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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융합인재프로그램(STEAM)을 적용한 과학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따라 과학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절의 변
화에 대한 6차시의 공동수업을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2학급 50명, 호주에
서 1학급 25명, 총 75명의 학생들과 각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한 교사 3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학생의 과학자본과 개념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
해 67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과학자본 질문지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된
계절의 변화 관련 사전, 사후개념 확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과학자본 설
문지, 개념 확인 질문지, 수업 활동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업 과
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여 학생들이 모형구성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위해 설문지와 활동지, 질문지에 대한 분
석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과학자본이 많으며 모
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그룹1), 과학자본이 적지만 모형구성
과 개념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그룹2), 과학자본은 많지만 모형구성과 개
념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그룹3), 과학자본이 적으면서 모형구성과 개념이
해 수준이 낮은 학생(그룹4)으로 나누었다. 이중에서 그룹1, 2, 3에 속하
는 학생들을 2명씩 뽑아서 총 6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하였다. 두 나라 학
생들의 과학자본 설문지를 비교 분석하는 양적연구를 하였고, 학생들의 모
형구성과정 속에서 나타난 상호작용과 인터뷰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의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해 학생들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과정 사이의 관계
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두 나라 학생들 간의 과학자본 총합에 따른 학교별
차이는 국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보다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부
모들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였다. 학생들을 과학자본에 따라
분류하면 주로 중간 그룹이 가장 많은 항아리형 분포가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공립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피라미드형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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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대한 선행지식이 비슷한 상황에서 모형구성
이나 개념이해의 정도는 과학자본 보다는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Meta Modeling Knowledge)의 영향이 더 컸다. 모형구성의 과정을
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주로 인지적 상호작용과 메타 인지적 상
호작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거나 설명
하는 등의 역할을 통해 모둠 모형의 방향을 정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많이 하였다. 과학자본 중간 그룹의 학생들은 정의적 상호작용이나 조직적
상호작용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효과적인
모형구성과 개념이해를 위해서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과정에 대한 지식
(Meta Modeling Knowledge)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
생들의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에서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 탐구 활동에서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고려한 모둠구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나 부모들은 과학자본이 학습에 미치는 영
향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이해하고 이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하다. 과학자본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기 때문에 과
학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와
같은 융합인재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모형구성 수업은 학생들의 학습 동
기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과학탐구과정으로서의 모형구성과정과 과학자본의
관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는 점과 초등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한 점,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이기 위
해 융합인재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과학 모형, 사회적 구성(공동 구성), 과학 자본, 융합인재수업
(STEAM), 초등 과학 탐구, 사회적 상호작용
학 번 : 2015-2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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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TIMSS 2011, 2015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학업의 성취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자원(부모의 학력, 직업, 과학에 대한 태도, 집에 있는 책, 공
부에 대한 지원)과 사회경제적 배경이 상당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또한 과학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이는 학생은 주로 높은 학업
적 성취를 강조하는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과학교사의 직업에 대한 만족
도가 높고, 학생의 학업에 대한 성취 욕구나 학교에 대한 소속감이 높고,
부모의 지원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학생들의 자원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들이 있었다.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학생이나 부
모의 문화적 자원(자본)을 측정하려는 연구나 문화적 자원(자본)과 학생들
의 학업 성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연구들이 그러한 예이다(권미경
외, 2014; 김경근 외, 2007; 김현숙, 2011; 박현진 외, 2010; 신명호,
2010; 이경은, 2014; De Graaf et al, 2000; Flere et al, 2010; Jeynes,
2005; Sullivan,2001; Wang, 2011).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학생이나
가정의 자원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중에서 과학과 관련된 자원이나 경제적
배경 요인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
을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과 학생들의 학업선택(과학과목의 선택, 과학관
련 고등학교 진학, 대학에서 과학관련 학과의 선택 등)이나, 직업 희망, 학
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연구들도 있었다(조혜내, 2014; Archer
et al., 2012,

2014, 2015, 2016; Dewitt et al, 2016; Wong 2016). 하

지만 그동안 이루어졌던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자원(자본)과 학업적 성취
에 대한 연구들은 PISA나 TIMSS 처럼 국제 학업 평가 속에서 규격화된
지식을 평가하는 문제 풀이형 시험과 관련된 성취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실제로 과학 지식을 탐구하고 생산하는 실제적 과학 활동의 과정에서 학
생들의 과학과 관련된 자원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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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알아보는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과학 탐구의 과정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학생들의 탐구과정
을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정성적인 방식으로 연구해야하기 때문에 국제 학
업 성취도 평가 같은 통계적 분석 연구에서는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가 과학학습을 통해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과학지식을 많이 암기
하거나 단순히 문제 풀이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이 과학의 아이디어들을 이해하고(learning of science), 과
학의 방법이나 역사, 철학에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해하며(learning
about science), 과학지식의 획득과정에 참여하는 것(learning to do
science)이 되어야 한고 말한 Hodson(1992)의 주장이 의미가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과학교육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모형 기반 학습(Model based learning)이다. 모형과 모형 만들기
(modeling)는 과학과 과학자들의 탐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Passmore

et

al,

2009).

과학교육에서

모형(model)과

모형구성

(modeling)은 학생들이 동료들과 함께 과학모형을 구성(Co-construction)
하면서 과학 지식의 실제적(authentic) 획득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과학
탐구의 과정을 배울 수 있으며(Clement & Steinberg, 2002), 과학지식의
본성(NOS)에 대해서도 이해(Windschitl et al., 2008)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교육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Khan, 2007).
이것은 실제로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과정과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을 학교
수준에서 경험하게 하는 효과적인 과학학습의 방법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
의 과학 관련된 자원(자본)이나 사회 경제적 배경과 학생의 수업 속에서
나타는 실제적인 과학의 탐구 과정이나 탐구 능력과 관련된 과학 모형 구
성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모형구성의 과정은 동
료들이나 선생님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탐구의 과정이
기 때문에 수업상황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
학생의 과학과 관련된 자원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의 차이는 문화가
다른 국가 간에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학생들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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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비교 연구하였다. 계절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계획하였고 4번에 걸친 공동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가
지고 있는 과학과 관련된 자원이나 사회적 경제적 배경, 즉 과학자본
(Science Capita)과 학생들의 과학 모형 구성의 과정(과학탐구의 과정)이
나 개념 이해와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통
해 과학자본과 실제적 과학탐구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호주
와 한국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학습과 관련된
우리의 사회 문화적 자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의 특
징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이러한 과학자본이 학생들의 모형구성과정이나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관련이 있는 과학자본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의 특징은 어떠한가?
2. 학생들의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 3 -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자본과 과학자본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Bourdieu는 자본(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 부
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사회적인 계급의 재생산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
의 The forms of capital(1986)이라는 책에서 자본을 축적된 노동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자본은 필요에 따라 구체화고 살아있는 노동의 형태
인 사회적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고 하였다. 자본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
고 이러한

자본들은 경제적 자본으로 변환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자본

은 모든 자본의 뿌리가 된다. 다양한 자본의 변환은 자본을 재생하기 위한
전략의 바탕이 된다.
Bourdieu는 자본을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첫째는 경제
적 자본 (economic capital)으로 즉각적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자본이
나 부동산, 재산의 권리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둘째는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으로 이것은 특정한 조건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
였고,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①체득된 형태(embodied
state): 오랫동안 지속되는 마음과 육체의 기질이나 성향으로, 외적인 부가
사람의 종합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변화된 것, 또는 습관, 습성으로 변
화된 것을 말한다. 이것은 경제적 자본처럼 즉각적으로 돈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다. ②사물화된 형태(objectified state): 문화적 물건(그림, 책, 도
구, 기계 등)을 말한다. 이러한 물건들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기 위
해서는 체득된 형태의 문화자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무리 책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책을 오랫동안 읽어 오면서 쌓인 독해력과 이해력 같은
체득된 형태의 지적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문화적 물건인 책이 아무리 많
이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집에 좋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더라도 이것을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피아노가 무용지물인 것
과 같다. ③제도화된 형태(institutionalized state): 교육적 자격의 형태로
나타나는 문화 자본이다. 이를 통해 문화적 능력을 증명해 준다. 주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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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자본의 물질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것을 통해 경제적 자본으로 변
경이 가능하다. 이러한 학문적 자격은 그것의 희귀성에 영향을 받는다. 셋
째는 사회 자본( social capital)이다. 사회적 의무, 관계와 관련된 자본으
로 특정한 조건 하에서 경제적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계
급(고귀함)으로 표현된다. 다른 자본들을 더 잘 얻을 수 있도록 지지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모든 사회적 관계나 그룹들이 이에 해당된
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얻어
진 것으로 관계의 네트워크는 투자 전략의 산물이다.
Bourdieu는 이러한 자본의 개념을 통해 교육과 학교가 어떻게 부모세
대의 부를 자녀세대로 전수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는지, 부모세대의 사회적
계급이 어떻게 다시 자녀세대에서 재생산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개념은 교육현상을 바라보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렌즈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자본의 개념을 통해 교육현상을 이해하려는 연
구가 국내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De Graaf et al., 2000; van de
Werfhorst & Hofstede, 2007; Jæger, 2009; Ringenberg, McElwee,&
Israel, 2009; 김경근, 변수용, 2007; 장상수, 2008; 박현진, 김영화,
2010; 김현숙, 2011; 이경은, 2014; 권미경, 김희경, 2014). 또한 이러한
자본이라는 개념을 그동안 예술과 관련해 적용해 왔던 것을 넘어 수학이
나 과학과 연계해서 학생들의 수학이나 과학관련 학업성취와 자본의 관계
를 연구하려는 시도들도 있다(조혜내, 2014; Archer, L. et al, 2012;
Calussen, S. & Osborne, J. 2012; Billy Wong, 2015; L Black &
Paul. H. Martinez, 2016). 이러한 시도들은 과학이 사회적 계급의 재생
산에서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려는 노력으
로 볼 수 있다. 자본의 항목 중에서도 과학과 관련된 요소들을 따로 뽑아
내 과학과 관련된 자본들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Bourdieu가 예술과 관련해서 사용되었던 자본(Capital)이라는 개
념을 예술을 넘어 과학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이다(Archer, et al.,
2015; Jennifer, et al. 2016).
Archer et al.(2014)은 과학자본(science capital)을 Bourdieu(1986)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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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 세 가지 자본과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
된 다양한 경제, 문화, 사회 자본을 취합하는 개념적 도구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과학자본은 개인이나 집단이 과학에 대한 흥미나 참여, 성취 등을
높이거나 도울 수 있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로서의 잠재력을 가지는 것
이라고 보았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Archer et al.(2015)는 학생들의 과학
자본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본
을 문화자본의 과학적 형태(scientific forms of cultural capital)와 과학
과 관련된 행위와 실천(science-related behaviors and practices), 그
리고 과학과 관련된 사회자본(science-related forms of social capital)
의 종합으로 보았다.

제 2 절 과학적 모형과 사회적 구성
과학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과학자들은 관찰
한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고, 자연현상에 대한 자신들의 이해를
종합하기 위해 모형을 사용한다. 또한 탐구를 위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모형을 이용하기도 하며, 탐구의 과정을 통해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기도
한다(Passmore et al. 2009). 과학적 모형은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체계이다(Hestnes, 2006). 또한 자연 시스템의 구조나
작동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단순화되고 추상화된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Clement, 2008). 모형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표상

(representation)이라는 공통점이 있다(Oh & Oh, 2011). 과학적 모형은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종 다리(bridge)나 중
재자(mediator)로 비유되곤 한다(Koponen, 2007).
과학자들은 모형을 만들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 목표 현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기발한 통찰이나 잠정적인 이해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해서 일상적 지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영역에서 진보를 만들어 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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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모형은 과학자들에게 이론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론과 현상과의 관계를 시험해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이론이
없는 상황에서 모형을 사용하기도하고, 이론을 만드는 수단으로 모형을 이
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형구성 활동들은 과거의 과학 활동에 대해서 연
구해보면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을 만들고 이
것을 통해 사고하는 것은 과학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표준적인 부분이었다
(Nersessian, 2008). 모형은 과학지식의 생산과 전파, 수용에 있어서 필수
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Giere, 1988; Gilbert, 1991; Tomasi, 1988:
Gilbert, 2004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모형의 구성은 과학 탐구의 핵심적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과학교육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Passmore et al. 2009).
과학적 모형기반 학습은 과학에서 학생들이 관찰할 수 없는 현상에 대
한 이해를 돕고, 가설을 만드는 것과 같은 과학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얻어
지는 기술들을 학습 할 수 있게 한다(Clement & Steinberg, 2002). 또한
학생들 안에서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인지 과정을 증진시킨다. 학생들은 자
신들의 정신 모형을 생성(Generation)하고, 그들의 모형을 평가(Evaluation),
수정(Modification)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면서 점차 높은 수준의
풍부한 모형을 생성해 낼 수 있다(Clement & Rea-Ramirez 2008;
Windschil 2004). 이러한 GEM의 과정은 모형의 구성과 수정에서 필수적
이다(Khan, 2011). 학생들은 모형 구성의 과정을 통해서 과학의 탐구 과
정에 친숙해지며, 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Clement, 1989: 최윤성 2016에서 재인용).
실제 과학자들의 모형구성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학교 과학교육과는 차
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형 구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
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러 학자들이 모형구성의 실행의 과정을 제시
하였다(Baek et al., 2011; Campbell, Oh & Neilson, 2013; Halloun,
2006; Passmore et al. 2009; Schwarz et al, 2009; Windschitl et al.,
2008). 이들의 제시한 모형구성실행 단계 안에는 탐색, 개발, 사용, 평가,
수정 등 여러 요소들이 들어 있지만 이를 간단하게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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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1989)의 생성(generation), 평가(evaluation), 수정(modification)
의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좀 더 명료하게 나타낸 것이 ReaRamirez(2008)의 GEM cycles이다.

그림1. GEM cycle (Rea-Ramirez et al., 2008)
처음에 주어진 조건 속에서 모형을 생성하고 이 모형을 평가한다. 평가
후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형을 폐기하고 다시 새로운 모형을 생성하
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모형의 일부를 수정하여 다시 평가한다. 이후
에 문제가 없으면 모형을 확정하고 실제 현실에 다양하게 적용한다. 이러
한 GEM cycle을 기반으로 하여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게 정리한 사례
가 수정된 GEM cycle이다(함동철, 2012).

그림2. 수정된 GEM cycle (함동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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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GEM cycle에서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도입 단계 : 교사는 학생들이 구성해야 하는 목표모형과 관련된 사실,
현상, 이론을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개인모형 생성 단계 : 개별적으로 자신만의 모형을 구성한다.
●모둠모형 생성 단계 : 소집단별로 개인들이 만든 모형을 공유하고 평가
하며, 수정한 후 협의하여 하나의 모둠 모형을 만든다.
●전체모형 생성 단계 : 각 소집단들이 자신들의 모형을 설명하고 평가받
으며 교사와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모형을 구
성한다.
●최종모형의 적용 및 확장 단계: 학생들이 구성한 최종 모형을 다른 현상
에 적용, 확장시킨다.
수정된 GEM cycle은 모형의 생성-모형의 평가-모형 수정의 과정이 소
집단 활동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실제 학교 수업 상황에서 사
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모형구성의 과정에서 나타는 GEM cycle은 학
생 개인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소집단 안에서 일어날 때 더 효과적
이다. Piaget는 개인 안에 인지적 갈등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더 나아가
인지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이야기 하였
다. 또한 Vygotsky는 근접발달(Zone of Proximal Development, ZPD)
이론을 통해 동료나 교사 등과의 협력과 상호작용이 ZPD를 통한 지식의
생성을 돕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은 지식을 구성해 가
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용한 모형구성의 과정은 학생들에게 실제 과학자
들이 지식을 얻어가는 과학의 과정과 유사한 탐구의 과정을 경험하게 해
준다(Thorsten Bell et al., 2010). 실제로 전문적인 과학자 공동체 안에
서도 새로운 과학지식은 개인 혼자만의 이론에 대한 논리적 추론보다는
다양한 생각에 대한 의사소통과 상호 수용을 바탕으로 하는 동료와의 협
력과 경쟁, 협상의 같은 사회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다(Radinsky et al.,
2010). 사회적 상호 작용을 이용한 과학 모형 구성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검증받으며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협력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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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학지식의 본성, 즉, 과학 지식은 생
성될 수 있고 시험될 수 있으며, 수정될 수 있다는 것(Windschitl et al.,
2008)과 지식은 사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조작활동을 통한 탐구활동과 함께 하는 모형 구성 활동은 학
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Lott, K. &
Wallin, L, 2012).
과학모형의

사회적

구성의

과정에서

동료나

교사의

적절한

도움

(Scaffolding)은 모형의 평가와 수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이 목표 모형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적절한
자료나 질문을 통해 학생이 좀 더 목표모형에 근접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모형구성
과정은 많은 요소가 포함된 복잡한 과정이고, 각각의 과정에 대한 숙달된
기술도 필요(Justi & Gilbert, 2002)하기 때문에 모형기반 수업을 진행하
는 교사는 성공적인 모형구성을 위해서 모형의 종류, 모형의 목적, 모형의
수정과 변화, 사용 등 모형과 모형 구성의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Grosslight et al.(1991)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형의 개념과 모
형이 과학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학생들의
모형에 대한 인식을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수준1’은 모형을 실제
의 복제품으로 여기고, 모형이 실제 물체나 상황에 대한 복제본을 제시하
기 때문에 모형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이다. ‘수준2’는 모형
은 모형이 나타내고자하는 특별하고 명백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된다
고 인식하는 수준이다. 모형을 실제 세계와의 정확한 일대일 대응이나 복
제품이 아니라고 보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의식적인
선택을 통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수준3’은 모형은 실제
세계 자체의 복제품을 제공하기 보다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의 수준이다. 모형을 구성하는
사람은 구성한 모형이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모
형은 평가에 따라 조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Grosslight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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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융합인재수업(STEAM)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위해 과학(Science), 기술
(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의 교육을 강조해
왔다. STEM이라는 용어는

1990년대에 미국과학재단(NSF)에서 만들어져

사용되었는데 나중에 예술(Arts)이 추가하여 STEAM이 되었다. 여기서의
예술은 순수 예술인 미술(fine arts)뿐만 아니라 인문 교양(liberal arts),
언어 예술(language arts), 체육(Physical arts)등을 포함한 개념이다(김
자림, 2012).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STEAM 교육을 도입
하였고, STEAM교육을 ‘융합인재교육’으로 명명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융합
인재교육을 도입한 이유는 STEM의 강조가 학생들에게 많은 학업적 부담
을 주었기 때문에 예술을 추가여 과학과 기술에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융합적 소양과 실생활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 위한 이유도
있다. 그래서 2011년에 융합인재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과학과 교육과정을
고시하고, 초등, 중등 과학교과서에서 STEAM 차시를 넣어서 이러한 생각
을 반영하였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위한 융합인재교육을 위한 준거 틀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5).

그림3. 융합인재교육의 학습 준거 틀(교육과학기술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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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간 융합의 형태는 크게 다학문적 통합(multidisciplinary integration),
간학문적 통합(interdisciplinary integration), 탈학문적 통합(extradisciplinary
integ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김진수, 2011).

그림4. STEAM 교육을 위한 통합 모형 (김진수, 2011)
다학문적 통합에서는 어떤 한 과목을 중심에 놓고 필요한 몇 개의 과목
을 연계해서 통합하는 것이다. 과학중심의 STEAM, 예술 중심의 STEAM
등이 가능하다. 간학문적 통합은 교과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통
합해서 교육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과학에서 태양의 고도와 기온의 관계
를 배울 때 수학에서의 그래프 그리기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
터를 표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 이러한 간학문적 통합이 될 수
있다. 탈학문적 통합은 어떤 주제나 문제를 중심에 놓고 그와 관련된 여러
교과목들을 융합해서 주제를 공부하거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나
타는 교과 통합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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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연구진과 호주의 맥쿼리대 연
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한국과 호주 스팀(STEAM) 프로젝트 속에서 이
루어진 연구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호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일환
으로 과학교육을 통한 교류협력을 목표로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공동 수
업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호주에서는 시드니 Baulkham
Hills에 있는 1개 초등학교(A) 6학년 1학급 24명, 시드니 Canterbury에
있는 1개 초등학교(D) 6학년 1학급 25명 참여하였다. 한국에서는 서울특
별시 중랑구에 있는 1개 초등학교(B) 6학년 1학급 26명과, 서울시 종로구
에 있는 1개 초등학교(C) 6학년 1학급 25명이 참여하였다.
호주와 한국의 학교가 서로 짝을 이루어 (A와 B, C와 D학교) 인터넷 화
상 프로그램(Skype)를 통한 공동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은 서울대와 맥
쿼리대가 공동으로 개발한 STEAM을 이용한 과학 모형 구성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 되었고, 한국 선생님 2명, 호주 선생님 2명에 의해서 각각의 학
교에서 진행되었다.
4개 학교에서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공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설문
조사 등의 자료수집과정에서 호주의 D학교는 호주 쪽의 연구윤리심의 관
련 절차가 늦어지게 되어 데이터 수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종
적으로는 호주의 A학교, 한국의 B, C 학교 이렇게 총 3 학교의 데이터만
을 가지고 비교 연구를 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 이해 정도에 미
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과학자본 설문지(SCQES)와 사전-사후 개념 질문지, 학습지를
바탕으로 특이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였다. 이들 중에서 사례연구에 참
여하기를 희망하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과학자본의 특징을 이해
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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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스팀(STEAM)을 이용한 과학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서 학생들의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의 정도를 살펴보고,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교육과정 비교
↓
프로그램 개발(교수학습과정안, 활동지, 설문지, 질문지 등)
↓
전문가 집단 피드백(교수, 교사, 연구자 등)
프로그램 실행(한국과 호주의 공동 수업)
↓
데이터 수집 (비디오, 활동지, 설문지, 질문지, 인터뷰)
↓
데이터 분석

표1. 연구 절차
첫 번째, 본 연구는 한국과 호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두 나라 학생들이 함께 공부할 만한 과학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연구자 집단 안에서 협의를 거쳐 두 나라의 다
른 자연 현상을 함께 공부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그 결과 계절이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호주
와 한국은 남반구와 북반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해 계절이 왜 반대로 나타나는지, 계절의 변화는 왜 나타나는
지를 알아보는 수업을 계획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호주와 한국
의 국가 교육과정을 비교해보았다. 한국의 2009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계절의 변화는 6학년 2학기에 다뤄지고 6학년 1학기에는 자전과 공전의
개념을 다룬다. 호주의 국가 교육 과정 ver. 8.1에서는 5학년 때 자전과
공전 개념을 배우고 7학년에서 계절의 변화를 배운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의 6학년 학생들이 자전과 공전 개념을 배우고 나서 공동 수업을 진행
하기로 계획하였다.
두 번째, 비교 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스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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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과학 모형 구성 수업을 계획하였고 교수 학습 과정안을 만들어 수
업할 교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완성하였다. 수업의 과정은 5E 수업 모형
(Engagement, Exploration, Explanation, Elaboration, Evaluation)에 따라
구성하였고, 그중 모형 구성과정은 변형된 GEM 사이클(Clement, 2008;
Rea-Ramirez et al., 2008; 함동철, 2012)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수업에서

사용될 활동지와 학습 자료를 만들고, 과학자본을 알아보는 설문지
(Science Capital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QES), 사전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세 번째, 개발된 프로그램과 자료들은 초등학교 교사 3명과 과학교육을
전공한 대학교수 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타당도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되었다. 이렇게 완성된 자료들을 바탕
으로 기관생명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쳐 연구가 승인되었다.
네 번째,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은 2016년 5월 네 번에 걸친 총 6차시의
수업을 함께 하였다. 수업은 각자의 나라에서 따로 하는 수업과 인터넷 화
상 채팅 프로그램(Skype)을 통해 만나서 함께 하는 수업을 번갈아가며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첫 시간에는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예술 작품을 만
드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가 제시한 범위 안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나라를
소개할 작품을 만들었다. 작품의 유형은 그리기, 글쓰기, 비디오, 책 만들
기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서로 만나서
소개하고 질문도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중에서
도 계절이 다르게 나타는 것을 주목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리고 계절이 왜
변하는 지에 대해서 모형구성 하는 수업이 세 번째 시간에 있었고, 네 번
째 시간에는 모둠 모형을 만들고 서로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 하였다.
다섯 번째, 수업 전에 과학자본 설문지(SCQES)와 사전개념질문지를 학
생들에게 받았고 수업의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수업 후에는 학생들
의 수업시간 활동지와

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를 받아서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학생들의 활동지와 비디오 분석 결과
인터뷰가 필요한 학생들은 본인∙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교 선생님 4명의 인터뷰
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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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 수집 및 분석
1. 설문지와 질문지 분석
가. 과학자본 설문지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학자본 설문지(Science Capital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QES)는 Archer et al.(2015)가 영
국의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관련된 문화적 자본(Science related
cultural capital),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Science related social
capital), 과학과 관련된 행동과 실천(Science related behaviour and
practices)을 알아보기 위해 만든 질문지와 TIMSS 문항을 바탕으로 개발
되었다. 선행 연구의 내용 중 한국의 상황을 반영할 만한 내용을 추가하고
초등학교 상황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또한 질문지의 범주도 학
생을 중심에 놓고 학생의 내적 자본(Internal capital)와 학생의 외적자본
(External capital)로 재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정리한 과학자본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림5. 과학 자본의 하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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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자원은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
학에 대한 흥미, 호기심, 자신감, 학업이나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인
식, 과학적 소양, 성별 등으로 정리하였다. 외적 자원은 학생을 둘러싼 다
양한 사회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단체들과 관
련된 것들이다. 이러한 활동들을 정리하는데 Zimmerman(2012)이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과 관련된 활동(Science activity task)이 일어나
는 상황을 36가지로 정리한 것을 참고하여 한국과 호주의 초등학생 상황
에 적합한 것들을 선택하여 질문지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정리한 질문지는
총 11개 하위 범주의 67개의 4점 리커트 척도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질문과 관련된 다양한 학생의 배경적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주관
식 질문도 있으나 이러한 질문은 과학자본을 계산하는 데는 사용되지 않
았다.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은 초등학교 교사로 과학교육 석사과정에
있는 연구자와 과학교육을 전공한 교수 2명 등 총 3명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 과학자본 질문지를 개발하는데 사용된 분류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과학자본

문항내용
성별, 민족성, 포부
학업적, 직업적 포부
흥미
과학에 대한 인식
자신감

내적자원

문항번호
배경질문 1~4
5-①부터 5-⑥
6-①부터 6-⑤
6-⑥부터 6-⑪
6-⑫부터 6-⑰
과학지식
과학태도

과학적
소양
과학탐구능력

가정
학교
외적자원
지역사회
단체참여
주변사람들

과학의 실생활 활용
배경질문 7~9, 15
10-①부터 10-⑦
배경질문 11~13
13-①부터 13-⑪
14-①부터 14-⑤
16-①부터 16-⑰
17-①부터 17-③
18
배경질문 19~20

표2. 과학자본 개발틀

- 17 -

측정방법
주관식
4점
리커트
척도형

별도의 사전개념 평가문제이용
6-①부터 6-⑤,
4점
6-⑩, ⑪
리커트 척도
6-⑫부터 6-⑰
정량적 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생략함.
6-⑥부터 6-⑨
리커트 척도
주관식
리커트 척도
주관식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
주관식

위의 항목들 중에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한 주관식 질문들을 제외한 과
학자본 평가 항목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Ÿ

학업적, 직업적 포부

Ÿ

과학에 대한 흥미

Ÿ

과학에 대한 인식

Ÿ

과학에 대한 자신감

Ÿ

부모님의 태도

Ÿ

학교 수업 상황

Ÿ

교사의 태도

Ÿ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Ÿ

방과 후 집과 지역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Ÿ

박물관, 과학관 등 비형식 과학 교육기관 참여

Ÿ

과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변사람의 존재 여부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의 총 11개 하위 항목에 대해
서 총 67개의 4점 리커트 척도형 문항이 개발되었다. 예를 들면 학업적,
직업적 포부에 관련된 설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 같은 사람은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하다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내가 앞으로 과학과 관련된
직업(과학자, 의사, 기술자 등)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표3. 학업적, 직업적 포부 관련 설문문항 예시
설문의 결과는 학생들이 체크한 결과에 따라 ‘매우 아니다’, 1점, ‘약간
아니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환산하여 수량
화 하였다. 이렇게 계산하면 학생들의 점수는 최하 67점에서 최고 268점
사이에 분포하게 된다. 이 점수 구간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67~133점은
과학자본 하위 그룹, 134~201점은 과학자본 중간 그룹, 202~268점은 과
학자본 상위 그룹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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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전-사후 개념 질문지
학생들이 모형구성과 관련된 내적 자원 중 하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
는 선지식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지식을 활용해 모형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 계절의 변화에 대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전과 공전개
념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전축의 기울기에 따른 태양의 고
도 변화 등에 대한 개념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형구성 수업에 들어
가기 전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지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자전과 공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대안개념에
대한 선행연구결과(Trumper, 2001, 2003; Diakidoy, 2001; Plummer, 2010;
Chang, 2015)를 바탕으로 사전 개념 확인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모형

구성 수업 후에 얼마나 정확한 과학개념을 공부했는지를 확인 해보기 위
해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학생들의 대안개념 선행연구 결과(Trumper,
2001, 2003; Diakidoy, 2001; Plummer, 2010; Chang, 2015)를 바탕으로 사

후 개념 확인 질문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질문지는 과학교육전공을 전공
한 2명의 교수와 과학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교사 1명, 과학교육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초등교사 2명 등으로 구성된 총 5명의 전문가 집단
과 협의를 통해 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개념 확인 질문지 구성
1.
2.
3.
4.
5.
6.

낮과 밤 (자전)
낮과 밤 (자전)
낮과 밤 (자전)
낮과 밤 (자전)
한 달의 개념 (달의 공전)
한 달의 개념 (달의 위상
변화)
7. 태양의 고도 변화(년) - 공전
8. 태양의 고도 변화(일) - 자전
9. 공전
10. 자전, 공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 구성
1.
2.
3.
4.
5.

계절 변화의 원인 : 태양의 방출 에너지 때문은 아님
계절 변화의 현상 :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
계절 변화의 현상 : 태양의 고도와 기온의 관계
계절 변화의 현상 : 낮의 길이 변화
계절 변화의 원인 :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때문은 아님
6. 계절 변화의 현상 : 낮의 길이와 기온의 관계
7. 계절 변화의 원인 : 자전축의 기울기와 지구의 공전
8. 계절 변화의 원인 : 자전축의 기울기
9. 계절 변화의 원인 : 지구의 공전
10. 계절의 변화를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기

표4. 사전 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 문항 구성
질문지 결과는 학교별로 필요한 항목의 문항 중심으로 비교하기도 하고
총점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하였다.

- 19 -

다. 수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수업 후에 수업 전반에 대한 학생의 흥미나 만족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서 9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지를 구성하였고 마지막 1문항은 자유
롭게 의견을 쓸 수 있도록 서술형 질문을 하였다.
수업 후 만족도 조사 질문지 문항 구성
1.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과학수업이 재미있었다.
2.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어려운 과학 공부를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준다.
3.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작품을 만들며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4. 다른 나라 친구들이 만든 작품보고 설명을 듣는 것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5. 호주가 우리나라와 계절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직접 들으니 신기했다.
6. 계절이 변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친구들과 토의 하며 함께
공부하는 모둠 활동이 내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
7. 계절이 변하는 이유를 공부할 때 지구본이나 손전등 등의 실물 도구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이 내용이해에 도움이 된다.
8. 다른 나라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어서 좋았다.
9. 앞으로 또 다른 나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10. 이번 수업을 하며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록해주세요.

표5. 수업 후 만족도 조사 질문지 문항 구성
수업 만족도 조사는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나 관심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4점 리커트 척도형 질문지로 주어졌다. 항목별로 학생들의
체크한 내용을 바탕으로 1~4점으로 계산하여 평균을 내서 학교 별로 비교
하였다.

2. 활동지 분석
학생들이 개인 활동이나 모둠 활동을 통하여 구성한 과학모형을 평가하
기 위해서 모형 수준 평가표를 개발하였다. Barnett et al. (2000)의 개념
수준 평가 척도(Concept level evaluation)와 김순미 외 (2013)의 초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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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계절의 변화에 대한 정신 모형 선행 연구 결과를 활용해서 학생들
이 구성할 수 있는 모형의 수준을 5개의 단계로 나누었다. 이 평가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습지를 분석해 모형을 5단계로 분류하였다. ‘수준 5’
는 가장 높은 모형구성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업에서 교사가 학생들
을 이끌고자 하는 목표 모형에 해당된다. 이 수준의 학생들은 계절의 변화
가 나타나는 원인을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것과 공전을 함께 사
용하여 설명한다. ‘수준 4’는 계절 변화의 원인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서 공
전이나 자전축의 기울어짐 중에서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이다. ‘수준 3’은
부정확한 이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전축의 기울기나 공전 외에 다른 오
개념이 같이 나타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
나 태양의 온도변화 등) 또는 단순히 계절 변화의 원인이 아닌 현상을 설
명하는 낮의 길이 변화나 태양의 고도 변화만을 이야기 하는 경우에 해당
된다. ‘수준 2’는 혼동된 개념 이해 수준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나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변화나
태양의 온도변화, 자전 등으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다. ‘수준 1’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닌 직관적으로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5

4

3

2

1

모형 수준
Ÿ 계절의 변화에 대한 바른
Complete
개념을 가지고 있음.
Understanding
Ÿ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와
(CU)
공전으로 설명함.
Partial
Ÿ 지구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Understanding
개념을 가지고 있음.
(PU)
Ÿ 한 가지 이유로만 설명함.
Incomplete/
Ÿ 지구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Inaccurate
개념을 가지고 있음.
Understanding(IU) Ÿ 잘못된 이유를 가지고 설명함.
Ÿ 지구의 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음.
Confused(C)
Ÿ 혼동된 오개념을 가지고
설명함.
Ÿ 단순한 직관에 의해
No
비과학적으로 설명함.
conception(N)
Ÿ 계절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함.

모형의 유형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 또는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 또는 자전축의
기울기 + 잘못된 원인,
자전, 태양의 온도변화
태양과 지구사이의
거리변화. 낮의
길이변화, 바람 등
봄에는 꽃이 피고
겨울에는 눈이 온다 등.

표6. 모형 수준 평가표(Model Level Evaluation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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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계절이 바뀌는 까닭에 대한 학생 A의 초기모형이다. 학생 A의
모형을 통해 모형수준 평가표의 적용방법을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학생의 설명
태양의 햇빛을 2/3받으면 봄, 1/3은 가을, 1
은 여름, 0은 겨울, 햇빛에 받는 빛의 온도에
따라 계절이 바뀐다. 지구가 움직이므로 자전
을 하기 때문에 계절이 변한다.

그림6. 학생 A의 초기 모형
학생 A의 초기 모형은 계절의 변화를 자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직관에 의한 비과학적인 설명은 아니고 나름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지만, 낮과 밤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를 혼동하여 생각하고 있다. 이 학
생은 혼동된(confused) 과학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모형수준평가 척도에 의해서 ‘2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학생의 설명
지구가 자전축으로 공전할 때 태양의 고도에 변
화가 있는데 지구가 자전축이 없이 공전하면 태
양의 고도가 같아서 계절도 같다. 하지만 고도
에 변화가 있으면 계절도 변화한다. 따라서 계
절은 자전축에 따라서 변한다.

그림7. 학생 A의 중간 모형
학생 A는 모둠토의와 실험활동 등의 과정을 거치며 자신의 모형을 변화
시켰다. 이 과정은 교사의 적절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생이 자신의 모형
을 평가하고 수정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중간모형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변화하여 계절이 변한다.’라고 글과 그림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전축의 기울기와 지구의 공전이라는 정확한 과학개념을 통해 계절
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모형의 수준은 목표 모형과 일치하는 ‘5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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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학생의 설명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가 공전할 때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각도가 다르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변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뀐다.

그림8. 학생 A의 최종 모형
학생들 각자 개개인이 중간모형을 완성한 후에 모둠의 학생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모형을 소개하고 토의 후에 최종모형을 선택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의 그림과 설명은 학생 A의 모둠에서 토의 끝에 최종적으로 선정된 모
형이다. 학생들은 최종 모형을 가지고 왜 계절이 변하는지 설명해보고 필
요하다면 지구본이나 전등 등을 사용해 모형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가졌다.
최종모형도 정확한 과학개념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5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림9. 계절의 변화에 대한 학생 모형의 변화
학생들의 모형은 초기 모형에서 점차 목표 모형으로 변해간다. 이 과정
에서 계절 변화의 이유에 대한 생각이 변해가는 데 그 과정은 위의 그림
과 같다. 학생들이 목표모형에 다가갈 수 있도록 교사는 적절한 교육적 개
입(Instructional Intervention)을 계획해야 한다. 이 교육적 개입은 동료
들 간에 토의도 될 수 있고, 교사가 제공한 적절한 과학정보나 실험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이 현상을 설
명하는데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Evaluation), 모형을 수정(Mo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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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개인과 모둠 안에서 반복되면서
(GEM cycle) 점차 목표(Target) 모형에 접근하게 된다.

3. 수업 비디오 분석
학생들의 모형구성과정은 모둠별 비디오 녹화 영상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로 선정된 6명의 학생이 속한 6개 모둠의 상호작용을 분석
하였다. 모형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
들의 발언을 전사하였다. 상호작용 분석은 상호 작용 요소와 상호작용 유
형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원영(2010)이 정리한 상호작용 요소와
상호작용 유형 분석기준을 연구에 맞게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상호작
용 요소는 말의 행위(act)와 의도(intention)로 나누었고, 상호작용 기능은
조직적, 정의적, 사회적, 인지적, 메타 인지적 상호작용으로 분류하여 정리
하였다(정원영, 2010).
상호작용 요소
행위 요소
의도 요소
확인
질문

응답

요청
제안
동의
반박
회피
설명

의견 제시

설명
감정 표현
제안
정보 제공

의견 받기

동의
반박
보충
요청
보류

뜻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혹은 자신의 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상대방의 확인을 구하는 질문
∙부가적인 설명이나 정보, 의견 등을 요구하는 질문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하는 질문
∙상대방의 질문에 동조하는 응답
∙상대방의 질문에 반대하는 응답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피하는 반응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시의 의견이나 근거를 덧붙여 설명하는
응답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
∙긍정 혹은 부정의 개인적인 감상을 제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제안
∙전시물이나 선지식 등으로부터 얻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정
보를 제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는 긍정적 반응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는 부정적 반응
∙상대방의 의견에 자신의 의견이나 정보를 보충하는 반응
∙상대방의 이견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반응
∙소극적인 반응이나 화제전환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미룸

표7. 상호작용 요소 (정원영,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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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유형

기능
학습 대상 탐색 및

조직적 상호작용

선택
감정표현, 인간관계와

정의적 상호작용

유대감 형성
정보습득, 의미의 발견,

인지적 상호작용

∙학습과 대화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설득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
∙정보를 습득하거나 정보를 공유, 새로운

구성

메타 인지적

학습 반성

상호작용

의미를 발견하거나 구성
∙학습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 및 평가

표8. 상호작용 유형과 기능 (정원영, 2010에서 수정하여 적용)

4. 사례연구 대상자 선정 및 인터뷰
학생의 과학자본 설문지(SCQES), 모형구성 활동지 결과물, 사전-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 결과물을 종합하여 학생들을 아래의 표와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모형& 개념이해
수준

과학
자본

상

하

상

그룹①

그룹③

하

그룹②

그룹➀ 높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모형 구성이나
개념이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
그룹➁ 낮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이나
개념이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
그룹➂ 높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이나
개념이해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

표9. 인터뷰 대상자 선발 기준
이중에서 ①, ②, ③ 그룹의 대표적인 특징을 지니는 학생들을 뽑아서
심층면담을 하였다. 각각의 그룹에서 학생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룹① 과학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구성한 모형 구성 수준이나
개념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가진 과학자본의 특징
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학자본과 학습과의 관련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정하였다.
∙그룹② 과학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구성한 모형의 수준이나 개념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 학생들이 어떠한 종류의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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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은 그룹①의 학생들
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
자본에 대해서 수량적인 총합으로 파악하는 것을 보완하여 구체적으로
학습에 영향을 준 과학자본의 항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룹③ 과학자본을 조금 가지고 있지만 구성한 모형의 수준이나 개념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은 높은 모형 구성 수준과 개념이해도가 어떤 이
유로 가능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면담을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주말에는 누구와 어떤 활동
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등을 알아보았다. 과학자본 설문지 중에서 자
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나 설문지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서 자세히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모형 구성 능력은 선지식(선경험)에 영향을 받고, 학생들의 선
지식은 학교 안과 밖에서 경험하는 과학과 관련된 활동의 내용과 참여도
를 영향을 받는다. 즉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들은 학생의 선지식에 영
향을 주고, 이 선지식은 학생의 모형 구성에 초기조건으로 작용하여 그들
이 구성하는 모형의 수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 구성
의 수준이나 개념 이해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어떤 종류의 과학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자본은 많이 가지고 있
지만 모형 구성 능력이나 개념 이해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은 어떠한 유형의 것인지를 분석해보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
도 높이는데 필요한 과학자본의 유형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본은 적게 가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 수준이나 개념이
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성취가 가능했는지를 살펴
보며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과학자본의 다른 측면들에 대해서
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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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수업 개요 및 내용
1. 수업의 개요
STEAM을 이용한 모형구성 수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계획되었다. 총
4개의 모듈로 구성된 6차시 수업을 계획하였다. 한국과 호주의 학생이 따
로 하는 수업(1, 3모듈)과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화상프로그램을 통해
만나서 같이 하는 수업(2, 4모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0. 수업의 흐름
첫 번째 모듈에서는 한국학생과 호주학생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예술작
품을 만드는 시간으로 2차시의 수업을 하였다. 서로에게 소개할 다양한
내용을 준비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 놀이 문화라든지, 학교생활, 기후나
날씨, 의복이나 음식 등, 자기 나라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소개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술 작품은 다양한 형식이 가능하게 기회를 열어주었
다. 미술작품은 그리기나, 비디오 동영상 만들기, 소개 책자 만들기 등 다
양한 형식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개 활동의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계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절의
변화현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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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학생들의 작품 예시
두 번째 모듈에서는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인터넷 화상 프로그램
(Skype)을 통해 온라인으로 만나서 함께 진행하는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든 작품을 가지고 서로 소개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
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시차
나 계절의 다름을 인식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
게 되었다. 다음은 수업장면의 예이다.

Kor S: What
Aus S:

Kor S: We

(Some

time is it now?

(show I wrist watch)
can’t see it clearly

student bring big clock. And

Show it to Kor Ss.)
Kor Ss:

Wow, Time is different with

us. We will show you our time too.

그림12. 화상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 수업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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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수업과정을 통해서 머리로 알고 있던 지식들을 실제적으로 경
험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
고 계절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
절이 왜 나타나는지, 계절이 왜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동기가 유발되었고 자연스럽게 다음의 수업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5E 학습모형에서 여기까지가 문제로의 초대(Engage) 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융합인재교육의 학습준거틀(교육부, 2015)에 의하면 학
생이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상황 제시의
단계라고 볼 수도 있다.

2. 과학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
세 번째 모듈부터 본격적인 모형 구성수업이 시작된다. 모형구성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13. 모듈 3,4의 수업 흐름
학생들은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서로의 계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질의응
답의 과정을 가지면서 한국과 호주에서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인식하고(5E의 탐색 단계-Explore), 이러한 계절의 변화가 왜 나타날까라
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 나름의 설명 모형을 만들게 된다(5E의 설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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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in). 이후에 학생들은 자신의 모형을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모형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교사는 학생
들이 표현 다양한 모형들에 대해서 보충할 부분이 있다면 적절한 과학지
식을 제공하거나 교구를 이용한 실험과정을 경험하게 하여 학생들이 자신
의 모형을 보충할 수 있도록 비계(scaffolding)를 제공한다(5E의 정교화
단계-Elaborate). 이렇게 교육적 개입(instructional intervention)의 과
정을 거치며 수정된 모형은 상당히 목표모형에 가깝게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모형구성 과정은 Clement(2008)와 Rea-Ramirez
(2008)의 GEM 사이클과 이것을 교실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함동철(2012)
의 수정된 GEM 사이클을 따라 계획되었다. 학생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아가며 친구들과 협력에 의해서 자신만의 모형을 구성한다. 이
부분은 융합인재교육 학습준거틀(교육부, 2015)에서 창의적 설계와 비슷한
점이 많다.
네 번째 모듈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만든 모형을 가지고 모여서 모둠모
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토의가 이루어지며 자신의 모형을 평
가하고, 다른 친구들의 모형을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모형을 선정하게 된
다. 선정된 모형으로 지구본과 전등 등의 교구를 사용해 계절의 변화 현상
을 설명해보고, 이렇게 다듬어진 모형을 가지고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이
만나 서로가 만든 모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 소개된 모둠모
형 중에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형을
반 모형으로 정하는 과정을 가졌고, 이 모형을 가지고 한국과 호주가 계절
이 반대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보는 적용의 과정을 가졌다(5E의 평가
단계-Evaluate).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설명 모형을 만들었다는 성공의 기쁨을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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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과학자본의 특징
호주의 A초등학교와 한국의 B, C 초등학교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조사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A

B

C

전체평균

161.8

147.27

192.2

표준편차

29.54

44.11

28.92

최소값

100

76

119

최대값

209

262

248

참여 학생수

24

26

25

표10. 한국과 호주학생들이 과학자본 비교
각 학교의 담임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의 구성과 생활수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호주의 A학교는 공립초등학교로 호주의 대도시 중 하
나인 시드니에 위치한 학교이다. 이 학교는 시드니의 중산층이 많이 사는
지역에 있는 학교로 부모님들은 자신의 가게를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회
사원, 교사, 중간 관리자 등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종의 구성은 앵
글로 색슨, 인도, 한국, 중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My students are from middle class Sydney. Parents work ranges from
owning their own small business in a trade, to office workers and
middle

management.

The

student’s

backgrounds

are

mostly

Anglo-Saxon, but also; Indian, Korean, Islander (Fiji, Maori, Cook
Islands), Chinese”
(학교A의 교사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국의 B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이다. 서울의
변두리에 위치한 학교로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중산층의 가정이
많으나 의사 등의 전문직부터 사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다니 분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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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가 큰 편이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섞여 있는 서울의 일반적인 공립초
등학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은 서울에서 중간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B의 교사 인터뷰 내용 중에서)

한국의 C 초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국립초등학교이다. 서울 전역의 학생
들이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고 지원자들 중에서 선발된 학생들만 이 학
교에 다닐 수 있다. 이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집 가까이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멀리 있는 이 학교에 지원
해서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대체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가 많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 상황이 좋은 곳 정도 됩니다. 물론 힘
들게 생활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무엇보다 학부모들에 대한 관심도가
큰 편입니다.”
(학교C의 교사 인터뷰 내용 중에서)

그림14. 한국과 호주학생들이 과학자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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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림을 보면 세 학교의 분포가 차이가 많이 난다. A학교는 중간층
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있다. B학교는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학생들의 분
포가 넓게 퍼져있다. 그리고 C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 이상의 상
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산
층이 많이 사는 호주의 A학교의 경우는 많은 학생들(70.8%)이 중간 그룹
에 몰려 있고, 상위 그룹에는 12.5%, 하위 그룹에는 16.7%의 학생들이
있는 다이아몬드형 분포를 이룬다. 반면 한국의 B학교는 다양한 계층의
아이들이 섞여있는 학교다 보니 학생들의 과학자본 분포도 아주 넓게 퍼
져 있다. 세 학교 통틀어서 최하위 점수(74)와 최고 점수(262)가 모두 이
학교에서 나왔다. 상위 그룹은 15.3%, 중간 그룹은 38.5%, 하위 그룹은
46.2%의 학생들이 피라미드형으로 분포한다. 한국의 C학교는 주로 중산
층 이상의 학생들이 모여 있고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교
다 보니 과학자본의 전체 평균이 192.2로 세 학교 중에서 가장 높다. 이
정도의 점수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간 그룹에서도 상위에 속한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이 학교에서는 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이 1명(4%)에
불과하다. 중간 그룹이 68%, 상위 그룹은 28%이다. 학교가 위치한 지역
과 학생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과학자본의 분포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학교 안에서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학교A에서는 여
학생의 경우는 과학자본 상위 그룹 16.7%, 중간 그룹 66.6%, 하위 그룹
16.7%로 나타났고, 남학생의 경우는 과학자본 상위 그룹 8.3%, 중간 그룹
75%, 하위 그룹 16.7%로 나났다. 학교B에서 여학생은 과학자본 상위 그
룹 15.4%, 중간 그룹 61.5%, 하위 그룹 23.1%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과
학자본 상위 그룹 15.4%, 중간 그룹 15.4%, 하위 그룹 69.2%로 나타났
다. 남학생의 경우 대부분 하위 그룹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C
에서 여학생은 과학자본 상위 그룹 23.1%, 중간 그룹 76.9%, 하위 그룹
0%로 나타났고, 남학생은 과학자본 상위 그룹 36.4%, 중간 그룹 54.5%,
하위 그룹 9.1%로 나타났다. 학교C는 상위 그룹에 속하는 남학생의 비율
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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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본의 하위 항목 안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학교
과학자본
하위항목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부모님의 태도

A
평균

B
(SD)

평균

C
(SD)

평균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etavalue)

학교C>B

0.13

(SD)

2.50 (0.54) 2.15 (0.85) 2.79 (0.67)

5.4**

에타값

3.23 (0.73) 2.42 (0.67) 3.38 (0.67) 14.2*** 학교C,A>B

0.28

2.72 (0.83) 2.44 (0.85) 3.11 (0.75)

0.11

4.3*

학교C>B

2.72 (0.65) 2.22 (0.78) 3.10 (0.55) 11.2*** 학교C,A>B

0.24

2.92 (0.56) 2.51 (0.53) 3.18 (0.53) 10.0*** 학교C,A>B

0.22

학교 수업 상황

2.57 (0.48) 2.75 (1.13) 3.14 (0.45)

3.6*

학교C>A

0.09

교사의 태도

3.08 (0.59) 2.50 (0.66) 3.19 (0.60)

9.3***

학교C,A>B

0.21

1.38 (0.45) 1.52 (0.67) 2.43 (0.72) 19.5*** 학교C>B,A

0.37

1.80 (0.70) 1.88 (0.70) 2.40 (0.53)

7.7**

학교C>B,A

0.18

2.36 (1.05) 2.09 (0.91) 2.89 (0.81)

5.0**

학교C>B

0.12

2.13 (1.20) 1.77 (0.99) 2.64 (0.95)

4.4*

학교C>B

0.11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
방과 후 집과
지역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
박물관, 과학관 등
비형식 과학
교육기관 참여
과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변사람의
존재 여부

전체 평균

2.41

참여 학생수 24

2.20

2.87

25

26

주.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에 대한 항목은 동변량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 F를 제시함. *** P<.001, ** P<.01, * P<.05

표11. 과학자본 하위 항목별 평균 비교(각 4점 만점)
11개의 하위 항목별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항목별 문항에 따라 결과의
평균값을 구하였다. 각 문항은 상황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해서 학생들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아니다(1점), 약간 아니다(2
점), 약간 그렇다(3점), 매우 그렇다(4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여 같은 항목끼리 평균을 구하였다.
학교 간의 점수 비교를 위해서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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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 대한 인식, 학교수업 상황, 주변사람들과 과학에 대한 대화 등 3
개의 항목은 유의 수준 95%에서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유의 수준 99%에서 평균 점수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에타값을 통해 학교 간 차이의
효과 크기(effect size)를 알아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나 ‘방과 후에 학교
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에 대한 비교에서 그 차이가 크다
(>26%, large effect)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에 대한 가치 인식’이나
‘과학에 대한 자신감’, ‘부모님의 태도’, ‘교사의 태도’, ‘방과후 집과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등은 보통 정도의 차이(>13%,
medium effect)를 보인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은 차이(>2%, small
effect)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대해서 하위 항목별로 비교해보았
을 때, 전체적으로는 과학자본의 총점에서 나타는 학교C, A, B의 순서가
하위 항목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 부
모님의 태도나 교사의 태도 부분은 호주학생들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수업 상황이나 방과 후 학교나 집에서 이
루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에서는 전체 평균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 과학
자본 하위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
항별로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제 2 절 학생들의 과학자본이 모형구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미치는 영향
1. 학교별 모형구성 결과와 개념이해정도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형 변화 과정을 학교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초기 모형

중간 모형

최종 모형

평균

3.45

3.50

4.33

표준편차

1.04

1.22

0.58

표12. A초등학교 학생들이 모형구성 결과 (N=24, 최저수준1, 최고수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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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A초등학교의 학생들은 개인모형구성 단계인 초기모형과 중간모
형까지는 모형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토의를 거쳐 모둠의 모형
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형의 수준이 많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다.
초기 모형

중간 모형

최종 모형

평균

3.50

4.16

4.85

표준편차

0.86

1.03

0.37

표13. B초등학교 학생들이 모형구성 결과 (N=26, 최저수준1, 최고수준 5)
대한민국의 공립초등학교인 B학교는 학생들은 초기 모형 구성 후 모둠
토의와 실험 등의 교육적 개입의 과정을 거치면서 중간모형에서는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종모형에서 목표모형에 근
접한 모형을 구성해내었다.
초기 모형

중간 모형

최종 모형

평균

3.48

3.67

4.36

표준편차

0.71

0.82

0.95

표14. C초등학교 학생들이 모형구성 결과 (N=25, 최저수준1, 최고수준 5)
대한민국의 국립초등학교인 C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구성한 초기 모형은
모둠 활동이나 실험 등의 교육적 개입의 과정을 거치며 점차 목표모형에
근접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학교

초기 모형 중간 모형

최종 모형

A

3.45

3.5

4.33

B

3.5

4.16

4.85

C

3.48

3.67

4.36

그림15. 세 학교의 모형변화비교 (최저모형수준 1, 최고모형수준 5)

- 36 -

세 학교를 비교해보면 같은 수업 계획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 동안 수업
을 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세 학교의 초기모형 수준은 거의
비슷했지만 중간모형과 최종모형으로 가면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중 B학
교의 사례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중간 모형에서부터 수준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중간모형과 최종모형에서의 수준 차이가 의미가 있는 차이인가
를 살펴보기 위해서 통계프로그램인 SPSS를 이용한 F검정(ANOVA)을 실
시하였다. 검증 결과에 의하면 세 학교의 초기, 중간, 최종 모형은 통계적
수준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

A

B

C

F값

유의확률

초기모형

3.45

3.5

3.48

.012

.988

중간모형

3.5

4.16

3.67

2.113

.131

최종모형

4.33

4.85

4.36

3.231

.115

모형

주. 최종모형 항목은 동변량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 F를 제시함.

표15. 세 학교의 모형변화비교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 대한 부분은 학생들이 만든 모형의 수준에 대한
분석과 함께 수업 후에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사후개념이해 평가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산출해낸 모형의 수준과 사후 평가 결과를
비교해보면 보면 구성한 모형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후 평가 점수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B학교와 A학교는 사후검사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B학교는 과학자본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였지만 사후개념이해에서는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중간
그룹의 과학자본에 속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호주의 A학교는 최종모
형구성이나 사후개념이해에서 가장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A
B

최종모형수준 평균
(최고 5 점)
4.33
4.85

평균
4.96
6.67

C

4.36

6.15

학교

사후 개념 확인 평가(10 점 만점)
표준편차
F값
사후검증(Bonferroni)
2.12
1.81
5.42**
B>A
1.89

표16. 최종모형 수준과 사후개념 평가 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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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평가 문항은 총 10 문항으로 문항의 내용과 문항별 정답률은 다음
과 같다.

1. 계절변화의 이유: 태양의 방출에너지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A(%)
22.2

학교
B(%)
34.6

C(%)
35.5

2. 계절변화의 현상: 태양의 남중고도의 변화

63.0

61.5

41.9

3. 계절변화의 현상: 태양의 고도 변화와 기온의 관계

66.7

65.4

29.0

4. 계절변화의 현상: 낮의 길이 변화

85.2

92.3

96.8

5. 계절변화의 이유: 태양과 지구의 거리변화 때문은 아니다.

37.0

73.1

83.9

6. 계절변화의 현상: 기온과 낮의 길이 변화의 관계

33.3

69.2

74.2

7. 계절변화의 이유: 자전축의 기울어짐, 지구의 공전

44.4

76.9

54.8

8. 계절변화의 이유: 자전축의 기울어짐

11.1

38.5

54.8

9. 계절변화의 이유: 지구의 공전

85.2

88.5

90.3

10. 계절의 변화 설명하기 :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기

48.1

67.3

53.2

질문 내용

표17. 사후개념평가 질문 내용과 정답률
문항별 정답률을 분석해보면 학생들이 어떤 개념에 있어서 아직 어려움
이 있는 지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문제 1번과 5번을 통해 학생들은
계절 변화의 원인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 변화로 때문이라는 생각은
많이 하지 않지만, 계절에 따라 태양의 에너지의 방출 정도가 변한다는 생
각은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7,8,9번을 통해
학생들이 계절변화의 원인으로 지구의 공전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전축의 기울기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별로 보면 호주의 A학교 학생들은 수업 후에도 여전히 계절변
화와 자전축의 기울어짐과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2. 학생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수준, 개념이해의 관계(양적 분석)
가. 내적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의 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학교별 과학자본과 구성한 모형수준과 사후개념 확인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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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학자본

모형수준 평균 (5 점 만점)

A

전체평균
161.8

표준편차
29.5

B

147.3

C

192.2

사후개념이해평가
(10 점 만점)
평균
표준편차
4.96
2.12

초기모형
3.45

중간모형
3.5

최종모형
4.33

44.1

3.5

4.16

4.85

6.67

1.81

28.9

3.48

3.67

4.36

6.15

1.89

표18. 과학자본, 모형구성수준, 개념이해의 비교
세 학교를 비교해보면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수준과 개념이해의 정도는
서로 상관도 높게 나타났다. 학교 A와 C를 비교해보면 C학교는 A학교보
다 과학자본이 높지만 모형구성 결과에서는 거의 비슷한 정도를 나타냈다.
이 두 학교를 보면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수준은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반면 과학자본과 개념이해정도는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특이한 점
은 과학자본의 평균이 가장 낮은 학교인 B학교가 모형구성 수준이나 개념
이해정도에 있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적으로는
모형구성 수준에서의 차이는 없다고 나타났고 개념이해에서는 차이가 있
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평
균 비교가 아닌 과학자본의 하위 항목별 비교와 함께 학생들의 개별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과학자본과 관련된 요인들
로 살펴보면 크게 학생 내적인 변인과 학생의 외적인 변인(교사변인, 수업
자료나 교실환경, 가정에서의 경험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첫 번째 학생 내적변인은 학생이 과학 모형을 구성에 도움을 줄 수 있
는 과학자본의 내적자원과 관련된 것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과학자본

내적자원

문항내용
성별, 민족성
학업적, 직업적 포부
흥미
과학에 대한 인식
자신감
과학지식
과학적
소양

과학태도
과학탐구능력

측정방법
과학자본 질문지 내의 배경질문
과학자본 질문지
사전개념 평가문제 이용
과학자본 질문지 (학업적, 직업적 포부, 흥미, 자신감 중
일부 문제)
정량적 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과학자본 질문지에서는 생략함.

과학의 실생활 활용 과학자본 질문지 (과학에 대한 인식 중 일부 문제)

표19. 과학자본 중 내적자원

- 39 -

이러한 내적 자원 중에서 과학자본 질문지를 통해 살펴본 학업적, 직업
적 포부나 흥미, 과학에 대한 인식, 자신감 등의 항목은 여전히 C>A>B 순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념이해 정도의 순서인 B>C>A와는 차이가 있다. 성
별이나 인종 구성을 보면 한국 학교인 B와 C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은
B학교의 성과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 되지 못한다.(B, C학교 모두 한국인
으로 구성되었고, B학교는 남13명, 여13명, C학교는 남11명, 여14명으로
구성되었다)
B학교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의 내적 자본과 관련해서 과학지
식 부분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모형 구성에 사전 지식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 전에 수업내용의 기초가 되는 선
개념에 대한 사전 개념 확인 평가(Pre-conceptual test)를 실시하였다.
사전 개념 확인 문제는 총 10문항으로 계절의 변화를 공부하기 위해 필요
한 개념들을 확인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자전과 관련된 문
항 5문항, 공전과 관련된 문항 3문항, 달의 움직임과 관련된 문항이 2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1-4번: 낮과 밤 (자전)
5-6번: 달의 움직임
7번: 계절에 따른 태양의 고도변화 (공전)
8번: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변화 (자전)
9번: 1년의 개념 (공전)
10번: 별자리 (공전)
주관식: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기

표20. 사전개념 질문지 문항 구성
여기서 계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5, 6, 10번 문항을 제외하고, 계
절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전과 공전 개념을 중심으로 7
문항에 대한 점수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 문항 당 1점씩 계산한
결과이다.
A
평균
4.90

B
(SD)
(1.40)

평균
5.27

C
(SD)
(1.34)

평균
5.67

(SD)
(0.88)

F값

유의확률

3.32

.059

주. 동변량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 F를 제시함. * P<.05

표21.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사전개념 확인 평가 결과 (7점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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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사전개념지식은 가장 높은 C학교와 가장 낮은 A
학교가 1점(1문제) 보다 작은 차이(0.76점)를 보여주고 있다. 통계분석에
따르면 95%의 유의수준에서 유의 확률은 0.059로 세 학교의 평균은 유의
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세 학교의 학생들은 초기 과

학지식에 있어서는 비슷한 출발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수업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후 개념 이해 결과는 B학교가 가장 높
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과학자본 중 학생의 내적자본에 대해서
세 학교를 비교해본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C>A>B 학교의 순이었고, 과
학지식의 부분인 사전지식에서는 세 학교가 거의 동일하였다(C≒B≒A).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자본과 모형 구성을 위한 사전지식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 A와 C의 경우는 과학자본의 내적자본이 높
을수록 모형구성 수준이나 개념이해도가 높게 나타나 둘 사이에 어느 정
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학교 B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B학
교의 독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내적 자원 이외의 변인을 고려
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외적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의 관계
과학자본 중 학생의 외적자본으로 분류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중에서
과학자본 질문지로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먼저 비교하고 더 자세
한 이해를 위해 인터뷰나 수업 비디오 분석을 활용하였다.
과학자본
가정

외적자원

학교

문항내용
부모님의 태도, 인식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교사의 태도, 인식
수업활동
방과 후 과학 관련된 활동

지역사회
단체참여

박물관, 과학관, 문화센터 등

주변사람들

과학관련 일을 하는 사람
과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

표22. 과학자본 중 외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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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방법
과학자본 질문지,
학생 인터뷰
과학자본 질문지, 교사인터
뷰, 수업촬영
과학자본 질문지,
학생 인터뷰
과학자본 질문지,
학생 인터뷰

학생의 과학자본 중 설문지로 알아본 외적자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학교별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학자본 중 외적자본
부모님의 태도
학교 수업 상황
교사의 태도
방과 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
방과 후 집과
지역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
박물관, 과학관 등
비형식 과학 교육기관
참여
과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변사람의 존재 여부

평균
2.92
2.57
3.08

학교
B
(SD) 평균 (SD)
(0.56) 2.51 (0.53)
(0.48) 2.75 (1.13)
(0.59) 2.50 (0.66)

1.38

(0.45) 1.52 (0.67) 2.43 (0.72) 19.5*** 학교C>B,A

1.80

(0.70) 1.88 (0.70) 2.40 (0.53)

7.7**

학교C>B,A

2.36

(1.05) 2.09 (0.91) 2.89 (0.81)

5.0**

학교C>B

2.13

(1.20) 1.77 (0.99) 2.64 (0.95)

4.4*

학교C>B

A

사후검증
C
F값
(Bonferroni)
평균 (SD)
3.18 (0.53) 10.0*** 학교C,A>B
3.14 (0.45)
3.6*
학교C>A
3.19 (0.60) 9.3*** 학교C,A>B

표23. 외적자본의 학교별 비교
위의 결과를 보면 학교 B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C
학교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 ‘학교 수업 상황’에 대한 항목
은 C와 A학교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B학교는 C나 A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사후 검증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과학자본의
항목 중 ‘학교의 수업 상황’에 대한 질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평균

B
평균

C
평균

1.63

2.46

3.24 26.28*** C>B>A

3.39
3.38

2.81
3.15

3.48 4.44**
3.60 2.61

2.92
학교 수업
상황에 5. 학교의 과학수업시간은 과학교과서(교재)에
1.50
있는 내용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한
질문들 6. 과학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해 야외학습을
2.50

1.92

2.72 10.28*** A,C>B

2.69

3.32 32.76*** C>B>A

3.19

2.12 0.64

B,A,C

2.79

3.00

3.48 4.91*

C>A

질문지 내용
1. 나는 과학 수업 1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의
양이 많다고 생각한다.
외적자본 2. 나는 과학시간에 재밌는 것들을 배우고 있다.
항목 3. 나는 과학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4. 나는 과학시간에 평소에 궁금한 것들에 대
중
해서 이야기 할 시간을 갖는다.

많이 나간다.(동,식물 관찰, 지질답사 등)
7. 과학시간에 실험을 많이 한다.

F값

사후검증
(Bonferroni)

C,A>B
C,A,B

주. 문항 1,2,4,5,7은 동변량성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해 Welch F를
제시함. *** P<.001, ** P<.01, * P<.05

표24. 학교 수업 상황에 대한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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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들은 학교의 수업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들이다. 1번 질
문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부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역질문(reverse
question)으로 한 시간에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할수록 다른 학
생들에 비해서 학습에 대한 부담이 많다고 판단해 과학자본 점수를 계산
할 때는 낮은 점수를 주었다. 대체로 호주 학교인 A학교의 학생들이 한국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수업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5번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한국 학교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6번 문항에서는 세 학교의 통계적
인 평균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상황의 질문들 중에 B학교
결과의 특이성을 설명해줄 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 4번 문
항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흥미가 낮고, 수업시간의 자유롭게 질문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B의 결과를 이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수업을 장면에 대한 비디오 분석이나 수업을 실행한 교사에
대한 인터뷰, 학생들의 인터뷰 등의 좀 더 질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외적자본 중 모형구성에 영향을 미친 교사의 역할
1)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무리 잘 짜인 수업 계획에 따라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 따라 수업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여러 연구자들
은 과학 모형 만들기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
업의 안내자인 교사의 과학 모형과 모형구성과정(modeling)에 대한 지식
과 실행능력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Justi & Gilbert,
2002; Clement et at, 2008: 조은진, 2016에서 재인용).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본 평가지에는 나타나있지 않은 수업에 참여한 교사들의 모형
(model)과 모형 구성(modeling)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업실행에 대한 분
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수업 비디오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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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What do you think scientific model/ modeling process?
Ta : Scientific modelling is when a student comes up with an explanation of
how they think something works. As students learn more about a concept
or phenomenon their ideas or model changes to accommodate the new
information.
The purpose of modelling in science education is important because in
the K-6 syllabus there is a big emphasis on getting students to investigate
themselves and develop their own understanding of how things work.
To evaluate a model in science should be to consider how well can it
be understood by others. When a student explains their model, does it
make it easy for someone else to understand? Does it have enough detail?
Do the diagrams (if needed) make it clear? Do they use scientific
terminology? Have they included definitions of the terms?
Q : Explain it with examples
Ta : For example, students know that seasons change and have different
seasons in the north and south hemispheres. They know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un and most students will say it’s because the sun is
further away from the earth. As they learn more they change their model
to say while the earth doesn’t go further away from the sun, it’s the tilt
of the earth that makes it seem like the sun is further away. Over time,
the student’s model changes and refines until they a complete
understanding.

표25. A학교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Ta)의 인터뷰
교사 Ta는 경력 19년차의 여교사이다. 모형은 설명을 할 때 필요한 것
으로 보고 있다. 또한 모형이나 개념은 새로운 정보에 맞추어가기 위해서
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모형 만들기(modeling)를 학생이 자신의 이해
나 생각을 표현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학생이 중
심이 되는 탐구 학습이나 자기주도 학습과 모형 구성을 비슷한 것을 보고
있다. 좋은 모형이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세부사항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 과학용어와 그림을 사용하는 것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고 설명하였다. 모형이 현실을 표상하는 것이나, 추론, 예측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자연현상이나 법칙, 이론의 설명체계로서의 특징 등 모형의 기
능에 대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았다. 모형이나 모형구성을 하나의 학습
방법이나 수업 모형, 설명을 위한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rosslight et al.(1991)의 모형 수준 분류에 의하면 모형을 실세계의 대
상에 대한 표상으로 생각하는 ‘수준2’단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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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과학적 모형이 무엇인가요? 과학적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Tb: 실제세계의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만든 도구이다. 모형은
실제세계를 표상한다. 하지만 실제 세계와 같은 것은 아니다. 과학자들은
과학모형을 만들어 자연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미래의 일을 예측하기도 한다.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지식을 동원해서 각각의 사실들이 잘
조직될 수 있도록 설명체계를 구성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은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있고 그러한 제한조건 안에서 만들어낸 최선의 설명체계이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모형을 실험해보고 조작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모형을 수정하게 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형은 모형이 없이는 하기 어려웠던
현상들의 관계들을 설명하기도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발견이나 예측을 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Q: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Tb: 여러 가지 수식이나 공식도 하나의 모형이다. 원자의 모형도 그렇다. 생물에서
사람의 몸을 해부해서 그려 놓은 것도 하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형을 통해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고 새로운 발견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표26. B학교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Tb)의 인터뷰
교사 Tb는 교육경력 8년차의 남교사이다. 과학 모형을 과학자들이나 교
사가 자연현상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발견이나 예측 같은 탐구를 위한 도구, 이론이나 법칙을 담고 있는
설명체계라는 생각도 나타나 있다. 이것은 모형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서
과학자 공동체에서 강조하는 것과 비슷한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Grosslight et al.(1991)의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모형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구성되
고 모형은 수정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수준3’에 해당 한
다고 볼 수 있다.
Q : 과학적 모형이 무엇인가요? 과학적 모형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Tc: 모형 만들기란 내가 과학자가 되는 것, 과학지식을 교사로부터 일방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가지고 교사의 도움을 통해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을 나의 언어로 설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예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Tc: 지구본도 하나의 모형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것, 축구공 같은 이 더
바람직한 모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본에는
과학적인 이론이 담겨 있어서 활용
하면 좋겠지만 모형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구공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표27. C학교의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Tc)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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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Tc는 경력 6년차의 남교사이다. 모형 만들기(modeling)를 교사의
도움으로 학생들이 뭔가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상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모형 만들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구성주의를 이용한 모형 구성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모형이 가지고 있는 추론, 예측의 기능에 대한 설명은 나타
나 있지 않았다. 모형 만들기 수업을 일반적인 수업과는 다른 방법으로 과
학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수업 방법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처럼 보인다
(Windschitl & Thompson, 2006). 또한 모형을 평가 할 때 모형이 가지
고 있는 이론이나 법칙, 설명 체계 등 모형 기능 보다는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것을 더 좋은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모형을 교수-학
습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rosslight et al.(1991)의 분류 기준에 따
르면 모형은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이며 실제와는 완전
히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는 수준 2단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업을 담당했던 교사의 모형과 모형 만들기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모형구성 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사의 구체적인
수업의 실행의 장면을 보면서 이러한 모형이나 모형 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수업실행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교사의 모형구성 수업 실행
모형구성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는 모형의 본성과 목적, 기능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적절한 과학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초기 모형과 모형구성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비계
(scaffolding)을 제공해야 한다. 비계는 다양한 유형이 될 수 있다. 불일치
질문(discrepant question, event)이나 상황을 제시할 수도 있고, 과학적
인 정보나 실험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사의 교육적인 개입
(instructional intervention)을 통해 학생들은 점차 목표모형에 다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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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출발점(사전 개념 이해 정도, 초기 모형)에 있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같은 수업의 계획에 따라 같은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
도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에 따라 수업의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의 수업 실행을 살펴보았다.
A, B, C 세 학교의 학생들 중 B학교의 학생들은 가장 낮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형구성의 정도나 개념 이해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모형 구성의 결과에 대한 평균 비교의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
이가 없다고 나타났지만 개념이해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B학교
에서 수업을 했던 교사 Tb의 인터뷰 결과 에 대한 분석에서 교사는 모형
이나 모형 구성 과정에 대한 ‘수준3’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 Tb의
수업을 살펴보며 모형 구성과 관련해 어떤 실행을 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교사 Tb는 수업의 처음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이전에 배웠던 지구의 자
전과 공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함으로서 자전과 공전
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돕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학생
들이 계절의 변화에 대한 모형을 만들 때 자전이나 공전 개념에 대한 분
명한 인식이 있어야 함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학교의 수업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없이 바로 개인모형 구성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실행은 모형을 만들 때의 초기 조건, 즉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계절의 변화
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자전과 공전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 하려는 노력
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전축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음 등에 대해서
도 생각해보게 하고 있다.
[수업 도입부]
교사:

그렇다면 호주와 한국이 계절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있는데 왜 이렇게 계절이 변할
까요?
학생3: 여름에는 태양의 에너지를 받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요.
교사:
공부를 잘 했네요. 그러면 1학기 때 자전과 공전을 배웠나요?
학생들: 네
교사: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설명해볼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학생들: (10명 정도 손을 듬)
교사:
그러면 이중에서 자전을 설명해볼 사람?
학생4: 자전은 자기 혼자서 막 돌아요.
교사:
네 그럼 이 설명에 추가로 설명해볼 사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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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5:
교사:

지구가 북극과 남극에 있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도는 것을 말해요.
지금 한 친구가 자전축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학생들: 남극과 북극에 있는 가상의 선이요.
교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네요. 지구가 이렇게 자전축이 있고 자전축이 기울어
져 있는 것을 알고 있죠? 이렇게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을 무엇
이라고 하나요?
학생들: 네. 자전이요.
교사:
이것은 하루에 한 바퀴 도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바퀴? 아니면 1년에
한 바퀴 도나요?
학생들: 하루에 한 바퀴요.
교사: 그러면 공전은 뭔가요?
학생6: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바퀴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
을 말합니다.
교사:
네 잘 설명해주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일 년에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과 공전 중에서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인가요?
학생들: 자전.
교사: 왜 자전 때문인가요? 왜 아침과 밤이 자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학생7: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니까 태양의 빛이 오면 낮이에요.
교사:
태양의 빛을 받을 때는 낮이 되는 것이고 빛을 받지 않을 때는 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 1학기 때 배운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네
요.

조별 토의 과정에서 교사 Tb는 학생들이 만든 모형 속에서나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적절한 과학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가지고 있는
대안개념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 교
사는 학생들의 모형과 불일치하는 정보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거리 때문
에 계절이 변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태양 에너지가 계절마다 바뀐다고도
생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교사는 실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자
료를 제공하고 거리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
고 있다.
[개인 모형 만들기 과정]
교사:

지구가 공전하면서 계절이 변한다고 했는데 어떨 때는 덥고 어떨 때는 추
운가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볼까요?
학생1: 태양과 거리가 달라져서요.
교사:
그러면 여름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1: 가까워져요.
교사: 이 친구는 난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난로에 가까이가면 덥고 난
로에서 멀어지면 추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네요. 맞나요?
학생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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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생각하나요? 계절이 거리 때문에 변한다고 생각하
는 사람 손들어주세요.
학생들: (8명이 손을 든다.)
교사: 거리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학생2: 태양빛을 받는 각도가 달려져서 그런 것 같아요.
교사:
그렇다면 실제로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인지 알려줄게요. (지구의 공
전궤도 사진 제시) 여름은 1억 5200만Km이고, 겨울은 1억 4710만km입니
다. 겨울이 더 가깝고 여름이 더 머네요. 계산을 해보면 여름과 겨울의 거
리 상의 차이는 약 3%정도 이고 이에 따른 에너지의 차이는 약 0.108%
정도입니다. 이것을 보면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학생3: 태양이 주는 에너지가 달라서요.
교사:
여름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많이 주고 겨울에는 태양이 에너지를 조금 주
고, 이렇게 태양 자체의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마
치 난로의 온도를 높이면 뜨거워지고 온도를 낮추면 차가워지는 것처럼 태
양도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학생3: 네 그럴 것 같아요.
교사:
그런데 과학적인 사실을 이야기 하자면 태양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학생들: 태양 안에서 불타고 있어서요.
교사: 맞아요. 태양 안에서 수소가 핵융합반응을 하면서 불타고 있는데 이 반응이
일정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거리도 아니고 태양의 온도가 변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떤
이유 때문에 계절이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조별활동]
학생1: 겨울에 태양 더 가까이 있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가까이 있어서 겨울에 태
양이 뜨는 높이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
교사: 겨울과 여름의 태양 사이의 거리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되요. 실제 거리차이
의 비율은 3%정도 밖에 되지 않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학생1: 그러면 어떻게 풀지. 맞는데
교사: 계절별로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변화를 보면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요.
겨울에는 낮게 뜨고요. 그렇다면 여름에는 왜 기온이 높을까요?
학생1: 태양이 높이 떠서요.
교사: 여름에는 태양이 높이 떠서 오랫동안 떠있고 그만큼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기온도 높아요. 하지만 겨울에는 태양이 낮게 떠서 빨리 지고 그만큼 낮의
길이도 짧고 기온도 낮습니다. 왜 이렇게 계절별로 이런 차이가 생겨날까
요? 지구의 공전과 관련해서 생각해보세요.
학생1: 아까 그 거리 때문이 아닌가? 겨울에는 태양이 가까이 있으니까 태양이 뜨
는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잖아요.
학생2: 그건 선생님이 아니랬잖아.
교사: (지구본을 통해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학생2: 공전하면 지구에서 위치가 바뀌잖아
학생1: 아… 그림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여름에는 이렇게 높고 이렇게
돌아오면 겨울에는 낮고.
학생2: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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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중에서는 교사가 제시한 지구의 타원 궤도 사진에서 지구와 태
양 사이의 거리가 겨울이 더 짧다는 것과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낮다는 것을 연결시켜 오개념을 형성하는 경우가 몇 명 있었다. 교사는 거
리의 차이나 이로 인한 에너지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가 주는 인상이 강렬해서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잘 수정하지 못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오류는 이 사진을 사용했던 대한민국의
학교 B와 학교 C의 경우에서 나타났다. 이 사진은 계절의 변화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 때문에 발생한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용했었다. 호주는 남반구에 있어서 여름이 겨울보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사진이 오히려 오개념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다. B 학교에서는 최종모형에서 이러한 오개념을 보
이는 모둠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학교 C의 최종모형에서는 총 6모둠
중에서 2개 모둠이 태양의 고도와 거리를 연결시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학생들의 구성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오
개념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굳어서
오개념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B학교와 C학교에서 처음에는 비슷했던
모형의 수준이 중간모형과 최종모형에서의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러한 이
유 때문이었다.

모형

초기

중간

최종

학교

모형

모형

모형

A

3.45

3.5

4.33

B

3.5

4.16

4.85

C

3.48

3.67

4.36

그림16. 학교 B,C에서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일으켰던 사진, 모형구성 수
준 비교
지금까지의 학생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수준, 개념이해정도를 살펴보았
다. 점수를 표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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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본
학교
총점 평균

최종모형수준
평균
(최고 5 점)

사전 개념 확인 평가
(7 점 만점)
사후검증
평균
F값

사후 개념 확인 평가
(10 점 만점)
사후검증
평균
F값
4.96

(Bonferroni)

A

161.8

4.33

4.90

B

147.3

4.85

5.27

C

192.2

4.36

5.67

3.32

A, B, C

(Bonferroni)

6.67

5.42**

B>A

6.15

표28. 과학자본, 최종모형, 사전개념, 사후개념
A, C 학교를 비교해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이 모형구성이나 사후
개념이해정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 학교의 과학자본의 차이
에도 불구하고 사전 개념 확인평가점수에서 세 학교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과학자본과 학생이 모형구성 수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개념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자본은
학생의 과학에 대한 태도, 흥미, 가치, 학생을 둘러싼 과학과 관련된 문화
적, 사회적 자본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자본이 높다고 해서 특정한 부분
에 대한 과학지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B학교의 사례에서 보면 과학자본이 낮은 학교지만 교사가 모형과 모형
구성에 대한 적절한 인식가지고 수업을 실행하는 것이 모형구성이나 개념
이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위의 분석은 전체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적 분석 결과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학생들의 상황은 자세히 알 수가 없고 통계적인 한계로
인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심
층 면담(인터뷰)을 통해 설문지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의 과학자본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수업분석을 통해 모형구성과정의 과정을 이해는 것이
필요하다.

3. 학생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수준과 과정, 개념이해의 관계
(질적 분석)
앞의 자료수집 및 분석에서 언급한 것처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학생
들을 다음과 같이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그중 1~3그룹에서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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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명씩 뽑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우선 전체 학생들을 인터뷰 대상자
선발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과학

상

자본

하

상

하

그룹1

그룹3

[그룹1] 높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모형 구성
과 개념이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
[그룹2] 낮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
과 개념이해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한 학생
[그룹3] 높은 과학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모형 구성

그룹2

그룹4

이나 개념이해에서 낮은 수준에 있는 학생

표29. 인터뷰 대상자 그룹
모형구성 & 개념이해 수준

A, B, C 학교
학생 N=75
상

과학
자본

중
하

14명
(18.7%)
44명
(58.6%)
17명
(22.7%)

상
과학
자본

하

상

하

최종모형: 5수준
이고(and)
사후개념평가: 7점 이상
[그룹1] 8명
전체: 10.7%
과학자본 상: 57.`%
[그룹2] 4명
전체: 5.3%
과학자본 하: 23.5%

최종모형: 3 수준이하
또는(or)
사후개념평가: 4점 이하
[그룹3] 2명
전체: 2.7%
과학자본 상: 14.3%
[그룹4] 9명
전체: 12%
과학자본 하: 52.9%

표30. 학생들을 기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분류
A, B, C 학교 학생 75명을 과학자본에 따라 나누고 이 학생들을 성취
한 모형수준과 개념이해수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과학자본이 상위 그룹의
학생들 중에서 모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이 상에 속하는 학생들은 57.1%
하에 속하는 학생은 14.3% 이었다. 반면 과학자본이 하위 그룹의 학생들
은 52.94%의 학생이 모형구성 수준이나 개념이해 수준에서 하에 속하였
다. 이중에서 모형 구성과 개념 이해 수준이 상에 속하는 학생들은
23.5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과학자본과 구성한 모형 수준이나 개념
이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자본이 높은 학
생들이 실제로 모둠의 모형구성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디오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 6명이 속해 있는
각각의 모둠에서 학생들의 모형구성과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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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1, 2, 3의 학생들을 2명씩 선정하여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그중에서
인터뷰를 희망하는 학생을 6명 선발하여 본인∙학부모 동의 및 기관생명
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거쳐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그룹3의 학생 1명
은 인터뷰가 어려워 이 그룹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조건의 학생
을 뽑아서 인터뷰하였다.
다음은 선발된 인터뷰 대상 학생들이다.

상

초기모형
(5)
4

중간모형
(5)
5

최종모형
(5)
5

사전검사
(10)
8

사후검사
(10)
10

b

상

4

4

5

7

9

c

하

2

5

5

7

10

d

하

3

4

5

6

8.5

e

상

3

4

5

8

6

f

상

5

4

3

8

7.5

학생

과학자본

a

그룹1
그룹2
그룹3

표31. 인터뷰 학생들의 과학자본, 모형구성 수준, 사전검사, 사후검사 결과
가. 사례 1: 학생a
1) 과학자본
학생
그룹1

a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상

4

5

5

8

10

표32. 학생 a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a는 그룹1에 속하는 학생으로 과학자본이나 모형구성에서 높은 수
준을 보인 학생이다. 과학자본은 상위 그룹에 속하고, 모형 구성은 초기
모형부터 4수준을 보였고 중간, 최종 모형에서는 최고 수준인 5수준을 나
타냈다. 사후 개념 확인 검사에서도 만점인 10점을 맞은 학생이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
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a

3.33

4.0

3.83

3.83

표33. 학생 a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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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의 내적자본을 보면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고 과학의 가
치에 대한 인식이나 과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학
업적, 직업적 포부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교사의
태도
상황
태도

방과 후 과학 가정,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a

3.57

3.57

3.75

3.4

3.24

3.0

3.0

표34. 학생a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의 과학관련 외적 자본을 보면 교사의 태도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의 태도 항목은 수업시간에 교사가 자신에게 칭찬을
많이 하는지, 나의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시는지, 과학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과학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신
지 등에 대해서 학생의 교사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학생
의 경우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또한 학교의 수업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도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학생의 과학 공
부에 지원을 해주시거나 지지를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형구성과정

초기모형 (4수준)

중간모형 (5수준)

최종모형 (5수준)

그림17. 학생a의 모형 변화
학생a는 초기 모형부터 계절의 변화를 지구의 공전과 이로 인한 태양의
남중고도 변화로 설명하고 있다.(4수준) 실험과 모둠 구성원들과의 토의를
거치며 중간모형에서는 지구의 공전에다 자전축의 기울기라는 항목을 집
어넣었다. 이러한 이유를 가지고 여름과 겨울의 남중고도 변화를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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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수준). 그리고 모둠모형에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 그리고
한국과 호주의 위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계절의 차이를 그림으로 표현
하고 있다. 초기모형과 중간 모형을 통해 학생이 계절의 변화의 원인에 대
해서 상당히 정확한 개인 모형을 구성했으며,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
하고 있다는 것을 학생의 활동지에 나타난 글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사후 개념 확인 평가에서도 10만점에 10점을 맞아서 이 학생이 내용
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모둠 모형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그림18.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과학자본(상, 중, 하)
학생3: 왜 여름에는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길어? 그 이유가 뭐야?
거리가 머니까? (질문-요청, 확인)
학생2: 공전..자전축, 자전축(의견제시-제안)
학생3: 공전하면서 거리가 머니까(의견제시-제안)
학생A: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전, 공전이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의견 받기-보류)
학생2: 그럼 왜? 겨울에 더 빨리 도는 것 아니야
학생3: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기니까
학생2: 그러니까 왜? 왜일까?(질문-요청)
학생A: 여름은 머리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겨울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공전을 하면 달라지니까.(응답-설명)
학생2: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없잖아
(의견 받기-반박)
학생A: 이쪽으로 기울어져있다고.. 이게 여름이야 이렇게 돌면 겨울이고 (의견
제시-설명)
학생2: 그러면 태양이 겨울에 왜 빨리 지냐고(질문-제안)
학생A: 니가 생각을 해봐(의견제시-제안)
학생4: 여름에는 낮의 길이가 길고 밤은 짧잖아.
학생2: 그러니까 그게 왜?
학생1: 야 이유가 뭐야?
학생A: 니네도 생각을 해보라니까(의견제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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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의 토의과정에서 학생3이 먼저 “왜 여름에는 태양이 하늘에 떠있는
시간이 길어?”라고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또한 거리 때문에 그런 일
이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한다. 이에 대해서 우유
갑으로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던 학생2가 공전 때문에 그렇다고 했
다가 다시 자전축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놓는다. 이에 대해서 학생a는 친
구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자신의 대안을 내놓지는 않는다. 아직 고
민 중에 있어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친구
의 반응에 대해서 학생2는 자신의 의견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그러니까 왜?, 왜일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에 대해서 학생a는

학생2의 의견을 받아 손동작으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행동
을 하며 설명을 시도한다.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여름
에는 태양쪽으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여름이라는 것이고 겨울에
는 자전축이 반대로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학생2의 생각과 자신의 생
각을 종합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생2가 친구
의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은 아무 상관없다고 반대하는 응답을
한다. 이에 대해 학생a는 다시 한 번 설명을 시도한다. 태양쪽으로 기울어
져 있는 것이 여름이고 그 상태에서 공전을 해서 반대로 가면 겨울이라고
설명을 한다. 그래도 학생2가 생각을 해보지 않고 다시 질문을 하니 니가
직접 생각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도 계속해서 학생a
의 의견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학생a는 “니네도 생각을 해보라니까”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 모
둠의 토의 과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인지적 상호작용을 계속하다가 나중
에는 자신들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학생a에게 답을 요구한다. 이에 대
해서 학생a는 다른 친구들도 스스로 학습의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며 메타 인지적 상호작용을 유도하고 있다.

그림19.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과학자본(상, 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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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은 빛을 못 받으니까 이쪽은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이고 여기는 여름(의견 제시- 설명)
(선생님의 영상 자료 제시)
학생A: 야 저기 봐봐, 저기봐(의견 제시- 제안)
학생A: 자 이거 봐봐 이쪽이 열을 받으면 이쪽이 못 받잖아 이 말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의견 제시-설명)
학생1: 아 그렇네.. (의견 받기-동의)
학생A: 태양빛을 받는 모습을 그려야 돼 (의견 제시-제안)
...
학생A: 남쪽이 빛을 많이 받으니까 여름인거고 (의견 제시-설명)
학생2: 그림자는? 그림자를 어떻게 그려? (의견받기- 보충)
학생A: 그림자는 짧게 그려. 그리고 설명 적어
(의견제시- 제안)
...
선생님: 여기가 왜 여름인가요?(질문)
학생A: 여름에는 자전축이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 빛이 한국
쪽이 많이 비추니까 여름이에요 (응답-설명)

모둠 안에서 지구본을 이용한 실험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
면 학생a는 주로 의견제시를 통해 설명을 하거나 제안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지적 상호작용과정 안에서 모형 구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은 학생a의 의견을 받아
들어 동의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의 질문에도 학생a가
모둠을 대표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림20.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상, 중, 하: 학생의 과학자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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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a가 속한 모둠의 학생들은 초기 모형에서 계절변화의 원인으로 지
구의 공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서 거리로 인해 계
절의 변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한 학생이 2명, 자전으로 인해서 계절의 변
화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2명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사가 지
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과학정보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여름이
겨울보다 거리가 더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거리가 원인이라
는 생각은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교사가
제공한 다양한 실험과 활동지를 통해 학생들은 계절별 태양의 고도변화
현상을 자전축의 기울어짐과 관련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교사가 제공한 실
험과 활동지 주제는 다음과 같다. 태양의 고도와 기온의 관계 실험, 지구
본과 빨대, 손전등을 이용한 지구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 길이의 변화 실
험,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때의 지구의 위치에 따른 그림자 길이 측
정 실험, 태양의 고도와 그림자의 길이 관계, 하루 동안 태양의 고도 변
화, 계절별 태양의 고도 변화 대한 학습지 등.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어
렴풋하게 인식했지만 설명을 못하고 “자전축, 공전”이라고만 말하고 있는
학생2를 대신해서 학생a가 “자전축이 기울어져 공전하면 달라진다”라고
정리하여 설명하였다. 이 발언을 통해서 학생a는 이 시점에서 ‘모형수준
5’에 도달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른 학생들은 학생a의 설명을 이
해하지고 못하고 “여름에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아”(학생3)
라든지, “겨울에는 더 빨리 도는 것 아니야?(학생2)”라고 말한다. 이를 통
해 처음의 ‘모형수준4’보다 낮은 수준에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에 대해서 학생a가 다시 “이쪽이 열을 받으면 이쪽이 못 받잖아, 이
말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서 학생1이 “아 그렇
네”라고 동의를 표시하고 다른 학생들도 학생a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모
형을 구성한다. 이제야 이들도 친구의 의견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모형수
준5’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은 계절의 변화가 자전축이 기울
어져서 공전하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최종모형을 구성하였고, 이 최
종 모형을 통해 한국과 호주가 각각 여름일 때 태양 이 어떻게 비추는지,
에너지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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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a의 인터뷰
학생에 대한 인터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 중에서 설문지를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주로 방
과 후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주말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질문들이
주어졌고, 학생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스포츠 에이전트, 피디요.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것도 조금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해요. 어떨
땐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땐 아니기도 해요. 과학실험을 할 때나 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있을 때
는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기도 한데 뉴스에서 핵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럴 때는 하기 싫어져
요.”
2.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 어머니는 가정교육을 전공, 삼촌이나 친척들 중에는 의사, 산림과
학자, 엔지니어 등이 있음.
“부모님은 수학이나 경영 이런 것을 하라고 하시고, 과학쪽 일도 하라고 하시긴 하는데 저는 싫
어요. 제가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니까 수학자를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금융 쪽은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해보라고 하셔요.”
“어머니 아버지가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많으세요. 뉴스를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니까
과학이나 수학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씩 부모님과 이런 대화를 하기도 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부모님과 나누어요.”
“과학이나 수학을 공부할 때는 모르는 문제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이런
쪽을 부전공으로 하셨데요. 어머니는 사범대를 나오셨는데 과학 같은 것을 잘 알려주세요.”
“도서관도 자주 가요.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자주 가서 책을 빌려와요. 책을 고를 때는
관심 있는 것을 찾아 본 다음에 괜찮은 책이 있으면 빌려와요.“
3. 집에서 하는 활동
“공부하고 책 좀 읽다가 TV도 보고 그래요.”
“책은 역사책이나 수학책이나 이런 것을 읽어요. 역사책을 가장 많이 읽어요. 수학책은 교과서 이
런 것 말고 수학과 과학이 섞여있는 소설 같은 것을 읽어요. 최근에 읽은 것은 ‘0’과 관련된 것
이 었어요. 고대 수학자가 나타나서 0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었어요.”
“놀 때는 동영상을 보거나 만들거나 해요. 바느질을 할 때도 있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따라서 만
들기도 해요. 시간이 많을 때는 재미로 요리하는 것도 따라하고 요리하면서 과학 하는 것도 따
라 해보고 해요. 베이킹 소다와 식초 넣고 하는 실험을 따라 해보기도 해요.”
“학원은 다녔었는데 끊고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려고 해요.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서 그렇게 했어요.”
“여자 사촌들은 만들기를 좋아해서 천을 가지고 바느질해서 필통 만들기 요리하기 등을 같이 하
기도 하고요. 남자 사촌 같은 경우는 과학을 좋아하는데 개구쟁이어서 저희 집에서 여러 가지
실험 비슷한 것을 해요. 실험인데 장난 같은 것을 쳐요. 오빠들이 약 같은 것을 들고 와서 큰
그릇에 넣었는데 집이 엉망이 되고 그랬어요. 한 달에 두 세 번씩은 사촌들이 와요. 우리가 가
기도 하고요.”

표35. 학생a의 인터뷰 내용 정리
이 학생의 경우는 아버지가 수학을 전공하셨고 어머니도 가정교육을 공
부하셨다. 부모님과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대화도 자주 갖고, 모르는 부분
도 부모님께 물어보는 편이다. 또한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미래의 직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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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금융쪽이나 과학쪽을 추천해줄 만큼 과학에 대한 인
식이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친척 중에 과학 분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들이 롤 모델이 될 수도 있고, 대화를 통해 과학
의 분야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확률도 높다. 과학을 좋아하는 사촌 형제
들도 가까이 살아서 함께 만들기나 실험하기 등의 활동 등을 통해서 자연
스럽게 과학과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학생은 기
본적으로 독서를 좋아하고 역사나 수학을 잘 하는 것도 이런 가족의 분위
기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나. 사례2 : 학생b
1) 과학자본
학생
그룹1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b

상

4

4

5

7

9

표36. 학생 b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 b는 그룹1에 속하는 경우로 과학자본이나 모형구성수준, 개념이해
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는 학생이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
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 b

3.5

4.0

3.67

3.5

표37. 학생b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b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다. 내적자본의 다른 항목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교사의 방과 후 과학 가정,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태도
상황
태도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 b

3.14

3.29

3.25

3.2

2.47

2.5

3.0

표38. 학생b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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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자본 항목을 보면 학생 a와 비슷하게 학교의 수업상황이나 교사의
태도 등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에서 과학수업 활동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교사에 대한 인식이 좋은 것과 학생의 개
념이해정도나 모형구성에서의 좋은 결과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2) 모형구성과정

초기모형 (4수준)

중간모형 (4수준)

최종모형 (5수준)

그림21. 학생b의 모형 변화
학생b는 초기모형부터 자세한 설명을 적고 있다. 자전과 공전의 개념
정의부터 시작해서 태양의 고도 변화와 공전인한 계절의 변화까지 자세한
설명을 적고 있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음을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이로 인한 태양의 고도 변화와의 관련성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위도에 따른 기온의 변화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면 과학과 관련된 상식이
풍부한 학생으로 보인다. 초기모형에서는 ‘4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사전개
념평가 결과도 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간
모형부터는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을 연결시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는 있지만 여름의 자전축을 반대로 그려서 ‘5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
다. 최종모형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호주와 한국의 계절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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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둠 모형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학생b: 여름에는 자전축이 여기 있으니까
거리가 멀어도 태양을 향하고
있으면 덥고 겨울에는 자전축이
여기 있으니까 가까워도 추운 거지
(의견 제시-설명)
학생1: 아! 너 천재 (응답-동의)
학생3: 거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면서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니까
학생2: 아 그래.

그림22.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과학자본 (상, 중, 하)
개인모형 구성과정에서 학생2와 학생3, 학생b와 학생1이 서로 자신들이
구성한 모형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있다. 학생3은 학생2에게 거리의 개념
을 이용해 자신이 생각하는 계절 변화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1은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자전을 하고 있어서 계절의 변화가 나타
난다고 하는 초기모형을 구성하였다(3수준). 교사가 제시한 여름이 겨울보
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멀다는 정보를 듣고서 왜 여름에는 거
리가 더 멀어도 기온이 높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을 학
생b에게 물어보았고 학생b는 자신의 의견을 친구에게 설명해주었다(의견
제시-설명). 학생b는 초기 모형부터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에 대해 이해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전축의 방향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4수준). 학생b의 설명을 들은 학생1은 감탄하며 “너 천재”라고 칭
찬하고 친구의 의견에 동의를 표한다(응답-동의). 이후에 만들어진 중간모
형을 보면 두 학생의 모형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b의 중간모형

학생1의 중간모형

그림23. 학생b와 1의 중간모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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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1: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 자전축을
반대로 그렸어,..지구가 자전을
이렇게 빙글빙글 하면서 돌잖아 ..
(의견제시-설명)
학생3: 지구가 공전을 하잖아 그리고
자전을 하잖아 …(응답-반박)
(지구본으로 설명)
학생1: 이거 봐봐 태양이 이렇게 비추면
기울기가 여기(호주)가 크지,
여기(한국)는 바로 받지만(응답-설명)
학생3: 그렇네 여기가 많이 받고 여기가
적게 받네(응답-동의)

그림24.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과학자본
모둠모형을 구성하기기 전에 서로 자신의 개인모형을 소개하는 과정에
서 학생1이 자신의 모형에서 자전축이 반대로 그려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한다(의견제시-설명). 그런데 학생3은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는데 이 때 자전축이 같이 돌기 때문에 자전축의 모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다(응답-반박). 학생1은 한국과 호
주에 붙어 있는 빨대의 그림자 길이를 통해 각각의 여름에 대해서 설명한
다(응답-설명). 학생3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를 통해서 계절을 설명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 학생1은 과학자본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으로 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활동을 주로 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학생1
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였다. 학생3의 경우는 처음에는 반박을 하기도 했
지만 나중에는 학생1의 의견을 수용하였다.

그림25. 학생들의 상호작용과 과학자본
학생1: (자전축의 기울기를 손으로 표시하며)누구 각도기 있는 사람? 이렇게
36.5도로 그려야지 (의견 제시-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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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3: 야 그런데 자전축이 서로 반대여야하지 않냐? (질문-확인)
학생B: (못 들음 또는 무시함) 야 대한민국을 좀 크게크게 그려
(의견제시-제안)
학생3: 자전축은 서로 똑같냐? (질문-확인)
학생1: 당연히 똑같지(응답-동의)
학생3: 잠깐만 너희 있잖아 자전축을 이렇게 둘 다 완전히 반대로 그려야 돼?
어느 쪽이 이쪽이야? (질문-요청)
학생1: 왜? 자전축은 똑같아야지(응답-설명)
학생B: 야야 자전축 봐라(응답-설명)
학생3: 그건 너 중심이고 이쪽으로 봤을 때는 왼쪽이 위에야…(응답-반박)
학생1: 어..태양의 위치를 잘못 그렸는데.. (의견받기- 동의) 야~ 태양 지워,
태양 지워.(의견 제시-제안)
학생3: o o야 이리로 와서 봐봐 반대라니까? (질문-요청)
학생1: 그게 아니라 지구를 이쪽에다 그리고 태양을 반대쪽에다 그리면 되.
해결 (응답-설명)
학생3: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질문- 확인)
학생1: 왜냐하면.. 그러니까 내가 설명 해줄게. 우리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봤을 때를 그린 거잖아 지구가 이렇게 돌면 태양을 이쪽에 다 그리면
되지 (응답-설명)
학생3: 아니 이쪽에서 볼 생각은 안 해? 아니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자전축이
반대잖아 (응답-반박)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인지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1과 학생b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동료들에게 제안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1의
경우 태양을 어떤 위치에 그리고 지구는 어떤 위치에 그려야할 지를 제안
하고 학생b가 그 의견에 동의하여 그림을 그린다. 학생1의 자전축 기울기
에 대한 발언을 보면 이 학생은 자전축이 기울어져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
기는 하지만 정확한 기울기는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1의 의견(제안)에 따라 학생들은 여름과 겨울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을
태양에서 똑같은 방향으로 그리게 된다. 이에 대해서 학생3이 “자전축이
반대여야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한다.(질문-확인) 이 학생은 공전을 하면
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자전축도 회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에는 자전축의 방향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에 대해서 학생1과 학생b는 자전축의 방향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여름과 겨울에 자전축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
으로 설명을 한다. 하지만 조금 있다가 태양의 위치를 잘못 그렸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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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고 태양의 위치를 반대쪽에다 그리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학생3에게 설명한다. 학생3은 자전축의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태양의 위
치를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전축을 반대로
그려야한다고 주장을 한다.
학생들의 모둠모형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지적 상호작용을 보면 과학자
본이 높은 학생1이 주도를 하며 전체적인 방향과 틀을 정하고, 역시 과학
자본이 높은 학생b는 학생1의 의견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제안하기도 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기도 한다. 처음에는 겨울
에 해당되는 지구의 자전축 방향을 잘못 그렸으나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
고 태양의 위치를 옮겨서 수정한다. 학생3은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의 움
직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모
둠의 모형이 좀 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림26.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상, 중, 하: 학생의 과학자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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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학생b가 가장 높은 수준의 초
기모형을 구성했고(4수준), 자신의 모형을 학생1에게 설명해준다. 학생3은
학생2에게 자신의 모형을 설명해준다. 이후에는 학생1이 주도적으로 모둠
모형을 구성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교사가 제시한 실험의 과정을 겪으며
자신이 만든 중간모형에서 자전축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모둠의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모형의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인 방향
을 제시하고 설명한다. 학생b도 친구의 의견을 따라 모형을 함께 구성해
가고 있다. 그래서 학생b의 도움으로 중간모형은 ‘4수준’에 있었는데, 또
다시 “자전축을 반대로 그렸어”라고 말하는 친구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동의해 최종모형을 구성하며 ‘5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또한 중간에 학
생3이 자전축의 방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었을 때 학생1과 학생b는 같
은 생각을 가지고 학생3의 의견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학
생1은 중간에 자전축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닫고 태양의 위치를 옮
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자신이 먼저 깨닫고 모둠의 친
구들에게 태양을 반대쪽에 다시 그리라고 지시한다. 또한 학생3의 계속적
인 문제제기에 대응하고 설명한다. 하지만 학생3은 학생1의 설명을 잘 이
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여기에 동
조하지 않고 학생1의 의견에 따라서 모둠의 모형을 완성했다.
4) 학생b의 인터뷰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로봇공학자나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요. 제가 모형 같은 것을 만들기를 좋아하
는데 뭐 재미있는 것 없나 하고 찾아보다가 로봇 공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4학년
때부터 그 꿈이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전기분야를 좋아해요. 전기는 전류를 흘려보내면 어떤 물체를 빛나게 하거나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어서 전기가 재미있고 좋아요. 그리고 로봇이랑도 관련 있으니까요."
2. 가족에 대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는 과학쪽에 대해서 좋아하시기는 하는데 의사쪽을 원하세요."
"아버지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는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과학을
잘하셨다고 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물건이 어떤 재료
를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도 이야기 해주시고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랑 레고나 건담
등을 같이 만들기도 했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버지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을 찾
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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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중에 의사가 많아요. 추석이나 설날 때만 만나요. 우리 가족은 서울에 사는데 다
른 친척들은 지방에서 살아서 자주 보지는 못해요."
3. 집에서 하는 활동
"친구들과 놀고 학원으로 가요. 영어 수학 학원이에요. 월~금, 7시쯤 집에 와요."
"집에 와서는 저녁 먹고 할 일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을 해요. 인
터넷을 하면서는 유튜브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거나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동물
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것을 봐요. 저희 집에는 TV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등을 찾아보기도 해요."
“집에서 한 달마다 구독해보는 과학소년이라는 잡지를 보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인터넷
으로 보다가 처음으로 배달을 시켰는데 재미있어서 계속 보고 있어요. 구독한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도서관에서도 과학 관련된 책을 빌려다 보기도 해요. 판타지나 추리소
설도 많이 빌려다 보고요.”
“주말에는 토요 문화 학교에 갔었는데 이제 그게 끝나서 친구들이랑 놀거나 레고를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들을 해요. 레고는 동생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혼자서 하기
도 해요. 레고는 5-6살 때부터 했어요. 부모님께서 레고를 많이 사주셨어요. 너무 많아
서 이제는 더 이상 안 사주신데요. 어렸을 때 많이 사주셨고, 어린이 날이나 생일, 크
리스마스 선물로 레고를 많이 사주셨어요. 토요 문화학교에서는 새로운 놀이를 창작해
서 하는 거를 했어요. 이전에 있는 보드게임 규칙을 이용해서 해보고 새로 만들기도
하면서 게임하는 거에요.”
“시카고와 워싱턴에 있는 비행기 관련 박물관, 플로리다 주에 있는 우주센터도 가봤어
요. 한국에서는 잘 다니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는 많이 갔었는데 어디 갔는지는 다 까
먹었어요.“

표39. 학생b의 인터뷰 내용 정리
이 학생은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아주 높은 학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초
등학교 선생님의 영향으로 과학을 좋아하게 되었고, 꿈도 과학과 관련된
로봇공학자이다. 전기분야를 좋아하고 이것도 과학과 관련된 이런저런 것
을 찾아보다가 흥미를 갖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부모님께서는 레고를 사
주거나 과학 잡지를 구독시켜주면서 학생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미국에 살았던 2년 동안 과학관이나 미술관
등 많은 곳을 다녔던 경험이 있다. 주말에 문화학교를 다녔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게임을 가지고 변형시켜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 놀면서 창의성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친척들 중에 의사가 많고, 부모님께서 학
생의 진로와 관련해 과학 분야나 의사 쪽을 원하시는 것도 학생이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흥미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학생의 초
기모형이나 중간모형에서 나타는 풍부한 설명과 개념에 대한 이해는 이러
한 풍부한 과학자본과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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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례3: 학생c
1) 과학자본
학생
모둠2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c

하

2

5

5

7

10

표40. 학생c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c는 그룹2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과학자본은 낮지만 모형구성 수준
이나 개념이해수준이 높은 학생이다. 이 학생을 보면 초기 모형은 ‘2수준’
으로 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모형에서는 바로 ‘5수준’으로 올라갔
고, 사전, 사후 개념 이해문제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c

2.67

1.8

2.33

2.67

표41. 학생c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c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낮다. 과학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이다. 과학에 대한 자신감은 평균수준과 비슷하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교사의
태도
상황
태도

방과 후 과학
관련된 활동

가정,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c

2.43

2.86

3.25

1.0

1.0

1.0

1.0

표42. 학생c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외적자본 항목을 보면 방과 후에 학교나 집에서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
램에 거의 참여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사람과 과학에 대한
대화도 거의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교사의 태도에 대한 인
식은 높은 편이어서 교사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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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 모형구성과정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초기모형 (2수준)

중간모형 (5수준)

최종모형 (5수준)

그림27. 학생c의 모형 변화
이 학생의 초기모형은 나름 과학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태양에너지의 변화와 자전현상을 계절 변화의 원인으로 보는 잘못된 개념
을 가지고 있다(수준2). 하지만 중간모형에 가서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
의 기울기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최종모형
까지 이어지는데 개인 모형 단계인 초기모형과 중간모형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학생의 모형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아 수업 장면을 살펴보았다.
학생1: 이것 봐,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거야 (의견제시-설명)
학생C: 아 이거는 옆으로 돌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짧고 이쪽은 멀잖아
그런건가? (응답-동의,
질문-확인)
학생1: 자전축이 비스듬히 되어
있으니까(의견제시-설명)
학생C: 이렇게 도니까 이쪽은 짧을
수 밖에 없고 이쪽은 길 수 밖
에 없네(응답-동의)
학생1: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응답-설명)

그림28. 학생c의 모둠 토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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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 : 과학자본 상위 그룹

학생 2 : 과학자본 중간 그룹

▶

▶
중간모형

중간모형

초기모형

공전, 그림자

초기모형

공전, 자전축의

공전

길이변화

태양의 입사각 변화

기울기, 태양의

(수준4)

자전축의기울기

(수준4)

고도변화
(수준5)

(수준5)

학생 3 : 과학자본 중간 그룹
모둠(최종)모형

▶
중간모형
초기모형
자전, 공전 (수준4)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 그림자

학생들의 설명: 자
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지구가 공
전할 때 태양이 주
는 에너지의 각도
가 다르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가 변
하기 때문에 계절
이 바뀐다. (수준5)

길이변화(수준5)

그림29. 학생c 모둠 구성원 모형 변화와 모둠(최종) 모형
모둠의 구성원들을 보면 학생1은 과학자본이 상위 그룹의 학생이고, 학
생2, 학생3은 과학자본 중간 그룹, 학생c는 하위 그룹의 학생이다. 학생c
를 제외한 세 명의 학생은 모두 초기 모형에서 ‘4수준’이었다. 모둠 토의
과정에서 학생1이 주도적으로 인지적 상호작용의 과정을 이끌고 있고, 학
생c는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초기 모형을 바꾸게 된다. 학생
들 간의 대화를 보면 토의와 실험활동에서 학생1의 설명이 결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1은 교사가 제시한 실험과 학습지, 과
학 자료 등의 정보를 종합해 “이렇게 기울어서 공전하잖아”라고 말하며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한다고 설명 한다(의견제시-설명). 이에 대해서
학생c는 동의하며 깨달음의 표시로 손뼉을 친다.(응답-동의) 그리고 자신
이 이해한 것을 손동작으로 표현해보고 동료에게 설명하는 등의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질문-확인) 이에 대해서 학생1은 동의를 표시하며 “자전축이
비스듬히 되어 있으니까” 라는 설명을 덧붙인다.(의견제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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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상, 중, 하: 학생의 과학자본 수준)
이 모둠에서 학생c가 2수준에서 5수준의 중간모형을 구성하게 된 데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실험을 하고 학습지를 통
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과학정보를 통해 학생이 가지고 있던 개념에
대한 불일치 상황을 만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c는 고민을 하기 시작
한다. 이 과정에 학생1의 의견제시(설명)가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여 이

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학생c는 손뼉을 치
며 자신의 깨달음을 표현한다. 그리고 “아 이거는 옆으로 돌잖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쪽은 짧고 이쪽은 멀잖아, 그런 건가?”라며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설명을 한다. 이에 대해 학생 1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니까”라며 학생c의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을 한다.
3) 학생c의 인터뷰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중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패션디자이너도 좋고요. 스타일리스트요."
“이과 체질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을 어릴 때부터 관심 있게 했는데 수학을 잘하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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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과학도 사회보다는 점수가 더 좋더라고요. 수학을 좋아해요. 과학은 좋아하진 않아
요. 수학보다는 별로에요.”
2.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 모두 맞벌이, 학교 마치고 큰엄마라고 부르는 가정에서 숙제도하고 저녁도 먹고
10시쯤 집으로 감.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과 놀러다님.
“돈주고 돌봐주는 큰엄마가 있는데 학교 끝나고 그 집에 갔다가 10시쯤 엄마 오면 집
에 와요. 거기에서는 학원가기 전에 30분정도 숙제하고 학원 다녀와서는 주로 핸드폰
해요. 페북이나 유튜브를 봐요. 주로 노래나 ucc등을 봐요.”
3. 집에서 하는 활동
“주말에는 주로 친구들과 밖에 나가서 놀아요. 부모님은 집에 계시고요.”
“예전에 5학년 때는 과학 문제집을 풀긴 했는데 이제는 기말고사 같은 시험도 없어져서
그것도 안 해요. 문제집을 재미있어서 풀었던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해서 억지로 풀었
던 거에요.”
“1-5학년 때까지 역사탐방 같은 거 끊어서 다니긴 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서울대 같은
데도 가고 선생님이 인솔해서 여기 저기 아이들과 같이 다니면서 박물관 천문대 이런
데 다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마다 가는 거에요. 여러 군데 많이 갔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니 재미있긴 한데 돈낭비에요. 엄마도 같이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는데 엄마는 가서 카페 같은데서 커피마시고 그래요.”

표43. 학생c의 인터뷰 내용 정리
학생c는 과학은 싫어하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다. 수학을 잘하다
보니 과학도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한다. 앞으로 꿈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인 것을 보면 수학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으로 볼 수 있다. 부
모님께서 모두 일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1-5학년 때 5년 간 주말마다 과학관이나 박물관, 역사 탐방 등을 다니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였다. 비형식적인 과학교육기관의 참여가 과학에 대한
소양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과학자본 설문지에는 최근 1년간에 과
학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활동이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았다. 이 학생의 경우는 수학을 통해 쌓은 논리적 사
고나 추론적 사고 등이 과학학습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
나 생각해볼 수 있다. 처음에 혼자서 모형을 구성했을 때는 모형의 수준이
낮았지만 주변의 동료들의 도움으로 금방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
던 것에는 이러한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모형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과학지식에 대한 사전개념검사에
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형구성을 위한 기본 자원은 갖
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능력과 학습에 필요한 선개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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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의 도움으로 쉽게 높은 수준의 모형을 구성할 수
있었고, 사후개념이해 평가에서도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라. 사례4: 학생d
1) 과학자본
학생
그룹2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d

하

3

4

5

6

8.5

표44. 학생d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d는 과학자본 하위그룹에 속하는 학생이지만 최종모형과 사후검사
에서 높은 수준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 학생은의 모형 수준은 점차 올라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 d

1.5

1.6

1.83

2.33

표45. 학생d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d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낮고 과학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하
고 싶다든지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고 싶다든지 등을 나타내는 과학과
관련된 학업이나 직업에 대한 포부 항목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태도
상황

교사의
태도

방과 후 과학 가정, 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 d

2.57

2.0

1.75

1.4

1.24

1.75

1.0

표46. 학생d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의 외적자본은 전체 평균을 넘는 하위 항목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중 부모님의 과학에 대한 태도는 조금 높은 편
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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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형구성과정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초기모형 (3수준)

중간모형 (4수준)

최종모형 (5수준)

그림31. 학생d의 모형 변화
학생의 초기모형은 자전과 공전, 그리고 거리 변화로 계절의 변화를 설
명하였다(3수준). 실험과 토의를 거친 중간모형에서는 공전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자전축의 기울기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만을 가지고 설명을 하
고 있다(4수준). 모둠 모형에 해당 되는 최종 모형에서는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 그리고 자전을 이용해서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였다(5수준). 학생 d
의 모형구성과정을 수업 장면을 통해서 확인해보았다.

.

그림32. 학생d의 모둠 활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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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계절이 변하는 이유는 뭔가요?
학생D: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거리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학생2: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는 부분과 양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응답-설명)
학생2: (학생3에게)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증거가 뭐야? 니가
그랬잖아(질문-요청)
학생3: ….
학생D: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응답-회피)
학생2: (학생D에게) 너는?
학생D: 나? 기억이 안나
학생2: 공전만 해서 계절이 바뀔리가 없잖아 (의견제시-제안)
학생D: 그니까.. 선생님이 그림자 뭐라고 했는데(응답-동의)
학생2: (혼자서 그리기 시작)
….
학생2: 동(쪽)이 영어로 뭐지?(질문-요청)
학생3: 동?
학생2: 아니 나침반 보면 동이 써있잖아 선생님~ 나침반에 동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질문-요청)

학생d의 모둠은 과학자본이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2와 과학자본 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1,3,d로 구성되어있다. 모둠 활동의 과정을 보면 학생2
가 연필을 잡고 그림을 그리고 학생1과 학생3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
다. 학생3은 학생2를 도와서 모둠 모형을 그리는데 참여하였다. 참여한 부
분은 학생2가 연필로 그리고 써놓은 것 위에다 싸인펜으로 다시 쓰고 태
양과 지구를 색칠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학생d는 전혀 참여 하지 않고 있
다. 학생1도 처음에는 모형 그리는 것을 구경을 하다가 나중에는 학생d와
함께 장난을 치고 있다. 학생d는 처음에 우유갑을 가지고 쌓기 놀이(1분
7초 정도)를 하면서 놀다가 그 후에는 필통에서 자를 꺼내서 놀고 있다.
자로 우유갑도 두드리고 책상도 두드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이마를 때리고
아픈 표정을 짓고 있다. 이렇게 3분여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다 이번에
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기를 하더니 학생1을 끌어 들어서 이마 때리기
놀이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학생d와 학생1이 놀고 있는 동안 학생2와 3
은 모둠모형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학생d가 속한 모
둠의 최종모형은 이 학생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모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중간 모형까지는 개인 모형이기 때문에 이 학생이 도달
모형 수준은 ‘4수준’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모형은 학생2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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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학생2의 초기모형과 중간모형을 섞어 놓은 듯한

모형이 되었다.

학생2의 초기 모형

학생2의 중간모형

최종모형

그림33. 학생2의 모형과 최종모형의 비교
이 모둠의 모형은 학생2가 거의 혼자서 그려나갔기 때문에 학생2의 초
기, 중간 모형과 최종모형을 비교해보았다. 학생3의 경우는 학생2가 연필
로 그린 것 위에다 색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종모형은 전적으로
학생2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 봐야한다. 학생2는 초기모형에서 태양 주
위를 공전하고 있는 지구의 그림을 그렸다. 지구의 자전축은 표시하지 않
았다. 중간모형에서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지구와 태양이 나타난다.
최종모형에서는 두 그림이 합쳐진 형태로 나타나있다. 태양이 가운데 있고
그 주위를 공전하는 지구,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그러하다. 그림 아래의 설명은 첫줄은 학생3이 쓰고 설명1과 2는 학생2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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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상, 중, 하: 학생의 과학자본 수준)
이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을 보면 학생d나 1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1은 초반에는 학생2와 학생3이 그리고 있는 모둠모
형을 구경하고 있었고 자를 이용해서 그림의 바깥 프레임을 그려주기도
했으나 후반으로 가면서는 학생d와 장난에 빠져서 참여하지 못했다. 과학
자본이 높은 학생2는 초기 모형에서 공전하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
빛을 받는 부분과 양이 달라진다고 했었는데 교사에 의해서 제공된 실험
활동과 과학정보들에 의해서 계절의 변화 원인에 자전축이라는 요소를 고
려하게 되었다. 그래서 모둠의 구성원들에게 공전만을 해서는 계절이 바뀌
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부가적인 설명이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질문요청) 학생d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교사의 설명을 기억해내
려고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에 학생2가 혼자서 모형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학생3은 색칠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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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d의 인터뷰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축구선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축구를 가장 좋아해요.“
2. 가족에 대해서
부모님은 모두 맞벌이로 일하고 계신다. 두 분 모두 대학을 나오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미용실에서 일하는 헤어디자이너이고 아버지는 건축 인테리어 일을 하신다.
3. 집에서 하는 활동
“학교 끝나면 주로 친구들이랑 놀아요. 하루에 보통 2시간 이상은 노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주로 집에서 놀긴 하는데 가끔씩 가족들이랑 산에 가기도 해요.

표47.학생d의 인터뷰 내용 정리
학생d는 주로 친구들이랑 밖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축구
를 가장 좋아하는 학생이다. 과학은 좋아하지 않지만 과학을 잘 못하는 것
은 아니다. 사전개념검사(6점)나 사후개념검사(8.5점)결과나 학생이 만들어
낸 초기 모형(3수준)과 중간모형(4수준)을 보면 계절의 변화와 관련한 기
본적인 개념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결과에서 보면 부모님은
학생d가 대학에 가길 원하시고, 과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과학과
관련한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서 맞벌이로
바쁘시긴 하지만 학생의 학업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마. 사례5: 학생e
1) 과학자본
학생
그룹3

e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상

3

4

5

8

6

표48. 학생e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e는 과학자본은 높지만 초기 모형구성 수준이 낮고 사후 개념 검사
에서 아주 하위권은 아니지만 점수가 낮은 편에 속하는 학생이다. 그룹3
에 해당하는 학생이 전체 75명 중 2명인데 두 명 다를 인터뷰하기가 어려
워서 비슷한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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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 e

3.5

3.8

2.67

3.83

표49. 학생e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e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든지, 과학
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든지에 관한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항목은 전
체 학생들의 평균보다도 낮은 편이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태도
상황

전체 평균 2.87
학생 e

2.57

교사의
태도

방과 후 과학 가정,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2.82

2.92

1.78

2.00

2.54

2.18

3.71

3.75

2.6

3.47

2.75

4.0

표50. 학생e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이 학생은 학교의 수업 상황이나 교사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은 편
이고 주변사람들과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자주 나누는 편이다. 또한 가정
이나 지역사회에서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어느 정도 참여하
는 편이다.
2) 모형구성과정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초기모형 (3수준)

중간모형 (4수준)

그림35. 학생e의 모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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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 (5수준)

학생e는 초기 모형에서 공전의 개념과 자전의 개념을 이용해 계절의 변
화를 설명하였다. 공전을 하면서 빛이 비치는 밝은 쪽은 여름이고 그림자
쪽은 겨울이라고 설명하였다(수준3). 하지만 중간 모형에서는 자전축의 기
울기로만 설명을 하였고(수준4), 모둠모형에서는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
으로 설명을 하였다(수준5).

그림36. 학생e의 모둠 활동
학생e의 모둠은 과학자본 상위 그룹인 학생e와 중간 그룹인 학생1, 하
위그룹인 학생2,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모둠 활동을 살펴보면 과
학자본 중간인 학생1이 모형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학생e에게 물어보고 있다. 학생e는 설명해주고 모형 그리는 과정
도 돕는다. 학생3은 모둠활동을 지켜만 보고 있을 뿐 잘 참여하지는 않는
다. 모둠활동을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학생e가 선생님께 질문을 한
다. 질문하는 내용을 보면 “선생님 여기(우리 모둠) 모두 다 이것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어요!”라고 하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한다. 선생님은 바로
답을 주지 않았고 모둠 안에서 토의해서 해결해보라고 하고 상황을 넘어
갔다. 결과적으로 모둠 모형을 잘 만들기는 했으나 이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개념 확인 문제에서 오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사후 개념 확인 문제에서 학생e가 틀린 문제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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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변화는 자전축의 기울과 지구의 공전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태양의 방출 에너지가 여름과 겨울에 바뀐다는 것과 관련된 오답을 2개
골랐고, 자전축이 수직이 아닐 때 일어나는 현상과 관련해서 오답을 골랐
다. 이를 종합해보면 자전축이 기울어져있다는 것과 공전을 연결하기는 했
으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태양의 남중 고도 변화를 가져와서
기온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개념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학생들의 모둠 모형을 보면 계절의 변화와 관련해 지구의 움직임
은 정확하게 그렸기 때문에 ‘수준5’로 평가했으나 설명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림을 그린 것인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
는 한계가 있다.
3) 모둠 모형 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

그림37. 학생e의 모둠 토의 과정
학생2: 태양을 여기에다 그리고 지구를 이쪽에다 그리자(의견 제시-제안)
학생1: 자전이야 공전이야?(질문-확인)
학생2 : 내가 어떻게 알아 나한테 묻지마 저기 선생님한테 물어봐 (응답-회피)
학생1: (선생님께) 공전이죠? 태양을 가운데다 그려야 되죠(질문-확인)
학생2: 태양을 가장자리에다 그려야 돼 (의견 제시-제안)
학생1: 아니야 가운데다 그려야 돼(응답-반박)
(학생1이 태양과 지구 한 개를 그림)
학생E: 지구를 그려야지(의견제시-제안)
학생1: 어디서 어디로 공전하지? (질문-요청)
학생2: 이렇게 도나? (손가락으로 시계방향을 표시) (의견제시-설명)
학생E: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손가락으로 반시계 방향 표시) (응답-반박)
학생2: 그렇게 돌아? (질문-확인)
학생E: 그래, 서에서 동으로(응답-동의)
학생1: (선생님께)화살표를 어디서 어디로 그려야 되요? (질문-요청)
학생E: 아니 이렇게 라고(반시계 방향으로 표시) (의견제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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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모형의 구성과정에서 학생e는 처음에는 구경을 하고 있다. 학생2와
학생1이 태양의 위치를 어디에 그릴 것인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갈등이 있다. 결국은 학생1의 의견에 따라 공전을 표현하기 위해 태
양을 중심에 그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e는 별로 참여가
없다. 학생e는 학생1이 지구를 하나만 그린 것에 대해서 여름과 겨울을
각각 나타낼 수 있게 지구를 하나 더 그려야한다고 의견을 제시(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전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공전의 방향을 알려
준다(설명). 학생1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선생님께 물어보자 다
시 한 번 설명하고 있다.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지켜
보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안내해주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계속 태양의 선글라스 색칠 중)
학생E: (학생1에게)OO야 너는 빨리
그려 (의견제시-제안)
(계속 태양의 선글라스 색칠)
학생E: 아 ~~참(의견제시-감정표현)
(8분 8초 만에 선글라스에 완성)
(학생 2 지구 색칠하기 시작)
(학생1은 태양 색칠하기 시작)
학생E: 내가 태양 색칠 할께 빨간색 펜
좀 줘봐
(의견제시-제안)

그림38. 학생e의 모둠 모형 만들기 과정
모둠의 모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1과2는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
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태양을 그리고 태양의 선글라스를 그렸는데
선글라스를 색칠하느라고 8분여의 시간을 보냈다. 이것을 보던 학생e는
시간이 없다고 하며 학생1에게는 다른 지구를 하나 빨리 그리라고 제안을
한다. 그래도 계속해서 색칠을 하고 있으니 속이 타는지 ‘아~~참’이라고
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한다. 그리고 자신도 색칠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하며 색칠에 참여한다. 이후에 다시 지구를 색칠하고 태양을 색칠하는
데 20분가량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모형구성의 외적인 부분에 시간을 많
이 사용한 결과 그림은 그렸지만 모형에 대한 설명을 적을 시간이 없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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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9. 학생e가 속한 모둠의 모형구성과정
학생e는 초기모형에서 ‘4수준’의 모형을 구성했다. 이후에 수업과정을
거치면서 자전축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중간모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을 보면 과학자본이 중간 모둠에 속하
는 학생1이 태양과 지구, 자전축을 그리고, 과학자본이 상위 그룹에 속하
는 학생e는 학생1이 놓치고 있는 것, 예를 들면 공전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두 개 그려야 한다는 것이나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는
색칠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빨리 그려야한다는 것, 공전의 방향 등에 대
해서 코치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자본 하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
2는 색칠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학생3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학생e의 인터뷰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경찰이요“ ”올해, 드라마를 봤는데 멋있었어요.“
2. 가족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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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은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셔요.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4명 정도 있어요.” 할아버지, 이모(영양사), 어머니는
유치원 교사
3. 집에서 하는 활동
“학원에서 전 과목으로 국, 수, 사, 과 이렇게 배워요. 일주일에 2시간정도 과학을 배워
요. 학교 책에서 하는 내용을 똑같이 해요. 문제집 풀고 선생님이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요. 학교에서 하는 과학이 훨씬 더 재미있어요. 실험 때문에요.”
“과학에 관련된 책은 동물 책도 보고요. 만화로 된 why 시리즈 읽어요.”
“고슴도치 키우다가 죽어서 묻었고 물고기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한번정도 박물관이나 과학관 가요.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에요.
과천과학관도 가고 박물관도 자주 가요. 국립중앙박물관 같은데요.“

표51. 학생e의 인터뷰 내용 정리
학생 e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모
둠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이끌어가며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
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과학 활동을 좋아하고 교사에 대한 인식도 좋
은 편이다. 부모님들께서 과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지만 자
녀교육을 위해서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정기적으로 갈 정도의 열성이 있다
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바. 사례6: 학생f
1) 과학자본
학생 과학자본 초기모형(5) 중간모형(5) 최종모형(5) 사전검사(10) 사후검사(10)
그룹3

f

상

5

4

3

8

7.5

표52. 학생f의 과학자본과 모형구성, 개념이해 수준
학생f는 초기 모형에서는 최고 수준인 ‘5수준’이었는데 중간모형에서 ‘4
수준’, 최종모형에서는 ‘3수준’으로 점차 내려간 경우이다. 사전 검사나 사
후 검사의 결과도 그리 나쁘지 않은데 모형의 수준이 내려간 이유를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였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을 하위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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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학생 f

3.5

4.0

4.0

3.83

표53. 학생f의 내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f는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상당히 높고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든지, 과학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든지 등에 관한 과
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항목도 만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태도
상황

교사의
태도

방과 후 과학 가정, 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 f

3.71

3.43

3.5

3.4

3.0

2.5

3.0

표54. 학생f의 외적자본 (4점 리커트 척도)
학생의 외적자본에서는 부모님의 태도 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
모님께서 학생의 과학 관련된 활동을 지원해주시는 것이나, 과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 과학을 가치 있게 여기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고 인식하는 것 등에 대한 항목인데 부모님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모형구성과정과 학생들의 상호작용

초기모형

중간모형

최종모형

공전, 자전축의 기울기

공전, 태양의 고도

공전, 태양과 지구사이의

(5수준)

변화(4수준)

거리 변화(3수준)

그림40. 학생f의 모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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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는 초기모형부터 목표모형인 ‘5수준’의 모형을 만들어냈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와 공전으로 계절의 변화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도 8점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중간모형에서는 지구
의 공전과 태양의 고도 변화를 이용해 계절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초기
모형에서 자전축의 기울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자전축의 기울기가 태
양의 고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연관시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실험이나 토의를 거치며 중간모형에서는 자전축의 이야기는 빠지
고 태양의 고도변화와 공전이 계절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종모형에서는 공전과 자전축의 기울기와 함께 거리라는 개념이 나타나
고 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멀면 지구가 태양 빛을 받는 시간이 늘어
나서 온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태양의 고도변화가 자전
축의 기울어짐이 아니라 거리로 인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이다. 또
한 최종모형을 자세히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별 태양의 위치가 잘못되
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학생f가 초기 모형에서 그렸던 계절별 태양
의 위치와는 다른 배치이다. 이를 통해 최종 모형의 구성 과정에서 모둠
내에서 다른 의견에 설득되었든지, 아니면 발언권이 강한 다른 학생의 의
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41. 학생f의 모둠 활동
학생1: 태양과 거리가 멀수록,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자전하는 시간은 똑같
지만 태양 빛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깐...태양의 빛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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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F: 그런데 만약에 저렇게 되어 있다면 봄이나 가을은 더 더울 것 같은데
학생1: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거리가 멀면 태양을 받는 시간이 늘어
나자나. 봄이나 가을은 여름에 비해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비교
적 가까우니까..
학생2: 자전도 하면서 식어버리니까 (학생F의 목을 잡으며) 그런거야 oo야~

학생f의 모둠 구성원을 보면 과학자본 상위 모둠에 속하는 학생1과 F,
과학자본 중간 그룹에 속하는 학생2와3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1이 주도
적으로 설명을 하고 학생2는 학생1에게 설명을 의지하고 있다. 토의를 하
다가 학생1에게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을 위의 사진에서 볼
수 있다. 학생1은 자신의 책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이용해 지구의 공전을
설명한다. 그런데 학생1은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태양의 고
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름이 태양의 고도가 높고 기온이 높다고
설명을 한다. 학생F는 이러한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듯이 그러면
봄, 가을이 더 더울 것 같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학생1은 다시
거리의 개념을 가지고 봄이나 가을은 여름보다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태양의 고도가 낮아가 기온이 낮다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 학생1
의 의견을 신뢰하는 학생2가 학생F의 목을 잡으며 친구의 의견을 받아들
이라고 한다.
학생 1 : 과학자본 상위 그룹

학생 2 : 과학자본 중간 그룹

▶

▶

초기모형
자전축의 기울어짐,
공전 (수준5)

초기모형
공전
(수준4)

중간모형
공전, 거리변화
(수준3)

중간모형
공전, 자전축의
기울기, 자전(수준5)

학생 3 : 과학자본 중간 그룹
모둠(최종)모형
학생들의 설명: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멀면 지
▶

구가 태양빛을 받는 시
간이 늘어나므로 온도

초기모형
계절풍의 영향
(수준2)

중간모형
공전, 태양의
고도변화(수준4)

가 높아진다. (수준3)

그림42. 학생f가 속한 모둠 구성원들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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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둠 학생들의 모형 구성 결과를 보면 중간 모형까지는 주로 공
전과 계절의 변화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학생1과 학생2
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태양의 고도와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최
종 모형에서는 학생1의 주장대로 결정된 것을 볼 수 있다.

학생3: 계절에 따라 태양의 뜨고 지는 높이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지?(질문-요청)
학생2: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알아야지(응답-동의)
학생3: 지구의 공전?(질문-확인)
학생2: 지구의 공전으로 다 설명할 수 없지 지구의 공전 궤도를 넣어야지 만약에
여름에 태양이 높게 뜬다면 이렇게 공전 궤도를 그리면 여름에는 좀 더 오래
있으니까 공전 궤도가 훨씬 넓을 것 아니야 겨울은 짧고(의견 제시-설명)
학생1: 근데 태양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질문-확인)
학생2: 그런데 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면 너무 빨리 지잖아 여름에 뜨는 시간 길면
궤도가 더 넓겠지(응답-반박)
(선생님의 자료제시: 지구의 공전 궤도 그림)
학생2: 맞잖아.. 맞았어!(의견 제시-감정표현)
학생1: 니말도 맞는데 내 생각에는 자전축이 기울어져있다고 했잖아 멀면서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받는 양이 달라지는 것 아니야 (의견 제시-제안)
학생2: 그렇겠지(응답-동의)
학생1: 아~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잖아 그런데 겨울에는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자전을 해버리니까 식어버리잖아(의견 제시-제안)
학생2: 쉽게 식어버리겠지(응답-동의)
학생1: 거리가 먼 것 보다는 그냥 고도가 높은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닐
까?(의견 제시-제안)
학생2: 좀 더 가까이 있으면 도는 시간도 있으니까 쉽게 식어버리지(응답-반박)
학생1: 그러면 뭐라 써야 되? 간략하게 정리할 사람?(질문-제안)
학생2: (학생1을 손으로 가리킴) 니가 간략히 설명해보세요 (의견 제시-제안)
학생1: 태양과 거리가 멀고 태양의 고도가 높을수록 자전하는 시간은 똑같지만 받을
수 있는 태양빛이 달라지니까(응답-설명)
학생2: 그리고 돌면서 아무리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도 자전축을 중심으로 돌잖아 그
래서 겨울에는 빨리 식어버리지 여름엔 멀고 겨울에 짧아(의견받기-보충)
학생1: 태양의 고도가 높으면 자전할 때 받을 수 있는 태양의 양이 늘어난다.(의견 제
시-설명)
학생2: (학생1의 말을 받아 적음) 빨리 말해 계속(응답-동의)
학생F: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공전이 저렇게(지구의 공전궤도 사진) 되어 있다면 봄이
랑 가을은 더울 것 같은데 (의견 제시-제안)
학생2: 아니지 기온은 여름이 더 높지 (응답-반박)
학생1: 고도가 가장 멀면 태양을 받는 시간이 늘어나잖아 봄하고 가을은 여름에 비해
서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응답-설명)
학생2: 자전을 하면서 식어버리니까 (학생 F의 목을 조르며) 그런 거야 OO야~(응답설명)
학생2: 우리 엄청 똑똑해진 것 같아 저 공전궤도를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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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나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OO
(학생1)뽀록 내지 못할 것 같아 (의견 제시-감정 표현)
학생3; OO(학생1)있을 때만 뽀록나는 거야 OO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의견 받기-동
의)
학생F: 우리의 구세주야 (의견 제시-감정 표현)
학생3: 우리의 에너지 발전소야 (의견 제시-감정 표현)
학생2: (학생1의 성을 넣어서)O느님 (의견 제시-감정 표현)
학생1: (친구들의 칭찬에 고개를 흔든다) 그런데 정답이 아니라면? (의견 제시-제안)
학생2: 아니야 (응답-반박)
학생F: 아니야 (응답-반박)

표55. 학생f가 속한 모둠의 모형 구성 과정
모둠의 모형구성과정을 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1이 주로 의견 제
시(설명)를 하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이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가고 있다. 학생1은 처음에는 “태양에 멀리 떨
어져 있으면 온도가 더 떨어지지 않나”라고 말하며 계절의 변화에서
거리와 온도를 관련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
울어져 있으니까 받는 양이 달라지는 것 아니야?”나 “거리가 먼 것 보
다는 그냥 고도가 높은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아닐까?” 등의
발언을 통해 태양의 고도가 기온과 더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다. 하지만 학생2가 제시한 설명(“태양이랑 가까이 있으면 너무 빨리
지잖아 여름에 뜨는 시간 길면 궤도가 더 넓겠지”)에 영향을 받아 거리
와 태양의 고도를 연관해서 설명하는 오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학생2
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기 전에 태양의 고도와 거리
를 관련시켜서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
서라고 생각했었다. 나중에 교사가 제시한 공전궤도의 사진을 보고서
자신이 예상한대로 여름이 거리가 멀고 겨울이 거리가 가깝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학생1도
이 의견에 동조하여 자전축이 기울어서라기보다는 거리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변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학생1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니 다른 동료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
여 모둠의 모형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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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3. 학생f가 속한 모둠의 모형구성과정
이 모둠의 사례는 과학자본이 높은 리더십이 있는 학생이 잘못된 생각
을 갖게 되었을 때 이러한 생각이 다른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 모둠 안에는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1과 f가 있지만
주로 모둠 안에서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사람은 학생1
이다. 다른 모둠원들도 학생1을 신뢰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모둠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1의 의견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 또한 복잡한 과
정을 정리해야 할 때 학생1이 정리해서 설명해주기를 바라고 요청하는
모습도 보인다. 학생1과 f는 초기 모형에서 목표모형과 일치하는 모형을
구성하였지만 학생1이 학생2의 의견에 영향을 받으면서 오개념을 형성하
고 결국에는 학생f도 따라가게 되었다.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의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계절에 따라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학습 대상을 탐색하
는 조직적 상호작용을 하고, 이유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인지적 상호작용,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학습과정을 돌아보거나 정리하는
메타 인지적 상호작용(“그러면 뭐라 써야 되?, 간략하게 정리할 사람?”,
“그런데 정답이 아니라면?”), 그리고 마지막은 정의적 상호작용(“우리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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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똑똑해진 것 같아”, “저 공전궤도를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엄청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나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
어”, “우리의 구세주야”,“우리의 에너지 발전소야”,“O느님”)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1은 인지적 상호작용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제안이나 설명을 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는 등 주
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생f는 중간에 잠깐 학생1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 제시를 하기도 했지만 주로 학생1의 의견에 동조하며 따라가고 있
다. 학생1은 메타 인지적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며 학생들에게
내용을 정리해보게 하거나, 오류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해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학자본 중간 그룹에 속하는 학생2는 인지적 상호작용 가운
데 학생1의 의견에 동의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상호작용을
하지만 학생1의 제안이나 설명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적
상호작용에서는 학생2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감정표현을 처음으로 시
작하고 여러 감정 표현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학생f의 인터뷰
1.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요. 우주에 관련된 TV채널을 많이 보다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요.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는 유치원 다녔을 때부터 봤어요. 채널 돌리다가 우연히 보
게 되었는데 재미있어서 보게 되었고 그 후로 찾아서 보게 되었어요. 2, 3학년 때 약
간 꿈이 바뀌긴 했지만 다시 천문학자가 되고 싶어졌어요. 2학년 때는 생명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3학년 때는 바둑에 관심이 생겨서 바둑 프로기사가 되고 싶었어요.“
2. 가족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도 과학에 관심이 있으셔서 과학과 관련된 TV를 보셔요. 아버지도 과학 다
큐멘터리를 많이 보셔요. 아버지가 한 번씩 서울에 올라오시면 같이 다큐를 보기도 해
요. 아버지가 거제도에 계셔서 연휴 때나 방학 때 밖에 보지 못해요. 떨어져 산 것은
아주 오래 되었어요.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아버지 밖에 없는데 자주 못
보니 이야기 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3. 집에서 하는 활동
“과학 관련된 책을 읽고 TV도 보고 그렇게 공부해요. 요즘은 바빠서 TV 과학내용을
잘 찾아보지 못하는데 주말에는 한 번 씩 찾아봐요. 요즘은 재방송을 보고 있는데 블
랙홀, 천체, 우주의 미스테리 이런 것을 보고 있어요.”
“주말에는 공부도하고 과학에 관련된 책도 조금 보고 그래요. 기분에 따라 골라서 봐
요. 저희 집에 책이 많아서 거기서 골라서 봐요. 과학에 관련된 책이 몇 백 권 이상이
에요. 서점에 아주 가끔씩 가긴 하는데 서점에서는 과학책을 약간 고르기는 하는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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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문학책을 사요. 제가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니까 과학책을
읽어야하는데 문학책도 중요한 것 같아서요.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우주에 대한 책
도 읽고요. 다른 과학책도 읽고 있어요. 꿈이 아직 완벽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바
뀔 수가 있으니까 다양한 것들을 읽고 있어요. 거의 다 읽어서 서점에 가서 새로운 책
을 사요.”
“수업 끝나고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5학년 때까지 발명영재 프로그램
에 참여했어요. 6학년 때 부모님께서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라고 하셔서 수학
영재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어요. 발명영재랑 수학영재가 시간이 겹쳐서 발명
영재는 그만 두게 되었어요. 발명영재는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수학영재보다
발명영재 프로그램이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표56. 학생f의 인터뷰 내용 정리
학생f는 천문학자가 꿈이다. 이 꿈은 유치원 때 우연히 우주에 대한 다
큐를 보면서 시작되었다. 이 꿈을 위해서 혼자서 이런 저런 책도 찾아서
보고 관련 다큐도 찾아볼 정도로 과학에 관심이 많다. 또한 학교에서 오랫
동안 발명 영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고, 지금은 수학영재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다. 아버지 또한 과학 다큐를 좋아하셔서 같이 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되어주고 있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공부
도하고 책도 읽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학자본을 바탕으로 초기모형부터
5수준에 도달하였다. 초기 모형부터 5수준인 학생은 전체 75명 중 4명이
었고 퍼센트로 계산하면 5,3%의 학생들에 해당된다. 이중 3명이 과학자본
상위 그룹에 속하는 학생이었다.
사. 인터뷰 결과에 대한 정리
그룹1,2,3을 대표하는 학생 6명의 인터뷰 결과를 과학자본 항목별로 정
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직업적 포부 과학에 대한 흥미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 과학에 대한 자신감

전체 평균

2.48

3.01

2.75

2.68

그룹 학생 a
1 학생 b

3.33

4.00

3.83

3.83

3.50

4.00

3.67

3.50

그룹 학생 c
2 학생 d

2.67

1.80

2.33

2.67

1.50

1.60

1.83

2.33

그룹 학생 e
3 학생 f

3.50

3.80

2.67

3.83

3.50

4.00

4.00

3.83

표57. 인터뷰 학생들의 내적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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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본이 높은 그룹1,3의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전체 학생들
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그룹2의 학생들과 비교해보면 2
배 이상의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나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뷰를 해보면 학생들은 과
학과 관련된 꿈을 갖고 있거나(학생 a,b,f), 스스로 만들기를 하거나 실험
등의 과학관련 활동을 해보기도 하고(학생a,b,f), 과학관련 된 책을 찾아
읽거나 스스로 찾아서 과학을 공부하기도 하였다(학생a,b,f). 학생e의 경우
는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장래 희
망직업을 경찰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의 학교 수업 교사의 방과 후 과학 가정,지역사회 박물관, 과학관 과학에 대한
태도
상황
태도
관련된 활동 과학관련 활동
등 참여
대화

전체 평균
그룹1
그룹2
그룹3

2.87

2.82

2.92

1.78

2.00

2.54

2.18

학생 a

3.57

3.57

3.75

3.40

3.24

3.00

3.00

학생 b

3.14

3.29

3.25

3.20

2.47

2.50

3.00

학생 c

2.43

2.86

3.25

1.00

1.00

1.00

1.00

학생 d

2.57

2.00

1.75

1.40

1.24

1.75

1.00

학생 e

2.57

3.71

3.75

2.60

3.47

2.75

4.00

학생 f

3.71

3.43

3.50

3.40

3.00

2.50

3.00

표58. 인터뷰 학생들의 외적자본
그룹1,3의 학생들은 모두 학교의 수업 상황과 교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수업을 좋
아하고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학생들일수록 과학을 좋아하고, 모형구성이나 개념이해도의 수
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c는 과학자본은 낮지만 높은 모형구성
수준과 개념이해 수준에 도달한 경우인데 이 학생의 경우도 외적자본에서
교사의 태도와 관련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학생
은 과학은 좋아하지 않지만 수학을 좋아하고, 과거에 오랫동안 과학관이나
박물관을 다녔던 경험들이 모형구성학습이나 개념이해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추측해볼 수 있다. 이 학생의 박물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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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관의 참여 항목은 최근 1년 동안의 경험을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
의 경험들이 반영되지 않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학생d의 경우는 수업
분석을 통해 모둠모형 구성과정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모형인 중간 모형까지가 이 학생의 진짜 수준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최종모형은 모둠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이
해를 온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학생f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최종
모형은 구성원 중에서 리더십이 있는 학생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d의 경우처럼 어떤 학생은 모형구성과정에 참여하지 않았
을 수도 있다. 학생의 정확한 이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사후개념평가나
비디오 분석 같은 보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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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본 연구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이 학생들의 과학탐구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호
주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과학탐구과정은 학생들의 과
학모형구성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자본이 학생들의
탐구의 과정, 즉 과학 모형 구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개념이
해정도는 어떤지를 알아보았다. 한국과 호주 학생들의 과학자본은 학생들
의 사회적 경제적 자원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
감, 과학 수업의 방식 등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다. 모형구
성수준이나 개념이해정도는 과학자본의 수준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
여주었고[표28],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
(Meta- Modeling Knowledge, MMK)과 수업실행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모형구성의 과정에서 인지적 상호
작용과 메타 인지적 상호작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과학자본 중간
그룹의 학생들은 조직적 상호작용과 정의적 상호작용에서 주도적인 역할
을 하였다. 과학자본이 부족하더라도 사고력, 분석력, 이해력 등과 같은
기본적인 학습능력과 동료들과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모형구성이나 개념이해에서 높은 수
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과 호주의 과학자본의 평균[표10, 그림14]을 보면 그 차이는 국
가에 따른 문화적 차이보다는 그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부모들의
경제적 수준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학교들을 과학자본의 총점에 따
라 분류했을 때 학생들이 지원해서 선발된 학생들만 다닐 수 있는 한국의
국립초등학교(학교C)가 과학자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녀들을 집에서
가까운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시간을 내서 학생의 통학을 도와
주어야 하는 학교에 보내는 것은 맞벌이 가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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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벌이로 서울에서 생활하며 자녀를 기를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경제적 수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다. 부모가 자녀를 가
까운 일반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자녀를 위해 학교를 알아보고, 지원하
고, 보내는 것 자체도로도 이 학교의 부모들은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게 과학자본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학교C의 학생들은 과학자본의 모든
세부항목에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방과 후에 집이나 지
역사회단체에서 이루지는 과학 관련된 활동 참여 항목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 높게 나타는 것은 가정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
고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이다. 이런 이유로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자본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과
과학자본이 높은 것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과학자본은 남녀 학생 모두 중간그룹이 가장 많은 ‘항아리형’
의 분포가 나타났다. 특이하게 한국의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학교B의 남학
생들만 과학자본 하위그룹에 학생의 70%가 몰려있는 ‘피라미드형’ 분포를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공립학교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
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해 생각해볼 수 있다. 김현경(2013)
은 2010년 중학교 3학년 과학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취도를 보여준다고 보고하며 남학생들에게서 기
초학력미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 PISA 결과를 보면 OECD
회원국에서 독해와 수학, 과학 세 과목 중 한 과목 이상에서 기준 이하의
성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 61%, 여학생 39%로 나타났다. 한국도
이와 비슷하게 남학생이 66%, 여학생이 34%로 나타났다. 2015년 PISA
결과에서도 한국 학생들은 읽기, 수학, 과학에서 모두 여학생의 평균점수
가 남학생 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이 한국의 공립학교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과학자본 설문지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학자본의 세부항목
이나 세부항목의 문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B의 남학생이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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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온 항목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직업적 포부에
서 남학생들은 여학생에 비해 과학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 하나 의
료분야에 일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과학의
가치에 대한 인식에서는 과학을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부분이 낮게 나
왔다. 남학생들은 집에서 생활용품을 이용해 하는 과학관련 활동들(요리하
기, 종이접기 등)도 많이 하지 않고, 문제집 풀기 같은 공부활동도 여학생
들에 비해서 별로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호주의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는 과학에 대
한 흥미와 자신감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과 호주의 각각의 나라
안에서 상대적인 비교에 의하면 호주 학생들(학교A)은 과학자본 전체 평균
에 비해서 과학에 대한 흥미나 과학에 대한 자신감이 높게 나타났다[표
11]. 이것은 교사의 태도 항목이나 부모님의 태도 항목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부모님이 과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
하고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에 지원을 한다든지, 교사가 과학시간
에 허용적인 상황을 만들어 평소에 궁금한 과학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칭찬을 많이 하는 것 등이 이와 관련되어 있다. [표11]
에서 학교B와 C를 비교해 보면 한국 학생들은 과학자본이 높으면 과학에
대한 흥미나 자신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학자본과 흥미, 자신감 등이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이 비슷한 선행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학자본보다는 수업을 실행
하는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과정에 대한 지식, 수업 실행 능력이 모형구
성과정과 개념이해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학생들의 모형구성에 필
요한 선행지식과 과학자본은 크게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과학자본이 많더
라도 모형구성에 필요한 선지식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의 선행지
식과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이 비슷하다면
과학자본이 높을수록 개념이해나 모형구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표30].
학교A와 C의 비교를 통해 과학자본이 높을수록 모형구성수준이나 사후
개념이해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학교는 과학자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사전개념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것

- 97 -

은 과학자본이 많다고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과학지식이 항상 많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선지식이 비슷하고, 수업을 실
행한 교사의 모형이나 모형구성에 대한 인식이 비슷한 경우(두 학교 교사
모두 Grosslights et al.의 모형 인식 수준 2단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자본이 개념이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B의 학생들은
과학자본이 낮았지만 선지식에서 학교 A, C 학생들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개념이해와 모형구성 수준은 세 학교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학교의 교사
는 모형이나 모형 구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3단계로 A와 C학교의 교사들
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모형에 대한 인식과 모형구성 과정에 대한
지식(Meta Modeling Knowledge)이 수업의 과정에 영향을 주어 수업의
결과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사의 수업과정에 대한 분
석을 통해 모형구성 전에 학생들의 선지식을 알아보고, 복습을 통하여서
명료화한다든지, 모형구성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
생들의 과학자본이 낮더라고 기본적인 선지식을 갖추었다고 한다면 교사
의 적절한 실행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념이해나 모형구성의 수준에 도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둠별로 학생들의 모형구성과정을 살펴보면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은
모형구성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제안하거나 설명하기 위해서 의
견을 제시하는 행동을 많이 하였다[그림20,26,34,43]. 이를 통해 인지적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둠 모형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모형구성과정에 대해서 정리하
거나 반성하는 등의 메타 인지적 사고를 제안하고 시도 하는 모습도 과학
자본 상위 그룹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그림18,표57]. 과학자본이 중간
이거나 하위 그룹의 학생들은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의 설명에 의존하거나
보충하는 정도의 참여를 하였다. 이런 학생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의적 상호작용이나 어떤 질문이나 의견제시를 통해 논의를 시작하는 조
직적 상호작용에서는 참여가 나타났지만 인지적 상호작용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그림20, 표57]. 인지적 상호작용은 모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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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면 학생 F가 속한 모둠처럼 과
학자본 상인 학생이 두 명, 과학자본 중인 학생이 두 명인 모둠에서는 서
로 간에 의견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인지적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일
어났다. 그 결과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이 과학자본 중간인 학생의 오개념
에 영향을 받아 모둠 모형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도 했다. 반면에 학생D
가 속한 모둠처럼 과학자본 상인 학생이 한 명, 과학자본 하인 학생이 3
명인 모둠에서는 인지적 상호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과학자본 상인
학생의 의견에 따라 모둠 모형이 결정되었다.

전제적으로 보면 과학자본

이 높은 학생들은 과학을 좋아하고 과학에 대한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편
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모형구성과정에서 이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 학생들은 실험이나 활동에서 실험도구
를 다루거나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구성된 모형을 그리고 설명을 적고 하는 과정에서는 성별로 차이를 보였
다. 과학자본이 높은 여학생들은 직접 나서서 그림도 그리고 설명도 적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학생A, 학생D모둠의 2번 학생, 학생F모둠의
1번 학생], 과학자본이 높은 남학생들은 주로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적거나 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학생B모둠의 1번 학생, 학생E, 학생F].
과학자본은 낮더라도 학생이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력과 분석력, 이해력
등을 갖추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효과적인 모형구성과 개념이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학생C는 과학자본은 낮았지만 수학
을 좋아하고 잘하며, 과거에 오랫동안 과학관이나 박물관 등의 비형식 과
학교육기관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모형구성이나 개념
이해의 바탕이 되는 논리적 사고력이나 분석력 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
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려면 모둠 토의 같
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동할 수 있는 능력들도
필요하다. 구성한 모형과 개념이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교사
에 대한 인식이 높은 학생들이 많았다[표58]. 학교생활을 하며 교사의 권
위를 인정하고 교사의 말을 경청하는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칭찬 같은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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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수업과 교사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학생들은 과학자본이 낮더라도 높은 수준
의 모형구성이나 개념이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본이 높
더라도 수업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냥 넘기거나[학생E], 토의의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의 영향을 받아 오개념이 형성된 경우[학생F와 같은
모둠의 학생1], 모형 구성과 개념이해 결과에서 낮은 수준이 나올 수 있
다. 이번 수업에서는 과장된 지구의 타원궤도 사진[그림16]이 학생들에 오
개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모형구성과정에서 이러한 가능성들이 항상 있
기 때문에 교사가 예측되는 오개념들을 고려해가며 학생들의 모형구성과
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적절한 개입과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제언
학생들의 효과적인 모형구성과 개념이해를 위해서는 수업을 실행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교사의 모형과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Meta
Modeling Knowledge, MMK)은 효과적인 모형구성수업의 필요조건이다.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도 모형구성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오개
념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교사가 미리 예상하고 적절한 대응과
도움(scaffolding)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필요하
다. 또한 과학자본이 낮은 학생들도 적절한 동기 부여와 함께 모형구성과
정에서 교사나 동료들이 적절히 도움을 준다면 성공적인 모형구성과 개념
이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기본적으로 교과 내용 지식
(content knowledge)도 충분하게 알아야하지만,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대안 개념(alternative concept)에 대한 이해와 모형과 모형구성
에 대한 지식(meta-modeling knowledge)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형구성에 대한 지식은 실제 교사의 수업 실행에서 발현될 때 그 효과가
나타기 때문에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의 수업을 돌아보고 교사의 MMK가
수업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모형구성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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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회적 구성을 위해 모둠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고려
해야한다. 인지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게 하려면 모둠을 구성 할
때 학생들의 과학자본에 따라 적절히 모둠원(member)을 구성해야한다.
과학자본의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모여 있으면 상호작용이 잘 일어
나지 않고, 과학자본이 높은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일방적인 활동과 모형
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상, 하, 하, 하) 또는 (상, 상, 하,
하).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이 고르게 들어가거나 비슷한 학생들이 모여 있
게 하는 것이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 중, 중,
하), (상, 상, 중, 중). 하지만 과학자본이 하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과학자본이 낮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과학
을 싫어하고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기 때문에 학생D의 모둠처럼 학생들끼
리 장난을 치고 떠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둘째, 모둠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과학자본과 함께 성별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과학자본은 성별에 따라서 모형구성과정에서 다르게 작용하였다.
과학자본이 높은 여학생은 모형구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림도 그리고
설명을 적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과학자본이 높은 남학생은 설명하거나
지시하려고는 하지만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설명을 적으려고는 하
지 않았다. 과학자본이 낮은 여학생들은 인지적 상호작용에는 참여하지 않
고 색칠하기 등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학자본이 낮은
남학생의 경우는 구경만 하고 참여하지 않거나 장난을 치면서 아예 참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과학자본도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
는 점을 고려해 한쪽 성이 편중되지 않도록 모둠을 구성해야 한다.
셋째, 수업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목표모형을 구성하거나 개념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모형 구성을 위한 선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과학지식은
위계에 따라서 앞뒤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다. 앞의 내용을 모르고 뒤의 내
용을 잘 공부할 수가 없다. 선지식은 모형 구성을 위한 재료가 되기 때문
에 이러한 재료가 없다면 모형구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학생들의 선지식
이 비슷하다면 과학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이 모형구성이나 개념이
해를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가정과 사회에서 경험한 다
양한 자원들이 모형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
문에 모형구성 수업 전에 학생의 선지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개념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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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한 번 정리하고 수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또한 학생의 과학자본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과학관, 박물관, 문화센터, 방과 후 학교 등
다양한 비형식 과학교육기관의 가치를 이해시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차원에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획해서 학생들
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
양한 활동들(예를 들면, 만들기, 요리하기, 책이나 TV보기, 장난감 가지고
놀기 등)이 과학학습과 관련될 수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
시키고, 학생스스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겨나도록 노력해야한다. 과학
학습을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켜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활용하고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
과 호주의 학생들이 화상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수업
을 계획하였다. 서로 대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계
절이 반대로 나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였고, 그 후에 자연스럽게 계절
의 변화에 대한 과학수업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자신들이 만든 과학모형을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더 책임감을 가지고
모형구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을 공동으로 구성하도록 하
여 학생들의 주도성과 참여를 높여 흥미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과학자본
이 낮은 학생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이 중요하다. 동기가 적절히 유발되지 않는다면 교사나 동
료들이 아무리 이런저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서도 학습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과학자본이 낮
은 학생들도 적절한 동기 부여와 함께 모형구성과정에서 교사나 동료들이
적절히 도움을 준다면 성공적인 모형구성과 개념이해가 가능하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과학자본을 학생의 과학탐구과정과 연결시켜 학생의 모형구성의
과정과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의 연구
들은 과학자본을 규명하려고 하거나, 과학자본과 학업이나 직업적 진로 선
택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거나, 학생의 몇 가지 사회 문화적 자원들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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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성취의 관계를 알아보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
본과 과학수업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탐구의 과정, 즉 모형구
성 과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을 위
해서 모둠 구성을 할 때, 과학자본과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설문에 참여하는 학생의 수나 지역, 국가, 인종을 다양화 한다면
문화에 따른 과학자본의 차이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
학자본 하위 항목에서 각 항목별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항별로 비교 분석을 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학자본과
모형구성이나 개념이해의 관계에서 특이성을 보이는 학생들 그룹을 좀 더
많이 인터뷰하고 수업 상황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학생의 과학탐구에 영
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과학자본 설문지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과학자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정리하고 재범주화 하여 초등
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초등학생들의
상황과 수준에 맞게 내용과 문장들을 구성하였고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쳐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문항들을 수정, 보완해 간다면 앞으로 초등학생들의 과학자본을 이해하고
과학수업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과학모형구성과 관련해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높였다는데 의
의가 있다. 학생들 중에는 과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과 호주의 두 나라의 학생들이 만나서 문화교류도 하고 실제적인 문
제 상황인 계절이라는 주제로 탐구학습을 하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
일 수 있었다. 계절의 변화는 개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 단원
중에 하나인데 수업 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번
단원을 재미있게 공부하였고 이러한 수업을 또 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
다.

융합인재프로그램(STEAM)과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의 연계 프로그램들이 계속해서
계발되어서 학생들의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와 참여를 높이를 수 있는 과
학탐구활동이 계속해서 생겨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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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and

Public

[부록1] 과학자본 설문지
학생의 과학 활동에 대한 경험 및 생각 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의 서울대학교와 호주의 맥쿼리 대학교의 과학
문화교류 프로젝트 연구팀입니다. 이 설문지는 평소 여러분의 과학 활동과 그
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과학모형 만들기
수업에 도움이 되는 과학 활동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골라 √또는 ○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검사는 여러분의 성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 이외
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설문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면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맥쿼리대학교
과학교육 연구진

번호

성별

□ 남

□ 여

나에 대해서...
1. 부모님의 민족적 뿌리에 대해서 해당하는 것을 골라주세요.
(하나를 골라 표시하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나라 이름을 적으세요.)
예.
1. ⍌아시아(부모님 모두 대한민국)
2. ⍌아시아(어머니-일본, 아버지-대한민국)
3. ⍌아시아(어머니-대한민국) 그리고 ⍌ 유럽(아버지- 독일)
□ 아시아 (

) □ 유럽 (

□ 아메리카 (

) □ 아프리카(

□ 오세아니아(

)
)

)

□ 그 외의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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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하고 싶은 일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직업을 적는 것이 힘들다면 하고 싶은 일을 설명해보세요.)
예.
1. 동물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3.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

)

3. 여러분은 미래에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나요?
□ 예 (3-1번 문제로 가시오)
□ 아니오(4번 문제로 가시오)

3-1.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적어주세요.
(
)
4. 아직 먼 미래의 일이기는 하지만, 다음의 보기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골라서 표시해주세요.
□
□
□
□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대학에서 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과학고등학교나 과학영재고등학교에 가고 싶다.
고등학교에 가면 과학을 더 많이 공부하는 자연계(이과)를 선택하고 싶다.
과학을 더 공부하고 싶지는 않다.

□ 잘 모르겠다.

5.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은 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적합하다
나는 대학에서 과학과 관련된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
나는 과학을 활용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거나 의료분야에서
일하고 싶다.
과학을 공부해두면 앞으로 여러 다양한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과학과 관련된 직업(과학자,
의사, 기술자 등)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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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6.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나는 과학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다.

□

□

□

□

나는 과학을 좋아한다.

□

□

□

□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평소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

□

□

□

□

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

□

□

□

□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을
잘 해야 한다.

□

□

□

□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과학을 잘
해야 한다.

□

□

□

□

과학을 잘 하는 것은 중요하다.

□

□

□

□

학생들이 과학을 잘 공부하도록 돕는 일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

□

□

□

나는 과학 시험에서 주로 좋은 성적을 받는다.

□

□

□

□

나는 다른 친구들 보다 과학을 더 어려워하는
것 같다.

□

□

□

□

과학은 나에게 적합하지 않은 과목 같다.

□

□

□

□

나는 과학 내용을 빨리 배우는 편이다.

□

□

□

□

나는 과학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한다.

□

□

□

□

나는 과학에 대해서 꽤 많은 것을 알고 있다.

□

□

□

□

나는 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나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학은 지루하다.

가족에 대해서...
7. 여러분의 부모님은 대학을 다니셨나요? (O, X)
□ 아버지 (

) □ 어머니 (

)

7-1 대학을 졸업하셨다면 부모님의 대학 전공이 무엇이었는지 기록해주세요.
(예: 공학, 영문학, 과학, 경영학, 의학, 간호학, 유아교육, 수학 등)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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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명해주세요.)
예.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신다.
마트에서 과일을 파신다.
□ 아버지 (
□ 어머니 (

)
)

9. 부모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시나요? (
(예, 과학자, 의사, 간호사, 선생님 등)

)

10.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또는 둘 중의 한 분이라도 해당되면 됩니다.)

부모님은 내가 대학에 가기를 원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방과후 교실이나 학원
등에 다니길 원하신다.
부모님은 과학이 매우 재미있는
것이라고 하신다.
부모님은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으시다.
부모님은 내가 과학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부모님은 과학이 나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내가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갖기를 원하신다.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 생활에 대해서...
11.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
나는 학교에 있을 때 행복하다.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12. 다음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실력을 □칸에 √표시 해주세요.
하위권

중하위권

중상위권

상위권

잘 모르겠다

과학

□

□

□

□

□

수학

□

□

□

□

□

국어

□

□

□

□

□

미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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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과학 수업 1시간 동안 배우는 내용의
양이 많다고 생각한다.

□

□

□

□

나는 과학시간에 재밌는 것들을 배우고 있
다.

□

□

□

□

나는 과학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한다.

□

□

□

□

나는 과학시간에 평소에 궁금한 것들에 대해
서 이야기 할 시간을 갖는다.

□

□

□

□

□

□

□

□

□

□

□

□

과학시간에 실험을 많이 한다.

□

□

□

□

선생님께서는 과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

□

□

□

선생님께서는 과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은 것 같다.

□

□

□

□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궁금증
을 잘 해결해주신다.

□

□

□

□

선생님께서는 과학시간에 가끔씩 나에게 칭
찬을 하신다.

□

□

□

□

학교의 과학수업시간은 과학교과서(교재)에
있는 내용을 배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
다.
과학시간에 교과 내용과 관련해 야외학습을
많이 나간다.(동,식물 관찰, 지질답사 등)

13-1. 올해의 과학수업 중에서 좋았던 것이나, 재미있었던 것,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적어주세요.(왜 좋았는지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
(①
)
(②
)
14.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 다음의 활동들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고 있나요?
전혀
하지
않았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과학관련 동아리(계발활동, 발명반 등)에 참여
한다.

□

□

□

□

방과후 과학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

□

□

영재학급, 교육청이나 대학영재원 등에 참여한
다.

□

□

□

□

□

□

□

□

□

□

□

□

과학에 관련된 행사(과학의 날 행사, 과학 놀이
마당, 과학탐구대회 등)에 참여 한다.
과학과 관련된 현장학습에 참여한다. (박물관,
과학관, 동물원, 학교캠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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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15.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있나요? (어림짐작하여 골라주세요, 전자책 포함)
□ 거의 없다
□ 약간 있다.(20권 이하)
□ 약간 많다.(51권에서 100권 사이)

□ 많다(20권에서 50권 사이)
□ 아주 많다.(100권 이상)

15-1. 그 중 과학과 관련된 책이나 잡지는 대략 몇 권이나 있나요? 약(
)권
15-2.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하루에 책을 어느 정도 읽나요?
하루 동안 학교수업시간 이외에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하루 중에 공부를 하지 않고 놀이를
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거의 않는다.
(30분 이내)

30분~
1시간 이내

1~2시
간

2시간
이상

□

□

□

□

□

□

□

□

□

□

□

□

16. 학교에 가지 않을 때 다음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하나요?

과학에 관련된 책이나 잡지를 읽는다.
도서관에서 과학관련 책을 빌려다 읽는다.
과학관련 TV프로그램을 본다. (예. 동물
의 왕국, 과학관련 다큐멘터리 등)
과학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
인터넷을 통하여 과학정보를 찾아본다.
(유튜브, 과학관련 웹사이트)
컴퓨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과학 관
련된 활동을 한다.
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학원에 다닌다.
과학 문제집 풀기를 한다.
지역사회기관(문화센터, 도서관 등)에서
과학과 관련된 강의를 듣는다.
물건을 고치거나 만들기 활동을 한다.(목
공, 레고 장난감, 블록, 뜨개질, 자수, 과
학상자, 전자키트 등)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하거나 키운다.(물주기,
목욕시키기, 산책시키기 등)
집에서 생활용품을 이용하여 과학 활동을
한다.(예, 컵, 스푼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
기, 요리하기, 종이접기 등)
돋보기, 망원경, 현미경 등의 과학도구를
이용하거나 과학실험을 한다.
야외활동을 한다.(산, 바다, 갯벌, 모래놀
이, 주말농장, 낚시, 식물원, 수목원, 천
체관측 등)
과학관이나 천문대에 간다.
박물관에 간다.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수족관)에 간다.

거의 하지
않는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 달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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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위에 제시된 여러 과학과 관련된 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을 두 가지
적고, 주로 누구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 활동을 자주 하는지 적어주세요.
(①
)
(②
)
17. 각 문장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답을 골라 □칸에 √표시를 해주세요.
매우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

□

□

□

□

□

□

나는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과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운다.
나의 가족들은 박물관이나 과학관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주변사람들에 대해서...
18. 여러분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나요?
학교 이외의 장소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거의 하지
않는다

6개월에
1~5번 정도

한 달에
1~3번 정도

일주일에
1번 이상

□

□

□

□

18-1. 주로 누구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나요?(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부모님
□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척

□ 친구들
□ 선생님
□ 과학자와 직접

□ 이야기 나누는 사람이 없다
□ 원하는 답이 없다면 옆 빈 칸에
적어주세요.(
)

18-2. 주변에서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
)명
19.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가족, 친척, 이웃 등) 중에서 과학자로 일하거나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 네 (20번으로 가시오.) □ 아니오

20. 주변에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골라주세요.(여러 개를 고를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 이웃

□ 부모님
□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이모 등 친척
□ 원하는 답이 없다면 옆 빈 칸에 적어주세요.(

)

20-1. 여러분의 주변(가족, 친척, 이웃)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기술자, 과학교사 등) (
)명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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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사전 개념 질문지
사전 개념 확인 질문지
(

)초등학교 (

)번

1. 낮과 밤이라는 현상이 나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②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③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④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⑤ 지구가 태양의 그림자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 때문이다.
2. 낮 동안에 하늘에 있는 것을 고르시오. (
① 태양만 있다.
② 태양, 달, 그리고 별들도 있다.

)

3. 밤에 태양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태양빛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다.
② 태양이 땅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③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④ 태양이 지구의 다른 쪽 부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⑤ 달이나 별들이 태양을 가려서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 다음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O, X) 중에서 고르시오.
서울이 낮일 때 지구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낮이다. ( O , X )
5.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한 시간
② 하루
③ 일주일
④ 한 달
⑤ 일 년

)

6. 달의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② 모양이 다른 여러 개의 달이 번갈아가면서 뜨기 때문이다.
③ 태양의 그림자에 가리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④ 지구의 그림자에 가리는 정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인다.
⑤ 달의 한 쪽 면은 어둡고 다른 쪽 면은 밝은데 달이 회전하기 때문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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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낮12시에 태양이 떠있는 높이를 측정했을 때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계절은
언제입니까? (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모든 계절이 똑같다.
8. 다음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를 (O, X) 중에서 고르시오.
하루 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을 때 기온은 가장 낮다. ( O , X )
9.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
① 한 시간.
② 하루.
③ 일주일.
④ 한 달.
⑤ 일 년.
10.
①
②
③
④
⑤

계절에
태양이
지구가
별들이
별들이
지구가

따라서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 주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 주위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기 때문이다.

※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그림과 글로 설명하시오.
자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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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록3] 사후 개념 질문지
사후 개념 확인 질문지
(

)초등학교 (

)번

[1~3] 다음 문장을 읽고 O, X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1. 태양은 여름철에 겨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 O , X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

2. 태양의 고도는 일 년 동안 계속해서 변한다. ( O , X )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

3. 다음 그림은 전등의 기울기에 따른 모래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알아보
는 실험입니다. 같은 시간 전등을 켜두었을 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모래는
어느 쪽 모래입니까?
(가)
(나)

① 가.
② 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시오.
(
)

4. 낮의 길이가 가장 긴 계절이 언제 인지 고르시오. (
① 봄
② 여름
③ 가을
④ 겨울
⑤ 낮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

5. 다음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O, X) 중에서 고르시오.
여름에는 겨울보다 지구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까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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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여름이 겨울보다 더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태양 빛은 여름이 겨울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②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③ 겨울에는 구름이 태양 빛을 많이 가리기 때문이다.
④ 태양은 겨울보다 여름에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⑤ 태양이 최고점에 이를 때의 높이가 높아서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이다.
7. 일 년 동안 태양의 남중고도가 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이다.
②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기 때문이다.
③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공전하기 때문이다.
④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인 상태를 유지하며 공전하기 때문이다.
⑤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자전축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다.
8. 지구의 자전축이 수직인 상태로 공전할 때에 해당되는 설명을 고르시오.(
① 봄, 가을이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진다.
② 여름이 사라져 봄, 가을, 겨울의 3계절만 남는다.
③ 겨울이 사려져 봄, 여름, 가을의 3계절만 남는다.
④ 계절이 바꾸지 않고 계속 같은 계절만 지속된다.
⑤ 지금과 차이가 거의 없다.
9. 다음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O, X) 중에서 고르시오.
계절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것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 O , X )
10. 계절의 변화 현상에 대해서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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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Influence of S tudents's
S cience Capital on S cientific
M odeling Process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in S TEAM lessons

HyoungKyu, Koo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students’
scientific explanatory modeling process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eir science capital, such as science culture and everyday
activities, in STEAM which integrated arts into STEM based on lesson
for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s.
To accomplish this, we especially implemented Intercultural STEAM
Program (ISP) which emphasize students’ interaction between two
countries located in southern and northern hemisphere such as
Australia and Korea. Students in Year 6, 25 students each from three
schools participated in the joint ISP lessons. However, only Korean
student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and processed. Quantitative
data from survey questionnaire were collected from both countries, one
school from Australia and two schools from Korea. Two survey
questionnaires, Science Capital Questionnaire for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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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SCQES) with 67 items and Seasonal Change Conceptual
Diagnostic Questionnaires (SCCDQ) with 10 items for each pre & post
tests were developed to determi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ce
capital and their conceptual development during the science lessons.
The post-SCCDQ included 10 additional items which are asking
students’ interests of ISP lessons. Students’ classroom activities and
small group discussion were video-taped to investigate how students
communicated to construct one of the explanatory models in a small
group setting. Also, students’ worksheet which included their individual
explanatory models using diagram with texts were used for data
analysis. For this individual and group modeling progress analysis, a
model evaluation rubric, which indicates 5 levels of progress in
seasonal change concepts, were developed. In order to interview
students, studen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based on analysis of
students’ responses in SCQES, progression of explanatory model
construction, and post-SCCDQ. Students with higher scores of science
capital and higher level of progression i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explanatory model construction were in Group 1, students with
higher scores in science capital but lower level of progression i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model construction were in Group 2,
students with lower level of science capital but higher level of
progression i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model construction were
in Group 3, and students with lower level in science capital and lower
level of progression in conceptual understanding and model
construction were in Group 4. Two of students in each Groups 1, 2,
and 3 were interviewed. In the case of Group 4, we thought it is too
obvious results, so this group is omitted in the interview. The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were asked on identify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everyday science activities and
social science culture through SCQES scores and students’ progression
in explanatory model construction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during
the ISP less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score
difference in Science Capital among three schools was due to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areas where the schools are located and
not according to the country variable, such as Australia and Korea. In
addition, one of the schools showed high SCQES score (192.2 ± 28.9)
because the primary school is affiliated to one of high ran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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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students are specially selected. From the small group
discussion video-analysis, we identified that students who mainly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explanatory model construction in the group had
both higher SCQES and SCCDQ scores. Students who played a major
role in affectional or organizational interaction for selecting one of
group model showed medium level of SCQES scores. Therefore, we can
conclude from this qualitative case study that the science capital can
be the critical factor for collaborative group work. Also, teachers’
meta-cognitive understanding about the nature of model and modeling
process is an important factor which can help students’ conceptual
understanding through model construction process As students with
lower levels of science capital showed less engagement in small group
discussion. These students are not strongly motivated towards learning
scie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eachers, schools and
communities to consider ways to promote students’ interests. The
STEAM lessons which is designed based on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programs in this study can serve as an example of
enhancing students' motivation towards science learning as all students
showed high interests in the STEAM lesson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can be we were able to investigate
students’ collaborative model construction process in a small group and
identified the interrelationship with students’ science capital. Further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to help teachers to use SCQES scores to
determine students’ discussion grouping considering the range of
SCQES scores in the science classroom.
This study is meaningful for the following reasons. we developed a
questionnaire to underst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ce capital.
And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ience capital
and model construction process as a scientific inquiry process. We
increased stude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science lessons by
developed STEAM based co-construction of scientific model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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