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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과학적 탐구는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과 과정을 통

한 추론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대상이나 여러 현

상들은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다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을 포함하는 경우

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탐구 방법의 일환으로 자연 현상이나

아이디어를 표상하고 과학적 모형의 제작 및 이를 조작해보는 일 또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모형을 기반으로 한 탐구가 강조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탐구활동을 통해 과학적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

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학습은 모형을 통해 사실이나 현상, 이론을 기술

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과학적 개념에 대

한 이해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과학적 추론 능력 또한 향상시킬 수 있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천문 현상에 대한 학생들

의 초기 모형을 분석하고,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

의 모형 변화 과정을 탐색하여 그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와 문헌 연구를 실시하고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의 모듈을 개발하여 인천 소재 초등학교 5학년 2개 반에

적용하였다. 수업은 5학년 「지구와 달」 단원의 ‘낮과 밤이 생기는 까

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것이며, 수업의 진행은 사실/현상/이론 제

시 → 개인 모형 구성(초기 모형, 중간 모형 1, 중간 모형 2) → 소집단

합의 모형 → 전체 합의 모형 →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의 단계로 이

루어졌다. 이때 모든 활동은 소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초기 모형과 중

간 모형 1, 2에서는 개인 모형을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소집단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모

형을 구성하는 단계마다 모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

펴보았다. 자료의 수집은 전체 활동과 소집단 활동의 오디오와 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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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화를 실시하였고 학생 활동지와 사후 인터뷰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

고 이들 자료는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해석과 분석은 전문가와

참여자 검증 그리고 자료 간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로 첫째,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초기 모형은 학생의 선행 학습 정도와 탐구 능

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학생들의 초

기 모형을 유형화하면 지구 자전 모형과 혼합 모형, 지구 공전 모형, 태

양 공전 모형, 지구 회전 모형, 태양 이동 모형, 그리고 행성 모형으로

나타났다.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은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 달 공전 모형,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

림자 모형, 달 구름 모형, 그리고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으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둘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의 개인 모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이는 소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

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의 존재 유무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정

도, 교사나 동료 학생으로부터 제공된 과학적 정보나 자료에 대한 이해

능력 및 활용 능력,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

력 등의 유무에 따라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러나 수치적으로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모형 도

식을 분석해보면 모형의 요소와 구조면에서 모형 구성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의 모형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 되면서 과학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

의 위상 변화’에 대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개념을 모형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고,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형이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모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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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초등 수준에서의 모형 구성 활

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 기

반 수업 전략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이 되는 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 과학적 모형, 사회적 구성, 상호작용, 초등학생, 초기 모형, 모형

의 변화

학 번 : 2013-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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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의 개념과 지식은 일반적으로 과학적 탐구 활동을 통하여 얻어진

다. 따라서 과학의 내용은 과학적 지식과 탐구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

다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과학적 탐구는 과학자들이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과 과정으로 설명하는 활동을 말하며 학생

들이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자들이 수행한 추론 과정과 연구 과정

을 이해하는 활동도 포함하고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그

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단지 실험을 통한 절차적인 방법에만 치중하고 있

고, 학생들은 교사가 던져주는 과학적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에 익숙해져 있어 진정한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실질

적인 과학 탐구를 교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

탐구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힌트, 단서

등을 제공하여 “과학적 사고(scientific thinking)”를 할 수 있게 해야 한

다(박영신, 2006).

특히,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대상이나 그것들의 체계, 과정, 인지적인

현상들 중에는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것

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탐구 방법의 일환으로 자

연 현상이나 과학적인 아이디어를 표상(representation)하고 과학적 모형

(model)의 제작 및 이를 조작해 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Franco et

al., 1999; Gilbert, 2004; Greca & Moreira, 2000).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모형을 구성해가는 활동의 교육적 의의와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모형을 만들어가는 활동을 통해 과학적 사고 능력이 촉진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여

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을 다루는데 있어 모형 구성 수업은 과학적 개념



- 2 -

과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Barab et al., 2000; Gobert & Clement, 1999).

또한 사회적 구성주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과학에서 학생들의 탐구

활동에서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과학적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Giere, 1988; Giere et al., 2006). 이러

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라 모형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활발한 논의는 모형이

점차 발전되고 정교화 되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Clement &

Steinberg, 2002; Rea-Ramirez. 1998). 따라서 모형 기반 학습 전략을 세

울 때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 또한 고

려할 필요가 있다.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학습은 단순히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결과를 예상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모형을 가지고 사실이

나 현상, 이론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면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과학자들이 수행한 추론 과정과 연구 과정을

이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형 구성 능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행해지고 발전되어야 하며 단순히 주입되는 것이 아니

라 조직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길러져야 한다(Leherer &

Schauble, 2012).

그러나 기존의 과학적 모형 구성에 관한 연구들은 중ㆍ고등학교 학생

들이나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초등 수준에서

가능한 모형 기반 학습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윤혜

경, 2011). 특히 지구과학 영역 중 천문 관련 내용은 초등학생들이 흥미

롭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가

다소 어려워 단순히 암기를 통한 학습이나 결과 중심의 탐구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쉽다. 천문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찰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천체의 상대적인 위치와 움직임을 이용해야 하며

공간 능력을 필요로 한다(Plummer et al., 2011). 그렇기 때문에 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천문 관련 단원을 학습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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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현상들을 탐구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행 가능한 모형 기반 수업을 개발하여 이

를 적용해보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초등 수준에서의 모형 구성 활동의 특징과 모형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탐색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천문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지구와 달’ 단원의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수업에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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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진정한 의

미의 탐구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적

용하여 그것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먼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해 학생 스스로 구성한 초

기 모형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을 수준별로 분석한 후, 소집단

상호작용을 통한 모형 구성 활동에서 개인의 모형 변화 과정을 탐색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모형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다

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초등학생들의

초기 모형의 유형과 그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개인 모형의 변화 양상과

그 특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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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과학적 모형

1. 과학적 모형

과학자들과 많은 교육 연구가들은 모형을 사용하여 추상적 개념을 구

체화하고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거나 명확히 하면서 동향을 예측하고,

어떤 특정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모델링(modeling)과 모델 기반 추론

(model-based reasoning)을 한다(Raghavan & Glaser, 1995). 과학적 모

형은 과학적 현상이나 아이디어의 특정한 속성 중에 관심을 두고 있는

특징들을 표상하는 사물이나 기호, 그림 또는 그것들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Gilbert & boulter, 2000; Gilbert & Ireton, 2003; Halloun, 2006).

또한 이는 과학 현상을 설명하고 예상하기 위해 중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 그 체제를 요약하고 단순화한 표상이며(Schwartz et al., 2009) 어

떤 체계의 특정한 측면을 표상하는 대상이나 상징, 혹은 이미지의 구성

체이자(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Gilbert & Irenton, 2003), 물리

적 체계의 구조와 그것의 특성을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Hestenes, 1997).

이러한 과학적 모형은 추상적인 개체를 시각화하며(Francoeur, 1997)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거나 묘사할 수 있고(Rouse & Morris, 1986), 현

상에 관한 과학적 설명과 예측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a).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모형은 특정 이론적 맥락에서

여러 개념적 체계를 실재 세계의 주요한 특징과 연관시킬 수 있게 해준

다. 즉, 과학자들은 과학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며 이론과 실재를 연결

시켜 주는 다리로써 모형을 활용한다(Gilber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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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 교육에서의 과학적 모형 구성

과학적 모형은 특정 대상이나 그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단순한 형태를

제공한다. 또한 모형 구성 활동은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거나 배우는데

적절한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서 특정 현상을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주며

과학적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a, 1998b; Passmore & Stewrt, 2002; Ramadas, 2009; Thomas &

McRobbie, 2001). 따라서 학교 과학교육에서 모형의 사용은 과학자들의

활동과 과학적 탐구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모형 구성 활동은

과학 학습의 핵심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00). 그렇기 때문에 학습의 전달자로써의 모형 구성 활동에 초점을 두

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Franco et al., 1999; Clement, 2000;

Gobert, 2000; Schwarz, 2002).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은 크게 모형의 생성(Generation)과 모형의 평가

(Evaluation), 모형의 수정(Modific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초기 모

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평가한 후 수정이 이루어지면서 모형이 점차 구

체화되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말하며 Clement(1989)는 이를 GEM 순환

(그림 Ⅱ-1)이라고 설명하였고, Rea-Ramirez 등(2008)은 이를 명료화하

여 <그림 Ⅱ-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 Ⅱ-1> GEM cycle (Clement, 2008) <그림 Ⅱ-2> Rea-Ramirez

등(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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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형 구성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

고 학생들은 모형을 생성, 수정, 재구성하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때

학생이 초기에 형성한 모형을 초기 모형(initial model)이라고 하며 수업

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희망하는 모형을 목표 모형(target

model)이라고 한다. 여기서 학생들이 구성한 초기 모형은 잘 설계된 수

업일지라도 한 번에 목표 모형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이 어떠한지를 파악한 후, 학습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하여

적절한 중간 모형(intermediate model)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a-Ramirez, 1998). Rea-Ramirez(1998)는 이를 도식화하여 모형의

순환을 통한 모형 구성 과정의 학습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Ⅱ-3> 학습 경로(Rea-Ramirez, 1998)

Clement(2008)는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중간 모형을 만들어 내면서 목

표로 하는 모형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때 모형의 진화(evolution), 혹은

모형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았다. 즉, 학생들은 초기 모형을 구성한 후

교사에 의한 불일치 질문(discrepant question)이나 실험 활동 및 토론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던 오개념을 버리고 모형을 수정하게 되면서 학생

들의 모형은 점차 목표 모형에 가까워지게 된다.

한편, Halloun(2006)은 모형을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과학적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 예측하는 개념 체계로 정의하고, 모형 구

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 구성 도식(Modeling Schemata)을 제시

하였다. 모형 구성 도식은 모형 도식(Model Schema)과 개념 도식

(Concept Schema)으로 나눠지며, 각각은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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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모형 도식은 모형 영역(domain)과 모형 요소(composition), 모형 구조

(structure), 모형 조직화(organization)로 나눠지며, 개념 도식은 개념 범

위(scope), 개념 표현(expression), 개념 조직화(organization), 그리고 개

념 수량화(quantification)로 구분된다.

이러한 모형 구성 활동은 관찰과 데이터의 해석뿐만 아니라 현상이나

사건의 기저를 이루는 이론적ㆍ설명적 모형을 가지고 사고하는 것과 자

신이 직접 모형을 구성해보는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모형을 탐색하거나 구성하는 활동은 이론과 실재의 특정 표상

에 작동하는 기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학습하는데 도움을

준다(Morgan, 1999).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육 연구가들은 모형을 기반

으로 한 학습의 영향과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Clement(2002, 2008)는 대집단에서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교사와 학생들 사

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통해 모형 구성 활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전략에 대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Clement & Steinberg(2002)와

Rea-Ramirez(1998)는 교사와 소집단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모형을 기반으로 한 학습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Gobert(2000)는

지각 변동을 야기하는 지구 내부의 공간적 구조와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

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수업을 진행하였고, Steer(2005)는 모형 기반 학습

을 통해 지구 내부 구조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적 변화를 수치적으로 확

인하고자 하였다. Baek 등(2011)은 MoDeL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증발과 응결’ 모형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델링

실행에 대한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오필석(2007)은 우리나라 중등학

교의 지구과학 수업에서 어떤 종류의 과학적 모형이 활용되고 학생들은

모형을 기반으로 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고, 유희

원 등(2012)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나타

나는 영재 학생들의 모형 생성과 발달 과정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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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

연구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초기 모형

과 모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기에 앞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낮과

밤에 관한 연구 및 지구의 자전,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선행 연

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연구

Vosniadou 등(1994)은 초등학교 1, 3,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낮과

밤에 대한 설명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먼저 학생들에게 밤

동안에 태양이 사라지거나 낮 동안에 별을 볼 수 없는 현상, 또는 달이

움직이는 것과 낮과 밤이 번갈아 생기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게 하였다.

그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구와 태양, 그리고 달에 대한 정신 모형을

통해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저학년일수록 일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설명하는 초기 정신 모형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통합적 정신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일부 학생들은 과

학적 모형에 가까운 정신 모형을 만들기도 하였다.

김수정(2012)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공간 능력에 따라 지구 자

전에 대한 개념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공간 능력에

상관없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별, 달의 일주 운동이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공간 능력이 높은 학생은 자전축을 중

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었다. 반면에 공간 능

력이 낮은 학생은 암기된 단편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구 자

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단순히 일상의 경험에 비

추어 지구의 자전을 이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지연(2014)은 지구 기반 관점과 우주 기반 관점을 연결해 주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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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연구로 낮과 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초등학생의 공간표상 특징을

분석하였다. 우주 기반 관점으로 살펴 본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공간 표상’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생들이 지구 자전으로 나타냈다. 그러

나 이들 중 일부는 빛에 대한 언급 없이 지구의 자전으로만 설명하거나

그 밖에 지구의 공전과 달, 구름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지구 기반

관점으로 살펴 본 결과는 아주 적은 수의 학생만이 실제와 비슷한 하늘

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 외에는 노을, 구분된 명암, 해와 달, 해가 지는

모습, 달이 뜨는 모습, 구름 등의 다양한 유형이 나타났다.

2.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연구

Lightman과 Sadler(1993)는 8학년~12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학

교 때의 달의 위상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 연구한 결

과 40%미만의 학생들만이 과학적 개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채동현(1996)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의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개념 유형과 그것이 학년별, 과학성취도별에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6학년 학생의 경우 달의 공

전이 달의 위상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군의

25%에 불과하며 지구 그림자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21%에 달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달의 위

상 변화에 대해 과학적 사고보다는 유년적 사고를 더 많이 지니고 있고

이는 교사 및 교과서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았다.

최여미(1998)는 초등학교 2, 3, 4, 5학년 학생들의 자연 현상을 관찰한

경험이 지구와 달의 운동 개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 결

과 학생들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학

년이 높아질수록, 관찰 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오개념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고학년일수록 과학적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김기필(2004)은 초등학교 2학년, 5학년 학생들의 태양과 지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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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대한 개념 유형을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그 결

과 2학년 학생들은 용어의 친숙함이나 개념의 어려움을 나타냈고, 5학년

학생들도 우주라는 확장된 개념과 태양, 지구, 그리고 달에 대한 개념에

혼동을 보였다. 그리고 달에 대한 개념의 영상적 표상과 언어적 표상이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보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개념은 주로 일상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지구 기반 관점과 우주

기반 관점으로 양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등학생들은 천체의 운동

에 대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달을 이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오개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형을 기반으로 한 수업을 통해 낮과 밤에 대한 이해와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개념 지도를 위한 새로운 교수 학습 전략을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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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초등 과학 교육과정 중 5학년 ‘지구와 달’ 단원에

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과학적 모형의 사

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초기 모형과 그 수준을 살펴보고, 모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초등 수준에서의 모형 구성 수업의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의 절차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Ⅲ-1>과 같다.

제 1단계 선행 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

↓

제 2단계 단원 선정 및 수업 모듈 개발

↓

제 3단계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교수-학습

과정안 및 학생 활동지 개발

↓

제 4단계 검사 도구의 현장 검증과 수정 보완

↓

제 5단계 교수-학습 과정안 적용

↓

제 6 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림 Ⅲ-1>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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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기 위해 선행 연구 고찰 및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등 수준에 적합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모듈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단원에 대하여 교

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초등학생들의 수준에서 모형 구성

이 가능하도록 교수-학습 과정의 계획 및 학생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또

한 본 연구를 위해 개발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모듈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정교화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초등학교 4학년 영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구과

학교육과 교수 2인과 지구과학교육 전공 연구자 4인의 협조를 얻어 검토

하고 수정ㆍ보완하였다.

예비 수업 후에 본 수업은 5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질

적 연구 방법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와 학생들과의 충분한 정서적 공

감 및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 연구에 해당하는 수업 차시(6차

시) 이외에 교육과정 상에 제시된 교수-학습 과정에 따른 수업을 포함한

‘지구와 달’ 단원 전체를 일주일에 3번씩 6주에 걸쳐 연구자가 직접 참여

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발

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수업 3차시와 ‘달의 위상 변화’에 관

한 수업 3차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각은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 촬영과 소집단 활동 촬영을 하고 이를 전사

하였으며 학생들의 초기 모형에 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학생 활동지와

수업 당시 연구자의 학생 관찰 일지, 그리고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과학 교육 관련 석사 학위를 소

지한 현장 전문가 1인과 교육학 박사 학위를 소지한 초등 교육 전문가 1

인의 도움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후 인터

뷰에서 모형 해석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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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인천시 계양구에 위치한 H초등학교 5학년 2개 반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A반 22명(남 11, 여 11), B반 23명

(남 11, 여 12)이다. H초등학교는 담임 교사가 아닌 과학 전담 교사 1인

이 과학실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과학 수업 시간에는 4인 1조 혹

은 3인 1조의 남녀 혼성 그룹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수업을 담당한 교사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 연구자 본인이 ‘지구와

달’ 단원 전체 차시를 진행하였으며,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이용하여 진행한 수업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차시이다. 본 연구자는 인천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10년을 근무하였

으며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과학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과학교육에 관심이

많아 초등 과학 교육연구회 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수업형태는 학생들의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

도록 이미 친밀감이 잘 형성된 기존의 4인 1조 혹은 3인 1조의 형태를

그대로 따랐으며, 연구자와 학생들과의 친밀감 형성을 위해 모형 구성

차시뿐만 아니라 단원 전체를 연구자가 직접 수업 진행하였다. 그리고

초기 모형의 유형과 그 수준을 다양하게 살펴보고 모형의 변화를 다각적

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능한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

로 하였다.

제 3 절 수업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형성 과정은 Clement의 GEM cycle을 따라

모형의 생성(Generation), 모형의 평가(Evaluation), 모형의 수정

(Modification)이 순환적으로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모형 구성 수업은

Halloun(2006)에 의해 수정된 GEM cycle을 기본 틀로 하였다. 수정된

GEM cycle은 과학적 현상이나 사실,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생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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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평가한다. 이때 생성된 모형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형을 새

롭게 생성하기도 하고 작은 문제점만 있다면 모형의 일부를 수정하면서

목표로 하는 모형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모형에 이상이 없다

면 모형은 실제 현실에 적용해보는 모형의 적용(Application) 단계를 거

쳐 확장된다.

Baek 등(2011)의 연구에서도 수정된 GEM cycle과 동일한 과정을 통

해 모형 구성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

문에 모형이 생성되고 평가ㆍ수정되는 중간에 손으로 직접 다루어보는

활동(Hands-on activity)과 모형 구성 과정 중간에 학생들의 사고가 목

표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에 의

한 과학적 정보의 제공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적

용한 모형 구성 수업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Baek 등(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 기반 교수 단계를 활용하였다.

Baek 등(2011)은 MoDeLS(Modeling Designs for Learning Science)

project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육

학적 접근으로 구성단위를 통합하고 발달시키며 학생들의 모델링 실행

(practice)이 가능하도록 한 모형 기반 교수 단계(Model-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 MIS)를 제시하였다. Baek 등(2011)이 개발한 모

형 기반 교수 단계(MIS)는 학생들을 과학적 모델링에 참여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로써 모델링 실행을 포함하는 교수 과정으로 개발되었다. 그리

고 이것은 학생들이 모델링 실행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

록 도우며, 과학적 모델(model)과 모델링(modeling)을 통해 과학적 추론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학생들이 과학적 모델링과 관련된 과

학적 담화의 특정 측면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Baek et al., 2011).

모형 기반 교수 단계(MIS)의 단계별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 Ⅲ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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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Description

1. Anchoring

Phenomena

and Central

Question

The unit begins by introducing an engaging

phenomena and a central question.

2. Construct an

Initial

Model

Individual students construct an initial model that

encompasses their ideas or hypotheses for answering

the central questions to help them outline how they

might gather and test their ideas.

3. Empirical

Investigatio

ns

Students in groups conduct a set of empirical

investigations about the phenomena. For each

experiment, students predict the outcome, share their

prediction with others, observe as they conduct the

experiment, identify and analyze the patterns they find,

explain the result, and reflect the result in relation to

their model.

4. Evaluate and

Revise the

Initial

Model

Students evaluate their initial model with empirical

findings and revise their model.

5. Introduce

Scientific

Idea and

Simulations

Fundamental scientific concepts, ideas and theories

related to the general phenomena or model are

introduced.

6. Evaluate and

Revise the

Model

Students evaluate and revise their model using the

scientific ideas and simulations to which they have

been introduced.

7. Peer

Evaluation

Each student presents his or her model to peers who

provide feedback on it.

8. Construct a

Consensus

Model

Students compare various models and construct a

consensus model either within a small group or as a

whole class.

9. Use the

Model to

Predict or

Explain

Students use the consensus model to predict or

explain other relate phenomena.

<표 Ⅲ-1> The Model-centered Instructional Sequence, MIS(Baek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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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적용한 모형 구성 단계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면 <그

림 Ⅲ-2>과 같다.

<그림 Ⅲ-2> 모형 구성 수업 단계

수업은 먼저 교사가 학생들이 구성해야 하는 목표 모형에 필요한 사실

이나 현상, 이론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다. 그리고 개인 모형 형성 단계

에서 선행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초기 모

형(Initial Model)을 구성한다. 이때 초기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는 제

시된 데이터를 가지고 개별 활동이 이루어진다. 초기 모형을 구성한 후

에는 여러 번에 걸쳐 개인 모형을 만들도록 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생각

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개인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 끊임없이 소집단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에 의한 지식

의 재구성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 중간에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이 원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다루어보는 활동(hands-on activity)에

해당하는 과학적 실험과 탐구 활동이 포함되고, 교사의 개입에 의한 과

학적 정보나 사실이 제공되면서 중간 모형(Intermediate Model) 1과 2를

구성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토론 활동을 통한 사회적

협의 과정의 결과로써 소집단 합의 모형(Consensus Model)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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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소집단 합의 모형의 발표 및 반 전체 토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하나의 합의 모형을 구성하도록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 모형은

다른 관련된 현상에 적용하여 이를 확인하게 된다.

1.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모형 구성 수업의 실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은 푸코 진자와 코리올

리의 힘, 인공위성 궤도의 서편 이동 현상 등의 실제 지구 자전의 증거

를 제시하는 대신,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학 현상의

관찰을 통해 지구의 자전을 추론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지구 자

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제시하여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탐구해 나가도록 모형 구성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는 실험이나 데이터에

의한 예측이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통해 보다 쉽게 모형 구성 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수업에 해당하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모형 구성 수업은 단원

재구성을 통해 한 차시였던 것을 3차시로 확대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단원 지도 계획은 <표 Ⅲ-2>와 같다.

차시 차시명

1 지구와 달 모양을 맞추어 볼까요?

2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요?

3 달은 어떤 모습일까요?

4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5-1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형 구성 차시)5-2

5-3

6 태양은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7 하루 동안 달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8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모양과 위치는 어떻

게 변할까요?9

10 지구와 달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요?

11 천체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찰하여 볼까요?

<표 Ⅲ-2>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단원 차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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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수업 차시 이외에 다른 차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방법에 따

라 진행되었으며 모형 구성 수업은 수정된 GEM cycle에 따라 수업과

관련된 안내 후(도입), 사실/현상/이론 제시 → 개인 모형 구성(초기 모

형, 중간 모형1, 중간 모형2) → 소집단 합의 모형 → 전체 합의 모형 →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모형이 적용된 차시의

세부 내용은 <표 Ⅲ-3>과 같다.

차시 모형 구성 과정 학습 활동

1

사실/현상/이론 제시
 과학 현상 제시 및 동기 유발을 위

한 질문

개

인

모

형

초기 모형 구성

단계(모형 1)
 초기 모형 구성

중간 모형 1 구성

단계(모형 2)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

단 실험

 소집단 토론
 초기 모형의 평가 및 수정

 중간 모형 1의 구성

중간 모형 2 구성

단계(모형 3)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

 지구 공전 주기

 별의 일주 운동

 소집단 토론
 중간 모형 1의 평가 및 수정

 중간 모형 2의 구성

2

소집단 합의 모형
 소집단 토론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전체 합의 모형
 반 전체 토론

 전체 합의 모형 구성

3 적용 및 확장

 전체 합의 모형의 적용 및 확장

: 하루 동안 태양의 이동 방향을 통해

지구의 자전 방향 알아내기

<표 Ⅲ-3>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모형 구성 차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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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에서 교사는 모형에 대한 정의와 모형 구성 활동, 그리고 과

학적 지식의 사회적 공동 구성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특히 모형에 대한

평가를 일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모

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 표현하도록 열린 분위

기를 형성해 주었다.

제시 단계에서는 낮과 밤을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 ‘Day & Night’를

보여주고 낮과 밤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우

리나라가 낮일 때 밤이 되는 지역은 어디이고, 우리나라가 밤이 되려면

어떠한 일이 생겨야 하는지를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제

를 제시하였다.

개인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 학생 개인

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초기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초기 모

형을 구성 한 후에는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단 실험을 하였

다. 이때 스티로폼 공은 지구, 전등은 태양이라 하고 가정하고 교사의 안

내 없이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하는 동안에도 활발히 토

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집단 실험과 토론 후,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중간 모형 1을 만들게 된다. 중간 모형 1을 구

성한 후에는 교사가 과학적 정보나 사실을 제공하였다. 여기서 제공된

정보는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집단 토론 과정

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과학적 정보는 천동설과 지동설,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걸리는

시간(지구 공전 주기), 별의 일주 운동이다. 학생들은 제공된 과학적 정

보나 사실을 토대로 소집단 토론을 하고, 자신들이 만든 중간 모형 1을

수정ㆍ보완하면서 중간 모형 2를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중간 모형 1과

중간 모형 2는 개인적으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소집단 합의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만든 중간 모형 2를

바탕으로 모형의 평가 및 수정 과정을 통해 합의된 소집단 모형을 구성

하였다.

전체 합의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각 조에서 만든 모형을 발표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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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후, 교사와 학생 전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최종 모형을 만들어 내었

다.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 단계에서는 전체 합의 모형인 ‘지구 자전

모형’과 일상에서 관찰한 태양의 이동 방향을 통해 지구가 어느 방향으

로 자전하는지를 알아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

도록 하였다.

모형 구성 수업에서 개인 모형을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 1, 중간 모형

2로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학생 개개인의 모형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학생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 모형을

구성하는 동안 자신의 모형이 질문이나 유추, 활동, 또는 사고 실험이나

과학적 정보에 부합하지 않을 때, 혹은 불만족을 느낄 때 모형 요소의

삭제나 추가를 통해 모형을 대체한다(Nunez-Oeido et al.,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은 점차 목표 모형에 가까운 방향으로 이동하

면서 모형의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때론 오히려 모형의 수준이 낮은

단계로 이동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모형의 변화는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

좌우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2. ‘달의 위상 변화’ 모형 구성 수업의 실제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경

험할 수 있는 과학 현상의 관찰을 통해 달의 공전과 태양-지구-달의 상

대적 위치에 따른 달의 위상 변화를 추론해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즉,

한 달을 주기로 반복적으로 변하는 달의 모양을 제시하여 달이 지구 주

변을 돌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내고, 달의 위상 변화의 원인을 학생들이

탐구해 나가도록 모형 구성 수업을 설계하였다.

본 수업에 해당하는 ‘달의 위상 변화’ 모형 구성 수업은 단원 재구성을

통해 두 개 차시였던 것을 3차시로 확대ㆍ편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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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계획은 <표 Ⅲ-4>와 같다.

차시 차시명

1 지구와 달 모양을 맞추어 볼까요?

2 지구는 어떤 모양일까요?

3 달은 어떤 모습일까요?

4 지구에 생물이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5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6 태양은 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까요?

7 하루 동안 달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8-1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달을 관찰하면 모양과 위치는 어

떻게 변할까요? (모형 구성 차시)
8-2

8-3

9 지구와 달에 대하여 정리해 볼까요?

10 천체 망원경으로 달 표면을 관찰하여 볼까요?

<표 Ⅲ-4> ‘달의 위상 변화’ 단원 차시 계획

본 수업 차시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모형 구성 차시(5차시)를 제

외하고 다른 차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지도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리고 모형 구성 수업은 수정된 GEM cycle에 따라 사실/현상/이론 제

시 → 개인 모형 구성(초기 모형, 중간 모형1, 중간 모형2) → 소집단 합

의 모형 → 전체 합의 모형 →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의 단계로 진행

되었다. 모형이 적용된 차시의 세부 내용은 <표 Ⅲ-5>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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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시 모형 구성 과정 학습 활동

1

사실/현상/이론 제시
 과학 현상 제시 및 동기 유발을 위

한 질문

개인

모형

초기 모형 구성

단계(모형 1)
 초기 모형 구성

중간 모형 1

구성 단계(모형

2)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지구와 달의 상대적 크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

단 실험

 소집단 토론
 초기 모형의 평가 및 수정

 중간 모형 1의 구성

중간 모형 2

구성 단계(모형

3)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

을 통해 초승달, 그믐달, 상현달, 하

현달, 보름달, ‘삭’의 위치 찾기

 (차별적으로 제공된 자료)달의 공전

궤도

 중간 모형 1의 평가 및 수정

 중간 모형 2의 구성

2

소집단 합의 모형
 소집단 토론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전체 합의 모형
 반 전체 토론

 전체 합의 모형 구성

3 적용 및 확장

 전체 합의 모형의 적용 및 확장

: 달의 위상 변화 순서를 통해 달의

공 전 방향을 추측하기

: 음력 8일과 음력 22일의 달의 모양

을 추측하기

<표 Ⅲ-5> ‘달의 위상 변화’ 모형 구성 차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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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단계에서 다양한 달의 모양 사진을 보여주고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한 후, 달의 모양이 주기적으로 다

양하게 반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도록 수업 과제

를 제시하였다.

개인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학생 개인의 사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초기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초기 모형을 구

성 한 후에는 교사가 달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는 사실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 크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난 후 소집단 실험에서는 스티로폼 공이 지구, 전등은 태양이라 가정하

고 교사의 안내 없이 자유롭게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실험을 하는 동안에

도 활발히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집단 실험과 토론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중간 모형 1을 만들고,

교사에 의해 수업 과제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나 사실을 제공받도록 하였

다. 여기서 제공된 정보는 학생들의 토론 과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성

되었으며 소집단 토론 과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

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공된 과학적 정보는 한 달을 주기로 반복

적으로 변하는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이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순서

대로 제시된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통해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

달, 그믐달, 그리고 ‘삭’의 위치를 찾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은 이

를 토대로 소집단 토론을 하고, 자신들이 만든 중간 모형 1을 수정ㆍ보

완하면서 중간 모형 2를 만들었다. 여기서 중간 모형 2의 구성 단계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된 정보 이외에 추가로 제공된 정보는 달의 공전

궤도이며 본 자료는 토론 과정에서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것

을 추론해 낸 조에 한해서 차별적으로 제공되었다.

소집단 합의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만든 중간 모형 2를

바탕으로 모형의 평가 및 수정 과정을 통해 합의된 소집단 모형을 구성

하였다.

전체 합의 모형 생성 단계에서는 각 조에서 만든 모형을 발표하고 평

가한 후, 교사와 학생 전체가 토론에 참여하여 최종 모형을 만들어 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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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 모형의 적용 및 확장 단계에서는 달의 위상 변화 순서를 통해 달

의 공전 방향을 추측하고, 전체 합의 모형인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통해 음력 8일과 음력 22일의 달의 모양을 추측해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제 4 절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과학 수업

에서 이루어졌으며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초기 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자료의 수집은 과학적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학급

을 대상으로 한 수업 촬영과 소집단별 활동을 촬영하여 분석 자료로 활

용하였다. 전체 학급 촬영은 교실 앞과 뒤에 두 대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소집단 촬영은 각각의 소집단에 캠코더 한 대와 보이스 레

코더를 이용하여 그 활동 내용을 기록하고 전부 전사하였다.

수업 촬영 이외에도 수업 중에 학생들은 학생 활동지를 작성하여 자신

의 모형을 평가ㆍ수정하였고, 소집단별 합의 모형은 8절지 도화지에 그

림으로 표현하고 모형을 설명하는 글을 적도록 하였다. 그리고 학급에서

최종적으로 합의된 모형을 학생들 각자 활동지에 자신의 그림과 글로 다

시 한 번 표현해보고, 모형을 적용하고 확장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도

록 하였다. 모형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도록 하는 활동은 초등학교 5학

년 학생의 발달 단계적 특징 상 추상적인 내용을 곧바로 이해하기 어렵

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그리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형을 정교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Khan, 2008).

학생들이 초기 모형을 구성한 후에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모형

구성에 반영된 사전 지식과 경험을 조사하여 분석하였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학생 개인의 모형 해석에 대한 검증이 이루

어졌다. 학생들의 인터뷰는 모두 녹음하여 전사하고, 녹화된 수업 장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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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모형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모형을 구성한 이유, 모형의 변화 과정, 그리고 모형

구성 수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낀 점 등이다.

그 밖에도 수업 중에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과 학생 관찰 일지 등을

참고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 5 절 자료 분석

모든 수집 자료의 분석은 질적으로 이루어졌고 연구자 외에 관련 분야

에 석사학위를 소지한 초등교사 1인과 모형 이론, 지구과학교육 및 초등

교육 전문 박사학위를 소지자 1인과 함께 모형을 해석하고 개념 수준에

따른 모형 분석을 하였다.

학생들의 모형에 나타난 개념을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 Simpson과

Marek(1988)의 것을 기초로 한 Barnett 등(2000)의 개념 수준별 평가 기

준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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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criteria

Complete

Understanding

Such responses indicate that students seem to

have acquired an integrated scientific perspective.

They are able to restructure their ideas and give a

coherent explanation of the phenomena.

Partial

Understanding

Such responses indicate that students seem to

have merely a partial knowledge of the

phenomena. Although ideas are not verbalized in

an integrated or unified way, some understanding

is evident.

Incomplete/

Inaccurate

Understanding

Students sometimes give just one simplistic,

incorrect viewpoint. Generally, students give linear

explanations (e. g. mountains are caused ‘by

volcanoes’) rather than see a number of forces as

being responsible for the phenomenon.

Confused

In some instances responses indicate a partial

understanding, but evident in the response is also

a specific misconception.

Students give rather confused, contradictory

explanations.

No conception

These students fail to formulate an answer. They

sometimes admit that they have had some

exposure to the information, but cannot access it.

<표 Ⅲ-6> 개념 수준별 평가 기준 (Barnett et al., 2000)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개념 수준별 평가 기준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현상에 대해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현상마다 나타나는 차

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완전한 이해

(Complete Understanding)의 단계를 5수준으로 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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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으나 현상마다 나타나는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

하는 부분적 이해(Partial Understanding)의 단계를 4수준, 부정확한 이

해(Incomplete/Inaccurate Understanding)의 단계를 3수준, 제시된 증거

가 분명하지 않고 부정확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분명치 않은

(Confused) 단계를 2수준, 그리고 단순 직관에 의한 비과학적인 개념(No

conception)의 단계를 1수준으로 하였다.

개념 수준별 평가 기준에 맞추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

상 변화’에 관한 모형을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 이것과 관련된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은 하나의 추론 과정으로만 설

명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다. 따라

서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 분석을 위해 변재성 등(2004), 이기영

(2008), 이미애와 최승언(2008), 오현석(2014), 채동현(1996),

Feigenberg(2002), Herman과 Lewis(2003), Trundle 등(2007)의 연구들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을 참고하였고,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남지연(2014), Vosniadou(1994)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

련 개념 내용들을 <표 Ⅲ-7>과 <표 Ⅲ-8>과 같이 정리하였다.

영역 항목 개념 내용

천체운동

태양 중심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주기

지구의 공전 주기는 1년이다.

지구의 자전 주기는 1일이다.

<표 Ⅲ-7>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개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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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역 항 목 개념 내용

스케일

크기
달, 지구, 태양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

지구는 달의 4배이고 태양은 109배이다.

거리
달과 지구의 거리는 지구 지름의 약 30배

이다.

광학

광원
태양이 태양계의 유일한 광원이다.

달은 광원이 아니다.

빛의 직진
빛은 직진하고 태양은 지구로부터 멀어

빛은 서로 평행하다.

천체 운동

달의 공전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한다.

달의 공전 주기(삭망월 기준)는 29.5이다.

공전 궤도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면은 일치하지 않

고 서로 기울어져 있다.

<표 Ⅲ-8> 달의 위상 변화 개념 내용

또한 개념 수준에 따른 모형 분석과 더불어 동일 수준의 모형에서 모

형 자체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Halloun(2006)의 과학

적 모형 구성 도식을 참고하였다. 이는 교사가 학생들의 모형을 평가하

기 위한 평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모형을 구성

하고 이를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Halloun, 2006). 본 연구에

서는 단일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형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

기 때문에 Halloun(2006)이 제시한 모형 구성 도식의 모형 스키마(model

schema)의 네 가지 영역 중 모형 요소(model composition)와 모형 구조

(model structure)를 참고하여 모형 변화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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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도식

(model schema)
범 주(category)

모형 요소

(model

composition)

개체-개념

(entity-concept)

대상(object) 또는 동인(agent)

표상

특성-개념

(property-concept)

대상 기술자

(object

descriptor)

고유 기술자

(intrinsic

descriptor)

상태 기술자

(state

descriptor)

상호작용 기술자

(interaction descriptor)

모형 구조

(model

structure)

기하학적 측면(topology facet)

상태 측면(state facet)

상호작용 측면(interaction facet)

인과적 측면(cause-effect facet)

<표 Ⅲ-9> 모형 도식 (Hallou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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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도식
범주 조작적 정의

모형

요소

개체-

개념

대상 또는

동인 표상
대상, 또는 동인은 무엇인가?

특성-

개념

대상

기술자

고유

기술자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

는가?

상태

기술자

다른 개체들과의 상호작용 아래 드러나는

특성을 나타내는가?

상호작용

기술자

시스템 내에서의 대상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거나 대상에 대한 동인들의 작용(영

향)을 나타내는가?

모형

구조

기하학적 측면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내는 대상들과 동인

들의 공간 배치를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게

대상, 혹은 동인을 위치시키는가?

상태 측면

어떻게 모형이 구조화되었는지, 그리고 모

형이 특정 체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가?

상호작용 측면 대상들 간의 상호작용을 표현하는가?

인과적 측면

왜 모형이 그러한 구조를 지니는지 혹은

모형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가?

<표 Ⅲ-10> 모형 도식의 조작적 정의

Halloun(2006)에 의하면, 과학적 모형의 구성 요소는 모형화 된 규칙

(pattern)의 주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개념들로 구성된다. 즉, 모형을 이루

는 구성 요소는 모형의 구성에 필요한 개념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개체-개념(entity-concept)과 특성-개념

(property-concept)으로 나뉜다. 개체-개념은 규칙의 존재에 기여하는 모

델의 구성 요소 안에 있는 물리적 실체, 즉 대상(object) 혹은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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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ts)을 나타낸다. 이는 종종 표상하는 실체의 주요한 형태상의 측면

을 묘사하는 기하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특성-개념은 규칙에서 보여

지는 체계의 구조나 행동 내의 공통된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특성-개

념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대상 기술자(object descriptors)이고

다른 하나는 상호작용 기술자(interaction descriptors)이다. 대상 기술자

는 또다시 고유 기술자(intrinsic descriptor) 혹은 상태 기술자(state

descriptor)로 나눠진다. 고유 기술자는 질량이나 전하와 같은 다른 개체

들과의 상호작용이나 해당하는 개체의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특

유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낸다. 반면, 상태 기술자는 속력이나 가속도, 혹

은 전자의 흐름과 같이 물리적 개체의 행동을 특징화 하고 다른 개체들

과의 상호작용 아래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상호작용

기술자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이 물리적 개체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낸다.

모형의 구조는 각각의 개념적 구성 요소들이 명확한 기능을 지닌 일관

된 개념적 체계로 전환되는 도식적 차원의 것이다. 모형 구조는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정의 된다. 먼저 위상 기하학적 측면(topology facet)은

개체-개념들의 위치, 즉 규칙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대상들과 동인들의

공간적 배치를 나타낸다. 그리고 상태 측면 (state facet)은 특정한 유형

혹은 규칙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모형들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그리고 어

떻게 행동하는지를 나타낸다. 상호작용 측면(interaction facet)은 상호

작용 기술자가 상호작용 법칙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과적 측면(cause facet)은 모형이 왜 그러한 구조를 지니는지, 혹은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 수준에 따라 모형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특

징을 분석할 때 모형 수준의 수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모형의 요소와 구조를 분석하여 모형 자체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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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먼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분석하고, 이를 개념에 따라 모형의 수준을 분류

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모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여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 1 절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모형 구성 수업

1. 초기 모형의 유형과 모형 수준

1) 초기 모형의 유형

수업 이전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표현한 초기 모형은 총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유형

에 따른 모형의 분류는 <표 Ⅳ-1>과 같다.

N=45

모형 유형

지구 자전 모형(20명) S E
낮 밤

혼합 모형(5명) S E
낮 밤



- 34 -

지구 공전 모형(11명) S E

낮

E

밤

태양 공전 모형(1명) S E

낮

S

밤

지구 회전 모형(1명)
밤

S E

낮

태양 이동 모형(5명)

E

밤

S E

낮

S

행성 모형(2명)

p p’

ES

S E

<표 Ⅳ-1>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에 관한 초기 모형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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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초기 모형의 분류는 낮과 밤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정신

모형을 분석한 선행 연구(Vosniadou et al, 1994)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표 Ⅲ-7)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반수에 가까

운 학생들이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하였고 학생들은 이미 선수학습의 결

과로써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모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구가 돌아서’라

고 표현하거나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낮과 밤이 번갈아 생기는 것을 회

화적으로 나타낸 학생들이 많이 있었다. 또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라

고 표현한 학생 중에는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학생도

있었다. 이는 지구의 자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단순 암기에 의한 선행

학습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초기 모형으로 지구의 공전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도 지구의 공전에 대

해 과학적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

문이다.’라고 글로만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모습

을 나타낸 학생들일지라도 어떻게 낮과 밤이 바뀌게 되는지에 대해 제대

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행 학습에 의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한다

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 또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직접적으로 관

련된 과학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구별해 내지 못하여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을 동시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나

타낸 학생들의 모형을 혼합 모형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이 밖에도 지구적 관점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인

태양 공전 모형과 지구 회전 모형, 태양 이동 모형 등을 초기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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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구 자전 모형

지구 자전 모형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낸

모형이다. 사례 A4의 경우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은 지구에서 태양 빛

이 비추는 곳은 낮이 되고 태양 빛이 전달되지 않는 반대편은 밤이 됨을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낮이었던 곳은 밤이 되고, 밤이었던 곳은 낮이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

다.

<그림 Ⅳ-1> A4의 초기 모형

사례 A2는 초기 모형으로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하였지만 지구가 어

떻게 자전을 하는지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기준이 되는 지점이 태

양과 가까우면 낮이 되고 태양과 멀어지면 밤이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A2의 모형에서는 지구의 자전이라는 과학적 용어도 나타나 있지 않고

지구가 돈다는 표현도 없지만 모형 해석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지구가

돌아 기준점이 그림과 같이 이동하는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자

전 모형을 구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A2는 지구가 어떻게 자전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선행 학습에 의한 결

과로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7 -

<그림 Ⅳ-2> A2의 초기 모형

② 혼합 모형

혼합 모형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나타낸

모형이다. 사례 A7의 모형을 살펴보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

를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림 Ⅳ-3> A7의 초기 모형

혼합 모형을 구성한 사례 중 B20은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돌아 낮과 밤이 생긴다고 설명하면서 밤이 되는 이유가 달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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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태양이 있을 때 낮이 되고, 태양이 사라지고 달

이 나타나면 밤이 된다고 보는 지구 기반 관점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Ⅳ-4> B20의 초기 모형

이러한 혼합 모형을 구성한 사례들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나타나

는 현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과 공

전을 함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지구 공전 모형

지구 공전 모형은 지구의 공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례 B12는 지구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태양과 마주한 곳은

태양 빛을 받아 낮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돌아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면

그 지점은 태양 빛을 받지 못해 밤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지구

는 자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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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B12의 초기 모형

사례 A3의 경우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

를 공전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태양의 위치를 왼쪽에 고정시키고 지구

에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태양과 마주볼 때와 마주보지 않을 때로 나눠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Ⅳ-6> A3의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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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낮과 밤은 어떻게 생겨? 네가 만든 모형으로 설명해볼래?

A3: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으면 태양 빛을 받아 낮이 되고, (지구

공전을 나타내며)이렇게 지구가 돌아서 우리나라가 태양과 반

대가 되면 밤이 되요.

연구자: 그런데 왜 밤일 때 태양과 지구의 위치가 낮일 때와 같아?

A3: (머뭇거리며) 음, 이게 한 바퀴 돈 건데… 돌다가 우리나라

가 태양과 반대일 때를 그린 거예요.

연구자: 아, 그럼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어두워질 때가 밤인 것이니?

A3: 네.

연구자: 태양은? 움직이지 않고?

A3: 네.

연구자: 아, 그래서 태양은 여기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그렸구나.

A3: (웃으며)네.

연구자: 그런데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은 어디서 알게 됐어?

A3: 어, 그전에 책에서 봤어요.

- 인터뷰

사례 B23은 사례 B12와 마찬가지로 지구의 공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

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례 B23은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지

구의 한 지점이 태양 빛을 받지 못할 때, 달이 나타나 밤을 만든다고 표

현하고 있다. 이는 낮이 되는 원인이 태양 빛이고, 밤이 생기는 까닭은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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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B23의 초기 모형 <그림 Ⅳ-8> B23의 모형 설명

④ 태양 공전 모형

태양 공전 모형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을 구성한 학생은 지구가 태양

계의 중심에 있고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침에 태양이 떴다가 밤에 지는 경험을 통

해 유추해 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사례 B14는 지구가 자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태양이 지구를 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지구와 태양이 서로 반

대 방향으로 돌면서 지구의 한 지점을 기준으로 그 지점이 태양과 마주

볼 때 낮이 되고, 태양을 등지게 될 때 밤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9> B14의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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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구 회전 모형

지구 회전 모형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지구가 태양과 달 주위를

차례로 공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례 B1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 때 낮이 되고 달 주변을 돌 때 밤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10> B1의 초기 모형

⑥ 태양 이동 모형

태양 이동 모형은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변으로 다가오면

낮이 되고 태양이 사라지면 밤이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례 A15

는 일상생활의 경험을 통해 단순히 태양의 존재 여부로 낮과 밤을 설명

하고 있으며 지구를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실체라고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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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1> A15의 초기 모형

사례 A16도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태양 이동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밤이 되는 이유를 태양이 사라지고 달이 지구 주변으로 다

가오기 때문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림 Ⅳ-12> A16의 초기 모형

⑦ 행성 모형

행성 모형은 행성들의 움직임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례 A14는 태양과 지구는 고정된 실체이며 지구가 태양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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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접 받을 때 낮이 되고, 행성들이 태양 빛을 가릴 때 밤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행성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은 단순 직관에 의해 태양-행

성-지구가 일직선상에 있게 되면 태양 빛을 행성들이 가리게 되면서 밤

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13> A14의 초기 모형

여기서 학생들의 모형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과학실에 게시된 태

양계 사진임을 인터뷰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연구자: 낮과 밤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설명한 것이니?

A14: 낮은 다른 행성들이 가리지 않아서 생기고, 밤은 다른

행성들이 지구를 가려서 생겨요.

연구자: 왜 그렇게 생각해?

A14: 행성들이 돌잖아요. 그러다가 태양을 가리면 밤이 되는 거라

고 생각했는데요.

연구자: 이건 어떻게 알았는데? 행성들?

A14: (과학 게시판을 가리키며)저기요. 과학실에 올 때마다 봤는

데요.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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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 수준

학생들의 모형에 나타난 개념을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 Simpson과

Marek(1988)의 것을 기초로 한 Barnett 등(2000)의 개념 수준별 평가 기

준표(표 Ⅲ-6)를 사용하였다. 또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련된 개

념 내용(표 Ⅲ-7)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수준별로 분류하였

다.

모형 수준 모형 유형

5

Complete

Understanding

(CU)

Ÿ 지구 자전에 대해 올바른

과학적 개념을 지니고 있

으며 지구 자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

한다.

지구 자전 모형

4

Partial

Understanding

(PU)

Ÿ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나 지구 자전과 공전

의 차이점에 대해 정확하

게 인식하지 못한다.

혼합 모형

3

Incomplete/

Inaccurate

Understanding

(IU)

Ÿ 지구의 운동에 대해 이해

하고 있지만 지구 자전에

대해 알지 못하며 지구의

공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

는 까닭을 설명한다.

지구 공전 모형

2 Confused(C)

Ÿ 천체의 운동으로 설명하고

자 하나 올바르지 않은 과

학적 개념을 지니고 있다.

태양 공전 모형,

지구 회전 모형

1
No

conception(N)

Ÿ 단순 직관에 의해 비과학

적으로 설명한다.

태양 이동 모형,

행성 모형

<표 Ⅳ-2> 개념 수준에 따른 초기 모형의 분류



- 46 -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개념 수준에 따

라 분류하면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경우와 태양을 중심으로 한 경우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지구를 중심으로 모형을 구성한 경우는 천동설의 입장

에서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고 가정하고 있다.

또한 지구적 관점과 우주적 관점에 따라 분류하면 일상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태양이 움직이거나 달이 움직여 낮과 밤이 생긴다고 본 지구적

관점과 우주에서 태양과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의 운동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우주적 관점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분류하여 그 수준을 나

누면 지동설의 입장과 우주적 관점을 모두 보여 주는 모형으로 지구 자

전 모형과 혼합 모형, 그리고 지구 공전 모형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세 모형 중 목표 모형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준인 지구 자전

모형을 5수준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으로 지구의 자전 요소가 들어 있으

나 자전과 공전을 함께 나타낸 혼합 모형을 4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

지구 공전 모형은 3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천동설의 입장과 지구적 관점이 나타난 모형으로는 태양 공전 모형과

지구 회전 모형, 태양 이동 모형이 있다. 이 중 태양 공전 모형과 지구

회전 모형은 천체의 운동으로 낮과 밤을 설명하기 때문에 2수준으로 분

류하였고, 단순 직관에 의해 비과학적으로 나타낸 태양 이동 모형과 그

밖의 행성 모형을 1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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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의 변화 양상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개인 모형과 소집단

합의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과

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지식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

해 의미 있고 협력적인 활동들의 맥락 안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소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초기 모형

과 중간 모형 1, 2에서는 개인 모형을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 모

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소집단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였

고, 모형을 구성하는 단계마다 모형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

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모형 수준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도식의 변

화 즉, 모형 요소나 모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서의 변화도 함께 살펴봄

으로써 모형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제 수업에 적용된 모형 기반 교수 단계(그림 Ⅲ-2)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후, 중간 모형 1과 중간 모형 2를 거쳐 소집단 합의

모형을 만들게 된다. 여기서 초기 모형을 M1이라고 하고 중간 모형 1을

M2, 중간 모형 2를 M3, 소집단 합의 모형을 M4라고 표시하였다. 각 단

계에 따른 모형들 중 M1과 M2, M3은 개인 모형에 해당하고 마지막

M4만 소집단 합의 모형에 해당한다.

모형 구성 단계

개인 모형

초기 모형(M1)

중간 모형 1(M2)

중간 모형 2(M3)

소집단 합의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M4)

<표 Ⅳ-3> 모형 구성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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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수준에 따라 모형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모형 수준의 변화

가 나타난 경우와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

었다. 또한 모형의 수준이 변화한 경우에는 수준이 올라간 경우와 내려

간 경우, 그리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N=45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28명)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17명)

모형 수준이

올라감(24명)

목표 모형

도달(16명)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17명)목표 모형

미도달(8명)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감(2명)
잘못된 초기 모형의 유지(0명)

모형 수준이 내려감(2명)

<표 Ⅳ-4>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1)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크게 모형 수준이 올라간 경우와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 그리고 모형 수준이 내려간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모형 수준이 올라간 경우 중에는 소집단

합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에 도달한 경우와 도달하지 못

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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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형 수준이 올라감

가. 목표 모형 도달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

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M4)이 목표 모형에 도달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

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5>와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16)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A15, A16,

B1, B2
1수준 5수준 5수준 5수준

B5, B10,

B23
3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B16, B18,

B19, B22
3수준 4수준 4수준 5수준

A3 3수준 4수준 5수준 5수준

A7, A8,

B20
4수준 4수준 4수준 5수준

B21 4수준 4수준 5수준 5수준

<표 Ⅳ-5> ‘목표 모형 도달’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목표 모형에 도달하는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경우는 주로 소

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하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이다. 이때 상호작용은

언어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한 것도 학생들의 모형이 변

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사가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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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정보나 자료,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오고 간 과학적 정보를 이

해하는 능력과 이를 잘 활용하여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모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

보면,

사례 B10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B10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3수준

중간 모형 1(M2) 3수준

중간 모형 2(M3) 4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3 3

4
5

B10의 모형 수준

<표 Ⅳ-6> B10의 모형 수준 변화 양상

사례 B10은 모형의 수준이 올라간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한 사례에 해당한다. B10은 초기 모형으로 3수준에 해당하는

‘지구 공전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 때는 낮이 되고, 달이 비출 때는 밤이 된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그림

으로 나타낸 B10의 초기 모형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다소 회화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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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4> B10의 초기 모형 (지구 공전 모형)

사례 B10은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실험에서도 여전히 ‘지구 공

전 모형’을 구성하였고, B9가 공을 들고 지구 자전을 나타내면서 전등

주변으로 공을 돌리는 지만 이것을 관찰한 B10은 여전히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B9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실험 활

동 중 다른 학생(B11)에게 낮고 밤이 생기는 까닭이 지구의 공전 때문이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모형에 확신을 갖으며 중간 모형 1의 구성

활동에서 초기 모형과 동일한 수준의 ‘지구 공전 모형’을 표현한다. 그러

나 B10의 중간 모형 1은 초기 모형과 달리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

전하는 것을 나타내면서 보다 과학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B9: (공을 들고 지구 자전과 공전을 표현한다.)

B10: (B9를 따라 공을 들고 지구 공전을 표현한다.)

B9: (지구 자전을 표현하며)이때 낮, 이렇게 하면 밤, 봤지?

B10: (살짝 지구 자전을 표현하지만 지구 공전을 강조하며)낮이었

다가 이렇게 움직이면 밤이 되잖아.

B9: 야, 재민이도 해보라고 해.

B10: 재민아, (지구 공전을 표현하며)이렇게 하는 거야.

B11: (공을 들고 지구 공전을 표현하며 돌린다.)

B9: 야, 지구가 돌면서 또 돌아.

B10: 그니까, 지구가 돌면서 (전등을 가리키며)얘를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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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조원들의 초기 모형을 살펴보며)지구가 돈다니까.

B10: 그래. (혼잣말을 하며)그니까 우선 지구가 태양을 돌고 도는

거지.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15> B10의 중간 모형 1 (지구 공전 모형)

중간 모형 1의 구성 후 교사는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 지구 공전 주

기, 별의 일주 운동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사례 B10은 이미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

었기 때문에 교사가 제공한 과학적 정보 중 지구 공전 주기와 별의 일주

운동에 관한 정보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B10은 지구가 태양 주

변을 도는데 약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루 동안 별의 움

직임 관찰을 통해 결국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

문에 B10은 중간 모형 2에서도 지구의 공전을 글로 표현하였다. 그렇지

만 B10은 그림으로 표현된 모형에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나타내면

서 처음에 확신했던 지구 공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있

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직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형에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표현하지 못

하였다.



- 53 -

<그림 Ⅳ-16> B10의 중간 모형 2 (혼합 모형)

그 후 B10은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됨을 볼 수 있었다. 특히

구성된 소집단 합의 모형은 축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표현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9: 내말이 맞잖아. (지구 자전을 표현하며)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낮

과 밤이 생기는 거야.

B10: 음…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니까?

B9: 근데, 원래 지구는 이렇게 돌면서 태양을 돌아.(지구 자전과 공

전을 모두 표현한다.)

-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을 위한 토론 과정 중

<그림 Ⅳ-17> 소집단 합의 모형 (지구 자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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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B10이 속한 소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미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한 학생(B9)과 1수준의 태양 이

동 모형을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B11)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소집단

활동에서 B9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지만 사

례 B10은 실험 활동에서 B9에 의해 제공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아직 B10이 지구가 스스로 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함을 나타낸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10의 모형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 1에서 모형 수준의 변화가 수치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

험 활동과 소집단 토론 과정을 통해 모형이 과학적으로 변화하였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간 모형 2에서는 지구의 자전을 모형에 나

타내려고 하지만 해당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형으

로 표현하는데 미숙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소집단 합의 모형을 구성하

는 과정에서 사례 B10은 지구의 자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 B10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18>과 같다.

<그림 Ⅳ-18> B10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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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B10의 경우는 개념에 따른 모형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일

수준의 모형에서도 모형 도식이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B10은 초기 모

형과 중간 모형 1을 동일한 수준의 지구 공전 모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중

간 모형 1은 초기 모형과 다르게 보다 과학적으로 표현되었다. 즉, B10

의 모형은 개념에 따른 모형 수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형

요소나 모형을 이리고 있는 구조에서의 변화가 나타났다.

B10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M1)

: 지구 공전 모형

중간 모형 1(M2)

: 지구 공전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회화적으로 모형을 표현

함

Ÿ 지구가 태양을 돌기 때

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

고 설명하나 어떻게 낮

과 밤이 번갈아 생기는

지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즉, 태양과 지구의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표

현하지 못함

Ÿ 밤이 생기는 원인을 달

때문이라고 생각함

Ÿ 태양과 지구를 적절하게

공간에 배치하여 태양과

지구의 상호작용을 나타

냄

Ÿ 지구가 공전하는 것을

태양과 지구와의 상호작

용으로 표현함

Ÿ 대상이 지니고 있는 고

유한 특성인 태양 빛이

직진하고 있음을 표현함

Ÿ 태양 빛을 받은 부분이

낮, 태양 빛을 받지 못하

는 부분이 밤이 됨을 모

형에 나타냄

<표 Ⅳ-7> B10의 모형 도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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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16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A16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1수준

중간 모형 1(M2) 5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1

5 5 5

A16의 모형 수준

<표 Ⅳ-8> A16의 모형 수준 변화 양상

사례 A16은 초기 모형으로 1수준에 해당하는 ‘태양 이동 모형’을 구성

하였고 낮에는 태양이 나타나고 밤에는 태양이 사라진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지는 현상을 통해 태양이 움직일 것이

라고 유추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Ⅳ-19> A16의 초기 모형 (태양 이동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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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16은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단 실험에서 곧바로

‘지구 자전 모형’을 만들었다. 이는 실험 활동에서 사례 A16이 A17과

A18의 상호작용을 보고 나타난 결과였다. A17과 A18은 지구를 표현한

스티로폼 공을 전등 앞에서 돌리면서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낮과 밤이

번갈아 생기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이때 그 모습을 관찰한 사례

A16은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

은 A17과 A18이 실험 활동에서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A17과 A18사이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아닌 행동으로 표현된 상호작용이

이루어 졌고 이것이 사례 A16에게 영향을 미쳐 A16이 지구의 자전 현

상을 이해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A16이 다른 학생들의 행동 관찰을 통해 일종의 통찰에 의한 새로운 지

식의 습득이 일어나 자신의 모형을 급격하게 바꾸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A16: 여기에 달이 있다고 하면, 이게 해니까 (전등 뒤쪽을 가리

키며)여긴 밤, (전등 앞쪽을 가리키며)여긴 낮.

A16: (A18이 조용히 공을 돌리려하자)가만히 있어봐.

A18, A17: (말없이 공을 돌리며 지구 자전을 표현한다.)

A16: (A18이 계속 공을 돌리는 것을 보고)근데 돌리면 여기가

밤, 여기가 낮, 그리고 다시 돌리면 아침, 밤. 이렇게 되

는 거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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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0> A16의 중간 모형 1 (지구 자전 모형)

중간 모형 1의 구성 후, 교사는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 지구 공전 주

기, 별의 일주 운동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였다. 여기서 사례 A16

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

인하게 되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데 약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

게 되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 아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생기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하루 동안

별의 움직임 관찰을 통해 결국 지구가 돈다고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는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A16이 지구의 자전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사: 낮과 밤은 어떻게 바뀌는 것이라 생각해?

A16: (손으로 공의 밝은 부분을 가리키며)여기 햇빛이 비치면 낮

이고요, (공을 돌리며)이때는 밤이 되요.

교사: 태양이 돌면 안돼?

A17: 안돼요.

A16: 태양은 가만히 있어야 해요.

교사: 왜?

A16: 태양이 비추는 방향이 낮이 되고, 지구가 돌아서 밤이 되니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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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이렇게 돌면 되잖아.

A17: 그러면요, (전등을 가리키며)이거가 움직이면 (지구 공전을 표현

하며)이게 같이 돌기 때문에 같은 곳이 계속 똑같아져요.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21> A16의 중간 모형 2 (지구 자전 모형)

사례 A16은 중간 모형 1과 중간 모형 2에서 지구의 자전을 입체적으

로 나타내었으며 소집단 합의 모형에서는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

는 것까지 표현하면서 모형이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

었다.

<그림 Ⅳ-22> 소집단 합의 모형 (지구 자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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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16이 속한 소집단의 학생들은 사례 A16을 포함하여 2명은 1수

준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인 태양 이동 모형을 구성하였고, 나머지 2명의

학생들은 이미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을 초기 모

형으로 구성하였다. 사례 A16은 실험 활동과 소집단 토론 과정에서 매

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목표 모형에 도달한 다른 친구들의 도

움으로 지구 자전을 인지하게 되면서 목표 모형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

히 소집단 합의 모형의 구성 과정에서 A16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모형

을 만들었고, 이때 지구의 자전축도 표시하고 지구의 자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면서 모형이 보다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

다.

사례 A16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23>과 같다.

<그림 Ⅳ-23> A16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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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A16의 경우도 개념에 따른 모형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동일

수준의 모형에서도 모형 도식이 변화하면서 모형이 보다 정교화 됨을 알

수 있었다. A16은 중간 모형 1과 중간 모형 2, 그리고 소집단 합의 모형

을 동일한 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으로 구성하였는데 소집단 합의 모형에

중간 모형 1과 2에서 볼 수 없었던 지구 자전축이 표현되면서 모형 요소

가 추가되었다.

A16의

모형

(M3, M4)

중간 모형 2

: 지구 자전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 지구 자전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대상의 고유한 성질로

태양이 광원이며 지구는

빛을 내지 못한다는 것

을 표현함

Ÿ 대상들의 공간적 배치를

고려하여 지구의 자전을

입체적으로 나타냄

Ÿ 대상의 고유한 성질인

태양 빛이 직진하고 있

음을 나타냄

Ÿ 모형 요소 중 지구 자전

축이 등장함

Ÿ 자전축이 표현됨으로써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

지를 보여줌(모형 구조

에 있어 인과적 측면이

추가됨)

<표 Ⅳ-9> A16의 모형 도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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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목표 모형 미도달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

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단계(M4)에서 학생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

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10>와 <그림 Ⅳ-25>와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8)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A13,

A14
1수준 2수준 3수준 3수준

B11 1수준 3수준 3수준 3수준

B13 1수준 4수준 4수준 4수준

B14 2수준 2수준 4수준 4수준

A11,

A12, B12
3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표 Ⅳ-10> ‘목표 모형 미도달’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

상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경우는 주

로 소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

하지 않거나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이 존재하더

라도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른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러한 모형 수준

의 변화 양상은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단계에서 지구 공전 모형을 만들

거나 혼합 모형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는 학생들이 지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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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개념과 공전 개념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변화의 특징

을 살펴보면,

사례 A14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A14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1수준

중간 모형 1(M2) 2수준

중간 모형 2(M3) 3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3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1

2

3 3

A14의 모형 수준

<표 Ⅳ-11> A14의 모형 수준 변화 양상

사례 A14는 모형의 수준이 올라간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A14는 초기 모형으로 1수준에

해당하는 ‘행성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A14가 행성 모형을 만들게 된 이

유는 과학실에 게시되어 있는 태양계 사진을 보고 단순히 직관에 의해

행성이 태양 빛을 가리게 되면 밤이 되고, 행성이 움직여 태양과 지구

사이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낮이 될 것이라고 추론하였기 때문이다.



- 64 -

<그림 Ⅳ-24> A14의 초기 모형 (행성 모형)

A14는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실험에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

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중간 모형 1의 구성 활동에서 A14는 2수준의

‘태양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여기서 A14가 태양 공전 모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태양이 아침에 떴다가 밤에 지는 현상을 통해 지구

가 아닌 태양이 움직일 것이라고 유추하였기 때문이다.

A14 : (공을 들고 전등 주변을 서서히 돌린다.)

A20(다른 조): (지구 자전을 표현하며) 이렇게 하는 거야.

A14 : 공을 돌려도 어두워지던데.

A13 : 얘가 아니래. (공을 들고 전등 주변을 돌리며)이렇게…

A20(다른 조): (공을 들고 전등 주변을 돌리면서 여학생을 따라 한

다.)

A14 : (공을 들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도는 모습

을 표현한다.) 그럼…

A13 : 돌리면서 돌아~

A14 : (계속 공을 들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변을 도는

모습을 표현한다.)

A13 : (공을 전등 아래쪽에 두고)여기서 돌면 안돼? (태양이

사람 머리 위에 있고 태양은 고정된 상태에서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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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아래로 돈다.)

A14 : (전등을 돌리며)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태양이 이

렇게… 이렇게 움직이니까(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

이 돈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25> A14의 중간 모형 1 (태양 이동 모형)

중간 모형 1을 구성 한 후 교사에 의해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 지구

공전 주기, 별의 일주 운동에 관한 과학적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A14는

제공된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A14는 일상생활의 경험

과 지구 기반 관점에서 벗어나 태양을 고정시키고 지구의 움직임으로 낮

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고자 하였으나 여기에서 A14는 지구의 공

전 주기가 1년이라는 것과 별의 일주 운동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고 3수준에 해당하는 ‘지구 공전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A13: 태양은 움직이지 않잖아.

A14: (전등을 중심으로 공을 빠르게 돌리며)그럼, 이렇게…(웃음)

A13: 야, 하지 마. 어지러워. 이리 줘봐. (전등을 중심으로 공을 서서

히 돌린다.)



- 66 -

A14: 태양이 안 움직이니까 그럼 지구가 움직이는 거네.

A13: 근데, 선생님이 하루 동안 낮과 밤이 바뀌는 거에 대해 말했잖

아.

A14: (공을 빠르게 돌리며)그니까, 이렇게 하루 동안 도는 거지.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26> A14의 중간 모형 2 (지구 공전 모형)

사례 A14는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도 지구의 공전 주기와

별의 일주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구라 가정한 스티로폼 공을 전등

주변으로 돌리면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이 지구의 공전 때문이라고 생

각하였다.

<그림 Ⅳ-27> 소집단 합의 모형 (지구 공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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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14가 속한 소집단 구성원은 모두 초기 모형이 1수준에 해당하

는 행성 모형을 구성하였고, 소집단 활동인 실험과 토론 과정에서도

A14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소집단은 구성원들의 특성 상, 사례

A14가 모든 활동을 혼자 해결해야 했는데 이는 구성원 모두 평소 과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과학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도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사례 A14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28>과 같다.

<그림 Ⅳ-28> A14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A14는 모형 도식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 해

당한다. A14의 중간 모형 2와 소집단 합의 모형은 모두 지구 공전 모형

에 해당하며 모형의 요소와 구조에 있어 거의 동일한 모형을 만들면서

모형의 수준뿐만 아니라 모형 도식의 변화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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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4가 모형 구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사례가 속한 소

그룹 구성원과의 상호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②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

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 모형의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이

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12>와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8)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A9 4수준 3수준 4수준 4수준

B6 5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

<표 Ⅳ-12>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모형의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영향을 쉽게 받는 경우이다. 이러

한 모형 양상은 주로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개념 사이에 차이점을 잘 이해

하지 못하여 모형의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었

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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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9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A9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4수준

중간 모형 1(M2) 3수준

중간 모형 2(M3) 4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4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4

3

4 4

A9의 모형 수준

<표 Ⅳ-13> A9의 모형 수준 변화 양상

사례 A9는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 경우에 해당하는 사

례이다. A9는 초기 모형으로 4수준에 해당하는 ‘혼합 모형’을 구성하였지

만, 모형에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

고 단순히 ‘지구는 지구를 돌면서 태양을 돈다.’라고 표현하였다.

<그림 Ⅳ-29> A9의 초기 모형 (혼합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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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9는 소집단 실험 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활

동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난 후 중간 모형 1을 구성할 때 자신의

생각에 대한 확신이 없어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지구

공전으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을 만들었다.

A12: (전등을 중심으로 공을 돌리며)이렇게 하면 낮과 밤이 바뀌어.

A11: 야, 이렇게 해봐. (공을 중심에 두고 전등을 돌린다.)

A12: 아… (다시 공을 빼앗은 후, 공을 돌린다.)

A11: (A12가 공을 돌리면서, 밝은 부분이 되면) 낮, (어두운 부분이

되면)밤… (A12가 공을 내려놓자 A11도 공을 잡고 돌리며 지

구 공전을 나타낸다.)

A9는 친구들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지켜본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30> A9의 중간 모형 1 (지구 공전 모형)

중간 모형 1을 구성 한 후 교사가 제공한 천동설과 지동설 이야기, 지

구 공전 주기, 그리고 별의 일주 운동에 관한 과학적 정보를 토대로 소

집단 토론을 하였는데 여기서 사례 A9는 다시 초기 모형과 동일한 수준

의 ‘혼합 모형’을 중간 모형 2로 구성하였다. A9는 이미 태양이 고정되어

있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지구의 공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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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1년이라는 것과 별의 일주운동이 의미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으로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동시에 표현하

였다.

<그림 Ⅳ-31> A9의 중간 모형 2 (혼합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에서도 여전히 ‘혼합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때도 A9

는 소집단 토론 활동에 거의 참여를 하지 않았다. A9는 지구 공전 주기

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낮과 밤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결정적인 과학적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지구 공전과 자전

을 분리하지 않은 채 혼합 모형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A9는 실제 지구의 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혼합 모형을 구성한 것이라 할

수도 있지만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현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므로 모형 구성 수업에서 수업 과제로 제시한 낮

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였다고 하

겠다.

교사: 지구가 태양을 도는 모형에서 왜 이 모형(혼합 모형)으로 바꾸

었니?

A9: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해야 하루에 한 번 낮과 밤이 생기잖아요.

교사: 그럼, 그 전에는 왜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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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 (소집단의 학생들을 가리키며)친구들이 공을 돌리니까 낮이랑

밤이 왔다 갔다 하길래 이렇게 했어요.

교사: 음, 그럼 낮과 밤이 생기는데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했어?

A9: 지구가 이렇게 돌면요.(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표현한다.)

교사: 지구가 꼭 태양을 돌아야 하니?

A9: (고민하는 표정으로)네. 원래 돌잖아요.

- 사후 인터뷰

<그림 Ⅳ-32> 소집단 합의 모형 (혼합 모형)

사례 A9가 속한 소집단 구성원 중 2명은 초기 모형으로 3수준에 해당

하는 지구 공전 모형을 구성하였고, A10은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

의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하였으나 사례 A9와 마찬가지로 A10은 거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본 소집단은 지구 공전 모형을 만든 두 명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소집단

이 중간 모형 1을 구성할 때 지구의 자전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사례 A9 역시 지구의 자전과 공전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그 차

이점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모형

을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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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9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33>

과 같다.

<그림 Ⅳ-33> A9의 모형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A9의 경우는 개념에 따른 모형 수준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

는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이때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 2는 동일한 수준의

혼합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중간 모형 2는 지구의 자전을 보다 자

세히 표현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도 함께 나타내면서 모형의 구조가 변화

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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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9의

모형

(M1, M3)

초기 모형

: 혼합 모형

중간 모형 2

: 혼합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 자세히 표현하지

않음

Ÿ 지구의 공전 주기를 명

시함

Ÿ 지구의 자전 방향을 정

확히 표시하고, 지구의

공전 궤도도 나타냄

<표 Ⅳ-14> A9의 모형 도식의 변화

③ 모형 수준이 내려감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의 수

준이 내려간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15>와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2)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A10, B15 5수준 5수준 4수준 4수준

<표 Ⅳ-15> ‘모형 수준이 내려감’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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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수준이 내려간 경우는 선행 학습에 의해 관련 개념을 알고는 있

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에 자신감이 없어

모형의 수준이 변화된 경우이다. 이 경우는 비록 다른 학생이 과학적으

로 틀린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쉽게 그것을 쫒아 자신의 모형을 바꾸게

됨을 볼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 B15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B15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5수준

중간 모형 1(M2) 5수준

중간 모형 2(M3) 4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4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5 5
4 4

B15의 모형 수준

<표 Ⅳ-16> B15의 모형 수준 변화 양상

사례 B15는 모형의 수준이 내려간 경우 중, 초기 모형으로 목표 모형

에 해당하는 5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한 경우이다. B15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이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임을 자신의 모형에 표현하였

지만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하고

회화적으로 표현하였다.



- 76 -

<그림 Ⅳ-34> B15의 초기 모형 (지구 자전 모형)

그리고 소집단 실험 활동과 토론 과정에서 B15는 거의 참여하지 않았

고 낮과 밤이 생기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채

단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중간 모형

1에서도 B15는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모형에 드

러나 있지 않았다. 이는 B15가 지구가 자전해서라는 것만 알고 있지 지

구가 어떻게 자전을 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라고 볼 수 있다.

B12: 이것 봐. 여기 사람이 있지. 그리고 여기에 빛이 비추면 이게 낮

이야.

B14: (공을 전등 앞에 들고 이리저리 돌리며)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

는지 알아?

B13: 돌려.

B14: 어떻게 돌려?

B12: 이리 줘봐.

B14: (공을 주지 않고 자신이 계속 공을 이리저리 돌려본다.)

B12: (전등을 들어 B14가 들고 있는 공 주위를 돌린다.) 이리 줘봐.

(공을 들고 지구 공전을 표현한다.)

B14: (전등 앞에서 공을 돌리며)근데 이것을(태양) 이렇게 돌려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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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태양이 지구 주위를 왔다 갔다 하게 한다.)

*B14는 계속 태양이 돌아야 한다고 생각함

B14: 태양이 움직이나?

B15: 내가 어디서 봤는데 태양은 안 움직여.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35> B15의 중간 모형 1 (지구 자전 모형)

중간 모형 1을 구성한 후에 사례 B15는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를

이해하고 모형에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교사에 의해

제공된 과학적 자료인 지구 공전 주기와 별의 일주 운동이 낮과 밤이 생

기는 까닭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것에서 어떠한 증거 자료로써 작

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B15는 지구가 공전하기 때

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주장하는 다른 학생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중간

모형 2에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모두 나타내었다. 이때 그림으로 나타낸

모형에서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모두 표현되어 있지만 모형을 설명하

는 글에서는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

아 B15는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를 알게 되었지만 지구가 자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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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지구의 공전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구 공전 모형을 만든 학생(B12)이 주도적으로 소집단

토론을 이끌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본인의 의견에 자신이 없는 소집단

의 다른 학생들 모두 B12의 의견에 따라 혼합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B12: 니꺼 봐봐.

B13: (자신의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며 B14에게 말함)너 먼저 해봐.

B14: 지구는 태양의 주위를 돌면서 스스로도 돈다. 그렇기 때문에 낮

과 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B15를 가리키며)니 차례야.

B15: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깁니다.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36> B15의 중간 모형 2 (혼합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도 B12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구

의 공전과 자전으로 낮과 밤을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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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7> 소집단 합의 모형 (혼합 모형)

사례 B15가 속한 소집단 구성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모형으로

1수준의 태양 이동 모형과 2수준의 태양 공전 모형, 그리고 3수준의 지

구 공전 모형을 만든 학생들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지구 공전 모형을 만

든 학생과 태양 공전 모형을 만든 학생들이 실험과 소집단 토론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특히 지구 공전 모형을 만든 학생은 다른 학

생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을 활발히 제시하였고, 중간 모형 2

의 구성 활동에서는 교사에 의해 제공된 과학적 정보와 소집단 토론 활

동을 통해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소집단 구성

원들 모두 지구의 공전 주기가 약 1년이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소집단 합

의 모형 구성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지구의 공전과 자전으로 설

명하였다.

사례 B15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38>과 같다.



- 80 -

<그림 Ⅳ-38> B15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B15의 경우는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이 지구 자전 모형으로 동

일한 수준의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여기에서 모형의 수준이 5수준으로 동

일하지만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실험과 소집단 토론을 통해 모형의 요

소와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즉, 초기 모형은 지구의 자전을

회화적으로 나타내었지만 중간 모형 1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빛이 직진하

고 지구가 태양 빛을 받는 곳은 낮이 되며, 태양 빛을 받지 못하는 부분

은 밤이 된다는 것을 모형에 표시하였다. 또한 태양 빛의 직진 요소를

모형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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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9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

: 지구 자전 모형

중간 모형 1:

지구 자전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

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함

Ÿ 대상의 고유한 성질인

태양 빛이 직진함을 표

시함

Ÿ 태양 빛과 지구와의 관

계를 통해 낮과 밤이 생

기게 됨을 표현함

<표 Ⅳ-17> B15의 모형 도식의 변화

2)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크게 목표 모형과 동일한

수준의 초기 모형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형을 만든 경

우와 잘못된 초기 모형이 유지된 경우이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초

기 모형이 목표 모형과 같은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한 사례에서만 나타

났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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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례들

(N=17)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A1, A2,

A4, A5,

A6, A17,

A18, A19,

A20, A21,

A22, B3,

B4, B7,

B8, B9,

B17

5수준 5수준 5수준 5수준

<표 Ⅳ-18>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중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을 구성한 사례들은 모형의 수준에 있어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모형 구성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모형이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정교화 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 A2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A2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5수준

중간 모형 1(M2) 5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5 5 5 5

<표 Ⅳ-19> A2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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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2는 초기 모형에서부터 목표 모형과 같은 수준인 5수준의 ‘지

구 자전 모형’을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형을 만들었다.

A4의 초기 모형은 ‘지구의 자전’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구가 돌면서 대

한민국이 태양과 가까우면 낮이 된다. 지구가 돌면서 대한민국이 태양과

멀어지면 밤이 된다.’라고 표현하였다. 즉, A2는 과학적 용어를 알지 못

하지만 지구가 돌면서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비록 A2의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지구 자전 모

형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모형 자체는 과학적이라기보다 회화적으로 표

현되었다. 이는 A2가 선행 학습에 의해 지구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Ⅳ-39> A2의 초기 모형 (지구 자전 모형)

사례 A2는 중간 모형 1의 구성 활동에서 지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

기를 고려하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그리고 중간

모형 1에서는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공간적 개

념이 나타나게 되었다.

연구자: 어떻게 낮과 밤이 생기게 돼?

A4: 지구가 돌아서요.

연구자: 태양이 돌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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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태양은 고정되어 있어요.

연구자: 그럼, 지구가 어떻게 도는지 보여줘 봐.

A3: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게 한다.)

A1: 아니, 태양 주변을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 그리고 지구가 그

냥 도는 거야.

A2: (공을 빼앗아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것을 표현한다.)

A1: (다시 공을 빼앗아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모습을 시현

한다.) 이렇게 하면 돼.

A3: (태양을 가리키며) 얘가 돌아?

A4: 어떻게 돌아?

A3: (공을 들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돌게 한다.) 그럼 이렇게

도는 건?

A4: (공을 빼앗아 지구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시현한다.) 그렇게

도는 게 이거잖아.

A3: 얘(지구)가 왜 돌아? 우리 어지럽겠다.

A2: (공을 돌리며)아니야, 이렇게 빨리 돌아.

A1: (지구 자전을 손으로 표현하면서)지구가 그냥 도는 것은 24시

간이고,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것은 1년이야.

A3: 맞아. (손으로 지구의 공전을 표현하면서)지구가 이렇게 한 바

퀴 돈다고 그랬어.

A4: (지구의 자전을 강조하면서) 지구가 막 이렇게 빨리 돌아.

A3: (혼자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돌게 하면서 지구 자전을 이해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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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0> A2의 중간 모형 1 (지구 자전 모형)

중간 모형 1의 구성 후 사례 A2의 모형에 지구 자전축이 표현되었고,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서’라고 명시하면서 지구의 자전 주기를 인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A3: 지구가 돌면서 돈데.

A1: 야, 멀미나. 지구가 도는 거라서 내가 멀미가 나는 거야.(웃음)

A2: (자전을 표시하며)지구가 돌아.

A4: (A2에게 질문하면서) 지구가 어느 방향으로 돌게?

A3: (A4에게 물어본다.)지구가 돌면서 도는 거야?

A4: 응. 지구가 움직여.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하루잖아, 근데 태양

주위를 도는 건 1년에 한번이잖아. (지구 자전을 손으로 나타내

며)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아. 그리고 그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A3: 시계 방향?

A4: (연필로 책상에 시계 반대 방향을 표시하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A3: (머릿속으로 방향을 생각해낸다.)

-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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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1> A2의 중간 모형 2 (지구 자전 모형)

마지막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사례 A2는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구의 자전이 낮과 밤의 원인

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나타내었다.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약간 기

울어져 있음을 표시하고, 태양이 광원이며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

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A4: (지구의 자전을 나타내고 있다.)

A3: 토성 같습니다.

A4: 아닙니다. 이건 도는 것입니다.

A3: 아, 네 그렇군요.

A1: 도는 것입니다.

A4: (손으로 도는 방향을 나타내며)도는 것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A1: 토성같이 생겼는데요, 도는 것이라고 최민주 양이 말씀해주셨습

니다.

A2: 태양은 가스이온이랑 지각 빼고 다 있는데. 지구에…

A1: (태양을 가리키며)항성이잖아. 항성.

A2: 책에 나와 있었다고.

A1: 항성.

A2: 그래, 항성. 스스로 빛을 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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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4가 태양 빛이 표시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형광펜으로 무슨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요.

A4: 빛입니다.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42> 소집단 합의 모형 (지구 자전 모형)

사례 A2가 속한 소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모형으로 목

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한 학생이 두 명이

고, 3수준의 지구 공전 모형을 만든 학생이 한 명이었다. 소집단의 구성

원들 모두 적극적으로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구성원 모

두 최종적으로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지구 자전 모형에 도달하

였으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까지 인지하면서 수업에서 설

정한 목표 수준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모형을 구성하게 되었다.

사례 A2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43>

과 같다.



- 88 -

<그림 Ⅳ-43> A2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A2의 모형은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구성하였지만 모형의 특징을 모형 요소와 구조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

하면 모형이 보다 과학적으로 정교화 되어 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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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

: 지구 자전 모형

중간 모형 1

: 지구 자전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모형을 회화적으로 표

현함

Ÿ 지구가 어떻게 자전하

는지 나타내지 못함

Ÿ 모형의 기하학적인 측면

을 고려하여 지구의 자전

을 입체적으로 표현함

A2의

모형

(M3, M4)

중간 모형 2

: 지구 자전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 지구 자전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지구가 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을 나타냄

Ÿ ‘지구가 한 바퀴를 돌아

하루가 지나간다.’라고

명시하면서 지구의 자

전 주기 요소가 포함됨

Ÿ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

져 있음을 표시함

Ÿ 태양이 광원이며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고 표현하면서 대상의 고

유 특성을 나타냄

<표 Ⅳ-20> A2의 모형 도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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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달의 위상 변화’ 모형 구성 수업

1. 초기 모형의 유형과 모형 수준

1) 초기 모형의 유형

수업 이전에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표현한 초기 모형은 총 8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모형의 분류는 <표 Ⅳ-21>과 같다.

N=45

모형

유형
모형의 분류

반사

모형

(15명)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3명) M
S E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9명)
MS E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3명)
M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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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원

모형

(30명)

달 공전 모형(9명)
M

E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지구 자전(7명), 지구와 달 자전

(4명))

E M

(or) ME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2명) ME

달 구름 모형(6명)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2명)

<표 Ⅳ-21> ‘달의 위상 변화’ 초기 모형의 유형

달의 위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고

태양을 향하고 있는 달의 표면이 빛을 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천체의 위치 관계에 대한 공간 지각 능력을 바탕으로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우리가 보는 부분을 결정하며, 달은 지구를 중심으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Trundle at al., 2002, 2007).

본 연구에서 초기 모형의 분류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개념을 분석한 선행 연구(채동연, 1996; 최여미, 1998)를 참고하여 학생

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표 Ⅲ-8)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결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

양 빛을 반사한다는 반사 모형을 구성한 경우와 두 번째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가정한 광원 모형을 구성한 경우이다. 초기 모형을 보면 과

반수의 학생들이 달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일상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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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속에서 달을 관찰하였을 때,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임

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가정한 학생들

의 초기 모형에는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다.

지구와 달의 움직임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학생들 대부

분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지구의 운동을 통해 달의 움직임을 유추하였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지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공

전하거나 지구의 자전, 혹은 지구와 달의 자전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

명하는 모형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구름에 가려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하는 모형과 달이 스스로 모양 변화를 일으킨

다고 설명하는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①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은 달의 위상 변화를 달의 공전과 태양

-지구-달의 상대적 위치 관계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을 구성

한 학생들은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 위치 관계와 이들의 운동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사례 C6은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고 지구에서 보는 사람

과 달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44> C6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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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20은 달의 앞면만 지구에서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으

며, 태양을 향하고 있는 달의 표면에 태양 빛이 반사되어 우리 눈에 보

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Ⅳ-45> D20의 초기 모형

②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은 달의 위상 변화를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것은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는 원인

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공전을 하고,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태

양 빛을 받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례 C4는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을 하다가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지구의 그

림자에 의해 ‘삭’현상이 일어나게 된다고 설명하였고, 특히 여기서 ‘삭’현

상을 ‘월식’이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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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6> C4의 초기 모형

교사: 왜 지구가 달을 가린다고 생각했어?

C4: (손으로 달의 공전을 표시하며)달이 이렇게 지구를 돌잖아요.

그럼 지구가 달보다 크니까 지구 뒤에 오면 태양 빛이 지구

때문에 어둡게 되니까요.

교사: 달이 지구를 어떻게 도는데? 달이 지구를 도는 길을 나타내면?

C4: (주먹으로 지구를 표시하고 지구를 중심에 두고 달이 지면과

수평이 되게 도는 것을 표시하며)이렇게요.

교사: (달을 태양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며)그럼 달이 여기에 오면 무슨

달이야?

C4: 월식이요. 학습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교사: 월식?

C4: 네, 달이 안보이게 되는 거요.

교사: 그럼, 보름달은 어디에서 볼 수 있어?

C4: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나타내며)달이

여기에 있을 때 빛을 전부 받아서 보름달이 되요.

- 인터뷰

사례 C4는 ‘망(보름달)’이 일어나는 위치를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을 때라고 보았다. 이때 C4가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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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C4의 관찰 시점에서의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상현달과 하현달, ‘삭’현상을 설명할 때는 관찰

시점의 위치가 지구였는데 보름달을 표현할 때는 관찰 시점의 위치가 태

양으로 이동한 것이다.

MES

삭

M

망

관찰시점(태양) 관찰시점(지구)

<그림 Ⅳ-47> C4의 모형 설명

③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은 태양을 중심으로 한 달의 공전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는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할 때 지구

의 자전과 공전에 대한 개념이 드러나 있지 않았으며 달의 전체 위상 변

화를 설명하지 못하였다. 사례 D10의 경우, 달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

을 할 때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달라져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고 설

명하였고, ‘망’현상을 표현할 때는 관찰 시점이 지구에서 태양으로 바뀌

게 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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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S

삭

M

망

M

M

관찰

시점(지구)
관찰 시점(태양)

<그림 Ⅳ-48> D10의 초기 모형 <그림 Ⅳ-49> D10의 모형 설명

④ 달 공전 모형

달 공전 모형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가정하고 달의 공전으로 위

상 변화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달 공전 모형에서도 지구와 달의 스케일

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부족하고 지구의 자전을 고려하지 않았다. 사례

C3은 선수 학습에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을 배웠으나 단편

적이고 부분적인 면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빛과 지구와 달의 크

기 및 거리에 대한 고려 없이 달 공전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 주기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

M

M M M

M

보이는 부분

<그림 Ⅳ-50> C3의 초기 모형 <그림 Ⅳ-51> C3의 모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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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지구 자전, 지구와 달 자전)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고, 지구의 자전

이 달의 위상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지구 자전 모형

에서 달은 고정된 실체(entity)이고 지구만 운동을 한다고 가정하고 있

다. 사례 C8은 달을 고정된 위치에 두고 지구가 자전하면서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림 Ⅳ-52> C8의 초기 모형

또 다른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은 지구와 달이 함께 자전을 하

는데 달이 스스로 빛을 내며 지구와 달이 동시에 자전하기 때문에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사례 C7은 지구와 달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자전을 하며 달이 지구보다 크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지구와 달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서서히

달과 마주하게 되면 지구에서 보는 위치에 따라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

나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는 각각의 달의 모양이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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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3> C7의 초기 모형

사례 D22는 지구와 달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자전하면 달의 위상 변

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전을 할 것이라고 추

론하였다. 그리고 지구와 달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전을 하다가 지구

에서 달이 보이기 시작하면 보는 방향에 따라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

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사례 D22의 경우에도 달이 지구보다는 작지만

지구와 달이 매우 가까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림 Ⅳ-54> D22의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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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은 달의 위상 변화를 지구 그림자로 설

명하는 모형이다. 이것은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과 같이 지구의

그림자가 달의 위상 변화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하지만 여기서는 달이 스

스로 빛을 내고, 지구를 중심을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사례 D7은 달이 밤에만 보인다고 생각하고 달의 위치를 태양

의 반대편에 놓았으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달을 보게 될 때, 지구 그

림자에 의해 달의 위상 변화가 생긴다고 표현하였다. 여기서 D7은 지구

와 달의 스케일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달을 지구와 매우 가까

운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달의 크기를 거의 지구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를 하루를 주기로

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림 Ⅳ-55> D7의 초기 모형

⑦ 달과 구름 모형

달과 구름 모형은 달이 구름에 가려 모양이 다양하게 보일 것이라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이것은 달의 운동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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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단순히 구름이 이동하다가 달을 가리게 될 때 위상 변화가 생긴다

고 보았다. 사례 C19는 인터뷰 과정에서 달이 존재하는 공간에도 구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달과 구름 모형을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림 Ⅳ-56> C19의 초기 모형

⑧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은 달이 스스로 모양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모형이다. 이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어떠한 인과 관계도 고려하지 않

으며 단순히 달의 모양이 바뀔 것이라는 매우 낮은 수준의 단계의 사고

과정에 따라 구성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Ⅳ-57> C13의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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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수준 모형 유형

5

Complete

Understanding

(CU)

Ÿ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올

바른 과학적 개념을 지니고

있으며 달의 공전과 태양-

지구-달의 상대적 위치 관

계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

명한다.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4

Partial

Understanding

(PU)

Ÿ 달의 공전에 대해 알고 있

으나 지구 그림자가 달의

위상 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3

Incomplete/

Inaccurate

Understanding

(IU)

Ÿ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

하고 태양에서 나온 빛이

달의 표면에서 반사되어 우

리가 달을 볼 수 있다는 사

실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달의 공전 개념으로 달이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

2) 모형 수준

학생들의 모형에 나타난 개념을 수준별로 나누기 위해 Simpson과

Marek(1988)의 것을 기초로 한 Barnett 등(2000)의 개념 수준별 평가 기

준표(표 Ⅲ-6)를 사용하였다. 또한 달의 위상 변화에 관련된 개념 내용

(표 Ⅲ-8)을 참고하여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수준별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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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수준 모형 유형

2 Confused(C)

Ÿ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달의 위상 변화를

정확하지 않은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설명한다.

달의 공전

모형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1
No

conception(N)

Ÿ 단순 직관에 의해 비과학적

으로 설명한다.

달과 구름

모형,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

<표 Ⅳ-22> 개념 수준에 따른 초기 모형의 분류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개념 수준에 따라 분류

하면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라고 생각한 광원 모형과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한다고 본 반사 모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광원 모형에 해

당하는 모형들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모형 요소에서 태양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천체의 움직임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과

단순 직관에 의해 나타낸 모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천체의 움직임으로 나

타낸 모형은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이

며, 단순 직관에 의해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은 구름에

의해 달이 가려지거나 달이 스스로 모양을 바꾼다고 보는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이에 따라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분류하여 그 기준을 나누면

반사 모형에 해당하고 천체의 움직임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모형으로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을 따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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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중 목표 모형에 해당하며 가장 높은 수준인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

치 모형을 5수준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으로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을 4수준으로, 그리고 마지막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을 3수준으

로 분류하였다.

광원 모형에 해당하는 모형으로는 달 공전 모형, 지구 자전과 보는 각

도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달과 구름 모형, 그리고 달 스

스로 모양 변화 모형이 있다. 여기서 달 공전 모형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달의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

는 의미 없는 공전으로 보았다. 광원 모형에 해당하는 모형 중 천체의

운동으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 달 공전 모형과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그리고 지구 그림자 모형을 2수준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달과 구름 모형,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은 1수준으로 분류하였다.

2. 모형의 변화 양상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에 맞게 개발한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수

업에서 개인의 모형 변화 양상이 무엇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살펴보았다.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과학적 모형 수업과 마

찬가지로 모든 활동은 소집단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 과

정에서 학생 개인의 생각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개인 모형을 구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개인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소집단 토론

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모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

펴보았다.

또한 모형 수준의 변화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도식의 변

화 즉, 모형 요소나 모형을 이루고 있는 구조에서의 변화도 함께 살펴봄

으로써 모형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의 변화 양상을 개념 수준에 따른 모형의 변화로 분석한 결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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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와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

우로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모형의 수준에 변화가 나타난 경우에는 수준

이 올라간 경우와 올라갔다 내려간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28명)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17명)

모형 수준이

올라감

(27명)

목표 모형

도달(9명)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3명)목표 모형

미도달(18명)

모형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감(1명) 잘못된 초기 모형의 유지(14명)

<표 Ⅳ-23> ‘달의 위상 변화’ 에 관한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1)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는 크게 모형 수준이 올라간 경우와

모형 수준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경우이다.

① 모형 수준이 올라감

가. 목표 모형 도달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의 변화

가 나타난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단계(M4)에서 학생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24>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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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사례들

(N=9)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D21 2수준 2수준 4수준 5수준

C15, D6, 2수준 4수준 4수준 5수준

C11, C12 2수준 4수준 5수준 5수준

C8 2수준 5수준 5수준 5수준

C17, C18,

D5,
4수준 4수준 4수준 5수준

<표 Ⅳ-24> ‘목표 모형 도달’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

상

목표 모형에 도달하는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경우는 주로 소

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하고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이다. 그리고 다양한 달

의 모양을 보고 이에 해당하는 달의 위치를 찾아내는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관찰 시점을 고정시켜 주거나 달의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과학적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는 등의 도움이 학생들의 모

형 변화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

체적인 모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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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12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C12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2수준

중간 모형 1(M2) 4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2

4
5 5

C12의 모형 수준 

<표 Ⅳ-25> C12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사례 C12는 모형의 수준이 올라간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한 사례에 해당한다. C12는 초기 모형으로 2수준에 해당하는

‘달의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여기서 달은 스스로 빛을 내며 달이 지구

를 공전할 때 지구에서 보는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일 것이라 생각하였

다. C12는 달이 공전한다는 것을 모형에 나타냈지만 이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서 단순하게 추론해 낸 것이었고 여기에서의

달의 공전은 달의 위상 변화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므로 의미 없는

공전이라고 볼 수 있다.

교사: 왜 지구와 달이 이렇게 돌고 있어?

C12: 왜냐하면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니까 달도 돌 것

같아서요.

교사: 그렇게 생각한 특별한 이유가 있니?

C12: 그냥요.

-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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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8> C12의 초기 모형 (달 공전 모형)

C12는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단 실험과 토론 과정을 통해

중간 모형 1의 구성 활동에서 반사 모형에 해당하는 ‘달의 공전과 그림

자 모형’을 만들었다. C12는 달이 스스로 빛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

었지만, 교사가 제공한 정보와 실험 활동을 통해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태양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던 자신의 초

기 모형을 수정하였다. 또한 지구와 달의 크기를 거의 같게 표현한 초기

모형과는 달리 중간 모형 1에서는 달의 크기를 지구보다 작게 표현하였

다. 그러나 달이 지구 주변을 돌 때 지구에 가려 태양 빛을 받는 곳과

받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이로 인해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일 것이라

추론하였다.

C10: (달이 스스로 도는 모습을 표현한다.)

C11: 지구 주변을 돌아서 아닐까? 달이? 지구가 여기 있잖아. 그럼

달이 이렇게 돌면서 여기에 햇빛을 받고(달을 지구와 태양 사이

에 위치시키면서), 여기에서는 햇빛 안 받고(달을 지구 뒤편으

로 이동시키면서).

C10: (달이 태양 앞에서 혼자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도는 모습-달의

자전-을 나타내면서)달이 이렇게 돌면?

C12: 아니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태양 빛을 막아서 달이 생긴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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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1: (손으로 지구를 표현하면서)지구가 태양 빛을 막아서 (달을 지구

뒤편으로 이동시킴)여기 밤(‘삭’)이었다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을 위치시킴)여기서는 낮(보름달)이 되고.

C12: (달의 뒤편을 가리키며) 근데 왜 여기 빛이 안생기지?

(머뭇거리다. 달을 돌리며)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지.

C11: 아, 지구도 돌면서 얘도 같이 도는 거구나. 야, 달이 지구보다

작지?

C12: 어. 달이 지구 주변을 돌면서 지구도 자전하니까 달이 지구

에 가려 어두운 쪽과 밝은 쪽이 생기는 거야.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59> C12의 중간 모형 1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중간 모형 1을 구성한 후 사례 C12는 처음에 자신이 생각했던 달의

공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다. 그러면서 지구에서 달을 바라보는 방향

과 달이 지구 주변을 도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보지만 달의 모양이 다양

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교사가 제

공한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가지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

달, 하현달, 그믐달, 그리고 ‘삭’의 위치를 태양-지구 그림에 표시하는 활

동을 한 후 달의 모양이 그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을 파악하게 되

었다. 그러나 C12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달의 공전 궤도를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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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기 때문에 ‘삭’이 일어나는 위치와 보름달의 위치를 잘못 그렸다. 그

후 교사에 의해 ‘삭’의 위치를 다시 파악하게 되고 C12는 나머지 달의

위치도 찾아내었다. 그리고 C12는 달의 위상 변화 순서에 따라 달의 공

전 방향도 추론해냈다.

C12: 달이 이렇게 도는 거겠지? 왼쪽으로. 이걸 거야.

C11: 이상하네.

C12: 그러게 이상하네. (스티로폼 공을 들고)이걸로 해보자.

C11: (태양 옆에서 달을 들고 달의 공전을 표현한다.)

C12: 봐봐. (달과 함께 자신도 돌면서)이렇게 도는 거야.

C11: (다시 달을 들고 달의 공전만 표현한다.)

C12: 우리 지구도 있어야 돼. 니가 해봐.

C10: (필통을 지구라 하고, 필통을 전등 앞에 들고 있다.)

C11: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의 자전을 표현하며)지구가 이렇게 돌

잖아.

C11: (달의 공전을 표현한다.)

C12: 지구도 돌잖아.

C10: 지구, 지구, 지구..

C12: 지구도 도니까 그런 거 아닐까? 솔직히 지구는 돌잖아. 지구

가 도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이거야.

C11: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표현하며)여기에서

이렇게 돌잖아. 태양 빛을 받으며.

교사: A(new moon)일 때 달의 위치는 어디야?

C11,12: (태양-지구-달의 위치를 나타내며)지구 뒤에 있을 때

교사: 지구에서 태양 쪽으로 달을 놓고 봐봐. 어떻게 보여?

C12: 안보여요.

교사: 그럼 A(new moon)의 위치가 어떻게 돼?

C12: (자신의 활동지를 고치고, 다시 달을 들고 확인하면서 나머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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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도 파악한다.)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다시 달을

들고 위치를 확인한다.)알겠다.

C11: (C12의 활동을 따라 한다.)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A하고 B

가...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C12: (어이없이 웃으며)내가 왜이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60> C12의 중간 모형 2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C12는 교사의 도움으로 ‘삭’ 현상이 일어나는 위치와 보름달의 위치

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를 통해 달의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져 있음

을 인지하게 되었다. 여기서 교사는 달의 공전 궤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

았지만 ‘삭’의 위치를 찾을 때 관찰 시점이 태양이 아닌 지구로 고정시켜

줌으로써 달의 모양에 따른 위치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C12는 달이 지구

주위를 돌면서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이 일정한데 왜 모양이 다르게 보이

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고, 토론 과정을 통해 지구가 자전하면 우리

가 달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추론해 내면서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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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 태양의 빛은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는데 왜

모양이 달라지냐?

C11: 지구가 돌아서?

C10: 빛을 받는 데가 달라져서?

교사: 달의 모양이 왜 다르게 보여?

C11,C12: 지구가 돌아서

C11: (강조하듯이)지구가 돌기 때문에

C12: 지구가 도는 방향에 따라 달이 보이는 방향이 달라져서

C10: 달이 돌기 때문에

교사: 지구랑 달이 돌아서? 그런데 돌면서 뭐가 달라질까?

C12: 모양이..

교사: 달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달의 모양은 변하지 않

잖아. 그런데 지구랑 달이 같이 돌면 왜 모양이 다르게 보

이는데?

C12: 보이는 방향이 달라서 아니에요?

교사: 그래? 그럼,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봐.

C12: (스티로폼 공을 전등 앞에서 돌리며)이렇게 돌리면 달이

돌고, 지구도 돌면서 보는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달이 여기서 아래로 돌기 때문에요.

교사: 그래, 잘 설명했어.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를 살펴보면 우리

가 옆에서 지구와 달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달은 약 5도 정

도 기울어져서 지구를 돌아. 그래서 달이 태양-지구-달의

위치에 있을 때 달이 지구 그림자에 들어가지 않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지구가 자전한다고 했지?

C11,C12: 네. 하루에 한 번이요.

교사: 맞아. 그럼, 달은? 얼마 만에 한 바퀴를 돌까?

C12: 하루? 아니지. 음..

교사: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가리키며)이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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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모양이 한 번 다 보이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했어?

C12: 한 달이요. 아, 한 달이구나.

C11: 달이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걸린다구요?

C12: 이렇게 다 돌아야 되니까.

-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을 위한 토론 과정 중

<그림 Ⅳ-61> 소집단 합의 모형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사례 C12가 속한 소집단의 조원들은 모두 2수준의 초기 모형을 구성

하였고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을 구성한 C11을 제외하고 모두 달

의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소집단 활동이나 토론 과정에서 오직

C11과 사례 C12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 사

례 C12의 모형 변화 과정에서 해당 사례가 목표 모형에 도달하는데 큰

영향을 준 것은 교사의 도움이었다. 교사는 학생들의 관찰 시점을 고정

시켜 줌으로써 위치에 따른 달의 위치를 찾는 활동에서 달의 공전 궤도

가 약간 기울어져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태양과 달, 지구의

상대적 위치가 달의 위상 변화의 요인이 됨을 알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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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12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62>와 같다.

<그림 Ⅳ-62> C12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C12의 경우는 중간 모형 2와 소집단 합의 모형에서 모형의 수준

은 동일하나 모형의 요소와 구조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C12

는 중간 모형 2에서 달의 공전 방향을 표시하였고 달이 약간 기울어 공

전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소집단 합의 모형에서는 달의 공전

주기와 지구의 자전 주기를 모두 나타내었고, 달의 위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나타내면서 모형의 인과적 측면을 구체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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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의

모형

(M2, M4)

중간 모형 2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달의 공전 방향과 달의

공전 궤도를 표현함

Ÿ 달의 공전 주기와 지구

의 자전 주기 요소가 포

함됨

Ÿ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

여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표현하면서 대상

이 지니고 있는 성질과

함께 대상들 간의 상호

작용도 나타냄

<표 Ⅳ-26> C12의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C8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C8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2수준

중간 모형 1(M2) 5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2

5 5 5

C8의 모형 수준

<표 Ⅳ-27> C8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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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C8은 2수준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인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

형’을 구성한 후 곧바로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달의 공전과 상

대적 위치 모형’을 구성한 사례에 해당한다. 초기에 C8은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달을 관찰할 때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일 것이라는 개념을 지

니고 있었다. 그리고 달도 태양처럼 고정되어 있고 스스로 빛을 낸다고

생각하였다.

교사: 달의 모양이 무엇 때문에 다양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니?

C8: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요.

교사: 여기 달은 움직이면서 모양이 바뀌는 거야?

C8: 아니요. 달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자전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교사: 그런데 왜 여기에는 달이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했어?

C8: 이게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이잖아

요. 달고 그럴 것 같아서요.

교사: 그럼,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을 보면, 네가 달을 표현한 것처

럼 태양도 다양하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C8: 음, 태양은 무지 크고 달은 작잖아요.

- 인터뷰

<그림 Ⅳ-63> C8의 초기 모형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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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간 모형 1을 구성할 때, 사례 C8은 C6의 설명으로 ‘달의 공

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만들게 되었다. 소집단 실험과 토론 과정에서

C8은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또한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인 위치에 따라 지구에서 달을 볼 때 그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소집단 실험과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끈 C7은 소

집단의 다른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달이 공전한다는 것뿐만 아

니라 달의 공전 궤도면이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삭’의 위치와 보름달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를 친구들에게 설명

하였다.

C8: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C6: 여기 보이지? 빛이 있지? (스티로폼 공을 건네며)니가 일단 이걸

쥐고 있어봐.

C6: (각각의 달의 위치를 생각하며)지구랑 달이 돌고, (갑작스럽게)앗!

보름달이다.

C8: 뭐가?

C6: 달이 지구 뒤에 있을 때 보름달이 되잖아.

C8: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으며)빛이 약간 보여.

C6: 니가 여길 봐봐. 이렇게 반쪽만 보이지? 이게 바로 상현달이야.

C8: 다 보이는데?

C6: 아니, 밝은 부분. (스티로폼 공을 서서히 왼쪽 방향으로 돌린다.)

이거야 이거. 이렇게 돌면 달이 돌면,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건 상현달, 보름달, 지구가 여기 있으면 하현달, 그믐달. 지구

를 기준으로. (‘삭’의 위치에서)자, 이제 여기서는 달이 아무것

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초승달, 상현달, 살짝 위

쪽으로 보름달.

C8: 나, 나, 나, 나도 해볼래.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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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4> C8의 중간 모형 1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중간 모형 2의 구성 과정에서도 사례 C8은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가지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그리고 ‘삭’

의 위치를 태양-지구 그림에 표시하는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달의 모

양이 태양과 지구 그리고 달의 위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는 것을 파악하

게 되었다. 이때 역시 C6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소집단의 학생들이 올

바른 개념을 지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림 Ⅳ-65> C8의 중간 모형 2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도 ‘달의 공전과 상대적인 위치 모형’을 구성하면서

사례 C8의 모형은 목표 모형에 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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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6> 소집단 합의 모형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소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은 실험과 토론 활동에 참여를 하지만 C6의

설명을 주로 듣는 형태의 수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소집단에서

교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과학적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제공

하지 않았지만 이미 C6이 또래 교사의 역할을 하여 친구들에게 달의 위

상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를 통해 소집단의 구성원들이 목표 모형

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들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목표 모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요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데 여기

서는 교사 역할을 한 또래 친구에 의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C8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67>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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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7> C8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C8은 모형 도식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 해당

한다. C8의 중간 모형 1과 중간 모형 2, 소집단 합의 모형은 모두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에 해당하며 모형의 요소와 구조에 있어 거의

동일한 모형을 만들면서 모형의 수준뿐만 아니라 모형 도식의 변화도 나

타내지 않았다. 이는 C8이 개념적으로는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해 이해하

고 있지만 모형을 구성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모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미숙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나. 목표 모형 미도달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의 변화

가 있는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단계(M4)에서 학생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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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

-28>과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18)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C19, C20,

C21, C22,

D3, D11,

D12

1수준 2수준 2수준 2수준

C14, 1수준 3수준 3수준 3수준

D6 2수준 2수준 4수준 4수준

C1, C2,

C3, C5,

C7, D14,

D16

2수준 4수준 4수준 4수준

D10, D15 3수준 4수준 4수준 4수준

<표 Ⅳ-28> ‘목표 모형 미도달’ 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을 보인 경우는 주

로 소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

하지 않거나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이 존재하더

라도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른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한 경우이다. 또한 제공된 자료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자료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모형

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 121 -

사례 D7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D7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2수준

중간 모형 1(M2) 2수준

중간 모형 2(M3) 4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4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2 2

4 4

<표 Ⅳ-29> D7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사례 D7은 모형의 수준이 올라간 경우 중 소집단 합의 모형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한 사례에 해당한다. D7은 초기 모형으로 ‘지구 자전

과 지구 그림자 모형’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태양 빛이 지구에 비추고 이

때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지면서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인다고

설명하는 모형이다. D7의 초기 모형에는 태양이 있지만 이는 지구의 그

림자를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로 보고

있었다.

<그림 Ⅳ-68> D7의 초기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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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은 소집단 실험과 토론 과정에서 여전히 처음 생각과 마찬가지로

달은 움직이지 않으며 태양-지구-달이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고, 태양 빛

이 달에 전달될 때 지구가 태양 빛을 막아 달에 지구 그림자가 드리워져

위상 변화 생긴다고 보고 초기 모형과 동일한 중간 모형 1을 구성하였

다.

D5: (전등 앞에서 달을 지구 중심으로 돌린다.)

D7: 야, 달이 왜 돌아? 니(지구)가 돌아야지?

D5: 달이 돌아.

D6: 달이 왜 돌아? 지구가 돌아야지.

D5: 돌아? 이렇게? (지구의 자전을 표현하며 본인이 돈다.)

D7: 야, 근데 달은 변화가 없잖아.

D5: 그니까 달이 돌아야지

D6: 달이 어떻게 돌아. 니가 돌아야지.

D5: 아, 몰라. 니가 해.

D6: (달과 지구가 동시에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도는 모습을 표현한

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이 때, D7은 심층 면담 과정에서 본인의 모형으로 정확한 달의 위상

변화 과정을 설명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교사: 자, 전등이 태양이고, 네가 지구, 그리고 스티로폼 공이 달이라

고 하자. 그럼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까?

D7: (스티로폼 공을 전등 앞에 들고 가만히 있다.)

교사: 네 생각을 표현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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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잘 모르겠다는 표정으로)지구가 도니까...

교사: 달은 가만히 있고 지구만 도는 거야?

D7: (끄덕인다.)

교사: 그럼 달의 위치는 어디인데?

D7: (자신의 모형에서 표현한 달의 위치와 다르게 태양-달-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음을 나타낸다.)

교사: 그럼 보름달이 보일 때와 이렇게 상현달, 하현달과 같이 반달이

보이게 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D7: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모르겠어요.

- 인터뷰

<그림 Ⅳ-69> D7의 중간 모형 1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

초기 모형과 동일한 중간 모형 1을 구성한 후, 학생들은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가지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그리고 ‘삭’의 위치를 태양-지구 그림에 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태양-

지구 그림에 달의 위치를 표시할 때, 사례 D7은 자신의 모형으로 달의

여러 가지 모양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음을 느끼고 D5의 설명에 따라 각

각의 달의 위치를 찾으며 중간 모형 2에서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

형’을 구성하였다.

D7: 달이 지구를 돈다는 거야?

D5: 지구도 돌고, 태양은 빛을 전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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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달이 몇 개야? 다섯 개야.

D5: 아니, 달이 돌아서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

D7: 아하.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70> D7의 중간 모형 2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그 후 토론 활동에서도 소집단의 학생들 모두 달의 공전 궤도에 대한

생각을 해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단계에서도 지구

그림자에 의한 달의 위상 변화를 설명하는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

형’을 만들었다.

<그림 Ⅳ-71> 소집단 합의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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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D7이 속한 소집단의 구성원들 중 오직 D5만 달이 공전한다는 것

을 알고 있었고, 사례 D7과 D8은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으로 2

수준의 초기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D6은 동일 수준의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을 초기 모형으로 표현하였다. 해당 소집단에서 교사는 태양-

지구 그림에 달의 위치 찾기 활동에서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면이 약 5

도 기울어져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달이 태양 빛을 받는 면

이 어떠한지를 <그림 Ⅳ-72>와 같이 설명한 후, 위상 변화의 원인을 찾

아낼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대로 4수준의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목표 모

형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S
E

M

M

MM

M

MM

M

<그림 Ⅳ-72> 달이 빛을 받는 부분

사례 D7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73>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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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3> D7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D7의 경우 초기 모형과 중간 모형 1이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형을 반복적으로 구성하였으나 지구와 달의

상대적 크기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모형 도식의 변화를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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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

: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중간 모형 1

: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지구와 달의 크기가 거

의 비슷함

Ÿ 달의 지구 크기의 1/4수

준으로 축소하여 표현함

으로써 모형의 기하학적

인 측면을 고려하였음

<표 Ⅳ-30> D7의 모형 도식의 변화

② 모형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감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에서 모형 수준의 변화

가 있는 경우 중 모형의 수준이 올라갔다 내려간 경우이다. 이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형의 수준이 올라갔다가 다

시 원래 상태로 내려오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

형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 C4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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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구성 단계

C4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4수준

중간 모형 1(M2) 4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4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4 4
5

4

C4의 모형 수준

<표 Ⅳ-31> C4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사례 C4는 모형의 수준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그림 Ⅳ-74> C4의 초기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C4는 초기 모형으로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을 구성하였고

스티로폼 공과 전등을 이용한 소집단 실험과 토론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

할을 하면서 소집단의 학생들이 달이 태양 빛을 받아 반사하고 지구를

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C4는 달의 위상 변화에 직

접적인 원인을 지구 그림자라 생각하였고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워

져 일부부만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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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지금부터 저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진 군이 지구이

고, 여기 스티로폼 공이 달입니다. (전등을 가리키며)이제 이것

은 태양이므로 불을 켜겠습니다. 이렇게 돕니다. 지구도 도세

요. 지구가 태양의 빛을 가리는 부분이 있고 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부분이므로 달의 모습은 태양의 빛의 양에 따라 모습이

다양하게 보입니다.

C1: 이제 저의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구가 돌고 달이 지구 주위

를 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C2: 저도 달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C3: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달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C1: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태양 빛에 대한 설명을 넣은 채민

주(C4) 양인 것 같습니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75> C4의 중간 모형 1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중간 모형 1을 구성한 후 학생들은 한 달 동안의 달의 위상 변화 사진

을 가지고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 그리고 ‘삭’의 위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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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지구 그림에 표시하는 활동을 하였다. 태양-지구 그림에 달의 위치

를 표시할 때 C3와 C1은 중간 모형 1에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모형

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달의 위치를 태양을 중심으로 표시

하였다. 이는 달이 공전한다는 것을 모형에 나타내었지만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사와의 토론 과정을

통해 태양을 중심으로 달이 공전하였을 경우 지구에서 바라보는 달의 상

대적인 크기가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다시 지구를 중심으로 달

의 위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때 사례 C4는 태양-지구-달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달의 위상 변화를 이해하고 각각의 달의 위치를 정확히 표

시하였다.

C3: (상현달을 태양의 왼편에 그리며)여기가 B(상현달), (하

현달을 태양의 오른편에 그리며)여기가 E(하현달). 보

름달은...

C2: 보름달이 뭐야?

교사: 달이 태양 주위에 있네. 자, 그럼 이것 봐봐. (달이 태

양 주위를 돌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다.)달이 여

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달의 크기가 어때?

C3: 달라요.

교사: 태양의 앞쪽으로 있을 때 달의 크기는 커지나 작아지

나?

C1, C2, C3, C4: (다같이)커요.

교사: 그럼, 태양의 뒤쪽으로 갈수록 달의 크기는?

C1, C2, C3, C4: (다같이)작아져요.

교사: 자, 선생님이 보여 준 달의 위상 변화 사진에서 달의

크기는 모두 어때?

C1, C4: (다같이)거의 비슷해요.

교사: 그렇지. (학생 한 명을 지구라 하고)그럼 네가 지구이

고 스티로폼 공을 달이라고 하였을 때 이렇게 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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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면 태양에 의해 밝게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달

라지니?

C1: 우와, 우와.

교사: 달이 까맣게 안보일 때를 A(삭)라고 했지? 그럼 A의

위치는 어디가 될까?

C4: (태양-달-지구의 위치를 가리키며)여기요.

교사: 그렇지. 그럼 B(상현달)의 위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까?

C1: (달을 본인의 왼편으로 돌린다.)

교사: 아, 그렇게 갔을 때?

C1: 이정도.

C3: 아니야, 이정도 갔을 때. 그래, 그래.

교사: 달의 오른쪽이 밝은 거죠? 그럼, 나머지 달의 위치도

찾아봐요.

C4: 야, 좀 더 달을 돌려봐.

C3: 우와, 보름달이다.

C1: 이렇게 더 돌리면, 오호~

C4: 아, 알겠다. 그럼 여기가 D(보름달), E(하현달), F

(그믐달)

-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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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6> C4의 달의 위치 찾기 활동지

<그림 Ⅳ-77> C4의 중간 모형 2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과정에서 사례 C4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지

구-달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고 달의 위치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찾아서 표시하였다. 그러나 달의 공전 궤도가 약간 기울어졌

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보름달이 생기는 위치에서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리는 것을 없애지 못하고 결국에는 지구 그림자가 달의

위상 변화의 원인이 됨을 글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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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8> 소집단 합의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사례 C4가 속한 소집단의 구성원들 모두는 C4를 제외하고 모두 초기

모형이 1수준에 해당하는 달의 공전 모형이었다. C4는 학업 성적도 우수

하고 친구들의 신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 모두 C4의 의견에 따

라 중간 모형 1과 2,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C4와 동일한 모형

을 만들었다. 해당 소집단에서 교사는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과학적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태양-지구 그

림에 달의 위치 찾기 활동에서 지구와 달의 공전 궤도면이 약 5도 기울

어져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스티로폼 공을 이용하여 ‘삭’과

‘망(보름달)’의 위치를 통해 달의 공전 궤도가 기울어져 있음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였지만 그대로 4수준의 모형을 구성함으로써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사례 C4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79>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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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9> C4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C4는 모형 도식에 있어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이미

초기 모형에서부터 지구 자전축을 표시하였고, 태양과 지구의 상호작용

에 의해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을 설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간 모

형 2와 소집단 합의 모형에서 달의 위치에 따라 모양이 다양해지는 것을

모형에 표현함으로써 오히려 지구 자전과 달 공전의 메커니즘이 정확하

게 표현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크게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을 구성한 경우와 잘못된 초기 모형이 유지되는 경우이다. ‘달

의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에서는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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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을 구성한 경우와 잘못된 초기 모형이 유지되는 경우 둘 다 나타났

다. 이에 해당하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를 모형의 수준으로 표시하여

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 <표 Ⅳ-32>와 같다.

구체적인

사례들

(N=17)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

(M1)

중간 모형 1

(M2)

중간 모형 2

(M3)

소집단 합의

모형(M4)

C9, C10,

D1, D2,

D4, D8,

D13, D22,

D23

2수준 2수준 2수준 2수준

C14 3수준 3수준 3수준 3수준

D5, D9,

D17, D18,

D19

4수준 4수준 4수준 4수준

C6, C16 5수준 5수준 5수준 5수준

<표 Ⅳ-32>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별 모형 변화 양상

①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

‘달의 위상 변화’에 관한 모형 구성 수업에서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과

같은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이고 모형 구성 단계가 진행됨에 따

라 같은 수준의 모형을 구성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모형의 수준이 5

수준에서 변화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원인을 보다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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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바탕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 D20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D20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5수준

중간 모형 1(M2) 5수준

중간 모형 2(M3) 5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5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5 5 5 5

D20의 모형 수준

<표 Ⅳ-33> D20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사례 D20은 초기 모형에서부터 목표 모형과 같은 수준인 5수준의 ‘달

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구성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

형을 만들면서 모형 수준의 변화가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례에 해

당한다. D20은 초기 모형에서 ‘달의 모양이 바뀌는 이유는 태양이 달을

비추는 곳만 지구에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서 단순히 태양,

지구, 그리고 달의 공전만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미 D20은

달이 태양 빛을 반사하고 태양-지구-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반사된

면을 우리가 봄으로써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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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0> D20의 초기 모형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모형 구성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D20은 중간 모형 1에서 지구의 자전

요소를 추가하면서 모형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D20: 여기가 초승달, 그리고 반달.

D21: (하현달의 위치를 가리키며)아니지, 그럼 여기도 초승달이야?

D20: 봐봐. 초승달, 보름달.

D21: (보름달의 위치를 가리키며)거긴 월식이지.

D20: 아니야. 봐봐. 초승달, 반달, 보름달, 반달. 음… (하현달 부분

에서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부분 일식.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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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1> D20의 중간 모형 1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중간 모형 2에서는 지구의 자전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지구 자전축을

표시하였다. 또한 달이 태양 빛을 받는 부분과 기울어진 달의 공전 궤도

까지 표현하면서 모형이 점차 발전하였다.

D21: (필통을 지구라 가정하고 지구 주변으로 스티로폼 공을 돌리며)

달이 이렇게 도는 거야?

D20: (스티로폼 공을 들고)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야.

- 소집단 토론 중

<그림 Ⅳ-82> D20의 중간 모형 2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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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 활동에서 사례 D20은 모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달의 공

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림 Ⅳ-83> 소집단 합의 모형(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사례 D20의 소집단 구성원들은 D20을 제외하고 모두 2수준의 초기 모

형을 구성하였다. 사례 D20과 D21은 모형 구성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나 D22와 D23은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았

다.

사례 D20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8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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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4> D20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D20의 모형은 수치적으로는 이미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에

해당하나 모든 모형 구성 단계에서 동일한 형태를 보인 것이 아니라 점

차 단계가 진행될수록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원인이 구체적이고 자세하

게 기술되면서 이에 따라 모형 요소와 구조가 변화되고, 모형이 점차 과

학적으로 정교화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D20의 모형은 해당 수업

에서 설정한 목표 모형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는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의 경우 모형 구성 수

업 자체가 일종의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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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중간 모형 1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지구의 자전을 표현하

지 않음
Ÿ 지구의 자전 요소 추가

D20의

모형

(M3, M4)

중간 모형 2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모형

도식의

변화

Ÿ 달의 공전 궤도면을 표현함

Ÿ 달의 태양 빛을 받는 부분을 표현함

<표 Ⅳ-34> D20의 모형 도식의 변화

② 잘못된 초기 모형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가까운 경우 이외에 잘못된 초기 모형을 구

성한 후 지속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모형을 만든 경우도 모형 수준의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유형은 소집단 실험이나 토론 활동 과정

에서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못하여 서로의 모형에 대해 옳고 그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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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에 나타났다. 또 소집단의 구성원 중 모형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존재하더라도 이 학생이 소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또한 낮은 수준의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상호작용이 일어난 경우에도 모형 수준의 변

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소집단의 학생들 모두 낮은 수준의 초기

모형을 구성한 경우에는 비록 소집단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어도 제공

받은 과학적 정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모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모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례 D23의 경우

A. 모형 수준의 변화

모형 구성 단계

D23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초기 모형(M1) 2수준

중간 모형 1(M2) 2수준

중간 모형 2(M3) 2수준

소집단 합의

모형(M4)
2수준

0

1

2

3

4

5

M1 M2 M3 M4

2 2 2 2

D23의 모형 수준

<표 Ⅳ-35> D23의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

사례 D23은 2수준의 ‘달 공전 모형’을 초기 모형으로 구성한 후, 지속

적으로 동일 수준의 모형을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 D23은 달이 스스로

빛을 내며 지구 주변을 돌때 지구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이 다양하

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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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5> D23의 초기 모형 (달 공전 모형)

소집단 실험과 토론 활동에서 D23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다른 학생과

장난만 쳤고, 그 후 중간 모형 1의 구성에서도 초기 모형과 동일한 ‘달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간 모형 1은 초기 모형에는 나타나 있

지 않았던 지구 자전 요소를 추가하여 표현하였다. 여기서 사례 D23은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D20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구

의 운동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여 모형을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D20: 야, 이렇게 될 때가 일식(삭을 말함)이네. 일식 맞지?

D22: 아닌데.

D20: 아니, 이렇게 돼서 여기가 보름달이 되는 거잖아. 그치?

D23: (장난을 치며 전등 빛을 손으로 가리며)그래서 여기가 가려지는

거지, 뜨거워.

D22와 D23은 계속 장난만 치고, D20은 D21한테 설명한다.

- 실험 활동 및 소집단 토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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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6> D23의 중간 모형 1 (달 공전 모형)

중간 모형 2의 구성 활동에서 사례 D23은 지구와 달의 크기를 고려하

지 않고 자신의 지우개를 지구라 가정하고 달에 해당하는 스티로폼 공을

돌리며 태양-지구 그림에서 달의 위치를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때

D20은 달이 지구 크기의 1/4배임을 상기시켜주면서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D23은 태양 빛에 대한 고려 없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달이 지구 주위를 돌기 때문에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인다고 생

각하면서 ‘달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Ⅳ-87> D23의 중간 모형 2 (달 공전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구성에서 D23은 전혀 참여하지 않아 개별적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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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생각하는 최종 모형을 그리도록 하였는데 이때에도 2수준에 해당하

는 ‘달 공전 모형’을 만들었다.

<그림 Ⅳ-88> 소집단 합의 모형 (달 공전 모형)

사례 D23이 속한 소집단 구성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초기 모형으로 목

표 모형에 해당하는 5수준의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을 구성한 학

생이 한 명이고, 2수준의 지구 자전과 보는 각도 모형을 만든 학생과 지

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을 만든 학생이 각각 한명씩 있었다. 소집단

의 구성원들 중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과 지구

자전과 그림자 모형을 만든 학생만 모형 구성 활동에 참여하였고, 사례

D23과 나머지 다른 학생은 잘 참여하지 않았다.

사례 D23의 모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Ⅳ

-8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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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89> D23의 모형 수준의 변화 과정

B. 모형 도식의 변화

사례 D23의 모형은 모두 2수준에 해당하지만 모형 구성 수업이 진행

됨에 따라 동일 수준 안에서도 약간의 모형 변화를 보이면서 비록 모형

의 수준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모형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

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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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3의

모형

(M1,

M2)

초기 모형

: 달 공전 모형

중간 모형 1

: 달 공전 모형

모형

도식

의

변화

Ÿ 지구의 자전과 달 공전을

그림에 나타내지 않음

Ÿ 지구의 자전을 직접 모형에

표현함

D23의

모형

(M3,

M4)

중간 모형 2

: 달 공전 모형

소집단 합의 모형

: 달 공전 모형

모형

도식

의

변화

Ÿ 지구의 자전과 달의 자전

을 모형에 표현함

Ÿ 달이 공전하면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고

자 하나 제대로 나타내지

못함

Ÿ 달의 공전을 나타냄

<표 Ⅳ-36> D23의 모형 도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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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과학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개념과 지식을 이해하고 실험을 통

해 산출물을 확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과학적 탐구는

과학자들이 하는 과학 탐구의 과정도 함께 경험해보는 것을 포함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상호 작용을 통해 과학적 탐구 과정이 혼자만의

과정이나 산출이 아닌 동료 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과학자들이 해왔던 탐구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박영신, 2006).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들

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이를 활용하여 과학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를 판

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하며 과학적 논증의 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전략으로 모형 기

반 학습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모형 구성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적용하고 이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

였다. 특히 지구과학 영역 중 「지구와 달」 단원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를 학습 주제로 선정하고 학생들의 초기 모형

유형과 그 수준을 파악한 후, 과학적 모형 구성 활동에서 학생 개인의

모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

출할 수 있었다.

첫째,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초등학교 5

학년 학생들의 초기 모형을 살펴본 결과, 학생의 선행 학습 정도와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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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초기 모형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개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초기 모형은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절반에 가까운 학

생들이 지구 자전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지구 공전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그 밖에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표현한

혼합 모형, 태양 공전 모형, 지구 회전 모형, 태양 이동 모형, 그리고 행

성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구의 자전 개념을 알고 있더

라도 공간적 사고를 하지 못할 경우, 모형의 표현에 있어 ‘지구가 돌기

때문에’라고 글로만 나타내거나 지구가 자전하는 모습을 평면적 그림으

로 구성하기도 하고 낮과 밤의 모습을 나열하듯이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고, 서쪽으로 태양이 지고 나

면 밤이 된다.’는 지구 기반 관점(earth-based perspective)을 토대로 지

구 위에서 관측한 현상에 대해 표현한 모형들과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

양 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고,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은 밤이 된다.’는

우주 기반 관점(space-based perspective)을 바탕으로 하여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에 대해 표현한 모형들로 나타났다.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초기 모형은 8가지 유형으로 나

타났고, 달을 광원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반사체로 인식하는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의 크기 및 거리에 대한

스케일, 달의 공전에 관한 공간적 사고 능력 유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형이 나타났다. 또한 일상 경험을 토대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드리

워져 위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는 모형과 지구의 자전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단순히 지구와 달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모형을 구성하

기도 하였다. 그 결과 달의 공전과 상대적 위치 모형, 달의 공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태양 중심’ 달의 공전 모형, 달 공전 모형, 지구 자전과 보

는 각도 모형, 지구 자전과 지구 그림자 모형, 달 구름 모형, 그리고 달

스스로 모양 변화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초등학생들의 개인 모형의

변화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모형 수준에서의 변화 양상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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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 수준에서의 변화 양상은 모형 수

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와 나타나지 않은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었다.

특히 과반수 학생들의 모형에서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과 ‘달의 위상

변화’ 모두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났다.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

우 중 목표 모형에 도달한 경우는 소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이 존재하고,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졌을 때이며 교사나 동료 학생으로부터 제공된 과학적 정보나 자료

에 대한 이해 능력 및 활용 능력, 그리고 그것을 조직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였다.

그러나 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 중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는 소집단 구성원 중에 초기 모형이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학생

이 존재하지 않거나 목표 모형에 해당하는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

는 개념을 동료 학생들에게 논리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을 때 이에 속한

소집단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특히 이 경우 과학적으로 잘못된 모형

을 구성한 학생이 의견을 자신 있게 주장하면 동료 학생들도 그 학생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모형을 수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제공

된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자료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모형의 수준이 목표 모형에 도달하지 못하는 양상을 볼 수 있

었다.

모형 수준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거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이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학생은 다른 학생의 영향을 쉽게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형의 수준이 내려간 경우는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에 관한 수업에

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지구 자전에 대한 암기된 단편적인 개념을 모형으

로 표현하려고 하였을 때 모형 표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생의 의견을 쉽게 받아들여 자신의

모형을 바꾼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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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수준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주로 초기 모형이 목표 모

형에 가까운 경우와 잘못된 초기 모형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였다.

각각의 사례들은 모형 수준의 변화 양상과 더불어 모형 도식의 변화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비록 모형 수준의 변화가 수치적으로 드러나

지는 않은 경우에도 모형 구성 단계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모형 요소나

모형 구조에서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들

이 모형 구성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보다 과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잠재적으로는 학생

들의 모형 구성 능력도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정한 과학적 탐구를 위해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초등학생들에게 실시하고 그것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자료의 제공과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의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면 초등 수준에서도 모형 구성 활

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모형 구성 단계가 진행될수록

개념에 따른 모형의 수준이 변화하는 것과 동시에 모형의 요소와 구조도

변화하였다. 이는 모형의 수준이 수치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고 모형 구

성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모형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화 되면서 과학적

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이미 목표 모형에 가까운 초기

모형을 구성한 학생에게는 모형 구성 수업이 비계(scaffolding) 역할을

하면서 해당 수업에서 설정한 목표 모형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모형으

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미 목표 수준에 도달한 학생일지라

도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이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는 ‘소리 내어

생각하기(think aloud)’의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인지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적 모형 구성 수업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개념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상

호작용을 통해 과학적 추론 과정과 과정으로서의 과학을 경험해보는 기

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등 수준에서의 모형 구성 활동의 가

능성과 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형 기반 수업 전략 수립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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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고 기반이 되는 사례 연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제 2 절 제언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개념에 따른 모형 수준의 변화와 더불어 모형 도

식에서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는 학생들이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면서 모형 구성 능력 또한 변화하였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모형 구성 활동에서 학생의 모형 구성 능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본다면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수업 전략을 수립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모형 구성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모형을 평가할 때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형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는데 어려움을 느꼈다. 특히 모형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모형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구체

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제공하는 것은 모형 구성 활동에 한걸

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천문 관련 영역인 「지구

와 달」 단원에서 모형 구성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였다. Leherer와

Schauble는 학생들이 모형 구성 활동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모형을 구성

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였

다. 따라서 이후에 나오는 ‘태양계와 별’, ‘계절의 변화’를 주제로 한 모형

기반 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지구과학 영역뿐만 아니라 과학의

다른 영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모형 구성 수업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사고를

촉진하기도 하고 토론 과정을 중재하기도 한다. 또한 모형이 생성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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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수정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고, 또 그 자료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합하는 증거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한

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 구성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해서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도 모형 구성 활동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

에 따른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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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의 자전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생각하기
Ÿ 왜 낮과 밤이 생길까요?

Ÿ 어떻게 하면 낮이었다가 밤이 되고, 밤이 낮이 될까?

Ÿ Toy story 3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며 낮과 밤이 되는 까닭을

생각해본다.

출처: Toy story 3 (2010). Day & Night

일상생활 속에서 낮에는 활동을 하며 밤에는 잠을 자는 등 낮과 밤에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다면 낮과 밤은 왜 생길까?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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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지구의 자전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전등, 스티로폼 공

해결하기
☞ 질문 1. 지구는 스스로 빛을 (낸다, 내지 못한다).

☞ 질문 2. 낮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인가?

☞ 질문 3. 어떻게 하면 낮과 밤이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자.

 초기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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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 질문 4. 전등을 태양, 스티로폼 공을 지구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낮인 지역이 밤이 되고, 밤인 지역이 낮이 될지

전등과 스티로폼 공을 이용하여 낮과 밤이 생기도록

자유롭게 탐색해보자.

전등= 태양, 스티로폼 공=지구

☞ 질문 5.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초기 모형에서 잘못

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나타내보자.

(※ 태양과 지구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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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 모형 1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 과학적 자료 1. 지구가 중심일까요? 태양이 중심일까요?

지구가 중심이다!
-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어 움직이지 않으며 태양을 비롯한 달, 행성,

항성 등이 지구의 주위 를 회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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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이 중심이다!
- 태양이 우주 혹은 태양계의 중심에 있고 나머지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한다.

태양이 중심이고 그 주위에 지구가 있다. 즉, 태양은 태양계의 중심이

다. 따라서 전등을 고정시켜 놓고, 공(지구)을 움직여서 낮과 밤이 생기

는 것을 찾아보자!

☞ 과학적 자료 2. [지구의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

1) 낮과 밤이 생기는 주기는?

2) 만약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면 낮과 밤의

주기는?

☞ 과학적 자료 3. [별의 일주 운동]

▷ 정말로 별이 움직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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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보자. (※ 태양과 지구의 위

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중간 모형 2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 질문 7. 하나의 최종 우리 반 합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

※ 주의점: 소집단에서 완성된 중간 모형 2를 발표한다. 친구들이 발표

할 때는 떠들지 않고 자신의 모둠에서 만든 모형과 비교해보

고, 다른 모둠의 설명이 타당한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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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8. [모형의 적용] 하루 동안 태양의 이동 방향을 보고 지구의 자

전 방향 알아내기

*태양의 이동: 스텔라리움 활용

<지구 되어보기 활동>

지구가 되어 직접 돌아보자!!

1. 전등을 등지고 자리에 선다.(사람=지구)

2.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이게 하려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가?

▷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면 지구의 자전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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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의 위상 변화

( )학년 ( )반 ( )번 이름 ( )

1.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

할 수 있다.

생각하기
Ÿ 왜 달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일까?

출처: 두산 백과사전 두피디아 www.doopedia.co.kr

Ÿ 한 달 동안 달을 관찰해보면 그 모양이 같지 않다. 보름달, 초승달 등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그 까닭에 대해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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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1. 여러 날 동안 같은 시각에 보이는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
전등, 스티로폼 공, 막대

해결하기
☞ 질문 1.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이는 까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글로 표현해 보자.

 초기 모형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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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자료 1. 지구와 달

1) 달의 모양은 어떠한가?

2) 달은 스스로 빛을 (낸다, 내지 못한다).

3) 달의 크기는 지구의 몇 배일까요?

4) 지구와 달의 거리는?

☞ 질문 2. 전등을 태양, 스티로폼 공을 달, 자신을 지구라 가정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달의 모양이 다양하게 보일지 전등과

스티로폼 공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탐색해보자.

전등=태양, 스티로폼 공=달, 나=지구

☞ 질문 3. 실험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초기 모형에서 잘못

된 부분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나타내보자.

(※ 태양과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중간 모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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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 과학적 자료 2. 한 달 동안 달의 위상 변화 사진을 보고 달의 위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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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4.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형에서 잘못된 부분을 수

정하거나 새로운 모형을 만들어 보자. (※ 태양과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고려하여 표현한다.)

 중간 모형 2

▷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위의 모형을 설명한다.)

☞ 질문 5. 하나의 최종 우리 반 합의 모형을 만들어 보자.

※ 주의점: 소집단에서 완성된 중간 모형 2를 발표한다. 친구들이 발표

할 때는 떠들지 않고 자신의 모둠에서 만든 모형과 비교해보

고, 다른 모둠의 설명이 타당한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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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6. [모형의 적용]

1) 달의 위상변화 순서를 통해 달의 공전 방향 추측하기

2) 한 달을 기준으로 음력 8일과 음력 22일의 달 모양 추측하기 (하루

약 12도씩 이동) : 달의 공전과 태양-지구-달이 위치 관계를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음력 8일

음력 22일

3) 음력 8일과 음력 22일의 달 모양 확인하기

: simulation을 이용하여 날짜별 달의 모양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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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for Model Chan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rough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Yun-Jeong, Song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cientific inquiry involves reasoning activities through a variety of

methods and processes for understanding scientific concepts. In

addition, objects or phenomena scientists often explored include those

that have become difficult too to observe directly. Thus, it is

important to represent natural phenomena or ideas as part of

scientific inquiry methods, and try one scientific model of creation

and operation. Recently, while emphasizing scientific inquiry based on

the model, we became aware that it's important to construct scientific

models through the exploration using activities of social interaction.

Data, based on the scientific model is able to describe and explain

the facts or phenomena, theory through a model, it is possible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scientific concepts and scientific

reasoning skills while sharing ideas with each o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ploring the initial mode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investigating the features of students’ model change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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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ir formed models after carrying out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initial model

for a elementary student.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ntal models

prior to learning are called initial models. Their mental models after

class are called the formed models.

For this study,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class module was

developed based on advanced research and literature, and this module

was applied in two 5th grade classes in South Korea, Incheon. The

lesson relates to 'the cause of day and night' and 'phases of the

moon'. The progression of the lesson flows as follows:

Facts / phenomena / theoretical model suggestion → Forming

individual model (initial model, the intermediate model 1, the

intermediate model 2) → Small group consensus model → Class

consensus model → Ap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lass model

(target model).

At the start of class, the module required students work in small

groups. The initial model/intermediate model 1, and model 2 were

designed to allow the students to express there own personal idea's.

However, small group discussions were ever to be done in the

process of configuring the individual models, and each phase

constituting the model was investigated w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model change. Procedures for data collection consists of audio and

video recording all activities, including small group activities,

gathering students’ worksheets, and post-interviews. All data was

analyzed pre qualitative method. The analysis of this data was

verified by experts and participants in science education, and

inter-verification of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initial models for the 5th grade students were different

variants of levels depending on the pupils degree of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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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 skills, and intelligence on the subject matter. The

aforementioned types of the students' initial model about 'the cause

of day and night' comprise of: the Earth's Rotation Model and the

Mixed Model, the Earth Revolution Model, the Solar Revolution

Model, the Earth turning around the sun and the moon Model, the

Solar Movement Model, and the Planet Model. The types of the

students' initial model about 'Phase of the Moon' are the Lunar

Revolution and the Relative Position Model, the Lunar Revolution and

the Earth Shadow Model, Lunar Revolution Turning Around the Sun

Model, the Lunar Revolution Model, the Earth's Rotation and Viewing

Angle Model, the Earth's Rotation and Earth Shadow Model, Moon

Cloud Model, and the Moon Itself Shape Change Model.

Secondly, when analyzing the changes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dividual model, this showed examples presented with a

change in the model level and examples levels unchanged. This has

changed the model level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a

student who have configured the target model as his/her initial

model. And it was dependent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members

in a small group, scientific literacy of the information or material

provided from teachers and fellow students, and ability to organize

and express it in a logical. However, although the model-level change

was revealed by numerical, when analyzing the model schema, it was

found that students’ models are more detailed and scientifically

elaborated in the structure and elements of the model.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reached. This study has shown the potential of model-based

instruction in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it can be applied to

classroom scale learning. Furtherm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information on a model-based teaching strategies to tar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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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lementary and standard elementary school science curriculum, or

instruction based on models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words :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social interac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 initial model, model change

Student Number : 2013-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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