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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모형구성은 개념 변화의 유형 중 하나로 학습자의 개념세계는 

과학적 모형구성을 통해 과학적 개념세계로 변화한다.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개념세계의 일관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개념세계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념세계의 변화를 필요로 하는 색 

인식의 모형구성을 중학생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 30명과 과학교사 8명을 대상으로 개념세계 

변화를 위한 불일치사건으로써 조건등색 등의 색 현상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설명모형을 구성하도록 설계된 색 인식 수업을 3차시 동안 

진행하였다. 개인별 활동지에 기록된 내용과 모둠별 토론에서의 담화를 

분석하여 참여자의 설명모형을 범주화하고 개념세계 요소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모형구성을 도식화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학생의 색 인식에 대한 설명모형은 과학교사의 

설명모형보다 현상별로 다양하게 범주화되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색 

합성과 조건등색에 대한 설명모형은 물감 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및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 네 종류로 범주화되었으며,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모형은 삼원색 합성과 7원색 모형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이 파동 상호작용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 두 종류,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도 

원추세포 부조와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 두 종류로 범주화되었다. 

설명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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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사보다 다양한 개념세계 요소를 보였으며 특히 직관적 지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직관적 지식으로 물감혼합, 

점묘, 색원소 등의 지식이 나타났고, 언어-상징적 지식으로 삼원색의 

정의 및 합성 다이어그램 등의 지식이 나타났으며, 소박한 이론으로 

스펙트럼 이론이 나타났고, 과학적 이론으로 삼원색 이론이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에는 직관적 지식으로 점묘의 지식이 나타났고, 언어-

상징적 지식으로 분해능의 지식이 나타났으며, 소박한 이론으로 

스펙트럼 이론이 나타났고, 과학적 이론으로 삼원색의 이론이 나타났다. 

모형구성을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이론 

합치나 모형 정합보다는 대상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유추적 사고에 

의해 현상별로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다양한 유추적 사고를 활용한 학생은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하면서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설명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직관적 

지식만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했던 학생은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직관적 지식 

또는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교사의 경우는 개념세계 요소 중 특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였고,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이론 합치 또는 모형 정합의 

특징이 나타났다. 소박한 이론 합치를 지향했던 교사는 색분해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면서 이전 현상에 대한 과학적 모형과의 정합보다는 

자신의 소박한 이론의 합치를 지향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모형 정합을 지향했던 교사는 초기의 조건등색 현상에서 

상호모순되는 두 모형을 대응했으나 이후의 현상에서 모순되는 모형의 

반례를 확인한 후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만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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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형 정합을 지향했던 교사는 새로운 규칙성이 포함된 색분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해능의 지식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 

모형을 포괄하여 정합하는 모형을 대응함으로써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라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이 

다름을 의미한다. 초심자인 중학생은 이론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느슨하게 구조화된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념세계의 일관성보다는 

현상별로 맥락에 적합해 보이는 설명을 찾아나가는데 치중하여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문가인 과학교사는 이론 중심으로 

구조화된 일관된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론 중심의 일관된 개념세계는 쉽게 

변하지 않으며 새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모형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때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라 개념세계 변화의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념세계가 성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개념 변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유추적 사고를 갖게 하는 일련의 현상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모형의 대응을 평가하여 현상과 상황에 대해 개념세계를 맥락화하여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념세계가 

성숙한 학습자의 개념 변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현상에 대한 모형 정합을 

평가하여 개념세계가 일관되고 정합하여 새롭게 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개념세계, 모형구성, 모형 대응, 이론 합치, 모형 정합 

학  번 : 2011-3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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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연구의 배경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 

교육에서 언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과제이다. 이에 따라 

선개념, 오개념, 대안개념이라고 불리는 학습자의 소박한(naïve) 개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초기의 개념 변화 연구는 학습자의 

개념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정형화된 모형의 학습만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선개념이 학습 이후에도 유지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새로운 개념 변화 

이론은 학습자 개념세계의 본성과 개념 변화의 양상 등에 관하여 기존 

전통적 관점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틀 이론(Framework Theory)과 

요소 이론(Elements Theory)으로 정리되었다. 

틀 이론은 학습자의 개념세계가 이론처럼 일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e.g. Carey, 1999; Vosniadou 1994, 2002; Vosniadou 

& Ioannides, 1998), 요소 이론은 학습자의 개념세계가 요소 지식처럼 

분절되어 있다고 주장한다(e.g. diSessa, 1988, 1993; Hunt & Minstrell, 

1993; Minstrell, 1992; Redish, 2003). 개념세계의 일관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가장 큰 쟁점이다.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은 언뜻 보면 상반된 이론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Ö zdemir & Clark, 2007),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상호연관성 

있는 개념세계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계로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Brown, 2010; Cheng & Brown, 2010; diSessa, 2008; 

Vosniadou & Skopeliti, 2013). 



 

 

 

 

2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개념세계의 일관성에 대한 입장 차이는 

개념세계의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초심자의 개념세계가 개념 간에 단순 

연결되어 있는데 반해 전문가의 개념세계는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Koponen & Pehkonen, 2010), 과학 지식의 구조와도 유사성이 

있다(Chi et al., 1981; Bransford et al., 2000). 또한 전문가는 

초심자에 비해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 

(Snyder, 2000). 이러한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초심자의 개념세계는 요소화된 지식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개념세계는 일관된 이론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라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 때, 학습자의 개념세계는 과학적인 모형구성을 통해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모형구성은 개념세계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유형이며 증거가 된다(Lawson et al., 2000). 학습자는 주어진 

문제 상황 또는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모형구성을 통해 

관련된 개념세계를 활용하거나 구성한다(Clement et al., 1989, Gilbert 

et al., 2000; Lopes & Costa, 2007).  

모형구성은 현상에 대한 설명을 일시적으로 구성하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모형을 생성하고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다(Clement 

et al, 1989). 그리고, 모형구성은 개념세계의 발달 과정이고 사고 

과정이며, 그리고 과학적 지식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행위이다(Greca & Moreira, 2002; 

Lopes & Costa, 2007).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는 모형구성을 통해 실제 세계에 대응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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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세계 내에서 일관되어 정합되고 과학적 세계와 통약될 때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하게 된다(Halloun, 2004). 이 과정에서 모형은 현상과 

이론 사이에서 실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론을 생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Giere, 1988; 

Halloun, 2007; Hestenes, 1992). 모형구성 과정에서 모형은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된다.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존 

개념세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인지갈등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또는 문제 

상황이 필요하다. 색은 태생적으로 저절로 인식되는 감각으로 

의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기는 어렵다. 그리고 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존재인 빛뿐만 아니라 감각 및 신경 기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학습자가 일상 생활의 색 경험을 

통해 색에 대한 많은 선개념 또는 대안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색 

인식에 대한 과학적인 모형구성은 색에 대한 개념세계 변화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색 인식에 대한 모형구성은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의 

변화의 특징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는 개념세계 변화를 설명하는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개념세계 일관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념세계의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와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색에 대한 과학적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이고 

개념세계가 미성숙한 초심자인 중학생과 색에 대한 교수 학습을 

진행하며 개념세계가 성숙한 과학교사의 색 인식의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개념세계 일관성에 대한 논의의 구체적인 사례로써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른 

학습자의 모형구성을 통한 개념세계 변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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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색 인식에 

대한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조건등색을 중심으로 일련의 색현상에 

대응되는 설명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언어-상징적 지식, 

직관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하고 설명모형과 

개념세계 요소의 관계 변화를 도식화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른 모형구성을 통한 개념세계 변화의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조건등색 및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은 어떠한가? 

2. 설명모형이 기반하는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는 

어떠한가? 

3. 색 인식 모형구성에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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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색 개념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및 

학습자의 색 개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개념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선행 연구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개념 

변화의 중요한 유형인 모형구성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과 함께 선행 

연구를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색 개념의 중요한 주제인 색합성에 대해 학생과 

교사들의 개념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인 예비 연구를 진행하였다. 

중학생 2개반을 대상으로 색합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고, 과학교사 

7인을 대상으로 색합성을 주제로 수업을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중학생들의 설문과 수업에서의 교사들의 담화를 바탕으로 이들의 

색합성에 대한 개념을 분석하였다. 

연구 Ⅰ에서는 문헌 연구와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색 현상의 

관찰과 해석을 통해 색 인식에 대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도록 수업을 

설계하고 활동지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수업과 

활동지를 수정·보완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3차시의 

색인식 수업 활동을 진행하였다. 활동지와 수업에서의 담화를 통해 

이들의 색 인식에 대한 설명모형을 범주화하였다. 

연구 Ⅱ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설명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분석틀을 수정하여 개발하였다. 개념세계 

요소는 모형분석틀을 통해 설명모형별로 분석되었다. 

연구 Ⅲ에서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선정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과 개념세계의 요소들과 이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모형구성을 유형화하고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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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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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4.1. 개념세계(Conceptual World) 

 

학습자의 개념세계는 상호연관성 있는 개념세계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계로 이해될 수 있다(Brown, 2010; Cheng & Brown, 2010; 

diSessa, 2008; Vergnaud, 2009; Vosniadou & Skopeliti, 2013). 

학습자의 개념 변화는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를 통해 이해될 수 있다. 

(diSessa, 2008; diSessa et al., 2004; Koponen & Pehkonen, 2010; 

Koponen & Nousiainen, 2013).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개념세계 요소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개념세계 요소들의 체계적인 구조(Halloun, 2004; 

Koponen & Nousiainen, 2013)로 정의하였다. (Brown, 2010; Cheng 

& Brown, 2010; diSessa, 2008; Vergnaud, 2009; Vosniadou & 

Skopeliti, 2013) 

 

1.4.2. 개념세계 요소(Conceptual Elements) 

 

개념세계 요소는 개념 구조의 수준에 따라 현상별로 분절되어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진술 또는 기술하는 지식과 현상별로 

일관되고 인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학습자의 소박하거나 직관적인 개념세계의 특징과 과학 

학습에서 얻게 되거나 과학 학습의 목표가 되는 과학적인 개념세계의 

특징을 반영하여 과학적 여부를 개념세계 요소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는 개념세계의 요소를 구조화 정도에 따라 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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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이를 과학적 여부에 따라 소박한 개념과 

과학적 개념으로 다시 나누어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하여 정의하였다. 

 

1) 직관적 지식(Intuitive Knowledge) 

 

직관적 지식은 일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추적 사고를 

통한 직관적인 생각으로(Brown, 1993; Cheng & Brown; 2010), 본 

연구에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기작을 현상별로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소박한 세계의 지식(diSessa, 1993; Sherin, 

2006)을 직관적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2) 언어-상징적 지식(Verbal-Symbolic Knowledge)  

 

언어-상징적 지식은 과학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형식적인 

지식으로(Brown, 1993; Cheng & Brown; 2010), 본 연구에서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설명과 기작을 현상별로 기술하는 과학적 세계의 

지식(Brown, 1993; Cheng & Brown; 2010; Sherin, 2006)을 언어-

상징적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공식, 정의, 도식, 그래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소박한 이론(Naïve Theory) 

 

학습자의 개념세계는 소박하지만 나름 일관된 특징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Baillargeon, 1995; Carey, 1985; Gelman, 1991; Gopnik, 

1996; Hatano & Inagaki, 1994; Vosniadou & Brewer, 1992).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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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구조화되어 소박하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이론을 소박한 이론으로 정의하였다. 

소박한 이론은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상을 피상적으로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직관적 지식과는 다르다.  

 

4) 과학적 이론(Scientific Theory) 

 

과학적 이론은 개념세계 변화의 목표가 되는 개념요소로써 과학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구조화되어 과학적이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인 이론이다. 

 

1.4.3. 설명모형(Explanatory Models) 

 

모형은 물리적 세계의 구조나 과정에 대응되는 기능이나 대리하는 

객체들의 관계들로 표현된다(Nersessian, 1995; NRC, 1996). 이 

중에서도 설명모형은 친숙한 존재자들로 표현되는 일반적이고 

가시적이며 단순한 모형으로(Clement, 2008; Nagel, 1961), 설명하는 

체계로써 가설적이며 이론적이기도 하고 정성적인 특징을 

가진다(Clement, 2008). 

본 연구에서는 현상을 설명하는 학습자의 가설적이고 정성적인 

모형을 설명모형으로 정의하였다. 

 

1.4.4. 모형구성(Modeling) 

 

모형구성은 개념세계 변화의 하나의 중요한 유형이며 증거가 된다. 

모형구성은 개념세계의 발달 과정이고 사고 과정이며, 그리고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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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행위이다(Greca & Moreira, 2002; Lopes & Costa, 2007). 

본 연구에서는 Lopes & Costa(2007)의 모형구성 차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모형구성을 실제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세계를 활용하고 조작하여 모형세계에서 모형을 구성하고 

다시 개념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Halloun(2004, 

2007)의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이성적 평가에 대한 

도식을 참고하여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일련의 모형 평가의 측면 

관점에서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 

모형구성의 특징에는 모형 대응, 이론 합치, 모형 정합의 측면이 있다. 

 

1) 모형 대응(Model Correspondence)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은 개념세계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현상에 대응된 모형은 현상의 맥락에 부합되는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할 때 현상에 대한 실제(reality)로 여겨진다. 모형이 적절한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에 대해 타당한 기술이나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모형이 실제성(reality)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에 대한 설명이 구성되어 모형이 현상에 대해 

실제성이 있을 때 모형이 대응되었다고 정의하고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의 경우로 설정하였다. 

 

2) 이론 합치(Theory Conformity)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가 모순없이 일관될 때, 이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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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형도 타당한 설명이 된다. 일관된 이론을 기반으로 할 때 모형은 

여러 현상을 일관되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별로 대응되는 모형이 개념세계 요소 중 일관된 

이론을 기반하거나 또는 공유하여 모형이 구성될 때 이론이 

합치되었다고 정의하고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의 경우로 설정하였다. 

 

3) 모형 정합(Model Coherence) 

 

가설로써 모형은 서로 모순없이 일관되어야 설명체계로써의 

타당성을 갖는다. 일련의 가설들 중 무모순적이며 다른 가설을 포괄할 

수 있을 때 모형은 정합성의 원리에 의해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Thagard, 1989, 1992). 

본 연구에서는 현상별로 대응되는 모형이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간에 모순없이 포괄하는 경우를 모형이 정합하였다고 정의하고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의 경우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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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색 인식 모형구성에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구체화하여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색 인식에 대한 중학생, 

과학교사의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른 모형구성을 통한 개념 변화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한정적이고 무선 선별되지 않았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켜 적용할 수 없다. 중학생은 서울 소재 

영재원에 소속된 학생들이었으며, 과학교사는 서울 소재의 중·고등학교 

에서 근무하는 물리와 생물을 전공한 교사들이었다. 이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이 일반적인 중학생, 과학교사의 모형구성 특징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대상에 대한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색 인식의 내용 영역에 한정하여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한 것이다. 모형이 내용 영역에 의존적인 특성이 

있음을 고려할 때 모형구성의 특징 또한 영역특정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지만 모형구성에서 추론 등의 사고 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영역독립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같은 집단 또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여러 내용 영역에 

대한 모형구성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3차시 180분 동안의 수업을 분석한 

자료이다. 상대적으로 단시간 동안의 모형구성과 개념세계의 변화를 

보았기 때문에, 개념세계의 변화가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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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모형구성의 특징이 개념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모형구성의 특징에 따른 

개념세계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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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선행 연구와 이론적 논의 

 

2.1. 색 개념의 역사적 고찰 

 

이 절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뉴턴의 색 이론부터 현대의 색 

이론까지 대표적인 색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색 개념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1. 뉴턴의 색 이론 

 

17세기에 뉴턴이 색에 대한 이론을 주장하기 이전에는 백색광이 

변해서 색이 생긴다는 것이 보편적인 이론이었다. 뉴턴은 프리즘으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는데, 당시 프리즘은 백색광의 색을 변하게 하여 

일종의 무지개를 만들어 내는 신기한 장난감 정도로 여겨졌다. 그러나 

데카르트가 모든 색의 원리가 프리즘을 통해 만들어지는 색과 동일한 

원리로 만들어짐을 주장하면서, 프리즘은 여러 종류의 색을 재현해내는 

대표적인 실험 장치가 되었다. 

데카르트는 광선을 우주공간에 채워진 물질의 압력이라고 설명하며, 

우리의 눈은 이 압력을 빛으로 인지하고, 물질 하나하나의 운동을 

색으로 느낀다고 가설을 세웠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은 밀도가 큰 

매질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이것이 스펙트럼의 원인이 

되며 이때 적색은 강한 회전이며, 자주색은 약한 회전운동이고, 

프리즘은 이러한 회전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가설은 당시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빛과 색을 

기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abra,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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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턴은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켰을 때 나오는 무지개 색을 

관찰하면서 백색광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색들을 프리즘이 서로 

다르게 굴절시킨다고 가설을 세웠다. 뉴턴은 이러한 생각을 실험을 

통하여 증명하였는데, 작은 구멍으로 들어온 빛을 프리즘으로 분리시킨 

후 분리된 빛 각각에 대해서 다시 프리즘에 통과시켜서 2차 분산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임으로써 백색광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의 

혼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였다(그림 II-1). 

 

 

그림 II-1. 뉴턴의 프리즘 실험 도해(Newton, 1671/2) 

 

뉴턴은 프리즘 관찰을 통해 백색광이 고유한 색인 7가지 색(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로 이루어진 혼합광이며 각각의 

원색의 빛은 각각 고유한 입자의 성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Kuheni, 

2003; Sabra, 1981; Shapiro, 1980). 

뉴턴은 색을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는 파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Hilbert, 1987; Thompson, 1995; Zemplen, 2005), 두 색을 섞으면 

두 색의 중간 파장이 되는 색이 된다고 생각하였다(Sherman, 1981). 

이러한 뉴턴의 색에 대한 스펙트럼 이론(spectrum theory)은 색의 

인식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색을 물리적인 현상 또는 그에 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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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뉴턴은 색을 빛의 파장의 형태로 환원할 

수 있으며 프리즘에서 일어나는 분산에 의해 고유한 입자의 성질이 

나타난다고 이해하였다. 

 

2.1.2. 영과 헬름홀츠의 색 이론 

 

뉴턴의 색 이론 이후에 색에 대한 가장 대표적 이론인 삼원색 

(trichromacy) 이론은 1801년 영국의 물리학자 영(T. Young)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약 50년 후 독일의 과학자 헬름홀츠(H. L. F von 

Helmholtz)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삼원색 이론은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세 종류의 파장별 민감도(분광 

흡수율)가 다른 색 수용체를 가정한다. 생김새 때문에 원추세포라고 

불리는 수용체 세포는 1960년대가 되어서야 실험을 통해 존재가 

확인되었다(Krauskopf, 1998). 

 

 

그림 II-2. 세 가지 종류의 수용체의 상대적 민감도(Estevez,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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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원추세포는 스펙트럼의 빨강·파랑·녹색 영역에서 

최대의 민감도를 갖고 있으며, 각각의 최대흡수파장은 445nm, 535nm, 

565nm 부근이다(그림 II-2). 이 원추세포들은 주흡수 파장의 길이에 

따라 각각 S, M, L의 기호로 표시되며 이들 중에서 결함이 있는 경우 

색맹이 된다.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수용체의 자극의 차이를 통해서 

대략 1000만가지의 색자극을 구별할 수 있다(Krauskopf, 1998). 

이러한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 이론은 색의 합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색의 대비 효과와 잔상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헤링(E. Hering)은 1872년 서로 대립하는 네 

가지의 원색의 감각으로부터 모든 색채 감각이 생긴다는 대립 과정 

이론(opponent process theory)을 제안하였다. 헤링은 망막에 세 

종류의 광화학 물질인 빨강-녹색 물질, 파랑-노랑 물질, 검정-흰색 

물질이 존재하는데, 망막에 빛이 들어올 때 분해와 합성이라고 하는 

반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그 반응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색이 

보이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삼원색 이론과 대립 과정 

이론을 결합한 채널 이론으로 색 인식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 1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조건등색 등의 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 현재의 삼원색 이론은 헬름홀츠의 삼원색 이론에 대립 과정 이론을 결합하여 

3채널을 통해 색을 인식한다고 설명한다. 각 수용체는 뇌와 일대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망막에서 수용체의 신호를 조합한다(Wiesel & Hubel, 1966). 신

호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신호들은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한다. 흑백 채널은 

L과 M의 신호를 더한 채널(L+M)로 밝기에 영향을 미치며 높은 공간 분해능

을 갖는다. 적녹 채널은 L에서 M신호를 뺀 채널(L-M)로 흑백 채널보다는 낮

은 공간 분해능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황청 채널은 S신호에서 L과 M의 신호의 

합을 뺀 것(S-(L+M))으로 매우 낮은 공간 분해능을 갖는다(Bern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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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종류의 원추세포에 의해 삼원색이 지각되고 자극이 종합되어 색을 

인식한다고 설명하는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 이론에 대한 이해만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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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색 개념 연구 

 

이 절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색 개념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고, 학습자의 색 개념에 대한 국내외의 문헌 조사를 통해 학생과 

교사의 색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가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2.2.1. 국내 교육과정의 색 개념 학습 

 

국내의 과학과 교육과정에 색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것은 7차 

교육과정부터이다. 컬러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영상 

장치에서 삼원색을 직접 조작하여 표현할 기회가 많아졌고 시각 및 색의 

인식과 관련된 인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색의 원리에 대한 학습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색 개념은 과학과에서 특히 물리 

교과에서 점차 학습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과정에서 빛의 

분산과 합성을 함께 다루고 있다. 뉴턴의 색에 대한 이해처럼 백색광이 

여러 색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게 하고 이 중에 삼원색의 빛을 

합성하여 여러 색을 만들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표 II-1). 

빛의 분산과 합성을 같이 다루는 것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두 현상을 이해하는 원리는 다른 부분이 있다. 분산은 굴절률이 서로 

상이하여 여러 색이 보인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합성은 굴절률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분산을 통해 확인된 백색광의 여러 색을 

합성하지 않고 삼원색으로만 합성하는 이유와 삼원색을 합성했을 때 왜 

그러한 색으로 지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단순히 색의 합성 다이어그램을 통해 색의 합성을 문법적으로 

이해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그림 I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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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1. 물리 관련 단원에서의 색 개념의 학습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7차 

(1997년) 

 

프리즘이나 분광기 등을 이

용하여 빛의 분산을 관찰하

고, 환등기나 조명 장치를 이

용하여 빛을 합성한다. 

- 

2007개정 

(2007년) 
빛의 분산과 합성을 안다. - 

2009개정

(2009, 2011) 

빛의 삼원색으로 다양한 빛

을 합성할 수 있음을 알고, 

이 원리가 영상장치에 활용

되는 것을 안다. 

빛의 삼원색과 색의 합성을 

통하여 백색광의 구성을 알

고, 여러 가지 색의 빛이 합

성되는 원리를 학습하여 컴

퓨터 모니터나 텔레비전 화

면의 다양한 색깔 표현 방식

을 이해하게 한다. 

[과학]  

눈에서 색을 인식하는 세

포의 특성과 빛의 3원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LCD 등 영

상표현 장치와 디지털 카

메라 등 영상 저장 장치의 

원리와 구조를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물리Ⅰ] 

눈에서 색채를 인식하는 

과정과 빛의 3원색의 의미

를 이해하고, 영상장치에

서 색을 구현하는 과정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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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중학교 과학 교과서의 삼원색 합성 다이어그램 

 

색의 합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색의 인식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색의 인식 과정은 빛, 눈과 시세포, 뇌에서의 

물리적이고 생리-정신적인 기작을 포함하는 과정이다(Chauvet, 1996, 

Feynman, 1964). 색의 개념은 단순히 빛의 성질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감각 기관과 관련된 이해를 필요로 한다. 

2009년과 2011년에 개정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색 개념과 관련된 학습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중학교에서는 색의 합성 원리를 통해 영상 장치에서 색 재현 방식까지 

학습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시각 세포와 연관하여 

삼원색과 색의 합성을 이해하도록 제시되고 있다. 이는 이전 교육과정의 

문제점이었던 색의 합성을 문법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색 인식 

의 원리를 학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의도가 교과서나 학교 현장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색의 인식은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상이나 실험을 통한 경험 없이 

단순히 색 인식의 원리를 텍스트로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2 

한편, 색과 관련된 감각 기관을 다루고 있는 생물 교과의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의 

과학 및 생물I에 이르기까지 감각 기관의 내용을 나선형으로 심화하며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II-2). 해당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눈에서의 감각 기관을 시세포 수준에서 다루고, 

고등학교 과학에서는 색의 감각을 느끼는 세포인 원추세포를 다루고, 

생물I에서는 세 종류의 원추세포를 다루고 있다(표 II-2).  

 

표 II-2. 생물 관련 단원에서의 색 인식과 관련된 감각 기관의 학습 

교육과정 중학교 고등학교 

7차 

(1997)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하여 

눈, 귀, 코, 혀, 피부 감각 

기관의 구조를 알아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연관

시켜 그 기능을 이해한다. 

[과학] 

감각 기관에 따라 자극을 

수용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반응을 이해한다 

[생물Ⅰ] 

감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을 안다. 

2007개정 

(2007) 

감각 기관의 구조와 기능

을 안다. 
- 

2009개정 

(2009, 2011) 

눈, 코, 귀, 혀, 피부 감각

기의 구조와 기능을 안다. 
- 

 

그러나 생물 교과에서는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학교에서 

감각 기관의 구조를 다룬 이후에 고등학교에서는 눈의 감각 기관에 대한 

상세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물 교과 영역 내의 감각 기관을 

다루는 비중은 줄었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물리 영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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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시세포를 포함하여 색의 합성과 색을 인식하는 원리를 다루고 있다. 

끝으로, 색의 합성과 관련된 경험을 가장 먼저 제공하는 미술 

교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미술 교과에서는 삼원색을 교육과정 

수준에서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e.g. 교육부, 1997;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과학기술부, 2011).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교과서 수준에서 

에서 색채 교육을 위한 물감의 혼합 원리로 삼원색의 다이어그램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일부의 미술 교과서 및 참고서적에서 물감의 

삼원색의 명칭을 시안, 마젠타, 노랑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으로 

제시하고 있다. 홍덕경(2004)은 국내와 미국의 초등 미술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국내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교과서도 물감의 

삼원색의 명칭을 빨강, 파랑, 노랑으로 제시하고 있었다(e.g. 

교육인적자원부, 2002; Chapman, 1998). 

이는 르 블론(Le Blon, 1670~1741)이 물감의 삼원색을 빨강, 파랑, 

노랑으로 분류한 이후에 미술 분야의 물감의 삼원색에 대한 관습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리고 색의 원리를 종합적으로 

학습하도록 과학교육자들이 가산혼합이 적용되는 빛의 삼원색과 

감산혼합이 적용되는 물감의 삼원색을 빨강과 마젠타, 파랑과 시안의 색 

자극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에, 색을 표현하는데 

                                            

 

2 물감의 3가지의 원색으로 여겨졌던 빨강, 노랑, 파랑은 18세기 독일의 미

술가인 르 블론에 의해 뉴턴의 스펙트럼 색 이론을 반영한 빨강, 파랑, 노랑

의 꼭지점과 흰색의 정점을 갖는 삼각 피라미드의 색 혼합 모형으로 정립되

었다(Kuheni, 2003). 이러한 르 블론의 색 혼합 모형은 여전히 물감의 3원색

을 빨강, 노랑, 파랑으로 지칭하는 미술 교육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Eckstut & Eckstu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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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 혼합의 관습을 설명하는 미술 교육자들은 빨강과 마젠타, 파랑과 

시안의 색 자극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색을 분류하는 방법 때문인데, 

우리가 색을 보고 특정한 색으로 인식하는 데는 색의 속성 중 색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다(Berns, 2000; 홍정인, 2012). 색은 각각의 색 

자극으로 기억되기 보다 특정한 색상 중심의 집합색으로 받아들여져 

분별되는데,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에서는 비슷한 색 자극인 빨강과 

마젠타, 파랑과 시안을 각각 별도의 색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집합색을 통한 일상적인 색의 분류는 과학 교과에서 

색의 인식 원리를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일으킨다. 따라서, 가산 혼합이 

적용되는 빛의 삼원색의 명칭은 빨강, 파랑, 초록으로, 시안은 파랑과 

초록의 합성색으로 마젠타는 빨강과 파랑의 합성색으로 명확하게 정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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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학습자의 색 개념 연구 

 

색 개념에 관한 연구는 다른 과학교육 영역의 개념에 관한 연구에 

비해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외의 색 개념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다. 사전 연구의 문헌 분석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색에 대한 개념 연구에 대한 간략한 요약표를 

작성하였다(표 II-3, 표 II-4). 

국내의 경우 7차 교육과정부터 과학 교과에서 삼원색과 색의 

합성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로 학생과 교사들의 색 합성 상황에 대한 

응답에 대한 연구로 학생과 교사의 색의 개념세계에 대해 엄밀하게 

가시적으로 정리된 것이 없다. 국내의 연구는 7차 교육과정의 적용 

이후에 본격적으로 행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많은 연구가 석사 논문 

연구로 조사되었다(표 II-3). 

 

표 II-3. 국내의 색 개념 관련 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 결과 

구현정

(석사논문, 

2003) 

대학생

40명 

설문조사

(개념)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오개념을 3가지로 유형화 

1.광원색 그대로 보임 

2.광원색과 물체색이 중간 또는 진한

색으로 섞임 

3.물체색은 보존됨 

김대환

(석사논문, 

2011) 

고등학생

 4명 

개방형 

설문 

색합성 

(노란색) 

- 색의 합성에서 파장이 중간이 된다

고 설명하는 경우(3명)와 원추세포로 

설명하는 경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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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 결과 

김지수 

(석사논문, 

2007) 

중학생 

106명 

설문조사

(개념) 

삼원색, 

색합성, 

- 빛, 물감의 삼원색을 연관짓지 못함 

- 단색광, 혼합광을 구별하지 못함 

- 색은 물체의 고유 특성으로 인식 

- 일관적인 답변을 하지 못함 

김진희

(석사논문, 

2004) 

중등교사 

44명 

설문조사

(개념) 

삼원색, 

색합성 

- 빛, 물감의 삼원색을 원추세포와 연

관하여 설명하지 않음, 색을 파장으로 

설명하기도 함 

- 물감의 삼원색을 모르거나 색을 섞으

면 단순히 중간이 된다고 응답 

김홍영 

(석사논문, 

2007) 

중학생 

150명 

설문조사

(개념)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노란색) 

- 물체색과 광원색을 일관되게 설명하

지 못함 

- 단색광의 노랑색이 없다고 생각함 

김희연 

(석사논문, 

2005) 

중학생

155명 

설문조사 

(비교연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색인식에서 광원과 눈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인지하나 물체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못함 

박순혜 

(석사논문, 

2004) 

중등교사 

54명 

설문조사 색합성 - 교과서의 색합성 실험이 중요하지 않

거나 실험이 명확하지 않고 어려워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신민철 

(석사논문, 

2003) 

중학생 

189명 

설문조사 

(비교연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관찰 실험을 행한 집단이 물체색, 광

원색에 대한 좀 더 과학적인 개념 변

화를 보임 

오원근, 

김재우

(2002) 

중학생 

106명 

설문조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물체색에 대한 고유색 개념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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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 결과 

우성은 

(석사논문, 

2004) 

화학전공 

중등교사 

107명 

설문조사

(개념) 

색인식 

(삼원색),  

색합성, 

(선택반사,

화학변화) 

- 삼원색과 원추세포를 관련시키지 못

함, 삼원색의 명칭을 정확히 모름 

-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감법혼합의 

정답률이 낮음, 화학변화에서 표색 

기제를 잘 모름 

이재봉 

외 

(2004) 

중학교사 

10명, 

중학생

328명 

설문조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삼원색

(백색,흑색) 

- 학생은 색합성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색 변화의 원인을 알지 못

함, 교사도 때로는 색합성 상황을 설

명하지 못함 

- 합성색(백, 흑)의 원인을 설명하지 

못함,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현상으로 암기 

전명숙 

(석사논문, 

2004) 

중학생 

80명 

설문조사

(비교연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노란색) 

- 물체색, 광원색은 고유색이어서 섞이

지 않거나 중간의 색으로 섞인다는 

오개념이 존재함 

- 노란색의 혼합광과 단색광을 구별하

지 못함(주로 혼합광이 노랑 단색광

이 된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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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내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학생과 교사의 개념세계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중학생은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상황인 물체에 

조명을 비추어 보이는 색을 유추하는 문제에서 물감의 혼합 상황과 

관련된 직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e.g. 오원근, 김재우, 2002; 

이재봉 외, 2004; 전명숙, 2004). 또한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사이의 연관성을 알지 못하며 색의 합성 상황에 

대한 답변을 일관되게 하지 못했다(e.g. 김지수, 2007; 김홍영, 2007). 

그리고 중학생은 혼합광과 단색광의 노란색이 존재함을 알지 

못하는데(e.g. 김지수, 2007; 김홍영, 2007; 전명숙, 2004) 연구자에 

따라서는 노란색을 혼합광으로 이해한다는 연구(e.g. 김홍영, 2007)와 

단색광으로 이해한다는 연구(e.g. 김대환, 2011; 전명숙, 2004)가 

엇갈렸다. 

한편,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삼원색의 명칭과 합성되는 원리를 

정확히 모르거나(e.g. 김진희, 2004; 이재봉 외, 2004), 원추세포와 

관련지어 설명하지 못하였다(e.g. 김진희, 2004; 우성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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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4. 국외의 색 개념 관련 연구의 요약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 결과 

Anderson 

(1986) 

5학년 

249명 

(미국) 

설문조사 백색광, 

선택반사 

- 백색광에는 아무 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 

- 물체색을 본다는 오개념을 가짐

(66%)  

Anderson

& 

Kärrqvist

(1983) 

중학생 

458명 

(스웨덴) 

설문조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빛은 무색인데 투과하면서 물체

에 의해 색이 발생 

- 케플러의 색 관념과 유사 

Chauvet 

(1996) 

대학생 

49명 

(프랑스) 

설문조사

수업 및 

인터뷰 

색합성 

(색그림자 

,백색광) 

- 색합성을 물감 혼합으로 이해 

- 색의 속성을 빛의 파장과 동일시 

Feher & 

Meyer 

(1992) 

초등학생 

34명 

(미국) 

인터뷰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색그림자) 

- 색광원은 능동적으로 색을 변화

시킴 

- 물감처럼 섞여서 새로운 색을 만

들어냄 

Galili & 

Hazan 

(2000) 

9학년 

166명 

(이스라엘) 

설문조사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색은 빛의 실체이며 빛의 혼합물 

 물감에 대한 직관적 지식 

- 답변의 일관성 없이 임시방편적 

설명을 많이 한다 

LaRosa 

et al. 

(1984) 

10학년 

63명,  

대학생 

9명 

(이태리) 

개방형 

설문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색은 물체의 성질, 빛의 세기가 

약해지면 드러나지 않음 

 색과 빛에 대한 직관적 지식 

- 물체는 빛으로부터 고유색을 당

기거나 밀어내는 상호작용 

- 현상, 직관에 기반한 추론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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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대상 연구방법 주제 결과 

Martinez-

Borreguer 

et al. 

(2013) 

교육수

준별 

2596명

(스페인) 

설문조사  

시퀀스 

분석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오개념 유형화 

1. 전구빛과 사과색의 합성색으로 

보인다(50%) 

2. 사과색으로 보인다(10%) 

3. 전구색으로 보인다(10%) 

4. 둘이 같은색이면 안보인다(2%) 

Olivieri 

et al. 

(1988) 

연구자 

(37명) 

인터뷰 색합성 

(색그림자) 

- 물체광원에 대한 개념과 색합성

개념의 연결로 분석 

- 개념 연결을 위해서는 메타사고

가 필요함 

Saxena 

(1991) 

12학년 

78명,  

대학생 

103명 

(인도) 

설문조사 

인터뷰 

색합성 

(물체색, 

광원색) 

- 물감혼합으로 이해하여 응답 

- 지식수준(학습한 내용)에는 정답

률이 높지만 실제 현상을 물었을 

때 적용하지 못함 

Viennot & 

de Hosson 

(2012) 

예비교사

8명 

(프랑스) 

인터뷰 색합성 

(선택흡수) 

- 반사와 흡수를 비율로 이해하지 

않고 all or nothing으로 이해함  

- 색 합성 공식은 교수상의 관습 

 

외국의 경우도 색 개념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감 혼합의 직관적 개념 및 이외의 

다른 개념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4). 물감 혼합에 대한 

직관적 개념은 국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색의 합성 상황을 

설명하는데 나타났다(e.g. Chauvet, 1996; Feher & Meyer, 1992; 

Galili & Hazan, 2000; Saxena, 1991). 이뿐만 아니라, 빛이 약할 때는 

반사력이 약해져서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대 그리스인들의 직관적인 

개념이 나타나기도 했다(e.g. LaRosa et al., 1984). 그리고 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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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이지만 물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색이 발생한다는 케플러의 생각과 

같은 답변을 하기도 했으며(e.g. Anderson & Kärrqvist, 1983), 색을 

파장과 동일하게 여기는 뉴턴의 색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e.g. Chauvet, 1996). 

이를 정리하면, 국내외 연구에서 학생과 교사는 빛의 삼원색의 

합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기작은 알지 못한 채 Viennot(2006)이 

“교수 관습(teaching rituals)”이라고 표현한 삼원색의 합성에 대한 

공식(예)색의 합성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언어-상징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실제 색의 합성 상황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색의 합성을 설명하는데 학생은 주로 자신의 그림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물감 혼합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자연스럽게 이용하였고(e.g. 

구현정, 2003; 오원근, 김재우, 2002; 이재봉 외, 2004; 전명숙, 2004; 

Chauvet, 1996; Feher & Meyer, 1992; Galili & Hazan, 2000; Saxena, 

1991), 교사도 삼원색이 원추세포 때문임을 모르거나 색의 합성을 이와 

관련지어 설명하지 못하였다(e.g. 김진희, 2004; 우성은, 2004). 

색에 대한 사전 연구가 양으로나 질로도 부족하여 학생과 교사의 

색에 대한 개념의 차이와 개념 변화에 대한 가설을 엄밀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들이 색과 관련된 추론을 할 때 주로 

현상에 대한 경험이나 직관을 이용하며 일관되지 않는 답변을 한다는 

연구들(이재봉, 2004; Galili & Hazan, 2000; LaRosa et al., 1984; 

Olivieri et al. 1988)의 결과를 볼 때, 학생과 교사 모두 색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개념세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학생과는 다르게 빛의 파동성을 학습한 고등학생, 대학생 및 

교사는 색을 파장으로 여기는 뉴턴처럼 색 스펙트럼의 개념을 기반으로 

색의 합성을 파동의 합성으로 이해하여 설명한다고 조사된 것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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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e.g. 김대환, 2011; 김진희, 2004; Chauvet, 1996), 빛의 파동성에 

대한 학습과 교수 경험이 많은 학습자는 이로 인해 색에 대한 

스펙트럼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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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개념 변화 이론 

 

2.3.1. 틀 이론 vs 요소 이론 

 

개념 변화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학습자의 개념 변화가 과학사에서 

새로운 과학 이론이 이전의 낡은 이론을 대체하는 과정과 유사한 것에 

주목하고 과학사에서 개념 변화와 학습자 개인의 개념 변화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였다(e.g. Nersessian, 1992; Nussbaum, 1989). 이러한 

연구들은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을 밝히고 개념들 사이의 논리성 및 

관계성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의 개념 변화 연구에 대해 Pintrich et al.,(1993)는 

‘차가운 개념변화’라고 비유하였다. 초기의 개념 변화 연구는 학습자의 

개념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정형화된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하지 않고 선개념을 사용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비판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선개념의 본성, 개념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등에 관하여 기존 전통적 

관점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새로운 개념 변화 이론을 낳게 하였다. 개념 

변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틀 이론(Framework Theory)과 요소 

이론(Elements Theory)으로 정리되었다. 

틀 이론은 학습자가 일관되고 단일성을 가지는 이론처럼 고정된 

틀의 개념세계를 통해 실제 세계를 인식한다고 설명한다(e.g. Carey, 

1999; Vosniadou 1994, 2002; Vosniadou & Ioannides, 1998). 

Vosniadou(1994, 2002)와 Vosniadou & Ioannides(1998)는 

학습자가 기본 전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론적 또는 인식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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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틀 이론(framework theory)과 틀 이론의 범위 안에서 

내적으로 연관된 명제와 믿음으로 구성된 영역특정 이론(specific 

theory)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틀 이론 내에서 관찰과 정보 

해석을 통하여 영역 특정 이론을 확장하고 수정하여 기존의 개념세계에 

정보를 추가하거나 영역 특정 이론에 대한 신념이 바뀌는 것이 일반적인 

학습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일반적인 틀 이론의 기본 전제나 신념을 

바꾸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정이다.  

요약하면, 특정한 영역 내에서의 학습자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만 신념과 관계되어 있거나 좀 더 전체적인 틀로써의 

지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영역 특정 이론보다는 틀 이론을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Carey(1999)는 학습자의 개념세계 틀이 이론과 

같으며 내용 영역에 특정적이라고 주장한다. 개념과 신념으로 구성된 

개념세계 틀은 내용 영역에 관계된 개념의 증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과학적인 개념 구조로 대체된다고 하였다(Carey, 1999). 그리고, 

신념은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적 조각인데, 개념 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 개념 내의 변화는 형성된 신념의 구속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정임을 역설하였다(Carey, 1999; Carey & Spelke, 

1994). 

위와 같은 틀 이론에 따르면 개념 변화는 존재론적 승인이나 신념의 

변화를 필요 조건으로 한다. 또한, 이들의 개념 변화 이론은 학습자의 

개념을 개별화된 요소보다는 구조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개념 변화의 목표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요소 이론은 학습자는 상황별로 맥락화되어 조각나서 

흩어져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진 개념세계를 통해 실제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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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한다고 설명한다(e.g. diSessa, 1988, 1993; Hunt & Minstrell, 

1993; Minstrell, 1992; Redish, 2003). 

diSessa(1988, 1993)에 따르면, 개념세계를 이루는 요소들인 범주, 

모형, 이론이 인지 과정을 거쳐 개념세계 내의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하위 개념체계들로 통합되어 발달하는 것이 이해와 학습이며 이러한 

개념체계는 현상론적 초안(phenomenological primitive, p-prim)으로 

실제에 대한 경험을 피상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기억하는 인지 과정의 

기본 단위가 된다. 비슷한 관점에서 Minstrell(1992)은 학습자가 

상황별로 서로 다른 개념을 분절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관찰의 

맥락적 특징(context features of observation)과 문제 상황(problem 

situation)에 연관된 분면 개념(facet)을 통해 추론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현상론적 초안(p-prim)이 자가 설명(self-explanatory)을 

통해 다른 물리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데 반해 특정 맥락에서만 

적용되는 영역특정적인 분면 개념은 다른 물리적 상황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 Minstrell(1992)에 따르면, 학습자는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분면 

개념을 첨가하거나 수정하여 분면 개념간의 관계가 정교화되는 것을 

통해 개념세계가 구체화되며 분면 개념이 적용되기에 적합한 맥락을 

알게 되는 것이 학습이다. 

 이에 덧붙여, Redish(2003)는 현상론적 초안(p-prim)과 분면 

개념(facet)이 학습자의 개념세계가 부분적으로 완성된(modular) 채로 

문제 상황이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적용되는 모습을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Redish(2003)는 diSessa(1988, 1993)가 주장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현상론적 초안(p-prim)을 구체적인 상황 

맥락에서의 분면 개념에 사상(mapping)하여 현상론적 초안과 분면 

개념을 학습자의 추론의 기본 단위와 학습자의 학습을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위로써 제안하였다(그림 II-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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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소 이론의 관점에 의하면, 상황에 따라 조각나거나 또는 

부분 완성된 학습자의 개념세계 요소는 다양한 상황에서 맥락화를 통해 

개념세계 요소들이 조직화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2.3.2. 학습자의 개념세계 변화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를 일반적인 틀과 영역특정적인 틀로 

이루어진 일관된 개념세계로 이해하는 Vosniadou(1994, 2002)의 틀 

이론과 맥락별로 조각나있는 개념세계로 이해하는 diSessa(1988, 

1993)의 요소 이론은 서로 다른 상반되는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Ö zdemir & Clark, 2007). 그러나 두 이론은 엄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다. 두 이론은 학습자의 개념세계가 점진적으로 

변화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리고 두 이론은 모두 학습자의 개념세계의 

측면 중 직관적(intuitive) 또는 하위 개념(subconceptual)의 측면에 

그림 II-4. 특정한 물리적 상황에서 초안을 특정 분면에 사상한 시각적 표현 

(Redish,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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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을 맞추어서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전체가 단일화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상호연관성 있는 하위개념으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계로 

이해하는 인식을 공유한다(Brown, 2010; Cheng & Brown, 2010; 

diSessa, 2008; Vosniadou & Skopeliti, 2013). 

하지만 두 이론은 개념세계 변화에서 소박한 개념세계의 학습 이전 

상태와 학습 이후 상태에 대해서는 인식을 다르게 한다. diSessa(1988, 

1993)는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학습 이전에는 맥락별로 

분절되어서 산재하는 영역특정적인 현상론적 초안(p-prim)들로 

존재하는데 학습을 통해 현상론적 초안들이 통합되어 학습 이전보다 

조직화되는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Vosniadou(1994, 

2002)는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학습 이전에 이미 일관된 상태로 

존재하며 학습에서 제시된 새로운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흐트러지지만 학습 이후에 새롭게 일관되는 종합적인 상태가 된다고 

설명한다(diSessa, 2008; Vosniadou & Skopeliti, 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 이론에서 일관성의 의미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즉, 개념세계의 일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맥락의 범위와 개념 

수준의 기준에 따라 학습자의 개념세계의 일관성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e.g. Clark et al., 2013; diSessa, 2008; Ö zdemir & Clark, 2009). 

학습자의 개념세계의 일관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개념세계를 

하위개념요소로 상세화하여 한정된 맥락의 범위에서 이들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개념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일관하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diSessa, 2008; diSessa et al., 2004). 이를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 상태의 변화 양상이 어떠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상호연관성 있는 개념세계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계로 이해하는 인식을 바탕으로(Brown, 

2010; Cheng & Brown, 2010; diSessa, 2008; Vosniadou & Skopel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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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개념세계의 변화를 개념세계 요소간의 관계 변화로 이해하고자 

하였다(diSessa, 2008; diSessa, et al., 2004; Koponen & Pehkonen, 

2010; Koponen & Nousiainen, 2013). 이 때 개념세계는 단순히 

요소의 집합이 아닌 체계적인 구조이다(Halloun, 2004; Koponen & 

Nousiainen, 2013). 

 

2.3.3. 개념세계 요소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를 과학적 개념세계로 변화시키는 것은 

과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초기의 개념세계에 대한 

연구는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에 주목하고 어떠한 선개념, 오개념, 

대안개념 등이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e.g. Driver & Easley, 1978; 

McClosky, 1983; Novak, 1977; Viennot, 1979). 이후의 연구들은 

개념보다는 소박한 개념세계의 특징에 주목하고, 예를 들면 개념세계의 

이론과 같은 일관성에 주목하거나(e.g. Baillargeon, 1995; Carey, 

1985; Gelman, 1991; Gopnik, 1996; Hatano & Inagaki, 1994; 

Vosniadou & Brewer, 1992), 상황 맥락에 따라 제각각 대응되는 

개념세계의 직관적인 특징에 주목하였다(Brown, 1993; diSessa, 1993; 

Sherin, 2006).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초기의 개념세계 연구는 전통적으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으로 수정이나 교체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나름의 이유를 갖고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겨,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예를 들면, 

McClosky(1983)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뉴턴 이전에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던 임피투스 이론과 

닮아있음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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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에 일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aillargeon(1995)은 유아들이 사건의 조건과 결과의 

차이에 대한 인과성을 이해하고 일관한 개념세계를 구성하여 이후의 

사건을 예측하는데 이를 활용함을 밝혔다. Carey(1985)와 Vosniadou 

& Brewer(1992)는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이론과 같이 일관성 

있는 개념세계로 구성되며, 학습자는 일관성 있는 개념세계를 바탕으로 

여러 설명을 구분한다고 주장하였다. Gopnik(1996)은 더 나아가 아동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과학자의 과학적 개념세계처럼 일관성을 가지며, 

아동은 이를 기반으로 사고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상황 맥락에 따라 분절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여기며 개념세계의 직관적인 특징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었다. 학습자는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의 직관적인 개념세계를 

대응하는데 이러한 기작의 원인을 Lakoff & Johnson(1980)은 “인과의 

경험적 게슈탈트(the experiential gestalt causation)”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Brown & Clement(1989)는 대상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유추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Brown(1993)은 학습자가 

물리 문제를 풀 때 여러 직관적인 지식을 활용하는데 개념세계의 변화는 

직관적인 지식을 포함한 개념세계가 적절한 상황 맥락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diSessa(1993)는 이러한 기작을 “의식 

기작(sense of mechanism)”이라고 부르고 이 때 상황 맥락에 따라 

직관적인 지식인 현상론적 초안(p-prim)이 대응된다고 설명하였다. 

Sherin(2006)은 직관적 지식이 학습자가 상황 맥락을 인식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얽혀져 있음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인 공식, 그래프, 정의 등의 언어-상징적 지식은 

직관적 지식과 연결되어 상황 맥락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필요하다(Brown, 1993; Cheng & Brown, 2010; Sher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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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에 대한 논의는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구조를 갖춘 개념세계로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었다. 특히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가 가지는 구조와 특징의 비교를 통한 

연구는 학습자의 개념세계 특징을 더욱 잘 드러나게 한다. 즉, 초심자의 

소박한 개념세계는 개념 간에 연결이 단순한 것에 비해 전문가의 

개념세계는 계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으며 과학 지식의 구조와도 

유사성이 있으며 전문가는 초심자에 비해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e.g. Bransford et al., 2000; Chi et al., 

1981; Koponen & Pehkonen, 2010; Mestre, 2001; Snyder, 2000). 

과학 지식 구조 – 특히 물리 지식 구조는 서로 다른 개념과 원리 간의 

연결된 관계로 기술되는데(Koponen & Pehkonen, 2010; Thagard, 

1992), 학습자의 개념세계도 이러한 지식 구조와 닮아있는 개념세계 

요소간의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Koponen & Pehkonen, 2010). 

개념세계 요소간의 관계는 개념을 전체 개념세계에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는 부분으로 정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Koponen & Nousiainen, 2013; Thagard, 1992).  

한편, 과학 철학에서는 개념을 원형적인 것(proto type)과 이론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Koponen & Huttunen, 2013), 원형적 개념은 

개념이 지칭하는 지식의 본체를 의미하며, 이론적 개념은 최근의 틀 

이론에 기반하며 인과적 지식에 의해 인지되어 다른 개념과 서로 

분별된다고 설명한다(Machery, 2009; Murphy 2004; Rehder 2003). 

이는 앞에서 학습자의 개념세계 구조에 대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구성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구조화의 정도에 따라 이론과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즉, 개념세계를 이루는 개념세계 요소 중 현상에 대하여 

일관되고 인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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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세계 요소는 요소는 이론으로, 현상별로 분절되어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구조화되지 않은 개념요소는 지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개념세계가 과학적인지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소박한 세계와 과학적 세계로 구분하였다. 즉, 학습자의 

소박하거나 직관적인 개념세계의 특징과 과학 학습에서 얻게 되거나 

과학 학습의 목표가 되는 과학적인 개념세계의 특징을 개념세계 요소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으로 삼았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개념세계의 요소를 구조화 정도에 따라 

지식과 이론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이를 소박한 개념과 과학적 개념으로 

다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세계의 요소는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하여 

정의하였다(표 II-5). 

 

표 II-5. 개념세계 요소의 구분 

  과학적 여부 

 
 

소박한 세계 과학적 세계 

구조화 정도  
지식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이론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 

 

직관적 지식은 일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추적 사고로 

형성된 직관적인 생각으로(Brown, 1993; Cheng & Brown; 2010),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소박한 개념세계의 

지식(diSessa, 1993; Sherin, 2006)이다. 직관적 지식은 이를 통해 

문제의 상황 맥락을 파악하는 출발점이 되기도 한다. “Ohm의 현상론적 

초안”(diSessa, 1993)은 대표적인 직관적 지식으로 물체의 운동을 

더해주는 것과 방해하는 것의 비율로 이해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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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상징적 지식은 과학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형식적인 

지식으로(Brown, 1993; Cheng & Brown; 2010),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과학적 세계의 지식(Brown, 1993; Cheng & 

Brown; 2010; Sherin, 2006)이다. 과학 학습을 통해 형성되어 

학습자가 문제 해결에서 많이 이용하는 공식, 정의, 도식, 그래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박한 이론은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의 일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e.g. Baillargeon, 1995; Carey, 1985; Gelman, 1991; Gopnik, 

1996; Hatano & Inagaki, 1994; Vosniadou & Brewer, 1992)에 

의하면,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자연스럽게 구조화되어 형성된 소박하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이론이다. 오랫동안 자연스럽게 구조화된 

소박한 이론은 쉽게 포기되거나 교체되기 어렵고 점진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소박한 이론은 상대적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현상을 피상적으로 기술하거나 진술하는 직관적 지식과는 다르다.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갖고 있는 임피투스 

이론(McClosky 1983)은 대표적인 소박한 이론이다. 

 과학적 이론은 개념세계 변화의 목표가 되는 개념요소로써 과학 

학습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구조화되어 형성된 과학적이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인 이론이다. 과학적 이론은 과학 수업에서 

학습하는 이론으로 뉴턴의 역학 이론 등이 이에 해당된다(표 I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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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6. 개념세계 요소의 정의 

요소 정의 

직관적 

지식 

일상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직관적인 생각으로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소박한 개념세계

의 지식 

ex) diSessa(1993)의 ‘Ohm의 현상론적 초안(p-prim)’ 

언어-상징적 

지식 

과학 학습을 통해 의도적으로 형성된 형식적인 지식으로  

현상을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기술하는 과학적 개념세계

의 지식 

ex) 공식(formula), 정의(definition), 도식, 그래프 등 

소박한 

이론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구조화되어 형성된 소

박하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이론 

ex) 임피투스 이론(McClosky, 1983) 

과학적 

이론 

과학 학습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구조화되어 

형성된 과학적이고 일관된 설명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 이론 

ex) 뉴턴의 역학 이론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심자의 개념세계는 지식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분절화되어 있으며, 전문가의 개념세계는 일관된 이론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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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형구성 이론 

 

2.4.1. 모형과 설명모형 

 

모형은 현상의 인과 관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현상과 자료에 

반하기도 하는 결과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생성적인 특징이 

있다(Schwarz et al., 2009). 학습자는 모형을 통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모형을 통해 개념세계를 새롭게 

구성하기도 한다. 개념세계 변화에서 모형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Clement, 2008; Halloun, 2004, 2007). 

개념세계 혹은 개념 변화에서 모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자간에 큰 이견이 없지만, 모형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간에 의견이 

분분하다. 큰 차원에서 연구자들의 모형에 대한 규범적 정의를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모형을 자연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사물, 

사건, 과정, 아이디어를 단순화하고 구조화한 추상적인 시스템 또는 

표상이라고 보는 입장이다(Greca & Moreira, 1997; Hestenes, 1987; 

Gilbert et al., 2000; Schwarz et al., 2009). 이들은 수학적 표상(e.g. 

Hestenes, 1987) 또는 그림이나 도식의 표상(Schwarz et al., 2009)을 

물리적 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모형 자체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용이하지만 학습자의 모형 변화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 

한편, 모형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또는 이론적인 설명 

체계로 보는 입장이 있다(Clement, 2008; Giere, 1992; Halloun, 2004, 

2007). 이들은 모형을 이론과 관련지어 이해한다. Giere(1992)는 

모형의 군(population)을 이론으로 이해하고, Clement(2008)는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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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수단 또는 

방법으로 간주한다(Clement, 2008). 또한, Halloun(2004, 2007)은 

모형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가설적 또는 설명적 체계로 이해한다. 

이들의 입장에서 학습자의 모형은 가설적 또는 이론적인 설명 체계로써 

모형과 이론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려운 특징이 있지만 

모형의 변화를 개념세계 내 이론의 변화와 아울러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설적 또는 이론적 설명 체계로써의 모형은 개념세계와 실제세계를 

중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Morrison & Morgan, 1999). 이를 통해 

모형은 다양한 현상으로부터 귀납적으로 타당하다고 추론되는 방법으로 

이론을 생성하기도 하며, 이론으로부터 연역적 추론을 통해 현상에 대한 

설명 및 예측을 위해 구성되기도 한다(Morrison & Morgan, 1999). 

다시 말하면, 모형은 주어진 문제 상황 또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을 기반으로 생성되거나 이론을 수정 또는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Giere, 1988; Halloun, 2004, 2007; Harré, 1972; Hesse, 1967; 

Hestenes, 1992). 

모형은 실제세계와 개념세계의 중간에서 양방향적으로 현상에 

적용되기도 하고 이론으로 전환되기도 하면서 현상에 대해 구현 

가능하며(viable) 타당성 있는 설명력을 갖는다(Halloun, 2004; Lopes 

& Costa, 2007). 

그리고 설명모형은 친숙한 존재자들로 표현되는 일반적이고 

가시적이며 단순한 모형으로(Clement, 2008; Nagel, 1961),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로서 가설적이며 이론적이기도 하고 정성적인 특징을 

가진다(Clement, 2008). Harré(1972)와 Hesse(1967)는 이러한 

설명모형의 특징을 원리, 실험적인 법칙, 관찰 자료와 설명모형 간의 

비교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었다(표 II-7).  



 

 

 

 

46 

 

표 II-7. Harre(1972)와 Hesse(1967)의 설명모형(Clement et al., 1989가 정리) 

 지식의 종류 예시(기체의 압력)  

이론 
4. 형식적 이론적 원리 동역학의 원리 

3. 설명모형 탄성 충돌 분자 모형 

관찰 

2. 관찰된 유형에 대한 질적

이거나 수학적인 기술 

Pv = kt 

(장치로 측정된 관측을 언급) 

1. 일차적 수준의 관찰 자료 기체의 압력 변화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모형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체계로 이해하고, 학습자가 개념세계의 요소를 

기반으로 색현상에 대해 구성한 설명을 가설적이고 정성적인 특징을 

가지는 설명모형의 일환으로 이해하였다. 틀 이론의 관점에서 일련의 

상황에서 불완전하지만 일관된 설명을 제공하는 정신모형과는 달리 

설명모형은 주어지는 상황 또는 현상의 맥락별로 부여되는 적합성을 

통해 상황 또는 현상별로 제각각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들의 설명모형은 수준에 따라 기술적인 설명과 종합적인 설명으로 

분류할 수 있다. Norman(1983)은 초심자의 설명모형이 현상을 

재진술하는 기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전문가의 설명모형은 

현상을 개념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Norman(1983)의 설명모형에 대한 분류를 참고하여 학습자의 

설명모형을 기술적 설명모형(descriptive explanatory model)과 

종합적(synthetic explanatory model) 설명모형으로 범주화하였다. 

기술적 설명모형은 현상의 규칙성을 단순하게 재진술하거나 현상의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특징을 기술하는데 머무르지만, 종합적 설명모형은 

현상의 규칙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수준의 근원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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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모형분석틀 

 

연구에서는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의 요소를 찾아내고 현상별로 

대응된 모형이 정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Halloun(2004)의 모형 

도식을 참고하였다. 색 인식 모형에 적합하게 모형도식의 차원을 

재정의하여 모형분석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lloun(2004)이 제안한 모형도식의 4개의 차원 중 

모형 조직화(model organization)를 제외한 모형 영역(model domain), 

모형 요소(model composition), 모형 구조(model structure)를 색 

인식 모형들의 모형분석틀의 차원으로 재정의하였다(표 II-8). 

 

표 II-8. 본 연구의 모형분석틀 

차원 정의 

모형 영역 

실제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공의 사건이 존재하

는 영역 또는 공간으로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인 지

식 또는 이론으로부터 기인 

모형 요소 

물리적 세계의 구조나 과정에 대응되는 기능이나 대리하는 

객체(Nersessian, 1995, NRC, 1996)로써 모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존재와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자 

모형 구조 

1) 상태 : 현상의 본질, 상태에 대한 규칙성을 기술 또는 정

의하는 구조 ( 예) 색은 파장이다.) 

2) 상호작용 : 모형 내에서 모형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구조 

3) 인과 : 모형 요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규칙성의 

인과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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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영역은 실제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공의 사건이 

존재하는 특정한 영역 또는 공간이다. 이 때, 모형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특정한 규칙성에 대해서만 설명의 타당성을 갖는다. 

지구의 운동을 예로 들면, 지구는 물리학에서 고전 역학의 

대상이 되는 두 개의 운동 유형을 가지는데, 하나는 태양 주

위를 공전하는 지구의 타원 운동으로 뉴턴의 입자 모형을 

통해서 설명되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자전으로 오일러의 

강체 모형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객체인 지구를 설

명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서로 상이한 규칙성을 설명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모형을 필요로 하며 이때 모형 영역은 

필연적으로 다르다(Halloun, 2004). 

한 가지 대상의 규칙성을 서로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모형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하나의 규칙성을 설명하는 

모형이 같은 모형 영역에 존재할 때 두 모형은 서로 다를 수 없다.  

모형은 지식 또는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구조화되기 때문에 모형 

영역은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인 지식 또는 이론과 밀접하게 

닿아있다. 실제 현상의 사건은 모형 영역에서 특정한 지식 또는 이론에 

일관되는 가공의 사건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이 때, 여러 지식 또는 

이론 중 특정한 지식 또는 이론을 대응시키는 것은 현상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견해에 근거한다. 만약, 단일한 실제의 현상이 서로 

다른 존재론적, 인식론적 견해에 근거한 여러 지식 또는 이론에 기반한 

모형으로 설명된다는 것은 여러 모형 영역에 서로 다르게 인식된 

규칙성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요소는 물리적 세계의 구조나 과정에 대응되는 기능이나 

대리하는 객체(Nersessian, 1995, NRC, 1996)를 의미한다. 

Halloun(2004)에 따르면, 모형 요소는 모형의 실체와 특성을 표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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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로써, 실체 개념(entity concept)과 특성 개념(property 

concept)으로 나눌 수 있다. 실체 개념은 서술자(depictor)라고도 

부르며 물리적인 물체(대상과 동인)를 표상하며, 실체 개념은 주로 

표상된 물체의 형태론적 양상을 서술하는 기하학적 개념이다. 또 다른 

개념인 특성 개념 혹은 기술자(descriptor)는 특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계의 구조나 행동에서 일반적이고 중요한 특징을 표상하는 것이다. 이 

때. 특성 기술자는 물리적 물체의 특성을 표상하는 대상 기술자와 

물리적인 실체들의 상호작용을 표상하는 상호작용 기술자이다. 이러한 

모형 요소들은 모형이 기반하는 지식과 이론에 따라 실체 개념과 특성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모형 요소들은 모형이 어떠한 지식과 이론에 

기반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된다. 

한편, 모형은 모형 요소들에 의해 구조화되어 현상을 설명하는 

체계로써 설명의 타당성을 갖는다. 이 때 모형 요소들이 구조화되는 

모형 구조는 실제 세계를 대리하는 구조를 갖는데, 모형 구조는 

모형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모형을 구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차원이다. 

본 연구에서는 Halloun(2004)의 모형 도식의 모형 구조를 색 인식 

모형에 적합하게 수정하였다. 모형 구조는 상태 분면(state facet), 

상호작용 분면(interaction facet), 인과 분면(causal facet) 등 세 개의 

측면으로 재정의하였다.  

먼저, 상태 분면은 특정한 규칙성을 기술하고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다. 초기의 상태는 분면에서의 특정한 규칙성의 기술과 정의를 

통해 나중의 상태와 연관된다. 예를 들면 물체의 운동에서 상태 

분면에는 특정한 물리적 물체와 관련된 상태 기술자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타난다. 즉, 물체의 초기 상태나 변화 상태에 대한 

규칙성을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분면이다. 이 때, 모형이 다양한 지식과 

이론에 기반하여 단일한 실제 현상을 여러 규칙성으로 설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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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대한 다양한 분면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색 현상의 

상태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진술을 상태 분면으로 정의하였다. 색에 대한 

서로 다른 존재론적, 인식론적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지식 및 이론들에 

따라 색 현상은 상태는 다르게 진술된다. 따라서 상태 분면은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밀접하게 닿아있다. 색 현상을 설명하는 규칙성이 서로 

다른 지식 또는 이론을 기반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태 분면 또한 

서로 다르게 진술된다. 상태 분면의 진술을 통해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이해할 수 있다. 

상호작용 분면은 상호작용 기술자 사이의 상호작용 법칙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중력에 대한 뉴턴 법칙, 전자기 상호작용에 대한 

쿨롱 법칙, 탄성체에 대한 후크의 법칙이 고전 역학 패러다임에서 

전형적인 상호작용 법칙이다(Halloun, 2004). 본 연구에서는 모형 

영역에서 모형 요소들로 표현되는 사건의 일련의 과정을 상호작용 

분면으로 정의하였다. 색이 합성되고 인식되는 과정은 상호작용 분면을 

통해 특정한 지식 또는 이론에 일관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재구성된다. 

인과 분면은 특정한 규칙성의 설명과 관련된다. 적절한 인과 법칙은 

특정한 규칙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인과 분면은 상태 기술자가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핵심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모형 구조 중에서 모형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분면을 통해 드러나는 사건에서 

일련의 과정 중 색이 왜 그렇게 인식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과 설명을 인과 분면으로 정의하였다. 인과 분면은 상태 분면과 함께 

실제의 현상을 이해하는 지식 및 이론에 일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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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모형구성 

 

모형구성은 과학적 이론의 적용과 생성을 위한 과학자, 특히 

물리학자의 주된 활동 중 하나이다(Greca & Moreira, 2000; Halloun, 

1996). 과학자 뿐만 아니라 학습자도 주어진 문제 상황 또는 현상을 

모형구성을 통해 설명하거나 예측한다(Clement et al., 1989, Gilbert et 

al., 2000). 모형구성은 모형을 생성하고 타당성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과정으로 (Clement et al, 1989), 학습자는 모형구성을 통해 불완전한 

정신모형을 과학적이고 개념적인 모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Greca & 

Moreira, 2000; Lopes & Costa, 2007). 

모형구성은 과학, 특히 물리에서 이론과 현상의 의미론적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Greca & Moreira, 2000). 모형구성의 

과정은 어떤 모형의 규칙을 따르는 계(system)의 요소와 기작을 

명확하게 밝히거나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 과정으로 

이해되거나(Halloun, 1996), 현상을 이전과는 다르게 인식하여 새로운 

언어로 현상을 기술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하며(Sutton, 1996), 

문제에 대한 비형식적 표상을 생성하거나 전이하면서 활용하는 사고실험 

및 통합적 추론 과정으로 이해된다(Nersessian, 1995). 

이러한 모형구성의 과정을 Lopes & Costa(2007)는 모형구성의 

차원으로 도식화하였다. Lopes & Costa(2007)에 따르면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모형을 구성하는데, 

정신모형은 서로 관련 있는 개념들의 집합적 세계인 개념세계와 문제 

상황의 매개체이다. 이 때, 모형구성은 문제 상황에 대면(way of 

facing)하는 차원, 대상과 사건을 개념화(conceptualization)하는 차원, 

정신 도식(mental schema)를 활용하여 변수나 절차 등의 관계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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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조작(operative work)의 차원으로 구성된다(그림 

II-5).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면은 문제상황을 분석하는데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활용한 방법과 개념의 특성 또는 제한 조건 등과 

관련된 것이며, 개념화는 객체와 사건을 개념화하는 것과 개념화가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작은 

변수들이나 절차들 사이의 관계를 상징적 표현 체계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Lopes & Costa, 2007). 

본 연구에서는 Lopes & Costa(2007)의 모형구성의 차원에 대한 

도식을 바탕으로 모형구성을 실제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세계를 활용하고 조작하여 모형세계에서 모형을 구성하고 

다시 개념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모형구성은 

본질적으로 개념세계의 발달 과정이고 사고 과정이며, 그리고 과학적 

그림 II-5. 모형구성의 차원(Lopes, 2002, Lopes & Costa, 2007) 



 

 

 

 

53 

개념세계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존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행위이다(Greca & Moreira, 2002; Lopes & Costa, 2007). 

모형구성의 과정은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기도 하다. 

Halloun(2004, 2007)은 모형구성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소박한 

개념세계가 과학적 개념세계로 발달한다고 주장하고, 모형을 포함한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평가에 대한 

도식을 제시하였다(그림 II-6).  

 

 

 

 

Halloun(2004, 2007)은 객관적이면서도 신념이나 가치적 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특징을 반영하여 과학적 개념체계를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학습자의 개념을 이러한 패러다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Halloun(2004)에 따르면 과학적 패러다임은 1) 물리적 

실재에 대한 존재론적 견해, 2) 과학 이론 또는 이론의 집합으로 

실제세계에 대응된다는 인식, 3) 이론의 구성, 강화, 배치, 평가 및 

정교화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 4) 과학 이론에 대한 가치나 윤리적 

관점이 과학 행위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견해로 구성된다. 

개인 패러다임의 진화는 내부 또는 외부 세계와의 

그림 II-6.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이성적 평가(Halloun, 200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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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negotiation)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개인 개념세계 내의 

일관성(coherence)에 대한 이성적 평가를 통한 조절이며, 다른 하나는 

물리적 실제와 개인 패러다임의 대응(correspondence)에 대한 경험적 

평가를 통한 조절과, 또 다른 하나는 개인 패러다임과 과학적 

패러다임이 통약(commensurability)하는지에 대한 이성적 평가를 통한 

조절이다(Halloun, 2004, 2007). 이러한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 이성적 평가를 통한 조절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는 

과학적 개념세계가 된다. 이 과정에서 모형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과학 이론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론을 생성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Giere, 1988; Halloun, 2004; Harre, 1970; Hesse, 1970; 

Hestenes, 199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Halloun(2004)의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이성적 평가의 도식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모형구성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를 모형에 대한 타당성 평가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모형구성의 특징을 모형 대응(model 

correspondence)의 측면, 이론 합치(theory conformity)의 측면, 모형 

정합(model coherence)의 측면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형 대응은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으로 실제 세계의 현상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측면에 대한 것이다. 즉, 모형구성 과정에서 현상의 

관찰, 측정 자료는 모형의 해석을 통해 개념세계 요소로 대응된다. 

반대로, 개념세계 요소는 모형의 기술과 설명을 통해 현상의 관찰, 측정 

자료에 적용된다. 이렇게 상호간의 대응을 통해 모형은 실제세계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갖는다(Morrison & Morgan, 1999). 이 때, 

모형은 물리적 세계의 구조나 과정에 대응되는 기능이나 대리하는 

객체들의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Nersessian, 1995, NRC, 1996). 이 

과정에서 모형은 기반으로 하는 개념세계 요소의 주어진 규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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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한다(Halloun, 2004). 모형이 적절한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에 대해 타당한 기술이나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 

모형이 실제성(reality)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모형이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을 

타당하게 기술하거나 설명하여 실제성이 있는 경우를 모형이 

대응되었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경우를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인 모형 

대응(model correspondence)으로 명명하였다(그림 II-7). 

 

 

그림 II-7. 모형 대응의 도식 

 

*모형 대응: 모형이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을 타당하게 

기술·설명하여 실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형 타당성에 대한 평가 중 또 다른 측면은 각각의 유사 현상에 

대응된 설명모형들의 일관성이다. 가설로써의 모형세계는 설명모형들이 

서로 모순없이 일관되어야 설명체계로써의 타당성을 갖기 

때문이다(Thagard, 1992; Halloun, 2004, 2007). 설명모형은 

개념세계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형들의 일관성은 개념세계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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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설명모형들이 기반하는 개념세계의 요소들이 일관할 경우 모형은 

같은 모형 영역에 자리하며 근원적인 모형 구조를 공유한다. 개념세계 

요소 중 모형에 대해 일관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요소는 이론으로, 

일관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이 구성될 때, 여러 설명모형들은 유사 

현상들을 일관되고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상별로 대응되는 설명모형들이 개념세계의 이론에 

일관하게 기반하거나 또는 이를 공유하여 모순없이 타당한 설명체계를 

이루는 경우를 이론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정의하고, 이러한 경우를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인 이론 합치(model conformity)로 

명명하였다(그림 II-8).  

 

 

그림 II-8. 이론 합치의 도식 

 

 

*이론 합치: 현상별로 대응되는 설명모형들이 개념세계의 이론에 

일관되게 기반하거나 또는 이를 공유하여 모순없이 타당한 설명체계를 

이루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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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의 합치는 모형의 일관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모형의 일관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규칙성을 갖는 유사한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에 개념세계의 이론이 일관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하는 모형들은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이전의 규칙성 외의 새로운 규칙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경우 모형은 새로운 모형 요소와 모형 

구조를 포함하게 된다.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전의 모형과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더 큰 체계를 이루어 정합될(coherent) 때 

새로운 모형은 더 큰 설명력을 갖는다(Thagard, 1992). 사전적 의미로 

정합은 공리계(公理界)에서 어떤 논리식에 대해 그것과 그것의 

부정(不定)이 동시에 성립되지 않는 일을 의미한다. 과학 철학에서 

정합성의 원리는 일련의 가설들 중 무모순적이며 다른 가설을 포괄할 수 

있는 가설이 채택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설로써의 모형 역시 정합성의 

원리에 의해 과학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여진다(Thagard, 1989). 

Oliva(2003)는 과학 교육 연구에서 정합에 대한 논의를 네 가지의 

차원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동일한 사고(idea)를 일관적으로 하는 

능력으로써 다른 상황 맥락의 현상에 대해 일관되게 사고하는 

정합성(Clough & Driver, 1986; Licht & Thijs, 1990), 둘째, 주어진 

현상에 대한 답변 내에서 모순이 없는 정합(Driver et al., 1985; Watts 

& Pope, 1992; Pozo et al., 1995), 셋째, 서로 다른 개념들이 

상호연결(interconnection)되는 정도로 의미론적 특정을 공유하거나 

같은 이론을 부분적으로 형성하는 정합, 넷째, 다른 주제의 개념이 

유사한 추론의 유형이나 구조틀을 공유하는 정합 (Viennot, 1985; 

Andersson, 1986; Pozo et al., 1991, Stavy & Tirosh, 1996; Oliva, 

1999)등이 있다. 이처럼 정합은 서로 다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로써 모형을 설정하고 Thagard(1989, 1992)의 

정합성의 원리와 Oliva(2003)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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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별로 대응되는 설명모형들이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간의 모순이 

없고 포괄하는 경우를 모형이 정합하였다고 정의하고, 모형구성의 특징 

중 하나인 모형 정합(model coherence)으로 명명하였다. 

 

 

 

그림 II-9. 모형 정합의 도식 

 

*모형 정합: 현상별로 대응되는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간의 모순이 

없고 포괄하는 경우 

 

끝으로 본 연구의 모형구성 정의에서 참고가 되었던 선행 연구인 

Lopes & Costa(2007)와 Halloun(2004, 2007)의 모형구성에 대한 

도식명과 모형구성에서 관계된 요소 또는 세계, 모형구성의 하위 차원을 

본 연구의 정의와 비교하여 정리하였다(표 II-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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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9.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모형구성에 대한 비교 

 Lopes & Costa 

(2007) 

Halloun 

(2004,2007) 

본 연구 

도식명 모형구성 차원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

험적-이성적 평가 

모형구성의 특징 

관계자 

문제상황 

정신모형 

개념세계 

실제세계 

개인 패러다임 

과학적 패러다임 

실제세계 

모형세계 

개념세계 

하위차원 

(측면,특징) 

대면 

개념화 

조작 

대응 

일관(정합) 

통약 

모형 대응 

모형 정합 

이론 합치 

‘ 

본 연구는 Lopes & Costa(2007)의 모형구성 차원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모형구성을 개념세계와 실제세계를 중재하고 매개하는 

모형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실제 세계의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모형구성을 통해 개념세계를 활용하고 

조작하거나 개념세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Halloun(2004, 2007)의 개인 패러다임의 타당성에 대한 경험적-이성적 

평가의 도식을 참고하여 모형구성의 특징을 개념세계를 기반으로 실제 

세계의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모형의 실제성 여부와 관련된 모형 

대응(model correspondence)의 측면, 모형이 개념세계의 이론에 

일관하게 기반하거나 또는 이를 공유하는 이론 합치(theory 

conformity)의 측면, 여러 모형들이 모형세계 내에서 서로 모순없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모형 정합(model coherence)의 측면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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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개념세계의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와 

개념 변화의 유형인 모형구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하여 색 인식에 

대하여 개념세계의 요소가 다르고 개념세계의 변화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중학생과 과학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III-1). 

 

표 III-1. 연구 대상 선정의 가정 

연구대상 색에 대한 개념세계 요소 개념세계의 변화 

중학생 

(초심자) 

색에 대한 과학적 이론의 

학습 이전 또는 학습 중으

로 주로 직관적 지식을 가

지고 있음 

주로 소박한 개념세계에 

머무르며 상식적, 과학적 개념으

로 진화가 활발히 일어남 

과학교사 

(전문가) 

빛과 색에 대해 과학적 이

론의 학습 및 교수 경험이 

있음 

상식적, 과학적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거나 

수정함 

 

먼저, 개념세계가 성숙하지 않은 초심자로써의 중학생은 색에 대한 

과학적인 학습을 하기 이전이거나 또는 학습 중으로 아직은 과학적인 

이론보다는 직관적인 지식 수준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은 소박한 개념세계에서 상식적, 과학적 

개념세계로의 진화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개념세계가 성숙한 전문가로써의 과학교사는 빛과 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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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이론을 학습한 경험과 교수 경험이 있어 과학적인 이론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과학교사가 

색보다는 빛의 파동성에 대한 교수 학습 경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빛의 

파동성에 대한 개념세계의 요소를 친숙하게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되었다. 

과학교사는 주로 상식적, 과학적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념세계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고 이를 유지하거나 수정하는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심자의 대상으로 서울시내 

소재 중학교 학생 중 모 대학교의 과학 영재교육원에 선발된 2학년 

학생 30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2학년 

과정 중 빛의 합성 단원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 삼원색의 존재와 

기초적인 색의 합성 원리에 대한 학습의 경험이 있었다. 이는 수업 전에 

연구자가 학생들과의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3차시(180분)로 구성된 

색 인식에 대한 모형구성 수업을 중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에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대상으로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교사 8명을 선정하였다. 교사들의 전공은 

물리 전공이 5명, 생물 전공이 3명인 현직 교사들이었다(표 II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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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II-2. 연구 참가자(과학교사)의 배경 정보 

교사 모

둠 

전공 성별 교직경력

(년) 

A 1 물리 남 28 

B 1 물리 여 16 

C 2 물리 여 27 

D 2 생물 여 26 

E 2 생물 여 2 

F 3 물리 남 26 

G 3 물리 여 1 

H 3 물리 남 2 

 

과학교사들은 2012년에 개최된 과학적인 논변에 대한 20시간의 

수업과 활동으로 구성된 연수 과정에 일주일 동안 참여하였다.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과학교사들을 대상으로 3차시(180분)로 구성된 색 

인식에 대한 모형구성 수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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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색 인식 수업의 구성 

 

3.2.1. 조건등색 현상 

 

색 인식 수업은 조건등색 현상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건등색 

현상은 상이한 파장 분포의 빛에 대응하는 원추세포의 자극이 같을 때 

일어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파장 분포가 달라도 이에 대한 원추세포의 

자극(삼자극치)가 같다면 같은 색으로 인지하는 원리이다(그림 III-1). 

조건등색 현상은 원추세포의 자극을 통해 색이 인식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 빨강, 초록을 섞은 빛은 L, M의 원추세포를 각각 자극한다. 마찬가지로 주

황(또는 노랑)의 단일 피크를 갖는 빛도 L, M의 원추세포를 자극하는 영역

대의 파장을 갖기 때문에 L, M의 원추세포를 자극한다. 따라서 빨강, 초록을 

섞은 빛과 주황(또는 노랑)의 빛이 동일하게 L, M의 원추세포를 자극한다면 

같은 색으로 보이고, 이 때의 색 자극은 주황(또는 노랑)이 된다. 

그림 III-1. 조건등색 현상의 원리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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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등색 현상을 위하여 빨강, 초록의 LED를 조합하고 위에 

종이컵을 씌워 만든 주황 빛과 단일한 주황 LED에 종이컵을 씌운 

주황빛을 준비하였다(그림 III-2). 이 때, 빨강, 초록 LED의 세기를 

조절하면 단일 주황 LED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황빛이 만들어진다. 

종이컵의 내부를 짐작할 수 없도록 종이컵의 아래를 검게 가리고 

LED를 덮어 두었다.  

   

 

 

조건등색 현상은 예상-관찰-평가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관찰하기 

전에 먼저 조건등색 현상의 관찰 결과를 예상해서 기록한 이후에 

중학생의 경우는 회절필름으로 만들어진 간이 분광기를 이용하여 

주황빛의 스펙트럼 띠를 관찰하였고, 과학교사의 경우는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파장에 따른 빛의 세기의 그래프인 분광 측정 분포를 

관찰하였다(그림 III-3). 

 

 

 

 

 

그림 III-2. 조건등색 현상(좌: 외부, 우: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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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3. 조건등색 현상의 분광 분포 그래프 

(위: 단일 주황색 LED의 분광 분포, 아래: 녹색, 빨강 LED의 분광 분포) 

 

이후에 스펙트럼, 분광 측정 분포 관찰의 결과를 해석하는 

설명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는 스펙트럼, 분광 

측정 분포를 관찰을 통해 두 주황빛을 구성하는 빛의 색이 다르다는 

것을 유추하였고 다른 색의 빛이지만 같은 색으로 보이는 이유에 대한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파일럿 테스트에서는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였는데 

아직 빛의 파장에 대한 개념이 충분하지 않아 스펙트로미터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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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띠를 볼 수 있는 간이 분광기를 이용하였다. 

 

3.2.2. 중학생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 

 

중학생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은 그림 III-4와 같다.  

 

 

 

 

색 인식과 삼원색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알기 위해 수업의 

전반부에 색을 인식하는 과정과 삼원색이 존재하는 이유를 서술하여 

응답하고 모둠별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 파일럿 수업에서 대부분의 중학생이 

조건등색 현상의 관찰 결과를 설명하는 모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를 위한 수업에서는 조건등색에 대한 

설명모형을 구성하기 전에 조건등색과 관련된 색의 합성, 백색광과 

그림 III-4. 중학생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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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의 스펙트럼 등의 유사한 색 현상에 대한 모형을 순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색의 합성에서는 색을 합성하면 왜 색이 다르게 보이는지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도록 하고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에서는 

백색광(무지개)에서 여러 색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는 

것이었다. 조건등색 현상을 대면하기 전에 색 인식의 모형을 충분히 

논의한 이후에 3.2.1절의 조건등색 현상을 관찰하고 모형을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시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 현상에 대한 모형의 

대응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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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과학교사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 

 

과학교사들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은 그림 III-5와 같다.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색 인식과 삼원색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지식을 알기 위해 수업의 전반부에 색을 인식하는 과정과 삼원색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서술하여 응답하고 모둠별로 논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3.2.1절에서 설명한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관찰과 분광 

분포를 예측하고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두 주황 빛의 분광 분포 측정을 

통해 빨강과 초록의 빛이 섞여 주황이 된 빛의 파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분광 분포 측정의 결과를 통해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후에 마젠타 현상에 대한 모형을 

그림 III-5. 과학교사의 색 인식 수업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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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대응하는 기회를 가졌다. 마젠타는 빨강과 파랑의 합성색인데, 

스펙트럼 이론에 기반하는 모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색을 파장으로 이해한다면 빨강과 파랑 

파장의 중간 영역대는 초록 파장이므로 마젠타의 실제의 색 지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은 스펙트럼 이론에 

기반한 모형에 대한 2가지의 반례(counter evidence)로 준비된 

것이었다.  

또한, 모둠별로 자유롭게 색 현상을 선정하여 논의하였는데 

대부분의 모둠이 색분해 현상을 논의하였다. 색분해 현상은 두 개의 

빨강, 초록의 빛을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소수의 교사들이 중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거나 하면 왜 여러 색이 보이는지에 대한 

논의하기도 하였다. 색분해와 백색광 스펙트럼은 교사간에 자발적으로 

논의된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현상의 논의의 순서는 모둠별로 약간씩 

달랐다. 모둠별 논의의 순서는 연구 결과에서 다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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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수집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조건등색 현상을 중심으로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여 색 인식 모형구성을 하도록 설계된 수업을 위해 개발된 

활동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조사하였다. 

수집한 활동지의 기록된 응답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중학생은 색 

인식의 과정과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응답을 시작으로 색이 합성되면 

색이 달라지는 현상을 설명하는 응답, 백색광 스펙트럼에서 여러가지 

색이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응답, 그리고 조건등색 현상의 스펙트럼 

예상과 관찰 결과의 기록 및 조건등색 현상을 설명하는 응답 등이었다. 

다음 과학교사는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색 인식의 과정과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응답을 시작으로 조건등색 현상의 분광 측정 분포 예상 및 

관찰 결과를 기록 및 조건등색 현상을 설명하는 응답, 마젠타 현상을 

설명하는 응답의 순서대로 설명모형을 구성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둠의 모형 구성을 위해 모둠별로 개인 모형을 평가하고 

토의한 담화를 녹화 및 녹음하여 이들의 담화를 전사하였다.  

수집한 활동지의 응답과 모둠별로 토의한 담화의 전사 자료를 기본 

자료로 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을 범주화하고 모형분석틀을 

통해 개념세계의 요소를 분석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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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활동지와 전사 자료를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이들의 색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유형별로 나누고 

사전 연구를 통해 분류된 모형들과 비교하여 다시 분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을 범주화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설명모형은 Halloun(2004)의 모형도식을 참고하여 

재구성된 모형분석틀로 분석되었다(표 III-3). 모형분석틀을 통해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모형이 기반으로 

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명료화하고 모형의 구조를 명시화하였다.  

 

표 III-3. 본 연구의 모형분석틀의 차원과 정의 

차원 정의 

모형 영역 

실제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가공의 사건이 존재하

는 영역 또는 공간으로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인 지

식 또는 이론으로부터 기인 

모형 요소 

물리적 세계의 구조나 과정에 대응되는 기능이나 대리하는 

객체(Nersessian, 1995, NRC, 1996)로써 모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존재와 성질을 나타내는 개념자 

모형 구조 

1) 상태 : 현상의 본질, 상태에 대한 규칙성을 기술 또는 정의

하는 구조 (예) 색은 파장이다) 

2) 상호작용 : 모형 내에서 모형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구조 

3) 인과 : 모형 요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규칙성의 

인과적 구조 

 

 



 

 

 

 

72 

 

실제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에서 표현되는 가공의 

사건이 존재하는 특정한 영역 또는 공간은 모형 영역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현상의 사건은 지식 또는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 영역에서 가공의 

사건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형 영역은 모형이 기반하는 지식과 이론을 

도출하는데 기본적인 단서가 된다. 

모형에서 가공의 사건은 실체 개념 및 특성 개념의 모형 요소들로 

구조화된다. 색 현상의 상태를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색 

현상에 대한 진술을 상태 분면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상태 분면과 

밀접하게 닿아있는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를 도출해내었다. 그리고, 

모형에서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 가공의 사건을 상호작용 분면으로 

분석하였다. 일련의 과정 중 색이 왜 그렇게 인식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과 설명을 인과 분면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자료를 

통해 대상의 규칙성을 표현하는 모형 요소 및 모형 구조의 분면들에 

일관되는 지식 및 이론을 도출하였다. 

일련의 현상별로 명시화된 모형과 명료화된 개념세계 요소의 흐름에 

대한 도식을 표현하고, 유형별로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모형구성의 특징은 2.4.3항에서 정의한 모형 대응, 이론 합치, 모형 

정합의 측면으로 해석하였다.  

설명모형이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하여 현상을 타당하게 기술하거나 

설명하여 실제성이 있는 경우에 모형이 대응되었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  

현상별로 대응되는 설명모형들이 개념세계의 이론에 일관하게 

기반하거나 또는 이를 공유하여 모순없이 타당한 설명체계를 이루는 

경우에 이론의 합치를 이루었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현상별로 

대응되는 설명모형들이 정합성의 원리에 따라 모형간의 모순이 없고 

포괄하는 경우를 모형이 정합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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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gard(1989, 1992)의 정합성의 원리와 Oliva(2003)가 

과학교육에서 논의하는 정합에 대한 정리를 대한 논의를 참고하여 모형 

정합을 다른 상황 맥락의 같은 현상에서도 같은 사고를 일관적으로 하는 

정합으로서 일관성(consistency), 주어진 현상에 대한 답변 내에서 

모순 없는 내적 정합으로서 무모순성(non-contradiction), 이전의 모형 

구조를 포함하여 모형 구조를 확장하는 정합으로서 포괄성(compre- 

hensiveness)의 측면에서 해석하였다(표 III-4). 

 

표 III-4. 본 연구에서 모형 정합의 판단기준 

측면 정의 

일관성 

(consistency) 

다른 상황 맥락의 같은 현상에서도 같은 사고를 일관

적으로 하는 정합  

(Clough & Driver, 1986; Jiménez & Fernández, 1989; Licht 

& Thijs, 1990; Oliva, 2003) 

무모순성 

(non-

contradiction) 

주어진 현상에 대한 답변 내에서 모순 없는 내적 정합 

(Driver et al., 1985; Oliva, 2003; Pozo et al., 1995; Watts & 

Pope, 1992)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이전의 모형 구조를 포함하여 모형 구조를 확장하는 

정합 

(Thagard, 1989; Lehrer, 1990)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과 분면을 주된 기준으로 모형의 정합과 

이론의 합치를 해석하였다. 모형 구조 중 특정한 규칙성의 설명과 

관련된 인과 분면은 상태 기술자가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핵심적으로 기술하고 설명한다는 점에서 모형 구조 

중에서도 모형의 특징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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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해석한 결과는 물리교육 전문가 3인의 반복적인 검토를 

거쳐 물리교육 전문가와 중등 물리 교사 및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집단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연구 결과 해석 및 논의의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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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및 논의 

 

4.1.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 

 

이 절에서는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을 범주화하여 색 현상별로 제시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가 

대면한 색 현상은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은 조건등색 현상 이전에 색 

합성,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 현상 등을 대면하였고, 과학교사들은 

조건등색 현상 이후에 분광 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백색광 현상 등을 

대면하였다. 

 

4.1.1. 중학생의 색합성, 백색광, 조건등색에 대한 설명모형 

 

중학생은 색합성,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 조건등색 현상을 

순차적으로 대면하고 이에 대한 설명모형을 대응하였다. 중학생의 

모형은 색합성과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서는 물감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이 대응되었고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삼원색 합성, 7원색 모형 등이 대응되었다. 

 

1) 색합성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 

 

중학생에게 색을 합성했을 때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중학생은 물감을 섞거나 빛을 합쳤을 

때 다른 색이 되는 현상을 관찰한 경험을 타당하게 설명하도록 색합성 

의 모형을 대응하였다. 색합성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은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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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 중학생의 색합성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응답수 

물감혼합 

- 각 색의 물감을 이루는 입자들이 섞여서 다른 색을 만

들기 때문이다. 
11 

- 두 가지 색을 섞었을 때(합성했을 때) 한 가지의 색보

다 반사하는 색의 개수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점묘 
- 여러 색의 작은 입자들이 섞여서 멀리서 보면 눈에서 

입자를 구분할 수 없어서 다른 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7 

파동 

상호작용 

- 고유의 빛 파장이 있쟎아. 두 개가 섞이면서 두 파장이 

뒤엉킨 거야. 더 큰 파장이 있을 거고 작은 파장이 있을 

텐데 섞이면 중간 파장대로 바뀐 걸 거야. 

- 서로 다른 색의 빛이나 물감을 섞으면 빛의 파장(혹은 

물감이 반사하는 빛의 파장)에 변화가 생기므로 명도와 

채도가 변해 우리 눈에 다른 색으로 보인다. 

5 

원추세포 

자극 

- 빛이나 물감이 섞이면 색이 우리 눈의 시각 세포에서 

합쳐져 보이면서 색이 다르게 보이는 거 같다. 

- 빛의 색을 섞으면 섞은 색이 두 개 이상의 삼원색이 원

추세포로 적절한 강도로 자극시켜서 색이 다르게 보인다. 

7 

 

첫째, 물감혼합 모형은 섞인 색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근원적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물감혼합 자체를 색이 바뀐 원인으로 

기술함으로써 색의 합성을 물감 입자의 혼합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한다. 

또는 반사된 빛이나 색이 많아진 것을 색이 바뀐 원인으로 기술함으로써 

색의 합성을 빛이나 색의 합성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한다. 분석된 

30명의 응답 중에서 11명이 물감혼합 모형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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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점묘 모형은 합성된 색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점묘의 

원리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점묘는 색과 면을 점들의 집합으로 표현하는 

미술의 원리이다(“점묘,” 1999). 색은 변하지 않지만 눈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섞여 보인다거나 멀리서 보면 입자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섞여 보인다는 학생들의 표현은 점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점묘 모형은 합성된 색의 지각이 달라지는 것을 눈의 한계에 기인하는 

인식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분석된 30명의 응답 중에서 7명이 점묘 

모형을 대응하였다.  

다음은 점묘 모형에 대한 예시로 학생 S1, S2, S3는 자신들의 색과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점묘와 관련된 점묘화, 전광판 등을 언급하면서 

색이 섞여 보이는 이유를 막연하게 점묘화와 전광판처럼 색을 이루는 

입자가 조밀하게 모여 있으면 다른 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S1: 색을 이루는 그게 모여가지고 

S2: 서로 긴밀하게 모여 있으니까 눈이 착각을 하는 거 아

닐까? 

S1: 그 색을 이루는 것들이 모여서 그 색을 만든 것처럼 자

기들끼리 모여서 

S2: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색이 되는 게 아니라 눈의 

착각이라든지 점묘화처럼 

S3: 점묘화는 입자가 큰데 그건 워낙 입자가 작아서 우리가 

보기에는 한 색깔처럼 보인다 이 뜻이지? 마치 전광판처럼 

(점묘 모형에 대해 논의하는 학생 S1, S2, 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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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합성된 색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색을 빛의 파동에 의한 성질 

때문으로 보았다. 따라서 빛의 파동이 섞여서 중간의 파장을 갖거나 

새로운 파장을 가지기 때문에 합성된 색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분석된 

30명의 응답 중에서 5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넷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합성된 색이 이전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사람의 인식 작용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색을 

인식 세계의 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눈에서 시각세포 또는 

원추세포의 자극이 합성되기 때문에 혼합된 색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혼합된 색이 새로운 색으로 지각되는 것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설명으로 

분석된 30명의 응답 중에서 7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과학교사들이 대응한 

주된 모형으로 과학교사들의 모형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2)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 

 

색합성 현상에 이어서 중학생에게 백색광 또는 무지개에서 삼원색 

이외의 다른 색이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중학생은 삼원색 이외의 색인 노랑, 주황, 등이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타당하게 설명하도록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의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들의 모형은 이전의 색합성 모형과는 다른 설명 

체계를 갖는 별도의 모형이었다.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은 크게 두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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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 중학생의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응답수 

삼원색 

합성 

- 삼원색으로 빛이 분산되는데 두 가지 삼원색의 빛

이 겹치는 부분에서 빛이 섞여 다른 색깔의 빛도 나타

날 것이다. 

- 기본적인 색은 빨초파로 나뉘겠지만 두 빛의 경계

에서 서로 빛이 섞이게 되면서 다양한 색이 나타나게 

된다. (중략) 그것이 섞여서 중간정도의 색이 되어 빨

주노초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이 되는 것이다. 

25 

7원색 

- 삼원색 외에도 4가지가 더 보이는 것은 미묘한 파

장 차이 때문으로 프리즘을 통과해서 나온 가장 눈에 

띄는 색 모두가 원색이다. 

- 백색의 빛에는 모든 색이 있는데 그 색의 굴절각이 

달라서 여러 색으로 보인다. 

4 

 

첫째, 삼원색 합성 모형은 백색광 또는 무지개의 스펙트럼에서 

삼원색 이외의 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가장 기본적인 삼원색을 기준으로 

삼원색의 경계면에서 이로부터 가까운 삼원색의 빛이 전파되어 

합성되거나 물감이 번지듯이 퍼져서 합성된다는 설명이다(그림 IV-1). 

다른 색이 보이는 이유를 단순히 합성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합성하는 존재가 파동으로서의 색인지 

물감으로서의 색인지 대부분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도 색의 

합성이 미술에서의 물감의 혼합에 대한 경험이나 과학에서 삼원색의 

합성 다이어그램을 통해 문법적으로 학습한 이들에게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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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대부분인 25명의 학생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스펙트럼 상에서 삼원색을 중심으로 색이 번져나가서 삼원색의 

경계에서 삼원색이 합성되어 삼원색 이외의 다른 색이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삼원색 합성 모형에 따르면 파랑과 초록의 경계에서는 

파랑과 초록이 합성되어 시안이 되고, 빨강과 초록의 경계에서는 

빨강과 초록이 합성되어 빨강에 가까운 쪽은 주황이, 초록에 가까운 

쪽은 노랑이 된다. 

 

다음은 학생들의 삼원색 합성 모형에 예시로 이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학생 S4의 설명과 그림 

IV-2의 학생 S5의 도해에는 삼원색을 중심으로 삼원색의 경계에서 

빛이 퍼지거나 물감이 번지는 것 같이 색이 합성된다고 설명하는 삼원색 

합성 모형의 설명이 드러난다. 

삼원색에서 또 한번 분산된 색들이 그라데이션처럼 삼원색 

사이에 비춰지는 것 같다. 물감을 칠했을 때 처음 붓을 칠할 

때는 명도가 진하게 나타나나 꾹 누른 채 이동하면 색이 점

점 (옅어지는 것처럼) 

(학생 S4의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삼원색 합성의 

설명) 

그림 IV-1. 삼원색 합성 모형의 설명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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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2. 학생 S5의 삼원색 합성 모형에 대한 도해 

 

둘째, 7원색 모형은 백색광 또는 무지개의 스펙트럼에서 삼원색 

이외의 다른 색이 나타나는 현상을 백색광에 삼원색 이외에도 고유한 

원색이 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백색광은 파장이 다른 7가지 

원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쳐져 있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굴절각 또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파동으로 분산되어 삼원색 이외의 

4가지 원색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모형은 색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색을 빛의 파장에 의한 것이거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4명의 학생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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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등색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 현상에 이어서 중학생에게 조건등색 

현상을 관찰하게 하고 다른 스펙트럼을 갖는 두 빛이 왜 같은 색으로 

나타나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두 개의 주황 빛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빨강, 초록의 LED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한 주황 LED로 만든 다른 두 

빛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분광 스펙트럼을 예상한 다음에 간이 

분광기를 통해 분광 스펙트럼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예상과 다른 

분광 스펙트럼이 관찰되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을 구성하였다. 

두 주황의 빛은 비록 구성된 빛의 색이 달라 스펙트럼이 다르지만 같은 

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학생에게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현상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두 주황빛의 스펙트럼을 모두 빨강과 초록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으로 예상하였다. 두 주황빛 모두를 

주황의 단일한 스펙트럼을 예상한 학생들도 일부 있었다(그림 I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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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간이 분광기를 통해 주황빛의 스펙트럼이 하나는 빨강과 

초록의 스펙트럼으로 다른 하나는 주황의 단일한 스펙트럼으로 나온 

것을 관찰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해결하는 의미 있는 설명모형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관찰 결과 예상과 달랐던 분광 스펙트럼에 대해 중학생은 단순한 

설명을 대응하였다. 많은 중학생들은 이 현상을 단일한 주황과 빨강, 

초록을 혼합하여 만든 주황, 두 종류의 주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색을 만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어 주황색을 만드는 방법으로 빨강과 초록을 혼합하는 것과 고유의 

단일한 주황이 모두가 가능하다거나(학생 S6의 설명) 빨강, 초록의 

띠를 보인 스펙트럼이나 단일한 주황의 띠를 보인 스펙트럼 모두 

그림 IV-3. 중학생의 주황빛의 스펙트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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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이라는 주황색에 대한 새로운 정의로 이 현상을 설명하였다(학생 

S7, S8, S9의 대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이를 눈의 오작동이나 

인식의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학생 S10의 설명).  

A는 빨강과 초록의 빛을 합성한 것이고 B는 이미 합성된 

주황색 빛을 틀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B의 주황 빛도 

결국은 빨강과 초록의 합성색이기 때문에 분광기로 관찰했

을 때 연하게 주황색을 감싸고 있다. 이 현상은 빛의 색을 

만드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 S6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 

S7: 근데 이건 왜 주황색이 분산이 되지 않아? 

S8: 주황색 자체가 쪼개지지 않는 게 있어. 근데 섞어서 만

들 수 있는 주황도 있어. 

S9: 주황색이 분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빨강, 초록이 합쳐서 

되는 것도 있다고? 

S8: 오른쪽은 원래 주황색이고 왼쪽은 합쳐져서 된 거고. 

S9: A는 빨강, 초록을 합성해서 만든 주황이니까 빨강, 초록

으로 보이고 B는 고유한 주황이고. 

(학생 S7, S8, S9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대화) 

I: 이거 왜 같아 보여? 

S10: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I: 원래는 다른 색이라는 거야? 

S10: 색은 다른데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서 

(연구자와 학생 S10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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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소수의 학생들은 주황LED의 내부가 빨강과 초록으로 

되어있는데 둘의 스펙트럼이 겹치기 때문이라는 설명모형 수준의 설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는 주황색으로 보였던 원인을 물리적 현상으로 

고려하여 파동 또는 스펙트럼의 겹침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는 색의 

혼합에서의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유사한 것이다(학생 S11의 설명). 

A는 전구가 처음에 나올 때부터 초록색, 빨간색이 나눠져서 

나오니까 스펙트럼에서도 빨간색과 초록색이 떨어져서 나

오는 것 같다. B는 전구가 처음부터 초록색과 초록색보다 

강한 빨간색이 섞여서 나오는데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성된 

전구로 되어 있어서 스펙트럼이 서로 겹치게 되어서 주황색

이 되는 것 같다. 

(학생 S11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 

수업에서는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인지적인 

갈등을 일으켜 이를 중학생의 설명모형에 대한 반례나 증거로 

활용하기를 기대하였다. 하지만 학생 S11을 제외한 학생들의 설명의 

수준이 단순했는데,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중학생에게 

분광 스펙트럼 관찰은 기존 개념 세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학생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과 기작에 대해서 

안내를 필요로 하였다.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색과 스펙트럼이 서로 

다른 객체임을 인식시키고, 명시적으로 스펙트럼 관찰이 단일한 

주황색에 대해 2개의 스펙트럼이 대응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스펙트럼이 같은 색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과정 또는 기작에 대한 설명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체적인 안내 이후에 중학생은 조건등색 현상을 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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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도록 조건등색의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들의 모형은 이전의 

색합성 모형과는 동일한 설명 체계를 갖는 모형이었다. 하지만 색합성 

때와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중학생의 설명모형은 크게 네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3) 

 

표 IV-3. 중학생의 조건등색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응답수 

물감혼합 

- B의 주황색은 색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고 

A의 주황색은 컵 속에서 빨강색 LED와 초록색 LED

가 합쳐지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보인다. 

- 스펙트럼이 달라도 그 스펙트럼이 겹쳐졌을 때 혹

은 합쳐졌을 때 그 빛의 색들의 합과 같은 색이 나오

기 때문에. 

4 

점묘 
- 우리 눈이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실제로는 

다른 색이어도 같은 색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3 

파동 

상호작용 

-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그 사이의 파장의 다른 색이 

나온다. 
3  

원추세포 

자극  

- A의 빛은 빨강, 초록의 중간파장인 고유한 중간색

으로 빨강과 초록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한다. B

에서 나온 초록, 빨강 빛도 초록, 빨강 원추세포를 자

극하는 점이 같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보인다 

- A에서 나온 빛은 초록과 빨강의 중간에 있는 단일 

스펙트럼이지만 우리 눈의 초록과 빨강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를 자극, 마찬가지로 A도 그렇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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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물감혼합 모형은 빨강과 초록의 빛이 주황 빛이 된 이유를 

빨강과 초록의 스펙트럼이 겹쳐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은 간이 

분광기를 통하여 주황빛에서 빨강과 초록의 스펙트럼이 떨어져 있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컵 또는 눈에서 이 스펙트럼이 다시 합쳐진다고 

설명한다. 색의 합성에서 물감의 입자 또는 반사된 빛이 스펙트럼의 

용어로 단순히 대체되었다. 그리고, 빨강과 초록의 빛이 주황빛으로 

바뀐 것에 대한 인과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색을 스펙트럼으로 

대체하여 스펙트럼의 합성으로 설명하는 순환적인 구조이다. 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4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둘째, 점묘 모형은 주황빛이 된 이유를 점묘의 원리로 설명하는 

모형이다. 색은 변하지 않지만 눈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 섞여 

보인다거나 멀리서 보면 입자들이 겹쳐지기 때문에 섞여 보인다는 

표현은 점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해석된다. 점묘 모형은 합성된 

색의 지각이 달라지는 것을 눈의 한계에 기인하는 인식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3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셋째,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주황빛이 된 이유를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색을 빛의 파동의 파장에 대응시키고 있다. 어떻게 합성된 

파동이 중간의 파장을 갖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지만 빨강과 초록의 빛의 

파동이 섞이면 빨강과 초록의 중간 파장이 되는 주황이 된다고 설명한다. 

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3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넷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두 빛이 같은 주황으로 보인 이유를 

원추세포의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생리적이면서 인식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색을 인식 세계의 지각과 관련된 것으로 설명한다. 조건등색 

현상을 설명하는 기작은 주황과 빨강, 초록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스펙트럼의 두 빛이 서로 같은 빨강, 초록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하는 것이며 원추세포의 자극이 색으로 인식되는데 원추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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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보인다는 인과 설명을 제공한다. 

합성된 색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설명으로 분석된 29명의 응답 중에서 

19명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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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과학교사의 조건등색, 분광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백색광의 설명모형 

 

과학교사는 조건등색,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 분광 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의 현상을 대면하고 이에 대한 설명모형을 대응하였다. 

조건등색, 분광 측정 및 마젠타는 연구자가 준비하여 제시한 현상이었고 

색분해 및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 현상은 자발적으로 교사들이 

논의한 현상이었다. 과학교사의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서는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이 대응되었고, 색분해의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부조,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이 대응되었다. 그리고, 

백색광(무지개)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7원색 모형,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이 대응되었다. 

 

1) 조건등색에 대한 교사의 설명모형 

 

과학교사에게 조건등색 현상을 관찰하게 하였다. 두 개의 주황 빛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는 빨강, 초록의 LED를 조합하여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일한 주황 LED로 만든 다른 두 빛이었다. 색이 다른 두 빛을 

합성했을 때 왜 같은 색으로 보이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였다. 두 

주황의 빛은 비록 구성된 빛의 색은 다르지만 같은 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교사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등색의 설명모형을 대응하였다. 조건등색에 대한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은 크게 두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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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4. 교사의 조건등색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파동 

상호작용 

빛이 파동이니까 파와 파가 합해서 이미 반응을 해서 간섭을 

해서 색이 나와서 우리가 보게 된 거지. 그 색으로 우리는 인지

할 뿐이야. 원추세포의 시신경으로. (교사 D) 

새로운 진동수와 파장이 생겨나는 거죠, 맥놀이처럼 노란 게  

생겨나는 거죠. (교사 G)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가 색을 두 개를 받아들였지만 실제적으로 두 가지 

색을 어떤 색이냐를 분석하는 건 뇌가 담당을 하면서 별도의 

색깔로 인식하지 않고 종합적인 효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사 B) 

색깔도 세포들 중에서 특정한 세포들이 큰 충격을 받아 집중

적으로 흥분을 느끼면 머리 속에서 느끼는 게 아닐까 (중략) 해

부학적인 구조는 모르겠지만 노랑은 영역별로 나누어진 적, 녹 

원추세포를 함께 자극하니까. (교사 F) 

 

첫째,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빨강과 초록의 빛이 주황으로 보이는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LED 광원에서 나온 빨강과 초록의 

빛의 파동이 합해지거나 섞이는 것 또는 두 파동의 간섭으로 하나의 

중간 영역대의 파장을 갖는 파동으로 변했다는 설명이다(그림 IV-4). 

5명의 교사들(A, C, D, G, H)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둘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초록과 빨강의 빛이 주황으로 보이는 

현상을 사람의 인식 작용으로 이해하고 LED 광원에서 초록과 빨강의 

빛의 자극과 단일한 주황의 빛의 자극이 뇌에서 같은 정보로 수용되어 

같은 색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그림 IV-4). 다른 5명의 교사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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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G, H)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교사 G, H는 원추세포의 자극 

모형, 파동 상호작용 두 가지의 모형 모두를 대응하였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빨강과 초록 빛이 파동의 상

호작용에 의해 합해져서 파장 또는 진동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황의 빛으

로 바뀐다고 설명한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빨강, 초록의 빛의 조합과 단

일한 주황의 빛이 자극하는 원추세포의 조합이 같기 때문에 같은 주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림 IV-4. 파동 상호작용 모형,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설명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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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광 측정 및 마젠타에 대한 교사의 설명모형 

 

조건등색 현상을 관찰한 이후 과학교사에게 주황 빛의 분광 측정 

결과와 마젠타 현상을 제시하였다.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은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 대한 2가지의 반례(counter evidence)로 준비된 

것이었다. 두 주황 빛의 분광 측정을 통해 빨강과 초록의 빛이 섞여 

주황이 된 빛의 파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광 측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마젠타 현상을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 대한 추가의 반례로 제시하였다. 

마젠타는 빨강과 파랑의 합성색인데,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 의하면 

빨강과 파랑의 파장의 중간 영역대는 초록 파장이므로 마젠타의 색 

지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건등색 현상에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했던 교사는 마젠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전 모형을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모형의 대응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조건등색 

현상에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한 교사들은 같은 모형으로 

마젠타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형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모형을 대응시킬 필요는 없었다.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해 조건등색 현상에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가졌던 교사들은 새로운 모형을 필요로 했으며, 대부분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 교사 A는 분광 측정 결과에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모순을 인지하여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고, 교사 C는 

마젠타를 설명하면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모순을 인지하여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 그리고, 교사 G, H는 분광 측정 이후에도 

여전히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였는데 마젠타 현상을 

논의한 이후에야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완전히 폐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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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하고 초록색이 합쳐져서 오는 줄 알았더니 따로따로

네. 개별화되어 있군. 실험 전까지는 (두 빛이) 합쳐져서 이

렇게(단일한 주황의 스펙트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빨

강, 초록의 스펙트럼) 된다는 거지.  

(교사 A의 분광 측정 이후의 모형 반성) 

원추세포에서 각각의 빛을 인식해서 합한 색깔이 된다는 이

론이 맞는 거야. 파란색이 들어오고 빨간색이 들어와서 각

각의 원추세포가 흥분이 되는 거야. 그게 마젠타 색깔로 보

이는 인식이 되는 거지. 사이언은 아까 말한 대로(파동 상호

작용 모형)해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젠타는 설명이 안 

되는 걸로 봐서 그 생각(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버려야 될 

것 같아.  

(교사 C의 마젠타 이후의 모형 반성) 

난 안에 구조를 본거야. 대충 뭘 하려는 건지 알겠는데, 진

짜 (같은 색으로) 보이니까 신기해요. 아는 거랑 보는 거랑 

다르다는 게. 

(교사 H의 분광 측정에 대한 의견) 

마젠타요? (백색광의 스펙트럼 안에) 있겠죠. 마젠타가 가시

광선 바깥의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중략) 마젠타는 순 

마젠타가 없어요, 잡 마젠타만 존재할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정말 삼원색은 인간이 인지하니까 그런 거네요. (교사 G의 

마젠타에 대한 의견) 

반면에, 분광 측정 및 마젠타의 2가지의 반례들을 통해서도 모형을 

변화하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면, 분광 측정은 교사 C, D에게 기존의 

모형에 대한 반대 증거로 수용되지 않았다. 이들은 분광 측정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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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의 오작동 또는 색의 인식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분광 측정의 증거를 기존 모형의 반례로 인식하거나 새로운 모형의 

증거로 활용하지 않았다(표 IV-5).  

 

표 IV-5. 교사의 분광측정 및 마젠타에 대한 논의(반례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 

현상 교사의 논의 

분광 측정 

예상하고 완전 달라졌어. 우리가 본 색깔하고. 파장 고유의 

색깔하고 안 맞아. 자세히 보니까, 실제 파장하고 우리가 인식

하는 색은 다를 것 같아. (교사 C) 

무엇의 오류가 있을까? 실험기구의 오류일까? 우리 사람의 

인식? 인식의 오류일까? (교사 D) 

마젠타 

파는 합성해서 오지만 우리 눈은 각각을 구별해서 세포를 흥

분시켜서 인식한다는 거죠. 사이언은 파의 합성으로도 되고 

마젠타는 파의 합성이 안 되쟎아요. 마젠타는 합성이 아닌 걸 

보니 눈의 세포에 센서에 의해서 인식을 하지. 파가 섞여 있

어도 센서가 다 감지하는데, 색을 인식할 때는 두 가지 이론

이 같이 적용되는 걸로, 어느 한쪽이 아니고. (교사 D) 

 

한편, 마젠타 현상에 대해서는 교사 D를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 교사 D는 마젠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설명을 기존의 모형인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 임시 

방편(ad hoc)의 부연 설명으로 추가하였다. 교사 D의 설명은 두 가지의 

설명이 종합적인 설명 체계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병렬적으로 나열된 

설명으로 제시하여 단일한 설명 체계를 갖는 설명모형과는 다른 

것이었다(표 IV-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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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색분해에 대한 교사의 설명모형 

 

과학교사는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 이후에 빨강, 초록의 빛을 

멀리서 볼 때 색이 섞여서 주황으로 보이게 되는 색분해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색분해 현상은 두 개의 빨강, 초록의 빛을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이었다. 

빨강, 초록의 빛에 컵을 씌우거나 씌우지 않았을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과 빨강, 초록의 빛을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은 서로 다른 상호작용을 갖지만 유사성이 있는 

현상으로 교사에게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되었고 교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모형을 대응하였다. 색분해에 대한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은 조건등색 현상과 유사하게 크게 두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6). 

                                            

 

3  색분해 현상은 자발적으로 논의한 주제였기 때문에 전체 활동 내에서 논의 

순서는 교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교사 A, B, F, G, H 는 분광 측정 이후에, 교사 

C, D, E는 마젠타 현상 이후에 색분해 현상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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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6. 교사의 색분해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원추세포

부조 

센서가 종합적이고 멀티라서 반응을 다 한다는 거지. 뚜껑을 열

어놓거나 가까이 가면 센서를 가장 많이 정확히 불을 켜게 해서 

그 부분은 정확히 감지를 하는데 별개로 인식하지만, 덮어놓은 경

우에는 흩어져서 약하니까 헛갈려서 섞이는 거고 (교사 A)  

미세하게 하니까 섞여 보이는 것 아닌가? 벗겼을 때는 한가지 빛

이 강력하게 오니까 색깔이 강하게 보이는 거구, 씌워 놓은 것은 

막 섞여서 오니까, 우리가 착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교사 C) 

원추세포

분해능 

눈이 인식할 때 별도로 인식을 하면 얘는 초록 빨강 두 개로 인

식하고 이게 너무 근접해서 들어오면 둘 다 원추세포가 초록과 빨

강을 감지하는 원추세포가 반응을 하는데 물체가 너무 붙어 있으

니까 눈에서 두 갠지 하난지 모르니까 얘는 하나로 인식을 할 때

는 주황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교사 B) 

 우리가 인지 못할 정도의 간격으로 해상도 아래의 간격으로 빨강

과초록의 점을 찍어놓은 게 노랑이라 이거지 (교사 F) 

 

첫째,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멀리서 보거나 컵을 덮었을 때 색이 

주황색으로 섞여 보이는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그래서 

빨강과 초록의 빛이 약하면 원추세포의 센서가 원래의 파장(색)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혼동을 일으켜 중간 영역대의 파장(색)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이다(그림 IV-5). 2명의 교사들(A, C)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들은 두 개의 빨강, 초록의 빛을 가까이서 볼 때와 

멀리서 볼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빨강, 초록의 빛에 컵을 

씌우거나 씌우지 않았을 때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과 같은 인과 

관계를 갖는 현상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멀리서 보거나 컵을 씌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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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빛의 세기가 약한 탓에 원추세포의 센서가 이 빛의 파장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 섞여 보이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들의 설명은 LaRosa et al.(1984)의 연구에서 빛의 세기가 약하면 

원래의 색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대그리스인의 직관적인 개념과 

유사하다. 과학교사들과 고대그리스인의 이러한 직관적 개념은 물체의 

색을 멀리서 볼 때, 공기 중의 산란 등에 의해 흐리게 보이는 즉, 

채도가 낮아보이는 일상적인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림 IV-5. 원추세포 부조 모형,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의 설명 도해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멀리서 보거나 컵을 씌웠을 때에 빛의 세기가 

약한 탓에 원추세포의 센서가 이 빛의 파장을 정확히 감지하지 못해 두 

빛의 중간인 주황색으로 부정확하게 감지된다고 설명한다.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분해능 이하의 원추세포에서의 자극은 두 색을 함께 

인식하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보이고 두 빛을 분별해서 인지할 수 있을 

때는 두 색이 각각으로 보인다는 과학적인 설명이다. 

 

둘째,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멀리서 볼 때 주황으로 보이는 

현상도 이전의 조건등색 실험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 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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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였다. 그래서 빨강과 초록의 빛이 서로 떨어져 있는지를 인지할 

수 없는 분해능 이하라면 두 빛에 의해 자극된 두 원추세포의 신호가 

뇌에서 종합되어 주황으로 인식되고 두 빛을 분별해서 인지할 때에는 두 

색을 각각의 색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설명이다(그림 IV-5). 

다른 5명의 교사들(B, E, F, G, H)이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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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교사의 설명모형 

 

과학교사는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논의 중에 백색광 또는 

무지개에서 여러 색이 나타나는 현상의 원인이나 이유에 대해 

논의하였다. 4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에 대한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은 

크게 두 종류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표 IV-7). 

 

표 IV-7. 교사의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모형 

모형 설명 

7원색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다양하게 색깔이 보이쟎아요. 그

건 각각의 색이 들어오는 거고, 하얀색으로 올 때는 합해져서 

온 거고,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시켜서 각각 파장이 다양한 애

들을 따로따로 보는 거쟎아. 거꾸로 가서 합해지면 이 빛이 

하얀 빛이 되는 거쟎아. (교사 C) 

원추세포 

자극 

색을 인식할 때 별개의 파장을 인식하되, 눈에서는 그걸 혼

합된 걸로 인식하는데 백색광도 마찬가지다. 백색광도 별도의 

파장(빛)이 진행을 하는데 각각 인식하는걸 눈에서 합쳐서 백

색광으로 인식하는 거지. (교사 B) 

                                            

 

4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 현상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논의한 주제였기 때문

에 교사별로 논의한 순서의 차이가 있었다. 교사 A, B 는 분광 측정 중에 논의

하였고, 교사 C 는 색분해 중에 논의하였으며, 교사 F, H는 조건등색 현상 전

에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사 D, E, G는 백색광에 대한 별도

의 설명을 추가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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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7원색 모형은 백색광에서 파장 분포에 따라 다양한 색이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백색광에 고유한 파장에 

따른 7가지 원색이 존재하며 이것이 합쳐진 것이 백색광이라고 

설명한다. 조건등색 현상에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던 교사 

C가 중학생의 7원색 모형과 같은 모형을 대응하였다. 

둘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백색광 현상을 조건등색 현상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식 작용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빨강, 초록, 

파랑을 담당하는 원추세포가 모두 자극되었을 때 같은 색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한다. 이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같은 모형으로 조건등색 현상에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던 

교사 B, F, H와 분광 측정 이후에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설명을 수용한 

교사 A가 이 모형을 대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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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 비교 

 

중학생은 색합성,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 조건등색 등의 색 

현상에 대해 과학교사는 조건등색, 분광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등의 색 

현상에 대해 설명모형을 대응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가 논의하였던 

색 현상과 논의한 순서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을 각각 색 현상별로 정리하였다(표 IV-8, 표 IV-9).  

 

표 IV-8. 중학생의 색 현상별 설명모형 응답수(괄호는 백분율) 

 색합성 백색광 조건등색 

물감혼합 11(37%) - 4(14%) 

점묘 7(23%) - 3(10%) 

파동상호작용 5(17%) - 3(10%) 

원추세포자극 7(23%) - 19(66%) 

7원색 - 4(14%) - 

삼원색 합성 - 25(86%) - 

 

표 IV-9. 과학교사의 색 현상별 설명모형 응답수(괄호는 백분율) 

 조건등색 
분광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파동상호작용 4(50%) - - 

원추세포자극 4(50%) 7(100%) - 

원추세포부조 - - 2(33%) 

원추세포분해능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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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설명모형을 색 현상별로 살펴보면, 색합성 현상에서 

중학생은 물감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을 

대응하였다. 이후에 백색광(무지개)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이전 현상인 

색 합성 현상의 모형과는 다른 7원색, 삼원색 모형 등을 대응하였다. 

끝으로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색합성 현상의 모형인 물감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을 대응하였다. 그러나 대응한 

모형의 비율은 색합성 현상 때와는 달랐다. 과학적인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한 비율은 색합성 현상의 23%에서 66%로 증가하였고 

반면에 비과학적인 나머지 모형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을 색 현상별로 살펴보면, 조건등색 현상에서 

과학교사는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을 대응하였다. 

이후에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을 

대응하였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부조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 두 모형은 각각 조건등색 현상의 모형인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닮았다. 과학교사의 경우 백분율로 나타내기에는 응답수가 

적지만 중학생의 경우와 경향을 비교하기 위해 현상별로 과학교사의 

모형의 비율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학교사의 경우 조건등색 현상에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한 교사는 50%였지만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반례인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 이후에는 100%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닮아있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한 비율은 66%로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조건등색 현상에서 중학생의 설명모형은 

과학교사보다 다양하게 나타났다. 중학생은 물감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을 대응한데 반해 과학교사는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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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을 대응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은 

현상별로 각기 다른 모형을 대응시켰지만 일련의 색 현상을 경험하면서 

과학적인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비율이 높아진데 반해 

과학교사는 일련의 색 현상을 경험하면서 과학적인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이 증가하였다가 색분해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닮은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의 비율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의 근원적인 원인을 탐구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 중학생과 

과학교사가 갖고 있는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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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 

 

이 절에서는 일련의 색 현상에 대응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에서 사용된 개념세계 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개념세계 

요소는 언어-상징적 지식, 직관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되었다. 이를 위하여 모형별로 모형 영역, 모형 요소, 상태, 

상호작용, 인과설명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의 

모형 구성에 활용된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였다. 

 

4.2.1. 중학생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 

 

중학생의 모형은 물감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삼원색 합성, 7원색 모형 등이었다. 모형별로 Halloun(2004)의 모형 

도식(model schema)을 참고로 하여 재정의한 모형분석틀로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모형 구성에 활용된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였다.  

먼저,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물감혼합, 점묘 모형 등의 

개념세계 요소를 알아보고, 언어-상징적 지식과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삼원색 합성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를 알아보았으며,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7원색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를 

알아보았다. 중복을 피하고자 과학교사도 대응하였던 파동 상호작용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는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후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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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감혼합, 점묘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중학생의 물감혼합, 점묘 모형 등을 모형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물감혼합, 점묘 모형 모두 색합성 현상과 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모형이었다.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0). 

 

표 IV-10. 물감혼합, 점묘 모형의 분석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물감 

혼합 

물리적

(물감) 

물감 입자, 

색, 혼합 

물감 

입자는 

색이다 

1) 물감 입

자가 혼합됨 

입자가 혼합되

어 다른 입자

(색)로 됨 

물리적

(빛공간) 

물감 입자, 

빛, 반사, 

합성 

빛은 

색이다 

1) 물감 입

자가 많아짐 

2) 반사되는 

빛(색)이 늘

어남 

반사되는 빛

(색)이 많아져

서 다른 빛(색)

으로 바뀜 

물리적

(빛공간) 

LED(적, 녹), 

색(적, 녹, 

주황), 스펙

트럼(적, 녹, 

주황), 겹침 

스펙

트럼은 

색이다 

1) 적, 녹 LED

에 서 적, 녹의 

스펙트럼이 겹

친다 

2) 겹친 스펙트

럼은 주황 스펙

트럼이 된다 

적, 녹의 스펙

트럼이 겹쳐서 

주황의 스펙트

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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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점묘 

물리적

(물감) 

+생리

적(눈) 

물감 입자, 

섞임, 색, 눈

의 구별(점

묘) 

물감 

입자는 

색이다 

1) 여러 색의  

입자들이 섞임 

2) 멀리서 보면 

눈이 입자를 구

분할 수 없음 

3) 눈에서 다른 

색으로 봄 

섞인 입자들

이 눈으로 구

별되지 않아 

합성된 색으로 

보인다 

 

첫째, 물감혼합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물감 입자의 혼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이 자리하는 영역은 물감 입자가 존재하는 

물리적인 영역인 물감의 공간으로 한정된다. 모형 요소 또한 물감 입자, 

색, 혼합의 물감과 관련된 것들이다. 이 모형은 물감 입자를 색과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물감 입자가 혼합되어 

달라졌으니 색이 달라졌다는 인과 설명이다. 

물감혼합 모형은 색을 빛이나 스펙트럼이라고 가정하고 색합성 시에 

반사된 빛이 많아졌다거나, 스펙트럼이 겹쳐졌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서 스펙트럼이라는 표현은 이후의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서 스펙트럼 

이론과는 다른 것으로 학생들이 관찰한 색 스펙트럼 띠 자체를 의미한다. 

색합성에서 색 변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색의 

실체인 물감 입자, 빛, 스펙트럼이 합해졌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 

색이 달라진 과학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색의 합성을 물감 입자의 

혼합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물감혼합 모형은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재진술하는 데서 그치는 

기술적 설명모형이다(e.g. Norman, 1983; Snyder, 2000).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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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감혼합 모형은 현상에 대해 근원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여러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사전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학생들은 색과 관련된 추론을 할 

때 자신이 관찰한 경험과 현상을 바탕으로 한다(이재봉 외, 2004). 

물감을 이용한 그리기의 경험은 학생들이 색의 합성에 대해 직관적으로 

물감혼합 개념(e.g. Galili, 2000)을 가지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Galili(2000)에 따르면 9학년 학생들은 색은 빛에서 파생된 

실체(substance)의 합성물에 의한 것으로 합성물에서도 색은 분리되어 

존재한다는 물감혼합에 대한 직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물감혼합 

모형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이러한 물감혼합의 직관적 개념에 의한 

모형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종합할 때, 물감혼합 모형은 물감혼합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학생들은 색합성 현상에서 물감혼합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e.g. 구현정, 2003; 오원근, 

김재우, 2002; 이재봉 외, 2004; 전명숙, 2004; Chauvet, 1996; Feher 

& Meyer, 1992; Galili & Hazan, 2000; Saxena, 1991). 

 둘째, 점묘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눈과 관련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 모형은 혼합된 물감 입자를 눈이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물리적인 영역인 물감의 공간과 생리적인 영역인 

눈에 자리한다. 그래서 모형 요소 또한 물감 입자, 섞임, 색, 눈의 

구별(점묘)과 같이 물감과 눈에 관련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모형도 

물감혼합 모형과 마찬가지로 물감 입자를 색과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가정한다. 하지만 눈이 섞인 물감 입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인과 설명은 물감혼합 모형의 인과 설명과는 다르다. 

점묘 모형은 색을 물감 입자라고 가정하고 색합성 시에 눈의 한계 

때문에 물감 입자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색이 변화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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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묘 모형은 다음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먼저 1) 여러 색의 입자들이 

조밀하게 섞이고, 2) 멀리서 보면 눈이 입자를 구분할 수 없는데, 3) 

이를 눈에서 다른 색으로 보는 작용이다. 점묘 모형과 물감혼합 모형의 

모형 구조를 비교해 보면 색을 빛의 실체 중의 하나인 물감 입자라고 

보는 측면은 동일하지만, 점묘 모형은 상호작용과 인과 설명에서 또 

다른 점묘에 대한 직관적 개념을 추가하였다. 점묘에 대한 직관적 

개념은 색합성에서 색 변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색의 실체인 물감입자가 합해진 것으로 진술하여 색이 달라진 

과학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점묘 모형도 물감혼합 

모형과 마찬가지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재진술하는 데서 그치는 기술적 설명모형이다. 점묘 모형은 현상에 대해 

근원적인 설명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여러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점묘 모형은 점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학생들은 색합성 현상에서 점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삼원색합성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중학생의 삼원색 합성 모형을 모형분석틀로 분석하였다. 삼원색 

합성 모형은 백색광(스펙트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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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1. 삼원색 합성 모형의 분석 

모형 항목 내용 

삼원색 

합성 

모형영역 물리적(빛공간, 물감) 

모형요소 
색원소(적, 녹, 청), 빛(색)의 퍼짐(번짐), 합성

색(주, 노), 경계면, 합성 

모형구조 

상태 삼원색은 가장 기본적인 색원소이다. 

상호

작용 

1) 색원소의 빛(색)이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퍼져(번져) 나간다  

2) 색원소의 경계면에서 빛(색)이 합성된다. 

인과 
삼원색(색원소)과 삼원색(색원소)의 합성으로 

스펙트럼의 색이 된다. 

 

삼원색 합성 모형에서 백색광 또는 무지개 스펙트럼의 색 현상은 

3개의 원색이 존재하고 삼원색 이외의 다른 색은 삼원색의 합성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기본적인 삼원색을 기준으로 빛이 전파되거나 

물감이 번지듯이 퍼져서 삼원색 간의 경계면에서 맞닿는 색이 

혼합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모형이 자리하는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인 

빛공간 또는 물감으로 한정된다. 모형 요소 또한 적, 녹, 청의 색원소, 

퍼짐(빛), 번짐(물감), 주황, 노랑의 합성색, 경계면, 합성의 빛공간과 

물감에 관련된 것들이다. 삼원색 이외의 나머지의 색은 삼원색의 

경계면에서 합성되어 여러 색으로 보인다는 인과 설명이다. 

삼원색 모형은 색을 기본적인 원소 같은 색이라고 가정하고 

삼원색으로부터 색이 퍼져 나오고, 경계면에서 서로의 색이 합성되는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삼원색 모형은 이전의 물감혼합, 점묘 모형 등과 

마찬가지로 색 변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색의 

실체인 물감 입자, 빛 등이 합해졌다고 진술한다. 삼원색 모형은 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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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과학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색의 합성을 빛이나 물감 

입자의 혼합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를 가진다. 또한, 삼원색 

모형은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서만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재진술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 이외의 

여러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설명모형이다.  

삼원색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살펴보면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이와 관련된 삼원색에 대한 직관적 지식인 색원소 

이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색 인식 설명모형 구성 전의 사전 

설문으로써 왜 빛에 삼원색이 존재하냐는 질문에 대해 삼원색으로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학생 S12, S13의 답변). 그리고 

삼원색에 대해서 아는 그림이나 설명을 쓰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삼원색 합성 다이어그램을 그려 표현했다(그림 IV-6). 삼원색 합성 

다이어그램은 과학 학습을 통해 형성된 과학적인 지식으로 언어-상징적 

지식이다. 

 

S12: 삼원색은 세상의 모든 빛의 색깔을 만드는 모든 색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분인 색을 삼원색으로 

정한 것이다.  

S13: 빛의 삼원색은 기본이 되는 빛의 색으로써 RGB의 3색

깔만 있으면 모든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했을 것이다. 

모든 빛은 합성하면 모든 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과학자가 호기심을 갖고 그 연구가 

계속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빛의 삼원색이 정해졌을 

것이다. 

(학생 S12, S13의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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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2: 삼원색은 세상의 모든 빛의 색깔을 만드는 모든 색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분인 색을 삼원색으로 

정한 것이다.  

S13: 빛의 삼원색은 기본이 되는 빛의 색으로써 RGB의 3색

깔만 있으면 모든 빛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했을 것이다. 

모든 빛은 합성하면 모든 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과학자가 호기심을 갖고 그 연구가 

계속되면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빛의 삼원색이 정해졌을 

것이다. 

(학생 S12, S13의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답변) 

 

 

 

그림 IV-6. 학생 S14, S15의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 

 

이와 함께 많은 학생들은 삼원색은 더 이상 나눠지지 않거나 분해가 

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학생 S16,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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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삼원색에 대한 개념은 이들의 

삼원색에 대한 직관적 지식으로써 학생 S18과의 대화에서 원자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이렇나 색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의 삼원색에 대한 생각을 색원소 직관적 지식이라 

칭하였다. 

S16: 더 이상 분해되지 않고 다른 색을 이루는 기본적인 3

개의 색을 정한 것이다. 빨강, 파랑, 초록은 분해가 더 안될 

꺼다. 

S17: 더 이상 분광되지 않는 기본적 색들이 RGB즉 빨강,초

록, 파랑색인 삼원색이다. 

(학생 S16, S17의 쪼개지지 않는 기본색으로서의 삼원색) 

S18: 원자랑 비슷한 거 

I: 원자 같은 거? 원소같이 전혀 쪼갤 수 없는 원자? 

S18: 그것으로 뭐든지 조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만

들어 내는 것, 그것도 빛에서의 원자라고 생각하면 

(학생 S18과의 색원소 직관적 지식에 대한 대화) 

대부분의 학생들이 삼원색 합성 모형으로 백색광 스펙트럼을 

설명하였고, 색합성 현상에 대해서 삼원색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했던 학생들도 삼원색 합성 

모형으로 백색광 스펙트럼을 설명한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은 백색광 스펙트럼을 

설명하는데 강한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삼원색 

모형은 과학 학습을 통해 형성된 삼원색의 언어-상징적 지식과 이와 

관련하여 형성된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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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원색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중학생의 7원색 모형을 모형분석틀로 분석하였다. 7원색 모형은 

백색광(스펙트럼)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다.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2). 

 

표 IV-12. 7원색 모형의 분석 

모형 항목 내용 

7원색 

모형영역 물리적(빛공간) 

모형요소 빛, 파장, 굴절각(률), 분산 

모형구조 

상태 색은 빛의 파장이다. 

상호

작용 

1)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각(률)이 다르다 

2) 굴절각(률)에 따른 파장의 색이 각각 나

타난다. 

인과 
굴절각(률)이 다른 7개의 원색 때문에 스펙

트럼의 색이 된다 

 

7원색 모형에서 백색광 또는 무지개 스펙트럼의 색 현상은 

백색광에 합쳐진 또는 백색광 내에 존재하는 7개의 원색이 서로 다르게 

굴절되는 현상이다. 백색광은 파장이 다른 7가지 원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쳐져 있을 때는 하얀색이지만 굴절각 또는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산되어 7가지 원색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모형이 자리하는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인 빛공간으로 한정된다. 모형 

요소 또한 빛, 굴절각(률), 분산의 빛공간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 모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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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빛의 파장이라고 가정하는데, 빛의 파장에 따라 굴절각(률)이 

다르고, 이에 따라 빛의 굴절 경로가 달라져 7원색이 나타난다는 

상호작용으로 이 현상을 설명한다. 결국 굴절각이 다른 7원색이 서로 

다른 경로로 굴절되면서 여러 가지의 색으로 보인다는 인과 설명이다. 

7원색 모형은 삼원색 모형과 같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기본적인 원색이 있다고 가정하는데 7개의 원색이 있다는 점에서 

삼원색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7원색을 기본적인 원소 같은 색이라고 

가정하고 굴절각에 따라 서로 경로가 달라져 서로 분리되어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7원색 모형은 이전의 물감혼합, 점묘, 

삼원색 모형 등과 마찬가지로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 색 변화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백색광에 합쳐진 7개의 원색이 

분리된 것이 원인이라고 진술한다. 또한, 7원색 모형은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서만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재진술하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색이 인식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 이외의 여러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없는 기술적 설명모형이다.  

7원색 모형은 삼원색 모형과 마찬가지로 색원소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이해된다. 쪼개질 수 없는 기본적인 

색인 7가지의 색은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하였을 때 무지개 색의 

스펙트럼으로 보이는 이유가 된다. 7원색 모형은 뉴턴의 색에 대한 

이해와 닮아있다. 이는 뉴턴의 색 이론으로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 닿아있는 부분이 있다. 학생들은 프리즘 등을 통해 백색광이 

파장에 따른 굴절률 차이에 의해 여러 색으로 분산되는 이론을 

학습하였기 때문에 이 현상을 파장의 굴절률 차이에 의해 설명하고 

7가지의 원색이 있음을 주장한 뉴턴과 비슷하게 7원색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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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동상호작용, 원추세포자극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을 모형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두 모형은 색합성과 조건등색 현상 모두에 대응되는 모형이었다.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3). 

 

표 IV-13.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분석 

모형 항목 내용 

파동상호 

작용 

모형영역 물리적(빛공간) 

모형요소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색(주황), 파장(적, 

녹, 주황), 파의 섞임, 파장 이동 

모형구조 

상태 색은 빛의 파장이다 

상호

작용 

1)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섞임 

2) 섞인 주황빛의 파동의 파장이 적, 녹의 

중간으로 이동 

인과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임에 의한 파장 

이동의 결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영역 생리적(눈, 뇌) 

모형요소 빛(적, 녹, 주황), 원추세포(적, 녹), 자극(적, 녹) 

모형구조 

상태 색은 원추세포의 자극이다 

상호

작용 

1) 적, 녹 빛은 적, 녹의 원추세포를 각각 

자극  

2) 주황 빛도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 

인과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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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색합성과 조건등색 현상에 모두 대응된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과학교사들의 조건등색 현상에서 대응된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거의 동일하였다. 그러나 중학생들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거의 같은 

모형이지만 과학교사들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었다. 중학생들은 과학교사와는 달리 색을 단순히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가정하였다. 반면에 과학교사들은 원추세포의 자극이 뇌에서 

종합되어 그 색의 심상을 가지게 되어 인식한다고 가정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가 공유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구조가 거의 동일한 모형이었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일부의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구조가 다른 유사한 모형이었다.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의 개념세계 요소는 다음 항인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에서 상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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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과학교사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 

 

과학교사들의 모형은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부조,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이었다. 모형별로 Halloun(2004)의 모형 

도식을 참고로 하여 재정의한 모형분석틀로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생의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해 대응된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였다.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파동상호작용 모형, 색분해 현상에 대응하는 

원추세포부조 모형은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고, 

조건등색 현상, 백색광 스펙트럼,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한 

원추세포 모형, 색분해 현상에 대한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1) 파동상호작용, 원추세포부조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먼저, 과학교사들의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부조 모형 등을 모형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모형이었고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색분해 현상에 대응된 모형이었다. 이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4). 

 



 

 

 

 

118 

표 IV-14.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부조 모형의 분석 

모형 항목 내용 

파동상호 

작용 

모형영역 물리적(빛공간) 

모형요소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색(주황), 파장(적, 

녹, 주황), 파의 섞임, 파장 이동 

모형구조 

상태 색은 빛의 파장이다 

상호

작용 

1)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섞임 

2) 섞인 주황빛의 파동의 파장이 적, 녹의 

중간으로 이동 

인과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임에 의한 파장 

이동의 결과 

원추세포 

부조 

모형영역 생리적(눈) 

모형요소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색(주황), 파장(적, 

녹, 주황), 원추세포(분광센서), 자극(적, 녹), 

빛의 세기, 원추세포 부조(오작동) 

모형구조 

상태 색은 빛의 스펙트럼이다 

상호

작용 

1) 약한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원추세포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함 

2) 원추세포 내의 분광센서가 오작동하여 

적, 녹 파동의 중간 영역인 주황 파동으로 

감지됨 

인과 
주황색은 원추세포가 오작동하여 적, 녹 파

동의 중간으로 빛을 감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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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빛의 파동의 합성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영역(model 

domain)은 빛 공간의 물리적인 영역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모형 요소 

또한 빛, 파동, 파동 합성, 파장 이동의 물리적인 존재자들로만 

이루어진다. 

이 모형은 색을 빛의 파장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조건등색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빛의 파동 간의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첫번째는 초록색의 빛과 빨강색의 빛의 두 파동이 합성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합성된 파동의 파장이 두 파동의 파장이 중간 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황색은 합성된 빛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상에서 

초록과 빨강의 중간 영역대로 파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인과 

설명이다. 이 모형은 같은 색의 원인은 파장이 같기 때문이라는 

드러나지 않는 가정을 하고 있다. 즉, 파장을 색의 변인으로 이해한다. 

다음으로는 색분해 현상에 대응된 원추세포 부조(cones 

malfunction)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빛의 파동과 원추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형 영역은 빛을 감지하는 센서인 

원추세포가 있는 눈의 생리적인 영역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모형 요소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양측의 모형 요소들을 섞어서 활용하고 있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모형 요소 중에서 파장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파동의 합성, 파장의 

이동은 빛의 세기, 원추세포의 혼동으로 대체되었다. 원추세포 부조 

모형의 모형 요소 중에서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모형 요소인 

원추세포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원추세포 부조 

모형의 원추세포는 마치 분광계처럼 가시광선 영역의 단색파장의 강도 

분포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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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색을 빛의 스펙트럼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색분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빛과 눈의 센서의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첫번째는 약한 초록색의 빛과 빨강색의 빛이 원추세포의 

스펙트럼 센서를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는 과정이다. 두번째는 

원추세포의 스펙트럼 센서가 두 빛 파장의 중간 영역으로 혼동을 일으켜 

감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주황색은 원추세포의 스펙트럼 

센서가 두 빛 파장을 올바르게 감지하지 못하고 두 빛의 중간 영역대의 

파장으로 감지하여 혼동을 일으켰다는 인과 설명이다. 

이 둘의 모형들은 서로 대비되는 점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 먼저,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살펴 보면, 두 모형은 색 

현상의 인식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두 모형은 색 

현상을 빛의 파동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파장을 색 현상의 원인으로 

고려한다. 하지만 두 모형이 같은 모형은 아니다. 상호작용과 인과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두 모형은 모형 구조 측면에서는 다른 모형이다. 

하지만 모형 영역 측면을 살펴 보면 색을 인식적인 영역에서의 인식으로 

보지 않고 생리적인 영역인 눈에서의 원추세포에서의 자극에 대응되는 

빛의 파장에 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색을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색을 빛의 파장으로 보거나 빛의 파장에 

대응시키는 가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의 두 모형을 제시한 과학교사들의 대화를 통해 이들의 색에 대한 

개념세계 요소를 분석해 보면, 교사 G는 스펙트럼상의 노랑을 

순색(pure color), 단색 빨강과 초록의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노랑을 

잡색(mixed color)라고 부르거나, 교사 C는 색스펙트럼을 색상표(color 

palette)로 이해하고 혼합색인 마젠타를 비슷한 색으로 보이는 스펙트럼 

상의 보라색 영역에서 찾기도 하였다. 

 



 

 

 

 

121 

교사G: 그런데 인간은 순노랑인지 잡노랑인지 구별을 못한

다구요? 얼마나 멍청한 눈이에요. 두 개를 구별을 못하다니 

(교사 G의 순색과, 잡색에 대한 대화) 

교사C: 내 생각에는 마젠타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은데(스

펙트럼에서 보라색 영역을 가리키며) 

교사D: 마젠타는 빨강과 초록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

니에요? 

교사C: 아니, 그냥 스펙트럼은 색이니까 마젠타랑 비슷해 

보이는 색을 찾는 거지 

(교사 C, D의 스펙트럼에 대한 대화) 

이는 많은 교사들이 색을 이해할 때, 색스펙트럼을 색상표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 교사들은 색이 

가시광선의 스펙트럼상에 존재하며, 모든 색은 스펙트럼상에 대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교사들이 색스펙트럼을 색상표로 이해하는 

것은 교사들이 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관련되어 보인다. 

과학교사들의 색스펙트럼을 색의 존재라고 이해하는 생각은 색의 

존재를 스펙트럼 상의 파장분포라고 생각한 뉴턴과 같은 것이다. 뉴턴은 

색을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는 파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여 (Hilbert, 

1987; Thompson, 1995; Zemplen, 2005), 두 색을 섞으면 두 색의 

중간 파장이 되는 색이 된다고 생각하였다(Sherman, 1981). 이러한 

뉴턴의 스펙트럼 이론(spectrum theory)과 마찬가지로 이 교사들은 

색의 인식적인 특성을 간과하고 색을 물리적인 현상 또는 그에 결부된 

현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이들은 색을 빛의 파장의 형태로 환원할 수 

있으며 가시광선의 단색 스펙트럼의 분포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색의 

색상표(color palette)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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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는 스펙트럼 이론은 영(Young)의 3개의 원추세포에 

의한 삼원색 이론과 헬름홀츠의 대응색 이론이 등장하는 19세기까지 

오랜동안 색을 이해하는데 과학적이고 중심적인 이론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epper, 2003; Shapiro, 1980). 

한편, 이러한 교사들은 스펙트럼상에 나타나는 단색 파장분포에 

대한 색 자극을 색의 존재로 이해하고 색 현상을 해석하여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구성하였다. 모형을 이용한 

추론이 연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Hestenes, 1992; 

Giere, 1988, 2006), 그리고 현상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데 모형이 

이론을 바탕으로 생성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이들의 색에 대한 생각은 

색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보다는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적인 스펙트럼 이론은 지속적으로 

모형 대응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스펙트럼 이론은 개념세계의 

기저에서 중심이론으로써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색을 

스펙트럼 또는 파장이라고 이해하는 소박한 이론은 개념세계의 중심 

이론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원추세포부조 모형을 대응한 교사들의 색분해에 대한 

개념세계 요소는 중학생의 점묘 모형이 기반하는 직관적 지식과 

닮아있다. 원추세포가 약한 빛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여 다른 색으로 

착각한다는 교사들의 인과 설명은 눈의 한계 때문에 색이 섞여 보인다는 

중학생의 점묘의 직관적 지식과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대응한 교사들은 멀리서 볼 때 두 개의 빨강, 초록의 빛이 섞여 

보이는 현상과 빨강, 초록의 빛에 컵을 씌웠을 때 빛이 섞여 보이는 

현상을 같은 인과 관계를 갖는 현상으로 혼동하였다. 따라서 이들 

교사의 점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빛이 약하면 본래의 색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고대그리스인의 직관적 지식(LaRosa et al., 1984)과도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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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이러한 점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추세포의 센서가 충분히 자극되지 않을 때 두 빛의 중간 

스펙트럼 또는 파장으로 혼동한다는 교사들의 모형은 색을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는 소박한 이론에 기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전의 물감혼합, 점묘, 삼원색 합성, 7원색 모형 등이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재진술하는 데서 그치는 기술적 

설명모형인데 반해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설명 구조를 갖추고 있는 종합적 설명모형이다(e.g. Norman, 

1983; Snyder, 2000). 따라서,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부조 모형 

등은 소박한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이 

모형들을 대응한 학생과 교사들은 소박한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2) 원추세포자극, 원추세포분해능 모형의 개념세계 요소 

 

과학교사들의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을 모형 

분석틀로 분석하였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모형이었고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색분해 현상에 대응된 모형이었다. 

이 모형들의 개념세계 요소를 해석하기 위하여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및 

상태, 상호작용, 인과에 대한 모형 구조를 분석하였다(표 IV-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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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5.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의 분석 

모형 항목 내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영역 생리적(눈, 뇌) +인식적(정신) 

모형요소 
빛(적, 녹, 주황), 원추세포(적, 녹), 자극

(적, 녹), 자극의 종합, 자극의 인식 

모형구조 

상태 색은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이다 

상호

작용 

1) 적, 녹 빛의 파동은 적, 녹의 원추세포

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은 뇌에서 종합

되어 주황으로 인식 

인과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의 종합된 자극

이 인식된 것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영역 생리적(눈, 뇌) +인식적(정신) 

모형요소 
빛(적, 녹, 주황), 원추세포(적, 녹), 자극

(적, 녹), 자극의 종합, 자극의 인식, 분해능 

모형구조 

상태 색은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이다 

상호

작용 

1) 적, 녹 빛의 파동은 적, 녹의 원추세포

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은 뇌에서 종합

되어 주황으로 인식 

인과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의 종합된 자극

이 인식된 것 

 

먼저, 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원추세포의 자극이 종합되어 색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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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영역은 눈(eyes)과 뇌(brains)의 생리적인 영역과 정신(mental) 

의 인식적인 영역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들의 모형 요소는 빛, 파동, 

파장의 물리적인 존재자들과 원추세포의 생리적인 존재자들 뿐만 아니라 

자극, 종합이라는 인식적인 존재자들을 포함한다.  

이 모형은 색은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이라는 가정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상호작용을 가정한다. 첫번째는 초록색의 빛과 빨강색의 빛이 

초록과 빨강을 수용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하는 과정, 그리고 주황색의 

빛도 마찬가지로 초록과 빨강을 수용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하는 과정이다. 

두번째는 뇌에서 초록과 빨강의 자극이 종합되어 주황색으로 인식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주황색은 초록과 붉은색의 원추세포가 함께 

자극되었을 때 인식되는 색이기 때문에 두 기작은 색 인식에서 볼 때 

같은 기작이라는 인과 설명이다. 이 모형은 원추세포에 의한 자극이 

같을 때 같은 색으로 인식한다는 가정한다. 즉, 원추세포의 자극을 색의 

변인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색분해 현상에 대응된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살펴 보면 

색 현상은 이전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마찬가지로 원추세포의 자극이 

종합되어 색으로 인식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모형 영역은 눈(eyes)과 

뇌(brain)의 생리적인 영역과 정신(mental)의 인식적인 영역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모형 요소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빛, 파동, 파장, 

원추세포, 자극, 종합의 모형 요소에 새로운 모형 요소인 

분해능(imaging resolution)을 포함한다.  

이 모형은 상호작용은 이전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상호작용과 

동일하지만 뇌에서 초록과 빨강의 신호가 분해능 이하일 때만 종합하여 

인식한다는 단서를 추가한다. 따라서 주황색은 초록과 빨강의 빛이 

분해능 이하일 때만 인식이 된다는 인과 설명이다. 분해능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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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원추세포 자극 모형에 과학적인 분해능의 지식을 추가하여 

정교화된 모형이다.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부조 모형과 대비되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생리적인 원추세포의 자극과 뇌에서의 

자극의 종합이 인식적인 영역에서 색으로 인식된다고 설명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서로 다른 

모형이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조건등색에서 색의 합성의 규칙성을 

설명하지만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멀리있는 빛은 섞여 보이고 가까운 

빛은 분리되어 보이거나 컵을 덮으면 빛이 섞여 보이고 컵을 열면 

분리되어 보이는 색분해의 규칙성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모형 요소에서 분해능을 추가하였고 모형 구조 측면에서 

상호작용과 인과 설명에 분해능 이하라는 조건을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의 확장된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개념세계 요소 중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과학교사들의 삼원색 

이론은 삼원색이 눈의 망막에 존재하는 3종류의 원추세포의 자극에 

의해서 인식되고, 이 자극은 시신경과 뇌를 거쳐 종합되어 색상 감각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는 영과 헬름홀츠의 삼원색 이론이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과학적이며 현상의 규칙성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며 체계적인 설명 구조를 갖추고 있는 종합적 

설명모형이다. 따라서,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은 

과학적인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구조화된 모형으로 이 

모형들을 대응한 학생과 교사들은 과학적인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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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 비교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서 대응되었던 설명모형의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를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표 IV-16, 표 IV-17). 

 

표 IV-16. 중학생의 색 현상별 개념세계 요소 

 개념세계요소 색합성 백색광 조건등색 

직관적 지식 

물감혼합 37% - 14% 

점묘 23% - 10% 

색원소 - 100%* - 

언어-상징적 

지식 
삼원색 - 86%* - 

소박한 이론 스펙트럼 이론 17% 14%* 10% 

과학적 이론 삼원색 이론 23% - 66% 

* 모형이 두 개의 개념세계 요소를 포함한 경우 각 요소에 함께 제시 

 

표 IV-17. 과학교사의 색 현상별 개념세계 요소 

 개념세계요소 조건등색 
분광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직관적 지식 점묘 - - 33% 

언어-상징적 

지식 
분해능 - - 67% 

소박한 이론 스펙트럼 이론 50% - 33% 

과학적 이론 삼원색 이론 50% 100%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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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결과 물감혼합 모형은 물감혼합의 직관적 지식, 점묘 모형은 

점묘의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삼원색 합성 모형은 삼원색의 

언어-상징적 지식과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다. 7원색 

모형은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과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를 비교해 보면 직관적 

지식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물감 혼합, 점묘, 색원소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학교사의 경우 점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모형에서 나타났지만 중학생과 과학교사는 점묘에 대한 유사한 직관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묘의 지식 이외에도 중학생은 

과학교사보다 물감 혼합, 색 원소 지식 등의 다양한 직관적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상징적 지식으로는 중학생은 삼원색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과학교사의 경우 분해능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소박한 이론으로는 중학생과 과학교사 모두 빛의 파장을 색으로 

이해하는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소수의 중학생이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과학교사는 많은 수가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전 연구에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e.g. 김대환, 2011; Chauvet, 1996). 이는 색을 빛의 분산 

스펙트럼 분산과 연관지어 학습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빛의 파동성에 

대한 학습이 늘어나면서 빛의 파동성을 색의 본질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들도 비율은 낮지만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수의 과학교사들이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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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과학적 이론은 중학생과 과학교사 모두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색 

현상을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스펙트럼 이론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중학생이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과학교사는 많은 수가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특이한 것은 

교육과정에서 아직 삼원색 이론을 학습하기 전의 중학생들도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는 점이었다. 이들이 삼원색 이론을 다른 교육기관이나 

매체를 통해 학습한 것인지 삼원색 이론과 관계된 별개의 지식을 스스로 

이론으로 구성한 것인지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중학생은 이론보다는 지식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사는 이론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의 특징의 차이는 

일련의 색 현상에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주로 지식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은 제시되는 

현상에 대해 유사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모형을 현상별로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이론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학교사는 제시되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이전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닮아 있는 모형을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이러한 모형구성의 차이를 알기 위하여 다음 

절에서 중학생과 과학교사가 모형구성의 특징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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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 

 

이 절에서는 색 인식 모형구성에서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례를 선정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과 

개념세계의 요소들과 이들간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색 인식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4.3.1. 중학생의 모형구성 

 

지식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중학생은 제시되는 

현상에 대해 유사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는 모형을 현상별로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중학생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 유형을 통해 분류하였다(표 I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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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8. 과학교사의 색 인식 개념세계 요소 비교 

유형 색합성 백색광 조건등색 비율 

현상별 모형 

대응 

직관적 지식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과학적 이론 29% 

직관적 지식 
직관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 7% 

소박한 이론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과학적 이론 7% 

과학적 이론 
직관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 7% 

과학적 이론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과학적 이론 16% 

직관적 지식 

또는 소박한 

이론 기반 

직관적 지식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직관적 지식 24% 

소박한 이론 
직관적 지식 

언어-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10% 

 

중학생의 개념세계 변화의 유형은 직관적 지식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른 경우는 36%, 소박한 이론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른 경우는 7%, 

과학적 이론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른 경우는 23%로 나타났다. 이들은 

현상별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이 있는 개념세계 요소를 

기반으로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였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은 과학교사처럼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개념세계 변화의 유형이 직관적 지식에서 직관적 지식에 머무른 경우는 

24%, 소박한 이론에서 소박한 이론으로 머무른 경우는 1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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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현상별 모형 

대응의 유형과 직관적 지식 및 소박한 이론 기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현상별 모형 대응 유형 중에서는 비율이 높은 직관적 지식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른 경우와 과학적 이론에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른 경우로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역시 비율이 높은 직관적 지식 및 

소박한 이론 기반의 경우의 대표 사례를 선정하였다. 유형의 사례별로 

모형구성을 도식화하고 모형구성 과정의 중학생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1)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 

 

초기에는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였으나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한 이후 과학적 이론으로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했던 

경우이다. 이들 학생은 현상별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는 지식과 

이론을 선택하였는데,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하면서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설명의 타당성이 가장 높은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 사례 중의 대표적인 세 가지를 선정하여 

이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먼저, 현상별로 부합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선택하는데 직관적 

지식으로부터 과학적 이론으로 변화한 학생 A와 학생 B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 A는 색합성 현상에 대해 점묘 모형,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 삼원색 합성 모형,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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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는 일련의 색현상을 대면하면서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개념세계 요소를 지식에서 이론으로 바꾸며 모형을 대응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개념세계 요소가 점진적으로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학생 B는 색합성 현상에 대해 물감혼합 모형,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 삼원색 합성 모형,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8). 

 

그림 IV-7. 학생 A의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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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B는 일련의 색현상을 대면하면서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개념세계 요소를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개념세계 요소가 점진적으로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하게 되었다.  

 

학생 A의 색합성에 대한 점묘 모형은 멀리서 보면 겹쳐지기 

때문이라는 점묘의 원리와 관계된 설명이다. 물리적인 현상을 구분하여 

인지할 수 있는 눈의 한계 때문인 것으로 혼합된 색의 지각을 눈과 

관련된 인식적인 현상으로 해석한다. 이 모형은 색합성에 대한 점묘의 

직관적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 A의 대화에서 점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잘 드러난다. 

그림 IV-8. 학생 B의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 



 

 

 

 

135 

 

동료: 처음에 쓴 의견 뭐였어? 

학생A: 여러 색의 작은 입자들이 섞여서 멀리서 보면 다른 

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I: 스펙트럼이 다른데 왜 같은 색으로 보여요? 

학생A: 눈이 반응하는 게 이상해서, 착시? 

(학생 A의 조건등색에서 점묘에 대한 대화) 

학생 B의 색합성에 대한 물감 혼합 모형은 색을 섞으면 반사되는 

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모형은 물감 혼합의 직관적 

지식과 연관되어 있어 색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반사된 빛이나 

색이 많아진 것을 색이 바뀐 원인으로 기술함으로써 색의 합성을 빛이나 

색의 합성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하는데, 학생 B의 대화에서 점묘에 대한 

이러한 순환적 설명의 구조가 잘 드러난다. 

물체색은 그 반사된 빛의 색을 눈이 인식한 것이다. (색이합

성되면) 반사되는 색깔이 많아지고 그 색이 모두 다르게 구

성되어 색이 다르다. 

(학생 B의 색합성에 대한 설명) 

이후에 학생 A와 학생B 모두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 삼원색 

합성 모형을 대응하였다. 학생 A와 학생 B도 물감혼합의 직관적 지식과 

더불어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 및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색으로 분리되는데 이중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색을 삼원색으로 정하였다. 

(학생A의 삼원색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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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색이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중간에 다양한 색이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학생A의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삼원색은 세상의 모든 빛의 색깔을 만드는 모든 색의 구성 

성분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분인 색을 삼원색으로 정한 

것이다. 

(학생B의 삼원색에 대한 설명) 

프리즘이나 무지개에서는 삼원색의 여러 색이 합성되어 노

란 색이 나온 것이다. 

(학생B의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조건등색 현상에서 학생 A, 학생 B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을 사람의 인식 작용으로 이해하고 단일한 주황이 빨강과 

초록을 합한 것이므로 빨강과 초록을 섞은 빛이나 마찬가지로 빨강과 

초록의 원추세포를 자극한다는 설명이다. 이 모형은 삼원색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 A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삼원색과 

관련지어 색을 원추세포의 자극이라고 이해하는 삼원색 이론이 잘 

드러난다.  

학생 A는 조건등색 현상에서 스펙트럼이 불일치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에서 원추세포로 

삼원색을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을 찾아간 반면에, 학생 B는 조건등색 

현상을 설명하는 다른 모형들을 평가하며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하였다. 동료의 파동 상호작용 모형도 학생 B가 반례를 찾아내어 

수용하지 않았으며 제공된 읽기 자료의 설명모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찾아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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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색하고 스펙트럼이 일대일 대응이 아닌 걸 봐서 색하고 

스펙트럼은 다른 거야, 관련은 있지만. 왜 스펙트럼이 같은 

색으로 보이는지를 삼원색과 관련지어서 눈에서 어떻게 하

는지를 설명해야겠죠. 

학생A: 눈의 시각세포가 얘는 빨강색하고 초록색이 반응을 

해서  인식하는 주황색으로 인식해. (중략) 원래 처음은 

다른데 눈은 주황색을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록, 빨강, 

파랑만 인식하니까 

(학생A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시각세포의 설명) 

학생B: 완전히 다른 색임에도 불구하고 합쳐지면 왜 이 색

이 되지? 

동료1: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그 사이의 파장의 다른 색이 

나온다? 

학생B: 그렇게 따지면 빨강, 파랑을 섞었을 때 노랑이 나와

야 되는 거쟎아. 그 말이 성립안하네 

(중략) 

학생B: 서현이 말(원추세포 자극에 대한 설명)은 이 색을 봐

도 우리 눈에 초록과 빨강을 자극한다는 거야? 서현 난 얜 

거 같아 

동료2: 얘 말(원추세포 자극에 대한 설명)대로 하면 이 중간

은 단일 스펙트럼은 어떻게 인식된다는 거야? 

학생: 빨강, 초록이 있으면 이걸 주황으로 생각하는 거래. 

같은 자극으로 

(학생B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모형 평가 과정에 대한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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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A, 학생 B의 설명모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여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비록 초기의 모형은 직관적 지식을 활용하여 

색합성을 설명하였지만 백색광 스펙트럼에서는 삼원색에 대한 직관적 

지식과 언어-상징적 지식을 활용하고 이를 활용하여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삼원색 이론과의 연관을 통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구성하여 

점진적으로 과학적 이론으로 이동하여 모형을 대응하였다. 

학생 A, 학생 B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들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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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19.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학생 A, 학생 B)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물감

혼합 

물리적

(물감) 

물감 입자, 

색, 혼합 

물감 

입자는 

색이다 

1) 물감 입자가 혼

합됨 

입자가 혼합되

어 다른 입자

(색)로 됨 

점묘 

물리적

(물감) +

생리적

(눈) 

물감 입자, 

섞임, 색, 

눈의 구별

(점묘) 

물감 

입자는 

색이다 

1) 여러 색의 입자

들이 섞임 

2) 멀리서 보면 눈이 

입자를 구분할 수 

없음 

3) 눈에서 다른 색

으로 봄 

섞인 입자들이 

눈으로 구별되

지 않아 합성된 

색으로 보인다 

삼원색 

합성 

물리적

(빛공간, 

물감) 

 

색원소(적, 

녹, 청), 빛

(색)의 퍼짐

(번짐), 합

성색(주, 

노), 경계면, 

합성 

삼원색은 

가장 기본

적인 색원

소다. 

1) 삼원색의 빛(색)

이 스펙트럼을 구성

하고 퍼져(번져) 나

간다  

2) 삼원색의 경계

면에서 빛(색)이 합

성된다. 

삼원색과 삼원

색의 합성으로 

스펙트럼의 색

이 된다. 

원추

세포 

자극 

 

생리적 

(눈,뇌) 

빛의 파동

(적, 녹, 주

황), 원추세

포(적,녹), 

자극(적, 

녹) 

색은 원추

세포의 자

극이다 

1) 적, 녹 빛의 파

동은 적, 녹의 원추

세포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

의 자극이 주황이 

된다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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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별로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색합성 

현상에서 입자가 혼합되어 다른 입자가 되거나 섞인 입자들이 눈으로 

구별되지 않아 합성된 색으로 보인다는 것에서 조건등색 현상에서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 

구조의 상태 분면에서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도 물감 입자에서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으로 변화되었다.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인과 설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형 구조의 상호작용 또한 

현상별로 제각각 다르게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모형 구조가 존재하는 

모형 영역과 모형 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모형 요소 모두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설명은 학생들이 색 현상별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찾아 모형을 대응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한편, 현상별로 부합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선택하는데 과학적 

이론으로 시작했지만 직관적 지식과 언어-상징적 지식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과학적 이론으로 변화한 학생 C의 경우이다. 학생 C는 색합성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고,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 삼원색 합성 모형을 대응하였으며,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9).  



 

 

 

 

141 

 

 

 

*학생 C는 직관적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일련의 색현상을 

대면하면서 조건등색을 설명하는데 부합하는 개념세계의 요소를 

삼원색 이론으로 기반하여 과학적인 모형을 대응하였다. 

 

먼저, 학생 C의 색합성에 대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색이 섞여 

보이는 것은 눈에서 시각세포인 원추세포의 자극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학생 C는 합성된 색이 이전의 색과는 다른 색으로 보이는 

현상을 사람의 인식 작용으로 이해하였다. 이 모형은 삼원색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 C의 설명에서 색을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이해하는 삼원색 이론이 잘 드러난다. 

 

사람이 색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시각세포가 빨간색, 초록

색, 파란색을 가장 잘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림 IV-9. 학생 C의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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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색을 섞으면 섞은 색이 두 개 이상의 삼원색이 원추세

포로 적절한 강도로 자극시켜서 색이 달라 보인다. 

(학생 C의 원추세포를 이용한 색 현상의 설명) 

그러나, 학생 C는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이전의 삼원색 

이론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앞서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직관적 지식으로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다. 학생 C의 경우에는 노랑이 스펙트럼에서 빨강과 초록의 

중간에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빛의 색에 따라 파장이 다르므로 굴절률이 다르다. 그러므

로 빛이 프리즘에서 여러 가지 색으로 분산된다. 합성되어

서 다른 색 빛이 형성된다. 

(학생 C의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학생C: 노란색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으로 가운데 나타

날 거야. 간이 분광기 그림에서 가운데 있다는 건 연속 스펙

트럼으로 나타나서 가운데 있다는 걸 거야. 빛의 삼원색 사

이에 있다는 거는 두 가지 색이 섞였다는 거 아냐 

동료1: 삼원색 사이에 있으니까  

동료2: 노랑색은 빨강색 + 초록색 

학생C: 그걸 증명해야 돼. 우리가 빛의 삼원색이 원추신경

이라고 했는데 원추신경으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 

학생C: 스펙트럼이 일단 빛을 분광한다는 거쟎아 

동료1: 스펙트럼이 중앙에 존재하는 것만 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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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C: 중간에 위치하는 이유가 뭐고 

동료1: 위치하는 이유는 굴절률 때문이고 

학생C: 삼원색을 섞어서 무슨 색이든 만들 수 있쟎아. 

(학생C의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대화) 

조건등색 현상에서 학생 C는 다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시켰다. 이는 아마도 조건등색 현상이 색합성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등색 현상 이후에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전의 

삼원색 합성 모형을 버리고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다. 

빛의 3원색이 모여서 흰색이 되는 것인데 그 빛이 프리즘에 

들어가면 분산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서로 합성되어 

여러 가지 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펙트럼

이 같은 색 빛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빛의 색은 따로 

들어와 눈의 시각 세포에서 합성되는 것이다. 

(학생 C의 조건등색 이후의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원추세

포 자극 모형의 설명) 

학생 C의 설명모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여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학생 C는 색합성 현상을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으로 설명하였지만 백색광 스펙트럼에서는 과학적 이론을 활용하지 

않고 삼원색에 대한 직관적 지식과 언어-상징적 지식을 활용하였다. 

하지만, 조건등색 현상을 통해 결국에는 색 현상을 이해하는 모형으로 

초기의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색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적 모형을 

대응하였다. 

학생 C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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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학생 C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20). 

 

표 IV-20. 현상별 모형 대응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학생 C)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원추

세포 

자극 

 

생리적 

(눈,뇌) 

빛의 파동

(적, 녹, 주

황), 원추세

포(적,녹), 

자극(적, 

녹) 

색은 원추

세포의 자

극이다 

1) 적, 녹 빛의 파

동은 적, 녹의 원추

세포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

의 자극이 주황이 

된다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의 

자극이다.  

삼원색 

합성 

물리적

(빛공간, 

물감) 

 

색원소(적, 

녹, 청), 빛

(색)의 퍼짐

(번짐), 합

성색(주, 

노), 경계면, 

합성 

삼원색은 

가장 기본

적인 색원

소다. 

1) 삼원색의 빛(색)

이 스펙트럼을 구성

하고 퍼져(번져) 나

간다  

2) 삼원색의 경계

면에서 빛(색)이 합

성된다. 

삼원색과 삼원

색의 합성으로 

스펙트럼의 색

이 된다. 

 

모형별로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색합성 

현상에서는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설명하였으나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원추세포의 자극이라는 인과 설명 대신에 기본적인 색원소 

같은 삼원색과 삼원색의 합성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 설명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다시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과 설명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 구조의 상태 분면에서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일관되지 않고 변화되었다. 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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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인과 설명이 현상별로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모형 구조가 존재하는 모형 영역과 모형 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모형 요소 모두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학생 C는 색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 C가 비록 개념세계 요소로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론 중심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C는 이전의 학생 

A, 학생 B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색 현상별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찾아 모형을 대응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2) 직관적 지식 및 소박한 이론 기반의 중학생의 모형구성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에서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었지만 직관적 지식만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했던 경우이다. 이들은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직관적 지식 또는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사례 중의 대표적인 두 가지를 선정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먼저, 일련의 색 현상을 설명하면서 직관적 지식만을 기반으로 한 

학생 D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 D는 색합성 현상에 대해 물감입자의 

혼합으로 설명하는 물감혼합 모형을 대응하였고,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삼원색 합성 모형을 대응하였으며,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스펙트럼의 겹침으로 설명하는 물감혼합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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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등색 현상에 대응된 모형은 물감입자에 대한 표현이 

스펙트럼으로 바뀌었을 뿐 색합성에서 대응된 물감혼합 모형과 거의 

동일한 모형이었다. 물감혼합 모형을 갖고 있는 학생 D에게 조건등색 

현상은 색합성과 유사한 규칙성을 갖고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을 대응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었다. 

 

 

 

 

*학생 D는 일련의 색현상을 대면한 이후에도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 D의 물감혼합 모형은 합성 자체를 색이 바뀐 원인으로 

기술함으로써 색합성을 물감 입자의 혼합으로 순환적으로 설명한다. 이 

모형은 색합성에 대한 물감혼합의 직관적 지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 

D의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대화나 색합성에 대한 설명에서 물감 혼합에 

대한 직관적 지식은 잘 드러난다. 

그림 IV-10. 학생 D의 직관적 지식 기반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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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1: 왜 삼원색이 존재하냐? 

학생D: 색소가 그것밖에 없어서 

(학생D의 삼원색의 이유에 대한 대화) 

색깔이 서로 결합해서 새롭게 색깔이 만들어짐 

(학생D의 색합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학생 D는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 삼원색 합성 모형을 

대응하였는데 이 모형은 삼원색으로부터 색이 퍼져 나오고, 경계면에서 

서로의 색이 합성되는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여러 색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 모형은 이전 모형의 물감혼합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면서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삼원색에 대한 직관적 

지식인 색원소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학생 D의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한 대화에서 삼원색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강한 색원소 

직관적 지식과 언어-상징적 지식이 잘 드러난다. 

프리즘에서도 문제가 있쟎아. 프리즘에서도 삼원색만 나와

야 되는 거 아냐? 노란색도 빨강하고 초록으로 나눌 수 있

는 거 아냐? 

예전에 읽은 책에서 빛을 스펙트럼에 투과시켰는데 빨주노

초파남보가 나왔는데 그러면 노랑색은 애초에 빨강하고 초

록으로 나눠진다고 하면 빛을 투과시켰을 때 빨강, 초록, 파

랑만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학생D의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의 삼원색에 대한 색원

소 직관적 지식과 언어-상징적 지식) 

조건등색 현상에서 색합성에 대한 설명을 다시 빛의 실체들인 빛과 

스펙트럼의 합성으로 설명하는 순환적인 구조는 물감혼합 모형의 

구조였다. 따라서. 물감혼합의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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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D의 조건등색 현상에서 스펙트럼이 겹친다는 설명에서 물감혼합의 

직관적 지식이 잘 드러난다. 

합쳐 보인다는 표현보다는 겹쳐 보인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아요. 빛이 겹칠 수 있으니까 따로 같은 경로로 들어오는 

거죠. 빨강, 초록의 경로가 겹쳐서 주황으로 인식이 되는 거

죠.  

(학생 D의 조건등색 현상에서 겹침에 대한 설명) 

설명모형이 주로 물감혼합,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했던 학생 D는 색 인식 모형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각 

색 현상을 설명하는 모형이 근본 원인을 설명하지 못하는 순환적인 

모형들이 대응되었으며, 조건등색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적절한 

과학적인 모형을 대응시키지 못하였다.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한 

이후에도 과학적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생 

D의 개념세계 요소 중 직관적 지식 기반의 모형구성 특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D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학생 D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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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1. 직관적 지식 기반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학생 D)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물감

혼합 

물리적

(물감) 

물감 입자, 

색, 혼합 

물감 

입자는 

색이다 

1) 물감 입자가 혼

합됨 

입자가 혼합되

어 다른 입자

(색)로 됨 

삼원색 

합성 

물리적

(빛공간, 

물감) 

 

색원소(적, 

녹, 청), 빛

(색)의 퍼짐

(번짐), 합

성색(주, 

노), 경계면, 

합성 

삼원색은 

가장 기본

적인 색원

소이다. 

1) 삼원색의 빛(색)

이 스펙트럼을 구성

하고 퍼져(번져) 나

간다  

2) 삼원색의 경계

면에서 빛(색)이 합

성된다. 

삼원색과 삼원

색의 합성으로 

스펙트럼의 색

이 된다. 

 

모형별로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색합성 

현상에서 입자가 혼합되어 다른 입자가 되어 합성된 색으로 보인다는 

것에서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색원소인 삼원색과 삼원색의 

경계면에서 색원소인 삼원색이 합성되어 보인다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섞인 입자들이 눈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 구조의 상태 분면에서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도 물감 입자에서 

삼원색을 색원소로 생각하였다가 다시 물감 입자로 바꾸고 있다.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인과 설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모형 

구조의 상호작용 또한 현상별로 제각각 다르게 제시되었다. 마찬가지로 

모형 구조가 존재하는 모형 영역과 모형 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모형 

요소 모두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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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색 현상별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찾아 모형을 대응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하고도 과학적 이론의 개념세계 요소를 대응하지 못하고 

직관적 지식만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일련의 색 현상을 설명하면서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학생 E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생 E는 색합성 현상에 대해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고,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 대해 삼원색 합성 

모형을 대응하였으며,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다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11). 

 

 

 

 

*학생 E는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IV-11. 학생 E의 소박한 이론 기반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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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의 색합성에 대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두 빛이 합쳐지면 

새로운 파동이 되거나 중간의 파장을 갖는 파동으로 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파동 상호작용 모형에서 색현상은 빛의 파동성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색은 빛의 파장이다. 이 모형은 스펙트럼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데, 학생 E의 대화에서 색을 빛의 파장이라고 이해하는 스펙트럼 

이론이 잘 드러난다. 

서로 다른 색의 빛이나 물감을 섞으면 빛의 파장(혹은 물감

이 반사하는 빛의 파장)에 변화가 생기므로 명도와 채도가 

변해 우리 눈에 다른 색으로 보인다. 

(학생E의 색합성에 대한 설명) 

학생 E는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설명하면서 이전의 이론인 삼원색 

이론과 스펙트럼 이론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앞서의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삼원색에 대한 언어-상징적 지식과 색원소의 직관적 

지식으로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였다. 삼원색을 더 이상 분산되지 

않는 원소 같은 색으로 이해하고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스펙트럼의 

빛이 삼원색의 빛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빛의 삼원색은 서로 합성되어 다른 색들을 만들어낸다. 반

면 빛의 삼원색은 다른 색의 빛으로 분산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볼 때 삼원색 RGB는 다른 색 빛으로 분산되지 않는 

색깔의 빛이라고 생각된다. 

(학생 E의 삼원색에 대한 설명) 

삼원색으로 빛이 분산되는데 두 가지 삼원색의 빛이 겹치는 

부분에서 빛이 섞여 다른 색깔의 빛도 나타날 것이다 

(학생 E의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 

학생 E도 이전의 모형인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조건등색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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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시켰다. 이는 아마도 조건등색 현상이 색합성 현상과 유사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학생 

E는 동료와 마젠타에 대한 논의 중에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모순을 

깨달았으나 이를 쉽게 과학적인 모형으로 바꾸지는 못하였다. 이는 학생 

E의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구성 특징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저거 주황색 빛은 빨강, 초록을 합성한 게 아니라 파장을 바

꿔서 주황색으로 만드는 거 아냐? 저 기계(전원장치)가 어

떻게 하는 거지? 

(학생E의 조건등색에서 주황색 빛의 파장에 대한 대화) 

동료2: 왜 같은 색으로 보이느냐, 그걸 물어본 거 아냐? 

학생E: 그거쟎아. 파장의 길이랑 관련이 있쟎아.  

(중략) 

학생E: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그 사이의 파장의 다른 색이 

나온다? 

동료1: 그렇게 따지면 빨강, 파랑을 섞었을 때 노랑이 나와

야 되는 거쟎아 

학생E: 그러네 

(중략) 

학생E: 파장의 합성 말고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 볼까? 서현

이(원추세포 자극 모형 설명)를 읽어봐. 아니구나. 

학생E: 유천(분광 센서 모형)은 우리 눈에 주황을 단일하게 

자극하는 게 있다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모든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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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인체의 한계란 게 있으니까 

(중략) (연구자의 조건등색 현상에 설명을 들은 이후) 

학생E: 그러면 파장이랑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학생 E의 조건등색 현상에서의 모형구성) 

학생 E는 색합성에 대해 대응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는 등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 E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학생 E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22). 

 

표 IV-22. 소박한 이론 기반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학생 E)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파동 

상호

작용 

물리적 

(빛공간) 

빛의 파동

(적, 녹, 주

황), 색(주

황), 파장

(적, 녹, 주

황), 파의 

섞임,  

파장 이동 

색은 빛의 

파장이다 

1)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섞임 

2) 섞인 주황빛의 

파동의 파장이 적, 

녹의 중간으로 이

동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

임에 의한 파

장 이동의 결

과 



 

 

 

 

154 

삼원색 

합성 

물리적

(빛공간, 

물감) 

 

삼원색(적, 

녹, 청), 빛

(색)의 퍼짐

(번짐), 합

성색(주, 

노), 경계면, 

합성 

삼원색은 

가장 기본

적인 색이

다. 

1) 삼원색의 빛(색)

이 스펙트럼을 구성

하고 퍼져(번져) 나

간다  

2) 삼원색의 경계

면에서 빛(색)이 합

성된다. 

삼원색과 삼원

색의 합성으로 

스펙트럼의 색

이 된다. 

 

모형별로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색합성 

현상에서는 파동의 중첩이나 섞임으로 인한 파장의 이동으로 

설명하였으나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중첩된 파동의 파장 

이동이라는 인과 설명 대신에 기본적인 색원소 같은 삼원색과 삼원색의 

합성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 설명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다시 중첩된 파동의 파장 이동이라는 인과 설명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모형 구조의 상태 분면에서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가 파동의 파장 이동으로 일관되지 않고 변화되었다. 색에 대한 

본질적인 정의와 이에 따른 인과 설명이 현상별로 일관되게 제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모형 구조가 존재하는 모형 영역과 모형 구조를 

이루는 요소인 모형 요소 모두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학생 E는 일련의 

색 현상을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유지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 E가 비록 개념세계 요소로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의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이론 중심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생 E는 색 현상별로 

현상에 대해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찾아 모형을 대응한 

특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하고도 과학적 이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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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세계 요소를 대응하지 못하고 소박한 이론만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을 하지 못하였다. 

스펙트럼 이론은 빛에 대한 과학적인 관찰과 증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뉴턴의 시대에는 색을 이해하는 패러다임 이론이었다(Hilbert, 

1987; Sherman, 1981). 물리학습에서 빛의 분산에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의미있게 학습하지 못하고 분별없이 받아들일 때 색을 빛의 

파장과 동일시하게 되는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은 더욱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다. 

종합하면 직관적 지식이나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구성을 한 

이들이 직관적 지식이나 소박한 이론만을 기반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일련의 색현상을 대면하면서 과학적 이론으로 이동했던 모형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백색광의 스펙트럼 현상에서는 현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언어-상징적 지식과 직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모형을 

대응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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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과학교사의 모형구성 

 

이론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과학교사는 제시되는 

현상에 대해 자신의 이전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닮아 있는 모형을 

대응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과학교사의 모형구성 특징을 소박한 

이론의 합치 유형, 모형 정합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모형구성을 도식화하고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1) 소박한 이론 합치의 모형구성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에서 소박한 이론과 합치를 

지향하여 모형구성을 했던 경우이다. 이들 중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먼저 교사 A, 교사 C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 A, 교사 C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고,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고, 색분해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12). 

교사 A와 교사 C는 조건등색, 마젠타, 색분해 현상에 대해 

일관되지 않는 설명모형을 제각각 다르게 대응시켰다.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지만, 분광 측정, 마젠타 

현상은 파동 상호작용 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시켰다. 그러나 이후의 색분해 현상에서는 분광 측정 

및 마젠타에 대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들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임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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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A, C는 색분해 현상에 대한 모형 대응에서 최초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모형이 기반하는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의 합치를 

지향하여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들 교사들의 모형구성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A, 교사 

C의 일련의 각 색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1) 빨간색하고 초록색이 합쳐져서 오는 줄 알았더니 따로따

로네 개별화되어 있군. 내가 문제다. 

2) 원추세포 안의 센서가 있다 생각을 해서요. 이 경우에는 

색깔이 두 개로 들어오는데 그 센서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어서 반응한다는 거지. 그래서 동시에 반응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일 파장이 들어올 때도 두 개가 반응하니까 우리

그림 IV-12. 교사 A, 교사 C의 소박한 이론 합치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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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별 못한다는 거지. 

3) 지금같은 경우를 설명하려면 (원추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어. 들어온 빛이 원추세포를 자극

한 거야. (색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헛갈린 거지. 덮어놓은 

경우에는 (빛이) 약하니까 헛갈려서 섞이는 거고.  

(교사 A의 1) 조건등색, 2) 마젠타, 3)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 

1) 두 파장의 빛이 섞여서 이 색(주황색)으로 보일 수 있다

고 생각할 수 있는데… 

2) 원추세포에서 각각의 빛을 인식해서 합해서 무슨 색이라

고 하는 그 이론이 맞는 거야. 파란색이 들어오고 빨간색이 

들어와서 각각의 원추세포가 흥분이 되는 거야. 그게 인제 

마젠타 색깔로 보이는 인식이 되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게 

틀린 거야. 그런 것 같아요. 

3) 사실은 여기서도 각각(의 빛이) 오는데, 미세하니까 섞여 

보이는 거 아닌가? (종이컵을) 벗겼을 때 빛이 강력하게 오

니까 (개별적으로) 보이는 거구. 종이컵을 통과하면서는 희

석이 되고. 희석이라고 말이 좀 아닌데. 선이라고 하면, 빨

간색, 파란색이 각각이 보이지만, 얘를 섞어 놓으면, 보라색

(마젠타)으로 보이는 것처럼. 종이컵을 벗겼을 때에 빛이 한

꺼번에 오니까 색깔이 강한데, 종이컵을 씌워 놓은 것에서

는 섞여서 오니까 착각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교사 C의 1) 조건등색, 2) 마젠타, 3)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 

교사 A, C는 분광 측정을 통해 빨강과 초록의 빛이 여전히 각각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젠타 현상을 파동이 합성하여 

주황색의 파장이 된다는 모형으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모순을 인지하고, 원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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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모형을 새롭게 대응하였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에서 교사 A와 교사 C는 새롭게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대응시켰다.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빛의 세기가 충분하지 못해 

원추세포의 센서가 빨강과 초록 빛의 파장을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해 두 

빛의 중간 파장인 주황으로 잘못 감지한다는 설명이다.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이전의 설명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는 일관하지 않는 

모형이었다. 

이들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일관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색분해 

현상에서는 다른 모형인 원추세포 부조 모형을 대응시킨 것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이 기반했던 삼원색 이론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의 모형의 근거가 되는 이론으로서 개념세계의 중심에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들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23). 



 

 

 

 

160 

 

표 IV-23. 소박한 이론 합치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파동 

상호

작용 

물리적 

(빛공간)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색(주

황), 파장(적, 녹, 

주황), 파의 섞

임, 파장 이동 

색은 

빛의 

파장이

다 

1)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섞임 

2) 섞인 주황빛의 

파동의 파장이 적, 

녹의 중간으로 이

동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임

에 의한 파

장 이동의 

결과 

원추

세포 

자극 

 

생리적 

(눈,뇌)+인

식적 

(정신)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원추

세포(적,녹), 

자극(적, 녹), 종

합, 인식 

색은 

원추세

포의 

자극의 

인식이

다 

1) 적, 녹 빛의 파

동은 적, 녹의 원추

세포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

의 자극은 뇌에서 

종합되어 주황으로 

인식 

주황색은 

적, 녹 원

추세포의 

종합된 자

극이 인식

된 것 

원추

세포 

부조 

생리적(눈) 

빛의 파동(적, 

녹, 주황), 색(주

황), 파장(적, 녹, 

주황), 원추세포

(분광센서), 자

극(적, 녹), 빛의 

세기, 원추세포 

부조(오작동) 

색은 

빛의 

스펙트

럼이다 

1) 약한 적, 녹의 

빛의 파동이 원추

세포를 충분히 자

극하지 못함 

2) 원추세포 내의 

분광센서가 오작동

하여 적, 녹 파동의 

중간 영역인 주황 

파동으로 받아들임 

주황색은 

원추세포가 

오작동하여 

적, 녹 파

동의 중간

으로 빛을 

감지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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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설명모형간의 정합성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들 

모형의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파동의 합성에 의한 파장의 이동, 

원추세포의 자극, 원추세포의 부조로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모형 구조의 상호작용 또한 현상별로 

다르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설명은 모형 간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모형의 모형 요소를 살펴 보면, 이들은 마젠타 

현상에서 원추세포와 자극이라는 요소를 추가하였지만, 색분해 현상을 

위한 모형구성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색분해 

현상에서는 빛의 세기와 분광계처럼 단색파장의 강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는 원추세포, 원추세포의 부조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여 설명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의 모형 요소는 일관적이지 않고 임시적으로 필요에 

따라 이용되는 특징을 보였다. 

 끝으로, 모형 영역을 살펴 보면, 이들은 색 현상을 빛이 진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생리적인 눈의 공간으로 바꾸었다. 이는 색 현상을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인 영역에서만 벌어진 현상으로 이해하고 인지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인지적인 

공간이 생략된 물리적이고 생리적인 공간인 이들의 모형 영역은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색분해 

현상에 대한 새로운 설명모형을 구성하면서 마젠타 현상을 설명 

가능하게 하는 이전의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의 정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초기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에 합치되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색분해 현상을 논의하는 교사 C의 대화에서 삼원색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개념세계의 이론으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여전히 색 

현상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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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세포 색을 인식하는 지식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더 이상

의 진전이 없는 거 같애. (중략).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물리

라서 원추세포 없이도 알 수 있는 거 같은데 

(교사 C의 색분해 현상에 대한 논의)  

결론적으로 이들의 설명모형의 구성의 특징은 설명모형 간의 

정합보다는 초기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의 합치를 지향하였다. 

종합하면 이들의 모형구성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 이전의 설명모형을 

활용하기 보다는 현상에 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을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였다. 때문에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해 대응된 

모형들인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원추세포 부조 모형은 서로 

일관되지 않고 때로는 모순적이어서 정합하지 않았다. 이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은 이전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과의 정합을 고려하기 

보다는 개념세계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의 합치를 지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에서 모형 정합을 지향하여 

모형구성을 했던 경우이다.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은 모순제거 모형 

정합과 포괄적 모형 정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중의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모형구성 과정을 도식화하여 

모형구성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먼저, 모순제거 모형 정합의 특징을 보였던 교사 G와 교사 H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 G와 교사 H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대응하였고, 분광 측정 및 마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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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에 대해서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을 대응하였다(그림 IV-13). 

 

 

 

*교사 G, 교사 H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상호모순되는 파동상호작용, 

원추세포자극 모형을 모두 대응하였으나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해서는 원추세포자극 모형을 대응하는 모순제거 모형 정합의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초기에 과학적인 이론인 삼원색 이론과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설명모형의 정합을 가능하게 

하는 삼원색 이론을 채택하고 이에 합치되는 설명모형을 모든 색 현상에 

대응되게 구성하였다. 

 이들은 조건등색 실험에서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 모두를 대응시켰다. 아래의 대화에서 보여지듯이 이들은 원추세포 

그림 IV-13. 교사 G, 교사 H의 모순제거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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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 모형을 과학적인 모형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파동 상호작용 모형도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의 후보로 고려하였다. 즉, 이들에게는 

학습을 통해 얻게 된 삼원색 이론과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G: 이거 합칠 수 있을 거 같은데 왜 이걸 못 합치지, 

중첩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진동수와 파장이 생겨나는 거죠, 

맥놀이처럼 노란 게 생겨나는 거죠. (중략) 저도 알아요. 원

추세포가 자극되서 색으로 보이는 건  

교사 H:  파동 2개가 겹치면 새로운 파동을 만들 수 있쟎아, 

그러면 그 새로운 합성파의 파장이 똑같아지나 그 생각도 

잠깐 했어. (중략) 나는 가르친다고 (삼원색 이론을) 공부했

기 때문에 

(교사 G, 교사 H의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대화) 

그러나 이들은 파동 상호작용 모형의 반례들인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을 통해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폐기하고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을 

대응시켰다. 그리고 색분해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만을 

대응시켰다. 

 이들의 모형구성 과정의 특징을 해석하기 위하여 정리된 표 

IV-14를 살펴보면, 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을 물리적인 

영역인 빛이 진행하는 공간에서 빛의 파동의 합성에 의한 파장이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파장을 색의 변인으로 본다. 

한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을 생리적인 영역인 

눈(eyes)과 뇌(brains)에서 원추세포가 자극이 종합되어 인식적인 

영역에서 정신(mental)에서 색의 감각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원추세포의 

자극을 색의 변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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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모형은 모형의 영역 및 상호작용과 인과 설명의 모형 

구조가 판이하게 다른 상호 모순적인 모형이다. 이 두 모형은 조건등색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었지만,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이 설명 가능했다.  

그래서, 이들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에 모순되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폐기하고 분광 측정 맟 마젠타 현상에서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택하였다. 이 반례들을 통해 스펙트럼 이론이 비과학적인 이론으로 

평가되고, 삼원색 이론이 개념세계의 중심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이들의 설명모형의 구성의 특징은 분광분포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을 

통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모순되는 설명인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제거하여 일련의 색 현상에 대응되는 설명모형 간의 정합을 이루어 

과학적인 이론인 삼원색 이론에 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두 모형이 조건등색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하나의 모형을 대응하거나 버릴 근거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때문에 이들은 두 가지의 모형 모두를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삼원색 이론을 개념세계의 중심 이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식과 경험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하지만 이후의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은 이들에게 구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 이들은 분광 측정 및 마젠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에 모순되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폐기하였고,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은 이들에게 좋은 반례가 되었다. 

그리고 포괄적 모형 정합의 특징을 보였던 교사 B, 교사 F의 

사례이다. 모형구성을 했던 경우이다. 교사 B, 교사 F는 조건등색 

현상과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대응하였고, 색분해 현상에서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하였다(그림 IV-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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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B와 교사 F는 조건등색보다 복잡한 현상인 색분해 현상에서는 

이에 대한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해능의 지식을 활용하여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포괄하여 정합하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하였다. 

 

이들 교사들의 모형구성의 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B, 교사 

F의 일련의 각 색 현상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1) 원추세포가 세가지 색을 감지하지 않아요? 방법이 두 가

진가? 원추세포가 단일 파장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나요? (중

략) 단일 파장이 들어와도 2개가 깜박이네요. 예를 들어서 

빨강 부분하고 초록 부분이 깜박여야 주황이라 인식한다면, 

단일 파장이 들어오면 2개가 신호를 받아서 깜박이면서 인

식을 할 거고 빨강과 초록이 동시에 들어와도 2개가 동시에 

깜박이면서 인식을 하면서 주황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림 IV-14. 교사 B, 교사 F의 포괄적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 



 

 

 

 

167 

2) 그러니까 분해능이 들어가야 될 거 같아요. 분해능이 들

어가서 이걸(두 색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경우에는 원추세

포가 똑같이 반응을 했지만 원추세포가 반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걸로 인식하니까 녹색과 빨강을 따로 인식하는 거고 

녹색과 빨강이 너무 근접해서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인식하

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면 이 파장과 이 파장이 눈에서 동시

에 원추세포가 반응하면서 주황색으로 인식하는 

(교사 B의 1) 조건등색, 2) 마젠타, 3)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 

1) 원추세포가 색을 인식하는데 해부학적인 구조는 모르겠

지만 순서대로 해서 양쪽을 자극하니까 우리가 가운데를 인

식하지 않을까, 다른 생각(파동 상호작용 모형)은 물리적으

로 동의가 안돼.  

2)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간격으로 해상도 아래의 간격으로 

빨강하고 초록을 점을 찍어놓은 게 노랑이라는 거지. 

(교사 F의 1) 조건등색, 2) 마젠타, 3)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 

 

교사 B와 F는 초기부터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을 통해 이들 모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고 자신의 삼원색 이론을 공고히 하였다. 색분해 

현상에서는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분해능의 지식을 활용하여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포괄하여 정합하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하였다. 

스펙트럼 이론에 합치하는 모형구성을 했던 교사들의 점묘의 직관적 

지식이 스펙트럼 이론과 일관되어 포괄하는 설명모형을 구성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분해능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이들의 

설명모형은 일련의 색 현상에 모두 대응되면서 과학적인 이론인 삼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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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합치하면서 서로 정합하는 과학적인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형분석틀을 이용하여 이들의 모형을 모형 영역, 모형 요소, 모형 

구조로 나타내고 이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표 IV-24). 

 

표 IV-24. 포괄적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에서 모형분석 

모형 모형영역 모형요소 
 모형 구조 

 

상태 상호작용 인과 

원추

세포

자극 

 

생리적

(눈,뇌)+

인식적

(정신) 

빛의파동

(적,녹,주

황), 원추

세포(적,

녹), 자극

(적,녹) 

종합,인식 

색은 

원추세포

의 자극의 

인식이다 

1) 적, 녹 빛의 파

동은 적, 녹의 원추

세포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포

의 자극은 뇌에서 

종합되어  주황으

로 인식 

주황색은 

적, 녹 원추

세포의 종합

된 자극이 

인식된 것 

원추

세포

분해

능 

생리적

(눈,뇌)+

인식적

(정신) 

빛의파동

(적,녹,주

황), 원추

세포(적, 

녹), 자극

(적, 녹) 

종합,인식, 

분해능 

색은 

원추세포

의 자극의 

인식이다 

1) 적, 녹 빛의 파

동은 적, 녹의 원추

세포를 각각 자극  

 2) 적, 녹 원추세

포의 자극은 적, 녹

의 빛이 분해능 이

하일 때 뇌에서 종

합되어 주황으로 

인식 

주황색은 

적, 녹의 빛

이 분해능 

이하일 때 

적, 녹 원추

세포의 종합

된 자극이 

인식된 것 

 

먼저, 설명모형간의 정합성을 알아보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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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모형 구조를 살펴보면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모두 원추세포의 자극의 종합에 의한 인식으로 색 현상의 인과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모형 구조의 상호작용 

또한 빛이 원추세포를 자극하는 과정과 원추세포의 자극이 색으로 

인식되는 과정으로 동일하게 설명한다. 다만,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분해능 이하일 때만 원추세포의 종합이 일어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이전의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합의 판단 기준이 되는 모형 구조의 일관하고 무모순성, 

포괄성을 모두 만족하므로 두 모형은 정합되었다고 할 수 있다(Oliva, 

2003, Thagard, 1992). 

다음은 모형 요소를 살펴 보면, 색분해 현상에서 이전 모형의 구성 

요소에 분해능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이전의 현상보다 복잡한 색분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분해능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새로운 구성 요소로 더하여 모형을 정교화하였다. 이들의 

모형 요소는 이전의 임시적으로 모형 요소를 활용한 교사들과는 다르게 

일관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지식을 추가하여 이전의 모형을 

포괄하는 모형을 구성하였다. 

 끝으로, 모형 영역을 살펴 보면,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은 생리적인 영역에서의 자극과 인식적인 영역에서의 

인식으로 색 현상을 설명하는 일관성을 보였다. 이들의 모형 영역이 

생리적이고 인식적인 공간으로 한정된 것은 이들이 과학적인 삼원색 

이론을 기저에 두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지식 또는 이른을 

추가하지 못하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교사 E의 

초기의 이론은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이었지만 색분해의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를 모형에 추가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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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반복함으로써 색분해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는 과학적인 모형구성에서 모형 간의 

일관적이고 무모순적인 논리적인 관계의 정합뿐만 아니라 새로운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 또는 이론이 추가되어 이전의 모형을 포괄하는 

정합이 필요함을 의미한다(Thagard, 1992). 이러한 정합의 다차원적인 

측면은 과학적 모형구성에서 설명모형 간의 정합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종합하면 초기에 과학적 이론을 가진 교사들 모두가 과학적 

모형구성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현상의 규칙성을 설명하는데 

개념 또는 지식을 대응하였는지에 과학적 모형구성 결과가 달랐다. 

과학적 모형구성에 성공한 교사들의 모형구성의 특징은 모순제거 모형 

정합을 하거나 포괄적 모형 정합을 하여 모형 정합을 지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형 정합을 지향한 교사들의 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는 

일관되게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이었다. 모형 정합을 지향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은 전문가의 과학적인 개념 세계가 구성되는 하나의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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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 비교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비교하기 위하여 학생과 

교사의 사례별로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와 모형구성의 특징 및 과학적 

모형구성의 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였다(표 IV-25, 표 IV-26).  

 

표 IV-25. 중학생의 색 현상별 모형 구조 

 
색합성 백색광 스펙트럼 조건등색 

상태분면 인과분면 상태분면 인과분면 상태분면 인과분면 

학생A, 

학생B 

물감 입

자는 색

이다 

입자가 혼합

되어 다른 

입자(색)로 

됨 

삼원색은 

가장 기본

적인 색원

소다. 

삼원색과 삼

원색의 합성

으로 스펙트

럼의 색이 

된다. 

색은 원

추세포의 

자극이다 

주황색은 

적, 녹 원

추세포의 

자극이다. 

학생C 

색은 원

추세포의 

자극이다 

주황색은 적, 

녹 원추세포

의 자극이다. 

(상동) (상동) (상동) (상동) 

학생D 

물감 입

자는 색

이다 

입자가 혼합

되어 다른 

입자(색)로 

됨 

(상동) (상동) 

물감 

입자는 

색이다 

섞인 입자들

이 눈으로 구

별되지 않아 

합성된 색으

로 보인다 

학생E 

색은 빛

의 파장

이다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임에 의한 

파장 이동의 

결과 

(상동) (상동) 

색은 

빛의 

파장이

다 

주황색은 적, 

녹의 빛의 섞

임에 의한 파

장 이동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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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V-26. 과학교사의 색 현상별 모형 구조 

 
조건등색 분광측정 및 마젠타 색분해 

상태분면 인과분면 상태분면 인과분면 상태분면 인과분면 

교사A, 

교사C 

1.색은 빛

의 파장

이다 

1.주황색

은 적, 녹

의 빛의 

섞임에 

의한 파

장 이동

의 결과 

2. 색은 

원추세포

의 자극

의 인식

이다 

2. 주황색

은 적, 녹 

원추세포

의 종합

된 자극

이 인식

된 것 

색은 

빛의 

스펙트

럼이다 

주황색은 원

추세포가 오

작동하여 

적, 녹 파동

의 중간으로 

빛을 감지한 

결과 

교사B, 

교사F 

2. 색은 

원추세포

의 자극

의 인식

이다 

2. 주황색

은 적, 녹 

원추세포

의 종합

된 자극

이 인식

된 것 

(좌동) (좌동) 

3.색은 

원추세

포의 자

극의 인

식이다 

3. 주황색

은 적, 녹

의 빛이 분

해능 이하

일 때 적, 

녹 원추세

포의 종합

된 자극이 

인식된 것 

교사G

교사H 

1, 2의 진

술 모두  

1, 2의 진

술 모두 

2의 진술

만 

2의 진술

만 

3의 진술

만 

3의 진술

만 

 

중학생들은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색 현상별로 모형 구조에서 

모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과 분면 및 상태 분면을 살펴보면 색 

현상별로 일관되지 않았다.  

학생 A, 학생 B, 학생 D는 현상별로 색현상에 대한 인과 설명을 

다르게 구성하였으며 학생 C, 학생 E는 백색광 스펙트럼 현상에서 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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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과 설명을 바꾸었다가 조건등색 현상에서는 이전의 인과 설명 

구조로 돌아왔다. 학생 C, 학생 E는 색 현상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색 현상별로 이를 일관되게 대응하지는 

않았다.  

즉, 중학생들의 모형구성에서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기 위한 이론 

합치나 모형 정합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중학생들은 현상에 

대한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찾아 모형을 대응한 특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 때,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한 이후 과학적 이론의 

개념세계 요소를 대응한 경우에는 과학적인 모형구성을 하였지만 직관적 

지식 또는 소박한 이론만을 기반으로 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학생들은 현상에 대한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을 대응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고려하였을 때 과학적 이론을 

개념세계 요소로 가질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모형 대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과학교사는 개념세계 요소 중 특정한 이론을 기반하여 모형을 

대응하였고, 개념세계를 일관되게 하는 이론 합치 또는 모형 정합의 

특징이 나타났다. 색 현상별로 모형 구조에서 모형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인과 분면 및 상태 분면을 살펴보면 개념세계를 일관되게 

하고자 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교사 A, 교사 C는 조건등색에서 파동의 중첩에 의한 파장 이동으로 

보았지만 분광측정 및 마젠타의 반례가 주어지자 색 현상을 원추세포 

자극의 인식에 의한 것으로 인과 설명을 바꾸었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에서는 자신의 이전의 색에 대한 정의인 빛의 파장과 거의 동일한 

빛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고 원추세포가 파장을 잘못 인식하여 다른 

색으로 보였다는 인과 설명을 구성하였다. 이는 이들이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응되었던 과학적인 모형과의 정합보다는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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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의 합치를 

지향하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G, 교사 H는 조건등색에서 파동의 중첩에 의한 파장 이동과 

원추세포 자극의 인식 모두를 조건등색에 대한 인과 설명으로 보았다. 

색에 대한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과 자신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 중 어떠한 이론이 타당한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두 이론 모두를 개념세계 요소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서 스펙트럼 이론에 대한 반례가 주어지자 색 

현상을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에 의한 것으로 인과 설명을 바꾸었다. 

이들은 상호모순되는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으나, 스펙트럼 이론에 대한 반례를 통해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 모순되는 파동 상호작용 모형을 제거하고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의 정합을 지향하여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 B, F는 조건등색에서 원추세포 자극의 인식을 인과 설명으로 

보았다. 이들은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분광측정 및 마젠타에서 새로운 모형을 구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삼원색 이론을 개념세계의 이론으로 더욱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은 원추세포의 자극의 인식 이외에 분해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필요로 하였다. 이들은 분해능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고 

색분해 현상이 조건등색 현상과 다르지 않은 색 현상임을 이해하고 

이전의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에 분해능의 개념을 추가하여 색분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규칙성이 포함된 색분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전의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을 포괄하여 더 많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을 대응하여 새로운 모형은 이전의 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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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합하였다. 이를 통해 이전의 모형을 포괄하여 정합하는 모형을 

대응함으로써 과학적 모형을 구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학생은 현상에 대해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현상의 규칙성을 

진술하는데 적합해 보이는 지식과 이론을 찾아나가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상황 맥락에 따라 자신의 직관적인 

개념세계를 대응하는 중학생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Brown & 

Clement(1989)는 대상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유추적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반해, 과학교사는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개념세계가 기존 이론의 

일관성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모형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때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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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5.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개념세계의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색 인식에 대한 개념세계와 모형구성의 특징을 

구체화하였다. 

먼저, 색 이론의 역사와 색에 대한 개념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학습자의 개념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색 인식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이론 등을 이해하였다. 

그리고, 개념 변화 연구의 대표적인 이론인 틀 이론과 요소 이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의 바탕이 되는 학습자의 개념세계 요소를 

설정하여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학습자의 개념세계를 상호연관성 있는 개념세계 요소로 이루어진 

전체적인 계로 이해하고 개념세계 요소를 개념 구조의 수준과 학습 

여부에 따라 언어-상징적 지식, 직관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하였다.  

또한, 모형구성 이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모형이 현상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되도록 실제세계와 개념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형 

평가 과정을 모형 대응, 이론 합치, 모형 정합의 모형구성으로 

정의하였다. 모형구성에 대한 정의를 통해 초심자와 전문가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 개념세계 변화를 위한 불일치 사건으로써 

조건등색 등 일련의 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을 개인별 및 모둠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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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도록 설계된 색 인식 수업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중학생 30명과 

과학교사 8명을 대상으로 색 인식 수업을 3차시, 180분 동안 

진행하였다. 

개인별 활동지에 기록된 내용과 모둠별 토론에서의 담화를 분석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설명모형을 범주화하였다. 모형분석틀로 모형을 

분석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상별로 모형과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를 도식화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각 연구 문제의 결과와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건등색 및 일련의 색 현상에서 중학생의 색 인식에 대한 

설명모형은 과학교사의 설명모형보다 현상별로 다양하게 범주화되었다. 

중학생의 색합성에 대한 설명모형은 물감 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및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으로 범주화되었으며,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모형은 삼원색 합성과 7원색 모형 등으로 범주화되었고,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은 색합성에 대한 설명모형과 마찬가지로 물감 

혼합, 점묘, 파동 상호작용 및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조건등색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이 파동 상호작용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 두 종류로 범주화되었다. 이후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은 원추세포 자극 모형만이 대응되었다. 

그러나 색분해 현상에 대한 설명모형은 원추세포 부조와 원추세포 

분해능 모형 등 두 종류로 범주화되었다. 일부의 교사가 논의한 백색광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모형은 7원색과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 두 종류로 

범주화되었다. 

주로 중학생이 대응한 물감 혼합, 점묘, 7원색 및 삼원색 모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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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과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각각 현상의 규칙성을 기술하였지만, 주로 

과학교사가 대응한 파동 상호작용, 원추세포 자극 모형 등은 여러 

현상들의 규칙성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었다. 

 

2. 설명모형이 기반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직관적 지식, 언어-

상징적 지식, 소박한 이론, 과학적 이론으로 상세화하여 분석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직관적 지식으로 색합성을 물감의 혼합으로 설명하는 

물감 혼합, 멀리서 보면 색이 겹쳐 보이거나 착시를 일으킨다는 점묘, 

색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쪼갤 수 없는 원소로 생각하는 색원소 

등의 지식이 나타났고 언어-상징적 지식으로 삼원색의 정의 및 합성 

다이어그램 등의 지식이 나타났으며, 소박한 이론은 빛의 파장을 색으로 

이해하는 스펙트럼 이론이 나타났고, 과학적 이론은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색 현상을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이 나타났다. 

과학교사의 경우에는 직관적 지식은 멀리서 보면 빛이 약하기 

때문에 이를 잘 감지하지 못해서 중간 파장으로 보인다는 점묘의 지식이 

나타났으며, 언어-상징적 지식은 눈의 분해 한계 때문에 색이 합쳐 

보인다고 설명하는 분해능의 지식이 나타났다. 소박한 이론은 빛의 

파장을 색으로 인식하는 스펙트럼 이론이 나타났으며, 과학적 이론은 

원추세포의 자극으로 색 현상을 설명하는 삼원색 이론이 나타났다.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요소를 비교해 보면 중학생은 

과학교사보다 현상별로 다양한 개념세계 요소를 보였으며 특히 직관적 

지식이 많이 나타났다. 많은 과학교사가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으며, 중학생도 비율은 낮지만 스펙트럼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빛의 파동성에 대한 학습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많은 과학교사가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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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소수의 중학생도 삼원색 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중학생은 

이론보다는 지식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과학교사는 

이론 중심의 개념세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상별로 설명모형과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를 도식화하여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해석하였다. 중학생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치중하여 현상별로 부합된다고 생각되는 지식과 이론을 

바꾸어 가며 모형을 대응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기 위한 이론 합치나 모형 정합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다. 현상별로 

모형을 대응한 학생들은 현상별로 그럴듯한 설명을 제공하는 지식과 

이론을 선택하였는데, 이들의 모형이 기반한 개념세계 요소는 

점진적으로 직관적 지식에서 언어-상징적 지식을 거쳐 과학적 이론으로 

이동해갔다. 이들은 일련의 색 현상을 대면하면서 조건등색 현상을 가장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과학적인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직관적 지식만을 기반으로 하거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했던 학생은 일련의 색현상을 

모두 대면한 이후에도 조건등색 현상에 대해 여전히 직관적 지식 또는 

소박한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대응하여 과학적인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과학교사의 경우는 개념세계 요소 중 특정한 이론을 기반하여 

모형을 대응하였고,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이론 합치 또는 모형 

정합의 특징이 나타났다. 소박한 이론 합치를 지향했던 교사는 색분해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면서 이전 현상인 분광 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 대응되었던 과학적 모형인 원추세포 자극 모형과의 정합보다는 

초기의 조건등색 현상에서도 나타났던 자신의 소박한 이론인 스펙트럼 

이론과의 합치를 지향하여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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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정합을 지향했던 교사는 초기의 조건등색 현상에서 

상호모순되는 두 모형을 대응했으나 모순되는 모형의 반례를 분광측정 

및 마젠타 현상에서 확인한 후에는 과학적 이론인 삼원색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모형만을 대응하였다. 이 과정은 모순되는 모형을 

폐기하였다가 이와 유사한 모형을 다시 대응하고 폐기하는 반복적인 

과정이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모형 간의 모순을 제거하여 모형 정합을 

이루었다. 그리고, 모형 정합을 지향했던 교사는 새로운 규칙성이 

포함된 색분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분해능의 지식을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대응하였다. 새로운 모형은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음으로써 이전 모형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갖는 모형이었다. 이들은 

이전의 모형을 포괄하여 정합하는 모형을 대응함으로써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규칙성을 설명하는 지식이나 이론을 

포괄하지 못한 교사는 색분해 현상에 대한 모형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의 특징을 틀 이론과 요소 이론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중학생의 개념세계는 이론보다 지식 

중심으로 느슨하게 구조화되어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것보다는 

현상별로 맥락에 적합해 보이는 지식과 이론을 찾아나가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과학교사의 개념세계는 이론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개념세계를 일관하게 하는 모형구성의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때, 개념세계가 새로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세계 요소의 변화없이 기존 이론의 일관성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모형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모형 중심으로 재구조화될 때 과학적인 개념세계로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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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개념세계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개념세계 변화는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개념세계가 성숙하지 않은 

초심자는 이론보다는 지식 중심으로 느슨하게 구조화된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개념세계의 일관성보다는 현상별로 맥락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는 지식과 이론을 찾아나가는데 치중하는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반해 개념세계가 성숙한 전문가는 이론 중심으로 

구조화된 일관된 개념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모형구성을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의 이론 중심으로 구조화되어 일관된 

개념세계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과학적 

개념세계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존 이론의 일관성만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현상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개념세계 요소를 포함하는 

모형 중심으로 정합하여 재구조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연구 결과는 개념세계 성숙도에 따라 개념세계 변화의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개념세계가 성숙하지 않은 학습자의 개념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양한 유추적 사고를 갖게 하는 일련의 현상 및 

문제 상황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모형 대응을 평가하여 

개념세계를 조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의 개념세계가 과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적 이론에 대한 합치 평가와 모형 정합 평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한편, 개념세계가 성숙한 학습자의 개념 변화를 위해서는 일련의 

현상 및 문제 상황에 대해 과학적 이론에 기반한 모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과학적 이론에 대한 합치 평가와 모형 모형 정합 평가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념세계가 일관되고 정합하여 새롭게 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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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연구 과제로는 개념세계의 성숙도가 다른 초심자와 전문가의 

모형구성과 개념 변화의 특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집단을 대상으로 색 인식뿐만 아니라 여러 내용 영역에 대한 모형구성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색 인식에 대해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모형구성 특징을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형구성의 특징이 개념세계의 지속적인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모형구성의 

특징에 따른 개념세계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시간 

동안의 모형구성을 통해 중학생과 과학교사의 개념세계 변화를 비교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개념세계의 성숙도에 따른 개념세계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가능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유추적 사고가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당성을 제공하는지, 현상들의 어떠한 

측면이 유추적 사고를 촉발시키고 개념세계 변화를 이끄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념세계의 일관성을 과학 또는 특정한 

이론에 대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는 이전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개념세계가 일관하는 특징을 사고 

처리 과정과 인지 체계의 과정 등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념세계의 성숙도에 따른 개념세계 변화의 

특징이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한층 근원적인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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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1. 삼원색과 색 인식 사전 
모형

단계1. 색의 인식에 대한 사전 설명           조:          이름:               

1. 빛의 삼원색의 이름을 쓰고, 삼원색에 대해서 아는 그림이나 설명을 모두 써보자. 

2. 사람이 색을 인식하는 과정을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해 보자.

참고용 용어) 빛, 어둠, 물체, 표면, 광원, 컬러, 명암, 명도, 채도, 반사, 투과, 파장(분포), 주파수, 
스펙트럼, 반사, 투과, 선택적 반사, 눈, 망막, 시신경, 원추세포, 막대세포

3. 왜 빛에는 삼원색이 있고 삼원색은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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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1. 삼원색과 색 인식 사전 모형 
단계2. 삼원색과 색의 혼합           조:          이름:               

1. 빛의 색을 섞거나 물감을 섞으면 왜 색이 달라지는지 설명해 보자.

  
2. 백색의 빛은 무지개나 프리즘을 통과하면 빛의 분산 작용에 의해 여러 색이 나타난다. 이 때 나타
나는 색은 삼원색 뿐인가? 삼원색 이외 다른 색이 보이는 것은 왜일지 자신의 생각을 설명해 보자.   

3. 노랑색의 스펙트럼을 예상하여 보자.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존재하는가? 노랑색은 원색인가? 원색이
라고 생각한다면 삼원색과는 어떻게 다른가? 프리즘이나 무지개에서 삼원색이 아닌 노랑은 어떻게 나
타난 것인가? 

4. 앞에서 제시한 응답을 모둠의 구성원들과 함께 얘기하여 보자. 서로 일치하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정리하여 보자.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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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 2. 같은 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계1. 예상 및 관찰           조:          이름:               

* 사람이 인식하는 빛의 색과 스펙트럼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해보자.

1. A와 B에서 나오는 빛의 색은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 A와 B에서 보이는 색의 스펙트럼을 예상하
여 그려 보자. 

A :  B :  

                  
2. 분광기를 이용하여A와 B에서에서 나오는 색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그려보자. 

A :  B :  

3. 스펙트럼이 달라도 같은 색으로 보였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202

[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 2. 같은 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계2. 설명 모형 비교하기           조:          이름:               

1. 예상과 실험결과가 다르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와 B에서 나온 색은 비슷하게 보여서 비슷한 파장 분포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
았어. 그 이유는  

     . ” 읽기 자료를 참고하여 앞에서의 관찰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을 다시 
적어 보자.

2. 위에서의 설명 모형으로 백색광 또는 무지개에서 삼원색 이외의 다른 색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
여 보자.  

3. 자신의 설명 모형을 친구들과 비교하여 보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친구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설명이 바뀐 점이 있으면 적어보자.  

4. 모둠별로 자신들의 설명 모형을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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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3.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

단계1. 설명 모형 일반화하기           조:          이름:               

1. 자신의 설명 모형으로 마젠타의 경우를 설명해 보자. 앞에서의 실험처럼 스펙트럼 분포가 다르더
라도 같은 색인 경우가 가능할지 예상하고 마젠타 색을 나타내는 스펙트럼 분포는 어떠할지 예상하
여 그려보자. 백색광의 스펙트럼을 확인하고 자신의 설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적어보자.  

 
2. 친구들과 마젠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서로 비교해 보고 마젠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설
명 모형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어 보자. 

3. 마젠타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무지개의 색이 삼원색 이외의 색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 

4.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 이외에 다른 색이 빛의 삼원색이 될 수 있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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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보충자료

<자료 1>
학생들을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조:                 이름:               

예상과 실험결과가 다르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와 B에서 나온 색은 비슷하게 보여서 비슷한 스펙트럼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 
그 이유는  A와 B가 같은 색으로 보
였다.” 

지은
빛은 파동이야. 따라서 스펙트럼을 통해 여러 색의 파
동이 섞인 빛을 알 수 있어. A에서 나온 초록, 빨강 두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전에 스펙트럼이 서로 합쳐져
서 결과적으로 초록, 빨강의 중간인 노랑과 같은 스펙트
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현
빛은 파동이야. 따라서 색은 파동의 주파수에 따라
서 달라보여. A에서 나온 주파수가 작은 빨강 빛의 
스펙트럼과주파수가 큰 초록 빛의 스펙트럼이 그 중
간인 주파수의 노랑 빛의 스펙트럼으로 바뀌었기 때
문에, 

서현
B에서 나온 빛은 초록과 빨강의 중간에 있는 단일 
스펙트럼이었지만 우리 눈의 초록과 빨강을 담당하
는 원추세포를 자극. 마찬가지로 A에서 나온 초록, 
빨강 빛도 마찬가지로 초록, 빨강 원추세포를 자극
한게 같았기 때문에, 

유천
B에서 나온 빛은 눈에 있는 단일한 노랑 스펙트럼 영
역을 담당하는 원추세포를 자극하였고 마찬가지로 A
에서 나온 초록, 빨강 빛도 노랑 원추세포를 자극한게 
같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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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중학생의 색인식 모형구성 보충자료

<자료 2>
합성색은 어떻게 인식되는 걸까?

참고자료) 사이언 및 마젠타에 대한 색의 합성과 단색 파장 스펙트럼 분포는 아래
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빛의 삼원색과 합성색

파장에 따른 빛의 스펙트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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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1. 같은 색으로 보이는 두 빛의 파장 분포는?
단계1. 색의 인식에 대한 사전 설명           조:          이름:               

1. 빛의 삼원색의 이름을 쓰고 파장 분포를 그려 보자.

2. 사람이 색을 인식하는 과정을 아래 그림을 활용하여 설명해보자.(개인)

참고용 용어) 빛, 어둠, 물체, 표면, 광원, 컬러, 명암, 명도, 채도, 반사, 투과, 파장(분포), 주파수, 
스펙트럼, 반사, 투과, 선택적 반사, 눈, 망막, 시신경, 원추세포, 막대세포

3. 왜 빛에는 삼원색이 있고 세 가지의 색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생각해 보고 적어보자.(개인)

4. 위에서 제시한 응답을 모둠의 구성원들과 함께 얘기하여 보자. 서로 일치하는 점과 일치하지 않는 
점을 정리하여 보자.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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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1. 같은 색으로 보이는 두 빛의 파장 분포는?

단계2. 예상 및 관찰           조:          이름:               

* 사람이 인식하는 빛의 색과 파장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해보자.

1. A와 B에서 나오는 빛의 색은 무슨 색으로 보이는가? A와 B에서 보이는 색의 파장 분포를 예상
하여 그려 보자. (개인)

A :  B :  

                            

2. A와 B에서에서 나오는 색의 파장 분포는 어떠한지 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하여 확인하고 그려보자. 
(개인)

A B

3. 위에서 스펙트로미터로 확인한 결과와 1에서의 예상과 비교하여, 조원들과 함께 다른 점, 같은 점
을 얘기하여 보자.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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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1. 같은 색으로 보이는 두 빛의 파장 분포는?
단계3. 설명모형 구성하기           조:          이름:               

1. 제시된 자료 1을 검토한 후, 관찰 결과를 해석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의 진술을 선택하
고(복수 선택 가능), 선택의 이유와 관련지어 관찰 결과를 해석하기 위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학생의 설명이 없으면 자신만의 설명 모형을 제시해 보자. (개인)

2. 관찰 결과로부터 자신의 설명 모형에 대해 얼마나 확신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개인)
□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다. 더 이상의 설명 모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경우에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지만, 좀 더 좋은 설명 모형이 존재하

는지 확실치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모형을 구성하였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추가 논의나 관찰을 

통해 나의 설명 모형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관찰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 모형을 구성할 수 없었다. 관찰 자료와 제시된 사례를 통해서 

설명 모형을 구성하고 평가할 수 없었다. 
□ 기타: 

                                                                                           
                                                                                  

3. 조원들이 설명하는 설명 모형을 듣고 누구의 의견이 타당한지 토론해 보자. (모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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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2.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
단계1. 설명모형 적용 및 확장하기           조:          이름:               

1. 제시되는 자료 2의 사례 1에 대해 자신의 설명 모형으로 이를 설명하여 보자. 필요한 경우 추가 
실험이나 관찰을 수행해도 된다.(개인) 

2. 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의견이 타당한지 토론해 보자. 자신과 의견이 같거나 달랐던 의견
에 대해 정당화 또는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를 적어 보자. (모둠별)

3.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부분을 적어 보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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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2.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
단계1. 설명모형 적용 및 확장하기           조:          이름:               

1. 제시되는 자료 2의 사례 2에 대해 자신의 설명 모형으로 이를 설명하여 보자. 필요한 경우 추가 
실험이나 관찰을 수행해도 된다.(개인) 

2. 조원들의 의견을 듣고 누구의 의견이 타당한지 토론해 보자. 자신과 의견이 같거나 달랐던 의견
에 대해 정당화 또는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나 반례를 적어 보자. (모둠별)

3.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부분을 적어 보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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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2.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
단계 2. 설명 모형의 내면화           조:          이름:               

1. 색의 인식에 대해 더 논의해 보고 싶은 문제나 궁금한 부분을 찾아 이를 적고 자신의 설명 모형
을 통해 설명해 보자.(개인) 

2. 지금까지 구성된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조원들과 논의하여 보고 토론해 
보자. 자신과 의견이 같거나 달랐던 의견에 대해 정당화 또는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 근거나 반례를 
적어 보자. (모둠별)

3. 토론 후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부분을 적어 보자.(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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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활동지 

과제2. 색의 인식에 대한 설명 모형
단계 3. 사전과 사후의 설명 모형 비교    조:      이름:               

1. 색의 인식에 대한 자신의 설명 모형은 어떠하였는지를 수업 전과 수업 후를 비교하여 정리해 보
자. (개인)

(수업 전) (수업 후)

2. 빨강, 초록, 파랑의 삼원색 이외에 다른 색이 빛의 삼원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적어보자. (개인) 

3. 위에서 제시한 응답을 조원들과 함께 얘기하여 보자. (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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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A에서 나온 다른 두 파장 영역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
오는 과정에서 평균 파장이 되어 결과적으로 B와 비슷한 
파장의 빛이 되어서 우리 눈에 자극을 주었다고 생각해. 

민기
A에서 나온 다른 두 파장 영역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중첩되어 결과적으로 B하고 비슷한 파장과 세기의 
빛이 되어서 우리 눈에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서현
B에서 나온 빛이 A에서 나온 빛과 같이 우리 눈의 
초록과 빨강을 담당하는 세포를 자극하여 A와 B의 
색이 같은 색으로 보였다고 생각해. 

유천
B에서 나온 빛이 노랑 영역을 담당하는 세포를 자극하
였고 마찬가지로 A에서 나온 빛도 같은 영역의 세포
를 자극하였기 때문에 같은 색으로 보였다고 생각해.

수현
A에서 나온 파장이 긴 붉은 빛의 파동과 파장이
짧은 초록 빛의 파동이 합쳐져 중간 파장의 노란
빛의 파동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A와 B가 같은
색으로 보였다고 생각해. 

[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보충 자료
<물리 논변 과제 자료 1>

학생들을 실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까?
조:       이름:               

예상과 실험결과가 다르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A와 B에서 나온 색은 비슷하게 보여서 비슷한 파장 분포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
어.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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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과학교사의 색인식 모형구성 보충 자료

<물리 논변 과제 자료 2>

합성색은 어떻게 인식되는 걸까?
조:       이름:                

사례 1. 사이언(청록색, 겉보기색은 하늘색과 유사)의 파장 분포는 어떠하며 당신의 
설명 모형은 사이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사례 2. 마젠타(자주색, 겉보기색은 핑크와 유사)의 파장 분포는 어떠하며 당신의 
설명 모형은 마젠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참고자료) 사이언 및 마젠타에 대한 색의 합성과 단색 파장 스펙트럼 분포는 아래
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빛의 삼원색과 합성색

파장에 따른 빛의 스펙트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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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aimed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conceptual 

worlds and modeling of novices and experts to get implications for 

conceptual change. The participants are 30 middle school students 

and 8 science teachers. Participants were asked to construct 

models which corresponded with a sequence of color perception 

phenomena including metamerism through small group 

argumentation activities. Students’ conceptual world elements and 

models were more various and intuitive than those of teachers. 

Students construct their own models based upon to knowledge and 

theories which seemed to be plausible to each phenomenon. 

Students seemed to have no chance to think of conformity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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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ies or coherence among models. They seemed to move easily 

among various theories and adopt one theory which corresponded 

with phenomena. During facing a series of color phenomena, their 

conceptual world elements tended to move towards to scientific 

theory of trichromacy. But some students who based on the single 

intuitive knowledge or naïve theories such as spectrum theory 

seemed to hav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scientific models at the 

end. Teachers constructed their models based on the specific 

theories and showed tendency to conformity among theories and 

coherence among models corresponded to the phenomena during 

their modelling processes. Some teachers who oriented to 

conformity among their own naïve theories rather than coherence 

with scientific models seemed to hav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scientific models at the end. Some teachers who oriented to 

coherence among models could success to find counter examples of 

contradictory models and finally construct scientific models. Both 

results suggest that novices and experts’ conceptual change is 

different. Novices have loosely comprised conceptual world of 

knowledge rather than theory, their modeling tend to have new 

model in each context of phenomena if it provides better 

explanation. Experts have consistent and structured conceptual 

world of theory, their modeling tend to have coherent model or 

consistent model which based on previous theory even in new 

context of phenom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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