 및 자료 수집 방법

중학생의 힘과 운동 관련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Lopes & Costa(2007)가 개발하여 실시한 모형구성 능력 검사에서 사

용한 4개의 문항(로프 문제, 당구 문제, 농구 문제, 자동차 문제) 중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에 부합된다고 여겨지는 자동차 문항을

선정하였다. Lopes & Costa(2007)가 실시했던 모형구성 능력 검사에서는

문제의 상황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응답자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여 문

제 상황을 자유롭게 기술하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중학생 수준에

서는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 자유롭게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모형구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도록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그림 3-1]에 제시되었다. 검사문항의

(1)-1은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를

선정하도록 하여 이상화 작업을 통해 주어진 역학적 현상에 대한 모형구

성에 필요한 모형요소를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1)-2는 모형요소와 관련된 과학적 개념을 표상하도록 요청한 문항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모형요소를 인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였

다. 검사 문항의 (2)는 일직선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3)은 원궤도로 움

직이는 상황에서 각각 자동차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모형의 구조를

구성하고 구성한 모형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문항 (4)는 (2)와 (3)에서 구성한 모형을 비교․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총 1시간 동안 응답을 하였으며, 응답지는 검

사가 끝난 후 바로 수거되었고,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연구자가 채점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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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림은 벽을 향해 달리는 자동차를 위에서 본 모습이다.

 

자동차가 직선 도로를 따라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벽과 마주쳤다. 자동차가 주행하던 도로와 벽은 서로 수직이

다. 이 때 벽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거리가 d인 지점에 도

착했을 때, ①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동차를 정지시키거나, 또는 ②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방향

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자동차는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1)-1.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두 적어보자. 

(1)-2. 자동차가 벽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과학적 개념들을 모두 적어

보자. 

(2)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정지하는 경우

    • (1)에서 응답했던 요소와 과학적 개념들을 활용하여 자동차가 방향을 바꾸지 않고 정지하는 경우에 자

동차의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그리고 자동차가 기술한 것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3) 자동차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 (1)에서 응답했던 요소와 과학적 개념들을 통해서 자동차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하는 경우에 자동차의 운동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보자. 그리고 자동차

가 기술한 것과 같은 형태의 운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4) (2)와 (3)에서 설명한 내용을 고려하여 두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더 안전한지 설명해보자. 자세한 근거

를 제시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그림 3-1] 검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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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모형구성 능력 평가틀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나타난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

한 정의를 바탕으로 과학적 모형을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에 나타난 물리적 실체와 사건 및 그것들의 특성을 추상적인 개념 세계

에 있는 과학적 개념으로 표상하고 그 개념들의 조직화와 표현을 통해서

목표인 물리적 현상을 기술․설명하고 예측하는 개념체계로 정의하였다.

모형구성 과정은 자신의 개념세계에 있는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해당 물

리적 현상에 적절한 모형의 요소를 선정하고 조직하여 모형의 구조를 만

들고 적용․평가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해

한 모형 및 모형 구성의 도식을 [그림 3-2]에 제시하였다.

[그림 3-2]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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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에는 물리적 실체인 대상과 동인이 존재한다. 대상 및 동인과 대상의 구

조적 특성, 행동적 특성, 대상과 동인의 상호작용을 모형의 요소로 선정

하여 이상화하고 개념 세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개념을 선정하여 각 학생

들 개개인의 정신모형으로 표상한다. 표상된 개념들을 서로 조직화하여

모형의 구조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인 물리적 현상을 기술․설

명․예측할 수 있는 개념체계를 정신모형 또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형구성(modeling)은 앞서 정의한 모형을 구성하는 인지적 과정으로

실제 세계에서 모형요소의 선정, 모형 요소인 개념의 조직화와 표현 및

수량화, 개념의 조직화를 통한 모형구조의 구성 등의 차원으로 이루어진

다고 본 연구에서는 정의한다. 모형구성의 차원과 하위 범주에 대한 정

의는 Halloun(2006)의 모형구성 도식에서 제시한 바를 따랐으며, 각 하

위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Halloun(2006)의 모형구성 도식과 Lopes

& Costa(2007)가 실시하였던 모형구성 능력 평가의 범주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해당 교육과정에서 물리 법칙의 정량적 표

현에 대한 학습 경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모형 구성의 차원 중 개념

수량화는 평가 요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모형의 영역은 모형이 역학,

전자기학 등과 같이 어떤 과학 이론에 속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모

형 조직화는 여러 개의 모형이 있는 경우 그 모형들 사이에 관계를 연결

지어 주는 것이다. 개념 범위 또한 모형구성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들

이 어떤 과학 이론에 속하는 지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모형구성 능력의

평가요소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표 3-1]과 같이 모형 요소, 모형 구

조, 개념 표현, 개념 조직화 등의 4개 차원으로 모형구성 능력에 대한 평

가틀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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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범주 조작적 정의

모형

요소

대상 표상 대상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동인 표상 동인을 어떻게 표상하는가?

고유 개념

표상

대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을 표상

하였는가?

상태 개념

표상
대상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을 표상하였는가?

상호작용

개념 표상

대상과 동인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

을 표상하였는가?

모형

구조

기하학적

측면

대상과 동인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준계를 정하고 사용하

였는가?

상호작용적

측면

대상과 동인 사이의 상호작용을 상호작용 법칙으로 표현

하였는가?

상태적

측면
대상의 운동을 기술하였는가?

인과적

측면
대상의 운동을 설명하였는가?

개념

표현

언어적

표현
사용한 개념들을 언어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는가?

상징적

표현
사용한 개념들을 상징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는가?

회화적

표현
사용한 개념들을 회화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는가?

수학적

표현
사용한 개념들을 수학적으로 적절히 표현하였는가?

개념

조직화

개념들

사이의

관계

대상의 고유 기술자, 상태 기술자, 상호작용 기술자의 관

계를 설정하였는가?

[표 3-1] 모형 구성 능력에 대한 평가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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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채점 기준표와 채점

[표 3-1]에서 제시한 모형구성의 평가 요소인 모형요소, 모형구조, 개념

표현 및 개념조직화 등의 측면에서 학생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학생의 응

답을 3수준으로 분류하여 채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김형준 등

(2010)의 연구 결과에 따라 채점 척도를 3수준으로 나누었다. 이에 따라 과

학적 모형과 일치하면 2점, 과학적 모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1점, 과학

적 모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무응답인 경우에는 0점으로 채점하였다. 타당

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한 채점 기준표는 물리 교육 전문가 3인과 물

리교육 전공 교사 3인의 검토를 받았고 이를 토대로 채점 기준표를 수

정․보완하였다.

모형요소 차원에서 대상인 자동차의 표상 유형은 과학자들이 문제를 해

결하는 방법과 같이 자동차를 질점으로 표상하는 경우를 2점, 질점까지는

아니지만 단순하지만 차원이 있는 형태로 표상한 경우를 1점, 자동차의 실

제 모양으로 표상한 경우를 0점으로 채점하였다. 대상에 영향을 끼치는 동

인의 표상 유형은 자동차 공학자들이 자동차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으로 도로와 바퀴와의 마찰을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강희용 등, 1999), 도

로를 동인으로 간주한 경우를 2점, 실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동인으로 간주

한 경우를 1점, 동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경우를 0점으로 채점하였다.

고유 개념 표상에서는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유한 특성들 중

에서 주어진 역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고유 개념을 질량으

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질량으로 표현하였으면 2점, 질량이라는 표현 없이

‘가볍다’, ‘무겁다’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1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없으면 개념을 표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0점으로 채점하였다. 상태

개념 표상도 같은 방식으로 속력으로 표현하였으면 2점, 속력이라는 표현

없이 ‘빠르다’, ‘느리다’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1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

급이 없으면 개념을 표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0점으로 채점하였다.

상호작용 개념 표상에서도 마찰력으로 마찰에 의한 힘이라는 것을 정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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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표현하였으면 2점, 마찰, 제동, 브레이크 등으로 표현하였으면 1점, 이와

관련된 내용의 언급이 없으면 개념을 표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0점

으로 채점하였다.

모형구조 차원에서 기하학적 측면에 대한 채점은 자동차 위치의 기준이

되는 벽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을 보고 채점하였다. 따라서

벽으로부터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제시한 거리 d를 명확하게 표

현하였으면 2점, 거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단순히 자동차의 위치를

나타내었으면 1점, 기준점인 벽을 나타내지 않았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상호작용적 측면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마찰력을 ‘접촉면의

거친 정도’와 ‘무게’로 나타내었으면 2점, 마찰력을 ‘접촉면의 거친 정도’나

‘무게’ 둘 중에서 하나와 연결 지어 나타내었으면 1점, 마찰력을 구체적으

로 표현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상태적 측면은 속력이 줄어드

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므로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기술하였으면 2

점, ‘일정하다’는 의미가 없이 단순히 속력이 줄어든다고 기술하였으면 1

점,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인과

적 측면은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응답하였으면 2점, 브레이크

의 작용 등과 같이 자동차에 어떤 작용을 하여서 속력이 줄어들었다고 응

답하였으면 1점, 자동차의 속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거나 과

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응답하였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개념표현 차원의 채점에서는 개념 표현을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채점하

였다. 일반적으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그 현상의 설명에 필

요한 개념을 표현할 때 언어적 표현이나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그에 대

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때 회화적, 수학적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

여 채점기준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개념 표현에 있어서 언어적 표현, 상징

적 표현과 회화적, 수학적 표현을 모두 사용하였으면 2점, 언어적 표현, 상

징적 표현이나 회화적, 수학적 표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사용하였으면 1점,

개념에 대한 표현이 없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이는 고유 개념, 상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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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상호작용 개념에 모두 적용되었다. 다만, 고유 개념에 대한 회화적 표

현은 질량이나 전하와 같은 스칼라량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Halloun, 2006) 고유 개념은 언어적, 상징적, 수학적 표현에 대해서만 채

점하였다.

개념조직화 차원에서는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 힘과 속력 변화의 관

계 모두 크기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기준으로

채점하였다. 즉, 속력 변화와 질량의 크기가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

게 표현하였으면 2점, 속력 변화와 질량이 모두 언급되었지만 속력 변화와

질량의 크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1점,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마찬가지로 속력 변화와 힘의 관

계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채점하였다. 속력 변화와 힘의 크기가 비례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였으면 2점, 속력 변화와 힘이 모두 언급되었지만

속력 변화와 힘의 크기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면 1점, 이러

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0점으로 채점하였다. 이에 따른 채점기준표

를 [표 3-2]에 제시하였다.



- 38 -

차원 범주 응답유형 배점

모형

요소

대상 표상

(자동차의 표상

유형)

개념적 점으로 표상 2

차원이 있는 단순화된 형태로 표상 1

실제의 모양으로 표상 0

동인 표상

(대상에 영향을

주는 물체 설정)

도로의 마찰로 정지 2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 1

언급 없음 0

고유 개념 표상

(질량)

질량으로 표현 2

가벼움 등으로 표현함 1

개념을 표상하지 않음 0

상태 개념 표상

(속력)

속력이나 속도로 표현 2

속도나 속력의 표현없이 느려진다고 표현 1

개념을 표상하지 않음 0

상호작용 개념

표상

(마찰력)

마찰력으로 표현 2

마찰, 제동, 브레이크 등으로 표현 1

개념을 표상하지 않음 0

모형

구조

기하학적 측면

(기준계 사용)

거리를 표현한 기준계 사용 2

거리를 표현하지 않은 기준계 사용 1

사용하지 않음 0

상호작용적 측면

(마찰력의 구체적

표현)

접촉면의 거친 정도와 무게로 표현 2

둘 중 하나만으로 표현 1

표현하지 않음 0

상태적 측면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기술)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든다고 기술 2

속력이 줄어든다고 기술 1

대상의 운동을 기술하지 않음 0

인과적 측면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설명)

운동 방향에 반대인 힘이 작용해서 속력이 감소 2

어떤 작용에 의해서 속력이 줄어듬 1

대상의 운동을 설명하지 않음 0

[표 3-2] 채점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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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범주 응답유형 배점

개념

표현

고유개념(질량)

표현

질량을 언어적․상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하고, 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함
2

질량을 언어적․상징적으로만 정확하게 표

현하거나 수학적으로만 정확하게 표현함
1

두 유형 다 표현하지 않음 0

상태개념(속력)

표현

속력을 언어적․상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

고, 회화적․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함
2

속력을 언어적․상징적으로만 정확하게 표현하

거나 회화적․수학적으로만 정확하게 표현함
1

둘 다 표현하지 않음. 0

상호작용개념

(마찰력)

표현

마찰력을 언어적․상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

하고, 회화적․수학적으로도 정확하게 표현함
2

마찰력을 언어적․상징적으로만 정확하게 표현

하거나 회화적․수학적으로만 정확하게 표현함
1

둘 다 표현하지 않음. 0

개념

조직화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

속력 변화는 질량의 크기에 반비례 2

속력 변화와 질량 관계가 불명확 1

조직 안 함 0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

속력 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 2

속력 변화와 힘의 크기 관계가 불명확 1

조직 안 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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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한 결과는 [표 3-3]에 제시하였다.

차원 범주
점수분포(n=59)

평균
표준

편차2점 1점 0점

모형

조성

대상 표상 1 43 15 0.76 0.47

동인 표상 7 35 17 0.83 0.62

고유 개념 표상 5 1 53 0.19 0.57

상태 개념 표상 49 2 8 1.69 0.70

상호작용 개념 표상 23 10 26 0.95 0.92

계 4.42 1.71

모형

구조

기하학적 구조 9 43 7 1.03 0.52

상호작용적 구조 1 1 57 0.05 0.29

상태적 구조 11 31 17 0.90 0.69

인과적 구조 13 16 30 0.71 0.81

계 2.69 1.50

개념

표현

고유 개념 표현 0 5 54 0.08 0.28

상태 개념 표현 12 35 12 1.00 0.64

상호작용 개념 표현 9 17 33 0.59 0.75

계 1.68 1.18

개념

조직화

질량과 속력변화 3 2 54 0.14 0.47

힘과 속력변화 5 16 38 0.44 0.65

계 0.58 0.97

총점 9.37 4.48

[표 3-3] 채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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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 결과를 토대로 검사 문항에 대한 양호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각

범주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및 총점과의 상관계수와 Cronbach α값을

계산하였고, 그 결과를 [표 3-4]에 나타내었다.

차원 범주 난이도 변별도
총점과의

상관계수
Cronbach α

모형조성

대상 표상 0.381 0.233 .364**

.784

동인 표상 0.415 0.167 .210

고유 개념 표상 0.093 0.267 .498**

상태 개념 표상 0.847 0.467 .498**

상호작용 개념 표상 0.475 0.767 .647**

모형구조

기하학적 측면 0.517 0.233 .413**

상호작용적 측면 0.025 0.067 .358**

상태적 측면 0.449 0.567 .618**

인과적 측면 0.356 0.633 .548**

개념표현

고유 개념 표현 0.042 0.133 .523**

상태 개념 표현 0.500 0.533 .587**

상호작용 개념 표현 0.297 0.600 .656**

개념조직화

질량과 속력 변화 0.068 0.233 .531**

힘과 속력 변화 0.220 0.600 .760**

총점 0.335 0.393

**. 상관계수는 0.01수준에서 유의함.

[표 3-4] 난이도, 변별도, 총점과의 상관계수 및 Cronbach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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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범주에 대한 난이도와 변별도는 Iowa대학에서 제공하는

Evaluation and Examination Service의 ‘Preparing and Evaluating Essay

Test Questions'에서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난

이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P=
∼fX-nX min

n(X max-X min )

f : 각 점수에 해당하는 피검사자의 수

X : 그 문항에서 받은 피검사자의 점수

∼fX : 그 문항에서 피검사자들이 받은 점수의 총합

n : 피검사자들의 총 수

X max : 그 문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

X min : 그 문항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

산출된 난이도에 대한 해석은 Cangelosi(1990)의 기준을 적용하여 판

단하였다. 난이도에 대한 해석은 0.25 미만이면 ‘어려운 문항’으로, 0.25

이상 0.75 미만이면 ‘적절한 문항’으로, 0.75 이상이면 ‘쉬운 문항’으로 판

단한다. [표 3-4]에서 각 범주에 대해서 계산한 난이도를 바탕으로 난이

도에 대한 해석과 그에 해당하는 문항 범주를 정리하면 쉬운 범주는 ‘상

태개념 표상’이며, 난이도가 적절한 범주는 ‘대상 표상’, ‘동인 표상’, ‘상

호작용 개념 표상’, ‘기하학적 측면’, ‘상태적 측면’, ‘인과적 측면’, ‘상태

개념 표현’, ‘상호작용 개념 표현’이다. 그리고 어려운 범주는 ‘고유 개념

표상’, ‘상호작용적 측면’, ‘고유 개념 표현’,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이다. 이 결과를 [표 3-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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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 해석 문항 범주

> 0.75 쉽다 상태 개념 표상

0.25~0.75 적절하다

대상 표상, 동인 표상, 상호작용 개념 표상, 기하학

적 측면, 상태적 측면, 인과적 측면, 상태 개념 표

현, 상호작용 개념 표현

< 0.25 어렵다
고유 개념 표상, 상호작용적 측면, 고유 개념 표현,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

[표 3-5] 난이도에 대한 해석 및 해당 문항 범주

또한 구체적인 변별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D=P U-P L

P U : 상위 25% 집단의 난이도

P L : 하위 25% 집단의 난이도

산출된 변별도에 대한 해석은 Ebel(1965)의 기준을 적용해서 0.10 미만

이면 변별도가 ‘없는 문항’으로, 0.10 이상 0.19 이하이면 변별도가 ‘매우

낮은 문항’으로, 0.20 이상 0.29 이하이면 변별도가 ‘낮은 문항’으로, 0.30

이상 0.39 이하이면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0.40 이상이면 변별도가

‘높은 문항’으로 판단한다. 난이도와 마찬가지로 [표 3-4]에서 각 범주에

대해서 계산한 변별도를 바탕으로 변별도에 대한 해석과 그에 해당하는

문항 범주를 정리하였다. 변별도가 높은 범주는 ‘상태 개념 표상’, ‘상호

작용 개념 표상’, ‘상태적 측면’, ‘인과적 측면’, ‘상태 개념 표현’, ‘상호작

용 개념 표현’,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이며, 변별도가 있는 범주는 없

다. 변별도가 낮은 범주는 ‘대상 표상’, ‘고유 개념 표상’, ‘기하학적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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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이며, 변별도가 매우 낮거나 없는 범주는

‘동인 표상’, ‘고유 개념 표현’, ‘상호작용적 측면’이다. 총 14개의 평가 요

소 중 변별도가 높은 평가요소 7개, 변별도가 낮은 평가요소 7개로 나타

나 절반 이상의 평가요소에서 학생들의 능력이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결과를 [표 3-6]에 제시하였다.

변별도 해석 문항 범주

> 0.40 높다

상태 개념 표상, 상호작용 개념 표상, 상태적 측면,

인과적 측면, 상태 개념 표현, 상호작용 개념 표현,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

0.30~0.39 있다.

0.20~0.29 낮다
대상 표상, 고유 개념 표상, 기하학적 측면,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

< 0.19 매우 낮다 동인 표상, 고유 개념 표현

< 0.10 없다 상호작용적 측면

[표 3-6] 변별도에 대한 해석 및 해당 문항 범주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동인 설정’의 범주를 제외한 모든

범주가 총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 α를 계산한 결

과 .784가 나왔다. Nunnally(1978)는 일반적으로 Cronbach α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결과로 판단하였으므로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

도가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틀과 채점 기준표

는 양호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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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분석방법

3.5.1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몇 수준으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 12.0K for Windows를 사용하여 학생

들의 총점을 K-평균 군집 분석하였다. 군집의 수는 3, 4, 5, 6 및 7개로

시도되었으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문항특성곡선 (Item Characteristic

Curve, ICC)과 점수별 학생 분포도를 작성하여 양호도를 분석하였다.

K-평균 군집 분석을 통해서 집단이 나누어지면, 각 집단의 평균 점수

에 따라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1점, 그 위의 집단은 2점, 그 위

의 집단은 3점, 이런 방식으로 각 집단별 점수를 부여하였다. 그리고

Construct map을 이용하여 각 집단별 점수에 대한 문항특성곡선을 그렸

다. 3개의 군집으로 나눈 경우에서부터 7개의 군집으로 나눈 경우까지

각각의 경우에 대한 점수별 학생 분포와 문항특성곡선은 [그림 3-2]에 제

시되었다. 문항특성곡선은 각 수준에 대한 곡선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으면 각 수준의 능력을 잘 변별한다고 해석되므로, 점수별 학생의 분

포가 가장 정규분포에 가깝게 나타나고, 각 군집별 문항특성곡선의 분포

가 양호한 경우는 5개의 군집으로 나눈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모형구성 능력의 수준을 5개의 군집으로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집단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1수준,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2수준, 그 다음으로 높은 집단은 3수준, 그 다

음으로 높은 집단은 4수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5수준으로 정

하고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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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집단 수에 따른 문항특성곡선 집단 수에 따른 학생 분포

3

4

5

6

7

[그림 3-3] 집단 수에 따른 문항특성곡선과 학생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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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수준별 특징 및 어려움의 분석

각 수준에서 나타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구성의

각 차원 및 하위 범주별 평균 점수를 근거로 한 양적 분석을 수행하였

다. 그리고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양적인 분석 결과를 토

대로 각각의 사례분석을 통한 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양적 분석은 채점 기준을 과학적 모형과 일치하면 2점, 과학적 모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면 1점, 과학적 모형과 일치하지 않거나 무응답인 경

우는 0점이라고 정하였으므로, 각 범주에 대한 집단의 평균 점수에 따라

집단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수준 4의 대상 표상의 평균 점수

가 1.00이면 수준 4는 대상을 과학적 모형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도록 표

상한다는 의미이며, 이는 [표 3-2]의 채점 기준표에 의해서 학생들이 대

상을 차원이 있는 단순화된 형태로 표상한다고 분석하였다.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각 집단별 평균점수를 통해서 모

형구성 도식의 차원 및 범주에서 모형구성의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

들이 구성한 모형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과학적 모형과 일치하지 않는 부

분을 확인하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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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학생들의 응답을 5개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과학적 모형구

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과 모형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4.1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분석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의 모형구성

에 대한 학습의 진행은 5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수준별 학생의 분

포는 [표 4-1]과 같이 5수준 12명, 4수준 24명, 3수준 17명, 2수준 5명, 1

수준 1명이었다.

수준

5 4 3 2 1

학생 수 12(20%) 24(41%) 17(29%) 5(8%) 1(2%)

[표 4-1] 수준별 학생 수

각각의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수준에 대한 차원 및 하위 범주별 평균 점수를 [표 4-2]에 제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수준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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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범주
수준

5 4 3 2 1

모형

구성요소

대상 표상 1.00 1.00 0.86 0.79 0.58

동인 표상 1.00 0.60 1.43 0.63 0.92

고유 개념 표상 2.00 1.20 0.00 0.13 0.00

상태 개념 표상 2.00 2.00 2.00 1.92 0.67

상호작용 개념 표상 1.00 1.80 1.71 0.13 1.08

계 7.00 6.60 6.00 3.60 3.25

모형 구조

기하학적 측면 2.00 1.20 1.29 1.00 1.00

상호작용적 측면 2.00 0.00 0.00 0.00 0.08

상태적 측면 2.00 1.40 1.43 1.00 0.00

인과적 측면 1.00 1.20 1.71 0.33 0.17

계 7.00 3.80 4.43 2.33 1.25

개념 표현

고유개념표현 1.00 0.60 0.00 0.04 0.00

상태개념표현 2.00 1.40 1.14 1.08 0.25

상호작용개념 표현 2.00 1.60 1.00 0.00 0.75

계 5.00 3.60 2.14 1.12 1.00

개념 조직화

질량과 속력변화 관계 2.00 1.00 0.00 0.04 0.00

힘과 속력변화 관계 2.00 1.40 1.14 0.00 0.08

계 4.00 2.40 1.14 0.04 0.08

[표 4-2] 수준별 평균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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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1수준의 특징

모형요소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대상 표상 0.58, 동인 표상 0.92,

고유 개념 표상 0.00, 상태 개념 표상 0.67, 상호작용 개념 표상 1.08이다.

따라서 1수준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물리적 실체

를 인지하지만, 그 물리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물리적

실체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유형을 과학적 개념으로 표상하지 못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설명해야 할 대상인 자동차와 그에 영향을 미치

는 동인으로 브레이크를 인지하고, 자동차의 속력이 줄어든다는 유형도

인지하였지만 이들과 관련된 과학적 개념을 표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타

나났다. 즉, 자동차의 운동을 속력이라는 개념으로 표상하지 못하였으며,

자동차에 영향을 주는 동인을 도로가 아닌 브레이크로 설정함으로써 상

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인 마찰력도 표상하지 못하였다. 자동차의 특성

을 나타내는 고유 개념인 질량은 표상뿐만 아니라 인지하지도 못하였다.

모형구조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위상기하학적 측면 1.00, 상호작

용적 측면 0.08, 상태적 측면 0.00, 인과적 측면 0.17이다. 즉, 1수준에서

나타나는 모형구조의 특징은 자동차의 위치를 불완전한 좌표계로 나타내

었고 모형 구조의 다른 측면은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모형요소를 선

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형의 구조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

다.

개념표현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고유개념표현 0.00, 상태개념표현

0.25, 상호작용개념표현 0.75이다. 즉, 개념에 대한 표현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모형 요소 선정시 인지한 모형

요소에 해당하는 개념을 표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개념조직화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0.00,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0.08로 개념의 조직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힘과 운동 관련 모형 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중 1수준에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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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물리적 실체를 인지하지만, 그

물리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물리적 실체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유형을 과학적 개념으로 표상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개념을

조직화하고 표현하지 못하여 모형의 구조를 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4.1.2 2수준의 특징

모형요소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대상 표상 0.79, 동인 표상 0.63,

고유 개념 표상 0.13, 상태 개념 표상 1.92, 상호작용 개념 표상 0.13이다.

2수준에서 나타난 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물리적 실체와

이 물체의 운동 유형으로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인지하며, 속력 개념

은 표상하지만, 질량 개념과 마찰력 개념은 표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구조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위상기하학적 측면 1.00, 상호작

용적 측면 0.00, 상태적 측면 1.00, 인과적 측면 0.33이다. 따라서 2수준에

서 나타나는 모형구조의 특징은 모형구조의 다른 측면은 나타나지 않고,

불완전한 좌표계에서 자동차의 운동을 속력 개념으로 불완전하게 기술하

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념표현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고유개념표현 0.04, 상태개념표현

1.08, 상호작용개념표현 0.00이다. 따라서 2수준의 개념표현의 특징은 상

태를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다른 개념들

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요소 선정시 속력을 제

외한 나머지 개념들을 표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개념조직화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0.04,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0.00으로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역시 모형요소 선정 시 속력 개념만을 표상하고 다

른 개념을 표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념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지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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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 개념 조직화가 이루어 질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수준에서 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물리적 실체와 이

물체의 운동 유형인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인지하며, 속력 개념을 표

상하여 불완전한 좌표계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모형구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속력 개념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모

형요소 선정 시 속력을 제외한 다른 개념을 선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념의 조직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1.3 3수준의 특징

모형요소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대상 표상 0.86, 동인 표상 1.43,

고유 개념 표상 0.00, 상태 개념 표상 2.00, 상호작용 개념 표상 1.71이다.

3수준에서 나타난 모형요소의 특징은 물리적 실체, 운동 유형을 인지하

고,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

인 마찰력을 표상하지만 고유개념인 질량 개념은 표상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형구조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위상기하학적 측면 1.29, 상호작

용적 측면 0.00, 상태적 측면 1.43, 인과적 측면 1.71이다. 3수준의 모형구

조에서 나타난 특징은 학생들은 자동차의 위치를 불완전한 좌표계로 나

타내고, 속력 개념을 통해서 자동차의 운동을 기술하였으며, 마찰력이라

는 개념을 통해서 자동차의 속력이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하는 등 다양한

측면의 모형구조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모형 구조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과학적 모형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완전히 일치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상호작용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다.

개념표현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고유개념표현 0.00, 상태개념표현

1.14, 상호작용개념표현 1.00이다. 따라서 3수준 개념 표현의 특징은 상태

를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인 마찰력을 언어

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질량 개념은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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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조직화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0.00,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1.14로 질량과 속력 변화 개념 사이의 관

계가 조직되지 않았지만 힘과 속력 변화 개념 사이의 관계는 조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형요소 선정에서 속력과 마찰력이라는 개념들

이 표상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념에 대한 조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수준에서 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속력 및 마찰력 개

념을 표상하고, 불완전한 좌표계에서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속력

이 줄어드는 운동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모형구조를 일부

과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속력, 마찰력 등의 개념을 언어적, 상징적

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힘과 속력 변화 개념을 서로 관련지어 조직화할

수 있었다.

4.1.4 4수준의 특징

모형요소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대상 표상 1.00, 동인 표상 0.60,

고유 개념 표상 1.20, 상태 개념 표상 2.00, 상호작용 개념 표상 1.80이다.

따라서 4수준의 특징은 모형의 구성요소를 모두 인지하고 자동차의 운동

을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인 마찰력, 그리고

자동차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질량을 모두 표상한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구조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위상기하학적 측면 1.20, 상호작

용적 측면 0.00, 상태적 측면 1.40, 인과적 측면 1.20이다. 따라서 4수준에

서 나타나는 모형구조의 특징은 3수준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하다.

개념표현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고유개념표현 0.60, 상태개념표현

1.40, 상호작용개념표현 1.60이다. 따라서 4수준 개념 표현의 특징은 상태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 개념인 마찰력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질량 개념을 표현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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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조직화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1.00,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1.40으로 질량과 속력 변화 사이의 관계

와 힘과 속력 변화 사이의 관계도 조직화되었다. 이는 모형요소 선정 시

질량과 속력, 마찰력이라는 개념이 모두 표상되었기 때문에 이 개념들

사이에서 개념조직화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수준에서 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형요소

인 속력, 마찰력, 질량 개념을 모두 표상하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모

형의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속력, 마찰력의 개념을 언어

적,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질량의 개념을 부족하나마 표현하여

힘과 속력 변화 및 질량과 속력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4.1.5 5수준의 특징

모형요소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대상 표상 1.00, 동인 표상 1.00,

고유 개념 표상 2.00, 상태 개념 표상 2.00, 상호작용 개념 표상 1.00이다.

따라서 5수준에서 나타난 모형요소의 특징은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개념인 마찰력, 그리고 자동차의 고

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인 질량을 모두 표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구조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위상기하학적 측면 2.00, 상호작

용적 측면 2.00, 상태적 측면 2.00, 인과적 측면 1.00이다. 따라서 5수준의

모형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정확한 좌표계, 자동차와 도로 사이의 상

호작용, 속력 개념 등 모형구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모형의 구조를 구

성하여 자동차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표현 차원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고유 개념 표현 1.00, 상태 개념

표현 2.00, 상호작용 개념 표현 2.00이다. 따라서 5수준의 개념표현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상태 개념인 속력과 상호작용 개념인 마찰력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뿐만 아니라 회화적, 수학적으로도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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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조직화의 범주별 평균 점수는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2.00, 힘

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2.00으로 질량과 속력 변화의 관계와 힘과 속력

변화의 관계가 모두 조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수준에서 특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형요소

인 속력, 마찰력, 질량 개념을 모두 표상하여, 모형구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모형구조를 구성하여 물체의 운동을 설명, 예측하는 것이다. 또한

속력, 마찰력의 개념을 수학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힘과 속력 변화

및 질량과 속력변화 개념의 관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4.1.6 중학생의 힘과 운동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중학생의 힘과 운동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수준별로 기술하면 [표 4-3]과 같다. 1수준의 가장 큰 특

징은 학생들이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 직면했을 때, 물리적 현상에 나타

난 물리적 실체는 인지하지만, 그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

들을 표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수준과 2수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과학적 개념을 표상하여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기술했다는 점이다. 즉, 속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물리

적 현상을 기술하였다. 하지만 하나의 개념만을 표상하였기 때문에 개념

들 사이의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나의 개념만 표상한 2수준에 비해 3수준은 두 개의 개념을 표상하고

이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를 통하여 관계를 설정하였다. 즉, 속력 변화와

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질량

과 힘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아서 필요한 모든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4수준은 3수준과 모형요소 및 모형 구조의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개념

의 표현 및 조직화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즉, 3수준에서는 속력 변화와

힘의 관계만 설정하였지만, 4수준에서는 속력 변화와 힘의 관계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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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속력 변화와 질량과의 관계도 설정하였다. 따라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5수준은 4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상호작용적 개념이 표상되고 그로

부터 모형구조의 모든 측면을 고려한 모형이 나타난다. 또한 개념의 수

학적 표현과 요구되는 모든 개념의 조직화가 나타난다.

힘과 운동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은 물리적 실체의

인지, 관련 개념 표상, 일부 개념 조직화, 필요 개념 조직화, 모형 구조의

완성 등으로 특징화하여 해석할 수 있다. 각 수준에 대한 예시는 [그림

4-1]과 같다.

수준 진행 순서 내용

5 모형 구조의 완성
모형구성 도식의 모든 범주를 사용하여 모형을

구성함.

4 필요 개념 조직화

물리적 현상을 인지하고 그 현상에 관련된 모

든 개념을 표상하여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를 통

해서 모형을 구성함.

3 일부 개념 조직화

물리적 현상을 인지하고 그 현상에 관련된 일

부의 개념들을 표상하여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

를 통해서 모형을 구성함.

2 관련 개념 표상
물리적 현상을 인지하고 그 현상에 관련된 하

나의 개념을 표상하여 모형을 구성함.

1 물리적 실체의 인지
물리적 현상과 거기에 나타난 물리적 실체를

인지함.

[표 4-3] 중학생의 힘과 운동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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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예 설명

5

모형구성 도식의 모든 범주를 통

해서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함.

4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드

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운

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으로

설명함. F=ma 공식을 통해서 개념

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

[그림 4-1] 중학생의 힘과 운동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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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예 설명

3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

드는 현상을 기술하고 그 이유를

운동 방향과 반대로 작용하는 힘

으로 설명함.

2

자동차의 속력이 일정하게 줄어

드는 현상을 기술함.

1

자동차가 벽 앞에서 정지해야 한

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개념을

통해서 기술하고 설명하지는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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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형구성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

4.2.1 모형요소의 선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모형요소의 선정은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결과를 설명․예측하는데

필요한 모형요소를 인지하고 이상화하는 과정과 이를 과학적 개념으로

표상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상화 과정의 한 예로 제시된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을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대상인 자동차를 질량을 가진 개념적 점으로 표상한다. 그러

나 참여 학생 59명 중 1명만이 자동차를 개념적 점으로 표상하였고, 나

머지 학생들은 자동차를 부피가 있는 실체로 인지하며 질점으로 표상하

지 못하였다.

< 단순화된 형태 > < 실제 모양 >

[그림 4-2] 대상 표상의 어려움

또한 동인 표상에 있어서도 학생들은 이상화를 하지 못하였다. 자동차

가 정지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지만, 과학자들은 최종과정인 도로와 바퀴

와의 마찰을 자동차의 속력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간주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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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자동차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동인은 도로가 되어야 하지만, 35명

(59%)의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자동차의 속력 감소에 영향을 주는 동인으

로 생각하였고, 동인을 언급하지 않은 학생도 17명(2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은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실체에 주목하여 모형에 필요한

요소를 인지하거나 이상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 >

[그림 4-3] 동인 표상의 어려움

과학적 개념의 표상에 있어서는 12명(20%)의 학생들이 자동차나 브레

이크 등 물리적 실체는 인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개념 표상은 잘 하지 못

하였으며, 24명(41%)의 학생들은 자동차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만을 표상하였다. 이는 속력이라는 개념은 비교적 직접 눈으로 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특성임에 비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질량과

마찰력은 잘 표상하지 못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연구

참여 학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실체인 브레이크와 도로 사이에 작용

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개념인 마찰력을 표상하지 못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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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그림에 제시된 예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가장 대표적으

로 보여준다.

[그림 4-4] 속력 개념만을 사용한 예

Chi et al.(1981)은 전문가와 초보자에게 물리 문제들을 범주화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문제해결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초보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관련 있는지에 대한 고

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요한 물리적 실체나 특징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의 표면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학생들

이 가시적인 개념인 속력은 표상하고, 비가시적인 개념인 질량과 마찰력

은 표상하지 못하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Halloun

은 모형요소의 선정에서 나타난 관련 요소의 인지와 관련된 문제를 모형

의 충실도(fidelity)로 개념화하였으며, 박종원 등(1998)은 실제상황에 존

재하는 다양한 특징 중 모형 요소와 관련되는 부분만 선정하는 것을 이

상화(idealization)라고 표현하고 이상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학생의 개념

이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였다(박종원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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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모형구조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모형구조의 기하학적 측면은 좌표계를 설정하고 좌표계 상에서 대상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기준점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기하학적 측면

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준점인 벽으로부터 자동차의 위치를 d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학생은 9명(15%)이었으며, 43명(73%)의 학생들은 벽을

나타내었지만, 자동차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지 않았고, 나머지 7명(12%)의

학생들은 기준점인 벽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4-5]에 제시된 예시처럼 학생들은 벽을 나타내고 자동차도 나타

내었지만, 벽에서부터 자동차의 거리를 명확하게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림 4-6]에 제시된 예시처럼 기준점인 벽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히 자

동차의 속력이 감소하는 현상만을 표현한 경우도 있었다.

[그림 4-5] 기준계의 불명확한 설정의 예시 [그림 4-6] 기준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상호작용적 측면을 정확하게 나타낸 학생은 1명으로 나머지 58명(98%)

의 학생들은 자동차와 도로 사이에 나타나는 마찰력을 마찰계수와 무게

의 곱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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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적 측면에서 31명(53%)의 학생들은 자동차의 속력이 감소한다고는

응답하였지만,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17명(29%)의 학생들은 속력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없었다.

인과적 측면에서 16명(27%)의 학생들은 브레이크의 작용으로 속력이

감소한다고 응답하였고, 30명(51%)의 학생들은 속력이 줄어드는 원인으

로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거나,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모형구조에서 인과적 측면은 핵심적인 요소이나 대부분

의 학생들이 현상을 기술하는 상태적 측면만을 포함한 모형구조를 나타

내는 것은 7학년 과학교육과정에 포함된 힘과 속력변화, 질량과 속력변

화의 관계에 대한 개념 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그림 4-7] 인과적 측면 구성의 어려움 예시

[그림 4-7]에 제시된 예시에서 학생은 속력을 힘과 같은 차원의 개념이

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속력과 속도는 다른 차원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

다. 특히 앞으로 가는 속력과 뒤로 가는 속도가 같아져서 합력이 0이 되

어서 정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힘과 속력에 대한 학생의 대안적 개

념으로 인하여 모형구조의 인과적 측면이 과학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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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kin(1983)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개념이 물리 문제 해결

에 있어서 효과적인 표상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로써

속도에 대한 혼동, 좌표계의 선택 등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

다. 앞선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4.2.3 개념 표현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학생들은 개념을 표현함에 있어서 언어적, 상징적 방법으로 주로 표현

하였다. 속력을 벡터나 그래프로 표현한 학생은 12명(20%), 힘을 벡터나

그래프로 표현한 학생은 9명(15%)이었다. 그리고 벡터나 그래프로 속력

이나 힘을 표현한 경우에도 잘못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그림 4-8]에서는 같은 크기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표현하면

서 힘의 작용점을 일치시키지 않는 경우를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위의

예에서는 벡터의 크기도 같지 않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8] 벡터 표현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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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등(2009)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그래프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오류 유형 중에 하나로 ‘그래프 기본 요소의

잘못된 표기’를 제시하였다. 이런 오류 유형에는 ‘변수 적지 않음’, ‘단위

적지 않음’, ‘원점 외의 기준점 표기’ 등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 학생들

이 제시한 그래프에서는 이런 오류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변수, 단위 적지 않음> <단위 적지 않음> <원점 외의 기준점 표기>

[그림 4-9] 그래프 표현의 어려움

4.2.4 개념 조직화에서 나타나는 어려움

중학생들은 모형 구성 과정 중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조직화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 중 힘과 속력

변화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한 학생들은 5명(8%)이었으며, 38명

(64%)의 학생들은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를 언급조차하지 않거나 과학

적 개념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응답하였다. 또한 질량과 속력 변화와

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한 학생은 3명(5%)으로 나타났다.

Rief(1981)는 효과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문제해결 전략,

기능적으로 유용한 지식 요소, 지식 조직화를 제시하였다. 박윤배(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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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Finegold & Mass(1985)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문제해결에 필요

한 선행지식을 갖추고도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경우가 상당수 있어서 학생

들의 내면에서 학습한 개념들이 어떻게 조직화되어 있는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조직화의 어려움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힘과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개념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들의 다양한

개념은 [그림 3-2]의 개념 세계의 개념체계로 구축되어 과학적인 개념과

는 다른 방식으로 모형에 표상될 수 있다.

< 속력 변화는 질량의 크기에 반비례 > < 속력 변화와 질량 관계가 불명확 >

[그림 4-10] 질량과 속력 변화 사이의 개념 조직화

< 속력변화는 힘의 크기에 비례 > < 속력 변화와 힘의크기 관계가 불명확 >

[그림 4-11] 힘과 속력 변화 사이의 개념 조직화

[그림 4-12]에 제시된 예시처럼 학생들은 마찰력과 속도를 같은 차원을

가진 물리량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또한 자동차가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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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해서 자동차가 정지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마

찰력과 속도가 같아져서 합력이 0이 되어야지만 정지하게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

일정한 크기의 힘의 작용할 때 그에 비례해서 속력이 감소하게 되는데

마찰력과 속력의 차원이 같다고 한다면 힘과 속력의 관계를 동일시하게

되어서 힘과 속력 변화와의 정확한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 또한 마찰

력과 속력이 같은 차원을 가지기 때문에 질량이 속력 변화에 어떤 영향

을 끼치는지도 생각하기 어려워서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하

게 설정하기 어렵다.

[그림 4-12] 개념 조직화의 어려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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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5.1 요약

물리 교육 및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이 중요한 교수-

학습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과학적 모형과

모형구성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힘과 운동” 관련 현상은 학

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며, 과학시간에 학습한 개념을 적

용할 수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을 수준별로 상세화하고, 모형구성의

측면에서 중학생들이 가지는 어려움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59명의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형구성에 관한 검사문항을 선정하여 중학생 수준에 적합하도록 검사문

항을 수정한 후에, 힘과 운동에 관련된 현상에 대한 설명 모형을 구성하

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은 Halloun(2006)의 모형구성 도식에

따라 평가틀과 채점 기준표를 작성하여 채점하였다. 채점 결과에 대한

난이도, 변별도, 총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 구성한

평가틀과 채점 기준표는 양호하다고 판단되었으며, Cronbach α를 계산

한 결과 채점 결과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고 나타났다. 채점한 결과를 토

대로 K-평균 군집 분석을 실시하여 학생들을 3~7 집단으로 나누고, 집단

별 학생 분포와 문항특성곡선을 분석하여 5개의 집단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의 평균 점수를 통해서 평

균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은 1수준으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5수준으로 정하고 각 수준의 범주에 대한 평균 점수를 통해서 힘과 운동

현상에 관한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과 모형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힘과 운동 현상에 관한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 진행은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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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수준에 따라 5수준으로 나눌 수 있다. 1수준은 학생들이 물리

적 상황에 대한 인식만을 하는 수준으로써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

난 물리적 실체를 인지하지만, 그 물리적 실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

성이나 물리적 실체가 만들어내는 특정한 유형을 과학적 개념으로 표상

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 모형의 구조를 만들거나 개념을 표현하고 조

직화하지 못하였다. 2수준은 학생들이 물리적 현상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현상에 대한 개념을 표상하는 수준으로써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

타난 물리적 실체와 이 물체의 운동 유형인 속력이 줄어드는 현상을 인

지하며, 속력 개념을 표상하여 불완전한 좌표계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

는 모형구조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속력 개념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

할 수 있으며, 모형요소 선정 시 다른 개념을 선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개념의 조직화를 하지 못하였다. 3수준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

든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일부 개념들 사이의 관계만 설정하는

수준으로써 주어진 물리적 현상에서 나타난 속력 및 마찰력 개념을 표상

하고, 불완전한 좌표계에서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속력이 줄어드

는 운동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모형구조를 일부 과학적으

로 구성하였다. 속력, 마찰력의 개념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

으며, 힘과 속력 변화 개념을 조직화할 수 있었다. 4수준은 현상을 설명

하는데 필요한 모든 개념을 표상하고 그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수준으로써 주어진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형요소인 속력,

마찰력, 질량 개념을 모두 표상하며,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모형의 구조

를 구성하였다. 이에 더하여 속력, 마찰력의 개념을 언어적,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질량의 개념을 부족하나마 표현하여 힘과 속력 변화

및 질량과 속력 개념 사이의 관계를 조직할 수 있었다. 5수준은 모형구

성의 모든 범주를 통해서 모형을 구성하는 수준으로써 주어진 물리적 현

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형요소인 속력, 마찰력, 질량 개념을 모두 표

상하여, 모형구조의 모든 측면을 포함한 모형구조를 구성하여 물체의 운

동을 설명, 예측하였다. 또한 속력, 마찰력의 개념을 수학적으로도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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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힘과 속력 변화 및 질량과 속력 변화 개념의 관계를 조직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각 수준별 차이를 분석하면 힘과 운동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은 물리적 실체의 인지, 관련 개

념 표상, 일부 개념 조직화, 필요 개념 조직화, 모형 구조의 완성 등으로

특징화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선 모형요소의 선정에서 대상 표상에 있어서는 대상 학생 59명 중 1명

만이 자동차를 개념적 점으로 표상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자동차를 부

피가 있는 실체로 인지하며 질점으로 표상하지 못하였다. 동인 표상에

있어서는 35명(59%)의 학생들이 브레이크를 자동차의 속력 감소에 영향

을 주는 동인으로 생각하였고, 동인을 언급하지 않은 학생도 17명(29%)

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개념의 표상에 있어서는 12명(20%)의 학생들이

개념 표상을 잘 하지 못하였으며, 24명(41%)의 학생들은 자동차의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인 속력만을 표상하였다. 모형구조의 구성에서 기

하학적 측면에 있어서는 43명(73%)의 학생들은 기준점을 나타내었지만,

자동차까지의 거리를 나타내지 않았고, 나머지 7명(12%)의 학생들은 기

준점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호작용적 측면에 있어서는 58명(98%)의 학생

들이 마찰력을 마찰계수와 무게의 곱으로 표현하지 못하였다. 상태적 측

면에서 31명(53%)의 학생들은 자동차의 속력이 감소한다고는 응답하였지

만, 일정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으며, 17명(29%)의

학생들은 속력이 감소한다는 표현이 없었다. 인과적 측면에서 16명(27%)

의 학생들은 브레이크의 작용으로 속력이 감소한다고 응답하였고, 30명

(51%)의 학생들은 속력이 줄어드는 원인으로 아무 것도 제시하지 않았거

나,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개념 표현에서

학생들은 주로 언어적, 상징적 방법으로 개념을 표현하였다. 속력을 벡터

나 그래프로 표현한 학생은 12명(20%), 힘을 벡터나 그래프로 표현한 학

생은 9명(15%)이었다. 그리고 벡터나 그래프로 속력이나 힘을 표현한 경

우에도 잘못 표현한 경우가 많았다. 개념 조직화에서는 힘과 속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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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한 학생들은 5명(8%)이었으며, 38명(64%)의

학생들은 힘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과학적 개념

과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응답하였다. 또한 질량과 속력 변화와의 관계

를 정확하게 기술한 학생은 3명(5%)이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질량과 속

력 변화와의 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5.2 결론 및 시사점

힘과 운동 현상 관련 과학적 모형구성에서 학습의 진행을 분석한 결과

학습 진행의 각 수준은 물리적 실체의 인지, 관련 개념 표상, 일부 개념

조직화, 필요 개념 조직화, 모형 구조의 완성 등으로 특징화할 수 있었

다. 이는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실체를 인지하고,

물리적 현상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표상하여 그 개념들 사이의 조직화를

통해서 모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힘과 운동 현상에 관련된 과학적 모형구성에 대한

학습의 진행 단계에서 2수준과 3수준에 분포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적 상황에 직면하면 과학적 개념을 표상하여 그 현상을 기

술하고 설명하려고 하지만 힘과 운동 관련 현상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모

든 개념들을 표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개

념인 속력만을 표상하여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혹은 둘 이상의 개념을 표상하여 주어진 현상을 기술하고 설

명하더라도 개념들 사이의 완전한 조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갓을 나타낸다. 이는 질적으로 분석한 과학적 모형구성에서 나타난 학생

들의 어려움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은 모형요소의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중요한 물리적 실체나 특징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의 표면적인 정보

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이상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질량, 힘 등과 같이 비교적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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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지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모형구조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측면은 상태적 측면과 인과

적 측면인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현상을 기술하는 상태적 측면만을 포함

한 모형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현상을 설명하는 인과적 측면은 나타나

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힘과 속력변화, 질량과 속력변화의 관계에

대한 개념 학습이 유의미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

며, 개념 조직화에서 학생들이 보였던 어려움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개

념들 사이의 관계 설정은 보통 물리법칙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다시 말하

면 학생들이 물리법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

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물리법칙을 통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힘과 운동 관련 현상에 관련된 모형구성을 지도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중학생들이 힘과 운동에 관련된 현상 관련 모형구성에 대한 학

습의 진행을 수준별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참고로 학생들의 모형 구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교수학

습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힘과 운동 현상에 관련된 모형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을 분석하여 사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어려움의 해결방안

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모형구성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

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지도방안을 탐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5.3 계속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가지고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어떤 단계를 통해서 진행되는지를 연구하였다. 하

지만 주제가 힘과 운동, 그것도 1차원적인 감속 운동에만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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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리적 현상에 대한 설명 모형에서는 모형의 영역과 모형 요소가

되는 개념 등이 본 연구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물리적 현상에 대해

서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이 어떤 학습 진행 단계를 따르는지에 대한 추

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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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

for Scientific Modeling a Force and Motion

Phenomenon

Bae, Daesung

Science Education (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model and modeling are stressed as new teaching-

learning methods in physics and science education. Even though the

force and motion is one of main topics in physics curriculum and

phenomena related to it are frequently experienced by students, many

students understandings different from scientific concepts have been

reported.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s for modeling a force and motion

phenomenon and figure out students’ difficulties by analyzing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modeling processes for a force and motion

phenomenon in everyday context.

The test item based on previous research was developed. The

participants were 59 high achievers of middle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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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responses were scored by the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and rubric according to a modeling schemata of Halloun.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s for modeling are

classified to 5 levels through analysis of K-mean cluster analysis, item

characteristic curves and distribution of students by levels. Specific

features of each levels have been analyzed quantitatively and

difficulties in modeling have been analyzed qualitatively.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s for modeling are

appeared as follow. At the level 1, students can identify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physical phenomena or physical realities in it. But

students can't represent concept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phenomenon. At the level 2, students can identify important facets of

the physical phenomenon and construct a model by representing one

of the related concepts. But students can't organize the concepts. At

the level 3, students can construct a model by representing more than

two related concepts and organize the concepts. At the level 4,

students can construct a model by representing all related concepts

and organizing them. At the level 5, students construct a model

including all facets of model structure.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s for modelling a force and motion phenomenon

have been classified into "identification of physical reality", "concept

representations", "modeling with some concept organization",

"modeling with all concept organization," and "completing model

structure".

Student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identification of invisible

model compositions except the concept of speed and representation

them as idealized concepts. Most students can success to construct a

state facet of model structure, but failed to construct a causal face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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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tructure. Most students can express concepts verbally and

symbolically. Though a few students can success to express concepts

vectorially and graphically, they have difficulties to express concepts

vectorially and graphically. Students seem to hav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relations between mass and speed and relation between

force and speed.

The results would suggest that teaching-learning sequences need to

be decided according to students' learning progressions for force and

motion phenomena. Since this study is limited to 1-dimensional

deceleration motion, further studies about various physical phenomena

are to be needed.

Keywords : Scientific Model, Modeling, Learning Progression, Force

and Motion, Difficulty

Student number: 2009-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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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신 아버지, 어머니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항상 이 형을 믿고 따르는 동생 대식이에게도 감

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도중에 이 아빠를 만나게 되어서 아빠로써 많이 놀아주

진 못한 우리 아들 민서에게는 감사한 마음보다는 미안함이 앞섭니다. 앞으로는

민서랑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그녀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대학원에 다니느라 가정에

소홀한 남편을 때로는 불평을 하면서도 끝까지 도와주고 지원해 준 나의 반쪽

미영이에게 이제까지 미안하다는 마음과 함께 가장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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