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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현장의 평소의 과학 수업을 통해, 과학 수업에

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교사의 모델과 모델

링에 대한 인식이 발전 될수록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모델과 모

델링 과정이 수업에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떠

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변화 하는지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과학 교사 6명의 3차시 수업을 촬영 분석하였다. 6

명의 교사 중 3명은 통합과학을 가르치며 전공은 각각 물리, 지구과학,

공통과학이며, 다른 3명은 과학탐구 선택과목의 화학, 지구과학, 생물 과

목을 가르친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 6명의 전공이 모두 다르고, 교

사별 3번의 수업 주제가 모두 다르다. 따라서 모두 다른 수업 주제가 모

델을 활용한 수업에 적합한 것인지, 주제 배경 분석을 통해 타당성 검증

을 하였다. 교육 과정 해설에서 제시하는 주제별 개념 분석을 통해 모든

수업 주제에서 모델 사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통

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수업 주제가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참여 교사의 전공과 수업 주제가 모두 다른 것은 일

반적인 선행연구와 같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수업을 적용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의도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교사의 수업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며 자료를 수

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 6명의 3번의 수업 중, 1차는 교사의 평소 수업, 2차는 교사가 생각

하는 모형 활용 수업, 3차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수 후 모델링

학습 접근을 설계하고 적용한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수업 분석과 함께

사전 설문, 수업 과정 전후에 교사 인터뷰 4회의 교사 인터뷰를 실시하

고, 2차 수업 후 모델링 교육 연수를 수행하였다. 이 연수에는 메타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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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지식에 대한 내용 전달 연수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수가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사가 직접 개발한 모델링 기반 교수 학습 과

정을 3차 수업에 적용 실행하는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해 교사의 모

델과 모델링에 대한 실천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각 교사의 수업

주제와 과목이 다르므로 모든 연수와 수업 개발 실습은 참여 교사 개별

로 진행되었으며, 참여 교사와 연구자의 3회 이상의 회의 과정을 통해

모델링 수업 개발 실습이 진행되었다.

먼저, 수업 촬영 내용을 전사하여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을 모두 살펴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제시된 모델의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수업에 제시된 모델의 사용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과학 교수 학습 과정

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10가지 분류틀을 이용하였다. 1차에서 2차, 3차 수

업으로 갈수록 수업에서 제시되는 모델 사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분류로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수 학습 상황이라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개

념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수학적 모델’과 ‘이론적 모델’, ‘정신적 모델’은

전체 수업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수학과 관련된 주제나 이론을 다루는 특정 주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합 모델’의 경우 3차 수업에서만 모델 사용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 활용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델의 분류로 모

델링 수업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전략 없이 모델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이러한 ‘통합 모델’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을 분석하였다. 이 분류

를 위해 모델과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의 5단계 수준 분석틀을 사용했

다.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은 교사가 주도하는 모델 사용 학습

접근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모델 사용이 많이 제시될 수 있는 학습 접

근이며, 반면에 5단계로 갈수록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링 학습 접근으로

하나의 모델링 과정이 적용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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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을 보면 전체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빈

도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모델 활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 도구로 모델을 활

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과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은 1, 2차 수업보다 3차 수업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의 경우에는 3차 수업

에서만 나타났다. 즉,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수준이나 위계가 있는 것

은 아니지만, 모델링 수업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수록 학생이 주

도하는 다양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의 발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개인’,

‘외부’, ‘실행’, ‘결과’, ‘학생’의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 분석틀을 사용하여, 수업과 수업 전후의 모든 인

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2차 수업보다는 3차 수업 과정과 그 후의 실행

후 반성에서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 빈도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상호

작용의 영역 중 수업 ‘실행’ 영역과 관련된 상호작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 실행 중, 실행 후 반성을 통해서 교사들은 스스로 성찰

하고, 수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를 통해서 자극

을 받고, 이것이 다시 교사 개인 영역의 전문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교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모델링 적용 수업 경험 후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개인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교사 발달 단

계 분류의 3단계 분류틀을 사용하여 수업 실행 전후의 인터뷰 자료를 분

석하였다. 모델링 수업 적용 전 교사들의 초기의 발달 단계는 모두 1단

계로 모든 교사들이 모델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명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식

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모델링 적용 수업 경험 후에는 모델

링 교수 방법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에 대한 반성적인 접

근법이 함께 공존하는 2단계의 상태로 나타났다. 3차 수업이 끝난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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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후 학기 말에 추가 인터뷰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참여 교사 모두 2단계의 발달 단계를 유

지하고 있었으며, 1명의 교사는 2단계에서 3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막연하게 생각하던 모델링 적용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수업 실

행 과정을 통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분석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델링 적용 수업의 사례를 질적으

로 분석하고, 연구 과정 전체의 흐름을 따라 교사의 인터뷰와 수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다. 1, 2, 3차 수업 실행

후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일관된 신념의 형태로 실천적 지

식이 나타나며, 수업을 적용하고 반성하고 또 다음 수업을 실행하는 과

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변화하고, 발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모델링 수업 과정 개발 연수를 통해 교사 스스로 모델링 교

수 과정을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 실행 한 후,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모

델링 교육에 대한 ‘교수 학습’ 관점 측면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

링을 활용한 수업 즉, 교사 혼자만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

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을 수업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링 적용 수업 계획 실습과 수업 실행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모

델링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실습 경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연수 형태

인 ‘현장 실행 기반 연수’가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

과 같이 국가 기관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 한 두 명이 주축이

되는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연수가 학

교 별로 진행되어 모델링 수업 자료 개발 실습과 수업 실행 위주의 실천

적인 현장 실행 기반 연수가 진행된다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모델

링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학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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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교육 과정 계획과 수업의 흐름에 맞는, 주제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델링 학습인 탐색적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부터

수업에 적용·실행해 보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

적인 지식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장 실행 기반 연수’ 경험을 통

해 더 발전된 형태의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수업을 적용해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요어 : 과학적 모델, 메타 모델링 지식, 모델링, 실천적 지식,

교사 연수, 교사 학습 공동체

학 번 : 2013-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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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과학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과학 지식은 사실, 개념, 원리, 법칙, 이론, 모형을

말하며, 이러한 과학 지식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획득된다. 과학 교

육의 중요한 목표인 과학적 탐구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과학 지식을 재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다(권용주 등, 2003). 과학 교육에서는 최근 이를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모델을 강조한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학

습자는 과학적 지식을 재구성하고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과학적 사고

와 과학적 탐구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NRC, 2012). 모델은 과학 교육에

서 과학적 탐구와 소양의 핵심적인 요소이면서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 의

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학적 과정이다(Morgan & Morrison, 1999;

Schwarz et al., 2009).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의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교육 과정의

내용과 강조하는 흐름에 따라 교과서와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과학 교과서는 교사를 위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교육 과정의 주요 윤곽을 형성하고 교실에서 야기된 정보의 중

요한 양을 제공한다. 전형적 교실에서 교과서는 궁극적으로 지식의 원천

이며, 교사에게 교육적 기준을 제공한다(Chiappetta, Serhna & Fillman,

1993). 교육 과정에서 모델의 활용은 대부분 교과서를 통해서 이루어지

며, 모델은 과학을 배우는데 필수적이며 과학 교육 분야에서 과학적 모

델의 활용이 중요한 주제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교육부, 2015a)에서는 과학 내용과

결합하여 성취할 기능으로 단순한 탐구 기능을 넘어선 과학적 실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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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모형의 개발과 사용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의 8가지 기능은 문제 인

식, 탐구 설계와 수행,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1)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이다. 이전 교육 과정인 2009 교육 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에서는 각 주제별 모델을 활용한 수업 방법의 과학 개념의 이해를

제시하였다면, 2015 교육 과정에서는 모형의 중요성을 8가지 기능이란

용어로 과학 과목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강조하고 있

다. 내용영역에서 주제별로 활용해야 할 모형에 대한 교수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과학 교육 표준(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s, NSES)에

서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과학 지식을 나타내는 능력, 논리

적 추론 능력, 분석, 다른 사람들의 결과에 질문을 하고 판단하는 능력

등을 제안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자신만의 모델이나 이론을

형성하는 연습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NRC, 1996). 미국 과학 교육 표

준에서는 모델의 두 가지 측면, 첫째 실제 세계의 사실과 속성, 자연적

현상이나 과정의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 계를 추상화하고 단순화 하

는 표상의 측면과 둘째, 자연 현상에서 관찰한 것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연결하여 구체화한 설명적인 측면 모두를 반영하고 있다.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학생들이 스스로 증거에 바탕을 둔 모델을 만드는

능력을 설정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모델은 현상과 과학 이론을 연결

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 방법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모

델은 표상과 설명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지식의 개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시한다(NGSS Lead States, 2013).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모형의 개발과 사용

1) 본 연구에서 모형과 모델(model)을 동의어로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3절 용어의 정의에서 논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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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8가지 중요기능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활

용 방법에 대한 안내는 교육 과정과 해설서 모두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표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

정으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내적 표상인 ‘정신 모델’ 을 외적

표상인 ‘표현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정

신 모델을 시험하고 이해한 것을 스스로 살펴보고 의사소통을 통해 반성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

Jonassen, Strobel & Gottdenker 2005).

이와 같이 모델과 모델링은 최근 과학 교수 학습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 있지만, 과학 수업에서 이를 이용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은경 외 2012; Treagust, Chittelborough

& Mamiala, 2002). 또한 과학 수업에서 모델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목

적으로만 사용되거나 학습자가 직접 능동적으로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주로 과학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보고 익히는 방법으로 수업에

사용 되어 왔으며, 이는 모델의 표상적 측면이 강조된 것을 뜻한다

(Raghavan & Glaser, 1995).

최근에는 구성주의적 과학 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지식구성과 사고

전략을 강조하는 학습자 스스로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

는 학생이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이 학습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 결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자들이 모

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유의미 있는 학습결

과를 얻게 위해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으며

(Clement, 2008), 이와 관련된 교사의 역할, 모둠 내 상호작용, 학생들의

인식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모델

링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완전히 이

해하고, 과학적 모델을 스스로 발달시키고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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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Schwarz & White, 2005). 학습자들이 단순히 모델링 활동에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활동에 의미 있게 참여하고, 과학에 대

한 본성과 지식의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모델과 모델링의 본성 및 목적에

대한 이해, 즉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Abd-El-Khalick

et al., 2004). 이와 관련하여 메타 모델링 지식의 발달을 강조한 모델 기

반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초점을 두거나, 모델링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

나는 모델에 대한 인식 조사나 모델링에 대한 전략 개발, 혹은 적용 후

효과를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었다.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

할 때, 학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기 위한 표상인

모델을 만들고 의사소통을 통해 평가와 수정을 거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교사가 조

력자로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는 교사 스스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 전

략을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는

교사뿐 만 아니라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메타 모델링 지식이 모델과 모델

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Bogiages, 2014; 장은경 외, 2012). 과학 교육의 현장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과 교사에게 요구 되는 모델

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메타 모델링 지식과 그 구성요소에

대해서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조혜숙 외 2017). 교사들은 과학 교

육에서 모델링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수업에 적용 시에

도 모델 자체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여 모델링 과정에서 작용하는 학생

들의 지식과 능력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교사가 가져야 할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는 메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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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지식과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할 때의 과학적 모델링

에 대한 교과 교육학적 지식(PCK)이 필요하다. 이 교과 교육학적 지식

에는 모델링을 이용한 교수 방법,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

한 이해와 모델링 실습을 위해 필요한 메타 모델링 지식의 개발을 돕는

것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사 연수가 필요하며, 교사 양성

과정에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수업 자료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모델 및 모델

링에 대한 교사 연수를 실시하면서 교사들의 인식 변화 연구를 통해 연

수를 통해 교사들의 모델에 대한 생각이 확장됨을 밝혔으며, 수업 방식

으로서의 모델의 사용 및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

과정을 이해하도록 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강남화, 2017).

모델 기반 교수 학습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모델을 구성, 평가, 수정 하

는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내용 지식을 학습하고, 나아가서 과학의 본성

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구축하도록 모델과 모델링 과정에 대하여 학습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모델링 수업의 안내자로서 과학 교사는 모

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실제 이런 인식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실제 이러한 인식을 가진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수업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학생 중심의 학습이 이

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델과 모델링을 이용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

제로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는 여

러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과 모델링의 사용에 대

한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의 교육 과정 계획에 따른 교사의 수업 흐름을

따라가며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

의 개발과 사용이 실제 수업에서는 어떠한 형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지, 현장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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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잘 구성된 모델링 과정

을 경험해 보는 의도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교사의 수업을 그대로 따라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하고자 하며,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현장

교사의 과학적 모형 활용 수업과 일반 수업의 특징을 파악하고, 교사의 모델

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교실 수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과학 교사들이 연구 참여를 통해 과학적

모델에 대해 고민해보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수업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전 과정과 수업 전후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

난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

가 넓은 의미의 교사 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현장 실행 연수 과정에 참여하게 되

고, 이를 통해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교실 수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실

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

며, 이를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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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중등학교 현장의 평소의 과학 수업을 들여다보고, 평상

시 수업에 과학적 모델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양한 교육경력과 교사의 교육 활동 경험에 따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

델링의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해 교사의 모델

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발전 될수록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모

델과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어떻

게 변화 하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적용한 모델과 모

델링 활용 수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1)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의 활

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링 학

습 접근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2.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모델링 교

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은 어떻게 발달

하는가?

2) 모델링 적용 수업 후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3)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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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용어에 대한 정의

1. 모델(Model)

모델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target)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

성된 설명 체계이다. 모델은 실제 세계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단순화한 표상이며, 실제 세계에 대한 특정한 요소, 구조,

행동의 패턴, 특징 사이의 관계를 과학적 설명으로 나타낸 것이다. 모델

은 내적 표상인 정신 모델(mental model)과 외적 표상인 표현된 모델

(expressed model)로 나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를 ‘모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과학적 실천으로 8가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모형의 개

발과 사용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모델이라는 용어와 모형이라는 용어를

함께 혼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모델과 모형은 동의어로

사용한다.

2. 과학적 모델(Scientific Model)

과학적 모델이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된 설명 체계이

며, 과학 지식을 모델로 표현한 표상을 나타낸다. 과학적 모델에 대한 정

의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표상적 측면과 설명적 측면으로 나

눌 수 있다. 첫째, 표상으로서의 모형이라는 시각화 측면을 강조하며, 실

제 세계의 사실과 속성, 자연적 현상이나 과정의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계를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표상으로 정의하는 측면이다.

둘째는 인식적으로 만든 것으로서의 모형이라는 관점으로 자연 현상에서

관찰한 것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연결하여 구체화한 설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 더하여, 모델이 무엇인지를 의미

하는 본성을 모두 포함시켜, 모델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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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기 위해 현상을 여러 양식의 표상을 사용하여 나타낸 것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모델 사용의 최종 목표는 자연 현상에 대한 예측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

다. 즉, 모델은 자연의 설명되지 않고, 관찰되지 않거나, 관찰이 어려운

현상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과 예측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과학 수업에 모델을 적용할 때에도 모델이 과학 개념의 단순한

표상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측을 위한 것임을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과학적 모델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

측하기 위한 단순화한 다양한 형태의 표상이며, 이를 위해 구성된 설명

체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상으로 나타난 모델을 모두 과학적 모델로 정의

한다. 이와 관련하여 과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모델의 본성에 대한 가장

진보적인 인식으로 과학적 모델은 자연이 어떤 대상, 시스템, 현상의 중

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춰 추상적이고 단순하게 표상된 표상으로 설명이

나 예측을 생성한다는 수준의 모델의 기능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모델의 사용면에서는 단순한 형태의 복제 모델부터 고차원

적인 이론적 모델까지 다양한 형태의 표상으로 표현 된 모델을 모두 넓

은 범위의 과학적 모델의 범위로 모두 포함한다.

3.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표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

정이다. 실제 세계에서 관찰한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과학적

사고와 추론 과정을 거쳐 도출된 ‘정신 모델(mental model)’을 외적 표상

인 ‘표현된 모델(expressed model)’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다. 이때 모델링

은 과학적 개념과 그 개념을 지지하기 위한 증거를 제시하며 과학적 설

명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위하여 모델의 정교화 및 표

현화를 포함하여 모델의 설명력의 향상을 위한 평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형성 및 정당화, 개념적 변화 및 추론을 촉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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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육 과정이자 교수법이며, 과학의 주요 산출물인 동시에 교수 방

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과학 수업에 적용되는 모델링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와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로

나눌 수 있다. 모델 기반 교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

이라면 모델링 기반 교수는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 기반 교수에는 교육 과정의 모델을 배우는 것과 모델을

사용하는 학습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는 모델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델

링 기반 교수에는 탐색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 표현적 모

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 탐구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새로운 모

델 구성 학습이 포함된다.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을 통해 학생들은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하고 주어진 모델을 수정한다.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을 통

해 학생들은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

진 모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본인의 지식을 모델 형태로 새롭게 구성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기반 교수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인 탐색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 표현

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 탐구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새로

운 모델 구성 학습의 학생 주도 모델링 활용 상황을 넒은 범위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메타 모델링 지식(Metamodeling knowledge)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메타 모델링 지식은 과학 이해

의 본성이고, 모델링 실습에서 학생들이 생산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필수 요소이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모델에 대한 지식과 모델링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며, 모델에 대한 지식은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을 포함하며,

모델링 과정에 대한 지식은 모델의 목적, 모델링 과정, 모델의 평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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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을 위한 기준을 포함한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과학 학습을 위한 모

델링 활용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자 모두에게 필요한 개념이다. 과학 수업

에서 메타 모델링 지식은 교육학적 목적을 가진 모델링 실습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이러한 요소를 통합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과학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들이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적 소

양을 키우기 위한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메타 모델링 지식을 과학 학습을 위한 모델링 활용 과정

에서 학생과 교수자 모두에게 필요한 개념으로 모델에 대한 지식과 모델

링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정의한다.

5.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PPK)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

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재구성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실천적 지식은 교

실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경험과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교사의 정합적이고 일관

성 있게 표현되는 신념은 넓은 범위에서 지식으로 간주된다.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로서, 행위에 대한 반성과 행위 중 반성을 통해

끊임없이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증대 시킨다. 실천 속에서 반성이 일어

나고 그 반성이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기 때문에 실천적 맥락은 강조되

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 집단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문성은 신장될 수 있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성장을 반영하고 촉진

하는 것이 바로 반성적 고찰이며, 멘토 교사 또는 실행 공동체 내에서

교사는 자신의 수행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하면서 발전해 간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 교사들이 수업 실행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수 행

위의 주체자가 되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을 주체적으로 형

성하는 과정과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과 고찰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일관된 신념을 실천적 지식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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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 과학 교육에서 모

델의 중요성과 학습 전략으로써 모델링의 교육학적 가치와 역할,

교사 전문성, 과학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에 대해 고

찰하고자 한다.

제 1 절 모델과 모델링

1.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이해

모델(mode)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target)의 특징을 표상하는 또 다

른 사물이나 기호, 그림 또는 그들의 체계이다. 모델은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단순화하고 추상화한 표상이며(Gobert &

Buckley, 2000), 특별한 목적으로 실제 세계의 어떤 부분을 상황과 관련

지어 만든 비유에 바탕을 둔 표상이다(Chamizo, 2013).

과학적 모형(scientific model)이란 어떤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

성된 설명 체계이다. 과학적 모델은 실제 생활의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

로(Halloun & Hestenes, 1985),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와 추상적인 개념

을 구체화하여 나타낸 것으로 과학 지식을 모델로 표현한 표상이 과학적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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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의미가 어떻게 변화, 확장되는지 연구하였다. 먼

저,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인식적으로 만든 것으로서의 모형이라는 관점

으로 ‘정신 모델(mental model)’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사람들이 사고의

예측 능력을 가지며 실제 상황과 머릿속에 그려진 상황을 둘 다 마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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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모델은 실세계 현상의 구조적, 기

능적, 행동학적인 유사물이라고 하였다. Johnson-Laird(1983)은 ‘정신 모

델’은 설명을 제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실세계의 구조적 유

사물 또는 상상의 실재(entitiy)라고 하였다. 철학적 측면에서는 표상으로

서의 모형이라는 시각화 측면을 강조하였으며, 개념에 대한 자신의 지식

을 정신적으로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과학적 모델에 대한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 보면 첫째, 실제

세계의 사실과 속성, 자연적 현상이나 과정의 주요한 특징에 초점을 맞

춤으로써 계를 추상화하고 단순화하는 표상(Chamizo, 2013; Grosslight

et al., 1991; Schwarz et al., 2009)으로 정의하는 측면이고, 둘째는 자연

현상에서 관찰한 것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연결하여 구체화한 설

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과학자들은 과학적 모형을 구성하면서 추상적 실체에 대해 시각화하고,

복잡한 현상을 단순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는 과학 활동에

서 매우 중요하다. 과학적 모형은 이론의 추상성을 구체화하고, 이것을

통해 실재와 이론 간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되며,

과학 교육에 중요한 교수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모델의 주된 기능을 정리해 보면, 자연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실제 지

식을 공급하며, 자연의 대상, 과정, 현상에 대하여 표현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도록 한다. 또한 모델은 과학자들 사이의 소통의 도구이다(Giere

1988). 과학 지식은 사실, 개념, 원리, 법칙, 이론, 모형(model)을 말하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될 수 있다.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학의 아이디어와 그것 사이의 관계, 이러한 관계 사이의 합리적인 추

론,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다른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방법,

그것을 다른 여러 사건들에 적용하는 방법 등, 여러 지식들을 하나의 복

잡한 구조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NRC, 1996). 선행연구를 통해 연구

된 모델의 본성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조혜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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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학생활동

간단화

(Simplification)

⋅복잡한 현상의 간단화

⋅특별한 목적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

실제에 대한 복제품의 구성

⋅학생들은 현상의 관계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함축화

(Abstraction)

⋅현상이나 계에 대해 어떤 중요한 특

성을 분리하거나 선택하여 일부 특성을

포함

⋅학생들은 현상의 특별한 특성을 함

축하기

표상화

(Representation)

⋅계의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요소

에 대한 언어적, 시각적, 구체적인 표상

학생들은 자신의 정신 표상을 외적 표

상의 여러 양식 (언어적, 시각적, 물질

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러한 양식들을

통합하여 나타내기

추론

(Reasoning)

⋅계의 부분들을 어떻게 인과적 또는

상관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탐색

⋅모델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

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추측하여 가설을

생성

학생들은 모델에서 포함되어야 할 관

계를 선택하고, 어떤 것들을 포함시키

거나 배제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정량화

(Quantification)

⋅특성의 변화를 기술 또는 수학적 방

정식으로 변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관계

의 명백화

학생들은 모델의 양적 표현을 위해 수

학적 형태로 보다 정확하게 나타내기

분석

(Analysis)

⋅계와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의 분해

⋅변수, 대상, 요소를 확인, 선택, 생성

⋅결론의 도출 또는 비평

학생들은 대상, 요소, 변수의 값에 대

해 이야기 하거나 결론에 대해서 논의

하기

해석

(Interpretation)
⋅변수들이 시간에 따른 변화의 확인

학생들은 변수들의 변화의 결과를 표

나 그래프로 나타내기

설명

(Explanation)

⋅모델의 부분들이 인과적이나 상관적

으로 어떻게, 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

한 명백화

학생들은 자신의 아이디어나 설명을

지지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논의하기

학생들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여 관계가 어떻게, 왜 그런지 나타

내기

표 1. 모델의 본성에 대한 정리 (조혜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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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델의 분류

모델의 유형과 역할을 아는 것은 모델이 담고 있는 과학적 내용을 파

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델이 존재하

는 모델의 다양성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모델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

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모델의 분류에 대한 한 가지 정의를 내리

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많은 분류 방법과 설명이

있었다(오필석, 2007; 이미애, 2008). 다양한 선행연구의 모델에 대한 분

류를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조혜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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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의 종류

설명표상적

측면
설명적 측면

내적표상

(Internal

representa
tion)

개인적

모델

(Personal or

idiosyncratic

model)

정신 모델

(Mental model)
개인에 의해 형성된 개인적인 표상

외적표상

(External

represent

ation)

표현된

모델

(Expre

ssed

Model)

표현모델

(Expresse
d model)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 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상의 방식의 사용을 통해 나타난 모델

합의된

모델

(Consensus

model)

합의모델

(Consens
us model)

정신 모형이 학급과 같은 사회적 그룹에서 동의를 얻는
공공인 영역에 놓인 모델
표현 모델이 과학자의 사회적 집단 안에서 토의 및 실
험을 통해 가치가 있다는 것에 합의를 이끌어 낸 모델

과학적

모델

(Scientific
model)

합의 모형이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공식적인 실험 검증
을 따라 승인을 얻은 모델
예) 원자의 Schrödinger 모델, 에이즈 바이러스, 반도체
의 p-n 접합

역사적

모델

(Historica
lmodel)

과학적 모델이 특정한 역사적 맥락들에서 생산되고 후
에 많은 연구 목적들에 대해 대체된 모델
예) 원자의 보어 모델, 생물의 창조론 모델, 전기 전도
도의 옴의 법칙

교육
과정
모델

(Curricula
r model)

과학적 모델이나 역사적 모델이 학습을 위해서 정규적
인 교육 과정에 포함 되도록 단순화를 거친 모델
예) 원자의 Lewis-Kossel 모델의 dot-and-cross 버전

교수모델

(Teaching
model)

교육 과정 모형을 학습을 지지하기 위해 교사나 학생이
과학적 모형이나 역사적 모형에서 대상물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모델
예) 원자를 태양 행성 시스템으로 설명하는 것

혼합모델

(Hybrid
model)

여러 가지 역사적 모형의 특징을 혼합한 모델
과학적 모형이나 역사적 모형이 탐구 영역 속에서 교육
과정 모형들 각각의 몇 가지 특징들이 합쳐지면서 형성
된 모델

Didactical
models,

Pedagogic
al model

(교수법
적모델)

교실 활동 중에 교사들에 의해 사용되고 과학의 본성과
과학 교수의 본성과 학습의 본성과 관계있는 모델
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만들고 문제해결방법을 촉진시
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수식화를 포함한 모델

표 2. 과학적 모델의 분류 (조혜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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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교수 모델

(Scientific and teaching models)

1. 비율 모델(Scale models)

동물, 식물, 자동차, 건물 등의 비율 모델은 모두 색깔, 외형, 구조를 묘사한다.

즉, 비율 모델은 어떤 대상의 외적인 특성을 상세히 반영하지만, 내적인 구조나 기능

은 거의 반영하지 않는다.

2. 교수적 비유적 모델(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이 범주에는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모든 비유적 모델과 비율 모델이 포함된다.

비유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모델이 목표의 부분적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며, 교수적

이라고 불리는 것은 원자나 분자와 같이 관찰이 불가능한 실체를 설명하고자 교사들

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비유적 모델은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의 특정 부분을 과하게

단순화하거나 과장하여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모델들은 학생들의 개념적 지

식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that build conceptual knowledge)

3. 모상적, 상징적 모델(Iconic and symbolic models)

화학식과 화학반응식은 화합물의 조성과 화학 반응의 상징적 모델이다. 이들은 화학

적 언어에 매우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설명과 소통을 위한 모델임에도 학생

들이나 비전공자들은 이를 실제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화학식과 반응

식은 해석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CO2는 이산화탄소를 표현한 것이지만, 좀 더

정확히 하자면 OCO, O=C=O 등으로 외형을 변형시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CO2에 해당하는 것을 H2O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3. 과학 교수 학습 과정상의 모델 분류(Harrison & Treagust, 2000)

과학적 모델에 대한 분류 방법에는 다양한 분류 기준에 따른 다양한 관

점의 모델에 대한 분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Harrison & Treagu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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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학적 모델(Mathematical models)

물리적 성질이나 과정들은, 예를 들어, F=ma 라든가 k=PV, 개념적 관계를 정밀하게

서술하는 수학 방정식과 그래프를 통해 표상될 수 있다. 그러나 F=ma와 같은 모델

은 교실 수업에서는 접할 수 없는 마찰이 없는 조건에서 성립하며, 따라서 이러한 모

델의 이상적 속성은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 스스로 이들 수학 모델에 대

한 정성적인 설명을 언어적으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s)

비유적인 전자기력선 표상이나 광자(photon) 개념은 인간이 충분한 근거를 갖는 이

론적 실체를 표현한 구축물이기 때문에 이론적이다. 또한, 기체의 부피, 온도, 압력에

대한 동역학 이론의 설명 등이 이 범주의 모델에 속하는데, 한편, 동역학 이론의 완

전 탄성체 구형 입자들은 과하게 단순화되었지만 비율 모델 범주를 만족한다. 일부

자연 현상들은 이론적이면서 수학적인 모델로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속

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Models depicting multiple concepts and/or processes)

6. 지도, 도해, 표(Maps, diagrams and tables)

이러한 모델은 학생들이 쉽게 시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패턴, 경로, 관계를

표상한다. 예를 들면, 주기율표, 계통수(phylogenetic tree), 기상도, 전기 회로도, 물질

대사 경로, 혈액의 순환, 혈통 가계도, 먹이 사슬과 연쇄 등이 있다. 이러한 도해들은

부분적인 또는 전체적인 단순화와 강조를 통해 평면적으로 보이며, 학생들마다 도해

의 내용이나 색깔 등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7. 개념-과정 모델(Concept-process models)

많은 과학적 개념은 어떤 대상이라기보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다중적

개념-과정 모델을 이용하여 무형의 과정을 유형의 것을 통해 생각하는데 익숙한 학

생들에게 설명한다. 산과 염기, 산화와 환원, 화학 평형을 설명하기 위해 다중적 모델

을 사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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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뮬레이션(Simulations)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표상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초

보자나 연구자들로 하여금 생명이 위험에 노출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고, 기

술과 기능을 발달시키고 연마하도록 하며, 현실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의 유비적인 속성을 망각한 채, 시뮬레이션이 현실인 양 받아들

일 수 있다.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Personal models of reality, theories and processes)

9. 정신 모델(Mental models)

정신 모델은 개인의 인식적 활동을 통해 생성된 비유나 표상을 말한다. 대상이나 아

이디어에 대한 본질적인 표현이며, 개인에게 고유한 것으로서 목표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겨나 진화하게 된다. 학생이 만들고 사용하는 정신 모델은 불완전하고, 불안

정하며, 비과학적일 수 있지만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들은 교과서에 등장

하는 모델과 교사가 제공한 모델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 모델이 알려주는 것과 알

려주지 않는 것을 파악한다.

10. 통합 모델(Synthetic models)

학생들이 자신이 소유한 직관적 모델과 교사의 과학적 모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

생들의 대안 개념이 변화함을 표현하고자 ‘통합 모델’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학생들

이 공, 태양계 구조, 껍질, 구름, 궤도 등의 모델 순서에 따라 원자 구조에 대한 개념

을 통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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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델링에 대한 이해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표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

정으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로 발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내적 표상인 정신 모델을 외적 표

상이 표현된 모델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이 이해한 것을 살펴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

모델링은 대상(target)과 출처(source)영역과 모형 그 자체로부터 추출

해낸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 순환적 과정이다(Nersessian, 2008)이다. 모

델링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위하여 모델의 정교화 및 표현

화를 포함하여 모델의 설명력의 향상을 위한 평가, 수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형성 및 정당화, 개념적 변화 및 추론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자 교수법이며, 과학의 주요 산출물인 동시에 교수 방

법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면서 과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다.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학의 본

성에 대한 이해이다. 과학의 본성이란, 과학이 지닌 본질적인 속성으로,

인간이 성취한 과학의 영향력과 제한점을 포함하여, 과학 지식의 본질적

인 가치와 내재된 가정들, 그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과학

지식을 생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치나 신념을 의미한다

(Lederman, 1992).

과학적 소양에서 소양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다는 것, 즉 과학과 기술의 과정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 뿐 만 아니라 과

학과 기술이 의사소통 하는 방식, 예를 들면 글쓰기, 표, 그래프, 도표 등

의 해석을 통한 복잡한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학적

소양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델링의 역할을 제시하였는데(Gilbert

& Justi, 2016),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링은 이미 확립된 과학적 모델을 재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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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있다. 확립된 과학적 모델을 통해 교육 과정의 내용이 간소화

되고,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좀 더 쉽게 학습에 참여하게 되며, 이 모

델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모델링이 과학과 기술의 수행과 검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셋째, 모델링은 일반적인 과학, 공학, 기술적인 발전과정을 기술하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모델링은 개인이 경험하는 세계와 관련된 가치에 대해서 더 나은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모델링 기술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적 탐구가

이루어지는 사회, 문화적 상황의 본성과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4.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

가. 모델과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 즉, 모델링에 참여하는 동안 과학 지식을 구

성하고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 내용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탐구 경험을 할 수 있다.

모형 형성 과정은 과학 탐구의 본질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학교 과학 교

육에서도 학생들의 사고를 정교화하는 도구로써 모형 구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과학적 모형에 기반한 탐구 방식의 수업 프로그램은 학생이 직접 현상

을 탐구하고 과학적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모형을 구성 및 재구성하는

탐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다. 이러한 수업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여 직접 모형을 구성하고, 수정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 과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면서 학습에 참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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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ment(2008)는 지식 형성의 방법으로 모형을 과학 교육에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과학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하였다. 과학자들은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 즉 모델링

(modeling) 과정을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과학 수업에서 모델 사용은 수업 시간에 과학 지식을 단지 보여주기 위

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으며, 학습자가 직접 모델을 다루고 만들기보다

는 과학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을 보고 익히는 형태로 수업에 사용

되어 왔다(Raghavan & Glaser, 1995). 이러한 과학 수업에서 모델 사용

은 모델의 표상적 측면만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

구에서는 학습자의 지식 구성과 사고 전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적 과학

교육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

여 학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소집단과 과

학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 기반을 두는 모델링 전략을 적용하

는 연구(조혜숙, 2014),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서의 초등학생

들의 모형 변화 양상에 관한 연구(송윤정, 2015)에서 학생들의 모델링 구

성 능력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의 모형과 모형 구성 지식에 대한 이해와 이를 교수 도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서인혜, 2016; 조은진, 2016)가 진행되었다.

이렇게 모델과 모델링이 과학 교육에서 갖는 중요성 함께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학생과 교사 모두 모델과 모델링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하

지 못해 과학 수업에 이를 활용하고 적용하는데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또한 실제 과학 수업에서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기보다는 과학적 모델의 특성 또는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인식 등의

‘모델’ 자체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치중되어 있다(장은경 외 2012).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어려운 이유를 찾기 위해 학생

과 교사 측면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모델링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델을 만드는 것이므로, 모델이 무엇

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학생들의 모델 이해의 3

가지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Grosslight et al., 1991), 첫 번째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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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실제에 대한 불완전한 복제물로 여기는 것이며, 두 번째 수준은

모델은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현실의 일부는 생략되거

나 축소되거나 강화된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수준은 모델은 과

학적 설명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적인 창조물로 인식하는 수준인데,

이러한 연구에서 세 번째 수준에 도달한 학생은 없었다.

교사 또한 과학 수업에서 모델링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

러한 진정한 과학 교육이 널리 제공되려면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교사

능력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교사들은 모델과 모델링 분야에 대

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적용하더라도 모델링

실습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에 대해 잘 모른다(Justi & Gilbert, 2002). 교

사는 모델을 과학 내용을 가르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수업을 지

원하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모델링 활동을 수업에 적용하지 않고 있다(Justi & Gilbert,

2002).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많은 교사들이 과학적 모델

링에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모델링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지

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 교사는 모델을 과학 내용을 가르치는데 유용한 도구로써 생각하

지만, 교사의 수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모델에 대한 교육 과정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Justi &

Gilbert, 2002).

나. 과학 교육에서 모델링의 적용

교수 과정에서 에서 모델링을 사용하는 활동을 Modeling-based

teaching(MBT)라 하고, 이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과학 수업에 적용되는 모델링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와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

로 나눌 수 있다. 모델 기반 교수(model-based teaching)는 학생들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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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델링 기반교수(modeling-based

teaching)은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수업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1

과 같이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이 5가지 접근은 단계나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의 전반

적인 과정에서 자유롭게 나타난다.

그림 1.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학습 접근 (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첫 번째 learning curricular models은 교사가 제시한 교육 과정의 모델

을 배우는 것이며, 두 번째 learning to use models은 교사가 제시한 모

델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모델링 과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학습이 모델 기반 교수(model-based teaching)의 기본적인 특징

이다.

세 번째 learning to revise models은 학생들은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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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모델을 수정하지만 그들의 정신 모델까지는 수정하지 않는다. 네

번째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은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의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

어진다. 다섯 번째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는 학생들이

본인의 지식을 모델 형태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의 세 가

지 단계가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에 포함된다.

모델 재구성에 의한 모델링 기반 교수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이러

한 모델 재구성을 통한 모델링-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가

학생들의 과학 개념 및 모델, 모델링에 대한 인식론적 시각의 이해뿐만

아니라 비판적인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Buckley,

2000).

다섯 번째 단계인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통한 모델링 기반 교수

와 관련된 연구를 보면 GEM(Generation, Evaluation, Modification of

Models)과정을 통해 수정과 피드백을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모델링 과정

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성공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교사의 역할임을 말한다(Clement & Rea-Ramirez(2008).

과학 교육에서 학생들이 모델링을 경험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세 가

지로 요약할 수 있다(Mendonca & Justi, 2013)

첫째, 과학의 학습(the learning of science) 측면에서 학생들은 모델링

을 통해 과학의 산물인 모델의 이해를 통해 과학의 개념적 지식을 개발

하고 이해하게 된다.

둘째, 과학을 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how to do science)측면에서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을 통해 과학의 역사적, 철학적, 방법론적 개념과

과학적 언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셋째, 과학에 관한 학습(learning about science)또는 실행(doing

science)의 측면에서 학생들은 모델링을 통해 과학적 탐구 및 문제해결

을 직접 경험해봄으로써 모델을 통한 진정한 과학적 탐구를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모델링 단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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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개발 및 사용 과정에서 모델의 단계를 안내하지 않고 모델의 본성이

나 목적만을 전달하려고 하는 방법은 학생들에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

다(Schwarz et al., 2009).

Justi & Gilbert(2002)는 모델링 과정을 비선형적인 순환적 관점으로

보고, 선수 지식이나 경험적 관찰로부터 정보를 획득한 후, 정신 모델을

생성하고, 적절한 다중 표상 양식으로 모델을 표현하고 조사, 모델의 범

위와 한계점을 평가하면서 학생들은 모델링을 통해 주제에 대해 포괄적

인 이해와 모델의 역할을 알게 된다고 하였다. 학습자가 자신의 아이디

어를 명확하게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그 표현 양식으로 모델

을 사용한다.

van Joolingen(2004)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링을 활용하는 상황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세한 분류는 다음 표 4와 같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

1) 탐색적 모델링(exploratory modeling)

학생들이 관심 있는 대상의 속성을 알기 위하여 기존의 모델을 직접 다

루어보는 것

2) 표현적 모델링(expressive modeling)

학습자가 자유롭게 특정한 표상 형식을 선택하여 모델을 창안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

3) 탐구 모델링(inquiry modeling)

학생들은 현상을 탐색하여 자료를 산출하고, 자료 속에 포함된 일정한 패

턴이나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델을 창안하며, 또 그것을 이용

하여 새로운 사건을 예측

표 4.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van Joolinge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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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amirez 등(2008)은 모델 구성과정(modeling)을 생성(Generation),

평가(Evaluation), 수정(Modification)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모델링 과정은 과학 탐구의 본질이며 과학적 추론의 가장 핵심적

인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을 그림 2와 같이 GEM

순환으로 나타내었다(Clement, 2008). 이러한 순환 과정은 초기의 모델을

평가하고 수정하면서 점점 정교한 모델을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그림 2. GEM 순환(Clement, 1989; Rea-Ramirez et al., 2008)

모형을 구성하는 순환 과정을 그림 3과 같이 수정한 수정된 GEM 순환

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함동철,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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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수정된 GEM cycle (Halloun, 2006)

이러한 순환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실, 현상, 이론을 기반으로 모형을

생성하고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 새로운 모형을

다시 생성하며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 기존 모형을 수정한다. 이후 실

제 상황에 모형을 적용하고 설명하면서 아이디어를 확장한다. 즉, 모형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초기

모형을 점차 과학적 모형에 가까워지도록 수정하게 된다(유희원, 2012).

모델과 모델링이 과학 교육에서 갖는 중요성과 함께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 모두 이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

지 못하며, 과학 수업에 이를 제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agust, Chittelborough & Mamiala, 2002). 학생들 뿐 만 아니라 교사

들도 과학적 모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수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을 뿐,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을 지도하

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Justi & Gilbe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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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메타 모델링 지식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성공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습

자 모두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메타 모델링 이

라는 용어는 Schwarz(2002)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 장에서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메타 모델링 지식 (Metamodeling knowledge)

메타 모델링 지식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수준, 즉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 이는 과학 이해의 본성이다

(Lederman, 2007).

메타 모델링 지식은 모델이 어떻게 사용되고, 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

해와 함께 과학적 모델을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메타인지적 지식이다

(Schwarz, 2002). 메타 모델링 지식은 과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의 본성이며, 과학적 모델의 개발뿐 아니라 모델의 본성에 대한 이

론적 지식을 포함한 것으로 모델링 실습에서 필수적인 지식이다. 메타

모델링 지식의 구성요서로서 모델의 본성, 모델의 목적, 모델의 평가 기

준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Schwarz, 2009)

첫째, 모델의 본성은 모델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며, 모델은 현상을 나

타낸 표상이므로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정되기도 한다. 또한 다양한

모델로 분류될 수 있는데, 다양한 모델은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모델의 목적은 모델이 지식 구성을 위해 의미를 만드는 도구이며,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학습자가 아는

것이다. 또한 모델은 현상을 설명하거나 새로운 측면을 예측할 수 있다.

셋째, 모델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은 모델이 현상에 대한 증거

에 기반을 두고 목적과 관련된 의미 형성과 의사소통의 기능을 포함시켜

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

면 다음 표 5와 같다(조혜숙 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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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의

종류
의미

모델에

대한 지식

모델의

본성
모델은 무엇인가?

모델의

다양성

같은 현상 또는 대상에 대한 다른 모델이 있는

가?

하나의 현상에 대해 다양한 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모델링에

대한 지식

모델의

목적

모델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모델은 학생에게 왜 필요한 것인가?

모델은 과학 수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인가?

모델링

과정
모델링은 어떠한 순서로 이루어지는가?

모델의

평가 및

수정

여러 모델들을 비교하여 더 나은 모델을 판단할

수 있는가?

모델을 수정할 수 있는가?

표 5. 메타 모델링 지식의 종류 (조혜숙 외, 2017)



- 31 -

2. 과학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과학의 학습과 실행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모델과 모델링을 과정을 적용한 수업이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메타 모

델링 지식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중심으로 한 학습 방법을 활용할 필요

가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메타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 역시 모델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고, 모델을 과학 수업에 적용하는 방법에 능숙하지 않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조혜숙 외 2017).

실제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학습의 긍정적인 효과는

선행연구를 통해 제시되었지만, 그러한 효과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연

구는 더 필요한 실정이다.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수-학습측면에서의 적용과 학생들의 인식 변

화를 위해서는 먼저 교사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메타 모델링 지식 외에 과학 수업에서 과학적 모델링을 적용할 때, 이때

필요한 교과교육학적 지식(PCK)이 필요하다. 또한 모델링에 대한 교수

전략 역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사 연수와 이와 관련된 수업 자료의

개발이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조혜숙 외 2017; 강남화 2017).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할 때, 학생들이 자연 현상에 대해

자신만의 설명을 만들기 위해 모델을 구성하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모델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

며, 이때 교사가 조력자로서 학생들을 모델링 실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이끌기 위해서는 교사 또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

으로 한 교수 학습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

한 이해는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본 요소이며, 메타 모델링 지식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향상 시킨다는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하지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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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장은경 외, 2012). 따라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수

업에 적용하기 위해,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생들마다 모델링을 이해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할 때, 기초 수준에서부터 모델링 역량의 모든 요소부터

다루고, 그 다음 더 높은 단계로 진행하며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델링 역량에 대한

분명하고 혁신적인 노출이며, 두 번째는 교육 과정을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구성하는 방법이다. 모델링 역량에 대해 분명

한 노출을 하는 방법으로는 첫 단계는 교사에 의한 교육 과정 모형의 직

접적인 교수와 표상의 활용과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실질적으로 접

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모델을 수정하는 학습으로 모델과 모델링의

모델 사용방법에 대한 학습이다(Justi & Gilbert, 2016). 또한 모델과 모

델링 아이디어를 적용한 교수 학습 전략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는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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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사 전문성

교사의 전문성(teacher professionalism)에 대해서 많은 선행연구를 통

한 논의가 있어왔다. 교사의 전문성에 관하여 탐색하는 궁극적인 목적

중의 하나는 학교의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오필석 외, 2008).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논의되었는데, 첫째 ‘전문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과 둘째, 교사의 전문적 수행(professional performance or

practice)에 관점을 둔 ‘실천적 지식’으로 나눌 수 있다(소경희, 2003; 이

선경 등, 2009).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교실에서 재구성하여 실

현하는 교사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업을 계획하는 것과 실제

로 가르치는 행위 모두가 교사 전문성을 이해하기 위한 범위에 포함된다

(소경희 2003). Carter(1990)에 따르면 교사 지식에 대한 연구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정보 처리 과정 연구(information processing

studies)’. ‘ 실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 ‘교수법적 내용 지식(교과

교육학 지식(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PCK))’으로 나눌 수 있

다.

1.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PCK)

교과교육학 지식, 교수학적 내용 지식, 교수법적 내용 지식 등으로도 불

리는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영역별 내용 전문가와 교사의 전문성을 차

별화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곽영순, 2009). Shulman(1986)은 교사란

가르칠 내용에 대하여 무엇을 어떻게 변화하여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지

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것이 교사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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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태임을 주장하였다. 내용 지식의 하위 영역으로 교과 내용 지식, 교

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의 세 가지를 제안 하였으며, 세부 영역들

을 다시 7가지 지식으로 정리하였다(Shulman, 1987). 7가지 지식 기반은

교과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다른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학습

자에 대한 지식, 교육 목적에 대한 지식, 일반 교수법적 지식이다. 이 중

에서 가르치는 동안의 교과 내용에 관한 지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수법적 내용 지식인 PCK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수 내용 지식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이하 PCK)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미국의 과학 교육기준(NRC, 1996)에서 PCK를 과학 교사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한 가지 요소로 지목했으며, 과학 교사가 갖추어야 할 PCK는

‘과학 내용, 교육 과정, 학습, 교수, 학생에 관한 지식을 통합한 이해와

능력’이라고 하였다. 즉 PCK는 단순히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특정 상황의 교실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

르칠 것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실천적 지식 즉, PCK로 대표되는 교

사의 전문적 지식은 그것이 교사의 전문성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

에서 중요하다. PCK는 여러 지식의 혼합체이며, 수업 전문성 발달은 이

와 같은 여러 하위 지식의 균형 있는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초임

교사는 여러 하위 지식 기반이 취약한 반면 전문성을 갖춘 경력의 교사

는 여러 지식 기반의 풍부한 지식을 찾아볼 수 있다(Tumer-Bisset,

1999).

교사의 지식 기반은 기본적으로 4가지 영역의 지식 즉, 교과 내용 지식,

교육학적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 그리고 상황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

된다(Grossman, 1990; Magnusson et al., 1999). 그중,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지식, 교육학적 지식, 상황에 대한 지식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중심에 위치 한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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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교사 지식과 신념의 연관성(Magnusson et al.,

1999)

교수 내용 지식의 본질은 교사의 지식 기반으로서 교과 내용 지식과 교

육학적 지식의 통합적 형태로 나타나며, 교과 내용 지식 또는 교육학적

지식과 차별된다. 이러한 교수 내용 지식은 교사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이

고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형성되며, 특히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교육 경

험을 통해 내용지식이 더욱 발달하며, 학교 현장 경험을 통해 교육학적

지식이 발달하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교수 내용 지식의 형성과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이선경 외, 2009).

2. 실천적 지식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PPK)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상황지식(situated

knowledge), 개인적 실천적 지식(personal practical knowledge), 실천 행

위 내 지식(knowingin action), 장인 지식(craft knowledge)등으로 다양

한 형태로 명명되며 연구되었다(Schon, 1983; Gimmett & MacKinnon,

1992). 실천적 지식 연구 관점에서는 교실 상황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불확실하고, 가치 갈등이 상존하는 곳으로 보고, 교사는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적 지식을, 교실에서의 실제 상황과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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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관이나 신념에 맞게 종합하고 재구성한다고 본다(이선경 외, 2009).

실천적 지식은 구성주의적 인식론에 따라 교사가 지닌 지식을 새로이

규정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으로, ‘교사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재구성하는 지식’을 의미한다

(Elbaz, 1981). Elbaz(1981)는 실천적 지식의 내용을 교과 내용 지식, 교

육 과정, 교수법, 교사 자신, 학교 학습 환경에 관한 지식으로 총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김자영 외(2003)는 실천적 지식은 교사 개개인이 가지

고 있는 이론적 지식을 그가 관계하는 실제 상황에 맞도록 재구성한 지

식이라고 정의한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수업

중에 계획을 수정하며, 수업을 마친 후에 학생들을 평가할 때도 사용된

다고 한다. 즉, 실천적 지식은 교실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교

육 경험과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van Driel et al.(2001)은 과학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다음과 같

이 설명하였다. 첫째, 과학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다른 사람에게서 직접

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획득되는 행동 지향적인 지식이며, 이것은 교사

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축적된 지식이다. 둘째, 실천적 지식은 개인적

이고 맥락 의존적이며, 셋째 실천적 지식은 묵시적이어서 과학 교사들은

실제 행동만큼 자신의 지식을 명료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넷째, 실천적

지식은 통합적으로 경험적 지식과 과학적·형식적 지식, 규범과 가치를

포함하는 일상 생활의 지식을 포함한다. 다섯째 실천적 지식을 형성하는

데는 교사의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처럼 실천적 지식은 개인의 경험적 기초가 되어 숙고하는 반성적 지

식이자, 암묵적 특성이 있으며, 이론과 함께 교사의 신념과 가치가 통합

되어, 실제 교수의 상황에서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따

라 교사의 전문적 지식으로서의 실천적 지식 연구 관점은 교사의 목소리

를 통해 구성되는 내러티브와 신념을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실천적 지

식은 분명, 명시적이고 이론적이기 보다는 신념과 구분되지 않는 암시적

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므로 교사의 목소리를 통해 구성된다. 이때,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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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것을 다 실천적 지식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 즉, 개인적 실천적

지식은 과연 지식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인식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천적 지식 연구 관점은 교사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정합

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그 신념체계는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지

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천적 지식의 연구 관점에서 신념은

지식과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이선경 외, 2009).

실천적 지식은 그것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주체에 따라 그 형태와 내용

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요소가 깊이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교사의 상황에 적용해 보면, 교사는 단순히 교과서나 교육 자료

에 있는 단편적 사실이나 규칙, 원리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내용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적절히 조직하고 표현해내

는 교수행위의 주체자로 존재하기 때문에(홍미화, 2005) 같은 내용도 개

인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은

교사의 개인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과 인지과정에 초점을 두고 교

사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교사를 지식의 소비자가

아닌 지식 생성의 주체자로 보는데 의의가 있다. 즉, 교사는 적극적인 반

성적 고찰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증가시키고 실천적 지식의 발달

을 증대시킨다(김지원, 2010).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로서, 행위에 대한 반성(reflection-on-action)과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action)을 통해 끊임없이 실천적 지식의 발달

을 증대 시킨다(Schön,D 1983; Zeichner& Liston, 1996) 즉, 수업 실행

전의 계획과 수업 후에 결과에 대한 행위의 반성과, 수업 실행 중 나타

나는 상황에서 교수 방법을 조절하고자 시도할 때 이러한 반성이 나타난

다. 실천 속에서 반성이 일어나고 그 반성이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기 때

문에 실천적 맥락은 강조된다(유솔아, 2006). 따라서 교사는 탐구적 실천

의 장에 노출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동료 교사나 전문가 집단

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전문성은 신장될 수 있다.

실천적 지식의 발달은 교사의 경험과 스스로의 반성적 인식으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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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며(Richardson & Placier, 2001),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내용’은

교수 내용 지식의 범주와 그 범주를 구성하는 내용이 유사하다.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과거 경험, 현재 교수 상황, 장래 교수 상황에 대한 비전

의 발견적 과정을 통해 반성적으로 변화하거나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보았

다(Duffe & Aikenhead, 1992).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암묵적이고 상호

주관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으로 본

다. 이때,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성장을 반영하고 촉진하는 것이 바로 반

성적 고찰이다. Eick & Dias(2005)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반영

하는 창(window)으로서의 역할로 반성적 고찰을 강조하고, 실행 공동체

내에서 가르치는 행위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국소적 지식을 생

성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실천적 지식은 멘토 교사 또는 협력 조직 및

실행 공동체 내에서 교사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사려 깊게 점검하고 자신

의 수행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하면서 발전해 간다(이선경 외, 2009).

3. 수업 전문성

교사 전문성과 관련한 많은 연구 중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사의 핵심 업무는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

에 수업 전문성이 교사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 전문성은 양

성 과정에서부터 교사의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되고 변화되며, 이 과정

에서 교사 연구나 전문성 신장 경험은 수업 전문성 발달을 위한 좋은 기

회가 된다(손승남, 2005). 손승남 (2005)은 수업 전문성 구성요소를 11

가지로 정리 하였는데, 여기에는 교직관, 수업준비도, 전문 지식, 학생 이

해 능력, 교육적 지혜, 수업 방법, 수업 기술, 매체 활용 능력, 평가 능력,

피드백, 학급 경영 능력이 포함된다.

교사의 변화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별로 독특한 특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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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단계를 겪으며, 교사의 전 생애적 변화와 발달을 통해서 시기마다

교사에게 필요한 안내나 정보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교사 연수나 근

무 환경에서 교사들에게 결정적 경험과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며, 교사들은 실천적 반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으며,

평소 수업을 통한 변화는 수업 전문성 발달의 가장 구체적인 변화이며,

경험과 지향 그리고 수업 맥락에서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것이다.

4. 교사 연수

교사의 전문성 발달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교사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

며, 교사 연수와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학교 밖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사례 연구(서경혜, 2008) 결과는 교사 학습 공동체에

서 교사의 학습은 협력과 반성적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전문가 교

사와 초보자 교사 사이의 멘토링 성격의 협력, 전문가 간의 비판적 동지

애 성격의 협력, 초보자 간의 동병상련 성격의 협력을 포함한 여러 차원

에서 협력이 일어남을 보여준다.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현장의 필요와

교사의 요구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또한 교사-연구자의 수평적이고 협

력적인 워크숍 중심의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의 전문성 신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근무하는 학교와 학교 밖 교사 모임, 그리고

기관 중심 연수의 유기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펼요가 있다(김찬종, 2005).

기존의 시·도 교육청 주관의 교사연수 등의 외부 기관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일상 업무와 분리되어 비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

(Villlegas-Reimers, 2003)를 배경으로, 학교 내 교사 간 협력 활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서경혜,

2009). Villlegas-Reimers(2003)는 전문성 개발의 새로운 유형은 수업맥

락 내에서 교사의 협력과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Kwakman(2003)은 교사들이 학교의 일상 활동 속에서 학습한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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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부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수업

전문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내 교사들이 하나의 단위로 참

여하고, 학생 학습결과 및 교사의 수업실행에 대한 피드백 등의 적극적

인 학습기회가 교사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주장(Desimone, Porter,

Garet, Yoon, & Birman, 2002)에 주목할 만하다.

박주호 등(2015)의 연구에서는 교과 및 교수 전문성 향상 정도에 교사

간 협력 활동 변인이 교사연수 참여 변인보다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학교맥락 내의 자율적이고 협동적인 전문성 개발 활

동이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 방법에 대한 심화학습, 피드백 및 집단성찰

의 기회를 제공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교사의 교과 및

교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실 수업 상황 맥락을 바탕으로 각종 프

로그램이나 학습 활동을 설계, 개발,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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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교사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1. 메타 모델링 지식 기반 교사 교육의 필요성

성공적인 모델링 기반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학 교사의 지식과

기술에 대해 구체적이고 복잡한 방법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Justi

& Gilbert(2002)의 모델 및 모델링 학습의 5가지 접근법 보면 첫째, ‘교

육 과정 모델의 학습’, 둘째, ‘모델을 이용한 학습’까지는 모델 기반 교수

법(model-based teaching)에 해당하고, 셋째, ‘모델 수정 학습’, 넷째, ‘모

델 재구성 학습’ 다섯째,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은 모델링 기반 교

수법(modeling-based teaching)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모델을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법을 사

용해야한다. 먼저 어떤 교육 과정 모델을 도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용인지, 새로운 맥락에서 학생들이 모델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할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따라서 모델 또는 모델링 기반 활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는 교사에게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또

한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신념과 지식, 교수 방법에 영향을 받는

다(Justi & Gilbert, 2002).

Gilbert & Justi(2016)에 의하면 교사가 모델링 기반 교수(MBT,

Modeling-based teaching)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에서의 모델

의 주요 목적, 모델링의 각 단계와 목적과 의미, 모델링 활동이 교실에서

실제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법, 정규 수업에서 MBT를 수행하는 방법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링 실습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모델링 실습에는 모델의 기본기능에 대한 이해와

평가, 해당 모델의 제한점에 대한 이해, 정규 수업에서 MBT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수업 현장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실습, 즉 경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는 모델링 활동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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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 Driel & Verloop, 1999). 실제로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의 기능과

본성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델링 과정에 학생

들이 참여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들의 모델에 대해서 토의하지만 결국

학생들의 모델은 무시되고 교육 과정 모델이 도입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모델과 모델링 활용한 MBT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한다면, 교과적인 교

사 교육이 필수적 일 것이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8가지 기능 중

하나로 강조하고 있는 모델의 활용은 앞으로 과학 교육에서 반드시 활용

되어야 할 부분이다.

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소양을 기르고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중심의 활

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델과 모델링을 이용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와 교수 학습

에 적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교사들은 모

델링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모델 자체의 개

념을 전달하려는 행위에 집중하거나, 학생들의 지식과 개념, 능력에 대해

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조혜숙 외, 2017).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모

델링에 대한 교과교육학적 지식(PCK)이 필요하다.

2. 모델링 기반 교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이와 관련

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교사가 가져야 할 모델과 모델링에 대

한 지식에는 메타 모델링 지식 외에 과학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

용할 때 과학적 모델링에 대한 교과 교육학적 지식(PCK)이 필요하다.

이러한 PCK에는 모델링을 이용한 교수전략과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이

해를 포함한다.(조혜숙 외, 2017). 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PCK에는 학생

들의 모델링 실습에 대한 생각과 학생들의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것

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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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식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교과 내용 지

식(SMK; subject matter content knowledge), 교육학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교육 과정 지식(curricular knowledge)

의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일반적 교육학적 지식, 학습자

와 그들의 특성에 대한 지식, 교육적 맥락지식, 교육적 결과와 목적, 가

치와 그것의 철학적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의 4가지 범주가 더해진다

(Shulman, 1987). 이러한 분류에 의해 모델의 활용에 대한 연구에서도

교과 내용지식(SMK)와 교육학적 내용지식(PCK)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어 왔다.

Bell & Gilbert(1996)는 일반적인 교사 개발의 3가지 측면을 제안하였

다. 첫째 사회적 개발(Social development)로 이것은 교사가 된다는 것,

즉, 학생이나 다른 교사들과 함께 일하는 것, 교사에 의한 재구성 및 비

판적 발전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개인적 개발(Personal development)로

사회적으로 재구성 된 지식에 대한 이해를 개인이 구성, 평가 그리고 비

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세 번째는 전문성 개발(Professional

development)로 이것은 교수 활동의 생산을 지원하는 신념, 지식, 기술

을 개발하고 매일의 교실에서 수업 실행을 통해 과학 교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함께 교사 전문성으로 발달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은 첫째, 교사들이 실행공동체에 참여하여

집단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교사 자신들이 비선형적이고

장기간의 발달 과정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 경험, 신념

들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며 발전한다. 셋째, 특별한 주제에 대해 교사 교

육을 통한 발전이 있다.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교사 지식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과 내용지식

(SMK)와 교육학적 내용지식(PCK)에 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과학

모델의 특성, 목표와 기능, 모델의 본성, 모델을 사용하는 용도와 범위

등에 대한 연구(Justi & Gilbert, 2003)를 살펴보면 교사의 모델에 대한

내용지식(content knowledge on Modeling)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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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 관한 PCK와 관련된 연구를 요약해보면, 먼저 모델링을 활용

한 과학 교수의 방향, 즉 MBT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연구가 있다. 두

번째,과학 교육 과정에서 모델링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대한 연구, 세 번

째, MBT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과 신념에 대

한 연구가 있다. 이 교수 전략에는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학생들의 메

타 모델링 지식과 모델링 실행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구

가 포함된다. 네 번째, 모델링에 관란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지식과 신념

에 대한 연구, 다섯 번째, MBT 맥락에서의 평가에 대한 지식과 신념에

대한 연구가 있다(Gilbert & Justi 2016).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는 모델링에 관한 교사 지식의 발달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는 먼저 과학 교육 과정에서 모델링을 포함하

는 이유와 실제 과학 교육에서의 역할과 철학에 대해 인식해야하고, 모

델링에 대한 학습은 교사 동료로 이루어진 사회적 그룹 안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좋으며, 또한 모델링에 관한 실습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Bell & Gilbert (1996)의 연구에 따르면, 모델링에 대한 교사 발달이 세

단계로 나타나는데, 1단계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모델링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teaching of

modeling)에 대한 일관적(coherent)이고 반성적(reflective)인 접근법이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동료 교사와의 전문적인 대화를 통해

능력을 발달시킨다. 3단계는 과학 교육에서 모델링의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거나 해당 분야의 지

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1, 2

단계의 교사 발달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2단계의 발달에 속한 교사들

도 모델링 활동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모델링 활동이 수업 현장에

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통적인 교수 단계로

돌아가 커리큘럼의 범위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교사의 모델 활동에 참여하여 모델링 과정 개발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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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지식 발달에 관련하여 Clarke & Hollingsworth(2002)가 제안한

IMTPG (Interconnected Model of Teacher Professional Growth)을 사

용하여 교수 설계의 각 부분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IMTPG는 교

사의 지식이 나타난 다른 영역들 간의 일련의 가능한 비선형(non-linear)

적 관계로 구성 된다. 각 영역은 개인 영역, 외부영역, 실행 영역, 결과

영역으로 구성된다.

모델을 활용한 수업(MBT)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을 탐구 환경으로

변화 시키고,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Justi, 2009).

Williams & Clement (2015)의 연구에서 교수 전략을 세 단계로 제안하

였는데, 대화 전략과 세부적 인지전략, 거시적 인지전략으로 나누어 제안

하였다. 대화 전략은 수업 토론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격려하는 것이며,

거시적 인지전략은 모델 생성의 기초가 되는 증거나 관찰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는 교사의 질문이 포함되며, 미시적 인지전략은 관찰하거

나 평가, 수정을 요구하는 세부전략이 포함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모델을 활용한 수업(MBT)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촉진하

는 모델링을 독려할 수 있는 특별한 교수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

타낸다. 이것은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메타 모델링 지식을 바탕

으로 모델링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더하여 모델링 교수

학습 전략을 개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교사에 제공

되어야한다는 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과학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교수 학습 과정의 개발과 수업 실행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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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과정에서의 모델과 모델링

모델과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는 과학 내용과 결합하여 성취할 기능으로서 단순한 탐구 기능을 넘어서

는 과학적 실천을 과학 교과의 내용 체계에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의 8가지 기능은 문제인식, 탐구 설계와 수

행,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

과 사용, 증거에 기초한 토론과 논증, 결론 도출 및 평가,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8가지 기능은 미국의 과학 교육표준(NGSS)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과학 교육표준에서는 8가지 과학과 공학의 실천을 제시하

는데 질문하기(과학) 및 문제 정의하기(공학),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탐

구조사 계획 및 수행하기, 자료 분석 및 해석하기, 수학 및 전산적 사고

사용하기, 설명 구성하기(과학) 및 해결책 설계하기(공학), 증거기반 논

증하기, 정보 수집 평가 소통하기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8가지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NGSS는 각각의 8가지 실천에 대

해 각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실천 2.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모델링은 저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모델링은 그래프, 실체 복사 모
형, 수학적 표상, 비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포함한다. 모델은 비록 실제 
세상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정해진 특징을 강조하고 다른 것을 모호
하게 한다. 모든 모델은 근사와 가정을 포함하여 그것의 타당성 정도와 
예측력을 제한하므로 학생들이 그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학에서 모델은 질문 및 설명의 개발을 돕기 위해,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통하기 위해 
시스템(또는 시스템의 일부)을 표상하는 데 사용된다. 학생들은 예측과 
실세계를 반복 순환적으로 비교하여 모델의 대상이 되는 현상에 대한 통
찰력을 얻어 모델을 평가하고 정교화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모델
은 증거에 기반을 두며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이 된
면 모델은 수정된다....(중략) (NGSS, Lead Stat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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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지구와 인간 활동]

· 수행기대

· K-ESS3-1.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동·식물(사람 포함)의 요구조건
과 서식환경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기

[해설: 관계를 나타내는 예로는 사슴이 풀과 잎을 먹기 때문에 대체
로 초원지대에 살고 있으며, 풀은 태양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초지
에서 자란다는 것이 있다. 식물, 동물 그리고 그 주위의 환경이 하나
의 계를 형성한다.]

·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유치원부터 2학년에서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는 사전 경험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사건이나 설계를 표상하는 모델(즉, 도식, 그림, 실물 복
제품, 디오라마, 극화, 스토리보드)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
전한다.

· 모델을 사용하여 자연계에 존재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K-ESS3-1)

[초등. 우주계]

· 수행기대

· 5-ESS1-1. 지권, 생물권, 수권, 대기권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모형 
개발하기.

[해설: 예시로서 생태계에서 바다의 영향, 지형의 모양과 기후; 날씨
와 기후를 통한 대기권의 지형과 생태계의 영향, 산맥이 바람과 구
름을 통해 대기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지권, 수권, 대기권과 생물
권 각각은 계이다]

[평가 범위 : 한 번에 두 계의 상호작용으로만 제한한다]

·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3학년부터 5학년에서 모델링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의 경험에 기반
을 두어 간단한 모델을 구성, 수정 및 이용하여 사건이나 설계안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 과학적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예를 사용한 모델을 개발한다. 
(5-ESS1-1)

표 6. 미국 과학 교육표준의 모형과 관련된 해설 예시(NGSS, Lead States, 2013)

이와 같이 NGSS에서는 과학과 공학 실천에 대한 해설에서 모델의 본성

이나 모델의 한계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으

며, 각 학년별, 주제별, 수행기대(성취기준)를 제시한 항목에서도 주제별

로 사용 가능한 모델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한 예로 중학교의 우주계와 지구 단원의 해설을 몇 가지를 예로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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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우주계]

· 수행기대

· MS-ESS1-1. 지구-태양-달로 된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달의 위
상, 개기일식, 월식, 계절의 순환적 규칙성 기술하기. 

[해설: 모델의 예로 실체, 그래프, 개념적 모델이 있다.]

· MS-ESS1-2.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은하계와 태양계에서 중력
의 역할 기술하기

[해설: 모델에서 중력을 강조하여 그것이 태양계와 은하계를 한데 묶
고 그 안에서의 궤도운동을 통제하는 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모델
의 예로 실체 모델(축구장 둘레의 거리로 비유하거나 컴퓨터로 타원
궤도를 시각화 하는 것), 개념적 모델(학교 대비 전국과 같은 익숙한 
물체의 크기에서 수학적 비율)이 있다. 

[평가 범위 : 평가는 궤도에 대한 케플러 법칙이나 지구에서 행성을 
관측했을 때 겉보기 상의 역주행은 제외한다]

·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6학년부터 8학년에서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는 유치원에서 5학년 까
지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용하고 수정하여 좀 더 추상적인 현상이
나 설계를 기술하고, 검증하여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모델을 개발하고 사용하여 현상을 기술한다. (MS-ESS1-1, 
MS-ESS1-2)

[고등학교: 우주계]

· 수행기대

HS-ESS1-1. 태양의 일생과 결국 복사의 형태로 지구에 도달하는 에
너지를 방출하는 태양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의 역할을 보이기 
위해 증거 기반 모델 개발하기

[해설: 태양의 핵에서 핵융합을 통해 방출하는 에너지가 지구에 도착
하는 에너지 전달 기재를 강조한다. 모델을 위한 증거의 예로 별의 
질량 및 일생의 관찰, 태양의 플레어 현상. 11년의 흑점주기, 수세기
에 걸친 비주기적 변화 때문에 일정하지 않은 태양의 복사이다.]

·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

9학년부터 12학년에서 모델링은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경험에 기
반을 두어 모델을 사용, 종합, 개발하여 자연 및 인공계의 계 사이 
또는 계의 구성요소 간의 변인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나타내는 방
향으로 진전한다.

증거에 기초해 모델을 개발, 수정, 사용하여 계 사이의 관계 또는 계
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예측한다. (HS-ES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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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누리과정]

·영역별 
목표

 Ⅴ. 자연탐구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세계를 탐구하며, 일상생활에서 수학적･과학적으
로 생각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1. 주변의 사물과 자연 세계에 대해 알고자 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
하는 태도를 기른다.
2. 생활 속의 여러 상황과 문제를 논리･수학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초 능력을 기른다.
3. 주변의 관심 있는 사물과 생명체 및 자연 현상을 탐구하기 위한 기
초능력을 기른다.

가. 내용
체계

* 과학적 탐구하기
물체와 물질 알아보기 
생명체와 자연환경 알아보기
자연 현상 알아보기
간단한 도구와 기계 활용하기

[초등학교. 지구 관련 단원]

· 슬기로운
 생활

4.2 여름 생활
[2슬04-03]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탐구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③ 여름에 볼 수 있는 동식물을 대상으로 살펴보기, 관찰하기, 모형 만
들기, 무리 짓기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한다. 

표 7. 우리나라 2015 개정 과학 교육 과정에의 모형과 관련된 해설 예시(교육부,

2015a; 교육부, 2015b; 교육부, 2015c)

표 6의 예시와 같이 NGSS에서는 해당 수행 기준에 사용되는 모델의 구

체적인 종류를 제시하고, 모델 개발과 모델링의 구체적인 사용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에 관한 구체적인 해설은 대부분의 주제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는 주제별로 구체적인 모델의 사용방안이나 해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

며, 모델의 본성에 대한 일반적인 해설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음은 이

와 유사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우주, 지구 관련 주제

에 대한 단원 중 모형을 언급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해설에 대한 예시이

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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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기준 [4과04-02] 흙의 생성 과정을 모형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이 단원에서는 흙 및 강과 바다의 지형에 대한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지표의 변화에 대해 호기심과 탐구하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여러 장
소의 흙을 관찰하여 비교할 수 있고, 바위나 돌이 부서져서 흙이 되기
까지의 과정을 모형실험을 통해 인식하도록 한다. 또한 지표 변화의 주
요한 요인인 흐르는 물과 바닷물의 작용을 이해하여, 이러한 기본 원리
가 강과 바닷가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중학교. 우주관련 단원]

· 성취기준

[9과10-03] 달의 위상 변화와 일식과 월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일식과 월식은 모형실험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작도 중심의 
수업 활동은 지양한다.

[9과23-03]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가. 교수･
학습 방향

⑷ 기초 탐구 과정(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 등)과 통합 
탐구 과정(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
반화 등),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
초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관련시켜 지도한다.

⑾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구체적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소프트웨어, 컴퓨터나 스마트 기
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
에 적절히 활용한다.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모형과 실제 자연 현상 사
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고등학교: 우주관련 단원]

· 성취기준

[12지과Ⅰ05-04] 주계열성의 에너지 생성 메커니즘과 내부 구조를 설
명할 수 있다.

(가) 학습 요소

별의 물리량, 별의 분광형과 표면 온도, H-R도, 주계열성의 에너지원, 
별의 내부 구조 모형, 별의 진화, 별의 종말(백색왜성, 초신성, 중성자성, 
블랙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 외계 행성계의 특징, 생명가능 지대

[12지과Ⅰ06-02] 우주론 모형을 역사적 관점에서 서술한다. 대폭발 우
주론의 관측적 증거를 가급적 최신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대폭발 우주
론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급팽창 우주론의 특징을 간략히 다룬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우주 팽창은 모형실험을 통해 지도할 수 있으며, 빅뱅(대폭발) 우주론을 
뒷받침하는 관측 자료, 우주 탐사의 성과 등과 같은 다양한 과학적 근거 
자료를 학생들 스스로 조사하여 발표･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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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수･
학습 방향

⑷ 기초 탐구 과정(관찰, 분류, 측정, 예상, 추리, 의사소통 등)과 통합 
탐구 과정(문제 인식, 가설 설정, 변인 통제, 자료 해석, 결론 도출, 일
반화 등),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 활용, 모형의 개발과 사용, 증거에 기
초한 토론과 논증 등의 기능을 학습 내용과 관련시켜 지도한다.

⑾ 학생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구체적 조작 경험과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모형이나 시청각 자료, 소프트웨어, 컴퓨터나 스마트 기
기, 인터넷 등의 최신 정보 통신 기술과 기기 등을 과학 실험과 탐구
에 적절히 활용한다. 모형을 사용할 때에는 모형과 실제 자연 현상 사
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시킨다. 

표 7의 예시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 과

정에서는 모형 사용에 대한 주제별 구체적인 해설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우주 관련 단원에만 해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제시된 전 과정을 주제를 살펴보아도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 또한 유

치원 누리과정의 경우에는 미국의 예시와는 달리 모형 사용에 대한 언급

은 전혀 없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저학년에는 과학 교육 과정이 적용되

지 않으며, 슬기로운 생활의 교육 과정이 따로 적용된다. 이 교육 과정에

서 모형에 대한 해설은 단 한차례 등장하며 그 예시는 표에 제시하였다.

이후 과학 교육 과정 해설에서는 4학년 과학 단원에서 처음으로 모형 사

용에 대한 내용이 등장한다. 표 7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학교 급의 해설

예시가 모형 사용에 대해 첫 등장하는 주제이다.

미국의 과학 교육 과정은 과학을 중심으로 유치원부터 중등과정까지 하

나의 교육 과정 해설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누리 교육 과정’, 초등학교 저학년의 ‘슬기로운 생활’, 그리고 초등 3학년

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과학과 교육 과정’의 3가지 교육 과정으로 나누

어져 있다. 이와 관련된 교육 과정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는 추후 자세히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미국의 교육 과정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모델(모형) 사용의

예를 제시하며, 어릴 때부터 친근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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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 중등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전 과정의 경험

에 기반을 두어 더 발전된 모델을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를 경험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모델링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는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모델 사

용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어느 주제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해야하는

지 구체적인 해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저학년에서는 모델 사

용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으며, 중등 수준에서 모형 사용이 언급되고 있

는 실정이다(표 7).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에 대한 미국과학 교육 표준의 해설의 예시
 (NGSS, Lead States, 2013)

[유치원]
    유치원부터 2학년에서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는 사전 경험을 바탕으

로, 구체적인 사건이나 설계를 표상하는 모델(즉, 도식, 그림, 실물 
복제품, 디오라마, 극화, 스토리보드)을 사용하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초등]
    3학년부터 5학년에서 모델링은 유치원에서 2학년까지의 경험에 기

반을 두어 간단한 모델을 구성, 수정 및 이용하여 사건이나 설계안
을 나타내는 방향으로 진전한다.

[중학교]
    6학년부터 8학년에서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모델링)는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사용하고 수정하여 좀 더 추상적인 
현상이나 설계(시스템)를 기술하고, 검증하여 예측하는 방향으로 진
전한다.

[고등학교]
    9학년부터 12학년에서 모델링은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의 경험에 기

반을 두어 모델을 사용, 종합, 개발하여 자연 및 인공계의 계 사이 
또는 계의 구성요소 간의 변인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나타내는 방
향으로 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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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치원부터 모델에 대해서 접한 경험을 통해 초등에서는 간단한 모

델을 구성, 수정하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고, 중학교에서는 이전의 경험

에 기반을 두고 좀 더 추상적인 모델링 과정을 통해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달을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이전의 경험을 통해 모델을 사용, 종합, 개

발하여 계의 구성 요소 간 관계를 예측하는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모델 개발 및 사용하기에 대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쉬운’ 모델부터 접

근해가는 미국의 교육 과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학년에 들어서야

갑자기 모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많은 선행연구에서도

제대로 구성된 잘 짜여진 탐구적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 높은 탐구적 모델링 수업에 제대로 적

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접하기 쉬운 형태의 모델 사용으로부터, 보다 접

근하기 친근하고 쉬운 형태의 ‘탐색적 모델링’ 접근을 통해 높은 수준의

‘탐구적 모델링’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주제별 교육 과정 해설에 대한 자세한 주제 분석은 3장 2절에서 논

의하였다.

2015 교육 과정에서는 모델의 중요성을 8가지 기능이란 용어로 과학 과

목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내용영역에서

주제별로 활용해야 할 모형에 대한 교수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활용 방법이나 교수 전략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

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 교육 과정이 실행되는 상황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

는 내용에 따른 가이드와 해설도 실제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과정

에서 더욱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모델의 사용에

대해 제시만 해놓았을 뿐 구체적인 가이드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국가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모델 사용을 위해 현장의 교사 스스로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와 메타 모델링 지식을 바탕으로 모델링 수업

적용에 대한 교수 학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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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 성취기준을 기본으로 한 모델링 아이디어에 대한 자료집이 필

요할 것이며, 모델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 및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교내 외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다양한 연

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이미 2015 개정 교육 과정은 현재 교육현장에

서 적용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을 적용하

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모델 활용 실행, 즉 모델

을 활용한 수업 실행이 가장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과 모델링 수업 실행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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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절차 및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과 모델링 적용 과정

에 따른 수업 변화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모색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과학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모델과 모델링

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수 있는 설문도구를 개발하고, 파일럿 검사를 실

시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파일럿 테스트는 고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2차시 동안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한 후, 모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모델에 대한 인식이 기존 선행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으며, 다

양한 모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까지 나타나는 등 다양한 수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일럿 테스트의 결과와 선행연구에 분석을

통해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는 연구보다,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 나

타나는 모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교사의 모델링 인식에 따라 수업에서

모델 사용을 어떻게 구성하여 적용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방향을 설정하

고 연구자를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은 그림 5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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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대상] [학생대상]

1차� 수업
(일반적인�수업)

� � ▼

� 과학적�모델에�대한�사전�설문(교사�초기� 설문)�
과학적�모델에�대한�
설문(학생�사전� 설문)�

� � ▼

과학적�모델에�대한� 인터뷰�

2차� 수업에�대한� 구상�

� � ▼

2차� 수업
(교사�본인이�생각하는�모델적용�수업)

� � ▼
2차� 수업에�대한� 논의� 및� 반성

▼

[모델과�모델링에�대한�교사�연수]

1)� 메타� 모델링�지식� 내용�연수

2)� 모델링�적용�수업�개발�실습

� � ▼

3차� 수업
(모델과�모델링�과정을�적용한�수업)

� � ▼

과학적�모델에�대한�
설문(학생�사후�설문)�

학생�심화�인터뷰

� � ▼

3차�수업에�대한�논의� 및� 반성� 및� 인터뷰

� � ▼

전체�교사�연구�참여� 소감� 나눔

� ▼

모델링�수업에�대한�결과� 및� 반성� 최종�인터뷰

그림 5. 연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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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 메타 모델링 지식을 참여 교사에게 전

달하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 교사를 모집하고, 해당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 중

연구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 교사의 수업을 1) 보통의 수업, 2) 교사 본인이 생각

하는 모델적용 수업, 3)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갖고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수업의 3단계로 나누어 수업을 촬영하였다.

넷째, 수업 전, 수업 후에 교사대상 설문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3

차 수업 전에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 전달 연수와 교사와 연구자 간의 3회 이

상의 토론 과정을 포함한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수로 진행되었

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 학기말에 최종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다섯째, 연구 참여 교사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모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수업에 참여하기 전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차 수업이 끝난

후 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모델링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 학생들에 대해 추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수집한 자료를 일반적 코딩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다른

과학 교육 전문가와 함께 검증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고 경력 교사와

함께 논의를 통해서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였다.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공립고등학교에서 2018년 8월 부터 약 한 학기

동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전 과정은 촬영 및 녹음되었으며, 수업 활동

과 인터뷰는 모두 전사되어 설문지 및 검사도구와 함께 연구 문제를 살

펴보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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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ID: T1 T2 T3 T4 T5 T6

교육경력 고: 24년 고: 11년
중:3년
고:9년

중:1년
고:18.5년

고: 4.5년
고:
6개월

연령 50대 40대 40대 40대 30대 20대

성별 여 여 여 남 남 여

전공과목 물리 지구과학 공통과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

최종학력 석사 학사 학사 학사 학사 학사

모델
관련
연수경험

유
(연수)

무 무 무 무 무

표 8. 교사 참여자

제 2 절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1) 교사 참여자

본 연구의 수업 연구 참여자는 현직 고등학교 과학 교사 중 자발적 참여

자 6명으로 선정하였다. 그들의 성별, 전공, 학력, 교사 경력, 모델 관련

경험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과학적 모델에 대한 교사별 초기 생각과 교

사의 배경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수업연구 참여자는 모두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같은 일반계

공립 고등학교인 H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과학 교사로 본 연

구 참여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교사 6명으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과

목을 전공한 과학 교사로 모두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을 가르치고 있다.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평범한 일반계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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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수업의 모습을 연구해보고자 했으며, 특히 H 고등학교는 연구자

본인이 근무했던 고등학교로 연구 참여 교사와 래포(rapport)를 형성하

고 있어, 연구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자

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연구 데이터를 수집할 당시, 연구자는 휴직상

태로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

였다. 또한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연구자 본인은 학교의 수업 상황으로부

터 한 발짝 떨어져 순수한 연구자의 입장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연구자 본인은 현직 교사로 연구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참여 교사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의 배경에는 연구 참여 교사가 모두 같은 H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H 고등학교에는 과학 전공의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한 교내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전문적 학습 공동

체 중 과학 공동체는 가장 활발히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H 고등학교는 과학 모델학교로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 전체가 1년에

한번 씩 전국의 과학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할 정도로 과학 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생 참여자

본 연구에 참여하는 교사가 담당한 학급에 속한 학생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특별한

모집의 과정을 거치지는 않으나, 해당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하였다. 학생 참여자의 분포는

표 7과 같이 총 6학급, 130명의 학생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고 연구에 참

여하였다(표 9).

수업 전에 학생들에게 구두로 연구 절차 및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배부하여 동의를 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교

사의 수업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태도와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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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ID: T1 T2 T3 T4 T5 T6 합계

대상 학급 1-A 1-B 1-C 2-A 2-B 2-C 총
6학급

학생
참여인원
(명)

10 25 24 28 15 28 총
130명

사후 면담
참여 인원
(명)

3 3 2 2 2 2
총
14명

표 9. 학생 참여자

의 변화만을 살펴보는 연구로 학생의 수업권은 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수업에도 교사 개개인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교육 과정 흐

름에 맞는 수업 관찰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구 자료가 성적에 반영 되지 않도록 하며, 수업에 참

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수업과 성적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음을 설문지에

명시하였다. 수업 촬영 시에도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학생은 녹

화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전사에서 제외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 중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설문에 유의미한 내용을 답변한 학생

일부(14명)를 선정하여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 자료 수집

1) 수업 촬영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Qualitative case study)로 하나의 사례에 대

해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분석하는 연구이며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상황과 현실에 대해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상황과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이용숙과 김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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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과정별 분석 방법에 맞는 분류틀을 사용하

여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 현장 속의 수업 그대로의 모습’을 분석해 보는 것

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연구 참여자의 전공이 모

두 다르고 각 교사별 3차시의 수업 주제가 모두 다르다. 이것은 일반적

인 선행연구와 같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의

도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육 과정의 흐름에 따라 진행

되는 교사의 수업의 흐름을 그대로 쫓아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

다.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상황을 학교 상황과 수업 흐름에 따라 그대로

이해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그대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참여 교사 6명의 수업을 각각 3차시에 걸쳐 촬영하였다.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과정에 따라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적용 과정에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1차 수업은

보통의 일반적인 평소 수업을 촬영하였으며, 2차 수업은 교사 본인이 생

각하는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촬영하였다. 3차 수업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를 거친 후 연구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모델링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계획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델링 과정이 적용

된 수업을 개발하여 수업에 적용하였다. 2차 수업이 끝난 뒤 모델과 모

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메타 모델링 지식

에 대한 자료를 교사에게 제공하고 설명하는 ‘내용 연수’ 후 ‘모델링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실습’ 과정까지 모델링 연수에 포함

하였다. 자세한 연수 과정에 대해서는 4장 1절에서 논의하였다. 수업 촬

영된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수업 진행 전, 후 면담을

통하여 교사의 생각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교사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 사전, 사후 설문을 진행하고 일부학생

들에 대해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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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 및 인터뷰

① 교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해 교사 참여자의 모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설문을 실

시하였다. 현재 교사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첫 번째 수업 촬영 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수업에는 어떤 연구적 개입도 없는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을 보기 위한 수업으로 이 수업 이후에 모델에 관한 인식

설문을 실시한 후, 간단한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1차 인터뷰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과학적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였으며, 실

제 본인의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모델에 대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논

의하였다. 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과학적 모델을

활용한 2차 수업을 해당 진도에 맞게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차 수업 이후에 1차 수업과 2차 수업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본인 수업에 대한 의견을 논의하고, 3차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차 수업 후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요약 자료를 제시하고 연구자와 공동연구자의 설명을 통해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개발하기 위한 교사 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모델링

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을 개발하는 실습 과정을 경험하며 모델과 모

델링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 전달연수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 연수를 통하여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해 교사 스스로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통

해 깊이 있는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교사별

로 해당 진도에 맞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를 선정하

고, 주제에 맞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하였다. 이 개발 과정에서 교사

와 연구자의 토론과 회의가 각 교사별 3회 이상 실시되었다. 3회의 토론

과정을 거쳐 학생들이 모델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이 개발되었으며

이를 3차 수업에 적용하였다. 3차 수업 진행 후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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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사후 설문을 실시하고, 3차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각

학급별 2명 이상씩 선정하여 심화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3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는 수업 내용을 전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교사와 함께 연구자 및 공동연구자와 같이 수업 분석 내용을 논의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모델링에 대한 설

문과 학생 인터뷰 결과를 교사에게 피드백 해주었다.

모든 수업 촬영이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교사 전원이 모여서 연구 참

여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수업 나눔이 추가로 진행되었으며, 그 후 약

두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학기말에 모델과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교사

의 생각 변화에 대해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필요한 부분을 전사, 공동연구자와 함께 분석

하였다. 설문자료는 분석하여 전반적인 교사의 생각을 확인하였다. 설문

자료를 질적 분석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통해 교사의 모델링 수업

적용에 따른 수업 변화와 참여자의 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② 학생참여자

교사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에 한해 모델링

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사전, 사후 각각 1회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모든 수업 전에 이루어졌으며, 모델에 대한 전반적

인 인식에 대해 설문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3차 수업 이후에 실시

하였으며, 모델링이 적용된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점에 대해 답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후 설문에서는 모델의 정의를 묻는 주관식 문항을

추가 하였다.

교사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을 선정하여 추가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녹음하여 필요한 부분을 전사하여, 공동연구자와

함께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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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 수업 주제 배경 분석

이번 절에서는 교사의 수업 주제에 대한 배경을 분석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명의 연구 참여자의 전공이 모두 다르고 각 교사별 3차시의

수업 주제가 모두 다르다. 이것은 일반적인 선행연구와 같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그 차이를 분석하는 의도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수업

현장에서 교육 과정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는 교사의 수업의 흐름을 그대

로 쫓아가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모습을

알기 위해, 학교 상황과 수업 흐름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는 결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별 전공과 수업 주제가 모두 다른 수업을 진

행하였지만, 이 수업의 주제가 모두 모델을 활용한 수업에 적합한 주제

인지, 주제 배경 분석을 통해 연구 설계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한다.

먼저 교사별 수업 주제별 사용된 모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수업 주제는 모두 다르지만 6명의 3차시 수업 모두에서 모델 사용

과 활용이 수업에서 나타난다. 이는 각 주제별 모델 활용이 가능한 수업

임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주제별로 모델 활용 수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은 4장 2절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번 장에서는 모델 활용 가능 여부의 배경 조사를 위한 분석으로 본 연구

에 수집된 모든 수업에서 모델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주제별 해당 교육 과정에서 모형 사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았으나 6명의 교사가 수행한 3차시의 모든 주제와 관련된 부분에

서모형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각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이나 해설, 탐구 방법에 대한 안내 등에도 구체적인 내용이 제

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장 연구결과에서 서술하

고 있다. 따라서 주제별 어떠한 모형이 사용가능 한지, 각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제별 성취기준과 교육 과정 해설, 교과서를 참고하여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을 표로 제시하였다. 주제별 해당 모형 예

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연구자가 과학 개념별 적용 가능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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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예시를 제시하고, 공동 연구자(지구과학 교육 전공의 박사 후 연구

원)가 검토하여 해당 과학 개념의 모델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T1, T2, T3 교사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 과학을 가르치며, 해당 학년

은 2015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첫 학년이다. T4, T5, T6 교사는 고등학

교 2학년 이과계열의 과학탐구 선택과목을 가르치며, 해당 학년은 2009

교육 과정이 적용되는 마지막 학년이다.

교사

ID
과목

수업 주제

1차 2차 3차

T1 통합 과학
지질시대 화석과

생물

지질시대

생물 대멸종

탄소동소체,

전도성실험

T2 통합 과학
지질시대 익룡과

화석의 생성과정

지질시대

화석관찰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와 광물

T3 통합 과학
중화반응과

이온화 식

지질시대 익룡과

화석의 생성과정

멸치 해부와

먹이 그물

T4 화학Ⅰ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수소화합물과

공유결합
금속반응실험

T5
지구과학

Ⅰ
사막화와 황사

천구와 지평좌표

계, 적도좌표계
천구의 우산실험

T6 생물Ⅰ 질병과 병원체
인체의 방어 작

용

생태계의 구성요

소, 먹이 그물

표 10. 교사별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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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별 분석

가. T1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1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1와 같으며, 2015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T1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

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수업의 전체적인 흐

름에 대한 관련 논의는 4장 연구결과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한다.). 하

지만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취기준과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통

해 사용 가능한 모델을 나열해 보면 표 11과 같다.

차

시
수업 주제

2015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지질시대

화석과 생물

[10통과07-01] 지질 시

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

물 다양성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화석 모형 제작

·화석의 생성과정

·판구조론 모형

·판게아 모형

·중생대 판의 이

동 과정

·신생대말 수륙

분포 이동 과정

2차
지질시대

생물 대멸종

[10통과07-01] 지질 시

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

물 다양성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생물 대멸종 가

설 모형

·대멸종 그래프

·생물 대멸종 가

설 모형

·대멸종 그래프

3차
탄소동소체

전도성 실험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재를 개

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

할 수 있다.

·신소재 모형

·탄소동소체 모형

·전기 회로도

·탄소나노튜브 모

형

·플러렌 모형

·그래핀 모형

·전기 회로도

표 11. T1 교사의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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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1 교사의 차시별 주제를 살펴보면, 1차시에는 지질시대 화석과

생물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 주제에는 교육 과정상 화석이라는 표본

사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화석 표본 자체를 모델이라고 볼 수는 없지

만, 지질 시대 시기별 수륙분포인 ‘판의 이동’ 모습을 모델로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2차시에는 생물 대멸종의 3가지 가설에 따라 멸종원인을 찾는 주제인

데, 대멸종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그 원인을 찾고, 발표하는 학생 주도의

모델 활용으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교육 과정상 ‘생물

대멸종 그래프’를 모델로 활용하며 제시하고 있다.

3차시에는 탄소 동소체 모형을 이용한 전기전도성 실험으로 이루어졌

는데 탄소 동소체 ‘규모 모형’를 직접 제시하고, 학생들이 탄소 동소체

중 ‘그래핀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지며, ‘전기 회로 모형’을

활용하여 제시한다. 따라서 T1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용

가능 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

으로 보아 모델과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나. T2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2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2와 같으며, 2015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위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

학 개념에 따른 사용가능 한 개념은 표 12와 같다.

T2 교사의 차시별 주제를 살펴보면, 1차시에서는 지질시대 익룡과 화

석의 생성과정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익룡의 화석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익룡의 진화에 따른 특징을 과장하여 모델로 제시

되어 있다. 이러한 모델을 할용하며, ‘화석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모형

을 사용한다.

2차 수업에서는 화석 표본을 직접 관찰하는 실험으로 화석 표본 자체

가 모델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수업 과정에서 ‘지질시대의 길이 그래프’

와 각 화석을 형성한 생물체가 살아있을 때의 생활 모습을 ‘비유하는 모

델’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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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에서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광물의

구조를 연결해보는 실험으로 모형 사용이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따라서

T2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용가능 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

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델과 모델링 활

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차

시
수업 주제

2015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지질시대

익룡과

화석의

생성과정

[10통과07-01] 지질 시

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

물 다양성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익룡 모형

·화석 모형 제작

·화석의 생성과정

·판구조론 모형

·익룡의 걷는 모

습

·익룡의 특징 모

형

·화석의 생성과정

2차
지질시대

화석관찰

[10통과07-01] 지질 시

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

물 다양성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과거 지질시대

생물 모형(화석;

표본이 아닌 모

형)

·지질시대 그래프

·지질시대 그래프

·방추충의 규모

모형

·지구의 공전과

자전 모형

·두족류, 복족류

모형

3차

규사염

사면체의

구조와 광물

[10통과02-01]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

양한 광물과 탄소 화합

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

라 결합되어 만들어진

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규산염 사면체

모형

·광물의 구조 모

형

·결정 구조 모형

·풍화 시뮬레이션

모형

·규산염 사면체

모형

·광물의 결합 구

조 모형

표 12. T2 교사의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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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3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3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1과 같으며, 2015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위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

학 개념에 따른 사용가능 한 개념은 표 13과 같다.

차

시
수업 주제

2015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

[10통과06-04] 산과 염

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

는 변화를 해석하고, 일

상생활에서 중화 반응

을 이용하는 사례를 조

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이온화 식

·중화반응식

·산, 염기, 이온화

식

·수산화 이온식

·전해질의 전도성

모형

·중화반응 모형

2차
지질시대

화석관찰

[10통과07-01] 지질 시

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

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

물 다양성이 형성되었

음을 추론할 수 있다.

·과거 지질시대

생물 모형(화석;

표본이 아닌 모

형)

·화석의 생성과정

·지질시대 그래프

·지질시대 그래프

·익룡 모형

·화석의 생성과정

·화석의 재결정작

용

3차

생태계

평형과 멸치

해부를 통한

먹이 그물

[10통과08-02] 먹이 관

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

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

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

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

고 토의할 수 있다.

·먹이 그물

·플랑크톤 모형

·먹이 그물

·플랑크톤 모형

표 13. T3 교사의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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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교사의 차시별 주제를 살펴보면 1차시에서는 중화반응을 주제로

이온화 식과 화학식으로 많이 등장한다. 주제 특성상 ‘이온화 식’을 다루

는 과정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며, 2차시 수업에서는 T2 교사의 1, 2

차시 수업에서 진행한 주제와 동일한 지질시대의 익룡의 모습과 화석 관

찰을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이 주제는 화석 표본 자체가 모델은 아니지

만, ‘화석의 생성과정’이나 ‘익룡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 사용이 나타난다.

3차 수업에서는 멸치 해부를 통해 멸치의 ‘먹이 그물 모형’을 그려보는

활동이 나타난다.

따라서 T3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용가능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델과 모

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라. T4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4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4와 같으며, 2009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위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

학 개념에 따른 사용가능 한 개념은 표 14와 같다.

먼저 T4 교사의 차시별 주제를 살펴보면, 1차시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

합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이 주제의 특성상 ‘화학식’을 이용한 모형 이용

이 필수적을 들어가는 주제이다. 2차시 수업도 마찬가지로 수소 화합물

과 공유결합을 주제로 하고 있어, 1, 2차시 모두 ‘화학식’을 이용한 모형

사용의 빈도가 많이 나타나는 주제로 판단되었다. 3차시 수업에서는 금

속반응 실험을 모둠별로 진행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교사가 개념 설명

으로 ‘화학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이 사용하는 ‘금속반응 모습에

대한 모델링’도 나타났다. 따라서 T4 교사의 화학이라는 과목 특성과 이

온식을 이용하는 주제 특성상 모델의 이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4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용가능 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

아 모델과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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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수업 주제

2009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

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

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

명할 수 있다.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분자 구조

·이온 결합

·공유 결함

·공유 전자쌍

2차
수소 화합물

과 공유 결합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

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

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

명할 수 있다.공

·공유 결합

·이온 결합

·분자 구조

·수소 화학물

·공유결합

·분자 구조

3차 금속반응실험

화1401.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에 의한 화

학적 산화 환원 반응임

을 설명할 수 있다.

·이온화 식

·금속반응식

·이온화경향식

·금속반응식

표 14. T4 교사의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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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
수업 주제

2009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사막화와 황

사

지13204. 엘니뇨, 해수

면 상승, 오존 홀, 사막

화, 황사 등과 같은 현

상이 지구 환경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한다.

·엘니뇨

·대기대순환

·해수면 상승 과

정

·염화플루오린화

탄소 화학식

·오존층 파괴 반

응식

·대기권 기온분포

그래프

·대기대순환 모델

·편서풍의 이동

경로

2차

천구와 지평

좌표계, 적도

좌표계

지14103-1. 적도좌표계

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

치를 나타낼 수 있다.

·천구

·좌표계모형

·천구 모형

·자오선

·지평좌표계모형

·적도좌표계모형

·황도

3차
천구의 우산

실험

지14103-1. 적도좌표계

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

치를 나타낼 수 있다.

·천구

·좌표계모형

·일주운동

·천구 모형

표 15. T5 교사의 수업 주제

마. T5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5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5와 같으며, 2009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위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

학 개념에 따른 사용가능 한 개념은 표 15와 같다.



- 73 -

T5의 교사는 지구과학1을 수업하며 자연환경과 우주공간을 다루는 지구

과학의 특성상 모형 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며, 특히 2, 3차시 수업의

주제는 우주단원의 ‘천구’ 실험으로 가상의 구인 천구 자체가 과학적 모

형이며, 이를 이용한 수업으로 2, 3 차시 전체를 통틀어 모형 사용이 빈

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차시 수업은 사막화와 황사로 사

막화의 발생과정과 황사의 발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는 지구규모의 대기

의 순환을 알아야 하므로 ‘지구대기 대순환’을 기본으로 한 모형 사용이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T5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

용가능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델과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바. T6 교사의 수업 주제 분석

T6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와 성취기준은 표 16과 같으며, 2009 개정

교육 과정 해설에서 위 3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모델의 사용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제는 없다.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

학 개념에 따른 사용가능 한 개념은 표 16과 같다.

T6 교사는 생물1을 수업하며, 1차시 수업의 경우에는 질병과 병원체를

주제로 하며, 모형이 아닌 병원체의 현미경 사진 그 자체를 제시하는 경

우가 많았다. 따라서 다른 주제에 비해 모형 사용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인다. 이 수업에서 ‘말라리아의 전염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개념-과정의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등, 현미경 사진 자체가 아닌, 전염

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형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2차

시 수업에서는 인체의 방어 작용을 주제로 한다. 1차시 수업과 비슷한

주제이지만 인체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우리 몸과 피부, 백혈구

등의 ‘방어 작용 과정’에 대한 개념이 포함된 모형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

났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방어 작용의 과정도 글로만 설명되어 있

는 것이 아니라 방어 작용의 흐름을 나타내는 표상 모델로 제시되어 있

다. 3차 수업에서는 생태계와 먹이 그물 단원으로 생물 과목에서 대표적

으로 모형 사용 많이 나타나는 주제로 볼 수 있다. 단순히 먹이 그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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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게임 참여와 모둠별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 사용이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T6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 모두 모델 사용가능한 과학 개념이

존재하며, 실제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모델과 모

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로 판단할 수 있다.

차

시
수업 주제

2009 교육 과정

성취 기준

모형 활용이

가능한 과학

개념(예시)

수업에 활용된

모형

1차

질병과 병원

체

(감염성질병)

생1331-1. 사람에게 질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세균, 병원체 모

형

·세균 모형

·말라리아 감염

과정 모델

2차

인체의 방어

작용

(면역)

생1332. 병원체에 대항

하는 우리 몸의 비특이

적 방어 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병원체 모형

·비특이적 방어작

용의 과정 모형

·우리몸 모형

·위 모형

·히스타민 분비과

정 모형

·백혈구 식균작용

과정

·면역작용 과정

모형

3차

생태계의 구

성요소, 먹이

그물

생1411-1. 생태계의 구

성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먹이 그물

·생태계 모형
·먹이 그물

표 16. T6 교사의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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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의 3차시 수업의 주제를 각각 세부

적으로 살펴본 결과 각 주제는 모두 모형 사용이 가능한 주제로 파악되

었으며, 실제 수업 전체에서 모형 사용이 나타났다. 자세한 모형 사용의

종류와 수업 과정의 흐름에 대해서는 4장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세히 살

펴볼 것이다. 주제 배경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이 공개한 모든

수업 주제에서 교육 과정에서 모형의 사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조하

거나 활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주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9 교육 과정과 새롭게 개정된 2015 교육 과정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

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는 8가지 기능을

강조하며, 그중 하나가 모형의 개발과 사용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세부

주제를 살펴보면 위와 같이 모형에 대한 활용 안내에 대한 자세한 언급

은 기존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활용방법이나 교수전략에 대

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 과정에서는 구체적

으로 모형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실제 6명의 교사의 3차시 수업

주제를 모두 분석한 결과 모형 사용이 가능한 주제이며, 이를 활용한 모

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수업

의 주제가 각기 다르지만, 모델과 모델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수업

주제가 선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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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현장 실행 기반 교사 연수 실행

3차 수업에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실행한 2차 수업 이후에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연

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를 위해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

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인쇄물의 형태

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부록 3), 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

여 연구 참여 교사 개인별로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하는 연수를 실행하였다. 이 내용 전달 연수에 공동연구자(지구과학 교

육 전공의 박사 후 연구원)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각 교사의 전공 특성

에 맞는 모델과 모델링 활용의 예를 들며, 교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내용 지식 전달 연수 후, 모델링을 적용한 3차 수업을 개발하는 실습을

연수의 과정으로 포함하였다. 실제적인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

을 거치면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실천적 이해를 높이고자 현장

실행 기반 교사 연수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 상호작용의 형태로 본 연구

자가 참여 교사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에 따른 모

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표 17).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을 통해 교

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 교사의 수업

주제와 과목이 다르므로 모든 회의는 참여 교사 개별로 진행되었다. 교

사에 따라서는 3회 이상의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실시한 모델과 모델

링에 대한 연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 전체가 모델과 모델

링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 연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과학

적 모형에 대해 설문을 하고 1, 2, 3차의 수업을 거치며 스스로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 그리고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와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는 실습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현장 실행을 통한 연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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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참여 교사 6인 각각 개별 참석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
: 연구자와 참여 교사 개별 논의 및 상호작용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표 17.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전체적인 흐름

 [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교사는 과학적 모형

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 보기 시작했으며, 수업 공개와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해 보고, 모델링 적용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실천적

지식 변화,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넓은 의미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과학 교사들이 연구 참여를 통해 과학적

모델에 대해 고민해보고 수업에 적용해보며,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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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설계하고 실행해보는 전 과정과 수업 전후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

난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내용을 살펴보

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는 것 자체

가 넓은 의미의 교사 연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본 연

구에서 직접적인 교사 연수 내용 전달 연수 과정과 모델링 적용 수업 개

발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였으며, 교사 본인이 설계한 모델링 적용 수업

계획을 직접 수업에 적용하는 수업 실행을 통하여, 참여 교사 스스로 행

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 시

켜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자 본인은 현직 교사로 연구가 진

행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참여 교사와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

지할 수 있었다. 이것의 배경에는 연구 참여 교사가 모두 같은 H 고등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H 고등학교에는 과학 전공의 수석교사를 중심

으로한 교내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었다. 특히 전

문적 학습 공동체 중 과학 공동체는 가장 활발히 공동체 활동을 운영하

고 있으며, 과학 모델학교로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 전체가 1년에 한

번씩 전국의 과학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할 정도 과학 교사들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열정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구자 본인이 현

직 교사로 참여 교사와 같은 H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교사와 연구

자의 래포(rapport) 잘 형성되어 있어, 교사와 연구자 간의 협력적인 연

구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본 연구자

는 휴직 상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연구자 본인

은 학교의 수업 상황으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순수한 연구자의 입장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전문적

인 다양한 연수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모델링 교

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교사 간 협력 활동, 즉 ‘교사 학

습 공동체’의 형태로 모델링 연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는 동료 교사

로 연구 참여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

수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



- 79 -

다.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교사 학습 공동체의 관계를 그

대로 이어받아 그 안에서 모델링 교육 연수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

었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 속에서 개발된 모델링 교수 학습 계획을 수업

으로 실행하며, 해당 교실 수업 상황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교사의 수업

후 행위에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천적

지식의 암묵적인 특성 때문에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생성과 변화를 알기

위해서 교사의 수업 실행과 수업 전후 면담을 통해 수업 실행에 대한 교

사의 실천적 지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과정에 참여한 교사들이

모델링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수업 계획을 세우고,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

을 통해서 모델링 교수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

적인 지식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발

달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수 과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4

장 1절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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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1. 전체 수업 흐름 분석

1) 교사의 모델 인식에 대한 초기 인식 분석

교사의 전체 수업의 흐름을 서술하기 전에 먼저 교사의 배경 분석을 위

해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초기 인식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

다. 연구 참여 전 설문과 초기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Grosslight et al. (1991)의 모델에

대한 인식의 분류는 모델에 대한 특별한 학습 경험이 없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학생들의 모델에 대한 인식을 3개의 수준으로 나

누어 분석 하였다(표 18).

먼저, 첫 번째 수준의 인식은 모델을 현실 세계에 대한 표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것은

소박한 실재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두 번째 수준은 특정 목적을 위해 현실 세계를 모델로 변형하여 나타낸

것으로 의도에 따라서 모델의 적합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는 관점

이다. 이는 도구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 수준은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며, 이

때 모델은 수정되기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는 것

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것은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다.

Grosslight et al. (199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은 수준 3의 인식이 없었

지만, 교사들 대상의 연구에서는 3수준에 해당하는 교사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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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인식 내용

수준 1

(소박한 실재론적 관점)

Ÿ 현실 세계의 표상을 위해 모델 사용

Ÿ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

Ÿ 표상된 모델은 현상의 일부 또는 전부와 동일

수준 2

(도구주의적 관점)

Ÿ 모델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현실 세계를 표상

Ÿ 표상된 모델은 현상의 일부 또는 변형된 표상

Ÿ 모델의 적합성 판단 기준은 모델 사용 목적에 따라 다

름.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Ÿ 모델의 도구주의적 관점

Ÿ 모델은 아이디어 검증 및 새로운 아이디어

표 18.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 (Grosslight et al., 1991)

강남화 (2017)의 연구에서는 이 분류틀을 수정하여 표 19과 같이 존재론

적 이해와 인식론적 이해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교사의 모델링 이해수준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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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론적

이해의

종류

모델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의 내용 제시된 예

V1

(실체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구체적인 실체

Ÿ 단순화 또는 이상화된 현상의 구체적 표상

표, 그래프, 축소 모형

(예, 태양계 모형), 확대

모형,

이슬의 형성 모델링 장

치

V2

(개념의 가시화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아이디어의

표상

Ÿ 소통의 도구

비유 모델,

복합적인 개념을 가시화

한 DNA 모형

V3

(구성주의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설명 및 예측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에 사용

Ÿ 모델은 사용과정에서 수정이 가능

분자 운동론,

이상기체, 섭동론,

뉴턴의 법칙들

인식론적

이해의

종류

모델에 대한 인식론적 이해의 내용 제시된 예

E1

(과학 지식 구성의 보조)

Ÿ 과학 지식과 분리 - 설명 대상 또는 설명의

표상

Ÿ 과학적 설명의 구성 과정에서 부수적 역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

을 가시화 한 후 설명하

는 탐구 과정의 보조적

역할

E2

(과학 지식 구성의 핵심)

Ÿ 과학적 설명 구성의 주요 요소

Ÿ 과학 설명의 대상 또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원자 모형 자체가 과학

지식이며 그 구성과정이

과학의 과정

표 19. 존재론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 (강남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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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 수준 분석틀을 수정하여 다음 표 20과 같이 교사의

모델에 대한 초기 인식 배경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준 인식 내용

수준 1

(실체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구체적인 실체

Ÿ 단순화 또는 이상화된 현상의 구체적 표상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아이디어의 표상

Ÿ 소통의 도구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설명 및 예측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에 사용

Ÿ 모델은 사용과정에서 수정이 가능

표 20. 수정된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 (Grosslight et al., 1991; 강남

화, 2017)

교사의 모델에 대한 초기 인식 배경 분석을 수행 후, 모델의 정의에 대

한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사전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응답한 내

용을 바탕으로 모델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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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 수업 흐름 분석

먼저 교사의 수업 분석을 하기 위해 교사 전체의 수업을 차시별로 나누

어 전사된 수업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주제별로 서술하였다. 수업의 전체

적인 흐름을 파악한 뒤 수업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개념을 주제별로 나눠

분석 단위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과학적 모델을 사용하는 주제별로

나누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세부 주제, 제시 방식 등으로 나누어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서 모델을 다루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각 차시별 다루고 있는 모델의 종류와 해당 주제 모델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 3차시 수업으로 진행될수록 수업에 나타내는 모델의 제

시 방법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전체적인 수업 분석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질적연구 분석 방법(이용

숙과 김영천, 1998)을 따랐다. 수업 촬영 영상은 모두 전사(transcription)

하여 수집한 수업 자료와 함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수업

성향을 분석한 후, 모델과 모델링 사용에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2.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분석

교사의 1차부터 3차까지의 각 수업 단계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

사용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모든 수업 내용을 전사하고 모델과 관련된

사례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각 수업 단계별로 나타나는 모델의 사용 종류를 파악하였으며, 각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각 교사별로 연구의 흐름에 따라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해 학습하게 된

후에 실제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 가는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직접 적용한 후 교

사 본인의 과학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인터뷰를 통해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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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교수 모델(Scientific and teaching models)

1. 비율 모델(Scale models)

2. 교수적 비유적 모델(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that build conceptual knowledge)

3. 모상적, 상징적 모델(Iconic and symbolic models)

4. 수학적 모델(Mathematical models)

5. 이론적 모델(Theoretical models)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Models depicting multiple concepts and/or processes)

6. 지도, 도해, 표(Maps, diagrams and tables)

7. 개념-과정 모델(Concept-process models)

8. 시뮬레이션(Simulations)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Personal models of reality, theories and processes)

9. 정신 모델(Mental models)

10. 통합 모델(Synthetic models)

표 21. 과학 교수 학습 과정의 모델 분류 (Harrison & Treagust, 2000)

1)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 사용 분석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사용 현황과 다중 모델의 사용, 그리

고 모델의 사용이 모델링 활용으로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 분류에 따른 현황을 분석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다양

한 방법의 모델 분류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 과학 수업 현장의 모델의

사용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 21의 Harrison & Treagust(2000)의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분류를 이용하여 1, 2, 3차시 수업

에서 나타나는 과학 모델의 사용 현황을 분류하였다. 각 분류틀의 세부

정의는 2장 1절에서 자세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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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분석

학생들은 모형 구성 활동, 즉, 모델링에 참여하는 동안 과학 지식을 구

성하고 모형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교과 내용과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탐구 경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첫번째로 교사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로 1차시

수업에서 3차시 수업으로 갈수록 모델링 활용 현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모델 기반교수(model-based teaching)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모델을 사

용하는 것이라면 모델링 기반교수(modeling-based teaching)은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형태가 수업

에서 나타나는 활동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 표 22와 같이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이 5가지 접근은 수

준이나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유롭게

나타난다(그림 6).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learning curricular models

2
모델 사용 학습 

learning to use models

3
모델 수정 학습 

learning to revise models

4
모델 재구성 학습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5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

표 22.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학습 접근 (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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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학습 접근 (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첫 번째 learning curricular models은 교육 과정의 모델을 배우는 것이

며, 두 번째 learning to use models은 모델링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

두 가지 학습이 ‘모델 기반 교수’(model-based teaching)의 기본적인 특

징이다. 세 번째 learning to revise models은 학생들은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 주어진 모델을 수정하지만 그들의 정신 모델까지는 수정하지 않는

다. 네 번째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은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의 수용하는 차원에

서 이루어진다. 다섯 번째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는 학

생들이 본인의 지식을 모델 형태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뒤

의 세 가지 단계가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에 포함

된다.

van Joolingen(2004)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링을 활용하는 상황

은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세한 분류는 다음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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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

1) 탐색적 모델링(exploratory modeling) : 학생들이 관심있는 대상의 속성

을 알기 위하여 기존의 모델을 직접 다루어보는 것

2) 표현적 모델링(expressive modeling) : 학습자가 자유롭게 특정한 표상

형식을 선택하여 모델을 창안함으로써 어떤 주제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것

3) 탐구 모델링(inquiry modeling) : 학생들은 현상을 탐색하여 자료를 산출

하고, 자료 속에 포함된 일정한 패턴이나 사건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하여

모델을 창안하며, 또 그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건을 예측

표 23.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van Joolingen, 2004)

Rea-Ramirez등(2008)은 모델 구성과정(modeling)을 생성(Generation),

평가(Evaluation),수정(Modification)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

러한 모델링 과정은 과학 탐구의 본질이며 과학적 추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다. 모형이 구성되는 과정을 그림 7과 같이 GEM 순

환으로 나타내었다(Clement, 2008). 이러한 순환적 과정은 3단계의 탐구

모델링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링과 관련된 분류들을 살펴보면, 해당 분류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단계가 있다.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과 모델링을 주

도하는 사람의 영역을 두 차원으로 나타내었다. 이를 함께 정리하면 다

음 표 2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4의 분류틀을 이용하여 교사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모델 기반 교수

의 소극적인 모델 적용 과정부터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고, 새로운 모델

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기반

교수의 모델링 과정까지 하나의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1

차부터 3차까지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링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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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 모델링을 활용 상황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

모델링 기반 교수

(modeling-based

teaching)

탐구적 모델링

(순환적 모델링)

모델 재구성 학습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표현적 모델링

모델 수정 학습

learning to revise models
탐색적 모델링

모델 사용 학습

learning to use models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교육 과정 모델 학습

learning curricular models

표 24.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van

Joolingen, 2004, Rea-Ramirez, 2008)

그림 7. GEM 순환(Clement, 1989; Rea-Ramire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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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분석

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전하고 교실

수업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석하기 위해 Clarke &

Hollingsworth(2002)가 제안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

(IMTPG; Interconnected Model of Teacher Professional Growth; 이후

IMTPG )을 사용하여 교사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였다. IMTPG는 교사의

지식이 나타난 다른 영역들 간의 일련의 가능한 비선형(non-linear)적 관

계로 구성 된다. 각 영역은 다음 표 25와 같다. 이 IMTPG 모형은 4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행 또는 반성의 과정을 거쳐 한 영역에서 다

른 영역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8).

개인 영역

(personal domain)

교사의 초기 생각과 신념의 상호작용 그리고 프로젝

트 참여하여 획득한 상호작용

외부 영역

(external domain)

회의 중 참여한 학습 활동

활동을 통해 교사의 내용 지식이 발달할 때

(교사 연수, 전문 서적, 동료와의 대화)

실행 영역

(the domain of

practice)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지식을 사용하거나 표현한

교수 상황

결과의 영역

(the domain of

consequence)

매일의 교실 실행 영역의 결과, 교사의 관리

표 25. IMTPG 상호작용 영역(Clarke & Hollingsworth, 2002)

그림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프로세스는 각 영역을 연결하는 화살표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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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된다. 교사의 성장은 다양한 지식 유형의 구축 과정에서 나타난다. 교

과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에 대한 개인적인 영역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경험, 그리

고 동료 교사와 상호작용하면서 얻게 되는 경험, 그리고 교실 수업을 통

해 실행한 영역, 그리고 그 결과의 영역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성장

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IMTPG 분석도구를 사용하면, 교사의 변화 자료의 유목화를 할

수 있으며, 4가지 변화 영역을 통한 상세한 자료 분석이 가능하며, 교사

의 전문성 발달의 경험을 경험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분석틀을 사용하여 모델링 적용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사

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사들의 내용 지식에는 모델 및 모

델에 대한 지식, 모델링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 교육 과정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교사의 PCK에는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에 대한 이해, 학

생들의 정신적 모델과 표현모델이 나타나는 방법과 교실에서 이를 다루

는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그림 8.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IMTPG) (Clarke &

Hollingswor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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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영역에는 본 연구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난 토

론 과정과 인터뷰 과정, 본 연구에서 진행한 연수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특히 2차 수업 이후에 진행된 2차 수업에 대한 인터뷰와 메타 모델링 지

식 내용 연수 과정, 3차 수업 개발 실습 연수 과정에서 진행된 3회 이상

의 토론을 통한 과정이 모두 포함되며, 3차 수업 이후 진행된 추후 인터

뷰도 외부영역의 상호작용에 포함된다.

실행 영역에는 본 연구에서 진행된 수업 상황에서 일어나는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을 포함한다. 결과영역은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학습 결과와

보고서, 산출물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3차 수업, 실행 영역이 실행된 후 학생 설문과 학생 추가

인터뷰를 한 후, 이 결과를 교사 사후 인터뷰에서 교사에게 학생들의 의

견을 직접 피드백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개인 영역에서 모델

에 대한 신념에 많은 영향을 일으켰으며, 교사 스스로의 반성과 수업 방

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9. 수정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IMTPG) (Clarke &

Hollingswor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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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상호작용 영역 외에 학생 영역을 추가하여

그림 9의 5가지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살펴보았다. 물론 추가된 학생영역

은 그림 10과 같이 외부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특

징적으로 학생의 심화 인터뷰의 결과를 통한 교사의 지식 변화가 특징적

으로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 영역을 별개로 보고 5가지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의 피드백의 경우 결과 영역(DC)에

포함 시킬 수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행한 추후 학생 인터뷰 결과의

피드백은 일반적인 수업 과정 후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본

연구의 연구 설계에 의해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수업 후 인터뷰를 실행하

고, 이 결과를 연구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 교사에게 인터뷰 과정에서 전

달 된 것으로 이러한 학생 피드백 의견은 외부영역(ED)에 포함되는 것

으로 보았다.

그림 10. 수정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2 (IMTPG) (Clarke &

Hollingsworth, 2002)

수정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IMTPG)을 사용하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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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수업 적용을 위한 전 과정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교사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였다. 교사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 중 행동이나 인지의 변화를 이

끌어 내는 것을 ‘학습 활동’(learning activity)라고 한다(Hoekstra et al.,

2009). 이러한 교사의 학습 활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찾아 분석 단위로

삼았으며, 교사의 전문성에 관한 일반적인 모든 상황을 찾지 않고, 모델

과 모델링 교육과 관련된 관점의 학습 활동이 나타나는 상황을 찾아 분

석하였다. 따라서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그리고 PCK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각 영역별 상호작용의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10단계의 세부 분류틀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번째 학생 영역이 추가 되어, Clarke &

Hollingsworth(2002)의 9가지 세부 분류에서 10번째 상호작용 항목을 추

가하였다. 수정된 자세한 세부 항목은 표 26과 같다.

이러한 5가지 영역과 세부 항목의 분류틀을 이용하여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관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는 상황을 찾아 항목별로 분석하였

다(4장 3절). 그 후 이러한 상호작용과 모델과 모델링이 적용되는 사례

등 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각 교사 사례별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교사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통합적으로 자세히 분

석하였다(4장 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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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관계 기준

1. From PD to ED

(개인→외부)

교사의 초기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특정

측면이 모델 및 모델링등 그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논의 활

동 중에 영향을 미침

2. From ED to PD

(외부→개인)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콘텐츠 지식, 커리큘럼 지식 또는

PCK등의 학습 활동 중 하나에서 수행되거나 논의된 내용이

교사의 처음 생각을 수정함

3. From ED to DP

(외부→실행)

학습 활동 중 하나에서 수행되거나 논의된 내용이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교육에 관련된 활동

에서) 회의 후 수행한 수업

4. From PD to DP

(개인→실행)

교사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특정 측면이

모델에 적용될 때, 모델링 과정이 수업 장면에 영향을 미침

5. From DP to PD

(실행→개인)

교사의 수업에서 실행한 내용을 통해 교사의 모델 및 모델

링에 대한 지식 또는 PCK등의 교사의 내용 지식을 바꾸었

을 때

6. From DP to DC

(실행→결과)

교사의 수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결과물이나 보고서, 산

출물 등

7. From DC to DP

(결과→실행)

수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추후의 다른 수업에 영향을 미

침

8. From DC to PD

(결과→개인)

수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교사 개인의 교

사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지식 또는 PCK등의 교사의 내

용 지식을 바꾸었을 때

9. From PD to DC

(개인→결과)

교사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모델과 모델

리에 대한 측면이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침

10. From DS to PD

(학생→개인)

모델링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교사의 개인적 지식과 신념에 반영

표 26. 수정된 IMTPG 상호작용 세부 관계 (Clarke & Hollingswor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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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모델링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

2단계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에 대한 일관적이

고 반성적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단계

3단계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적극

적으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계

표 27. 교사 발달 단계 분류의 3단계 (Bell & Gilbert, 1996)

2)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분석

과학 수업에서 활용하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의 변화를 분

석하기 위해 Bell & Gilbert (1996)의 교사 발달 단계 분류의 3단계를 사

용하였다(표 27). 1단계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

법에 대해 인식하고, 모델링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모

델링 교육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teaching of modeling)

에 대한 일관적(coherent)이고 반성적(reflective)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신감

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계이다.

교사의 사전 설문과 인터뷰, 각 수업 후에 실행된 교사 인터뷰와 최종

인터뷰 내용을 전사 분석하여 실험에 참여한 연구자가 각 발달 단계에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분석하고 각 단계에 맞게 분석이 되었는지 공동연

구자의 검토를 거쳐 교사의 발달 단계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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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1)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과 변화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사전, 사후 설

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 흐름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은 Treagust et al.

(2004)의 과학에서 모형과 모형 구성에 관한 나의 관점(My Views of

Models and Modeling in Science, VOMMS)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 문항

은 모형의 구성에 관한 생각을 알아보는 것으로 과학에서의 모형의 역할

과 표상으로서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의 세 가지 주

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문항과 선행연구 문항(Chittleborough et al, 2005;

조은진, 2016)을 이용하여 최종 9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은 공

동연구자와 함께 최종 결정하였으며, 부록 1에 문항을 첨부하였다. 사전,

사후 설문 문항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사후 설문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과

학적 모형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의 열린 문항을 추가 하였다.

2)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각 분석

모든 수업 적용이 끝난 후, 학생의 모델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생의 사후 설문 문항의 추가된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주관식 문항의 답변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

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생의 모델에 대

한 이해를 추가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학생의 이해 수준에

대해서는 모형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단일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이해

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모든 수업

적용이 끝난 후,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모델링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14명에게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변화와 모델링 수업에 대한 생각을 사례를 통해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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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앞에서 분석한 모든 자료를 기반으로 모델링 수업의 사례를 들어 질적

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본 연구에서 정의한 ‘넓은 의미의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는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과학 수업에 적용되는 모델링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와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

로 나눌 수 있다. ‘모델 기반교수’는 학생들이 존재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델링 기반교수’는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모델 기반 교수에는 교육 과정의 모델을 배우는 것과 모

델을 사용하는 학습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는 모델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기반 교수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인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의 학생 주도 모델링 활용 상황을 ‘넒은 범위의 모델링’

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학생 주도 모델링이 나타나는 모델링 기반

교수 상황의 사례를 찾아 이를 통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이러한 사례로부터 나타난 과정을 교사 전문성의 발달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발달하는지 수업 과정과 교사의 인터뷰

를 통해서 논의하였다.

교사는 반성적 실천가로서, 행위에 대한 반성(reflection-on-action)과

행위 중 반성(reflection-in-action)을 통해 끊임없이 실천적 지식의 발달

을 증대 시키며, 수업 실행 전의 계획과 수업 후에 결과에 대한 행위의

반성과, 수업 실행 중 나타나는 상황에서 교수 방법을 조절하고자 시도

할 때 이러한 반성이 나타난다. 실천적 지식 연구 관점은 교사가 진실이

라고 믿는 것이 정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그 신념체계는 넓은

범위에서 일종의 지식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념은 지식과

구분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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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교사의 반성과 일관된 신념을 실천적 지식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사들이 모델링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수 계획을 세우고, 수업 실

행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수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실천적인 지식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실천적 지식으로 분석

하였다. 실천적 지식은 교실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교육 경험

과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교사의 전문성을 파악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업 과정 전후의 교사의 생각과 수업의 계획, 수업

의 실행, 수업의 반성에서 나타나는 실천적 지식을 찾아보고 이러한 실

천적 지식이 교사 전문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

한 실천적 지식을 살펴 보기 위해, 모델링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하는 실

행 과정과 수업 전후에서 나타나는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나타나는 교사

의 실천적 지식의 요소를 찾고, 이러한 실천적 지식의 내용을 교과내용

지식, 교육 과정, 교수법, 학교 학습 환경, 교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 총

5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Elbaz, 1981). 5가지 범주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내용 지식(subject-matter knowledge)은 교과 내용학 지식으로 
교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 즉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과 관련
된 지식이다. 

둘째, 교육 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은 교육 과정 개발과 적용, 
재구성에 관련된 지식으로 교사가 교육 과정이나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의 일련의 계획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셋째, 교수·학습 지식(instruction knowledge)은 교수 및 교수법 지식, 학
습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측면
을 고려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일반적인 교수 지식, 교수법적 지
식에 해당한다.

넷째, 학교 학습 환경 지식(milieu of schooling)은 교실 상황 지식, 교실을 
둘러싼 사회적 지식을 포함한다.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
경으로 교수 활동과 관계된 모든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학교 분
위기, 학생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
사의 관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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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교사 자신에 관련 지식(self knowledge)은 교사로서의 신념, 가치
관, 목적의식이 포함된다.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목적에 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교사가 학
교라는 사회 속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
로 인식하고 있는가도 포함된다.

6. 분석신뢰도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본 연구자 외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박사 후 연구

원 1명에 의해 분석되었다. 분석의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업

분석을 위해 1차 분석에서 자료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분석 기준을 확립하였다. 2차 분석에서 분류틀에 의거해 공동으

로 1차 분석 결과를 재조정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모델링 평가

는 모델링 표본을 선택하여 분석자들이 공동으로 1차, 2차로 분석하여

분류를 위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또한 모든 분석 이후에 본 연구에 참

여한 고 경력 교사 1명이 과학 교육전문가로 참여하여 작성된 논문의 초

고를 바탕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현장 교사들의 수업에 대해 수업이 제대

로 분석되었는지 확인 후, 논문의 최종본에 추가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수업에 대한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을 추가 병행하여 해

석하였다. 해석적(Interpretative) 패러다임 내의 질적 접근인 사례 연구

형태로 분석하여, 특정한 맥락과 상황 속에서 교사의 행동에 대한 종합

적인 이해를 통해, 나아가 연구자 나름의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이용숙과 김영천, 1998). 수업 촬영 영상은 모두

전사(transcription) 하여 수집한 수업 자료와 함께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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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교수 실행 과정 분석을 위한 준비

이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

델링 활용 수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교사별 진

행된 3번의 수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평소 수업과 모델

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비교하기 위해 교사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

고, 모델링 적용 수업 실행을 위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진행과정과 각 교사의 차시별 수업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

겠다.

1. 교사 배경 분석과 학교 배경 분석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의 전공과 경력이 모두 다르며, 이러한 교사

의 배경 특성에 의해 교사별 교수 실행 과정이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교사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각 교

사의 기본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수업을 적용하는 학급 특성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고자 한다.

먼저 교사의 개인별 배경에 대해 논의하기 이전에 연구 참여 교사들이

근무하는 학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 참여 교사들은

모두 동일한 경기도의 H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현직 과학 교사들이며,

본 연구자 역시 같은 고등학교에 근무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하는 당시에

는 휴직 상태로 동료 교사이면서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학교 현장에 참여

교사들과 쉽게 동화되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자는 휴

직 상태이기 때문에 참여 교사나 참여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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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하였다.

본 연구자와 같은 학교의 교사들을 연구자로 참여자로 선정한 이유에는

연구 참여자와 본 연구자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며 래포(rapport)를 형성

하고 있다는 이유 외에도 H 고등학교 과학 교사들의 연구에 대한 열린

태도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H 고등학교는 경기도의 평범한 일반계 고

등학교이지만 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 선생님들의 수업과 연구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것이 연구 참여자 선정에 가장 큰 이유였다. H 고

등학교는 전국 베스트 일반고에 선정이 될 만큼 근무하는 교사들의 연구

의욕이 주변학교에 비해 높은 학교이며, H 고등학교의 수석 교사의 전

공과목이 물리로 과학 교사들의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지원하는 것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가 되었다. 또한 H 고등학교는 과학 모델학교로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 전체가 1년에 한번 씩 전국의 교사들에게 수업을

공개하여 전국 단위의 교사들 50여명 이상이 수업에 참관하였으며, 학교

내부에서 진행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과학 교사가 100% 참여하고

있다. 수석 교사의 주도로 1학년 통합 과학 수업을 담당하는 4명의 교사

가 모든 단원을 협의하고, 협의를 통해 교육 과정 분석, 재구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는 4명의 교사 중 3명

(T1, T2, T3 교사)이 본 연구에 참여자로 참여하였다. 서로 다른 과학

전공의 4명의 교사가 협의를 통해서 통합 과학의 특성상 잘 모르는 전공

분야의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H 고등학교의 연구 분위기 특성상 본 연구자가 연구 참여를

제안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 교사가 흔쾌히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적극

적으로 연구에 협조하여 주었다. 수업 공개와 열린 분위기에 익숙한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주었다. 또한 교내 과학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이미 형성되어 있

으며, 본 연구자 또한 근무 당시 해당 학습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료 과

학 교사들과 과학 수업 대한 교내 연수에서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함

께 교사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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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와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에서 학교 내 교사 간 협력 활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문성 개발 활동이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으며(서경

혜, 2009), Villlegas-Reimers(2003)는 전문성 개발의 새로운 유형은 수업

맥락 내에서 교사의 협력과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 참여하는 자체가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하나의 연수과정이 될 수 있

으며,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연수 형태를 빌어 교사의 수업을

관찰하고 수업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며, 그 안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 과정과 실천적 지식을 찾아보고자 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의 일상 속의 전문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에서 본 연구자가 참여하고 연구할 수 있도

록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또한 H 고등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상위권부터 하위권 학생까지 골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대입에서 수시 정시의 비율도 어느 한쪽으로 집중

되지 않고 고루 분포하는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한 H 고등학교

의 교사들과 학생들의 모습은 현재 우리나라의 보통의 일반적인 고등학

교 현장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연구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전체 교사의 전공과 수업 과목 등의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 표 28과 같다. 이러한 전체 교사의 학교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교사 개개인의 배경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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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ID: T1 T2 T3 T4 T5 T6

교육경력 고: 24년 고: 11년
중:3년

고:9년

중:1년

고:18.5년
고: 4.5년 고: 6개월

연령 50대 40대 40대 40대 30대 20대

성별 여 여 여 남 남 여

최종학력 석사 학사 학사 학사 학사 학사

모델

관련연수

경험

유 무 무 무 무 무

전공과목 물리 지구과학 공통과학 화학 지구과학 생물

수업과목
통합

과학

통합

과학

통합

과학
화학 Ⅰ

지구과학

Ⅰ
생물 Ⅰ

수업

대상

학습

1-A 1-B 1-C 2-A 2-B 2-C

표 28. 교사 참여자의 일반적인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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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1 교사의 배경 분석

T1 교사는 교육경력 24년의 교사이며, 현재 H 고등학교의 수석교사이

다. 전공과목은 물리 과목이며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수석교사로서

교육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하고 있으며, 경기

도내 가장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수석교사로 선정되기도 하였

다. 교사가 되기 이전 가장 좋아하던 과목은 현재의 전공과목인 물리와

수학이며, 공통과학을 복수전공하였다.

고등학교에서 고1 학년의 통합 과학과 융합 과학 과목을 10년간 지도하

였으며, 융합 과학 선도 교사 연수의 강사로 활동할 만큼 10학년 통합

과학의 현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교내 선생님들의 수업 활동과 연구

활동을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있으며, 교내 뿐 만 아니라 교외의 각종

연구회 및 세미나 등의 연구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수석교사 로서 T1 교사는 평소 수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며, 과학 교

육 전반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과학 수업을 통하여 학생

진로에까지 연결된 수업을 실현하고자 고민하고 있다고 하였다.

T1 교사의 수업에 참여하는 1-A반은 과학 수업을 하기에 좋은 반, 창

의성이 있는 반면에 수준 차이가 큰 반이다. 상위권 아이들이 일부 있는

반면에 하위권 아이들이 많아 수준차이가 크다. 인문 계열 과목의 교사

들은 1-A반이 수업하기에 어려운 반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T1 교사

가 생각하는 1-A반은 창의성이 있는 반으로 과학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

는 학급이라고 판단한다. 수업에 방해꾼 아이들이 있지만, 이러한 아이들

은 모형 수업이나 활동 수업 같이 흥미있는 수업을 하면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며, 창의성 있는 질문을 활발히 하는 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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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2 교사의 배경 분석

T2 교사는 교육경력 11년의 경력 교사이다. 고등학교에서만 11년간 근

무하였으며, 전공은 지구과학이며, 화학 과목을 복수전공 하였으며,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화학이다.

H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담당하는 교과 역시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3년간 육아 휴직 후 H 고등학교에 복직한 첫 해이며, 통합 과학 수업

도 처음이지만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4명의 교사와 함께 수

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습지를 공유하며, 수행평가나 실험, 탐구 방법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스스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연구에 참여한 T1, T2, T3 교사가 모두 1학년 통합 과학을 전담하고

있으며, 수석 교사인 T1 교사의 주도로 수업에 대한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할 수 있어 통합 과학 수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다

양한 수업 방법을 경험하고, 시도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교사로서 많

이 성장하고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육아 휴직 후에 복직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의 수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수

업 이외의 잡무가 많아 실제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여건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하였다. 11년의 근무 기간 동안 동료 교사와 수업

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실제 H 고등학

교에 복직하고 같은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하였으며, 통합 과학이 아닌 지

구과학 과목을 담당하게 되더라도 같은 지구과학 전공의 교사와 함께 수

업내용과 전공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수업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

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T2 교사의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고 이 안에서 수업 전문성을 높여 가는 점에 대해

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로 인해서 실제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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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습 과정에 참여하

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T2 교사의 담임 반이 아닌 다른 학급인 1학년 B반의 수업을 3회에 걸

쳐 촬영하였다. 담임 반을 선정하지 않은 이유는 1학기 동안 교내 수업

공개와 같은 공개 수업을 이미 여러 차례 담임반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다른 반에서도 공개 수업이나 수업 촬영과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였다. 1-B반의 경우 이과 진로를 희망하거나 과학에 흥

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많지만, 수업 시간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표

하려는 학생들은 많지 않은 편이며,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의 소통이 활

발히 일어나지는 않지만, 모둠활동 수행 시에 자료조사와 같은 활동은

성실하게 수행하는 편이다.

3) T3 교사의 배경 분석

T3 교사는 교육경력 9년의 경력 교사이다. 고등학교에서만 5년간 근무

하였으며, 전공은 통합 과학이며, 생물 과목을 복수전공 하였으며,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생물이었다.

H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담당하는 교과 역시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4년간 육아휴직 후 H 고등학교에 복직한 첫 해이며, 통합 과학 수업도

처음이지만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4명의 교사와 함께 수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습지를 공유하며, 수행평가나 실험, 탐구 방법에 대해

서 많은 토의를 거치면서 스스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다양한 수

업 방법을 경험하고, 시도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교사로서 많이 성장

하고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였다.

육아 휴직 후에 복직한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스스로의 수업 전문

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담임 업무를 맡고 있

는 상황에서 수업 이외의 잡무가 많아 실제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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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T3 교사의 담임 반인 1학년 C반의 수업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담임

반으로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적극적

이고 맑고 밝은 편이나 성적이 최상위로 높은 일부 소수의 학생 이외에

는 성적이 중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도 일

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학생들의 수업 태도는 좋은 편이다.

4) T4 교사의 배경 분석

T4 교사는 교육경력 19.5년의 경력 교사이다. 고등학교에서만 18.5년간

근무하였으며, 전공은 화학이며,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H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이과반 화학을 담당하고 있다. T6 교사는 학

생들의 수업태도와 과제 제출 일정 등의 수업 규칙을 확실히 지킬 수 있

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T4 교사는 고 경력의 교사이지만 H 고등학교에 전근 온 이후 자신의

수업 스타일을 전면 바꾸었다고 한다. H 고등학교의 전문적 학습 공동

체에 참여하고, 과학 모델학교에 선정되면서 학생 참여형 수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진행하던 강의식 수업에서 벗

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수업 스타일을 바꾸어 가

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거꾸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미리 개념을 공

부해 오고 이와 관련된 개념을 수업 시간에 모둠활동을 통해 적용하는

활동 위주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모둠활동을 통해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의사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

으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교사 스스로의 목표라고 하였다.

2-A반은 2학년 자연계 학급 중 성적이 가장 낮은 학급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학생은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며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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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한 학생들이 일부 있는 학급이다. 2학년 1학기가 끝난 후, 화학을

선택과목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부 남학생의 경우 화학 수업에 참여

율이 저조하며 약간 무기력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일부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편이며, 대부분

여학생들이 모둠활동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는 학급이다. T4 교사가 생

각하기에 2-A 반은 같은 2학년 자연계열의 타 학급에 비해 약간 무력감

이 있는 학급으로 판단하고 있다.

5) T5 교사의 배경 분석

T5 교사는 교육경력 4.5년의 교사이다. 전공은 지구과학이며 공통과학을

복수전공 하였으며, 학창시절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물리이다.

H 고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으며, 담당하는 교과 역시 2학년

지구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담임으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 과중으로 실제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점이 현재 가장 아쉬운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교사

개인적으로 연구 참여 과정 중에 결혼을 하게 되어 결혼 준비와 수업 준

비, 담임 업무, 연구 참여 등이 맞물려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었다. 학교 업무 시간 동안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으며, 부가적인 일상 업무가 너무 과다하다고 하였다. 이

런 상황에서 의욕이 넘치는 신규 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하

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라고 하였다.

T5 교사의 담임 반인 2학년 B반의 수업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담

임 반으로 학생들과의 래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있었고, 학생들은 학

업에 대한 의욕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이지만 때론 산만하고 주

의 집중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다. 수업 초기에는 주의 집중력을 발휘

하는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산만해 지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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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과반이지만 지구과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있어서 이러한 아이

들을 지도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고 하였다.

6) T6 교사의 배경 분석

T6 교사는 교육경력 6개월의 초임교사이다. H 고등학교는 신규 부임 받

은 첫 학교이며, 이전의 교육경력은 없다. 학부에서 환경교육을 전공하

고, 생물교육을 복수 전공하였으며,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교사가

되기 이전 가장 좋아하던 과목은 현재의 전공과목인 생물이다.

H 고등학교에서 2학년 이과반 담임을 맡고 있으며, 담당하는 교과 역

시 2학년 이과 생물1을 담당하고 있다.

임용고시를 준비했던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신규교사의 경험으로 수

업을 준비할 때, 수능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관련 주제가 수능에 어

떻게 출제되는지 미리 찾아보면서 수업을 준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문제 풀이에 대한 실제적인 풀이 해법 방식을

T6 교사의 장점으로 손꼽았다.

첫 부임한 신규교사의 특성에 따라 학교 업무와 수업 분야 등 모든 일

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교사

이며, 신규 교사답게 본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설문이나 모델링 수업 개발 과정에서도 본인의 전문성 신장을 개발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며 즐겁게 참여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T6 교사의 담임 반인 2학년 C반의 수업을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담

임 반인 특성상 교사와 학생간의 래포(rapport)가 잘 형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장난기가 있지만 교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있었다. 2학년 이과

생물 1 과목의 수업을 촬영하였으며, 생물 1은 이과 학생들이 수능 선택

과목으로 선택을 많이 하는(2018학년도 수능 2위, 00%) 과목으로 실제

수능 연계 과목이며, 이과 학생들의 내신에도 중요한 과목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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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젊은 선생님이니 만큼 수업이 즐겁고,

교사를 잘 따르고 있다고 했다. 학생들도 임용 준비를 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선생님의 문제 풀이 방식이 실제 문제 푸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고 하였다.

학생들은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친구

들끼리 토론하고 스스로 정답을 찾아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들이지

만, 학급 내의 여학생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아 모둠 활동 시 서로 활발

하게 소통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였다.

2.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초기 인식

1)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에 대한 초기 인식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는 모두 경기도 H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 교사로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다. 과학적 모델에 관한 교사의 초

기 배경을 분석하기 위해 2차 수업이 끝난 후,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

각을 묻는 사전 설문과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1차 수업은 모델에 대한

교사의 의도가 나타나지 않은 평소의 수업을 분석하기 위한 수업으로, 1

차 수업이 끝난 후에 모델에 관한 설문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

석하여 연구 참여자들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초기 생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사전 설문과 초기 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설문 응답 내용과 초기 인터뷰 두 가지 상황을 구분 없이 사례로

제시하였다. 교사의 초기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표 29의 과학 모델

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류틀을 이용한 분석은

교사의 초기 인식 분석으로만 사용하고, 연구 참여 이후에 대한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은 따로 시행하지 않았다. 모델에 대한 교사의 평소 생각

2) 2019 수능 선택과목 과학탐구영역 지구과학Ⅰ(68%), 생명과학Ⅰ(62%), 화학Ⅰ(36%), 물리Ⅰ

(24%)과목 순. 출처: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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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위한 초기 배경 분석을 위한 것으로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변화를 연구하는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관점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초기에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인식

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 모델에 대한 존재론적 이해를 파악할 수

있는 표 29의 3가지 수준의 분류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교사의

모델의 정의에 대한 생각은 추가로 분석하였다.

수준 인식 내용

수준 1

(실체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구체적인 실체

Ÿ 단순화 또는 이상화된 현상의 구체적 표상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Ÿ 현상의 표상 및 설명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아이디어의 표상

Ÿ 소통의 도구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Ÿ 현상의 표상, 설명 및 예측을 위한 도구

Ÿ 모델은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에 사용

Ÿ 모델은 사용과정에서 수정이 가능

표 29. 수정된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 (Grosslight et al., 1991; 강남

화, 2017)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기준으로 교사

들의 사전 설문 중 모델에 대한 생각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표 30와

같다.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초기 인식은 모두 수준 1의 실체적

관점에 해당하는 교사가 2명, 수준 2의 개념의 가시화 관점에 해당하는

교사가 3명, 수준 3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하는 교사가 1명인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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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1

모형을 통해서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추론 토의 등의 일련의

탐구 과정이 있는 것이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 ○ △

T2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교구 또는 자료이다. ○ ○ 

T3
모형, 실험도구, 그림 등 또는

자료이다. ○  

T4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상 실험

등. 모형안에 원리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형

○ ○ 

T5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

모형의 제한점 인식
○ ○ 

T6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모형 ○  　

표 30.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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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준 1의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

T3, T6의 2명의 교사는 수준 1의 실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준 1의 관점은 모델을 대상 현상을 표상하는 구체적인

실체로 보는 관점이다. 특히 이 교사들은 교수 도구로서의 모형에 대한

관점을 강하게 표현했다. 교수 도구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델의 표

상적인 측면에 집중하는 실체적인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2명의 교

사는 수준 1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3 교사]

T3 교사는 교수 도구로서의 모형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모형의 표상

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여, 수준 1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T3: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해가 더 잘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모형
이다. 수업에 사용하는 모형, 실험도구, 그림 등이 모형이다.

[T6 교사]

T6 교사는 교수 도구로서의 모형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모형의 표상

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여, 수준 1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T6 교사의 전공은 생물로 인체 모형이나 심장 모형처럼

실제 관찰하기 힘든 부분을 표상으로 나타낸 것을 예로 들며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것을 모형으로 한정하였다.

 T6：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 모형이다.
     (모형은) 실제와 유사한지, 인체 모형 같은 경우 각 기관 분리 가능

한지 또는 튼튼한지가 중요하다.
    (모형의 예를 들면)심장구조 모델은 피의 그름과 같은 순환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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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수준 2의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사

T2, T4, T5의 3명의 교사는 수준 2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수준 2의 개념은 현상의 표상보다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의 표상에 더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론적인 추상적 개념을 설명하거나

표상하는 측면을 포함한다.

[T2 교사]

T2 교사는 모델의 예시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라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모델의 예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모델의 예를 들며 설명하였다. 직접 볼 수 없는 개념에 대한 표상에 더

하여 현상의 설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T2: 모형은 지층 모형처럼 아이들에게 지층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여
주고, (모형을 통해) 그 특징이나 차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것 같
아요.

    (모형의 예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빅뱅 이론을 나타내는 모형처럼 
직접 볼 수 없는 우주에 대해(빅뱅 이론이라는 추상적 개념) 이해하
기 쉽게 제시하는 자료로 모형이 될 수 있어요.

    ...DNA구조 같은 경우에도 DNA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이중나선 구조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기 인터뷰에서 모형의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을 구체적인 형

체를 가진 표상으로만 보지 않고, 빅뱅이론과 같이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표상의 도구로서의 모델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준 2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2 교사의 전공 특성 상(지구과학) 빅뱅 이론과 같이 추상적인 아이디

어를 표현한 모델을 많이 다루게 되면서, 이러한 모델 사용에 익숙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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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교사]

T4 교사의 모델에 대한 인식은 수준 2로 분석하였다. T4 교사는 학생

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델을 사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모델은

현실적으로 보기 불가능하거나 번개의 원리처럼 번개 자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모형 안에 어떤 원리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면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4: 모형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
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고 실험 등을 포함한다. 

    동물의 한살이 실제 관찰이 어려운 것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불가능한 것들(추상적 개념)도 삽화 
등을 통해 모형으로 나타낼 수는 있음. 예를 들면, 번개사진은 모형
이 아니지만, 번개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모형(표상)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모형이 될 수 있다. 

위의 설문 응답과 같이 수업에 사용되는 표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준 2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T4: 현실 세계에서 없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과목이 화학이다 보
니, 아이들이 조작할 수 있는 분자 모형 같은 것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쓰는 모형이다.

초기 인터뷰에서는 현실 세계에 없는 것들도 표현할 수 있지만 자신의

과목 특성상(화학) 분자 모형과 같이 교수 도구로 사용되는 모형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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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교사]

T5 교사는 지구과학 전공의 교사로 전공 특성상 수업에서 모형을 빈번

하게 사용하며, 또한 저 경력의 초임 교사로 임용 준비 과정에서 지구과

학 교육론을 공부하며 과학적 모형의 정의에 대해 공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 수준의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T5 교사는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라는 의

견을 제시하고, 실제와의 차이점에 알아야하는 모형의 제한점까지 언급

하였다. 그러나 모델이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나 생각을 구체화하는 과

정을 제시하였으나, 모델의 새로운 생각이나 예측의 측면이 있음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T5 교사는 2수준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5: 모델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모델을 사용할 때, 실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야 한다.

③ 수준 3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한 교사

수준 3에 해당하는 구성주의적 관점은 수준 1, 2의 관점을 포함하고 지

식 구성의 핵심도구로서의 모델의 역할을 인식하는 관점이다. 가장 높은

수준인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한 교사는 1명으로 나타났다.

[T1 교사]

T1 교사는 가장 경력이 많은 교사로 모델과 관련된 연수를 들은 경험

이 있다고 하였다. DNA모형을 이용한 수업 과정 개발이 포함되어 있는

연수에 참여했을 때, 모형에 대해서 다룬 기억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러한 모델을 다루는 연수에서도 과학적 모형의 본성이나 모델링 방법 등

의 메타 모델링 지식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을 다룬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T1 교사의 모델에 대한 초기 인식은 다른 교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모델을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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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체계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모델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과정은 필요

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모델에 과학적 이론이 모두 내재화되어 있어야 한

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을 적

용하여 응답하였다. 특히 T1 교사는 모형을 통한 추론, 예측적인 관점을

제시하며, 수준 3에 ‘근접’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T1: 과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실험 도구 등)등은 모형이 
아니라고 본다. 모형을 통해서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추론 토의 등
의 일련의 탐구 과정이 있는 것이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탐구 과
정을 담고 있는 것이 모델이다.

T1 교사의 응답을 통해 과학 탐구에 대한 일반적인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성주의적인 관점, 탐구의

추론, 즉 예측적인 관점이 모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는 것을 응답을 통해 알 수 있다. 설문과 이 설문에 대한 초기 인터

뷰를 통해서 모형의 정의에 대해서 구성주의적인 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교사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 교사의 경우

모형의 정의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신념을 가지고 응답한 것은 아니지

만, 과학의 전반적인 특성인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모델에도 적용될 것으

로 추론하여 응답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T1 교사의 경우 모형의 정의

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형에 대해 구성

주의적 관점에 ‘근접’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T1 교사의 수준 3에 ‘근접’한 초기 인식은 본 연구에서 진행된

모형과 모델링에 대한 연수와 수업 실행 후에 실제 모델에 대한 수준 3

의 구성주의적 인식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T1 교사 뿐 아니라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는 본 연구 참여 후에

모형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인 수준 3에 모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직접적인 연수와 모

델링을 적용한 수업 계획 실습과 수업 실행을 통해서 모형에 대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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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하기 이전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생각 분석을 통해

교사의 초기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본 분석틀을 사용했으며, 6명의 교사

모두 과학 전문가로서 수업 시간에 과학 모델을 다루어본 경험을 통해

과학적 모델에 대해 들어본 젓은 있으나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즉, 과학적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학습 경

험이 없기 때문에 명시적인 정의를 가지고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교사 개인별 모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모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문항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전체적인 교수과정 분석을 위해 교사의 초기 인식 배경 연구로

설문을 통해 모형의 정의에 대한 응답을 통해 교사의 생각을 확인해보고

자 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인식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

한 관점에서의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2)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의 초기 생각

교사의 초기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앞에서 수행한 3가지 수준 분석에

더해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전 설문과 인

터뷰를 통해 응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델의 정의에 대한 인식은 선행연

구(조은진, 2017)를 참고하여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다.

(모델의 정의는) 
  (1)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2) 자연 현상, 이론 법칙의 설명 체계
  (3)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

T1 교사는 모델은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의 도구’의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탐구 과정 자체가 모형 사용(모델링)으로 볼 수 있으며,

모형을 통해 탐구 수행, 추론, 토의의 예측적인 탐구의 도구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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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3)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의 관점
T1: 과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실험 도구 등)등은 모형이 

아니라고 본다. 모형을 통해서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추론 토의 등
의 일련의 탐구 과정이 있는 것이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탐구 과
정을 담고 있는 것이 모델이다.

T2 교사는 모델 자체는 자연 현상의 설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모델

의 예를 들어 응답하였으나, 실제 모델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교

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2: (모형은) 아이들에게 지층을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에 보여주고, 특징

이나 차이 비교를 할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하고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모형이다.

    모형은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교구 또는 자료이
다.

T3 교사는 초기 설문과 인터뷰 모두에서 교수 학습에서 필요한 자료가

모델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3: (모형은) 아이들이 이해가 더 잘 되도록 사용하는 도구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교구 또는 자료

T4 교사는 모델 자체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

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

학습 자료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4: (모형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

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상 실험 등 이다.
    학생의 실험 조작 기능 향상을 위한 실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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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교사는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

성한 설명이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2) 자연 현상, 이론 법칙의 설명 체계’의 관점
T5: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T6 교사는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교수 학습 자료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6: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 모형이다.

모델의 정의에 대한 인식을 앞에서 분석한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과는 별개로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의

생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과학 교수-학습도구로서의 측면을 강조

한 교사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준 3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진 T1

의 교사의 경우에는 모델의 정의에 대한 질문에도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라는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였지만, 모델에 대한 설문에서 모델의 예

를 들며 모델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교사도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는 교수-학습의 도구의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도구의 측

면으로 모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델에 대

한 본성과 정의에 대한 인식은 명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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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모델의 정의에 대한 생각

수준 1 수준 2 수준 3

T1 ○ ○ △ (3)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

T2 ○ ○ 
(1)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T3 ○  
(1)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T4 ○ ○ 
(1)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T5 ○ ○  (2) 자연 현상, 이론 법칙의 설명 체계

T6 ○  　
(1) 교수-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표 31. 과학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의 생각 분석 결과

이러한 모델과 모델에 대한 초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6명의 교사들이

본 연구에 참여하고 직접 모델링 과정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해 보면서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으며, 교사의 모

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적 지식이 변화함에 따라 교실에서 구현되

는 모델 활용 수업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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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한 모델링 교육 연수

1)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방법

3차 수업에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사 스스로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실행한 2차 수업 이후에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를 위해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선행연구의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인쇄물의 형

태로 교사들에게 제공하고, 본 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

구 참여 교사 개인별로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연수를 실행하였다. 이 연수물에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형의 개

발과 사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모델과 모델링의 정의, 메타

모델링 지식의 범주와 구성요소, 모델링 적용 수업을 위한 모델링의 학

습 접근 방법에 대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자료를

요약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부록 3).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과학적 모형의 본성과 정의,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에 대해서 연구 참여

교사에게 개인별로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연구자(지구과학 교육

전공의 박사 후 연구원)가 함께 연수에 참여하였으며, 교사의 전공 특성

에 맞는 모델과 모델링 활용의 예를 들며, 교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물론 한 번의 지식 전달 연수만을 통해서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

용을 모두 이해하고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

로 판단하여, 내용 지식 전달 연수 후, 모델링을 적용한 3차 수업을 개발

하는 실습까지 연수의 과정으로 포함하였다.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

발하기 위해 교사와 연구자와의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교수 학

습 계획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거치면서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내용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교사의 전공 특성과 수업 주제에 맞는 모델링 기반 교수 과정을 설계하

는 실습과 수업 실행 통해,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을 보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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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참여 교사 6인 각각 개별 참석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연수]
: 연구자와 참여 교사 개별 논의 및 상호작용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표 32.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전체적인 흐름

접적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모델과 모

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과정에는 직접적인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을 위한 3회의 과정이 모두 연수 과정에

포함된다. 연수과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H 고등학교의 과학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안에 본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현장 실행 기반

연수의 형태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연수를 실행하였다.

이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표 32).

 [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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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을 실습 통해 교사

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각 교사의 수업 주

제와 과목이 다르므로 모든 회의는 참여 교사 개별로 진행되었다. 교사

에 따라서는 3회 이상의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먼저 연구자가 모델과 모델링 과정,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참여 교사에게 미리 제공한 후, 함께 연수물을 보며 연구

자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전공에 맞춘

모형 사용의 예시에 대해서 교사의 생각을 들어보며, 본 연구의 목표와

3차 수업에서 모델링 수업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방향을 교사와 함

께 논의하였다. 이 연수 과정에 공동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연수 내용

에 대해 보충할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고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과정 중)

연구자 : 2009 교육 과정에서는 은하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은하의 모형
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만 항목 항목만 간단히 설명히 나와 있다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에서 8
가지 기능으로 명시적으로 모형의 개발과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
다...(중략)
그래서 모형에 대한 연구를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에요. 물론 과
학 교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저는 이번 연구
를 통해서 모형의 사용과 적용에 대해서 연구를 선생님과 함께 해보
고자 합니다. (중략)

연수 내용은 먼저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모형의 개발과 사용에

대해 제시하며, 실제 과학 수업 현장에서 모델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

며, 주제에 따라 교수 상황에서 모델을 사용하고,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

면서 학생들이 과학의 본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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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주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만약에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는 수
업을 진행한다면,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보면서, 그 안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교사들에게도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어진 모델만 보고 수업을 
했지,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그 과정을 공부해가면서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모델링 과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교사 스스
로)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는 연구입니다...(증략)
 계획된 모델링 수업을 그냥 선생님들이 적용만 하시는 것이 아니
라, 연구에 참여한 선생님 나름대로 각자 수업 계획을 계획하고 실
행 해 보면서, 선생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연구자와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그럼 정말 모델링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볼까？ 
단 한 차시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나의 교수 지식이 향상될 수 있는 
과정이잖아요? 모델링 수업에 대해서 계획하고 설계하면서 모델링이 
무엇인지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실제 수업을 적용해 보면서 이런 과
정을 통해서 모델과 모델링 교수 학습에 대해서 선생님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중략)

본 연구 참여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을 설계해 보고 수업 실행을 통

해서 적용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모델과 모델링 적용에 대해 교사

스스로 전문성을 높여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통해 교사의 연구 참여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지식 내용 전달 연

수와 연구 참여를 통한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 개발 가능성에 대한 내용

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며 본격적인 모델링 수업 적용 개발 실습에 들어

가기 전, 3차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교사가 먼저 고민해 보도록 요청하

였다. 3차 수업 개발 과정에서 첫 번째 회의에서는 모델링 적용이 가능

한 수업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에

맞는 흐름을 따르면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주제인지에 대해 논의하면

서 주제를 선정하였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선정된 주제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하였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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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제에서 과학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이 가능한 개념을 추출하고 이

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개념이나 과정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모델링 과정을 수업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하였다. 세 번째 회의에서는 앞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모델

링 과정을 어떤 교수 전략을 이용하여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

였다. 교사별 전공과 주제에 따라서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3차 수업

개발을 위한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이 진행되었다. 또한 교사에 따라

서 3차 회의 이후에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수업 진행 과정까지 함께 논

의하기도 하였으며, 반면 일부 교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모델링 교수

전략에 대한 큰 틀만 논의한 후 구체적인 세부 수업 방법에 대해서는 참

여 교사가 스스로 수업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된 교사별 사례

는 다음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회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델링 수업을 개발하는 이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수업 주제에 맞는 모델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 직접적으

로 실시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연수를 포함하여, 본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 전체가 모델과 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 연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과학적 모형에 대해 설문을 하고 1, 2, 3차의 수업

을 거치며 스스로의 수업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과정, 그리고 메타 모델

링 지식 내용 연수와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는 실습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실제로 실행하는 모든 과정 자체가 넓은 의미의 연수 과

정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부

터 교사는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해보고, 수업

공개와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수업을 반성해 보고, 모델링 적용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교사 스스로 행위에 대한 반성

을 통해 실천적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전문성을 향상 시켜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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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행 기반 연수의 형태인 학교 내 교사 학습 공동

체의 형태로 모델링 연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동료 교사로 연구

참여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 수업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연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던 교내의 교사 학습 공동체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받아 그 안에서 모델링 교육 연수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습 공동체 속에서 개발된 모델링 교수 학습 계획을 수업으로

실행하며, 해당 교실 수업 상황을 그대로 들여다보고 교사의 수업 후 행

위에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천적 지식의 암묵적인 특성 때문에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생성과 변

화를 알기 위해서 모델링 적용 수업 과정을 개발하는 동안 회의를 통하

여 나타나는 교사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과정

을 확인하였다. 본 연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나

타나는 과정은 본 연구자와의 회의를 통한 상호작용에 해당하므로 외부

영역으로부터 교사 개인의 지식, 신념, 태도로 반영되어 실제 수업 계획

으로 발전되고 수업 과정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형태로 나타난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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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1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T1 교사 : 1학기에 수업 한 단원인 1단원의 수업 중 모형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를 선정하고자 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1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1단원 중 신소재 관련 부분을 주제로 선정. T1 교사의 전공과 일치

하는 주제를 선정함.
- 신소재를 활용한 모델링 적용 수업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T1 교사의 전공과 일치하는 물리 분야에 대한 내용지식을 바탕으로 교사 스스로 

신소재를 활용한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신소재를 활용한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세부 방안 설계 : 탄소 동소체의 모델 

제시, 그래핀 구조 만들기, 모둠별 전기 회로 구성하기, 신소재를 활용한 전기 
회로 설계 하기

표 33. T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2) 교사별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실습 과정

가. T1 교사의 사례

T1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3).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

으며, 이메일과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 130 -

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이어진 회의 중)
T1: 저는 주제를 1단원을 다시 해보고 싶어요. 1학기 때 수업한 부분인

데, 그냥 그때 수업은 모형은 이거 다 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신소재 파트인데, 이 부분은 모형을 적용해서, 직접 아이들이 만들고 
접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위와 같이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을 위해 진

도에 맞는 주제 중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T1 교사는 1학기에 수업한 1단원을 다시 수업해

보고자 했으며, 특히 부분에서 간단히 강의식으로만 설명한 부분 중 모

형 사용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시도해 보고 싶다고 하였다.

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T1 교사는 지난 회의에서 선정한 대로 신소재 관련 부분을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으로 실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모

델링 과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였으며, 모델링을 적용해 보는 것

뿐 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실생활과 연계된 부분으로 발달시키고자

고민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부분이 모델링에 적용될 수 있으며, 실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주로 논의하였다. 이 과

정에서 여러 신소재를 활용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으며, 그중에서 그래

핀을 직접 사용하여 학생들이 새로운 물건을 설계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

가 있었으나, 실제 그래핀을 구입하는 비용 등에 대한 어려움이 제시되

어 다른 방향으로 모델링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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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2차 회의에서는 신소재를 활용한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T1 교사의 경우 고 경력의 교사로 교수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소재와 관련된 해당 주제는 물리로 T1 교사

의 전공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T1 교사 스스로 세부적인 교수 방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자는 아이디어 제

시나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모델링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전반적

인 의견 제시를 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을 나누는 과

정에서 T1 교사는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한 생각을 교사 스스로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교사의 모델링 교수에 대한 생각이 실천적 지

식으로 나타나고 실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④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T1 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계하

였으며, 교사가 직접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

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T1 교사는 그래핀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을 설계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

로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하여 신소재를 활용한 물건을 설계하는 과정으

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는 이 과정을 통해

서 학생들이 직접 해당 과정을 모두 경험 한 후 학생들이 직접 전기 회

로를 설계해보고 직접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기 회로 모형을 재구성하

여 그려보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부

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토의 결과 T1 교사는 탄소

동소체의 모델 제시부터, 모둠활동을 통한 그래핀 구조 만들기, 전기 회

로 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실험 과정을 모두 경험한 후 학생들이 표상 모

형으로 직접 실험을 통해 경험한 내용을 표현해 볼 수 있는 일련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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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로는 부족한 부분을 직접 교사가 모델

링 수업 적용을 위한 수업 설계를 실행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모

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주도하는 모델링 과정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교사의 신념은 실천적 지식

의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한 지식이 수업 계획으로 개발되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3차 수업인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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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2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2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1단원 중 규산염 광물을 주제로 선정. T2 교사의 전공과 일치하

는 주제를 선정함.
-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규모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 화학적 결합을 고

려하는 등의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 논의함.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규산염 사면체를 만드는 규모 모형에서 두 가지 모형을 모두 사용하는 방안

에 대해서 논의하며, 모형의 다양성 측면에 대해 논의 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규산염 광물을 활용한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세부 방안 설계 : 규산염 사

면체 모형 제작, 규산염 사면체 연결 구조 모델 활용, 풍화과정 모델링 
접근 활용 등

▽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추가 회의 
   :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세부 논의
- 실제 모델링 수업 설계를 위해 수업에 사용할 모형을 연구자와 T2 교사가 

미리 제작하고, 사전실험을 해보며 추가 회의를 진행함.

표 34. T2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나. T2 교사의 사례

T2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4).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으며,

이메일과 온라인 대화,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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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에 모델링 적용 수업을 위한 수업 가능 주제에

대해서 미리 교사에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교사의 교

육 과정 계획을 고려하여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중)

T2: 저는 규산염 광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은데, T1 선생님이 이 부분
을 해보면 어떨까 먼저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제가 전공이 지구과
학이니까(1학년 통합 과학 중 지구과학 주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해보고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규산염 광물을 저도 좀 더 모델로 만들
어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화학결합이나 옥텟 규칙 같은 그런 결합적
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나, 그냥 종이로 모형을 만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 고민이 돼요.

연구자: 아~ 그렇죠. 모형으로 분자 구조까지 만들어보려면 광물 결합에
서 화학 결합 부분도 고민해봐야겠네요.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
하고, 저도 관련 전공 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T4 선생님께(화
학전공)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 볼까요??

T2 교사는 T1, T3 교사와 함께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경력의 수석교사인 T1 교사가 교육 과정 계획과 수업 계획

에 대한 내용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고 동료교사를 격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T1 교사가 통합 과학의 연관된 단원을 각각 교

사의 실제 전공에 맞게 소단원 주제를 선택하여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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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하면 어떨까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T1 교사는 1단원의 물질의

규칙성 단원 중 물리 분야에 해당하는 신소재 부분을, T2 교사는 1단원

의 지구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규산염 광물 단원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

다. 각기 다른 수업 주제지만 물질과 규칙성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연관

되는 수업 주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두 주제를 아우르는 물

질의 규칙성 측면에서 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교내 수업 공동

체의 수업 나눔에서 다루어 보기로 하였다. 추후 교내 수업 공동체에서

다룬 융합과 관련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

서 이러한 큰 흐름에 대한 제안으로 T2 교사는 광물과 규산염 사면체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주제를 바탕으로 규산염 사면체의 단일체 모형을 만들고, 규산염 사

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보는 모델링 과정을 수행해보면 어떨까 고민

하는 과정에서 광물의 분자 구조의 화학 결합의 원리까지 자세히 다루어

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교사 스스로 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전공의 교사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전공서적을 통해 관련 내용을

연구 한 후 2차 회의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이전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동료 화학 교사에게 자문을 구

해 규산염 광물의 결함 구조 모형 만들기 부분 중 화학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스티로폼과 이쑤시개를 이용

한 분자 결합모형으로 규산염 단일체를 만들고, 그 단일체를 이용하여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종이와 빵 끈으로 구성된 규

산염 단일체를 이용하여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만들는 것이 화학적

결합 부분에 오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과정에서 화학 교사와 연구자, 연구 참여 교사가 함께 토론을 통해 학생

들이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직접 만들고 다뤄보면서도 화학적 개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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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오개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도 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서 실제 3차 수업

에서는 종이와 빵 끈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사용하여 광물의 결합 연결

구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으로 만든 규산염 결합체 모형과 종이로 만든 규

산염 결합체 모형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모형을 사용해야한

다는 것을 수업 계획 실행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업 과정에

서 모델링을 적용하는 3차시 수업 이전에 먼저 단일형 규산염 사면체를

학생들에게 만들어보게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모형을 모두 학생들이

만들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모형의 다양성 측면

에 대해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이

러한 내용을 실제 수업의 학생용 학습지에 두 가지 모형의 장단점을 적

어보는 문항을 추가하여 반영하였다. 실제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표 35

와 같이 학생용 학습지에 반영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규산염 단일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산염 광

물의 결합 연결 구조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수업 시간 내에 모델링 과정

을 경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논의를 통해 모둠별로 2가지씩

의 광물의 결합 연결 구조를 만들고 발표를 통해 다른 모둠과 그 과정을

공유하는 방안으로 수정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보고, 실제 수

행한 모델링 결과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의

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석광물이나 건축에 쓰이는 광물을 예시로 드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광물의 결합 구조에

따른 광물의 굳기와 풍화 정도의 차이를 학생들이 경험해 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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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따라서 풍화 과정을 실험실에서

가상적으로 구현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

들이 경험하도록 계획하였다.

스티로폼으로 만든 규산염 
결합체 모형

종이로 만든 규산염 결합체 모형

장점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전체적인 규산염 사면체의 삼각뿔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슬, 

복사슬 판상등의 결합 구조 만들기에 

유리하다.

풍화 실험을 할 경우, 빵끈으로 

단단히 결합된 공유결합 팔이 그대로 

남아있어, 실제 광물에서 공유 결합된 

부분이 강한 결합을 이루고 있어 

풍화에도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기에 

유리하다.

단점

사슬, 복사슬, 판상형등의 결합 

구조를 만들거나 풍화 실험을 할 

때, 스티로폼과 이쑤시개사이의 

결합력이 약해서 쉽게 부서진다.

즉, 공유결합 부분의 단단한 

결합을 확인하기 불리하다.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기 어렵다.

[수업에 적용된 학생용 학습지 문항 중 일부]
2-1. 스티로폼으로 만든 규산염 결합체와 종이로 만든 규산염 결합체 모형의 장단점
을 비교해 보자.

● 위와 같이 같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모형을 사용하면,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현상이라도 다양한 과학적 모형을 사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35. 추후 완성된 모델링 적용 수업의 학생용 학습지 중 일부의 모형의 다양성 부

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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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3차 회의 이후에도 수업에 사용할 두 가지 종류의 규산염 단일체

를 연구자와 교사가 직접 미리 만들어보고 두 가지 모형의 차이점과 장

단점을 비교해 보았다. 결합 구조와 풍화작용 실험까지 미리 사전 실험

을 통해 수행해보면서 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과, 모델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의점 등에 대해서 미

리 점검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깊

이 있는 토론과 사전 실험을 통해 3차 수업 계획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모델

과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 설계를 실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T2 교사의 수업 주제와 전공은 본 연구자와 동일한 지구

과학으로 좀 더 연구자와 T2 교사가 내용 지식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토

의를 할 수 있었다. 실제 3차의 수업 설계에 대한 회의 이후에도 수업

실행을 위한 사전 실험까지 함께 실행해 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직 교사인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주제의 모델링 적용 과정에 대해

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연구 참여 교

사인 T2 교사 역시 모델링 수업 설계 과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논

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물 결합 구조의 화학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지

식에 대한 고민을 통해 두 가지 광물을 모두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형의

다양성 축면을 인식하고 학습지에 반영하는 사례와 같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나타나고 발전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은 4장 5절의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에서 자세히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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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3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3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1단원 중 생명체의 구성 물질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함. T3 교사의 부전공과 일치하는 주제에 대해 선정하고자 함.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주제 수정 : T3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에 따른 수업 시수의 문제로 실제 진

도에 맞는 단원의 주제로 수정하고자 함.
- 모델링 수업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부족함에 대해 논의 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주제 선정 : 수업 흐름에 맞는 멸치 해부를 통한 먹이 사슬을 주제로 최종 

선정.
- 멸치 해부 실험을 진행한 후 멸치의 먹이관계를 모델을 활용에서 나타내는 

방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자 논의 함.

표 36. T3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다. T3 교사의 사례

T3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6).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으며,

이메일과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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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에 모델링 적용 수업을 위한 수업 가능 주제에

대해서 미리 교사에게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해당 교사의 교

육 과정 계획을 고려하여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T3 교사 역시 T1, T2 교사와 함께 1학년 통합 과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T1 교사가 통합 과학의 연관된 단원을 각각 교사의 실

제 전공에 맞게 중단원 주제를 선택하여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구상하

면 어떨까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서 T1 교사는 1단원의 물질의 규칙성

단원 중 물리 분야에 해당하는 신소재 부분을, T2 교사는 1단원의 지구

과학 분야에 해당하는 규산염 광물 단원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으며,

T3 교사는 같은 단원 중 T3 교사의 복수전공인 생물 분야의 주제인 생

명체의 구성 물질을 주제로 하여 단백질의 결합에 대해서 다루면 어떨까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주제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실제 학생들이 펩타이드 결합 과정을 수행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고, 다음 회의까지 해당 부분의 주제 선정에 대해

서 T3 교사가 좀 더 고민해보기로 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수업 주제 수정

T3 교사는 이전 회의를 바탕으로 단백질의 결합에 대한 주제로 수업을

모델링 적용 수업을 설계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였으나, T3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과 수업 흐름에 따라서 해당 주제를 적용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인위적으로 설계된 수업을 적용하는 연

구가 아니라 현장 교사의 수업의 흐름을 따라가며 분석해보고자 하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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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므로 T3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과 흐름에 맞는 주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T3 교사는 수업 진도와 여러 가지 상

황 상 모델링 수업 개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토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아주 높은 수준의 모델링 수업 과정

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T3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 주제에

맞는 간단한 형태의 보다 쉬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넓은 의미의 모

델링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T3 교사는 교사 본

인이 수업의 진도에 맞추어 다시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T3 교사의 수업 계획의 흐름에 따라 멸치 해부

를 통한 멸치의 먹이 사슬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멸치 해부 실험을 진행

한 후 평소와 같이 강의식 수업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수업이 아니라, 해

부 실험을 진행한 후, 관찰 결과를 학생들 스스로 멸치의 먹이 사슬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는 과정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에 가장 쉽고 간단한 형태의 모델링

적용인,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먹이 사슬 모델을 직접 그려보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모델

과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 설계를 실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서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고민을 수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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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서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T3 교사는 모델링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 지점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있으나, 실제 교

사의 교육 과정 계획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수업 준비의 부담이

적으면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학생 주도의 모델링을 적용한 수

업을 설계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는 본 연구에

서는 높은 수준의 잘 계획된 탐구적 모델링을 적용하는 수업만을 모델링

을 적용한 수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하여 모델을 사용하

고 구성해보는 탐색적 모델링 과정을 넓은 의미의 모델링 과정으로 보고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모델링 수업을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해 보는 실

행 과정을 경험해 보는 것을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수업 설계 과

정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이 T3 교사는 모델링 수업 설계 과정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갈

등을 겪으면서도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무사히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

해 교사 스스로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추후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분석 사례는 4장 5

절에서 논의하였다.

라. T4 교사의 사례

T4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7).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으며,

이메일과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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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4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4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T4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맞는 금속의 반응성을 주제로 

선정함.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수업 흐름에 대한 논의 : T4 교사는 고 경력의 교사이며 과학 탐구 선택 과목인 

화학에 대한 내용 전문가의 입장으로 T4 교사가 주도적으로 수업 계획에 대해 
논의 함.

- 금속의 반응성 실험을 학생들이 수행한 후, 실험 과정과 내용을 모형을 활용하
여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논의 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 논의 : 금속 반응성 실험의 내용을 모형을 활용

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교사
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함.

표 37. T4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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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을 위해 진도에 맞는

주제 중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T4 교사는 교육 계획과 진도에 맞춰 교사가 여러 주제에

관해 고민을 해본 뒤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를 통해 수업 주제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중)
T4: 금속의 반응성 부분을 수업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실험을 하려구요. 

실험을 통해서 반응성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해요.

연구자 : 그럼 이 실험 과정에 모델링 과정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T4 : 음... 모델링 모델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 결국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차원도 있긴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넣고 싶은데... 금속이 결국, 
서로 다른 금속이나 같은 금속을 접할 때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알
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이에 전해질 같은 게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알게 되는 건데.

연구자 : 그럼 실험을 해보고, 이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으로 그림으로 나타내 보게 하는 건 어떨까요?

T4 : 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할 수 도 있고, 
또는 전지를 만드는 과정을 해 볼 수 도 있고...

연구자: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부분을 그림을 통해 그려보면서 
모형을 그려보고, 이 과정에서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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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그래, 실험하고, 그렇게 아이들이 그려볼 수 있게, 모형을.... 해봐야
겠네

T4 교사는 자신의 교육 과정 계획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고 금속의 반

응성 실험을 통해 모델링 과정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 주제에 관련

된 실험으로 모델링 과정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세부적인 고민 후에

2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T4 교사는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실험을

수행한 후 모델링을 적용하는 수업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T4 교사는 고

경력의 교사이며 수업 과목은 화학이다. 고등학교 과학 탐구 선택과목인

화학의 주제는 연구자의 전공과는 다르며, 이러한 이유로 T4 교사와의

회의에서는 모델링 과정의 교수 계획에 대한 수업 전반적인 모델링 적용

을 위한 교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수업의 세부적

인 계획은 T4 교사가 주도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T4 교사는

금속의 반응성 실험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연구자는 실험을 수행

한 후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표상 모델을 이용하여 모둠

별로 모형으로 나타내 볼 수 있도록 하고, 교실 전체 학생과 공유하거나

교사의 피드백에 따라서 자신의 모델을 수정하고 다시 재구성해보는 일

련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 설계를 요청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T4 교사는 금속 반응성 실험을 열린 실험으로 제

시하고, 학생들이 실험 과정과 결과 자체에 대해서 모둠별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둠별로

나름대로 열린 실험을 진행하여, 실험이 끝난 후에 자신들의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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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림과 글을 이용하여 표상 모형으로 나타낸 보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학생 주도의 탐색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델로 표

현해 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또한 이 과정

후에 교사의 전체적인 피드백이나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다음 차시를

활용하여서 교사의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표현한 표

상 모델을 다시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

향으로 수업의 흐름에 대해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모델

과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 설계를 실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T4 교사는 교사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형태의 탐색적 모

델링을 수업에 적용하는 수업을 설계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

은 넓은 의미의 탐색적 모델링 접근 과정인 모델 수정 학습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4장 5절의 사례에서 자세히 논의하

였다.

마. T5 교사의 사례

T5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8).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으며,

이메일과 온라인 대화,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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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5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5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T5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맞는 우산 모형을 활용한 천

구를 주제로 선정함.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한 논의 : 우산을 이용하여 천구를 설명하는 교사의 시범 

실험 후, 학생들이 직접 우산으로 천구를 모델링 하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 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한 세부 논의 : 학생들이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델을 가지

고 실험을 한 뒤, 이 과정을 활동지를 통해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 함.

표 38. T5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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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을 위해 진도에 맞는

주제 중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T5 교사는 이 시기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으며, 이 계획으

로 인해 2주 정도 휴가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교사의 상황으로 인

해 모델링 적용 수업 설계 과정이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조심스럽게 T5

교사의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T5 교사는 수업 단원이 천체 단원이며

천구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한다면 천구라는 주제 자체가 모델 사용이 필

수적으로 필요한 주제라서 모델링 적용 수업이 크게 부담으로 느껴지지

는 않는다며 모델링 수업 설계에 대해 긍적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T5 교사의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수업 주제에 대해 고민

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논의하였다.

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T5 교사는 2차 수업에서 진행하였던 천구 수업을 그대로 이어서 모델

링 수업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휴가를 다녀온 탓에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였으나, 천구와 관련된 수업을 우산 모

형을 이용하여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

다. 이와 관련하여 우산 모형을 이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모델링 수업

을 설계할지 고민을 한 후에 2차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앞선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T5 교사는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실험을 주제로 결정하였으며, 투명한 우산을 모둠별로 제공하고 우

산 위에 별자리를 그리고 직접 학생들이 일주운동의 방향과 위도별 차이

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실험을 구상하였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우산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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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실험해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과정을 학생들이 다시 한번 표

상 모델로 나타내 보면서, 모델링 과정을 정리하고 모둠별로 의견을 나

눌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러한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T5 교사가 설계해 본 후, 3차 회의를 진행 하기로 하였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T5 교사는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델링 수업 계

획을 구상하였으며, 연구자와 모델링을 과정을 학생들이 모둠별, 개인별

로 모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모델링 과정

을 모둠별로 학생들이 실행하고, 학생용 활동지의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

에서 수행한 실험 내용을 다시 한번 학생들이 모델로 정리해 보는 방향

으로 수업 설계의 흐름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수업에서 제공된

학생 활동지에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다시 한번 정

리할 수 있는 활동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모델

과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 설계를 실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해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T5 교사는 기존에 시범 수업으로만 진행하던 천구 모형 수

업을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적용 수업으

로 설계하였으며, 이러한 수업 설계 과정과 수업 실행 과정을 통해 T5

교사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4장 5절의 수업 사례에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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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연구자, 공동연구자, T6 교사 참여
-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 후 교사에게 3차 수업 주제 선정을 요청함.

▼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구자와 T6 교사 개별 논의

(1)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 선정
- 주제 선정 : T6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맞는 방형구법을 주제로 선

정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 중, 방형 구법을 주제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적용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다른 주제를 선정함.

▽
(2)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주제 수정 : T6 교사의 교육 과정 계획의 흐름에 맞는 생태계와 먹이 그물을 

주제로 수정함.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 수정된 주제로 모델링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 논의 함. 고등학교 학생의 수준에서 심화 과정을 경험할 수 있
는 모델링 과정의 적용 방법에 대해 논의 함.

▽

(3)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 먹이 그물 게임 활동 : 먹이 그물을 활용한 역할 놀이를 통한 게임 방법을 

T6 교사가 설계함. 이 게임 후 모델링 활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함.

- 추가 미션 제시를 통한 모델링 활동 설계 : 역할 놀이 게임 후 모둠별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한 후 추가 미션 제시를 통해서 수정된 먹이 그물 모형
을 그리는 방법을 통해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함.

표 39. T6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의 세부 흐름 요약

바. T6 교사의 사례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개발 회의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39). 이 회의에는 연구자와 교사가 참여했으

며, 이메일과 온라인 대화, 직접 면담 과정을 통해서 회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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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대한 고민 요청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이어진 회의 중)
T6: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나니까, 제가 1학기 때 수업을 한 

부분인데, 모형 사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1학기 때 염색체 모형을 
모루끈과 자석을 이용해서 수업에 활용했었는데, 제가 이거를 가지
고 아이들이 직접 이 모형을 만들어 보게 했어요. 아이들이 이 염색
체 모형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염색체의 이동 모습을 표현해봤는데, 
이런 게 모형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연구자: 맞습니다. 이런 염색체 모형도 모형 사용의 좋은 예지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이 염색체 모형을 가지고 직접 활동한 부분이 학생들
이 모형을 직접 사용하는 모델링 과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6: 그런데, 2학기 주제에는 이런 염색체 부분과 같은 모형에 적절한 주
제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연구자: 선생님의 수업 진도에 맞는 부분 중에서 모형 활용이 가능한 주
제가 있는지, 선생님이 일단 전공이시니까 먼저 찾아봐주시면, 저와 
함께 찾아보고 고민해 보도록 해요.

위와 같이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을 위해 진

도에 맞는 주제 중 모델링 활용이 가능한 주제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볼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각 교사의 수업 과목과 진도에 맞춰 교사가 여러

주제에 관해 고민을 해본 뒤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를 통해 수

업 주제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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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

제 선정

T6 교사가 모델링 적용을 위한 수업 주제로 1차 회의에서 처음 제안한

것은 ‘방형 구법을 이용한 군집 조사’였다. 이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식물 분포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방형구법이

라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적용하는 수준으로 수업이 진행

될 것을 염려하여, 진도를 고려하여 다른 주제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학

생들이 교사가 제시한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학생

주도가 아닌 교사 주도의 모델 사용 학습 머물 수 있다는 부분이 고려되

었다. 따라서 교육 과정 계획과 진도를 고려하여 논의한 결과 생태계와

먹이 그물을 주제로 3차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까지 이 주제

와 관련하여 어떤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기로 하였

다.

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 모델링 적용 방법 논의

2차 회의에서는 생태계와 먹이 그물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 모델을 적용

할 수 있을지 논의하였다. 먹이 그물의 주제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문에 해당 주제를 다루며, 과학탐구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생물1 과정

에서는 먹이 그물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간략히 다루고 있

었다. 이러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모델링을 적용하여 수업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먼저 토의 하였다.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2차 회의 중)
T6 : 먹이 그물은 생각보다 교과서에서 너무 짧게 이루어지더라구요. 그

래서 생물농축이나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이야기랑 같이 하면 한 
차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교육 과정을 벗어날 거 같아서 
본 취지에 안 맞을 수도 있겠더라구요 아니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생태계 구성요소의 상호작용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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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맞아요. 저는 전공이 생물이 아니다 보니 선생님이 더 잘 아시
겠지만, 먹이 그물 같은 경우에는 생물과목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
는 과학적 모형이고, 이 부분을 주제로 하면 모델링 적용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모델링 활동
으로 모델링 적용을 구상해보려면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와 같이 학생들이 선수학습으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인 먹이 그

물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 과정을 적용해서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6: 일단은 개념 설명하고 영상 보여주고 영상에서 나타나는 먹이 그물 
그리게 하면 어떨까 생각 하고 있어요.

연구자 : 선생님~ 영상을 보여주는 수업은 선생님이 2차에서 진행하신 
평소 수업과 비슷한 방법이니, 조금이라도 이이들이 직접 모델링 과
정을 해보게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예를 들면, 직접 동물 명찰을 달고 몸으로 먹이 그물 과정을 표
현한다거나, 조별 또는 반 전체가 같이... 또는 동물 명찰을 뽑기하
고, 역할놀이를 하고 퀴즈형식의 미션지를 통해 먹이 그물의 요소에 
대한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풀어보게 하는 방법 등은 어떨까요?

  T6 : 선생님 말씀대로 먹이 그물 게임을 해도 좋을 것 같네요. 더불어
서 생태계 교란종이 들어왔을 때도 비교해보는 것 도 좋은 것 같아
요. 제가 내일 오전에 수업이 없어서 한번 어떤 게임을 진행하면서 
수업할지 일단 구상해 볼게요.

T6 교사는 2차 수업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동영상을 활용한 모형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었으나, 연구자와의 논의 과정을 통해서 학생

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먹이 그물 역할놀

이 게임을 구상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더불어 생태계 교

란종이 먹이 그물에 개입하면 어떻게 먹이 그물이 변화되는지 미션을 수

행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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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방법 논의

앞선 회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먹이 그물 역할 놀이 게임을 하는

과정을 T6 교사가 설계를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델링 과정을 어떻

게 적용할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3차 회의 중)
T6 : (T6 교사가 구상한 먹이 그물 역할 놀이 게임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이런 게임도 학생들이 모델링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까
요?

연구자 : 물론 역할 놀이만 하고 끝나면 모델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먹이 그물 게임을 한 후 학생들이 모둠 별로 자신들이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먹이 그물을 전지 등에 정리해서 그려보면
서 자신들의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해보도록 하는거죠. 그리고 모둠 
발표 후에 전체 교실에서 공유하고... 다시 개인별로 수정해 보는 과
정을 거쳐보는 과정을 거쳐보면 어떨까요?

역할 놀이 게임을 통해서 이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을 경험

할 수 있게 먹이 그물 모형을 조별로 그려보고, 모둠별 먹이 그물 모형

을 학급 전체에 공유하고, 서로 다른 부분을 공유하며 수정해볼 수 있는

방안으로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

였다. 이에 더불어 고등학교 수준의 심화 활동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 미

션을 제시하여 모둠별로 구성한 먹이 그물 모형에 생태계 교란 종이 개

입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당 먹이 그물이 변형될지에 대해서 모둠별

로 고민해 보는 수정된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해보는 과정을 추가하였

다.

이러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교육 과정 흐름에 맞는 수업 주제 중에서

모델링 적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서 활용 가능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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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적용 교수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 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을 계획한 모델링 수업을 최종 설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한 번의 메타 모델링 지식 내용 연수를 통해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모델

과 모델링 지식에 대한 내용을 수업 설계를 실습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당 주제에 대한 모델과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T6 교사는 처음에는 모델링을 적용하는 가장 편한 방법으

로 동영상을 제시하였으나 이것은 2차 수업,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활용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어진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교수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이에 더불어 심화된 추가 미션을 구성하는 부분까지 T6 교사가 직접 추

가 설계하여 학생들이 모델 재구성 학습까지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수업 설계 과

정을 직접 실행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3차 수업인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은 4장 5절에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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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수업 흐름 분석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가 각각 3차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각 수업

에서 모델 활용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하기 위해 각 교사별로 수업의

흐름과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비디오 촬영된 자료를 전사하고 이를 통해

수업의 흐름에 따른 수업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전체 수업의 흐름 분석

을 통해 수업 현장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고,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분석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수업의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전체

수업 흐름 분석에는 일화별로 수업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절에서 분석한

모델 유형 분석과 모델링 활용 분석을 통해 나타난 모델 활용의 예시를

해당하는 수업 장면에 [모델 분류 / 모델링 학습 접근] 과 같이 [ ]를 이

용하여 표시하였다. 교사별 전체 수업의 상세한 분석은 부록 4에 첨부하

였다.

1) T1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1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1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0과와 같다. 1차시 수업은 교사의 평소 수업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T1 교사의 가장 평범한 형태의 일반적인 수업을 촬영하였다. T1 교

사는 대부분 과학실에서 수업을 하며 평소에도 모둠 수업과 학생 주도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모둠원들은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한 학기 동안

같은 모둠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 한 학기 동안 자신의 역할이 정

해져있지만 매 수업 시간에 그날의 이끔이(모둠장)가 정해져, 모든 학생

들이 돌아가며 책임감을 가지고 그날의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모둠별로 수업을 하는 만큼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 모둠

별로 학생의 역할이 분명하게 주어져있으며, 교사의 통제 하에 모둠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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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매주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을 진

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동영상 자료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인 ‘밴드’를

이용하여 매주 1-2회 15분 미만의 거꾸로 수업 영상을 올리며, 학생들이

이 영상을 미리 보고 써클맵(마인드맵과 같은 시각적 요약정리 자료)등

을 이용하여 예습한 내용을 정리해온다. 이를 바탕으로 수업 시간에는

모둠활동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 또한 이 ‘밴드’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과제나 수업 시간에 진행한 수업 자료와 사진 영상을 올리기도 한다.

1차 수업의 주제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으로 학습지와

PPT를 이용한 강의식, 모둠형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은 T1

교사가 평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일반적인 수업을 관찰하였다.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해, 교사에

게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의 수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연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촬영은 연구자가 교실에서 직접 관

찰하지 않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한 수업내용을 전사하였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모형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장 2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델 사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상세

한 내용은 부록 4에 첨부하였다.

T1 교사의 수업을 흐름별, 과학 개념별로 살펴보았다(부록 4). 1차 수

업에서는 교사의 가장 일반적인 수업이 나타나며, 이번 수업에서는 많은

개념이 등장하며, 이를 단 시간에 소화하기 위해 교사는 강의식으로

PPT 화면을 이용하여 설명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둠 활동을 병행하였다. 즉 교사가 설명하는 개념을 듣고, 키워드를 모

둠별로 적어보는 활동이다. 또한 거꾸로 수업을 활용하여 이번 차시에

배우는 수업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 공부해 올 수 있도록 하였다. 1차

수업은 모델 활용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3번의

모델 사용과 모델링 접근이 나타나는데, 교사 주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

델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에 해당한다. 또한 수업 흐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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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T1 교사의 전공이 물리인 관계로 지구과학

분야의 이번 차시 주제에서 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

거북이와 악어를 양서류에 혼동하여 분류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부분은 추후 인터뷰에서 다음 수업에서 수정해서 학생들에게 다시 알

려주었다고 하였다. 1차 수업 분석을 통해서 T1 교사의 평소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사용과 전체적인 수업의 흐름과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T1 교사 1차 수업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

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

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지질 시대의 주요 화석을 이용하여 과거 지구에 살던 생물

의 생활환경을 추론하고, 지질 시대의 생활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 토의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7-0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대(代) 수준에서

만 다룬다. 지질 기록에 나타난 대멸종을 진화와 생물다양성

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다양성이 이루

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해 조사 학습, 발표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40. T1 교사 1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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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수업 분석 : T1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1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1과 같다.

T1 교사 2차 수업 대상 학급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

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

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

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

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

고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의 과

학적 타당성 토론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7-0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대(代) 수준

에서만 다룬다. 지질 기록에 나타난 대멸종을 진화와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다양성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해 조사 학습,

발표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모둠활동 자료

표 41. T1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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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의 주제는 1차 수업에 이은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교사의 강의식 설명과 모둠활동 위주의 수업

으로 이루어졌다. 단, 1차 수업이 교사의 가장 자연스러운 평소의 수업의

모습이었다면, 2차 수업의 교사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

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

자의 연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연구에 참여한 교사 스스로 현재 생각하

는 모형의 적용을 보기 위한 수업을 진행해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T1

교사는 평소의 수업과 가장 비슷한 수업 형태인 모둠활동을 적용한 수업

을 진행하였으며, 생물 대량 멸종의 가설을 세워보는 모델링 활동을 준

비하였다. 이를 위해 모둠별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휴대폰을 준비하여

자료 검색을 한 후, 대량 멸종의 가설을 세워보는 모둠 활동을 진행하였

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모둠에서 맡은 주제의 가설을 정리해보는 모

둠별 모델링 활동이 이루어졌다. 1차시와 같은 주제에 대한 수업의 연속

으로 교육 과정 성취기준과 해설에서는 역시 모형의 사용에 대해서 언급

하고 있지 않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모형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장 2절

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모델 사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해당한다. 전체

적인 수업의 내용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부록 4).

교사 스스로가 의도한 모형 수업인 2차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수

업에서는 모델 사용이 2회 나타났으며, 모델 사용의 빈도는 줄었지만, 그

보다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에서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는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모델을 설정하고 발표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T1 교사의

의도에 따라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델링 과정이 구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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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1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1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2와 같다.

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

였다면,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

하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T1 교사는 H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공개수업과 전문적 교사 공동체에

서 개발하는 스팀융합 수업 개발과 관련하여 모델링 기반 교수법을 적용

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T1 교사의 3차 수업에 해당하는 수업은 과학 과

목 수업이고, 이에 이어서 미술과 진로가 연계된 형태로 수업을 개발하

였으며, 융합 수업 속에 모델링을 활용한 교수법을 적용하여 개발하였다.

신소재 물질 중 탄소 동소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학생들이 직접 결합 구

조를 만들어가며 흑연의 결합 구조에서 그래핀의 발견까지 그 원리를 탐

색한다. 흑연, 금속, 전도성 펜 등의 전도성을 확인하고 그래핀의 전도성

이 어떨지 추론하도록 한다. 신소재 물질의 장단점 및 미래 과학에 미치

는 영향을 알고 이를 미술 교과의 드로잉 아트와 기술 교과에서 생활 안

전에 사용되는 신소재에 대해 문제 해결 탐구 활동을 하고 미래의 직업

군에 연계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모델링을 활용한 스

팀 융합 자료로 개발되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모형

에 대해서 따로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3장 2절에서 분석한 바

와 같이 모델 사용이 가능한 수업 주제에 해당한다. 전체적인 수업의 내

용을 흐름에 따라 정리해 보았다(부록 4).

3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

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

다. 수업 흐름을 살펴본 결과 총 6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모델의

빈도보다 의미 있는 점은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 단계의 활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활동은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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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 3차 수업 대상 학급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Ⅰ. 물질과 규칙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자연의 구성 물질

성취기준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

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 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물리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 사례를 조사하고 자연을

모방하여 만드는 신소재의 종류와 양태를 조사하고 토론하

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2-03] 자연의 구성 물질들이 가진 물리적 성질 중

전기적 성질 또는 자기적 성질을 활용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 사례만 다룬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개발한 신소재에 대한 조사 보고서

를 작성하게 하여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업자료 PPT, 탐구활동지, 전류 흐름 확인 실험 도구

표 42. T1 교사 3차 수업 주제

모델을 제시하는 활동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며,

학생들이 전기 회로를 스스로 만들어보고, 다양한 실험 재료를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재구성해보고 새롭게 만드는 과정을 거친 후 다시 활동지에

전기 회로도를 그려보는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능동적으로 모델링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회로를 구성하여 교

과서에 제시된 회로가 아닌, 새로운 회로를 구성해보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사가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델링 수업

을 의도했을 때 학생 주도적인 높은 수준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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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2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2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2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3과와 같다.

T2 교사 1차 수업 1-B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

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

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

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

고 생물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의 과

학적 타당성 토론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7-0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대(代) 수

준에서만 다룬다. 지질 기록에 나타난 대멸종을 진화

와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다양성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해 조사 학습,

발표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43. T2 교사 1차 수업 주제



- 164 -

1차 수업의 주제는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으로 학습지와

PPT를 이용한 강의식, 모둠형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은 T2

교사가 평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보통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해

당 교사의 평소 수업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해, 교사에게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의 수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연구

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촬영은 연구자가 교실에서 직접 관찰하

지 않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한 수업내용을 전사하였다.

T2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을 교실에서 진행하며, 강의식으로 수업을 진

행한다.

이 수업에서 제시되 중요한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모형과 관련된 내용

을 수업 흐름대로 정리하였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이나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부

록 4).

1차 수업에서는 교사의 가장 일반적인 수업이 나타나며, 이번 수업의 주

제는 화석의 생성과정으로 T2 교사의 전공과목과 일치하여 T2 교사의

전공 특성에 따라 주제별 깊이 있는 일화들이 제시되었다. 같은 주제를

수업한 T1, T3 교사에 수업에 비해 전공 배경적인 지식이 더 많이 제시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례로는 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른 교사의 수업

과 비교했을 때 같은 개념이지만 지구과학 전공자인 T2 교사가 ‘화석이

쌓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화석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화석의 가치에 대해 자신의 일

화를 통해 화석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이를 통해 과학의 본성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델의 사용은 3회 나타났으며, 모델링 접근 측면으로는 모두 교사 주

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델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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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수업 분석 : T2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2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4과 같다.

T2 교사 2차 수업 1-B반

교과목 (교육 과

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

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

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생물 대멸종의 원인과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 조사하고 생

물 대멸종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설들의 과학적 타당성

토론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7-0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대(代) 수준에서

만 다룬다. 지질 기록에 나타난 대멸종을 진화와 생물다양

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다양성이 이루

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해 조사 학습, 발표 토

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

하여 전개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화석 표본

표 44. T2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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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의 주제는 1차 수업에 이은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원으로

화석에 대한 이론적 설명에 이은 모둠별 화석 관찰이 2차 수업의 주제였

다. 2차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화석을 관찰하는 모둠별 수업으로 이 수업

에서 사용된 과학적 개념과 모형 관련 내용을 수업 순서대로 분석하였

다.

교사 스스로가 의도한 모형 수업인 2차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이 수

업에서는 모델 사용이 4회 나타났으며,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에서는 교

사 주도의 설명 방법인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화석을 관찰하며 화석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

는 부분을 모델로 제시하며 모델 사용을 의도한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 3차 수업 분석 : T2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2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5와 같다.

2차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

다면, 3차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와 흐름을 고려하여 모형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교사와 논의하였다. T2 교사는 1학기에 수업을 진행한 부

분이지만, 이론만 설명하고 지나갔던 부분인 규산염 사면체를 통한 광물

의 결합 규칙성 부분의 수업을 모형을 적용해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이론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규산염 사면체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면 자연의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을 찾는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을 판단되어 주제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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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교사 3차 수업 1-B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Ⅰ. 물질과 규칙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자연의 구성 물질 01.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

성취기준

10통과02-01]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과 탄

소 화합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만들어진다는 것

을 논증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

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지구(지각, 해양, 대기)와 생명체의 구성 성분을 비교하여,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태양계의 형성 및 생명체의 출현에 이

르는 과정에서 구성 성분의 유래 탐구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2-01] 지각을 구성하는 규산염 광물은 Si–O 사면

체를 기본 골격으로 하여 다양한 광물들이 만들어짐을 다루

되, 구체적인 구조식이나 화학식은 다루지 않는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탄소 화합물은 탄소(C)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

소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짐을 다룬다.

[10통과02-02] 생명체 주요 구성 물질의 구조적 규칙성을

다루되, 일정한 구조를 가진 단위체들이 다양한 배열을 통

해 여러 가지 구조와 기능을 획득한다는 개념을 단백질과

핵산의 예를 들어 설명하며, 구체적인 구조식이나 화학식은

다루지 않는다. 단위체 구성 성분에 대한 명칭 암기는 지양

한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지, 4절지, 학습지, PPT, 모둠활동 자료

표 45. T2 교사 3차 수업 주제

3차 수업에서는 교사가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가지고 모델링 과정을 학생

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설계하였다. 수업 흐름

을 살펴본 결과 총 13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모델의 빈도보다 의

미 있는 점은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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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활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활동을 단순한 모델을 제시하는 활

동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업 흐름을 통해 살

펴본 것과 같이 수업 모둠 활동 전반을 거쳐서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

를 만들고, 겉모습을 표현하고, 풍화작용 실험을 하는 일련의 과정은 수

업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모델 재구성 과정

을 경험하였다. 이 활동이 끝나고 교사가 실험 마무리 정리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규산염 광물의 결합 구조 5가지를 화면으로 제시하였는데, 이

때 교사가 제시하는 교육 과정 모델 5가지가 아주 짧은 시간에 제시되었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활동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통해 나타나는 과정이며, 교사가 주도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 수

준의 활동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많은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이와 같이 교사가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델링 수업을 의도했을 때 학생 주도적인 높은 수준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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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3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3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3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6과 같다.

T3 교사 1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화학변화 4. 중화 반응의 이용

성취기준

[10통과06-0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를 해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

례를 조사하여 토의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을 실험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

응의 사례 탐구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6-02] 산화 환원 반응은 산소 또는 전자의 이동으

로 다루되, 산화수는 다루지 않는다. 생명 현상에서 나타나

는 산화 환원 반응의 예로 미토콘드리아의 세포 호흡과 엽

록체의 광합성을 다룬다.

[10통과06-03] 산 염기의 정의 중 아레니우스 정의까지만

다룬다. 물질이 공통 이온으로 인해 산성과 염기성을 나타

냄을 이해하고, 이를 지시약, 금속, 탄산염 등과 반응시켜

확인한다.

[10통과06-04] 중화 반응 과정에서의 변화는 용액의 온도

변화와 지시약의 색 변화만을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계의 여러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인 화학 변화의 규칙성을 탐색하기 위해 탐구실험 학습, 조

사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

하여 전개할 수 있다.

지구와 생명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산화 환원 반응의 예

를 조사하여 모둠별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 수집 및

협업, 의사소통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46. T3 교사 1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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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의 주제는 중화반응의 이용으로 학습지와 PPT를 이용한 강의

식, 모둠형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은 T3 교사가 평소 가장 많

이 진행하는 방식의 보통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해, 교사에게 특별한 준비 없이 평

소의 수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연구의 개입을 최소화하

기 위해 수업 촬영은 연구자가 교실에서 직접 관찰하지 않고, 미리 카메

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한 수업내용을 전사하였다.

T3 교사는 대부분의 수업을 교실에서 진행하며, 학습지를 이용한 강의

식 수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중요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모형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개념들은 수업 순서대로 정

리하였다(부록 4).

T3 교사의 수업을 흐름별로 과학 개념별로 살펴보면, 1차 수업에서는

교사의 가장 일반적인 수업이 나타나며, 이번 수업에서는 주제 특성상

이온화 식을 이용한 화학 기호 사용이 많이 나타났다. 모델 사용이 6회

나타나지만 대부분 이온화 식을 이용한 교사의 설명으로 나타난다. 2단

계의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진단평가에서 학생들이 이온

화 식을 이용하여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번 차시에서

는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았으나, 주제 특성상 모델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 경우로 볼 수 있다.



- 171 -

나. 2차 수업 분석 : T3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3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7와 같다.

T3 교사 2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

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

이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

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지질 시대의 주요 화석을 이용하여 과거 지구에 살던

생물의 생활환경을 추론하고, 지질 시대의 생활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에서 화석이 발견되는 이유 토의하기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7-01] 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은 대(代) 수

준에서만 다룬다. 지질 기록에 나타난 대멸종을 진화

와 생물다양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여 생물다양성이

이루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탐색하기 위해 조사 학습,

발표 토론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수업을 계획하여 전개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화석 표본

표 47. T3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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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의 주제는 지질시대의 생물 다양성과 화석관찰로 교실에서 모둠

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화석을 모둠별로 관찰하면서 수업이 진행 되

었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과학적 개념과 모형 관련 내용을 수업 순서대

로 정리하였다.

교사 스스로가 의도한 모형 수업인 2차 수업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이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이 4회 나타났으며, 모델링 사용은 모두 교사 주도

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업에서는 익룡의

진화와 화석 관찰의 주제를 모두 다루었으며, T2 교사의 수업에서 1, 2

차시에 걸쳐 수업된 부분이 T3 교사는 한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

어 졌다는 것을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화석을 관찰하고 관찰한 화석에

대해서 교사와 학생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의 설명에서는 같은 주제를 수업한 T2 교사는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지층이 쌓이고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하였다면, T3 교사는 지층이 쌓이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화석이 치환이 되면서 암석화 되는 부분을 더 자

세히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3 교사의 전공은 공통과학이며, 부전

공은 화학으로 생물이 화석으로 변화 되면서 암석화 되는 과정을 화학의

개념인 치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부분은

교사의 전공과 배경 지식이 특성에 따라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T2 교사와 T3 교사

의 전공 특성상 각기 같은 주제에 대해 더 중요하게 설명하는 개념 설명

의 방법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실천적 지식의 특성으로 같은 내용

이라도 교사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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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3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3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48와 같다.

T3 교사 3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Ⅳ. 환경과 에너지

중단원 및 소단원 생태계와 환경 02 생태계 평형

성취기준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

계 평형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

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2015 교육 과정

해설

<탐구 주제 및 활동(예시)>

생물다양성 파괴가 생태계 보전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인류의 생존에서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 토론하기

마른 멸치를 해부하여 위장 속의 먹이 종류를 관찰하고, 먹

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

는 원리 토의하기

(가) 학습 요소

생태계 구성요소와 환경, 생태계 평형, 지구 온난화와 지구

환경 변화, 엘니뇨, 대기 대순환,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열효

율

(나) 성취기준 해설

[10통과08-01] 생태계 구성 요소를 설명할 때 개체군과 군

집은 개념 수준에서만 언급하고 개체군 내 또는 군집 내 생

물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생명과학Ⅰ에서 다루도록 한다.

(다)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생태계 조사 활동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친숙한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루며, 해부 관찰 활동에서는

마른 멸치를 불려서 사용한다.

(라)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마른 멸치의 해부나 먹이 관찰 활동, 또는 야외 생태 탐방

활동에서 관찰 결과를 기록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 등에

대한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암

기하거나 어류의 먹이 종류를 나열하라고 하는 등 단순 지

식을 확인하는 평가는 지양한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 자료, 학습지, PPT

표 48. T3 교사 3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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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

다면,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

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와 흐름을 고려하여 모형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교사와 논의하였다. T3 교사는 생태계 평형 단원의 먹이

그물과 관계된 멸치 해부 실험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실험에서는 멸치해

부를 통해 멸치의 위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먹이 그

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멸치의 먹이관계를 통해 먹이 그물의

모델링을 적용해볼 수 있는 주제라 생각하여 최종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관련된 수업은 다음과 같다.

3차 수업에서는 교사가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가지고 모델링 과정을 학생

들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구상하고 설계하였다. 수업 흐름

을 살펴본 결과 총 3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모델링 학습 접근 측

면에서 3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 단계의 활동이 나타났다. 멸

치의 위를 관찰하는 활동에서 멸치의 먹이관계를 통해 멸치의 먹이 그물

모형을 그려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은 새로운 멸치의 먹이 그물을 구성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교사가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델링 수업을 의도했을 때 학생 주도적인 높은 수준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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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4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4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4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

음 표 49와 같다.

T4 교사 1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중단원 및 소단원 분자의 구조 2.분자의 극성

성취기준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

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④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 공유 결합의 성

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수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과 같이 간단한 분자들을

루이스 점전자식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전기음성도를 도입

하여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이해하게 한다.

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메탄,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

소 등 간단한 공유 결합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구

조의 대칭성과 결합의 극성을 통해 분자가 극성을 띠는 지

의 여부를 알게 한다. 끓는점 등과 같은 물질의 성질이 분

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모둠활동지, 진단평가지

표 49. T4 교사 1차 수업 주제

1차 수업의 주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모둠활동 학습

지를 이용한 강의식, 모둠활동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은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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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평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으로 모둠활동 위주의 문제

풀이 형태로 이루어졌다. T4 교사는 과학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진행

하며, 거꾸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밴드에 거꾸로 수업 영상을 일주일

에 한 번 정도 올리고 학생들이 미리 예습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한다.

수업 시간에는 미리 예습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내용 설명이

이루어진 후, 모둠별로 학습지의 확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둠 토의 수업

형태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중요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모형 관련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이 개념들은 수업 순서대로 정리하였다(부록 4).

나. 2차 수업 분석 : T4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4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0과 같다.

2차 수업의 주제는 1차 수업에 분자의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1차 수업

과 진행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모둠별 문제 풀이 수업 위주로 이루어

졌다. 단, 1차 수업에 비해 교사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

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수업 시간에 실제 과학의 본성과 관찰

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였으며, 마지막에 분자 구

조를 모둠별로 그려보는 모델링 활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과학적 개념과 모형 관련 내용을 수업 순서대로

정리하였다(부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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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교사 2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중단원 및 소단원 분자의 구조 2.분자의 극성

성취기준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

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④ 간단한 분자들의 루이스 구조를 통해 , 공유 결합의 성

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수소,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과 같이 간단한 분자들을

루이스 점전자식을 이용하여 나타낸다. 전기음성도를 도입

하여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이해하게 한다.

⑤ 전자쌍 반발 이론을 통해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의 극성과 끓는점 등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분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전자쌍 반발 원리를 이용하여 메탄, 암모니아, 물, 이산화탄

소 등 간단한 공유 결합 분자의 구조를 설명하고, 분자 구

조의 대칭성과 결합의 극성을 통해 분자가 극성을 띠는 지

의 여부를 알게 한다. 끓는점 등과 같은 물질의 성질이 분

자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모둠활동지, 진단평가지

표 50. T4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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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4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4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1와 같다.

T4 교사 3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닯은꼴 화학 반응

중단원 및 소단원 산화 환원 반응 01. 산화와 환원

성취기준
화1401.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

에 의한 화학적 산화 환원 반응임을 설명할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①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에 의

한 화학적 산화 환원 반응임을 이해한다.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 등의 화학 반응

에 산소가 공통적으로 관여하고 있음을 설명하여, 산소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 활동 예시]

③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과 원리 알아보기

철의 부식은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

다. 따라서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실제적 의미

를 지닌다. 철의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과 원리가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게 한다.

수업자료 모둠활동지, 실험 준비물(12홈판, 시약, 금속조각등)

표 51. T4 교사 3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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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

다면,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

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와 흐름을 고려하여 모형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교사와 논의하였다. T4 교사는 금속 반응 실험을 선정하였

고,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통한 설명보다는 직접 실험 활동을

통해 체득하는 것이 과학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하

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실험을 계획해 보고 진행하며 결과를 만들어 가

는 과정에서 더욱 산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게 될 것을 의도하였다. 그리

고 모델링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 활동지를 통해 금속 반응

실험을 간단히 그림으로 그려보고 산화 환원 반응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T4 교사는 실험에 대한 주의점과 준비물에 대한 안내 등을 해 준 후,

모둠별로 알아서 실험을 설계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탐구를

진행하였다. 제한된 수업 시간동안 열린 탐구를 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거꾸로 수업 영상을 올려 산화 환원에 대한 개념을 예습할 수 있도록 하

였고, 과제로 유튜브에서 금속 반응 실험을 검색하여 실험 영상을 2∼3

가지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일률적인 탐구 활동을 안내하지 않고 실험 한 결과, 간단한 실험이지만

모둠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을 설계하고 자유롭게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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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5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5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5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2과 같다.

T5 교사 1차 수업 2-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

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위기의 지구

중단원 및 소단원 2. 지구 기후 변화 4.지구 환경 변화

성취기준
지13204. 엘니뇨, 해수면 상승, 오존 홀, 사막화, 황사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④ 엘니뇨, 해수면 상승, 오존 홀, 사막화, 황사 등과 같은 현상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엘니뇨, 지구 온난화에 수반된 해수면 상승 및 강수량 감소로 인한

사막화, 과잉 토지 이용에 따른 황사, 유해 화학물질에 의한 오존

층 파괴 등을 다룬다. 또한 이 현상들이 전반적인 지구 환경과 인

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시킨다.

[탐구 활동 예시]

① 지구 기온 변화 자료 분석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 경향 조사하

기 직접적인 장기 관측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최근 신문․

잡지․방송 등의 대중매체에 소개된 다양한 지구 기후 변화 현상

및 기상 이변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구의 기후가 전반적으

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토론해본다.

[유의 사항]

생동하는 지구 단원에 있는 ‘황사’는 일반적인 기상현상으로서 보

았다면, 이 단원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환경변화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원인과 변화하는 양상, 그 피해와 대책을 중점으로 다룬

다.

환경 오염을 다룰 때에는 실제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실제

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에게 유의

미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52. T5 교사 1차 수업 주제

1차 수업의 주제는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산성비, 황사, 오존

층 파괴에 대한 내용을 PPT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

시 수업은 T5 교사가 평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보통의 수업을

관찰하였다. 해당 교사의 평소 수업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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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교사에게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의 수업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

였다. 또한 연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촬영은 연구자가 교실

에서 직접 관찰하지 않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한 수업내용

을 전사하였다.

T5 교사는 대부분의 교실에서 진행하며, 학습지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

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중요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모형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개념들은 수업 순서대로 정리하였

다(부록 4).

나. 2차 수업 분석 : T5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5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3과 같다. 2차 수업의 주제는 천구와 좌표계로 1차 수업과 마찬가지

로 교실에서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이 수업에서 사용된 과학적 개념과 모형 관련 내용을 수업 순서대로 살

펴본 결과 모델의 사용은 총 9회가 나타났으며, 3차 수업보다 모델이 제

시된 빈도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사용된 모델은 모두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학습 모델이었으며, 천구라는 주제 특성상 같은 개념에 대해

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모델의 다양성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천구의 플래시 모형을 이용하는 시뮬레이션 모델, 천구의 시간권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세계 지도 사용(도해 모델), 지평좌표계의 고도를

재는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활용한 교사의 몸짓 모델, 지구의 공전궤도

를 직접 칠판에 그려서 설명하는 개념-과정 모델 등, 모두 천구와 관련

된 개념으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모델이 교사에 의

해서 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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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교사 2차 수업 2-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다가오는 우주

중단원 및 소단원 천체 관측 01 별자리와 지구의 운동

성취기준
지14103-1. 적도좌표계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

타낼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③ 적도좌표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남중시각

과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상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듯 천체의 위치도 적

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천체의 남중 시각과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적도 좌표의 적경, 적위 값과 관련됨

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 활동 예시]

① 역서에서 천체의 적도 좌표를 찾아 천체의 관측 시기 알

아내고 별자리판에서 확인하기

이 단원을 공부하는 계절에 대표적인 별자리의 적경과 적위

를 알아보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결정

하여 별자리판에서 확인하거나 밤하늘에서 직접 관측한다.

⑤ 모형을 이용하여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의 원리 탐구하

기 (예: 달의 위상 변화, 일식, 월식)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이용하여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들을

모형으로 구현해 보고 실제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게 한다. 태양, 지구, 달의 크기와 거리 관계를 보여

주어 실제 크기 관계는 모형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

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53. T5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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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5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5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4와 같다.

T5 교사 3차 수업 2-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다가오는 우주

중단원 및 소단원 천체 관측 01 별자리와 지구의 운동

성취기준
지14103-1. 적도좌표계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

타낼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③ 적도좌표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타내고, 남중시각

과 지평선 위에 떠있는 시간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상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로 나타내듯 천체의 위치도 적

도 좌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천체의 남중 시각과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시간이 적도 좌표의 적경, 적위 값과 관련됨

을 이해하게 한다.

[탐구 활동 예시]

① 역서에서 천체의 적도 좌표를 찾아 천체의 관측 시기 알

아내고 별자리판에서 확인하기

이 단원을 공부하는 계절에 대표적인 별자리의 적경과 적위

를 알아보고,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결정

하여 별자리판에서 확인하거나 밤하늘에서 직접 관측한다.

⑤ 모형을 이용하여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의 원리 탐구하

기 (예: 달의 위상 변화, 일식, 월식)

다양한 방법과 재료를 이용하여 달과 관련된 천문 현상들을

모형으로 구현해 보고 실제 천문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게 한다. 태양, 지구, 달의 크기와 거리 관계를 보여

주어 실제 크기 관계는 모형과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게 한

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지, 우산, 매직, 학습지, PPT

표 54. T5 교사 3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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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

였다면,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

하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T5 교사는 2차시 수업에 이은 천구와 좌표계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3차

시 수업에서는 천구에 대한 모델링 활동으로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둠

활동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투명 우산을 가지고 천구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면서 지표면에서 관찰할 때의 일주운동 방향과 천구에서 관찰할 때의

방향, 천구의 명칭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다. 학생들이 직접 우산

천구 모형을 이용하여 모둠별로 직접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보고 이 내

용을 천구 모형의 그림으로 활동지에 정리해 보면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을 경험하게 된다. 이 주제에 대한 3차 수업의 자세한 흐름은 부록

4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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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6 교사의 수업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6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6 교사의 1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5와 같다.

1차 수업의 주제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성으로 학습지

와 PPT를 이용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시 수업은 T6 교사

가 평소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평범한 수업 형태를 관찰하였다. 해

당교사의 평소 모습을 가장 자연스럽게 관찰하기 위한 수업으로 교사에

게 특별한 준비 없이 평소 하는 수업의 모습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였

다. 이에 교사는 평소에 가장 많이 진행하는 방식의 수업을 준비하였으

며, 연구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업 촬영은 연구자가 교실에서 직

접 관찰하지 않고, 미리 카메라를 설치한 후에 촬영된 수업내용을 전사

하였다.

수업은 PPT와 학습지를 이용한 강의식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과학실이 아닌 교실에서 분단별(2열 4분단)로 배치된 일반적인 형태의

책상 배치로 진행되었다.

수업 준비 후에 먼저 지난 시간확인을 거쳐 이번 수업 주제인 병원체

에 대해서 교사의 설명이 이루어졌으며, 주로 PPT화면을 통해 사진자료

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학습지를 보면서 설명을 들었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이나 직접적인 참여는 없었으며, 전체적으

로 전형적인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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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교사 1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

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항상성과 건강

중단원 및 소단

원
3. 방어 작용, 1. 질병과 병원체

성취기준
생1331-1.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설

②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작용을 이해한다.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작용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위해 피부, 눈물 등에 의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다룬

다.

③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면역 작용을 이해한다.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2차 방어 작용을 이해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항원, 항체, 항원 항체 반응 등의 개념과 혈액과 림

프에서 일어나는 특이적 면역 작용을 다룬다.

[탐구 활동 예시]

③ 다양한 백신의 제조 방법에 대해 조사․토론하기

다양한 백신의 제조 방법과 효과에 대한 조사, 발표를 하고 백

신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 활동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예방주

사의 원리와 한계에 대해 알고,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55. T6 교사 1차 수업 주제

나. 2차 수업 분석 : T6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2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6과 같다. 2차 수업의 주제는 1차 수업에 이은 인체의 방어 작용에

대한 내용으로 1차 수업과 크게 다르지 않게 강의식 수업으로 이루어졌

다. 단, 1차 수업이 교사의 가장 자연스러운 평소의 수업의 모습이었다

면, 2차 수업의 교사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공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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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 교사 2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

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항상성과 건강

중단원 및 소단원 3. 방어 작용, 2. 인체의 방어 작용

성취기준
생1332.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비특이적 방어 작용

을 설명할 수 있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②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작용을 이해한

다.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1차 방어 작용을 이해하게 한

다. 이를 위해 피부, 눈물 등에 의한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다룬다.

③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면역 작용을 이해한다.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2차 방어 작용을 이해하게 한

다. 이를 위해 항원, 항체, 항원 항체 반응 등의 개념과 혈

액과 림프에서 일어나는 특이적 면역 작용을 다룬다.

[탐구 활동 예시]

③ 다양한 백신의 제조 방법에 대해 조사․토론하기

다양한 백신의 제조 방법과 효과에 대한 조사, 발표를 하고

백신의 장단점에 대해 토의 활동을 하게 한다. 이를 통해

예방주사의 원리와 한계에 대해 알고, 일상생활에서 과학적

정보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56. T6 교사 2차 수업 주제

과학적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자의 연수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연

구에 참여한 교사 스스로 현재 생각하는 모형의 적용을 보기 위한 수업

을 진행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이에 T6 교사는 평소와 비슷한 강의식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형 사용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

다. 대부분의 모형 사용은 교사 주도 모형 사용의 모습을 보였으며, 이

수업에서도 1차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모둠 활동이나 직접적인 참여

는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강의식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칠판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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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해당 현상에 대해 특징을 간단히 나타낸 모형을 칠판에 그림으로

그리는 교수 주도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동영상을 활용해 동영상

속에 나타난 표상 형태의 모델을 제시하며 개념 설명을 위한 모형 사용

이 나타났다. 총 7회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모두 개념 설명을 위한 교

육 과정 모델 학습의 사용으로 나타났다.

다. 3차 수업 분석 :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6 교사의 3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57과 같다.

2차시 수업에서는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형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

였다면, 3차시 수업에서는 해당 학급의 수업의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

하여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와 흐름을 고려하여 모형 활동을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교사와 논의하였다. T6 교사는 처음에 먹이 그물과 관련된

주제나 방형구법과 관련된 주제를 고려하였다. 모형 활동을 적용하게에

방형구법은 관련된 공식을 적용해 보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주제는 먹이 그물과 관련된 주제로 선정하였다.

처음 T6 교사는 2차 수업에서 주로 나타났던 수업 방식인 먹이 그물과

관련된 동영상을 제시한 후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할 것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논의를 통해 동영상을 제시하고 먹이 그물 모형을 그려

보는 것만으로는 학생주도 모델링 과정을 체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하였다. 특히 먹이 그물과 관련된 주제는 하위 학년에서부터 다룬 주제

로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을 우려되었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게

임 활동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이와 관련된 고등학생들이 생각해보고

해결할 만한 수준의 추가 질문(미션활동)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여러 차

례의 논의를 거친 후에 먹이 그물 게임 활동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모

둠 별로 모여 게임 속에서 나타난 먹이 그물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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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모둠 모형을 전체에 발표한다. 그 후 추가 미션을 제공하여 모둠별로

이 미션을 추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T6 교사 3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

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자연속의 인간

중단원 및 소단원
1.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1.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성취기준
생1411-1. 생태계의 구성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

다.

2009 교육 과정 해

설

(가)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이 단원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며, 생태계의 구

성 요소와 그 기능,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 개체군의 구조와

특징, 군집의 구조와 특징,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등의 내

용을 포함한다. 또, 생태계의 구성을 이해하여 생태계를 보전, 유지

하기 위한 인간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한다.

①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환경 요인에는 빛, 온도, 수분, 토양, 공기 등과 같은 비생물적 요인

과 동물, 식물, 미생물 같은 생물적 요인이 있음을 알게 한다. 환경

요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생물과 환경과의 상호 관계를 설명하게

하고,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 알게 한다.

[탐구 활동 예시]

② 생태계에서 물질의 순환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기

생태계에서의 물질 순환 모형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고 토의하

기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상상력을 발달시키고, 아이디어를 가시화함으

로써 독창적인 방법으로 산출물을 얻는 경험을 제공한다.

[유의 사항]

이 단원에서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그들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

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도록 한다. 환경오염은 다른 과목에서 중

복해서 다루므로 ‘생명 과학 Ⅰ’에서는 다루지 않고, 생물과 환경과

의 상호 관계,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 자료, 4절지, 학습지, PPT

표 57. T6 교사 3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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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업과정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의 활용

분석

과학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들이 과학을 해나가고 이를 통해 과학

을 배우고, 과학이 무엇인지도 함께 배우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의 수업에서는 입시를 준비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수업에서 모형 활용은 학생들에게 과학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교수적인 이유에서 모형을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

한 6명의 교사들은 1차부터 3차까지 3번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모형

활용을 의도하지 않은 일반적인 수업인 1차 수업부터, 교사 나름대로의

모형 활용을 의도한 2차 수업, 그리고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메타 모델

링 지식에 대한 개념 연수와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연수에 참여

후에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3차 수업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적용한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먼저, 1차부터 3차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 활용 현황을 분

석해 보고자한다.

1.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 유형 분석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의 활용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델 유형 분석을 실행하였다.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의 유형 분석을 위해, 표 58의 분류틀을 사용하였다. 이 분

류틀을 사용한 이유는 학교 현장의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모델의 분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분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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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분류틀 자체가 매우 다르거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류 기

준에 따라서 한 모델이 여러 분류에 속하기도 하고 다른 분류에 속하기

도 한다.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 맞게 분류 기준을 세우고,

분류를 하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교수 학습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사용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 Harrison &

Treagust(2000)의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분류틀을 사용하

였다. 각 분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3장 3절의 분석 기준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수업에서 사용된 모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체 수업을 전사하고

수업 상황에서 나타난 과학 개념별로 코딩한 후 해당 개념의 설명 방법

에 대해서 분석한 후 최종 어떠한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결정하였다.

연구자와 공동연구자가 각각 분류틀에 의해 1차로 분류한 뒤, 협의를 통

해서 모델을 최종 분류하였다. 먼저 수업에 나타난 모델의 유형을 분석

하였으며, 다음 섹션에서 해당 모델이 모델링 과정으로 발전이 되었는지

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였다.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 유형 분석을 위해

먼저 교사별 수업에 제시된 모델의 사용 현황을 분류하였다. 수업의 전

체 흐름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난 사례를 [ ]대괄호

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자세한 수업 전체 흐름과 모델 사용의 예는 부

록 4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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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교수 모델

(Scientific and teaching models)

1. 비율 모델 (Scale models)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that build conceptual knowledge)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Iconic and symbolic models)

4. 수학적 모델 (Mathematical models)

5. 이론적 모델 (Theoretical models)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Models depicting multiple concepts and/or processes)

6. 지도, 도해, 표 (Maps, diagrams and tables)

7. 개념-과정 모델 (Concept-process models)

8. 시뮬레이션 (Simulations)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Personal models of reality, theories and processes)

9. 정신 모델 (Mental models)

10. 통합 모델 (Synthetic models)

표 58.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분류(Harrison & Treagus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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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별 모델 사용 유형 분석

가. T1 교사

① 1차 수업

T1 교사의 1차 수업에서 제시된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3회의 모델 사

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

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지질시대의 시대별 생

물에 대한 내용으로 판구조론에 따른 대륙 이동의 모습이 시뮬레이션 모

형으로 제시되었다. 1차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모델 사용을 의도

하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이 수업에서 제시된 대륙이동과정 모습이 모형

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모델 사용을 의

도하지 않더라도 과학 수업에서는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본수업 판게아

PPT 화면을 이용하여 판게아가

생성되는 대륙이동과정을 시뮬

레이션 모형으로 교사가 제시

설명

시뮬레이션

본수업
중생대

판의 이동

PPT 화면을 이용하여 중생대

시기의 판의 이동 과정을 시뮬

레이션 모형으로 교사가 제시

설명

시뮬레이션

본수업

신생대

말의

수륙분포

PPT화면을 이용하여 신생대 말

의 수륙 분포의 모습을 교사가

제시 설명

지도

표 59. T1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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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게아 : 대륙이동 모델 제시 [시뮬레이션 모델]의 사용 사례

 
 T1: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잘 안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만 하라고 놨구요. 로라시아 대륙하고 곤드와나 대륙이 굉장히, 로라
시아 대륙이 현재의 아시아 쪽의 이쪽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곤드
와나는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대륙이 어쨌든 옛날엔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처음부터 판게아 초대륙 딱 이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거, 우리 공부했었죠? 그지? 마그마의 바다도 
형성이 되고, 식으면서 철질 암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심핵으로 
가고 그죠? 바깥에 맨틀이 있고, 지각이 형성된 거죠. 굳어가지고. 
그 담에 비가 내리면서 뭐가 됐습니까? 바다가 된거죠? 그때 하나
의 땅덩어리로 끝이 아니라 46억년부터 5.4억년까지 긴 기간이였잖
아? 그죠? 대륙이 막 변동하니까, 대륙이 변동된 그 상황은 놔두고 
고생대를 보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생대 때를 추적을 한 거죠? 
그때 화석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제 얘기했었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들을 보구서 얘와 얘가 과거에 같은 땅이었구나 추정했다고 했
죠?

대륙이동 모델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시기별로 대륙이동

의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계속해서 슬라이드 화면을 제시

하면서 해당 개념을 설명한다. 주로 화석 사진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② 2차 수업

T1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2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표 60과 같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학생들이 생물대멸종의

원인을 모둠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고 이 가설에 따른 근거를 인터넷 자

료를 활용하여 찾아 타당한 근거를 모둠별로 정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시된 모델의 사용은 가설에 대한 근거를 그림

과 글을 이용하여 정리한 도해 모델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2차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이러한 활동을 모델 활용으로 의도하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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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적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모둠 활동 이후 지질시대 대멸

종 사건을 정리한 그래프를 PPT 화면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의한 모델 사용이 나타났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모둠활동
생물대멸종

가설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물

대멸종 가설에 대해 자료조사를

하고 멸종된 원인을 정리하는

말과 그림으로 정리하는 모둠

모형 제시

도해

정리

대멸종

그래프

제시

PPT 화면을 이용하여 지질시대

에 발생한 대멸종 사건의 그래

프를 교사가 제시 설명함

도해

표 60. T1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6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1과 같다. 3차 수업은 교

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모델과 모

델링 사용의 의도한 3차 수업에서는 모형 사용의 빈도가 늘어났으며, 교

사가 직접 플러렌과 탄소 나노튜브의 실물 모형을 제시하며 구조를 직접

학생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모둠별로 직접 탄소 동

소체의 육각형 모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다양한 물질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모둠별 마무리 활동을 통

해 구성한 전기 회로를 모형으로 그려보는 활동을 도해 모델로 분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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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업 마무리에서는 교사가 몸짓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의 흐름을 이

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적인 내용을 전달하려는 몸

짓모델로 분류하였다. 모델을 분류하는 다양한 기준과 분석틀이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몸짓 모델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수 학

습에 적용되는 모델 사용의 분류에 해당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로 분류

하였다. 3차 수업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교사는 연구자가 분석한 모델의

분류에 동의하였으며, 교사 본인도 이러한 모델의 사용을 의도하며 수업

을 설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1 교사의 모델 사용을 보면 직접적으로

모델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와 사용된 모델의 종

류가 모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수업 안내
탄소나노튜

브모형

탄소 나노튜브 원자 구조 모형

을 직접 교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수업 안내 플러렌 모형
플러렌모형을 모형을 직접 교

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본차시 탄소동소체
탄소동소체의 구조의 형태를

교사가 판서를 하며 말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둠활동

그래핀

육각형 구조

만들기 활동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분

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트의

공과 막대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을 만듬

비율 모델

모둠활동

정리

전기 회로도

작성

모둠활동을 통해 전기 회로를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들이 만

든 회로를 활동지에 회로도로

그려봄

도해

수업

마무리
전기 회로

전기 회로에 대해서 교사가 몸

으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표 61. T1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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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0 0 3 3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0 0 2 2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0 0 0 0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1 2 1 4

7. 개념-과정 모델 0 0 0 0

8. 시뮬레이션 2 0 0 2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모델 사용 빈도 3 2 6 11

표 62. T1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T1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2). 3차 수업에서 모델의 사용 빈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

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의 종류와 빈도는 주제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

된다(그림 11). T1 교사의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

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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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1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12. T1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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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2 교사

① 1차 수업

T2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3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3과 같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지질 시대의 익룡과 화석

의 생성과정으로 익룡의 모습을 표본이나 화석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

라, 익룡의 진화에 따른 익룡 몸의 구조가 강조된 비율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하는 비율모형이 나타난다. 또한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과

조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층이 쌓이는 모습을 몸짓으로 설명하는 교수

적-비유적 모형과 화석의 생성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모형을 화면을

통해 제시하는 개념 과정 모델이 제시되었다. 1차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T2 교사는 이 수업에서 사용된 개념 중에서 익룡의 비율 모델만 모델로

인식하고 있었다. 1차 수업은 모델 활용을 의도하지 않은 수업이지만 과

학 교수 학습의 특성상 주제에 따라 모델의 사용이 쉽게 나타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본수업 익룡

익룡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보

여주는 익룡의 특정 부분을 강

조한 교과서 모형을 PPT 화면

으로 교사가 제시하고 설명

비율

본수업
　화석의

생성과정

화석의 생성과정 PPT 화면을

이용하여 과정 그림으로 제시하

고 설명

개념

-과정

본수업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이 쌓이는 모습을 교사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설명

교수적

비유적

표 63. T2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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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2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 사용이 나

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4).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학생들이 화석을 관찰하고

화석의 특징을 모둠별로 활동지에 적어보는 활동으로 화석을 표본으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 정리 활동 과정에서 각 화석의 특징과 생명

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어원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과정에

서 모델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화석 표본만 관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화석 하나하나의 특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과거의 기록인 화

석으로부터 해당 생물이 실존해 있을 때의 모습과 생활 모습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설명을 통해 교수적 비유적 설명이 나타났

다. 이것은 T2 교사의 전공 특성상 통합 과학의 주제 중 자신의 전공인

지구과학 분야의 내용에서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T3 교사의 2차 수업에서도 동일한 주제의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전공이 공동과학인 T3 교사의 수업에서는 화석 관찰 위주로 수업

이 이루어진 후. 각각의 화석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교사가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사례를 보면 산호화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산호 화석에는 하루하루

생장선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과거 지구의 자전속도가 빨랐음을 알 수

이으며, 자전 속도가 빨랐던 이유는 지구와 달의 거리가 더 가까웠으며,

이 과정을 교사가 몸짓을 이용하여 지구와 달의 공전과 자전을 설명하였

다. 산호 화석을 관찰하며 과거 지구의 자전속도와 달의 거리를 설명할

수 있는 배경 지식에는 전공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복족류의 모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고동, 소라의 모습에

비유하여 배에 다리가 붙어있는 모습을 언어적 비유 모델을 사용하여 설

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배가 다리가 된다는 개념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는 직접 배를 내밀고 배를 다리처럼 활용해서 몸을 움직이는

복족류의 모습을 몸짓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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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 교사는 화석을 활용한 수업이 막연히 모델

을 활용한 수업일 것이라고 생각 하고 화석을 통해 해당 생물이 살아있

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의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T2 교사는 2차 수업에서 명확하게 모델링 과정을 의도하지

는 않았지만, 교사의 모델에 대한 인식과 어느 정도의 의도만으로도 모

델 사용이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2

차 수업에서는 수업에 나타난 모델 사용은 교사가 주도하며 제시하는 방

법으로 모델 사용이 나타났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도입
지질시대의

길이

화면을 이용하여 지질 시대의

길이 나타낸 도해 모델을 활용

하여 교사가 설명

도해, 표

관찰정리 방추충

교사가 방추충의 어원을 설명하

기 위해 방추충의 모습을 실타

래에 비유하여 손으로 표현

교수적

비유적

관찰정리

산호화석-

지구의

공전과

자전

산호 화석을 통해 과거 지구의

하루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설

명하면서 과거 지구의 자전 속

도가 빨랐던 과정을 지구와 달

의 거리를 손으로 표현하며 설

명

교수적

비유적

관찰정리 복족류

복족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는 현재의 고동, 소라의 모

습에 비유하여 설명

교수적

비유적

표 64. T2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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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13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

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5과 같다. 3차 수업은

교사가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갖고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의도하고 수업을

설계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는 모형 사용의 빈도가 늘었났으며,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었다.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고, 결합 구조에 따른 겉모습 모형을 만들어

보고, 풍화 실험을 통해 결합 구조의 차이를 알아보는 모둠 활동에서 모

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모둠활동이 끝난 후 교사의 결과 정리 부분에서

는 모둠 활동에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본 모형에 대한 교육 과정 모델

을 화면을 통해서 제시하며 교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상 모델이 5회

사용되었다.

모둠활동이 끝난 후 학생 개별 활동을 통해 결합 구조 모형을 스케치

해보는 활동에서 통합적인 모델 사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규산

염 광물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던 직관적 모델을 모둠활동 과정과 교사의

설명을 통해 수정하게 되고 이것을 직접 스케치를 통해 개별 활동지에

작성해보는 과정으로 통합 모델로 분류하였다. 실제 수업에서는 시간의

문제로 개별 모델링 과정은 다음 차시까지 이어 교사의 피드백과 함께

진행되었다. 통합 모델로 분류한 이유는 학생들은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규산염 사면체의 단일 모형을 직접 비율 모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개별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에

대해서 수정하고 과학적 모형에 가깝게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모든

실험 수행 후에 개별 학습지에 규산염 사면체의 단일 모형을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고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을 과학적 모형

으로 표상하여 스케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설명을

통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초기

의 자신의 직관적인 모델을 과학적 모델로 통합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마찬가지로 같은 수업 실험 과정 동안 나타난 결합 구조 모형과 풍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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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스케치하는 과정에도 통합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전체 수업 중 유일하게 통합 모델이 나타난 수업으

로 학생들이 자신이 소유한 직관적 모델과 교사의 과학적 모델을 통합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안 개념이 변화하는 모델의 사용을 통합 모델로

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신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방법 상 학생 개인의 인식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정

신 모델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실행 과정을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이

에 따라 교사 위주로 수업이 촬영되었으며, 학생 모둠 활동이나 학생 개

개인의 수업 참여 과정을 세부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하지 않았다. 물론

본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이 모인 모둠을 위주로 모둠 활동을 촬영하였으

나, 이 부분은 교사의 수업 진행에 대한 학생의 전체적인 반응과 흐름을

위주로 살펴보는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모둠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들 간의 대화를 세부적으로 연구 데이터로 수집하지는 않았다. 또한 본

수업에 적용된 모델링 활동은 넓은 의미의 접근하기 쉬운 모델링 활동으

로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 모형을 표현하고 해당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 모델로 발달하는 과정의 세부적인 단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지 않고, 한 차시의 짧은 시간동안 수행되는 모델링 활동으로 학생들의

정신 모형이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세부적인 단계가 나타나지 않았

다.

3차 수업이 끝난 최종 인터뷰에서 교사는 연구자가 분석한 모델의 분류

에 동의하며, 이러한 모형의 사용을 의도하고 수업을 설계하였다고 응답

하였다. T2 교사의 모델 사용 현황을 보면 1차 수업보다 3차 수업에서

빈도와 모델의 종류가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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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 PPT로 제시 모상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모형 만들기

학생들이 직접 종이를 이용하여 규산

염 사면체 모형을 만듬
비율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결합 구조

만들기

빵끈으로 규산염사면체를 결합하여

모둠별로 결합 구조 2가지씩 만들어

보는 활동

모상

모둠활동

규산염

사면체의

겉모습 모형

결합 구조를 만든 후 한지를 이용해

서 겉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만들어보는 모둠 활동

개념-

과정

모둠활동 풍화 실험

분무기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만들어

진 모형에 충격을 가하여 풍화 실험

을 수행함

시뮬레

이션

모둠활동

결과 정리
단일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모상

모둠활동

결과 정리
사슬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모상

모둠활동

결과 정리
복사슬형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모상

모둠활동

결과 정리
판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모상

모둠활동

결과 정리
망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
모상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개별 활동지에 규사염사면체 모형을

만든 모습을 스케치
통합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결합 구조 모형을 스케치 통합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풍화된 모습을 스케치 통합

표 65. T2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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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1 0 1 2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1 3 0 4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0 0 7 7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0 1 0 1

7. 개념-과정 모델 1 0 1 2

8. 시뮬레이션 0 0 1 1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3 3

모델 사용 빈도 3 4 13 20

표 66. T2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T3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6). 3차 수업에서 모델의 사용 빈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

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의 종류와 빈도는 주제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

된다(그림 13). T2 교사의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

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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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2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14. T2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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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3 교사

① 1차 수업

T3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6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7과 같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이온화 식을 이용한 중화

반응에 대한 내용으로 주제 특성상 다른 차시에 비해 모형 사용이 빈번

히 나타났다. 이와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과학 수업에서

는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필수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진단평가
산, 염기,

이온화 식

쪽지시험 형태로 이온화 식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진단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행

모상

진단평가

확인
수산화이온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 수산화이

온이 되고, 산 성질이 된다는 과

정을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교사

가 판서를 하며 설명

개념-과정

진단평가

확인

전해질의

전도성

염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교

사가 판서를 하며 설명

개념-과정

본수업
산, 중성,

염기
Ph를 숫자로 나타내는 개념 설명 도해, 표

본수업 중화반응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을 내어

주는 부분 설명
개념-과정

본수업 이온화 식
판서를 하며 이온화 식 쓰는 방

법을 설명
개념-과정

표 67. T3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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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2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 사용이 나

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8과 같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지질시대 익룡의 진화 과정

과 화석 관찰을 주제로 하였다. 지질 시대의 기간을 나타낸 그래프와 화

석의 생성과정에 대한 도해 모델 모두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하였다. 화석의 재결정 작용 모형에서는 치환 과정에 비유하여 설명

하는 비유 모델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교과서의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도입 지질시대

46억년 전부터 지질시대가 시작

됨을 설명하면서 지질시대 그래

프를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

도해

본수업
익룡의

모습

익룡의 특징을 그림 모형으로

나타낸 활동지를 제시하며 교사

가 익룡의 모습을 설명

비율

본수업
화석의

생성과정

화석의 생성과정 PPT 화면을

이용하여 과정 그림으로 제시하

고 설명

개념-과정

본수업
화석-재결

정작용

화석의 재결정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치환 과정에 비유하여

교사가 설명

개념-과정

표 68. T3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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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3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

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69와 같다. 3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1차 수업보다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1차 수업은 이온화 식을 주제로 하여 더 빈번하게 모형이

사용되었지만, 3차 수업에서는 먹이 그물을 주제로 하여 모형 사용의 빈

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 2차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학생이 참여하는 모델 사용이 3차 수업에서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내용 분석을 통해 모형의 빈도보다는 어떤 의도와 방법을 가지고 모형을

적용했는지가 수업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수업 안내 먹이 그물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제

시하며 설명
도해

모둠활동 플랑크톤

플랑크톤의 사진이 아닌 플랑크

톤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비

율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고

설명

비율

수업

마무리

개별

모델링

활동

관찰한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활

동지에 개별적으로 멸치의 먹이

그물을 학생들이 그려봄

도해

표 69. T3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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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표 70과 같다. 3차 수업보다 1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수

업에서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난 경우로, 모델 사용의 빈도는 주제에 따라

서 빈도는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5). T1 교사의 전체 수업

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6).

모델 사용 빈도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델을 사용했는지도 중요하

므로, 다음 섹션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0 1 1 2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0 0 0 0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1 0 0 1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1 1 2 4

7. 개념-과정 모델 4 2 0 6

8. 시뮬레이션 0 0 0 0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모델 사용 빈도 6 4 3 13

표 70. T3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 211 -

그림 15. T3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16. T3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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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4 교사

① 1차 수업

T4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1과 같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이온화 식을 이용한 모형 사용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온

화 식을 이용하기도 하고,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면서 교수 학습 과정

에서 모델의 사용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도입 이온결합
이온결홥의 원리를 빵에 비유하

여 교사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쌍극자

모멘트

이온식을 이용하여 판서를 통해

공유결합을 교사가 설명 설명
모상

모둠활동

정리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과정을 보드마카에

비유하여 교사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둠활동

정리

공유전자쌍

화학기호

이온화 식과 화학기호를 판서하

며 공유전자쌍에 대해서 교사가

설명

모상

표 71. T4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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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4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 사용이 나

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2와 같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수소화합물의 결합을 걸그

룹의 능력에 비유하여 설명하거나, 형성평가 문항 풀이 과정에서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형 사용이 나타난다. 이온화 식을

많이 이용하는 화학 주제 특성에 따라서 모형 사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도입
수소화합물

의 결합

수소화합물의 결합 과정의 특성

을 설명하면서 걸그룹의 센터의

능력에 비유하여 설명

교수,

개념과정

모둠활동

문제 풀이
공유결함

형성평가 문항의 공유결합을 설

명하면서 이온화 식과 분자 결

합 모형 이용하여 설명

모상

모둠활동

문제 풀이
공유결함

형성평가 문항의 공유결합을 문

제를 학생들이 풀이
모상

모둠활동
분자 구조

모형

스케치북에 모둠별로 분자의 극

성에 따른 분자의 모형 그림
모상

표 72. T4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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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4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3과 같다. 3차 수업은 교

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

에서는 이온화 경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온식을 적고 설명하

는 모형 사용이 나타났으며, 1, 2차의 수업처럼 교사에 의한 모형 사용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형 사용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실험이 끝난 후 실험의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모델로 정

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금속반응 실험을 반응

식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금속이 반응을 하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그림과 글로 표상화하여 모델로 표현한 도해 모델 사용이 나타났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식을 이용하여 칠판에 이온

화 경향 순서를 판서함
모상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화 반응순서에 대해서 이온

식을 이요하여 교사가 설명함
개념-과정

모둠활동

안내

금속반응의

과정

금속반응의 과정의 반응식을 교

사가 판서하며 설명
모상

모둠활동

정리
금속반응

모둠활동을 통해 실험한 금속반

응 결과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

하고 개별학습지에 금속반응 과

정 모델을 그려보는 활동

도해

표 73. T4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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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0 0 0 0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2 1 0 3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2 3 2 7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0 0 1 1

7. 개념-과정 모델 0 0 1 1

8. 시뮬레이션 0 0 0 0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모델 사용 빈도 4 4 4 12

표 74. T4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T4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4). 3차 수업에서 모델의 사용 빈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종류도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

다(그림 17).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의 종류와 빈도는 주제별로 다른 것

으로 분석된다. T4 교사의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

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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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4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18. T4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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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5 교사

① 1차 수업

T1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5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5와 같다. 표

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오존층 파괴와 대기권의

기온, 사막화와 황사에 관한 내용으로 거시적 규모인 지구 규모의 현상

을 다루면서 모델을 통한 설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제이다. 대기권

의 기온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의 사용과 황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몸

짓을 통해 황사의 이동 과정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교사에 의한 모형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전시확인
오존층

파괴과정

오존층의 파괴과정을 이온식을

이용하여 판서하면서 과정설명
개념-과정

본수업
대기권

기온분포
기온분포 그래프를 칠판에 그림 도해

본수업 사막화
대기대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사

막화 지역에 대해 설명
개념-과정

본수업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 모델을 칠판에 그림 도해

본수업 황사
편서풍에 의한 황사의 이동 경

로와 그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

교수적

비유적

표 75. T5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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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5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9회의 모델 사용이 나

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6와 같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천구와 좌표계의 명칭과 구

조에 대한 주제로 천구 자체가 모형으로 모형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구의 구조와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 플래시 동영상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빈번하게 사용되며, 자

오선을 설명하기 위해 세계지도를 이용한 지도 모델이 사용되며, 좌표계

를 읽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몸짓을 이용한 교수적 비유적 모델이 사

용되기도 한다. 거시적 규모를 다루는 천구라는 주제 특성상 다양한 모

델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본수업 천구
플래시 자료를 이용하여 천구

의 모습을 제시
시뮬레이션

본수업 자오선
세계지도가 있는 보조 칠판으

로 설명
도해

본수업
수직권

적도
플래시로 설명 시뮬레이션

본수업 고도
손짓으로 고도를 재는 방법을

설명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방위각
방위각 재는 방법을 플래시로

설명
시뮬레이션

본수업 지평좌표계
팔을 뻗어 태양이 움직이는 경

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지평좌표계
방위각과 고도를 재는 방법을

플래시를 이용하여 설명
시뮬레이션

본수업 춘분점
칠판에 태양과 지구의 공젠궤

도 그림
개념-과정

본수업 황도 칠판에 황도 그림
교수적

비유적

표 76. T5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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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7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77과 같다. 3차 수업은 교

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2차 수업

에 이어 3차 수업에서도 거시적 규모를 다루는 천구라는 주제 특성상 다

양한 모델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차 수업에서는 우

산을 천구에 비유하여 투명한 우산 위에 별자리를 그리고 일주운동의 방

향을 천구 안에서 관찰하고, 또 천구 밖에서 관찰해보면서 일주운동 방

향의 차이를 모둠별로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산을 천구에 비유

하고 알아보는 주제에서 모형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학생들이 직

접 우산을 통해서 사용하는 학생 주도의 모형 사용도 나타났다. 우산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학습지의 모형 그림으로 확인하고, 천구 모형을 플

래시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다시 설명하는 등 같은 개념에 대해

서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 사용의 다중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을 의도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표현 방

법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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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수업 안내 일주운동
일주운동을 플래시 영상을 이용

하여 설명
시뮬레이션

본차시 천구
우산을 천구에 비유하여 교사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둠활동
별자리

우산을 가지고 천구에 비유하여

천구위에 별자리를 그려본다.

교수적

비유적

모둠활동 일주운동
우산을 움직이며 일주운동의 모

습을 확인한다
개념-과정

모둠활동
일주운동의

방향

우산으로 확인한 결과를 학습지

의 모형에 일주운동의 방향을

표시해본다.

비율

모둠활동

정리

일주운동의

방향

모둠 활동 정리 과정에서 교사

가 우산으로 일주운동의 방향을

학생 전체에 설명한다.

개념-과정

　

수업

마무리

주극성
우산을 이용하여 주극성과 전몰

성의 개념을 교사가 설명한다.
개념-과정

표 77. T5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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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0 0 1 1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1 3 2 6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0 0 0 0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2 1 0 3

7. 개념-과정 모델 2 1 3 6

8. 시뮬레이션 0 4 1 5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모델 사용 빈도 5 9 7 21

표 78. T5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T5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8). 3차 수업에서 모델의 사용 빈도

가 7회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종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그림 19).

T5 교사의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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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T5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20. T5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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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T6 교사

① 1차 수업

T6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2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9).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는 1차 수업에서도 주제

에 따라 모형 사용이 나타나며, 이 수업의 주제는 세균과 감염에 대한

내용으로 생물이라는 주제 특성상 모형보다는 생물체의 사진이나 현미경

관찰사진이 많이 제시되었으며, 세균의 경우에는 현미경 사진이 아닌 세

균의 특징이 잘 나타나게 표현된 도해 모델이 사용되었다. 말라리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으로 개념을 설명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말라

리아의 전염 과정을 알기 쉽게 나타낸 도해 모델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의 도해 모델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념

과정을 설명하는 여러 개의 도해 모델이 사용되었으므로, 말라리아의 전

염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과정 모델로 분류하였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전시확인 세균

세균의 현미경 사진이 아니라

세균의 특징을 나타낸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교사가 설명

도해

본수업 말라리아

말라리아의 전염과정을 동영상

으로 제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서 전염과정 모형이 나타남

개념-과정

표 79. T6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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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6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7회의 모델 사용이 나

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80과 같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신체의 방어 작용과

면역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모습이나 항원 항체의 모습을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추후 교사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모델 사용으로

의도하고 사용하였다고 했다. 화면으로만 모형을 제시하지 않고 직접 간

단하게 몸의 모형, 항체의 모형을 그려 설명하면서 모형을 통해 학생 이

해를 높이고자 의도하였다고 했다. 이와 같이 교사가 생각하는 모형 사

용의 대부분은 교사 주도의 과학 개념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

용하고자 할 때 빈번히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영상을 통해 모

형 사용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T6 교사는 동영상으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의도 하였으며, 추후 3차 수업을 계획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동영상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토론 과정에서 동영상 제시보다

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사용 과정으로 수업 내용을 수정하였다. 자세한

모델링 사용에 관한 논의는 다음 섹션에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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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본수업
우리몸의

방어작용

교사가 우리몸의 방어작용을 설

명하기 위해 칠판에 우리 몸의

형태를 둥근 타원형의 형태로

그림을 그려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위 점막의

방어작용

교사가 위 점막의 방어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위의 형

태를 그림을 그려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히스타민의

분비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일련의 과

정을 나타낸 교과서 모형을 화

면으로 제시함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백혈구

식균작용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서

식균작용의 과정을 나타나는 일

련의 그림이 제시됨

개념-과정

본수업
항원

항체 반응

항원과 항체의 모습을 둥근 형

태로 칠판에 그리며 반응의 기

작을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세포성면역

체액성면역

학습지로 설명을 하면서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과정을 비

교한 그림을 제시하며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본수업
세포성면역

체액성면역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과

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 그림으로 나타낸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설명함.

개념-과정

표 80. T6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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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총 4회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사용된 모델의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81과 같다. 3차 수업은 교

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2차 수업

보다 오히려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줄었지만, 3차 수업에서

는 단순히 동영상을 제시하거나 교사가 모형을 설명하는 활동보다 학생

들이 직접 모형을 다루어보고 재구성하는 활동이 늘어났다. 학생들이 다

양한 방법으로 모형을 다루어보는 상황이 나타났으며 교사가 메타 모델

링 지식을 가지고 모델 활용 수업을 설계 하고 적용할 때 학생이 주도하

는 모델 사용 빈도가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분류

게임 활동
피식자

포식자

먹이 그물 게임 활동을 하며 역

할 놀이를 통해 피식자와 포식

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일

련의 먹이 사슬 활동을 수행함

시뮬레이션

모둠활동 먹이 그물

모둠별로 게임을 통해서 확인한

피식 포식 관계를 통해 먹이 그

물을 그림으로 나타냄

도해

모둠활동 환경 변화

추가 미션을 주고 해당 조건이

반영된 경우 먹이 그물이 어떻

게 변화 되는지, 모둠별로 먹이

그물을 수정, 재구성하는 활동

도해

수업

마무리
먹이 그물

모둠별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

로 개별적으로 먹이 그물 모형

을 그리고 정리하는 활동

도해

표 81. T6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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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0 0 0 0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0 5 0 5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0 0 0 0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1 0 3 4

7. 개념-과정 모델 1 2 0 3

8. 시뮬레이션 0 0 1 1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모델 사용 빈도 2 7 4 13

표 82. T6 교사의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T6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활용 빈도를 전

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2). 3차 수업보다 2차 수업에서 모

델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의 종류와

빈도는 주제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되며, 교사 주도의 모델 활용의 경우

에는 짧은 시간을 통해 횟수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생이 주도하

는 모델 활용의 경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상대적으로 모델의 빈도

수는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의 종류와 빈

도는 주제별로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그림 21). T6 교사의 전체 수업에

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2).



- 228 -

그림 21. T6 교사의 1, 2, 3차 수업별 모델 유형 빈도

그림 22. T6 교사의 전체 수업의 모델 유형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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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전체 모델 사용 현황 분석

6 명의 교사 전체의 모델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83과 같이 나

타난다. 3차 수업에서 빈도가 37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에 따라

서는 3차 수업보다 1, 2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23). 이것은 모델 사용의 빈도보다 모델의 주체가 교사인지,

학생인지에 따라서 하나의 모델이 활용되는 시간 소요가 다르며, 학생

주도의 모델 사용의 경우에는 하나의 모델 사용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

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모델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모델 사

용이 더 활발히 일어나는 수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모델 활용의

주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 섹션의 모델링 학습 접근에서 자세히 살펴보

고자 한다. 전체 교사의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4).

또한 사용 모델의 종류 면에서 살펴보면, 1, 2, 3차 수업 모두에서 ‘교수

적 비유적 모델’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 도구로 활용하고

자 하는 의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

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업에서 과학적 모델의 활용은, 그것

이 교사 주도적이든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서든지 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법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오필석, 2007).

수학적 모델과 이론적 모델, 정신적 모델은 1, 2, 3차 수업 모두에서 하

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론적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학적 모델의 경우에는 물리에서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론을 다루는 경

우에 나타나는 모델로 해당 주제가 수업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

로부터 6명의 교사의 1, 2, 3차 수업 모두 주제가 특별히 수준이 높거나

수학적으로 치우친 주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앞에서 주제

배경 분석에서 살펴본 것 과 같이 본 연구에서 수집된 수업 주제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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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활용에 적합하며, 비슷한 수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또한 ‘통합 모델’의 경우 1, 2차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

가 3차시 수업에서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주도하

는 모델 활용에서만 볼 수 있는 모델의 분류로 모델 활용에 대해서 의도

하지 않거나, 모델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 없이 모델을 활용

한 수업에서는 이러한 ‘통합 모델’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3차 수업과 같이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

고,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을 계획하고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의도했

을 때, 학생이 직접 모델을 주도적으로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 자신이 소

유한 직관적 모델과 교사의 과학적 모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안 개념이 변화하는 일련의 ‘통합 모델’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합 모델’의 사용이 3회 나타났으나, 이 과정에서 ‘정신 모델’

의 사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앞의 T2 교사의 3

차 수업의 모델 빈도 분석에도 언급한 내용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 모

델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신 모델’로 볼 수 있는 직관적 모델

이 수업 과정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업의 흐름에

따라 초기의 자신의 생각을 모둠 활동과 교사의 설명을 거치면서 교사의

과학적 모델을 받아들이고 통합하게 된다. 또한 본 수업에 적용된 모델

링 활동은 넓은 의미의 모델링 활동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정신 모형을

표현하고 해당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통합 모델로 발달시키는 과

정의 세부적인 단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여유가 없이, 한 차시의 짧은

시간 동안 수행되는 모델링 활동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 개

개인의 정신 모형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 실행 과정을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사 위주

의 수업을 촬영 하였으며,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을 거시적으로 살펴보았

다. 학생 모둠 활동이나 학생 개개인의 수업 참여 과정을 미시적으로 살

펴 보았다면 학생의 ‘정신 모델’의 사용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으로 예

상되나, 본 연구의 특성상 ‘통합 모델’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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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1 1 6 8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4 12 4 20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3 3 9 15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5 5 7 17

7. 개념-과정 모델 8 5 5 18

8. 시뮬레이션 2 4 3 9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3 3

모델 사용 빈도 23 30 37 90

표 83. 교사 전체의 수업에서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신 모델’이 함께 나타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본 연구의 제한점에

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학생 주도의 모델링 접근의 과정적인 측면의

세부적인 관점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학생들 모둠활동이나 개별 활동까

지 세부적으로 고려하여 연구를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모델과 모델링이 사용되는 전체

적인 과정과 그 흐름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모델의 사용 주체와 모델 사용의 수준과 관련하여 다음 섹션에

서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분류하고,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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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교사 전체의 차시별 전체 수업 모델 사용 현황

그림 24. 전체 교사의 전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 사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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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 모델링을 활용 상황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

모델링 기반 교수

(modeling-based

teaching)

탐구적 모델링

(순환적 모델링)

모델 재구성 학습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표현적 모델링

모델 수정 학습

learning to revise models
탐색적 모델링

모델 사용 학습

learning to use models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교육 과정 모델 학습

learning curricular models

표 84.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van Joolingen, 2004, Rea-Ramirez, 2008)

2.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분석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링 학습 접

근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에 대해 분석하였다.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의 유형을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모델링 과

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분석을 위해

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의 5가지 접근 분류와 van

Joolingen(2004)의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링을 활용하는 세 가지 상

황, Rea-Ramirez(2008)의 GEM 순환을 이용한 다음의 분류틀을 사용하

였다. 각 분류틀의 자세한 분석 기준은 3장 3절에서 설명하였다(표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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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류를 위해 먼저 과정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업에 나타나는 모

델링 활용 분석을 위해 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의 5가지

접근 분류에 맞게 해당 모델의 사용을 분석하였다. 어느 단계의 모델링

에 해당하는지 모델의 활용과 방법, 모델을 사용하는 주체자, 모델을 구

성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모델의 분류에 따라

서 해당 모델이 모델링 과정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체에 의해서 활용

되고 어떤 수준의 모델링 학습 접근 과정으로 발전되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자와 공동 연구자가 각각 분류틀에 의해 1차로 분류한 뒤, 2차 협의

를 통해 최종 모델링 과정을 최종 분류하였다. 5가지 모델과 모델링 학

습 접근 측면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 85와 같다.

수업의 전체 흐름을 서술하고 그 과정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 사용

이 나타난 사례를 [ ]대괄호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자세한 수업 전체

흐름과 모델과 모델링의 사용의 예는 부록 4에 첨부하였다.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
활용 상황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e)

학생들이 본인의 지식을 모델 형태로 새롭게 구

성하는 것

4. 모델 재구성 학습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의 수용하는 차원

에서 이루어짐

3. 모델 수정 학습

(learning to revise a

model)

학생들은 모델을 적용하고 사용하며, 주어진 모

델을 수정하지만 그들의 정신 모델까지 수정하

지는 않는다.

2. 모델 사용 학습

(learning to use a model)

모델이 제시되면 학생들은 이 모델을 현상에 적

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모델을 사용한 탐구학

습을 포함한다.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learning a curricular

model)

교사가 주도하여 교육 과정 모델에 대해서 설명

하고 모델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배우는 것

표 85.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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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별 모델링 활용 분석

가. T1 교사

① 1차 수업

T1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3회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났으며, 각 모델링 상황은 다음 표와 같다(표 86). 3가지 모델

링 학습 모두 ‘교육 과정 모델학습’으로 교사가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위

해서 판구조론의 대륙 이동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수업은

모델링 활용에 대한 의도 없이 교사의 일반적인 평소 수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 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의도 없이도 모델 사용이 나타나지

만,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보면, 교육 과정 모델을 교수 학습을 위

해 개념 설명과 이해의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본수업 판게아

PPT 화면을 이용하여 판게아

가 생성되는 대륙이동과정을

시뮬레이션 모형으로 교사가

제시 설명

시뮬레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중생대

판의 이동

PPT 화면을 이용하여 중생대

시기의 판의 이동 과정을 시

뮬레이션 모형으로 교사가 제

시 설명

시뮬레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신생대말의

수륙분포

PPT화면을이용하여신생대말

의수륙분포의모습을 교사가

제시 설명

지도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86. T1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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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1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2회의 모델링 사용이

나타났으며, 1차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

는 개념 설명의 목적으로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1회 나타났으며, 1차

수업과는 달리 학생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의 3단계 ‘모

델 수정 학습’ 접근이 1회 나타났다(표 87). 이 ‘모델 수정 학습’은 학생

들이 모둠별로 지질시대의 생물 대멸종 가설을 선택하고 그 가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멸종 가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그

림과 글을 이용해서 모둠별로 포스터를 만들과 발표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 과정을 ‘모델 수정 학습’으로 분류한 이유는 학생들이 한 가지 대멸

종 가설에 대해서 근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의 대멸종 가설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통해, 토론하여 하나의

모형을 수정하는 학습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T1 교사의 수업에서

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법이 교사 스스로 모델 적용 수업을 의

도한 2차시 수업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모둠활동
생물대멸

종가설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생

물대멸종 가설에 대해 자료조

사를 하고 멸종된 원인을 정리

하는 말과 그림으로 정리하는

모둠 모형 제시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정리

대멸종

그래프

제시

PPT 화면을 이용하여 지질시

대에 발생한 대멸종 사건의 그

래프를 교사가 제시 설명함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87. T1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이 과정에서 나타난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 분류된 모둠 활동의 사

례는 다음과 같다. 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모둠활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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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닐까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림 25의 사례 1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기후 변동설의 경우 다양한 자료 검색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모둠별 토

의를 통해 생물계의 변화가 있었던 원인을 도해 모델로 구성하였다. 하단

부분의 그림으로 설명된 과정과 같이 ‘소행성이 충돌하고 → 강수량이 감

소하고 → 육지 식물이 멸종 → 먹이 그물이 붕괴 → 대량멸종’ 이 일어

나는 단계를 그림을 이용하여 도해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

생들은 학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모델을 수정하는 단계

의 모델링 접근 단계로 최종 분류하였다. 그림 26의 사례 2에서는 화산폭

발에 의한 대멸종 과정을 나타나는 모델링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사례

에서와 같이 기후 변동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해당 증거에 따라서 학생

들이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 결과를 예측하고 도해 모델의 형태로

정리해 보는 과정에서 모델링 과정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 과

정에서 학생들이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모델을 탐

색하고 수정하는 수준의 모델 수정 학습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모델 수정 학습 사례1 그림 26. 모델 수정 학습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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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6회의 모델링 학

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그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88과 같다. 3차

수업은 교사가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갖고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의도하고

수업을 설계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도 역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기본적으로 4회 나타났으며,

학생이 모델을 만들과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교수과정의 ‘모델 사용 학습’

과 ‘모델 재구성 학습’이 각각 1회씩 나타났다. 먼저 ‘모델 사용 학습’의

사례를 보면,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트의

공과 막대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을 만드는 활동에서 나타났는데, 모둠

별로 탄소동소체의 기본 구조인 육각형모양을 분자구조 키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모둠원들이 만든 이 구조를 이어 하나의 큰 형태의 그래핀 모형

의 일부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래핀 모형을 모둠별로 수정하거나

하는 과정을 없었으며, 제시된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보는 활동만 진행되

었으므로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모델 재구성 학습’의 사례로는 모둠활동을 통해 전기 회로를 직접 만들

어보고 자신들이 만든 회로를 활동지에 회로도로 그려보는 과정에서 나

타났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

로 주어진 다양한 실험재료(흑연, 호일, 샤프심 등)를 가지고 전기가 흐

르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모둠별로 구성한 전기 회로를 보고 활동지

에 전기 회로도 모형을 그리는 활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기 회로의 전

류가 통할 수 있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회로를 직접 구성해보고, 회로도

를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교과서에 제시된 전기 회로를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모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새로운 회로를 구성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일부 모둠에서는 종이가 아닌 자신의 몸에 전기전도

성 펜을 가지고 회로를 그려 구성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전기 회로를 구

성하는 측면이 드러났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델링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학습지에 자신들이 구성한 전기 회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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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보고 전기가 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의 사례

로 분류하였다. 즉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

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델 재구성 단

계로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전기 회로를 구성하지만, 전기 회로의 흐름

을 확인하면서 기존의 회로도의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확인하며 마무리

하게 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탄소나노

튜브모형

탄소 나노튜브 원자 구조 모

형을 직접 교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안내

플러렌

모형

플러렌모형을 모형을 직접 교

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차시
탄소동소

체

탄소동소체의 구조의 형태를

교사가 판서를 하며 말로 설

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그래핀

육각형

구조

만들기

활동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분

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트의

공과 막대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을 만듬

비율

모델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정리

전기

회로도

작성

모둠활동을 통해 다양한 재료

를 이용해 새로운 전기 회로

를 직접 구성해보고 자신들이

만든 회로를 활동지에 회로도

로 그려봄

도해
4. 모델

재구성 학습

　수업

마무리
전기 회로

전기 회로에 대해서 교사가

몸으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88. T1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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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

수의 접근 방법이 더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직접적으로 모

델링 학습 활동을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을 의도할수록 모델링 학습의 접

근 범위가 더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교사의 인터뷰에서도 이

러한 학생들이 진정한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을 설계하고자

했다고 하였으며, 시간의 부족으로 모델 재구성 학습 차원으로 마무리하

고 정리했지만, 한 차시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수업까지 설계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다음 학기에는 꼭 그러한 창의적

인 모델 구성 학습을 적용해보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었다.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계획은 전기전도성 펜과 주어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새로

운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설계하여 미래의 물건, 건물에 적용하여 프로

토 모형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수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

다.

T1 교사의 3차에 걸친 전체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학습 접근의 활

용 범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9). 3차 수업에서 학습

접근 방법이 더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델링 학습을 의도할수록

교사 주도의 모델 기반교수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로 변화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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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90. T1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1 1

3. 모델 수정 학습 0 1 0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1 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3 1 4 8

3 2 6 11

표 89. T1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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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2 교사

① 1차 수업

T2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3회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3가지 모델링 학습 모두 ‘교육 과정 모델학습’으로

나타났다(표 91). 교사가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해당 모형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다. PPT 화면을 통해 교과서의 모형을 제시하고 지층

이 쌓이는 과정을 설명하고, 화석의 생성과정을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

링 학습 접근 모두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의 모델을 활용하여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한 학습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즉, 교사가 주도하여 교육 과정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모델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학생

주도적인 모델링 사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차 수업은 모델링 활용에 대

한 의도 없이 교사의 평소 수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 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특별한 의도 없이도 모델 사용이 나타나지만,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보면, 교육 과정 모델을 교수 학습을 위해 개념 설명과 이해의

목적을 가지고 수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본수업 익룡

익룡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보여주는 익룡의 특정 부분을

강조한 교과서 모형을 PPT

화면으로 교사가 제시하고 설

명

비율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화석의

생성과정

화석의 생성과정 PPT 화면을

이용하여 과정 그림으로 제시

하고 설명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본수업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이 쌓이는 모습을 교사가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91. T2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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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2 교사의 2차 수업의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1차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

는 개념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4회 나타났다(표

92). 단순히 모델을 제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며, 몸짓 모

델을 이용하여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 이러한 설명적인 접근은 모두 교

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하며, 학생이 스스로 모델을

다루어 보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은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는

2차 수업을 의도할 때 화석을 통해 해당 생물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의도하였다고 추후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개념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학생들

이 화석의 생존해 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

나,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에서 T2

교사가 모델링 활용에 대한 교수 지식을 가지고 모델링 접근을 활용했다

면, 학생들이 직접 화석을 보고 생존해 있을 때의 모습을 추측해보고 그

려보는 활동을 넣었을 것이라고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교사가 모델링 활용에 대한 교수 지식을 가지고 어떻

게 수업을 설계하고 접근하는지에 따라서 수업의 방법과 학생의 참여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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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도입
지질시대의

길이

화면을 이용하여 지질 시대의 길이

나타낸 도해 모델을 활용하여 교사

가 설명

도해,

표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관찰

정리

방추충

교사가 방추충의 어원을 설명하기

위해 방추충의 모습을 실타래에 비

유하여 손으로 표현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관찰

정리

산호화석-

지구의

공전과

자전

산호 화석을 통해 과거 지구의 하

루를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

면서 과거 지구의 자전 속도가 빨

랐던 과정을 지구와 달의 거리를

손으로 표현하며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관찰

정리
복족류

복족류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교

사는 현재의 고동, 소라의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92. T2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13회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그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93과 같다. 3

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도 역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기본으로 6회 나타났으며, 학생이 주어진 모델을 사용해 보

는 수준인 ‘모델 사용 학습’이 2회, 학생 주도로 모델을 직접 다루어 보

고 사용하고 수정해보는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

든 단계를 경험해 보는 ‘모델 재구성 학습’이 2회로 학생 주도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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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접근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이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드는 활동을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학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이라기보다는 교사에 의해 주어진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분

자 구조 만들기 키트를 이용해 그대로 따라 만드는 과정으로 모델 사용

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만든 규산염 사면체 단일체를 이

용하여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 보는 이후의 과정에서는 학

생 주도의 모델링 사용 접근이 나타난다.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보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유결합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해

당 결합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고민을 하면서 규산염 단일체를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델 수정 학습’의 단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제시된 다음 활동에서는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나는데, 모둠별로 만든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해당 광물의

겉모습을 표현해 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화선지를 이용하

여 광물의 겉모습을 제작해보고, 이때 결합 구조의 특징에 따라 광물의

겉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해보게 된다. 광물의 겉모습을 표

현해 보는 과정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모형을 가지고 새롭게 재구성해보는 과정으로 4단계에 해

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모델

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을 수용하

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광물의 겉모양이 결합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는 모습을 확인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광물의 겉모습과 비교를 통해

해당 모형을 수용한다. 두 번째로 나타난 ‘모델 재구성 학습’은 풍화 실

험 과정으로 광물의 겉모양을 만든 모형을 가지고 모둠별로 나름대로의

풍화 작용 과정을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실험 해보며 확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모델링 과정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풍화 실험은

또 하나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새로운 과정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나

타나므로 별개의 모델링 학습 접근으로 분류하였다. 풍화 실험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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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풍화 실험의 예시를 보고, 모둠 나름대로의 풍화 작용 방법을

생각하여 모형에 충격을 가 해보고,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을 한다. 이 과

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광물의 결합 구조와 결합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풍화가 잘 일어나는지 판단해 보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을 경험한다.

이후 모둠 활동 정리에서 교사 주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

이 빠르게 5회 나타난다. 앞서 나타난 학생 주도의 모델링 접근에 비해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빈도수로 교사 주도 모델 접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에 의한 모델 기반 교수 접근은 모델을 제

시하고 빠르게 개념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만, 학생에 의한 모델링 접

근은 교사 주도 모델링에 비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모델 사용의 빈도보다 어떠한 접근 방법의 모델 활용

접근 방법이 사용되고 활용되는지가 모델링 활용 수업의 질적 분석에서

더 중요한 관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나는데, 앞선 모둠활동을 통

해서 경험한 모델링 과정을 개별 활동지에 그려보는 활동으로 개별 모델

링 활동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은 앞선 모델링 활동을 확인하는 수준

의 과정으로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T2 교사의 3차 수업에서는 다양하고 높은 단계의 학생 주도

의 모델링 기반 교수 활동이 나타났는데,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모델링 활용 교수 계획을 설계 하고 수업에 적용했

을 때, 다양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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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 PPT로

제시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모형 만들기

학생들이 직접 종이를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듬
비율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결합 구조

만들기

빵끈으로 규산염사면체를 결합

하여 모둠별로 결합 구조 2가지

씩 만들어 보는 활동

모상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

사면체의

겉모습 모형

결합 구조를 만든 후 한지를 이

용해서 겉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만들어보는 모둠 활

동

개념-

과정

4. 모델

재구성 학습

모둠활동 풍화 실험

분무기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만

들어진 모형에 충격을 가하여

풍화 실험을 수행함

시뮬레

이션

4. 모델

재구성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단일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사슬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복사슬형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판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망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개별 활동지에 규사염사면

체 모형을 만든 모습을 스

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결합 구조 모형을 스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풍화된 모습을 스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표 93. T2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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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

수의 접근 방법이 더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94). 직접적

으로 모델링 교수 계획을 세우고 모델링 적용 활동을 의도할수록 모델링

학습의 접근 범위가 더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표 95), 실제 3차

수업을 위한 모델 활동 개발연구 과정에서도 연구자와 T2 교사가 빈번

한 회의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탐구할 수 있는 학생 주도

의 모델링 과정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토론을 하였다. 특히 T2 교사의

경우 동일한 수업 주제를 지난 학기에 수업을 했었으며, 이 과정에서 개

념 설명만으로 이루어진 수업의 부족함을 스스로 느끼고, 3차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 주제로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실

제 지난 학기와의 수업과 비교를 하며,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이번 수업

에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2 2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4 4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3 4 6 13

3 4 13 20

표 94. T2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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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95. T2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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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3 교사

① 1차 수업

T3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6회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났다(표 96). 이 중 5회가 ‘교육 과정 모델학습’으로 교사가 해당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판구조론의 이동 모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수업은 모델링 활용에 대한 의도 없이 교사의 평소 수업을 보여주는

것으로 과학 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의도 없이도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특히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은 1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학습’이 1회 나

타났는데, 이것은 진단평가에서 학생들이 이온화 식을 이용한 간단한 문항

을 푸는 것으로 교사가 제시한 모델을 사용해보는 ‘모델 사용’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모델링 과정은 일어나지 않으며 모델을 현상에 적용하고 사

용하여 문제 풀이를 하는 형식의 ‘사용’ 접근으로 나타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진단평

가

산, 염기,

이온화 식

쪽지시험 형태로 이온화 식을

쓸수 있는지 확인하는 형태의

진단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수

행

모상
2. 모델 사용

학습

진단평

가확인
수산화이온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 수산화

이온이 되고, 산 성질이 된다

는 과정을 이온화 식을 이용하

여 교사가 판서를 하며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진단평

가확인

전해질의

전도성

염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

는 과정을 이온화 식을 이용하

여 교사가 판서를 하며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산, 중성,

염기 숫자

Ph를 숫자로 나타내는 개념

설명
도해, 표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중화반응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을 내

어주는 부분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이온화 식
판서를 하며 이온화 식 쓰는

방법을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96. T3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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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3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났으며, 모두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표 97). 2

차 수업은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으로 교사 주도적으로 모델을

이용하여 개념을 설명하는 차원에서의 학습 접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도입 지질시대

46억년전부터 지질시대가 시작

됨을 설명하면서 지질시대 그

래프를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익룡의

모습

익룡의 특징을 그림 모형으로

나타낸 활동지를 제시하며 교

사가 익룡의 모습을 설명

비율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화석의

생성과정

화석의 생성과정 PPT 화면을

이용하여 과정 그림으로 제시

하고 설명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화석-재

결정작용

화석의 재결정 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치환 과정에 비유하

여 교사가 설명

개념 -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97. T3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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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3회의 모델링 학

습 접근이 나타났다(표 98). 3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

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도 역시 교수 학습 과정

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기본으로 2회 나타났으

며,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나타났다. 3차 수업에서는 멸치

해부를 통한 멸치의 먹이 그물 그려보기 활동으로 수업 전반에 걸쳐 멸

치 해부 실험 위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을 모두 경험 한 후 학생들이

멸치의 먹이 사슬을 그려보는 개별 모델링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다. 멸

치의 위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관찰해보고, 멸치의 먹이관계를 통해 멸치

의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모델 수정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한 차시 안에

진행되는 수업의 특성상 다양한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멸치

해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멸치의 먹이 사슬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의 수업으로 설계

된 것이다. T3 교사는 추후 인터뷰를 통해서 보통의 수업이었으면 멸치

해부만 하고 정리하고 끝났을 과정인데, 관찰한 결과를 통해 먹이 그물

을 그려보게 하는 모델링 활동을 설계하고, 학생들이 이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하도록 의도하였다고 했다. 그러나 한 차시의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인 만큼 마지막 활동인 모델링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

할 수 없어서 아쉬었다고 추후 인터뷰를 통하여 응답하였다.

위와 같이 간단한 실험 활동 수행 후에도 실험 과정을 모형으로 학생들

이 직접 나타내보는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마무리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 과정에 더 깊이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253 -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먹이

그물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제시하며 설명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플랑크톤

플랑크톤의 사진이 아닌 플랑

크톤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비율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

고 설명

비율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마무리

개별

모델링

활동

관찰한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개별적으로 멸치의

먹이 그물을 학생들이 그려봄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표 98. T3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T3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

수의 접근 방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99). 간단한 실

험이지만 교사의 개념 정리로 실험을 끝내지 않고, 학생이 실험 내용을

모델로 나타내보는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도 학생 주

도의 모델링 과정을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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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100. T3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1 0 0 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5 4 2 11

6 4 3 13

표 99. T3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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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4 교사

① 1차 수업

T4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났으며, 모두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표 101). 교수

학습 과정의 특성상 모델 사용을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도입 이온결합
이온결홥의 원리를 빵에 비유

하여 교사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쌍극자

모멘트

이온식을 이용하여 판서를 통

해 공유결합을 교사가 설명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

동정리
공유결합

공유결합의 과정을 보드마카

에 비유하여 교사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모둠활

동

정리

공유전자쌍

화학기호

이온화 식과 화학기호를 판서

하며 공유전자쌍에 대해서 교

사가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01. T4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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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4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4회의 모델링 사용이

나타났으며, 1차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수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

는 개념 설명의 목적으로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2회 나타났으며, 2단

계의 모델 사용이 1회 나타났다. 1차 수업과는 달리 학생이 모델을 만들

고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의 3단계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이 1회 나타났다

(표 102).

학생들의 형성평가 문항을 푸는 부분은 ‘모델 사용 학습’ 분류하였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부분은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하며, 이를 바탕으

로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주어진 모델을 적용하여

문제풀이를 하는 모델 사용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이는 문제 풀이와 같

은 과정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모델을 사용만 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수업에서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이 모

둠별로 스케치북에 분자의 극성에 따른 분자 모형 그림을 그린다. 이 과

정에서 기존의 분자 모형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분자 모형을 표현하는 과정을 모둠별로 나름대로 그 특징을 알

기 쉽게 나타내기 위해 과학적 모형을 수정하여 표현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 나름대로

특징을 살려 모델을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므로 ‘모델 수정 학습’ 접근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T4 교사의 과목은 화학이며 과목 특성상 이온화

식이나 분자 모형과 같은 모델 사용이 빈번히 나타나며, 2차 수업에서도

학생 주도 모델링인 ‘모델 수정 학습’ 단계까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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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도입
수소화합

물의 결합

수소화합물의 결합 과정의 특

성을 설명하면서 걸그룹의 센

터의 능력에 비유하여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문제

풀이

공유결함

형성평가 문항의 공유결합을

설명하면서 이온화 식과 분자

결합 모형 이용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문제

풀이

공유결함
형성평가 문항의 공유결합을

문제를 학생들이 풀이
모상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분자 구조

모형

스케치북에 모둠별로 분자의

극성에 따른 분자의 모형 그림
모상

3. 모델 수정

학습

표 102. T4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4회의 모델링 학

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그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103과 같다. 3

차 수업은 교사가 메타 모델링 지식을 갖고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의도

하고 수업을 설계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도 역시 교수 학습 과

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기본으로 3회 나타났으

며, 학생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재구성하고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교수과

정의 ‘모델 재구성 학습’이 1회 나타났다.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의

경우 교사가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이온화 경향과 금속 반응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 3차시 수업은 금속 반응 실험을 모둠별로

실시한 과정으로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통해 금속 반응 실험을 모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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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한 후 개별 학습지에 모둠 활동을 통해 경험한 과정을 개별적으로 그

림으로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금속 반응식을 이온식을 이용해

서 나타낸 것 뿐 만 아니라, 금속 반응이 일어나는 실험 과정 전체를 그

림을 이용하여 기포가 발생하는 과정, 금속이 석출되는 모습 등을 그림

으로 표현하며 나름대로의 ‘금속반응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직접 수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금속반응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

내는 ‘모델 재구성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식을 이용하여 칠판에

이온화 경향 순서를 판서함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화 반응순서에 대해서

이온식을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함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안내

금속반응

의 과정

금속반응의 과정의 반응식

을 교사가 판서하며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정리
금속반응

모둠활동을 통해 실험한 금

속반응 결과에 대해 모둠별

로 토의하고 개별학습지에

금속반응 과정 모델을 그려

보는 활동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표 103. T4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T3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

수의 접근 방법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표 104). 직접적으로 모델링

학습 활동을 의도할수록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학습의 접근이 나타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표 105).



- 259 -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1 1 2

2. 모델 사용 학습 0 1 0 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4 2 3 9

4 4 4 12

표 104. T4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105. T4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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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T5 교사

① 1차 수업

T1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5회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 나타났으며, 모든 모델링 학습 접근은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

었다(표 106). 이는 교사 주도의 설명을 위한 교수 자료로 모델을 사용

할 때 나타나며, 교수-학습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해 모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전시확

인

오존층

파괴과정

오존층의 파괴과정을 이온식

을 이용하여 판서하면서 과정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대기권

기온분포

기온분포 그래프를 칠판에 그

림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본수업 사막화
대기대순환 모델을 이용하여

사막화 지역에 대해 설명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본수업 대기대순환
대기대순환 모델을 칠판에 그

림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본수업 황사

편서풍에 의한 황사의 이동

경로와 그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06. T5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② 2차 수업

T5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9회의 모델링 사용이

나타났으며, 모델 사용이 빈번히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7).

그러나 9회의 모델링 접근 모두 1차 수업과 마찬가지로 교사가 교수 학

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개념 설명의 목적으로 ‘교육 과정 모델 학습’으로

분석되었다. 천구를 설명하는 도입 단원에서 천구의 모습과 용어, 좌표계

를 읽는 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가 많은 개념을 전달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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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 나

타났다. 천구라는 같은 주제를 다양한 모델의 종류를 사용해서 모델의

다양성을 보여주었으나, 학습 접근 측면에서는 교사 주도의 모델링 사용

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본수업 천구
플래시 자료를 이용하여 천

구의 모습을 제시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자오선
세계지도가 있는 보조 칠판

으로 설명

지도,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수직권,

적도
플래시로 설명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고도
손짓으로 고도를 재는 방법

을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방위각
방위각 재는 방법을 플래시

로 설명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지평좌표

계

팔을 뻗어 태양이 움직이는

경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지평좌표

계

방위각과 고도를 재는 방법

을 플래시를 이용하여 설명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춘분점
칠판에 태양과 지구의 공전

궤도 그림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황도 칠판에 황도 그림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107. T5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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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7회의 모델링 학

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그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108과 같다. 3

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다.

3차 수업에서도 역시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이 기본으로 4회 나타났으며, ‘모델 사용 학습’이 2회, 학

생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모델링 기반교수과정의 ‘모델 수정 학습’이

1회로 나타났다. 먼저 ‘모델 사용 학습’의 사례를 보면, 우산을 천구에 비

유하여 별자리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주어진 우산이라는 천구모

형을 활용하여 천구의 움직임을 그대로 적용하여 확인 하는 과정으로

‘모델 사용 학습’에 해당한다. 우산 천구 모형을 돌려보면서 학습지의 문

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는 것 역시 ‘모델 사용 학습’에 해당한다. ‘모델

재구성 학습’에는 우산으로 별자리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이때

학생들은 우산 위에 별자리를 그리고 직접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돌려가

며, 우산의 안쪽, 바깥쪽에서 관찰해보고, 기울기도 달리하면서 모둠 내

토의를 통해 지구의 움직임과 천구 방향을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우산을 가지고 돌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돌

려보고 접어도 보면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천구 모형으로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직접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탐색적 모델링

단계인 ‘모델 수정 학습’을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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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일주운동

일주운동을 플래시 영상을 이

용하여 설명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차시 천구
우산을 천구에 비유하여 교사

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별자리

우산을 가지고 천구에 비유하

여 천구위에 별자리를 그려본

다.

교수적

비유적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일주운동
우산을 움직이며 일주운동의

모습을 확인한다

개념-과

정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일주운동

의 방향

우산으로 확인한 결과를 학습

지의 모형에 일주운동의 방향

을 표시해본다.

비율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정리

일주운동

의 방향

모둠 활동 정리 과정에서 교

사가 우산으로 일주운동의 방

향을 학생 전체에 설명한다.

개념-과

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마무리

주극성

우산을 이용하여 주극성과 전

몰성의 개념을 교사가 설명한

다.

개념-과

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08. T5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T5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수

의 접근 방법이 학생 접근으로 확장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09).

3차 수업에서 학습 접근 방법이 더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모델링

학습을 의도할수록 교사 주도의 모델 기반교수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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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110. T5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2 2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5 9 4 18

5 9 7 21

표 109. T5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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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T6 교사

① 1차 수업

T6 교사의 1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2회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모두 ‘교육 과정 모델학습’에 해당한다(표

111). 1차 수업은 특별히 모델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수업으로 교수-

학습 상황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의 사용으로

서 과정이 나타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전시확

인
세균

세균의 현미경 사진이 아

니라 세균의 특징을 나타

낸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

하며 교사가 설명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말라리아

말라리아의 전염과정을 동

영상으로 제시하고 설명하

는 과정에서 전염과정 모

형이 나타남

개념-과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11. T6 교사의 1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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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차 수업

T6 교사의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을 살펴보면 7회의 모델링 사용이

나타났으며, 7회 모두 ‘교육 과정 모델 학습’으로 분류되었다. 교사 나름

대로 모델 활용을 의도한 수업으로 교사는 교수 학습 과정에서 개념 설

명을 위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고자 의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개념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만이 빈번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12).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본수업
우리몸의

방어작용

교사가 우리몸의 방어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우리 몸

의 형태를 둥근 타원형의 형태

로 그림을 그려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위 점막의

방어작용

교사가 위 점막의 방어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위의 형

태를 그림을 그려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히스타민

의 분비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교과서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함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백혈구

식균작용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며 이 과정에

서 식균작용의 과정을 나타나

는 일련의 그림이 제시됨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항원

항체 반응

항원과 항체의 모습을 둥근 형

태로 칠판에 그리며 반응의 기

작을 설명함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세포성면

역

체액성면

역

학습지로 설명을 하면서 세포

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과정을

비교한 그림을 제시하며 설명

함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수업

세포성면

역

체액성면

역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과

정을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 그림으로 나타낸 동영상

을 제시하면서 설명함.

개념-

과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표 112. T5 교사의 2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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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3차 수업

3차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총 5회의 모델링 학

습 접근이 나타났으며 그 예를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113과 같다.

3차 수업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

업 개발 실습 과정을 통해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을 실행 적용한 수업이

다. 3차 수업에서는 교육 과정 모델학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델 사

용 학습’이 2회,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모델 재구성 학습’

이 1회 나타났다. 모델 사용 학습에는 먹이 그물 게임을 하면서 학생들

이 직접 역할 놀이를 통해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할을 맡아 먹이 그물 모

형의 흐름에 맞게 포식자와 피식자의 역할을 수행 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에 참여하는 역할 놀이가 나타나므로 ‘모델 사용

학습’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델 사용 학습은 주어진 먹이 사슬 관계를 그

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모델 수정 학

습’은 게임을 통해 확인한 피식, 포식 관계를 배경으로 모둠별 먹이 그물

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 사용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의 모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학급

친구들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먹이 그물 모형을 모둠 나름대로 생각

해서 그려보는 활동으로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에 해당한다. 이때

교사가 모둠별로 각각 다른 추가 미션을 제시면서 선택한 문제가 발생했

을 때 모둠의 먹이 그물 그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려보는 활동으로

모둠별로 구성한 먹이 그물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

으므로 ‘모델 재구성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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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게임

활동

피식자

포식자

먹이 그물 게임 활동을 하며

역할 놀이를 통해 피식자와

포식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

이 일련의 먹이 사슬 활동을

수행함

시뮬레

이션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먹이

그물

모둠별로 게임을 통해서 확인

한 피식 포식 관계를 통해 먹

이 그물을 그림으로 나타냄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환경

변화

추가 미션을 주고 해당 조건

이 반영된 경우 먹이 그물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모둠별로

먹이 그물을 수정, 재구성하는

활동

도해
4. 모델

재구성 학습

수업

마무리

먹이

그물

모둠별로 수행한 내용을 바탕

으로 개별적으로 먹이 그물

모형을 그리고 정리하는 활동

도해
2. 모델

사용 학습

표 113. T6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T6 교사의 전체적인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기반 교

수의 접근 방법이 더 다양하게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114). 직접

적으로 모델링 학습 활동을 의도할수록 모델링 학습의 접근 범위가 더

다양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표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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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1 1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2 2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2 7 0 9

2 7 4 13

표 114. T6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115. T6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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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사 전체의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활용 분석

교사의 전체의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링 활용 분석을 살펴보면. 표 11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2차와 3차의 모델링 활용 빈도는 비슷하게 나타난

다. 즉, 모델링 활용을 계획한 3차 수업이라고 해서 빈도가 높게 나타나

는 것은 아니다. 즉 빈도보다는 학습 접근 방법의 수준에 대해서 볼 필

요성이 있다.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을 보면 1, 2, 3차 전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2차 수업보다 3차 수업에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빈도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모든 수업

에서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 방법이 모델링 기반 교수의 기

본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116).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4 4

3. 모델 수정 학습 0 2 5 7

2. 모델 사용 학습 1 1 9 1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22 27 19 68

23 30 37 90

표 116. 전체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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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은 2차보다 3차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도 마찬가지로 3차 수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

향을 보인다.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의 경우에는 전 교사의 수업을

통틀어 3차 수업에서만 나타난다. 즉,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위계가

있거나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 즉, 학생 참여가 많은 단계일수록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즉, 교사가 적절한 모델링 적용 교수 방법을 통해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날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117).

또한 횟수보다 어떤 단계의 모델링 접근인지가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

는데, 모델링이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사례들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1단

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제시되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비교적 단

시간에 많은 모델 사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에 비해 높은 단계로 갈수

록 하나의 모델링 과정에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학생 참여

가 많고 모델링 과정을 모두 경험할수록 적용 시간이 오래 걸리며, 따라

서 모델링 빈도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모

델링 학습 접근의 경우 빈도보다 어떤 수준의 모델링이 나타나는가가 중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272 -

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빈도

표 117. 수업 전체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활용의 변화

5단계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의 경우 전체 수업을 통틀어 하나도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T1 교사의 3차 수업 사례에서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접근을 의도했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실행하지 못한 사례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듯이, 한 차시의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이 전혀 새로운 모델

을 구성하는 모델링 접근이 나타나기는 힘들며 블록 수업이나 다음 차시

의 이어진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서 이러한 높은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델링 수업계획을 5

단계의 새로운 모델을 구성할 수 있는 상황까지 교사가 계획하고 실제

수업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과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5단계의 모델

링 접근은 나타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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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표 118), 1, 2차 수업보다 3차 수

업으로 갈수록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수준이나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

라 모델링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수록 학생이 참여하는 단계의 다양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번에서 5번으

로 갈수록 모델링이 단계가 있거나 수준이 더 높은 활동이라고 할 수 없

지만, 분류를 통해서 평소 수업에서는 대부분 교사 주도에만 머물고 있

는 수업이, 적절한 모델링 적용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적용한 수업에서

는 학생 주도 모델링 활동으로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학생 주도 모델링이 나타나는 3차 수업에서도 교사 주도의 모델 기반

교수 활동이 함께 기반이 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년간 많은 나라들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Mortimer

& Scott(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는 과학 교사가 수업

시간에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수

업에 창의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뜻이다. 이러한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과학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미래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Gilbert & Justi, 2016). 즉, 교사 혼자만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

어 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 주도 모델링 사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델 활용을 전혀 인지하지 않은 일반적

인 수업에서도 모델 활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모델을 인지하고 교수 학습을 진행하든

아니든, 모델을 활용한 교수 학습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같은 책뿐 만 아니라, 교실 수업 현장에서도 늘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모델의 본성을 파악하고 효과적

으로 교수 학습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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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수업

2차 수업

3차 수업

표 118. 1, 2, 3차 수업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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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교사의 인식 분석

두 번째 연구 문제인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지식과 실천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먼저 모델링

수업 실행 과정을 통한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의 변화를 알

아보고, 둘째,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발달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나

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적인 수업 실행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

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실

천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모

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발

달하는지 분석해 보았다.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의 변화의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생각이 드러나는

인터뷰와 설문, 그리고 수업 상황에서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3번의 수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

든 활동을 3차 수업, 즉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에 명확히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 스스로 자신의 기존 수업에 대해 돌아 볼 수 있도록, 1차 수

업을 진행한 후, 스스로의 수업에 대해 돌아보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

후 교사 본인이 생각하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2차 수업을 통해 적용해

보도록 하는 과정을 거친 후, 이 수업에 대해 적용한 주제나 방법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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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과 모델링을 활용하는 과정에 적합한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수업이후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정의와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개념, 수업에서 적용 가능한 모델링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연수

와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개발하는 실습을 포함한 연수 과정을 거쳤

다. 이 실습 과정에서는 수업에서 어떤 방식으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

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

스스로 모델링을 적용할 수업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과정에 있어 교사들을 돕기 위해, 연구자와의 3회 이상

의 회의를 통해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 개발 실습이 이루어졌다. 개발된

모델링 수업을 실제 3차 수업에 적용 실행하였으며, 3차 수업 완료 후,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수업을 실행한 결과를 성

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후 학기말에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생각의 변화를 알아보는 인터뷰를 추가로 수행하였다.

각 교사의 서면을 통한 설문과 인터뷰, 3차 모델링 수업에서 설계된 수

업 계획과 최종 수업 후 학생들의 인터뷰와 설문 등 다중 데이터를 사용

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6명의 교사의 3번의 수업과 설

문, 회의와 인터뷰 등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교사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과정을

종합적인 측면으로 보고 교사 전문성으로 발전이 일어나는 관점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모델의 활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수정된 상호 연관 모델(IMTPG, The

interconnected model of professional growth, Clarke & Hollingsworth

2002)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그림 27).

IMTPG 상호 연계 모형을 이용하여 교사의 모델 활용에 대한 전문성

성장을 연구한 Justi & van Driel(2005) 연구에서는 이 모형을 이용하여,

교과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교수 내용 지식 측면에서 각각 모델에

대해 세부 분류를 하여 9가지 측면에서 IMTPG 발전과정을 살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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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체적인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주제에 대한

교사의 생각의 변화와 발전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관점을 하위 단계로

나누지 않고, 모델과 모델링 과정,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전체를 통합

하여 각 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27. 수정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IMTPG) (Clarke & 

Hollingsworth, 2002)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각 수업 과정에서의 모델 활용과 모델링 과정을

세부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대한 발전 과정을 전

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IMTPG 영역은 전체적인 관계만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생각에는 과학적 모델에 대한 교사의 내

용 지식과, 모델링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또한 교육 과정 모

델에 대한 지식과 교육 과정에 모델링을 도입해야하는 필요성에 대한 지

식과 메타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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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분석한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 발전과 관련되어 상호작

용을 일으키는 각 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영역(Personal domain): 교사의 개인적 영역으로 모델에 대한 
생각과 신념 태도를 포함한다. 

2. 외부 영역(External domain:): 이 프로젝트의 과정 동안 참여한 4번
의 인터뷰와 3번 이상의 회의 동안 참여한 논의 활동

3. 실행 영역(Domain of practice:): 이 프로젝트에서 참여한 3번의 교
실 수업

4. 결과 영역(Domain of consequence:): 교육 활동의 결과 
　　　　　　(예: 학생들의 학습결과, 학생들의 보고서와 산출물)
5. 학생 영역(Domain of Students): 모델 활동 수업에 대한 학생의 의

견과 피드백 

결과 영역에는 학생들의 학습결과나 보고서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는 결과물이 포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차 수업이 이루어진 후

학생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모델링 수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연구

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교사들

이 학생 의견에 대해 감흥을 받았으며, 교사들의 개인적인 영역에 변화

가 나타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MTPG 모델의 4개 영역에 학

생 의견 영역을 추가하여 5개 영역으로 틀을 수정하였다(그림 28).

이 과정에서 학생 영역을 결과 영역에 포함 시키지 않고, 별도의 영역

으로 추가한 것은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를 심층 인터뷰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의미

있는 학생들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이러한 피드백이 교사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별도의

영역으로 추가하였다. 물론 이 학생 영역은 외부 영역에 포함 될 수 있

다(그림 28). 그림 28과 같이 외부 영역에 포함 시켜 분류할 수도 있지

만,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추후 인터뷰에 의한 교사의 상호작용이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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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메타 모델링 지식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5번째 영역으로 별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8. 수정된 교사 전문성 발달의 상호 연관 모델2 (IMTPG) (Clarke &

Hollingsworth, 2002)

각 영역 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세부 과정은 다음과 같다(표 119).

이 10가지의 상호작용의 세부 관계를 통해 모델과 모델링 지식과 인식

에 대한 교사 전문성이 나타나는 상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

다.

각 교사의 3번의 수업 중에서 2차 수업 이후와 3차 수업 이후의 두 단

계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1차 수업의 교사의 평소 수업으로 교사 개인

적 영역이 대부분 나타나고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으

며,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링 활용 수업인 2차 수업과 연구자와 3번

이상의 토론을 거쳐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한 연수 과정과 3차 수업

실행 과정, 그리고 3차 수업 이후의 인터뷰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



- 280 -

관계 관계 기준

1. From PD to ED

(개인→외부)

교사의 초기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특정

측면이 모델 및 모델링등 그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논의 활

동 중에 영향을 미침

2. From ED to PD

(외부→개인)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콘텐츠 지식, 커리큘럼 지식 또는

PCK등의 학습 활동 중 하나에서 수행되거나 논의된 내용이

교사의 처음 생각을 수정함

3. From ED to DP

(외부→실행)

학습 활동 중 하나에서 수행되거나 논의된 내용이

(연구 프로젝트에 관련된 활동이나 다른 교육에 관련된 활동

에서) 회의 후 수행한 수업

4. From PD to DP

(개인→실행)

교사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특정 측면이

모델에 적용될 때, 모델링 과정이 수업 장면에 영향을 미침

5. From DP to PD

(실행→개인)

교사의 수업에서 실행한 내용을 통해 교사의 모델 및 모델

링에 대한 지식 또는 PCK등의 교사의 내용 지식을 바꾸었

을 때

6. From DP to DC

(실행→결과)

교사의 수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결과물이나 보고서, 산

출물 등

7. From DC to DP

(결과→실행)

수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가 추후의 다른 수업에 영향을 미

침

8. From DC to PD

(결과→개인)

수업을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한 반성으로 교사 개인의 교

사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지식 또는 PCK등의 교사의 내

용 지식을 바꾸었을 때

9. From PD to DC

(개인→결과)

교사의 내용 지식, 교육 과정 지식 또는 PCK의 모델과 모델

리에 대한 측면이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는데 영향을 미침

10. From DS to PD

(학생→개인)

모델링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의견이

교사의 개인적 지식과 신념에 반영

표 119. 수정된 IMTPG 상호작용 세부 관계 (Clarke & Hollingswort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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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 후에도 각 영역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9).

먼저 개인 영역의 신념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특히, 수업 실행 후 자기

반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그림 29.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4. 개인에서 수업 실행의 영역으로 실행되는 과정
T1: 지질시대의 표준화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이 1차시였다면, 2차 

수업 전에 질문 만들기를 미리 해 보았는데요. 해양생물은 왜 육상
생물보다 먼저 생겼을까? 이런 식의 질문 10개 작성 후, 대멸종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미리 해보고, 교육 과정에 제시
된 3개의 대멸종설에 대해서 검색하고 자료탐색을 하고 가설에 대해 
확인 작업 후, 추론하고 찾고, 증명하고, 공유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
록 했어요. 포스터에 정리하도록 하면 좀 더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하
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사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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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교사의 개인적인 신념이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인터뷰뿐

만 아니라 교실 수업 과정에서 잘 나타났는데, 교육 과정 모델을 사용하

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잘 드러

났다. 2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질 시대의 생물 대멸종의 가설을 정리

하고 모둠 별로 대멸종 가설에 대해 하나씩 자료 조사를 통해 가설의 근

거를 제시하고 포스터로 발표하는 활동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이 수행하

는 모델링 활동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교사의 개인적 영역의 신념이

실행을 통해 실천적 지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리 활동 부분에서 대멸종 그래프를 제시하며 교육 과정 모델을

소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6. 수업 실행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가 포스터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5. 실행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T1: 진정한 모델링을 경험하는 과정을 개발해보고 싶다. 학생들이 문제

도 만들고, 직접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추론하고 공유하면서 타당성
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싶다.

 8. 결과의 영역이 개인의 영역에 반영되는 과정
T1: 1차 수업은 조사, 탐구, 의사 소통 수준이지 진정한 모델링은 아닌 

것 같다. 모델링이란 만약 운석이라면 운석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
하면서 이리듐을 찾아내고 이것이 운석이구나 추론해가고 탐구 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된다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하고 있어요.

1차 수업과 2차 수업을 실행하고 난 후 1차 수업은 모델링 수업은 아니

었다는 자기반성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수업이란 추론과 탐구 과

정을 학생들이 경험해하는 과정일 것이라는 생각의 반영을 통해 개인 영

역의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지식이 2차 수업에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 실행의 형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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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1 교사는 평소 수업부터 2차 수업에서도 스스로 본인 수업 성찰을 통

해 끊임없이, 모델을 적용한 수업이란 무엇인가 반성하고 적용하고자 노

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3차 수업에서는 모델링 교육 대한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0).

그림 30.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3차 수업에 대한 주제 선정과 수업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 2번의 개인 영역과 외부 영역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연구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가 고

민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며 토론이 이루어진다.

2. 외부에서 개인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3차 수업 모델링 수업 개발 실습 회의 중, 주제에 대한 논의 중에)
T1 : 교육 과정 총론에 성취기준 총론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만 나와 있어요. 교육 과정 외에 모델링에 대한 안내서가 필요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교사들이 교과서 그대로 활동지를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제대로 성취과정을 분석한 모형 개발 
자료집이 나와 있으면 좋겠고, 평가예시까지 나온다면 더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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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수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

업 실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난다. 이 수업에서는

탄소 나노 튜브 모형을 직접 교사가 실물 모형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이

플러렌 모형을 제작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수업 실행의 결과로 3차 수

업에서는 탄소 모형을 제작하고, 전기 회로를 모형을 학생들이 그려보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6. 실행에서 결과의 영역으로 반영)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타난 실천적 지식을 통해 교사는 학생들의 보고서

를 평가하여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며, 9. 개인

영역이 결과 영역으로 반영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산출물이 처음 T1 교

사가 의도한 창의적인 모델링 활동으로 수행되지 못한 부분에서 (시간적

인 제약과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교사는 진정한 모델링에 대한 고민

을 하면서, 8. 결과 영역이 개인 영역으로의 반영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

정에서 개인의 신념이 실천적 지식의 형태로 수업에 반영되었으며, 다시

반성을 통해 개인의 신념이 전문성의 형태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8. 결과에서 개인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 전도성 펜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전도성 펜 키트

를 이용한 실험보다는 단순한 설계라도 직접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전도성이 무엇인지, 그래핀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도록 체험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
었으면, 전도성 펜을 이용해 도화지에 그려서라도 입체 건물을 만들
면 어떨까, 실제로 창의적인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아쉬웠어요.

T1 교사의 경우에는 최종 인터뷰에서 3차 수업에 적용한 모델링 과정

외에도 다양한 모델의 적용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였고, 앞으

로의 수업에서 다양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력하

게 보여주었다. 실천을 통한 신념이 지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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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영역 개인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 과학적 모형을 처음에는 그래프와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만, 해풍 육풍을 하면서 세계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판구조론과, 해
류, 엘니뇨 등등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구나. 과정, 질문, 심
화와 같은 이러한 과정도 모형, 모델링 과정이 될 수 있구나 생각했
어요. 2015 교육 과정 융합 과학, 물화생지 교과의 특성을 드러나는 
부분을 하나씩 중점적으로 모형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실제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연수와 연구 자료가 필요

하며, 모델링 적용 방법에 대한 교수 지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인 연수 뿐 만 아니라,

실험 연수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지원과 개발 자료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러한 자료 보급과 연수, 연구회 활동, 전

문적 학습 공동체 등을 통해 동료 교사들끼리 협의 하고, 내용을 연구하

며 공유하며, 교육 과정을 통찰하는 재구성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T1 교사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피드백 해주었을 때, T1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으

며, 학생들이 생각보다 모델링에 대해서 수준 높은 이해를 보이고 있으

며, 모델링 수업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본인의 수업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스스로 다

짐하였다, 이 과정에서 10. 학생의 의견이 교사의 개인 영역의 지식에 반

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10. 학생에서 개인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학생 인터뷰 피드백 후)
  T1: (인터뷰를 한) 00이처럼 창의적인 아이의 경우, 늘 수업에 대한 갈

증을 느끼는 것을 봤었는데, 회로를 만드는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참
여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느꼈고, 다른 학생은 성적은 바닥인데 
아버지가 전기 계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실험을 할 때 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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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로를 정말 잘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학
원 다녀서 이론부분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 탐구 역량이 좀 더 커지
는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이런 학생들도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탐구의 역량이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취기준이 낮아서 부진한, 인문 분야 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실험 
방법이라는 걸 00이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2) T2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2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 후에도 각 영역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1).

먼저 개인 영역의 신념, 즉 지식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특히, 수업 실행

후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 반영이 되고 있

었다. 실행과 개인, 실행과 결과의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는 실행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1. T2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 287 -

4. 개인에서 수업 실행의 영역으로 실행되는 과정

T2: 지질 시대의 표준화석을 관찰하는 수업, 표준화석을 보여주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관찰해보도록 하고, 15개의 
표본을 보면서 암모나이트를 그냥 막연히 알았더라면, 실제 화석을 
보고나서 암모나이트의 연체부분은 없고, 딱딱한 껍데기 부분이 남
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이러한 부분이 모델링 
과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실제 교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인터뷰뿐

만 아니라 교실 수업 과정에서 잘 나타났는데, 교육 과정 모델을 사용하

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업에서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모습이 잘 드러

났다. 2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화석을 관찰하면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것

이 아니라 화석을 보면서 실제 살아있을 때의 생물의 모습을 추측해 보

는 모델링 과정을 실행 영역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차

수업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에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

링 과정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실제 수업에서는 이 부분의 주제에 대해

서 교사 주도의 설명으로만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2차 수업이 끝난 후

의 인터뷰에서 T2 교사는 다음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살아 있을 때의 모

습을 추측해서 스케치하는 활동으로 모델링 수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싶

다고 하였다.

7. 결과에서 실행의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T2: 가능하다면 다시 아이들이 화석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전 시간에 관찰한 화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암모나이트라면 딱딱한 부분은 보고, 연한 부분의 모습을 
스케치 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아닐까요? 학생들이 직접 추측해 
보는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고 싶어요.

  8. 실행의 영역이 결과의 영역에 반영되는 과정
T2: 학생들이 실제 관찰을 하고나서 설명을 하니, 학생들이 훨씬 아~ 그

렇구나 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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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실행 후의 반성을 통한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에서는 학생이

참여하는 모델링 수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지식으로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난다.

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2 교사의 3차 수업에서는 2차 수업보다 훨씬 더 많은 상호작용이 나타

났으며,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메타 모델링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2).

그림 32. T2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3차 수업에 대한 주제 선정과 수업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2번의 외부에서 개인 영역으로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연구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가 고

민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며 토론이 이루어진다.

연구자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외부에서 수업의 영역으로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업 실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

난다. 6. 수업으로부터 학생들의 산출물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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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실행에서 결과의 영역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실물로 나타내니,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니, 심

화부분까지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이 산소 공유 결합까지 생각해서 
광물의 구조를 만든 광물 모형을 만들면서 심화 부분을 알 수 있었
던 거 같아요. 

학생들이 산소 공유결합까지 고민해서 만든 모형을 보면서 모형을 만들

어 보는 과정 자체가 심화 수업이 되는 탐구 과정이라는 것을 교사 스스

로 수업 중 반성을 통해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사례이다.

5. 실행에서 개인 영역으로
T2: 지난번 이론 수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확실히 (모형 수업의 장점

을) 알 수 있었어요. 빵끈이 4개가 만나니 - 산소 공유결합 수가 4
개 구나.. (중략)

2차 수업의 반성을 통해 3차 수업을 실행하였고, 3차 수업을 통해서 다

음 수업에는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다음 수업에 대한

반성이 나타나는 사례로 실천을 통한 지식이 전문성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 결과에서 실행으로
T2: 2차 수업은 강의식으로 수업으로 모형이다라고 만 느끼는 정도의 수

업이었고, 3차는 모델링을 적용해 봤는데, 막상 실험을 하면서 풍화
를 느끼고 발표하기까지에는 수업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음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수업을 하고 싶어요.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광물 구조 모형을 만들어내고 광물 결합 구조에

대한 개별 보고서와 개별 모델을 스케치해 내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수업을

지향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9. 개인의 생각이 수업의 결과를 분석하

는데 영향을 미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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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피드백을 듣고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반

응을 듣고 학생들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좋아한다는 사실에 앞으로 모델

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다.

10. 학생에서 개인으로
 (3차 수업 후 학생 심화 인터뷰 중)
S1: 물뿌리는 거 풍화침식 부분에서 참여도 재미있었고, 풍화 실험을 직

접해보니까 어떤 모향으로 쪼개지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어요.
S2: (모델링 과정이 오래걸 리지만) 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점심시간이

라도)할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규산염 사면체 만들기처럼..
  책으로만 보면 복잡해서 어렵기만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번에는 모형을 만들어보니 이해하기 쉬웠어요.

(학생 피드백을 들은 후 인터뷰에서)
T2: 모든 내용에서는 아니지만 모델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

이 듭니다. 앞으로 더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해야겠어요.

이와 같이 3차시 수업에서는 2차 수업에 비해 더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작용이 나타나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빈번히 나타날수록 교사는 모델링

교육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자기반성을 통해 교사

의 전문성이 발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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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3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 후에서는 T3 교사의 경우에 많은 상호작용이 나

타나지는 않았다(그림 33).

먼저 개인 영역의 신념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특히, 수업 실행 후 자기

반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

러한 과정 외에는 많은 고민 없이 2차 모델 적용 수업을 실행하였다고

하였다. 수업에 대한 고민이 적을수록 상호작용도 적게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3. T3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3 교사는 3차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상호작용은 2차 수업보다 활발히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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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T3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수업에 대

한 주제 선정과 수업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며, 2번의 외부 영역을 통한

개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개인 영역과 외부 영역의 상호작용이 나

타난다. 연구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

사가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며 토론이 이루

어진다.

2. 외부에서 개인 영역으로 반영되는 과정
T3 : 실물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도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

게 되어서 수업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수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

업 실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난다.

학생들이 멸치 해부를 하고 난 후 그린 먹이 그물 그림을 보며 8. 결과

를 통한 개인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 293 -

 8. 결과에서 개인으로
T3: 멸치 해부를 하고 먹이 그물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려내는 것을 모

고, 일방적인 강의보다, 배우는 게 의미가 크구나 .. (생각했어요.)

학생의 의견을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10. 학생에서 개인 영역으로의 상

호작용이 나타난다.

10. 학생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S5: 평소 수업, 영상 보고 빈칸 보고 쓰는거 보다,
문제나 질문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S6: 과학을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과학은 어렵고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실험에 참여하면, 모두가 같은 선에서 참여하고 같은 상황
에서 참여하니까 훨씬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S7: 친구들과 말을 하는 과정에서 토의하면서 그림으로 가장 이해가 좋
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접한 교사는 최종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활발

히 참여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으며, 앞으로 모델을 더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이러한 신념이 실천적 지식으로 나타난다.



- 294 -

4) T4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에서는 4가지 세부관계에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그림 35).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 외부

에서 개인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링 적용 과정이

수업에 적용되었다. 이 수업에서는 공유결합의 능력을 걸그룹의 센터에

비유하는 등 모델 사용을 의도한 모습이 수업 상황에서 확인되었다.

그림 35. T4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수업에서 공유결합 문제 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6. 수업 실행을 통해 결과가 나타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3차 수업에서는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

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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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T4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을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 2번의 외부 영역에서 개인 영역으로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연구자

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수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업 실

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난다.

5. 실행에서 개인으로
T4: (수업을 해보니) 과학에서는 모델링은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나 화학의 특성상 모형은 꼭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해야겠지요.

이 수업에서는 금속반응 실험을 수행하여 학생들이 금속반응 과정을 모

형으로 나타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6. 실행에서 결과

물이 나타나며, 학생들의 생각을 표현해 보는 기회를 주고자 개별 모델

링 스케치 활동을 의도하였다고 하였다.

9. 개인에서 결과로
T4: 조작을 해보고, 실험을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고, 결과

를 거칠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금속 반응 모형을 그려보는 활동을 만들었
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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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의견이 교사의 생각이 반영되었다.

10. 학생에서 개인으로
S7: 평소 수업은 보통 수동적이지만, 실험을 통해 변화를 보고, 친구들이

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런 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면
서,. 금속방응 실험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친구들과 설명을 나눈 
부분이 좋았어요. 

S8: (모형 수업은)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
만 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처럼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발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4 교사는 실제 수업에서 메타 모델링 지식을 직접

적으로 알려주고자 의도하고 수업에서 과학의 본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

했다고 하였다.

T4: 표상- 그림을 통해 개념을 알면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내용을 직접적
으로 설명해주면서 메타모델에 대한 개념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싶었
어요. 평소에도 과학의 본서에 대한 내용을 종종 얘기해주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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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5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1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 후에도 각 영역별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7).

그림 37. T5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먼저 개인 영역의 신념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특히, 수업 실행 후 자기반

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 반영이 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생각하는 모델 수업이 수업으로 실행되었으며, 천구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이 학습지에 천구의 모습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학

생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6. 실행에서 결과,

9. 개인에서 결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6. 실행에서 결과, 9. 개인애서 결과로
T5: 좌표계 수업이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천구 그림과 플

래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구 그
림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게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
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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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3차 수업에서는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상호작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38).

그림 38. T5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실습 과정의 논의를 하는 과정에

서 2번의 외부 영역과 내부 영역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연구자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수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

업 실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난다.

4. 개인에서 실행으로
T5: 천구를 모사한 우산 자체, 적경을 나타내는 우산 살을 가지고 모형

을 적용하고자 했어요.

8. 결과에서 개인으로
T5: 모델링은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7. 결과에서 실행으로
(수업을 해보고 나니) 모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 쉽게 적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미 모형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거였어
요. 수업에서.. 앞으로는 모델 사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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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수업을 해보고 나니, 지구과학의 특성상 기존에 이미 많이 다루

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모델링 적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수업 실행과 그 후 반

성을 통해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수업에서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을 사용하여 일주운동의 방향을 모

둠별로 탐색해보고, 개별 학습지에 천구의 모습을 그려보는 보고서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6. 실행에서 결과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10. 학생에서 개인으로
S9: 북쪽하늘을 보면 반시계 방향인데, 남쪽하늘은 시계 방향이라는게 

말로만 했으면 이해가 안 됐는데, (모둠친구들과) 서로 이쪽방향을 
보자고 하면서 서로 이해가 됐어요.

T5 교사는 학생들이 우산을 가지고 직접 돌려보고, 모둠별로 얘기를 하

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 피드백과 수업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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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6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가. 2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6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을 살펴보면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에서 먼저 개인 영역의 신념으로 수업을 실행하고, 특히, 수업

실행 후 자기반성을 통해 개인 영역의 모델링에 대한 지식에 반영이 되

고 있었다(그림 39).

그림 39. T6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2차 수업 후)

연구자의 제안을 통해 모델을 수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2. 외부에서 개

인으로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4. 외부에서 개인으로
T6: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적용해보려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원생

동물이 병원체를 전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상 모델을 활용했
어요. 

T6 교사는 메타 모델링 지식을 학습하기 전 동영상과 같은 것이 모델의

예라고 생각 하고 수업에서 적용하고자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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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차 수업 후에 나타난 상호작용

T4 교사는 평소 수업부터 3차 수업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본인 수업 성

찰을 통해 끊임없이, 모델을 적용한 수업이란 무엇인가 반성하고 적용하

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3차 수업에서는 모델링에 대한 상호작

용이 더욱 활발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그림 40).

그림 40. T6 교사의 IMTPG 상호 과정 (3차 수업 후)

연구자와 함께 3차 수업에 대한 주제 선정과 수업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 2번의 개인 영역과 외부 영역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연구자의 교육 과정에 대한 주제 선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교사가 고

민을 하고, 이에 대한 생각을 연구자에게 제시하며 토론이 이루어진다.

실제로 T6 교사는 주제 선정 과정에서 처음에는 군집을 주제로 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자와의 토의를 통해서 주제를 먹이 그물로 최종 수정하였

다. 이 과정에서 1, 2. 개인-외부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연구자와 함께 논의한 주제를 반영하여 3. 수업의 실행이 이루어지며, 수

업 실행 과정에서 4.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이 나타난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먹이 그물 게임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먹이 그

물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고 모둠별 포스터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6. 실행

에서 결과의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 302 -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발전된 실천적 지식을 가지고 교사는 학생들의 보고

서를 평가하여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9. 개인 영역이 결과 영역으로 반

영되며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났다.

5. 실행에서 개인으로
T6: (수업을 직접 해보니) 모형에 대한 범위 인식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는 동영상 같은 게 모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모형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업에서는 모형의 의도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메타 모델링 부
분을 미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8. 결과에서 개인으로
S9: 게임으로 먹이 그물 활동, 실제로 그 입장이 되서 해보면서 피식, 포

식 관계를 알게 되고, 참여하면서 하게 된 부분이 평소와 달랐어요. 
모둠끼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든 먹이 그물이 모형이 되는 것 
같아요.  

S10 : 먹이 그물을 그릴 때는 교과서 모형만 생각했는데, 변화를 생각해
보고 정리한 부분에서 다른 모형 발전된 모형을 그려보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사는 수업 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모형 사용을 더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0. 학생에서 개인으로
T6: (모형수업에 참여한)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쉬운 개념이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먹이 그물을 그려 뿌듯했어요. 평소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
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모형 수업과 같은 수업을 구상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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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TPG의 전체적인 상호 작용을 살펴보면 표 120와 같다. 2차 수업보

다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하기 위한 연수 과정이 포함되고, 실제 모

델링 적용 과정을 거친 3차 수업 과정에 여러 영역의 상호작용 빈도가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차 수업은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활

용 수업으로 상호작용은 적게 나타난다. 3차 수업에서는 연구자와 수업

주제에 대한 논의가 많을수록 그만큼 모델과 모델링에 대해서 논의할 기

회가 많아지고, 상호작용 기회도 많아지며 이를 통한 성찰과 반성의 과

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사 혼자 모델 활용 수업에 대해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보다, 동료 교사나 연수, 외부 자극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T1 T2 T3 T4 T5 T6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2차 3차
빈

도

1 　 O 　 O 　 　 　 　 　 　 　 O 3

2 　 O 　 O 　 O O O 　 O O O 8

3 　 O 　 O 　 O 　 O 　 O 　 O 6

4 O O O O O O O O O O O O 12

5 O 　 O O O O O O 　 O O O 10

6 O O O O 　 O O O O O 　 O 10

7 　 　 O O 　 　 　 　 　 O 　 　 3

8 O O 　 O 　 O 　 　 　 O 　 　 5

9 　 O 　 O 　 　 　 O O 　 　 O 5

10 　 O 　 O 　 O 　 O 　 O 　 O 6

빈

도
4 8 4 10 2 7 4 7 3 8 3 8 　

표 120. 교사 전체의 IMTPG 상호 작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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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0과 같이 교사의 지식 변화를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은 바

로 교실 수업 실행 현장에서 드러났다. 상호작용의 영역 중, 4, 5, 6번 항

목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4.개인→실

행, 5.실행→개인, 6.실행→결과로 즉, ‘실행’ 영역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 전문성 상호작용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교실 수업 ‘실행’ 과정이며, 이러한

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가장 크게 자극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업 실천을 통한 상호작용이 교사의 전문성으로 나타

나게 되며, 모델링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업 실

행 전 후의 반성과 수업 중 반성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게 된

다.

3차 수업 후에는 실행을 통한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교사들은 스스

로 성찰하였으며, 수업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활발히 수업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

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이것이 다시 개인의 실천적 지식이 되어

교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또한 학생 자극을 통해 교사 개인 영역에 반응을 일으키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교사의 모델링의 필요성과 모델링 수업의 적용 의지

를 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과 학생들

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통해서, 모델 활용 수업 대해 미온 적이었던

교사들도 모델 활용에 대해 긍적적인 신념을 보이며, 이러한 신념이 바

로 교사 전문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3회에 걸친 수업을 살펴보고,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이해의 발전을 위해 메타 모델링 내용 연수와 모델링 수업 개발 실습

연수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짧은 기간의 연수와 수업 과정

속에서도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제 교사

의 발전 과정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성공적이든 아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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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자극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약 6개월에 걸친 단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의 모델링 교

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의 발전은 교사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 인

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발전 과정의 프로

세스가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 발전 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프로젝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참여하

는 전 과정을 모델링 교육을 위한 연수 과정으로 설계하였고, 최종 인터뷰

이후 학기말에 추가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여 교사들의 생각의 변화를 알아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자 하였다.

이 마지막 인터뷰에서 교사들은 모델링 교육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본 연구 참여를 경험으로 더 나은 형태의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교사가 모델링

프로세스의 특성, 모델의 역할, 과학적 지식의 발달과 과학 교육에서 가

르치는 모델과 모델링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

다. 이 상태의 교사에게 연구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연수에 해당한다. 즉 외부 영역(연구자와의 상호 작용)이 교사의 발전

프로세스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에 대한 자료 제공이든, 수업 설계이든, 수업 실행이든 이러한 경험

이 없는 교사들에게 모델링과 관련된 지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

라서 아주 잘 짜여진 연수를 통해서만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의 발전

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 자료를 접하고, 동료

들과 논의하며,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계획하고, 수업에 실행해보는 적극

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발달할 것이

다. 즉,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연수 형태인 전문적 학

습 공동체의 형태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연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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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해 인식하고, 모

델링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

2단계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에 대한 일관적이

고 반성적인 접근법이 개발하는 단계

3단계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적극

적으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계

표 121. Bell & Gilbert (1996)의 교사 발달 단계 분류의 3단계

2.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어

떻게 변화하는지 논의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정으로 모델링 적용 수업 후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들은 3차시 수업을 모형의 개발과 활용, 모델링

적용 과정으로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3차시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 메타 모델링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는 연수를 진행한 후, 모델링 적

용 수업 과정을 개발 실습 과정 연수를 진행하였다. 이후에 개발된 모델

링 수업을 3차 수업으로 실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만 생

각하던 모델링 과정을 개발하고 수업 실행으로 실천해 가는 과정을 통해

서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고 판단되었다. 이것은

수업 전 후 면담을 통해 교사 개개인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판단하였다.

앞에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발달 과정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교사들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발달

단계는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Bell &

Gilbert(1996)의 사회적, 개인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교사 발달 단계 분류

의 3단계를 사용하였다(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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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법에 대해 인식하

고, 모델링 방법에 대해 학습하는 단계이다.

2단계는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teaching of

modeling)에 대한 일관적(coherent)이고 반성적(reflective)인 접근법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교사 스스로 자신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

여 자신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계이

다.

연구에 참여한 교사의 모델링 수준에 대한 논의보다는 연구에 참여한

교사 스스로 모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앞으로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 대부분 초기에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수준은

낮은 수준 이었지만, 이것은 교사의 지식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현행 교사

교육의 흐름 특성상 모델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

이다. 따라서 현재의 수준보다는 교사들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을

접하고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모델링 교

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발달 변화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연구에 참여하기 전 초기 생각과

3차 수업 실행 과정을 마친 후,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가 끝난 후 학기말

에 교사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의 초기 발달 단계는 모두 1단계로 나타났

다. 모델과 관련된 연수의 경험이 있는 T1 교사의 경우에도 모델의 정

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링 과정과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

다. T1 교사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능으로서의

모형의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업에 적용해보고

자 하는 의지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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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모델의 정의에 대해 초기에 바르게 인식하고 있던, T5 교사는

임용 고시 준비를 하면서 모델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T5 교사 역시 과학적 모형에 대한 개념만 인식

하고 있을 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

지 못하고 있었다. T5 초기 설문에서 모형은 수업의 도구일 뿐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적용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T5 교사의 경우 임용 고시 준비를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저 경력의 교

사로 최신의 과학 교육의 동향인 과학적 모델에 대한 학습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T6 교사의 경우 T5 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용 고

시 준비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 교사이지만 과학적 모델에 대한 학

습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과목 특성의

차이로 볼 수 있다. T5 교사의 전공은 지구과학으로 과학적 모델의 사

용이 교육 과정상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실제 지구과학 교육에서

과학적 모델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에 비해 T6 교사의 전공은 생물로

지구과학에 비해 교육 과정상 제시되는 과학적 모델이 비교적 적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다른 교사들의 초기 생각은 과학적 모델에 대해서 막연하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 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T3 교사의 경우 모델링 수업 적용 의사를 묻는 질문에 교과서에 제시

되어 있는 모델을 수업에 적용해 볼 수는 있다고 답하였으며, T4 교사의

경우에는 모든 현상을 관찰하지 못하므로 시각화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

였다. 생물 전공인 T6 교사는 학생들이 본인의 신체에 대해 정확히 알

기 위해 모델링 수업을 적용할 의사는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초기 인식은 분명치 않거

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판단된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면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8가지 기능으로 제

시되어 있는 과학적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육을 접하면서 모든 교사는 모델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명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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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 방법에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차 수업에서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을 수업에 적용해 보면

서, 자신이 평소에 실행하던 수업과 교육 과정 속에 과학적 모델이 적용

되고 있었다는 것을 수업 실행과 반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실제 수

업 상황에서 모델 적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수업 실행한 후 수업 과정

에 모델의 사용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업에서 교사

가 제시한 모델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탐구하는 모델링을 적

용한 과정을 경험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

는 것을 교사 스스로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교사들은 수업을 실행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모델과 모델

링을 적용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3차 모델링 적용 수업을 위한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 개발 실습을 통해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수업에서 대한 주제와 방법적인 제약에 대해 인

식하고, 수업 시수의 부족과 준비 과정의 부족,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 대해서 토로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

사들은 학교의 일상 업무 과다로 힘든 바쁜 일과 시간 중에도 3차 모델

링을 적용한 수업을 모두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막연하고 어렵게만 생각하던 모델링

적용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교수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실행 과정을 통해 모델링 교

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수업 실행을 통해 사용한 모델을 다음 수업에서는 좀 더 발전

적인 형태의 탐구를 경험하는 모델링 과정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매번 수업에서의 실행은 아니어도 모델 활용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

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모델링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법이 함께 공존하는 2단계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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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 후 인터뷰와 최종 인터뷰 중에서)

T1: 규산염 광물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공유결합과 기본 개념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때 추론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
록 수업 설계를 하고 싶다.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니)열린 탐구가 
꼭 필요하다, (중략)..

    이론을 설명하고 모형 수업을 할 것 인지, 모형을 하고 이론을 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다. 이론을 먼저 설명 하고, 모형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려운 모형도(모델링 과정)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부
분에서는 실패한 것이 오랫동안 머리에 남을 수 있을 거에요. 어려
운 부분은 개념을 알고 나서 과정을 추적하는 방법으로 설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T1 교사는 다음 수업에서 발전적인 형태의 추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을 적용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나타냈으며, 수업 실

행 경험을 통하여 어려운 모델링 과정, 즉 탐구적 모델링 과정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T4: 과학에서는 모델링은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나 화학의 특성상 모형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
에 많이 활용을 해야겠지요.

T4 교사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본 후에 과학 수업에서 모델링 과정은

배제할 수 없는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식하고, 특히 자신의 전공인 화학

과목에서는 모델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한 모

습을 보여주었다.

T5: 모델링과 관련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학 기간을 활용해 여러 서
적을 탐독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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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 교사는 모델링 교육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으

며, 이를 위해 전문 서적을 공부하고자 하는 계획을 보여주었다.

T6: 내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으로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생1을 하게 된다면 감수분열 부분을, 생2를 하
게 된다면 광합성 부분을 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링할 재료를 선정하고 그 재료를 선정한 이유를 쓰게 할 예정입
니다. 예를 들어 감수분열이라면 지렁이 젤리를 이용한 조는 왜 지
렁이젤리로 염색체를 표현하려고 하였는지.. 

   지난번 참여했던 다른 선생님의 공개 수업에서 한 선생님이 학생들이 
광인산화(광합성 한 부분)를 표현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이러한 과정이 학생들에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적용한 수업이었
던거 같아요. 저도 이런 수업을 내년에는 꼭 활용해보고 싶어요. 

T6 교사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경험하고 난 후, 내년 수업에서 구체적으

로 어느 주제에 어떤 방법의 모델링 과정을 적용할지 미리 생각 하고 계

획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과거에 인상깊게 보았던 공개 수업이 바로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이었음을 인지하고, 본인도 다음 학기에는 모델링

을 적용한 수업을 꼭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은 초기에는 모델에 대한 인식조차 명확

하지 않았지만, 모델링 수업을 직접 실행해 본 후, 탐구 과정을 경험하는

어려운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다음 학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에 어떤 모델링 방식을 적용하고 싶다

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보여주었다. 즉, 모델링 수업을 단 한차례 경험해

보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직접 모델링 수업을 본인들이 설계하고 실

행하고 반성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모델링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

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고자 하

는 계획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교사의 수업 실행을 통한 실천적인

지식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전문성으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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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모델링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교육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이 부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사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었다.

T1: 전도성이 무엇인지, 그래핀이 무엇인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알 
수 있도록 체험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
었으면, 도화지에 그려서라도 입체 건물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해보
았지만,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아쉬워요

T2 : 이번 실험을 준비하면서 모델링 수업이 정말 좋은데.. 실제 실험  
물품 준비나 재료 준비 과정에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물품 준비 품의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재료 사려면 힘들지..
  행정실 품의 품목 물건 등등 준비가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빠르고 효과적인 물품 구매 과정이 필요해요. 

T1, T2 교사의 인터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모델링 수업을 경험해

본 경험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모델링 교육의 제약점도 찾아볼 수 있었

다. 실제 시간의 부족 때문에 더 깊은 단계의 모델링 과정이 적용되기

힘들며, 실제 이러한 탐구적 모델링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

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제약점에 대해서 토로하였다.

T4: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면서 이런 열린 탐구를 진행해 보고 싶어요.
제목만 가르쳐 주고 모형을 확인하는 열린 실험으로 진행, 완전 
열린 탐구를 해보고 싶어요. (중략).. 
 고등학교 환경 자체에서 심화 실험 기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
은 심화 실험 기자재까지는 사용하긴 힘들어요. 사실 화학 실험에 
필요한 많은 고급 기자재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근처 대학교 실험
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이런 열린 탐구, 모델링 활용 수업이 잘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T4 교사는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열린 탐구를 경험



- 313 -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 이러한 열린 탐구, 깊이 있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시설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족함에 대해서 제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5: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고 적용하는 게 힘든 이유는 교사 스스로의 의
욕, 체력, 시간의 부족인 거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으로 생활지
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요. 학교 현상
에서는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부가적인 일상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잡무가 줄어들어야 수업 준
비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T6 : 모형실험을 적용해 보니, 간단한 실험이지만 교사 스스로 혼자 준
비 하기에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조교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어요.

T5, T6 교사는 모델링 수업 준비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제한점으

로 지적하면서, 교사의 잡무가 과다함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든 수업 적용이 끝난 후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가 다 같이 모여 수

업 나눔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교사들은 모델링 수업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고 절실히

느끼지만,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

다는 점을 지적하며,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고 적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

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3차 수업 후 수업 나눔에서의 전체 토론)
연구자 : 그렇다면, 모델링 수업의 중요성을 실감하지만, 매번 이런 모델

링 수업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유
롭게 이야기해주세요.

T1 : 과학 실무사님의 부재도 커요. 

T3: 애들의 상태를 보면, 의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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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수업 시수가 너무 많고, 동아리 관련 업무도 너무 많아요.

T5: 담임 업무와 같은 잡무도 많구요.

T4 : 입시제도 때문에 수업과 입시가 동 떨어 지는 것이 문제에요.

T1: 교사 연구문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수업 나눔과 같은 시간이 부
족한 것도 문제지요.

T4: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 내신을 포기한 학생들이 있어서, 수행평가라
고 하고 실험을 진행해도 관심이 없어요. 학교 내신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의욕이 없는 이런 애들, 모든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힘들어요.

3차 수업 후에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모든 교사들이 2단계의 모델링 발

달 단계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모델링 수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용하고자 하나, 그 실행 과정에 대한 제약을 느끼며 다양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수업 나눔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실행 과정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 학생들의 무기력함
 - 학교 업무의 과다 (담임 업무, 부가적인 업무 등)
 - 과학 실무사의 부재
 - 입시제도로 인해 수업과 입시가 동떨어짐
 - 교사 공동체 연구(수업 나눔 등) 시간의 부족
 - 수업 시수의 과다

3차 수업이 끝난 후 약 두 달여 후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연구 참여 이

후 교사들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최종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프로젝트가 끝난 후 스스로 모델링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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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보거나 모델링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는지가 있는 질문에 대부

분의 교사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 학기 수업에 꾸준히 적용해 보고자 한다고 모든 교사가 응

답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모든 교사가 본 연구 프로젝트 참여

가 끝난 후 추후 인터뷰에서 모델링 수업의 필요성을 말하며, 다음 학기

에 꼭 발전된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최종 인터뷰 중)

T2: PPT자료로 수업했을 때보다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니 훨씬 이해가 
잘되고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수업은 아니지
만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려구요.

T3 :　과학적 모델에 대해 더 연구하고 다양하게 수업에 적용하겠습니
다. 모든 내용에서는 아니지만 모델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T4: 학생들이 스스로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델을 많
이 이용하도록 노력해야지요. 내년에 더 적용할 것입니다. 실험의 빈
도를 어떻게든 높여 볼 것입니다

T6: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
다. 아직 적용해보지 못하였지만 내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으로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생1을 하게 된
다면 감수분열 부분을, 생2를 하게 된다면 광합성 부분을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특히 T1 교사의 경우에는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 3단계 발달에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을 일부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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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인터뷰 중에서)
 
T1: 친환경 에너지 부분,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너

지에 대한 모형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어요. 모형이란 무엇이고 어
떤 방법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학기에는 찾아봤지만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수업에 모델링 적
용은 못했어요. 

     내년에는 학기 초에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서 연계성과 수업 차시의 
확보,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넣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최종 인터뷰 후 진행된 추가 인터뷰 중에서)

T1: 수업을 계속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내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요. 모형 수업에 대한 전과 후는 잘 구성된 모형을 잘 적용하는 것 
보다, 초기 단계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숙제라고 생각합
니다. 모형 개발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전과 후가 비교가 되고, 한번 
해 보니, 앞으로 더 해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T1 교사는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또다시 적용하지는 않았으나, 교사 스

스로 모델링의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전

문성을 기르기 위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

을 적용해 보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단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도 모델링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하였다.

교사 스스로 자신의 전문성 발달과 관련하여 자신감을 느끼고, 적극적으

로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계인 3단계로 접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스로 모델링 수업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적용해보고자 하

며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부분이 부각되어 다른 참여자들과는 다른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에 3단계로 발전하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하여, 2.5

단계로 분석하였다(표 123).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교사의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나타내면 다음 표 1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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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

수업실행후

(단계)

프로젝트

끝난후

(단계)

T1 1 2 2.5

T2 1 2 2

T3 1 2 2

T4 1 2 2

T5 1 2 2

T6 1 2 2

표 122. 교사의 시간별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T1 교사의 인식 변화 T2-T6 교사의 인식 변화

표 123.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최종 인터뷰는 본 연구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약 2달

후의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응답으로 아직 교사들이 모델링 수업 실

행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

인 자극과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면 다시 1단계 수준으로 회귀할 가

능성이 높다. 특히 1단계로 회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델링

수업 개발과 실행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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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ell & Gilbert, 1996). 이 부분은 3차 수업 후 있었던, 수업 나눔 과

정에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따라서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한 2단계의 교사들이

3단계의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과학 교육에 모델링을 사용하는 단

계에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적절한 격려와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할 것이

다. 어떠한 자극이 필요할지에 대한 교사 인터뷰의 응답 사례이다.

(최종 인터뷰 중에서)

 T1: 성취기준이 분석되어 있는 모형 자료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가
까지 연계된 모형 자료집이요.

    기존의 자료집을 보면, 성취기준이 늘 ‘하’ 부분만 제시되어 있는데, 
중 / 상 단계에 대한 예시도 필요한데, 바로 모형, 모델링 수업을 통
해서 ‘상’ 단계의 심화 수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요. 

T3: 교사용 지도서에 모델링 수업이 예시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델
이란 무엇인가, 해당 모델에 대한 내용적인 면도 설명이 되어 있으
면 좋겠고, 그 주제에 대해 연계되어 있는 내용, 전공 개념 부분 앞 
뒤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통합과학은 내 전공이 아닌 
분야도 많으니까.. 

    예를 들면 대기대순환이 주제라면 심화단계의 지균풍의 설명도 교사
용 자료로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종 인터뷰 후 진행된 추가 인터뷰 중에서)
T1: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교사 수준

에서는 공유가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연수를 들어도 내재화하고 수
업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적용과정을 하려면 전문
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해요.

    이번 저의 경우도 연구자인 선생님과 같이 토의하면서 개발하고, 직
접 해보는 과정에서 개발을 했잖아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동료 교사와 이렇게 토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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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주제별 개발된 자료, 물화생지 영역의 전문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

으면 좋겠고, 전문가 연수, 시작점은 교수나 연구소의 전문적인 연수
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대학에 찾아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구요. 
대학 실험실, 대기업 연구소의 실험실의 개발파트를 찾아가서 연수
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교과 군으로 주제 군으로 

융합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 연수나 전문가 연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지역 네트워크를 바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학교에 들어와서 
전달 연수를 하면서 학교 교사에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
어야 해요.

  우리 교사들은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수업을 더 잘하
고 싶은 그런 필요성을 느껴요.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전문성 연수를 듣고 온 한두 명의 
교사만 있어도 동기가 유발되며,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을 모일 수 
있는 마당, 컨퍼런스와 같은 그런 배경, 지원은 필요하다는 거지요, 
시스템적인 장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에게 ‘하시오’라고 강요하
는 것이 아니고 장을 열어주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이런 장을 열어
주면 교사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모델과 모델링 자료의 보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자극에는 직접 적인 연수가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당장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

점에 모든 과학 교사가 모델링 연수를 한 번에 이수할 수는 없다. 따라

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수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교사용 지도서에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

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미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교과서와 지도서는 배포되어 있으며, 모든 출판사에서 모델이나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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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다루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자료집이나 자료가 온라인의 형

태로라도 교사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

이다. 교사들은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로서 적절

한 자극과 정보만 제공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

듯이 교사들 스스로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과학적 모델에 대해 바르

게 인식하고 과학 교육에 모델링 사용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

고 생각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처럼 학교 현장에

서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장인 ‘교사 공동

체’ 형태의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 간 협력

활동을 통한 교사 간 전문성 개발 연수가 일반적인 지식 전달 위주의 연

수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박주호등,

2015; 서경혜, 2009). 이와 같이 국가 기관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한두 명이 주축이 되고,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과 같이 교내

외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로 모델링 수업 자료 개발 실습과 수업 실행

위주의 실천적인 연수, ‘현장 실행 기반 연수’가 진행된다면,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모델링 교육을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

다. 이러한 점은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본 연구에 참여한 것을 긍

정적으로 생각하는 교사의 응답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연구

에 참여 한 이후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 발달 단계에서 모든 교사들이

2단계 이상으로 발달하고 있음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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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학생의 인식 분석

1.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델에 생각

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모형 및 모형 구성 지식에 대한

Treagust(2004)의 VOMMS의 세부영역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모형의

종류에 대한 생각과 표상으로써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과학적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초기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위

한 수업이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 설문을 먼저 진행하였으며, 3차시 수업

이 모두 끝난 후에 동일한 문항의 사후 설문을 수행하였다. 이때 사후

설문에는 주관식 문항으로 ‘모형이란 무엇인가?’라는 모형의 정의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1학년 3학급, 2학년 3학급의 총 130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여를 동의(6

학급 214명 중 61%)하고 설문에 응하였다.

먼저 사전 설문에서 ‘과학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

한 문항에 8명(6%)의 학생만이 들어본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과학

행사’, ‘과학관’, ‘설문지(파일럿 테스트에 참여한 설문)’ 등에서 들어본 경

험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과학 모델’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델이라는 말을 들어본 학생들도 과학관과 과학 행사와 같

은 학교 내 수업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교육 과정이 아닌 학교 이외의 곳

에서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모형의 종류를 묻는 과학 모델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 응

답해보라는 설문에 다음 표 124와 같이 응답하였다. 규모 모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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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사후 증감률

규모 모델

(scale)
66% 74% 8%

설명 모델

(analogical,functional)
44% 54% 10%

이론적 법칙 모델

(theoretical)
26% 42% 15%

모델 아님 24% 22% -2%

표 124. 모형의 종류에 대한 바른 인식 학생 응답

는 사전에도 반 이상의 학생인 66%의 학생이 모형이라고 바르게 응답하

였으며, 모형 수업 적용 후 사후 설문에서는 74%의 학생이 규모 모형을

모형이라고 응답하였다.

설명 모형의 경우에는 사전 설문에서는 44%, 이론적 법칙 모형의 경우

에는 단 26%의 학생만이 사전 설문에서 모형이라고 응답하였다. 규모

모형과 같이 단순한 모형의 경우에는 ‘과학 모델’에 대한 경험이 없는 학

생들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규모 모형이 모델일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비해 설명 모형은 44%, 이론적 법칙 모형은 26%에 해당

하는 학생만이 모형이라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형 적용 수업을

적용한 후 사후 설문에서는 3가지 종류의 모형을 찾아낸 응답률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사전 설문에서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이론적 법칙 모형에

대산 사후 응답률은 42%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다. 이에 비해 모델이

아닌 것을 고른 비율은 사전 24%에서 사후 22%로 약 2% 감소하였으나,

그 비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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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학생의 모형의 종류에 대한 바른 응답

세 번째 과학적 모형의 세 가지 특징인 표상으로써의 모형, 모형의 다

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표 125).

다음 표와 같은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해 사전, 사후 결과 모두 모형 구

성에 관한 지식에 더 진보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 가지의 문항 모두 사전보다 사후 결과에서 더 진보된 관점의 응답률이

높아졌다(그림 42). 대부분의 학생들이 과학적 모형 구성에 대해 과학적

으로 수용될 만한 관점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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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전

(명)

사후

(명)

증 감

률

1.과학에서 모델과 모델링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모델은 아이디어 또는 무엇이 어

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93 72% 102 78% 7%

② 모델은 실제 세계를 있는 정확하

게 복제한 것이다.
33 　 27 　 　

2.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과학적 아이디어는 오직 하나의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다른 모델들

은 틀린 것이다.

6 　 6 　 　

② 과학적 아이디어는 하나의 모델

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아이

디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모델들

도 있다.

120 92% 122 94% 2%

3. 과학자들이 과학적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델과 모델링을 사용할 때, 그들은

①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딱 하나의 모형을 사용할 것 같다.
11 　 12 　 　

②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모델들을 사용할 것 같다.
114 88% 115 88% 1%

4. 새로운 과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새

모델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 다음 중 옳다고 생각되는 것은?

① 과학자들은 모델과 이론을 뒷받

침하는 사실에 기반을 두어 결정한

다.

119 92% 123 95% 3%

② 과학자들은 개인의 감정이나 동

기에 영향을 받는다.
7 　 6 　 　

5. 새로운 과학 모델을 받아들이는 것은?

① 대다수의 과학자들의 지지를 필

요로 한다.
33 　 23 　 　

② 새로운 모델이 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을 때 일어난다.
94 72% 106 82% 9%

6. 과학 모델들은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오

랜 시간 동안 구성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모델은?

① 미래에 변하지 않을 것이다. 8 　 7 　 　

② 미래에 변할 수 있다. 118 91% 119 92% 1%

표 125. 모형의 본성에 대한 학생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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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사전 사후 응답에서 과학적 본성에 대한 진보적 관점의 응답률 변화

따라서 과학적으로 대다수의 진보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모형을 활용한 수업을 경험하게 하고,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고 난 후 사

후에 더 진보된 관점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차 막대의

표준 편차를 살펴볼 때, 사전 사후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크게 나타난다

고 볼 수는 없지만(그림 42), 사전 사후 설문 모두에서 80% 이상의 학생

들이 모델의 본성에 대해 진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사전 설문을 통해서 볼 때, 학생들은 과학적 모형에 대해 정확한 정의

는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고 과학적 모형 구성에 대해 대부분 진보된 관

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과학 교육에서 모형과 모델링을 활용

한 수업을 적용할 때 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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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각

모든 수업 적용이 끝난 후 사후 설문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모형의 정의를 주

관식 문항으로 적어보도록 하였으며, 이에 학생들은 대답을 정리하면 크

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1)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이다
  (2) 모델은 현실 세계를 표상하는 그림이다.
  (3) 모델은 자연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첫 번째 정의는 모델은 현실 세계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것, 즉 복제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다.

‘(1)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 의 답변 사례
S1: (과학적 모형은) 실제 있는 것을 복제하여 나타내며 과학적 사실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함.
S2: 과학 현상을 그대로 축소해 한 눈에 볼 수 있게 한 것
S3: 사람 신체모형

두 번째는 특정 목적을 위해 현실 세계를 모델로 나타내는 표상, 이미지

의 측면으로 강조한다.

‘(2) 모델은 현실 세계를 표상하는 그림’의 답변 사례
S4: 어떤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각 보조 자료
S5: 과학적 지식을 포함하는 모형 또는 그림 
S6: 과학적 개념을 시각으로 구성

세 번째 정의는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라는 정

의이다. 과학 개념과 이론의 설명적 측면을 강조한 응답이 이에 속한다.

  ‘(3) 모델은 자연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의 답변 사례
S8: (과학적 모형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누구나 그 모형을 모았

을 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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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과학적인 현상이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S10: 자연적인 과학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
S11: 과학적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
S12: 과학적인 이론을 잘 설명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

록 잘 설명할 수 있는 모형

이와 같이 학생의 모형에 대한 정의는 크게 3 가지로 분류되었으며, 1번

을 제외하고는 2, 3번에 해당하는 응답은 모델에 정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응답에 속한다. 물론 모델은 2번의 표상적 측면과 3번의

설명적 측면을 모두 담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한 경우는 일

부 학생들의 응답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모델의 예측성까지

응답한 학생들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설문지를 작성한 학생들은 총 130명이며, 이 중에서 무응답을 제외하고

모형의 정의에 대해 응답한 학생들은 113명이었다. 이 중에서 67명(52%)

의 학생들이 (3)번의 설명적 측면을 강조한 응답을 하였으며, (2)번의 표

상적 측면을 강조한 정의를 응답한 학생들은 39명(30%)에 해당했다. 나

머지 5%의 학생만이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라는 낮은 이해 수준을 보

였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 82%의 학생이 (2), (3)번에 해당하는 모형

의 정의에 대한 진보적인 관점을 나타냈다(표 126). 즉, 사전 설문에서

모형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경험하거나 모델에 대한 교사의 간단한 설명 후, 모델의 정의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모

델이 정의에 대해 묻는 하나의 문항만을 가지고 학생들의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모델링 수업에 대해

초점을 두고, 학생의 반응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확인 수단으로 본 문항

을 사용했으므로, 학생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추가적인 분석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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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정의
응답률

(n=130)

무응답 17명 (13%)

(1)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 7명 (5%)

(2) 모델은 현실 세계를 표상하는 그림이다. 39명 (30%)

(3) 모델은 자연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다. 67명 (52%)

표 126. 모델의 정의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중 일부(14명)

에게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모델링 수업을 통해 개념 이해에 도

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친구들과 토론은 하는 과정과 그림으로 모

형을 표현하는 부분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학생 사후 심층 인터뷰 중에서)
 T3 교사의 ’멸치 해부와 먹이 그물’ 수업에 참여한 학생 S1
: (모형 수업에 참여하니) 기억에 오래 남아요. 수업이 끝났지만, 직접 그

려보면서 오늘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생각해보면서 그
림을 그린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T1 교사의 ’탄소 동소체와 전기 회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 S2
: 무언가를 설명만 듣고 말로만 설명을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텐데, 진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험한 개념 중에서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친구랑 토론하고 있었는데, 친
구랑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개념 알게 되었어요.

 T5 교사의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S3
: 교과서 그림보다는 내가 실험하고 이해한 자체의 그림을 직접 그려보

는 것이 훨씬 이해하는데 좋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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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5 교사의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S4
: 북쪽 하늘을 보면 반시계 방향인데, 남쪽 하늘은 시계 방향이라는 게 

말로만 했으면 이해가 안 됐는데, 우산을 돌려보면서 친구들과 서로 
이쪽방향을 보자고 해보면서 서로 이해가 됐어요. 

모형과 모델링 수업에 참여하면서 이러한 것이 과학적 모형이라는 것을

특별히 느낀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T2 교사의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한 광물의 결합’ 수업에 참여한 한 학
생 S5 

: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가지고 판상구조를 만들 때, 산소 공유 결합의 
수에 대해서 모둠 친구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과정을 통해 실제 
어떻게 결합 팔을 연결해야 판상 구조가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생각
해 볼 수 있었어요.

 T2 교사의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한 광물의 결합’ 수업에 참여한 한 학
생 S6 

: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미리 많이 만들어보면서 이 모형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고, 과학을 책으로만 보면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직
접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이해가 쉬웠어요.

학생들은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는 직접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들어보면서 결합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해 볼 기회

가 없었는데, 모형 수업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야 판상 모형의 결합 구

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모형을 만들어 보는 기회를 갖게 되

었으며, 이러한 점이 모형 사용의 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

다. 실제 이 수업은 1학기 때 개념 정리로만 수업을 진행한 부분으로, 기

존 수업에서는 개념 정리만 하고, 결합 구조가 다르구나 그냥 생각만 했

다면, 모형 수업을 통해서는 왜 그러한 모양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한 원

리를 탐구해 볼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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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4 교사의 ‘금속 반응 실험’ 에 참여한 학생 S8 
: 평소에는 실험이 끝난 후 학습지로 개념 정리만 했을 텐데, 실험 과정

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면서, 나중에 생각도 더 잘날 것 같고 이해에 
도움이 돼요.

금속 반응 실험을 경험한 후 그 과정을 모델로 나타내 본 학생들은 실험

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를 직접 그림을 표현하는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실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을

통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1 교사의 ‘탄소동소체와 신소재’ 수업에 참여한 학생 S8
: 수업이 쉬워서 재미있었다. (그래핀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과정까지 알 

수 있어서 쉬웠고, 친구들과의 경쟁도 없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
다.

탄소동소체와 그래핀의 원리에 대한 모델링 수업을 경험해 보면서 그 과

정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정답을 찾는 실험보다 쉽고, 재미있으며 깊이

있는 과정까지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T5 교사의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S7
: 선생님이 우산을 돌리는 방향, 선생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부분이랑 내

가 생각하는 방향이랑 아이들이랑 혼동이 됐다. 그런데 우산을 직접 
돌려보면서 이 방향인 거 같은데, 배운 내용이랑 맞아서 아이들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었다. 혼동이 됐다가 계속 실험을 
하니까 이해가 되었다. 

(중략)
  천구 모형 활동지를 풀면서 출몰성, 전몰성 같은 걸 잘 몰랐는데, 우산 

모형을 돌려보니까 이런 게 출몰성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쉬웠고, 
또 위도별 문제 푸는 거에서 적도랑 중위도에서의 별이 일주운동 모
습이 달라지는 걸 이해하는 게 좋았어요. 그리고 혼동이 덜 되게 하
려고 (우산을 돌려보는 모형실험이) 끝나자마자, 모형실험 자체의 모
습(우산을 돌려보는 그림)을 다시 종이에 그려보는 게 이해에 도움
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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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 수업에서는 그냥 학습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직접 우산을 돌려보면서 위도별 일주운동 모습이 다르게 나

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다.

또한 교사가 시범 실험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혼동이 되는데,

직접 이쪽 저쪽으로 돌려보면서 일주운동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

었으며, 전몰성, 출몰성, 주극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그냥 실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활동지에 직접 해당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해 보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과정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T6 교사의 ‘먹이 그물 게임 모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S10
: 게임으로 먹이 그물 활동, 실제로 그 입장이 돼서 해보면서, 피식, 포식 

관계를 알게 되고, 직접 참여하면서 알게 된 부분이 좀 달랐던 거 
같아요.

    모둠끼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든 먹이 그물이 과학적 모형이 될 
수 있는 거 같아요. 

    먹이 그물을 그릴 때는 교과서 모형만 생각했는데, 모둠별로 변화를 
생각해보고 정리한 부분에서 다른 모형, 발전된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이 그물을 모델로 그려보는 과정에서 교과서 모형을 그대로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이 그물 활동을 경험하고 난 후 그 과정을 모둠별로

나름대로의 먹이 그물 모형을 그려보는 과정과 추가 미션을 통해 먹이

그물이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된 모형을 만들

어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모형 수업을 통해 ‘과학 개념’을 이미 만들어지고, 주어

진 교과서의 모형을 통해 개념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의 원리

와 뜻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으며, 그동안 그냥 주어

지기만 했던 과학 개념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한 개

념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해당 개념이나 ‘모형’에 대해서 이번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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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처럼 탐구해 보고 싶다는 수준 높은 요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S8 : 과학 수업에서는 항상 결과만 배우고 있었는데, 왜 그런 개념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과정을 알고 싶어요. 

S10 : 고등학생 입장에서 진도에 대한 시간이 부담이 되지만, 이러한 모
형실험에 참여해보면서 직접 실험해보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과정인 거 같아요. 모델링이.

    물리 부분에서 지구과학보다 머리속으로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해가 안 되는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지만,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물리부분에서 이러한 모델 수업을 통해서 보여만 주어도 좋겠어요. 
레이저 빛반사, 전반사… 파동, 유사 실험. 진도가 방해되지 않는 선
에서 자주는 못해도, 어려워하는 주제가 6개라면 3개라도 반 정도라
도 했으면 모형을 통해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가 아닌, 하나의 주제나 개념에 대해

서 자유롭고 깊이 있게 탐구하고 싶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냥 교과

서에서 모형이라는 것이 그냥 제시되어 있고, 받아들이기만 했지만, 이

모형이 만들어진 과정을 직접 수행해보는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러한 하나하나의 과학 개념이나 과학적 모형을 자유롭게 탐구해보고자

하는 의견을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많은 학생들이 제안하였다.

 S11 : 고등학교에서 하는 실험은 깊게 탐구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
요. 탐구 다운 탐구, 교과서에 나오는 것(개념에 대한)에 대한 탐구
를 직접 아이들과 해보고 싶어요. 궁금한 것 자체 개념에 대해서 탐
구하는 열린 탐구를 해보고 싶어요. 

 S9 : 평소 과학 수업에서는 하나의 원리를 알기 해서,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해주시고, 그 개념만 알고 문제 푸는 것은 어렵지 않은 데요. 개
념을 알기 전에 처음에 그 테두리 개념(교과서에 테두리로 강조되어 
제시된 개념)을 직접 탐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모형실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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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에 대해 탐구해보기를 통해 이해하고 싶어요.
(중략)  예를 들면, 거속시(거리, 속력, 시간) 물리 수학적 모형처럼 그 모

형 자체에 대해서 탐구해 보고 싶어요. 수학은 진짜 수학 계산만 하
지만, 과학에서는 거속시를 탐구해보기 위해서 진짜 거리를 재고 실
험을 하면서 수학 공식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아요. 

    보통 그냥 공식만 외웠었는데…. 그 해당 공식,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그 과정을 탐구하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면 좋겠어요.   평
소 실험 수업은 모범 답안을 찾기 위한 수업이었는데, 이번 모델링 
수업에서는 답이 없어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 같아요. 

모델 활용과 모델링 수업에 참여 후, 앞으로 모델링 수업에 더 참여하

고 싶은지, 만약 더 도전할 만한 주제의 모델링 수업이 있다면 참여하고

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충분히 모델링에

참여할 의욕이 있으며, 모델링 과정에 참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충

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스스로 집에서 공

부할 때도 모델링 과정을 직접 간단하게나마 해보고 싶다고 하였다.

S10 : 모든 모델링 못 할 때, 시범실험으로라도 눈으로 과정을 볼 수 있
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수업 후 내가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혼자 모델링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스스로도 할 만한 것 같아요.

S12 : 교과서에 탐구 과정으로 제시된 것만 모형이라고 생각했는데, 교
과서 안의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도 모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런데 이런 그림이나 그래프는 그냥 외우고 지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직접 탐구해보고 싶어요.

앞으로의 과학 수업에서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묻는 질문에는 다음과 같

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S2 :과학은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과학은 어렵고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실험에 참여하면, 모두가 같은 선에서 참여하고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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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황에서 참여하니까 훨씬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S3: 교실에서 하는 수업은 제약이 있어요. 과학 수업이 있으면, 체육시간
에 체육관 가는 것처럼 당연히 과학실에 갔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것엔 애들도 반발이 없어요.

    다른 과학 수업에도 모형 수업이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간단한 키
트라도 이용해서 모형 수업을 많이 하면 좋겠다.

S13: 수업이 쉬워서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과정까지 알 수 
있어서 쉬웠고, 친구들과의 경쟁도 없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S2: 이러한 실험 활동 후에 글을 읽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보는 것도 모
형이지 않을까?(생각했어요) 문학에서 정리해보는 것처럼요.

S6: 과학적 모형이란, 어떠한 과학이... 한 줄의 방정식에도 많은 개념이 들
어있듯이 간단히 한눈에 보기 편하게 하는 것, 그림이나 모형 이미지만 
생각했는데, 식 같은 부분도 모형이구나라는 부분에서 신기했어요.

S8: 모형실험을 통해서 전반적인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만, 세부적인 개념까지 알기 위해서는, 수업 후 PPT 수업으로 강의
식 수업으로 개념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업 후 학생들의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모델링 수

업을 열린 탐구로 받아들이고, 즐겁게 참여했으며, 모델 자체의 과정에 대해

서 탐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더 많은 실험이나 수

업에서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더 높은 단계의 모델링 과

정도,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더라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물론

추가 인터뷰에 선정된 학생들 14명은 3차 모델링 적용 수업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로 모델링 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아이들만으로

선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모델링 수업에 대해서 부

정적인 관점을 가진 학생들의 의견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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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모델링 교육

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마지

막으로 앞에서 분석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델링 적용 수업의

사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과학 수업에 적용되는 모델링 적용

과정을 살펴보면 ‘모델 기반 교수’(model-based teaching)와 ‘모델링 기

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로 나눌 수 있다. 모델 기반교수는 학

생들이 존재하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모델링 기반교수는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델 기반 교수에는 교육

과정의 모델을 배우는 것과 모델을 사용하는 학습이 포함되며 이 과정에

는 모델링은 포함되지 않는다. 모델링 기반 교수에는 학생들이 모델을

수정하고, 학생들이 모델을 재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모델을 만

드는 학습을 포함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델링 기반 교수에 포함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모델을 활용하는 상황인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

구성 학습’,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의 학생 주도 모델링 활용 상황을 넒

은 범위의 모델링으로 정의하였다(표 127). 이번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모델링으로 정의한 학생 주도 모델링이 나타나는 모델링 기반 교수 상황

의 사례를 찾아 자세히 논의하고 이러한 모델링 기반 교수 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질적으로 분석한 사례 분석의 맥락에서 나타나는 모델링 교육

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5가지 영역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5가지 영

역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Elbaz, 1981).

 첫째, 교과 내용 지식(subject-matter knowledge)은 교과 내용학 지식으
로 교사가 가르칠 내용에 대한 지식, 즉 가르치는데 필요한 기능과 
관련된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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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 과정 지식(curriculum knowledge)은 교육 과정 개발과 적용, 
재구성에 관련된 지식으로 교사가 교육 과정이나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수업의 일련의 계획을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부분까지 포함한다.

셋째, 교수·학습 지식(instruction knowledge)은 교수 및 교수법 지식, 학
습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이는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 측면
을 고려한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일반적인 교수 지식, 교수법적 지
식에 해당한다.

넷째, 학교 학습 환경 지식(milieu of schooling)은 교실 상황 지식, 교실을 
둘러싼 사회적 지식을 포함한다. 교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인 환
경으로 교수 활동과 관계된 모든 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학교 분
위기, 학생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교
사의 관점을 나타낸다.

다섯째, 교사 자신에 관련 지식(self knowledge)은 교사로서의 신념, 가치
관, 목적의식이 포함된다.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 목적에 관한 이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으로 교사가 학
교라는 사회 속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
로 인식하고 있는가도 포함된다.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 모델링을 활용 상황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학습

learning to construct a model de novo

모델링 기반 교수

(modeling-based
teaching)

탐구적 모델링

(순환적 모델링)

모델 재구성 학습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표현적 모델링

모델 수정 학습

learning to revise models
탐색적 모델링

모델 사용 학습

learning to use models 모델 기반 교수

(model-based teaching)교육 과정 모델 학습

learning curricular models

표 127.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 측면(Gilbert, 2004; Justi & Gilbert, 2002, van

Joolingen, 2004, Rea-Ramirez, 2008)



- 337 -

6명의 교사의 전체 수업을 분석한 결과, 교사 개별적인 과목 특성과 해

당 차시의 수업 주제 특성에 따라 모델과 모델링의 학습 접근이 특징적

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3차 수업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접근이 우세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

업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수업이 나타난 사례를 찾아 자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수업 장면과 교사의 인터뷰, 학생 인터뷰를 모두 포함하여

해당 수업과 관련된 수업의 사례를 들어 살펴 보기로 하겠다.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4 4

3. 모델 수정 학습 0 2 5 7

2. 모델 사용 학습 1 1 9 1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26 27 19 72

27 30 37 94

표 128. 전체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교사 전체의 전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의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표 128과 같다. 수업 전체에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1차의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개념 설명을 위해 학생들

에게 이해하기 쉽게 모델을 제시하는 수준인 교사 주도의 1단계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

연구(오필석, 2007)과도 일치하는 결과로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업에서

과학적 모델의 활용은, 그것이 교사 주도적이든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서

든지 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



- 338 -

수법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차의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모델의 활용은 나타났으나 학생 주도의 모

델링 기반 교수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2차의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에서는 3단계의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일부 나타났으

며, 모델링 과정을 설계하고 적용한 3차 수업에서는 학생 주도의 3단계

의 ‘모델 수정 학습’과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전체 수업을 통틀어 5단계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은 나타나

지 않았는데, 이점은 한 차시 50분 수업으로 이루어진 1회의 수업으로는

탐구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높은 단계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까지 나

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점은 교사

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T1 교사의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도화지에 그려서라도 입체 건물을 만

들면 어떨까, 고민해 봤어요. 그냥 전기 회로를 이렇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펜과 실험 재료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물건이
나 건물을 설계하는 거죠.

(T2 교사의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2: ...그 전 수업(같은 주제에 대한 과거의 수업)은 강의식으로 수업으

로 진행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책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 
이해가 낮은 이 부분은 모형을 적용해서 다시 수업해 보고 싶었어
요.

     ... 그런데, 한 차시 수업에서 많은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려다 보니, 
막상 실험을 하면서 풍화를 느끼고 그 과정을 발표하기까지에는 시
간이 좀 부족했어요. 이 부분이 넘 아쉬워요.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서 한 시간 동안 한 차시 수업을 끝
내지 못했고 모형을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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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발표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는데,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본 연구에서는 모든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높은 수준의 탐구

적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적용한

계획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과 교육 과정 계획을 고려

한 수업 현실에 맞는 한 차시, 50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교사가

접근하기 ‘쉬운’ 모델링 학습 과정을 설계 적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와 같은 제한점에 의해 모델링 학습 접근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 넓은 의미의 모델링이라고 정의한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에

포함되는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과 같은 보다 교사가 접근

하기 쉬운 단계의 모델링 과정에 대한 경험이 더 높은 수준의 탐구적 모

델링 학습까지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모델링을 적용하는 학습 접근이 교사 주도의 수업에서 학생 주

도의 수업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고 볼 수 있다. Mortimer & Scott(2003)의 연구에서 과학 교사가 수업

시간에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창의성

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참여할 기회가 적고, 이러한 참여의 부족으로 인

해서 학생들은 과학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미래

에 과학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Gilbert

& Justi, 2016)고 말하고 있다. 즉, 교사 혼자만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

법으로 학생 주도 모델링 사용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모델링 학습 접근 방

법이 나타나는 사례들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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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1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사례 (T1 교사)

T1 교사의 3차 수업인 모델링 적용 수업의 주제는 신소재와 전기 회로

로 신소재 물질 중 탄소 동소체의 구조를 이해하고 직접 결합 구조를 만

들어가며 흑연의 결합 구조에서 그래핀의 발견까지 그 원리를 탐색한다.

흑연, 금속, 전도성 펜 등의 전도성을 확인하고 그래핀의 전도성이 어떻

게 나타날지 추론하도록 한다. 신소재 물질의 장단점 및 미래 과학에 미

치는 영향을 알고 이를 미술 교과의 드로잉 아트와 기술 교과에서 생활

안전에 사용되는 신소재에 대해 문제 해결 탐구 활동을 하고 미래의 직

업군에 연계하여 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스팀 융합 자료로

개발되었다.

이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활용의 단계는 다음 표 129와 같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탄소나노튜

브모형

탄소 나노튜브 원자 구조 모

형을 직접 교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안내
플러렌 모형

플러렌 모형을 모형을 직접

교사가 제시 설명

비율

모델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차시 탄소동소체

탄소동소체의 구조의 형태

를 교사가 판서를 하며 말

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그래핀

육각형 구조

만들기 활동

모둠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

트의 공과 막대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을 만듬

비율

모델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정리

전기 회로도

작성

모둠활동을 통해 전기 회로

를 직접 만들어보고 자신들

이 만든 회로를 활동지에

회로도로 그려봄

도해
4. 모델

재구성 학습

　수업

마무리
전기 회로

전기 회로에 대해서 교사가

몸으로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29. T1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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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인 ‘2단계 모델 사용 학습’과 ‘4단

계 모델 재구성 학습’이 나타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모델 사용 학습 접근이 나타나는 장면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겠다.

다음은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활동을 교사가 안내하는 상황이다.

<분자구조 모형 만들기> 세트 소개 및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활동
T1: 이 구슬을 갖다가 다 여러분이 꺼내 놓구요, 그중에 저 옆에 연결고

리가 있죠? 자, 지금부터 어떡하냐면, 둘이서, 둘이서 같이해도 좋
고, 육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탄소, 탄소가 모여서 육각형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야. 

    ... 자, 이렇게 여섯개를 이어주면 돼요. 탄소탄소 여섯개에서 하나에 
육각형 구조. 그 육각형 구조가 모이면 돼. 

* 그래핀의 육각형 구조 교사 설명 
 :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 그래핀의 육각형 구조 모형 만들기 학생 활동
 : [비율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교사의 설명 후에 학생들이 모둠별로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트의 공과

막대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의 기본이 되는 육각형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래핀의 구조를 크게 나타낸 것으로 비율 모델에 해당하며, 학생

들이 직접 모형을 만들어보는 학생 주도의 활동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육

각형 구조를 있는 그대로 만들어보는 활동에 지나지 않아서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만든 육각형 구조는 그림 43과 같다.

그림 43. 그래핀의 모형 [비율 모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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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만든 모둠의 모형을 학급 전체에 들어서 보여줌
* 모둠별로 만든 그래핀 모형을 들고 나와 연결하여 보여주면서 설명

T1: 자, 지금, 그래핀의 기본 결정 모형을 본 거예요, 그지? 그럼 이 그
래핀을 어떻게 땄을까? 흑연에서 땄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나 만들었지만, 얘와 얘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건 그래핀이예요, 흑연이예요?

Ss: 흑연이요
T1: 흑연이 되는 거예요. 

 <흑연으로 그래핀을 떠내는 활동> : 활동 방법 안내
학생들은 흑연으로 그래핀을 떠내는 활동을 수행한다. 전기 전도 실험을

통해 다양한 재료로 전기 회를 구성한다. 흑연, 샤프, 전기전도성 펜 등

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구성한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회로를 새롭게 구성하고, 다음에서 이어지는 활동정리에서 구성한 전기

회로의 모습을 회로도로 작성한다(그림 44).

* 활동 정리 및 학습지 정리 활동 

* 탐구 보고서 내용 정리 활동 : 모둠별 전기 회로도 작성 
 [도해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앞에서 이어진 활동으로 탐구 보고서에 모둠별로 구성한 전기 회로도를

직접 그려보는 모델 자체는 도해모델로 분류하였으나 전기 회로를 새롭

게 구성하고 모둠별로 다르게 만들어보며 전기 회로도를 작성한 이와 같

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하나의 모델링 활동으로 보아 4단계의 모델 재구

성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모델을 수정하며, 나아가

전기전도도 펜을 이용하여 종이에 새로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모둠에서는 종이가 아닌 학생의 몸에 직접 회로를

그리고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재구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델 재구성 학습’의 사례로는 모둠활동을 통해 전기 회로를 직접 만들

어보고 자신들이 만든 회로를 활동지에 회로도로 그려보는 과정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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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기 회로 실험 후 개별 활동지 정리(육각형 구조, 전기 회로도, 그래핀 떠내

는 실험)
타났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

로 주어진 다양한 실험재료(흑연, 호일, 샤프심 등)를 가지고 전기가 흐

르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모둠별로 구성한 전기 회로를 보고 활동지

에 전기 회로도 모형을 그리는 활동이었다. 이 과정에서 전기 회로의 전

류가 통할 수 있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회로를 직접 구성해보고, 회로도

를 수정하면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교과서에 제시된 전기 회로를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모둠 나름대로의 창의적인 새로운 회로를 구성해 보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일부 모둠에서는 종이가 아닌 자신의 몸에 전기전도

성 펜을 가지고 회로를 그려 구성하기도 하는 등(그림45) 새로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측면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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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전기전도성 펜을 이용한 회로 구성 사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학습지에 자신들이 구성한 전기 회로도를 그려보고 전기가 통하

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모델링 학습 접근 측

면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의 사례로 분류하였다. 즉

학생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델 재구성 단계로 볼 수 있다.

창의적으로 전기 회로를 구성하지만, 전기 회로의 흐름을 확인하면서 기

존의 회로도의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확인하며 마무리하게 된다.

실제 교사의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학생들이 진정한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을 설계하고자 했다고 하였으며, 시간의 부족으로 모델

재구성 학습 차원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했지만, 한 차시의 시간이 주어진

다면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수업까지 설계해보고 싶다고 하였으며, 다

음 학기에는 꼭 그러한 창의적인 모델 구성 학습을 적용해보겠다고 의지

를 보여주었다.

2) 2차 수업의 ‘모델 수정 학습’과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

근으로의 발달 사례 (T1 교사)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1 교사는 연구 참여자들 중 가장 높은 수

준 3에 ‘근접’한 모델에 대한 이해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표. 130). T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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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1

모형을 통해서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추론 토의 등의 일련의

탐구 과정이 있는 것이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 ○ △

표 130.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1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사는 연구 참여자들 가장 경력이 많으며, 수석교사라는 특성상 교사 전

문성과 관련된 연구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사로 모델에 대

한 초기 인식도 구성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이해에 ‘근접’

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물론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었

으나, 과학적 모델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모델링 접근을 위한 교수-학

습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T1 교사는 모델은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의 도구’의 수준 3에 ‘근

접’하는 진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탐구 과정 자체가 모형 사용(모

델링)으로 볼 수 있으며, 모형 사용을 통해 탐구 수행, 추론, 토의의 예

측적인 탐구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전 설문 중에서)
     (3)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의 관점 

 T1: 과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실험 도구 등)등은 모형이 
아니라고 본다. 모형을 통해서 탐구 설계, 수행 결과, 추론 토의 등
의 일련의 탐구 과정이 있는 것이 수업 모형이 될 수 있다. 탐구 과
정을 담고 있는 것이 모델이다.

T1 교사의 수업을 살펴보면, 교사가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인

2차 수업에서 학생주도 모델링 단계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

났다. 2차 수업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난 사례는 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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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T1 교사와 T4 교사의 수업 사례에서 볼 수 있다.

T1 교사는 초기 배경 분석에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

델의 예측적 탐구 도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평소 수업인 1차 수업을 공개한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모델을 적용하는

수업에 대한 T1 교사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1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1차 수업은 조사, 탐구, 의사소통 수준이지 진정한 모델링은 아닌 것 

같다. 모델링이란 만약 운석이라면 운석을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서 이리듐을 찾아내고 이것이 운석이구나 추론해가고 탐구하는 과
정... (2차 수업에서)이런 식으로 된다면 모델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이러한 모델링 과정에서의 예측적 관점이 1차 수업 후의 인터뷰에서도

나타나며, 2차 수업에 이러한 추론적 탐구를 담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신념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을 ‘교수 학습 지식’의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

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실천적 지식이 실제로 2차 수업

과정에서 모델링 과정으로 나타난다.

1차 수업 후 2차 수업에서 어떤 모델링 수업을 적용할 것인지를 묻는 연

구자의 물음에 위와 같이 응답하였으며, 평소 T1 교사가 가지고 있던 모

델에 대한 생각인 추론 과정이 담겨있는 탐구를 2차 수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었다. 2차 수업에서는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링 과정인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모델링 과정 중 낮은 단계지만, 교사가 수업

에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단계의 모델링 수업으로 보인다.

(2차 수업에서 적용된 모델 수정 학습의 사례)
학생들이 모둠별로 지질시대의 생물 대멸종 가설을 선택하고 그 가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수집하여 대멸종 가설에 대한 근거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그림과 
글을 이용해서 모둠별로 포스터를 만들과 발표하는 활동이다. 그림 46, 4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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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와 같이 같은 기후 변동설이라는 주제에 대해 모둠별로 원인에 대한 가
설을 세우고 자료를 조사하여 예측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활동 과정을 ‘모델 수정 학습’으로 분류한 이유는 학생들이 한 가지

대멸종 가설에 대해서 근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하나의 대멸종

가설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모형을 그대로 적용하

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통해, 토론하여 생

물 대멸종의 원인을 예측 추론하여 ‘대멸종 가설 모형’을 수정해보는 탐

색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모델 수정 학습 사례1 그림 47. 모델 수정 학습 사례2

이와 같이 T1 교사의 평소 모델에 대한 생각인 모델의 예측적 측면이

반영된 모델링 적용 수업이 2차 수업의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수업

에서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차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이 모델 적용 수업에 대한 T1 교사의 생각

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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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지질시대의 표준화석을 알아보는 것을 1차시에 했다면, 2차 수업에

서는 수업 전에 질문 만들기를 미리 하도록 했어요. 해양생물은 왜 
육상생물보다 먼저 생겼을까? 이런 식의 질문 10개 작성 후, 대멸종
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고민해보도록 미리 플립러닝에 질문을 올
리도록 했어요.

     그 후 수업 시간에 교육 과정에 제시된 3개의 대멸종설에 대해서 
검색하고 자료탐색을 하고 가설에 대해 확인 작업 후, 추론하고 찾
고, 증명하고, 공유하게 하는 활동을 하도록 했지요. 모둠별로 나름
대로 추론한 내용을 포스터에 정리하도록 했는데, 정리하는 과정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작성을 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의사
소통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T1 교사는 대멸종설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에 대해 모둠별로 추론

해서 포스터에 그림을 사용하여 정리하는 과정을 모델링 적용으로 의도

하고 수업에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수업 실행을 통해 교사

스스로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이후에 T1 교사에게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 자료가 제공

되었으며, 모델과 모델링,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수 후 인터뷰 중)
 T1: 2차 수업에서 나름대로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해보고 나니, 모델링

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고 수업에서는 진정한 모델링을 경험하는 
과정을 개발해보고 싶어요. 학생들이 문제도 만들고, 직접 탐구 과정
을 설계하고, 추론하고 공유하면서 타당성을 밝히는 일련의 과정을 
경험해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싶어요.

→‘교수 학습 지식’의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1 교사는 직접 나름대로 모델링을 적용하고자 하는 수업을 실행해보니,

2차 수업의 한계를 느끼며, 모델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진정한 탐구 과

정을 경험해보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교사 스스로 모델 적용 수업을 실행해 보고 난 후, 스스로의 한계점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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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고 모델링 수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업 실행 후의 반성을 통해 발전된 모델링 교수 과정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신념으로 나타난다. 이 과정을 ‘교수 학습 지

식’의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보았다.

이후 3차 수업 개발을 위한 회의 과정에서 T1 교사는 3차 수업의 주제

로 고1 통합 과학의 여러 단원의 주제 중 자신의 전공과목인 물리와 관

련이 있는 신소재와 전기 회로에 대한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전기 회로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기가 통하는 신소재를 이용한 새로운 전기

회로도를 설계하는 과정을 적용해보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

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실제 3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모델링 과정 중 4단계에 해당하

는 높은 수준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났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1: 전도성 펜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어요. 시중에 전도성 펜

을 이용한 키드도 나와 있는데, 그런 키트의 사용보다는 단순한 설
계라도 직접 설계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요. (중략)..

 전도성이 무엇인지, 그래핀이 무엇인지, 신소재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 쉽게 알 수 있도록 체험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중략)..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으면, 도화지에 그려서라도 입체 건물을 만들면 
어떨까, 고민해 봤어요. 그냥 전기회로를 이렇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펜과 실험 재료들을 이용해서 창의적인 물건이나 건
물을 설계하는 거죠.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3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더 경험하고 확장시키

는 부분까지 설계했으나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고 있

다. 새로운 모델을 구성하는 계획은 전기전도성 펜과 주어진 다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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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설계하여 미래의 물건, 건

물에 적용하여 프로토 모형을 만들어 보는 과정까지 수행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 차시 50분 동안 수업에 모든 모델링 과정을 경험

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수업 실행 후의 반성

을 통해 모델링 교수 과정에서 시간의 부족으로 깊이 있는 모델링 과정

까지 실행하지 못한 부분에서 교사의 반성이 나타나며, 이 과정을 ‘교수

학습 지식’의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보았다.

(최종 인터뷰 중)
  T1: 사실 목적은 진로와 연계하며 신소재(그래핀을 활용한), 미래의 

물건들을 구상해보는 것을 진로와 연계해서 구상해보는 것이 목적
이었어요.
내가 미래에 의사라면, 아티스트라면?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실제 이번에 간단히 써보게 했는데, 그렇게 쓴 학생들은 2명 정도 
밖에 없었어요. 내가 인문, 국어 교사라면 전자책 형태로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생활 속에 쓰이는 형태로 확장해서 깊이 있는 
탐구로 가고,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악기 구조에 대해서 탐구하면 
심화탐구가 되는 거고.. 
단, 한 차시의 수업이지만, 이런 수업을 반복해서 나간다면, 주제
가 다르더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논리적인 두뇌, 탐구하
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 심화 탐구하는 방법, 진로에 대해서 고민
하는 과정을 내 것으로 내재화 시키고, 2학년 때 심화 지식을 쌓
는다면 그게 진정한 진로와 연계된 교육이 아닐까요? ..

연구자: 그럼 만약에 추가 2차시 수업이 있었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
셨을까요?

T1 : 2차 수업이 있었다면, 2차 수업에서는 미래의 물건들 구상해보기를 
토픽으로 개인적으로 설계 후 모둠토의를 거쳐 개인 설계를 수정해
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모둠에서 각 개인의 설계 중 하나를 선정
해 모둠원들의 아이디어를 합해서 설계도를 수정 보완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악기라면 음의 진동수, 파장이 보이는 그러한 과학적 원리
가 들어가 악기를 구성해보고하는 설계를 해보고, 신소재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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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제 물건은 없지만, 현재 다가온 현실이 과학이라는 것을 인식
할 수 있게, 교과서가 이론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실생활에 쓰이는 
상황이구요.

→‘교과 내용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1 교사는 한 차시로 이루어진 수업이 아니라 다음 차시까지 연결된 수

업이라면 모든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수업설계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교수 학습 지식’ 측면의 교

수 설계 과정에 대한 실천적 지식도 나타나지만, 실제 신소재를 적용하여

어떻게 미래의 물건 구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교사의 구체적인 생각으

로부터 ‘교과 내용 지식’ 측면의 실천적 지식도 함께 나타난다. 모델링 과

정을 통한 심화 탐구로부터 학생들의 진로에 까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T1 교사의 고민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신념으로 실천적 지식에 해당한

다.

(최종 인터뷰 중)
T1: 아이들은 탐구라는 과정을 직접 제작하고 인지하고 하는 것인데, 구

체적으로 어디에 이용될까, 앞으로는 어디에 쓰일까 물어봐도 대답
을 못하지만, 
모형 수업을 하면 저것은 기존에는 흑연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그래핀의 물리적 특징, 발견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그
래핀에 대해 충분히 탐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일상적인 현상이 과학인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과 이런 모형 탐구를 한 아이들은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형,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그 
다음 창의적인 것까지 개발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겠어요?

위와 같이 T1 교사는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을 통해서 진정한 탐구를 경

험하고 나아가 진로에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까지도 확

장하고 싶어 하며,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이 진로까지 연계할 수 있는 좋

은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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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는 기존 수업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모델링 수업

의 차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최종 인터뷰 중)
 T1 : (기존 수업처럼 했다면) 신소재에 대한 지식을 먼저 제시 플립러닝

으로 제시하고, PPT로 신소재의 사진과 특징, 사례를 사진 자료 위
주로 수업을 제시하고, 홍보 동영상을 보여주고, 지식을 묻는 형성평
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했었어요. 
실제 작년에, 융합 과학 2009 교육 과정에서 같은 주제로 수업을 진
행했었어요.

연구자 : 그렇다면 같은 주제를 모델링 과정으로 적용해보고 나서 이 수
업 대한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T1 : 아이들은 탐구라는 과정을 직접 제작하고 인지하고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용될까, 앞으로는 어디에 쓰일까 물어봐도 대
답을 못하지만, 모형 수업은 저것은 기존에는 흑연에서 나온 거야
물리적 특징, 발견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그래핀에 대해 충분
히 탐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더욱 발전한 부분이고..
모든 일상적인 현상이 과학인데, 이 지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과 이런 모형 탐구를 한 아이들은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형,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훨씬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고, 그 
다음 창의적인 것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된다는 거 에요.
2015 교육 과정이 이해 중심, 영속적 이해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
는데, 이 부분이 사람이 살면서 기억하고 전이 확장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에요. 보통은 중고등학교에 배운 내용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모형을 통해 공부한 것은 미래에서 어떤 부분에서 전이 확장
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진정한 진로 교육에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인 거 같아요.
  모델링 수업을 해보니까 보통의 수업과는 확실히 질적 차이가 있
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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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는 모델링 수업 경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정한

탐구가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탐구 과정을 진로에 연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의 수업에서도 모델링 적용

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진로와의 연계

설계과정에서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다.

(최종 인터뷰 중)
T1: 내년에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수업 재구성해서 연계성 갖고 수업

할 수 있도록 수업 차시를 먼저 확보하고,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부
분을 넣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꼭 이번에 실
행하지 못한 부분을 적용해 보고 싶어요.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1 교사와의 수업 후 인터뷰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었으며, 연구 참여를 통해 많은

자극을 받고 모델링 수업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음 학기에는 미리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서 모델링 수업 시간의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다.

이 수업 사례와 관련된 학생들의 의견을 추후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 추후 인터뷰 중)
S1: 이론으로만 하지 않고, 그래핀이라는 것은 실리콘처럼만 생각했는데, 

탄소가 한층 떼어진는 과정을, 직접 발견하게 된 과정을 해보니 이
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을 구체화해서 알 수 있었어요.

  (중략)..
  이번 수업이 쉬워서 재미있었다. 어떻게 발견했는지 과정까지 알 수 

있어서 쉬웠고, 친구들과의 경쟁도 없었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S2 : 이번 실험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내용이 없이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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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갈 수 있었어요. 실험을 할 때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는
데, 이번에는 실제 실험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물건들을 상상해보고 조합해 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S3 : 무언가를 설명만 듣고 말로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텐데, 
진짜 그런지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험 과정에서 개념에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전기 
회로의 흐름) 친구랑 토론하고 있었는데, 토론을 하다가 보니 정확한 
개념 알게 되었어요.

위와 같이 학생들은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서 해당 모델에 대해서 깊

이 있게 탐구하는 부분과 정답이 없이 열린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열린 탐구를 계속 경험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1 교사는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알고 싶어 했으며, 학생들이 생각보다

모델링에 대해서 수준 높은 이해를 보이고 있으며, 모델링 수업을 하고

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본인의 수

업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이 교사의 개인 영역의 지식에 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학생 인터뷰 피드백 후)
  T1: (인터뷰를 한) 00이처럼 창의적인 아이의 경우, 늘 수업에 대한 갈

증을 느끼는 것을 봤었는데, 회로를 만드는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참
여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을 느꼈고, 다른 학생은 성적은 바닥인데 
아버지가 전기 계열 일을 하고 계신데, 이런 실험을 할 때 그 학생
이 회로를 정말 잘 만들고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정말 학
원다녀서 이론 부분에서 1등하는 학생들이 탐구 역량이 좀 더 커지
는 부분을 알 수 있다. 이런 학생들도 지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
식과 탐구의 역량이 상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성취기준이 낮아서 부진한, 인문 분야 가는 학생들에게 좋은 실험 방
법이라는 걸 00이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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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델링 학습 접근의 실행을 통해 교사는 모델링 수업 적용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모델링 교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스스

로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으며, 학생들은 모델링 수업

경험으로부터 열린 탐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모델링을 적용하는 수업 실행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과학의 본성을 경

험하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모델링 적용 수업

을 통해서 학생들의 탐구적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과학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점에서도 ‘교수 학습 지식’의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

다고 할 수 있다.

학기말에 수행된 최종 인터뷰에서 T1 교사는 스스로 모델링 학습에 대

해서 연구하고 접근하려는 의욕을 보여주었다.

(최종 인터뷰 중에서)
 T1: 친환경 에너지 부분, 전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 친환경 에

너지에 대한 모형을 찾아보고 연구해 보았어요. 모형이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모형을 적용할 수 있을지, 찾아보고 계획을 세웠지만 
이번 학기에는 찾아봤지만 수업 시수가 부족해서 수업에 적용은 못
했어요. 

  내년에는 수업을 재구성해서 연계성과 수업 차시의 확보,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넣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입니다.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최종 인터뷰 후 진행된 추가 인터뷰 중에서)
T1: 수업은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내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모형 수업에 대한 전과 후는 잘 구성된 모형을 잘 적용하는 것 보
다, 초기 단계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면서 더 많은 성장을 할 수 있
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본인의 숙제라고 생각합니
다. 모형 개발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전과 후가 비교가 되고, 한번 
해 보니, 앞으로 더 해볼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사 자신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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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는 스스로 모델링의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모델링 교

육의 전문성을 발전하기 위해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스스로의 반

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 관련 지식’으로

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관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의

수업에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수업을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

여주었다. T1 교사의 사례를 통해 작은 자극으로부터 교사가 얼마나 열

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델링을 수업에 계획하고 연구하면 적용하고자

노력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T1 교사와 같이 교사들은 작은 자극에도

교사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며, 수업 실행을 통한

자기반성과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더욱 발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는 교사의

반성과 성찰을 통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인터뷰 후 진행된 추가 인터뷰 중에서)
T1: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교사 수준

에서는 공유가 필요한데, 아무리 좋은 연수를 들어도 내재화하고 수
업에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런 적용과정을 하려면 전문
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해요.

    음.. 주제별 개발된 자료, 물화생지 영역의 전문적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면 좋겠고, 전문가 연수, 시작점은 교수나 연구소의 전문적인 연
수가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 대학에 찾아가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구
요. 대학 실험실, 대기업 연구소의 실험실의 개발파트를 찾아가서 연
수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려면 교과 군으로 주제 군으
로 융합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자발적 참
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부 연수나 전문가 연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네트워크를 바로 만들 수 있도록 구성하고 학교에 들어
와서 전달 연수를 하면서 학교 교사에게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해요.

    우리 교사들은 모두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누구나 수업을 더 잘
하고 싶은 그런 필요성을 느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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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 그러한 전문성 연수를 듣고 온 한두 명
의 교사만 있어도 동기가 유발되며, 교육청에서도 선생님들을 모일 
수 있는 마당, 컨퍼런스와 같은 그런 배경, 지원은 필요하다는 거지
요, 시스템적인 장을 열어 주어야 합니다. 교사에게 ‘하시오’라고 강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장을 열어주면 가능하다는 거에요. 이런 장을 
열어주면 교사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개발하려고 한
다는 것이지요.

→‘학교 학습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모델링 교육에 대한 연수에 대한 의견을 최종 인터뷰 후 진행된 추가 인

터뷰에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모델링 수업을 활용한 교육 자료와 지역

네트워크를 기점으로 한 학교 내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형태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자극을 통해 교사들이 모델링 교육에 대해

스스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

히 본 연구를 통해서 학습 공동체 형태의 자발적 연수를 경험한 것처럼

학교 내에서 직접 모델링 교육을 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

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모델링 교육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학교 학습

환경’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드러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교사 전문성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31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1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관점을

5가지의 관점이 모두 나타나며 모델링을 수업 적용 실습 해 보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학습 지식’ 측면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관점과 함

께 모델링 적용 수업의 내용 측면에 대한 고민인 ‘교과 내용 지식’ 측면

의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 전, 후 반성을 통해서 나타난다. 수업 실행

후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모델링 적용 수업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

을 알게 되고, 실제 다음 학기의 수업에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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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3수준에 근접)
모델의 예측적인 탐구 부분에 대한 관점 가짐

▼

[1차 수업 실행 후 반성]

1차 수업은 모델링 적용이 전혀 없었으며, 2차 수업에서는 추론 과정이 담겨있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

[2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

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 지식’ 측면의 실천적 지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는 교사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한 ‘교사 자신’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으로 발전되며,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학습 공통체

형태의 교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학교 학습 환경’의 실천적 지식을 나타

나는 과정을 T1 교사의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밝힌

교사의 신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

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

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모델링 교육에 대해 더 발전적인 형태로의

인식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분이 교사의 신념으로 드러나면서 실천적 지

식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모델링 수업 적용 후에 수업 반

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변

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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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이후 모델링 연수 과정]
2차 수업에 적용한 모델링은 진정한 모델링이 아니었음에 대해 반성. 
추론을 통한 탐구 설계과정을 경험하는 모델링 수업을 개발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시간의 부족으로 새로운 모델 설계 과정 미실행, 반성, → 교수 학습 지식 

- 신소재를 적용하여 미래의 물건을 설계하는 내용적 방법에 대한 고민 

                                                    → 교과 내용 지식 

-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낌 

▼

[최종 인터뷰]
- 모델링 수업을 진로에 연계하여 이해중심 교육 과정의 실현 가능의 의지 표명    

                                                     → 교육 과정 지식 

- 학기 초 교육 과정 재구성을 2차시의 연강으로 이어진 수업을 계획하여 깊이 있

는 탐구적 모델링을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육 과정 지식 

- 연구 참여가 끝난 후 교육 과정의 다른 주제에 대해서 모델링 적용 수업 설계를 
수행함. 수업 시수 부족으로 실행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학기에 실행할 계획을 밝힘

▼
[+ 추가 인터뷰]
모델링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실행 과정의 경험이 모델링 교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아지게 하였으며, 교사 스스로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을 밝힘 →  

교사 자신 관련 지식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 스스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자료와 교사 공동

체 형태의 연수의 필요성을 느낌  →  학교 학습 환경 지식

표 131. T1 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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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2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 사례 (T2 교사)

T2 교사의 3차 수업인 모델링 적용 수업의 주제는 지각의 구성 물질과

규산염 사면체로 T2 교사는 1학기에 수업을 진행한 부분이지만, 이론만

설명하고 지나갔던 부분인 규산염 사면체를 통한 광물의 결합 규칙성 부

분의 수업을 모형을 적용해 수업을 하고자 하였다. 이 부분은 대부분 이

론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규산염 사면체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면 자연의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을 찾는 의미 있는 주제가 될

것을 판단되어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활용의 단계는 다음 표 132와 같다.

이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인 ‘3단계 모델 수정 학습’과 ‘4단

계 모델 재구성 학습’이 나타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학생 주도 모델링이 나타나는 사례의 수업 상황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겠다.

< 규산염 사면체 만들기> 모둠 활동 
학생들은 미리 이전 시간에 단일형 규산염 사면체를 모둠별로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이다. [비율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이 전 시간에 종이와 빵 끈을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 단일 모형

을 모둠별로 많이 만들어 놓았으며, 모델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있는 모형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모델 사용 학습 접근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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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 PPT로

제시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모형 만들기

학생들이 직접 종이를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듬
비율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사면체

결합 구조

만들기

빵끈으로 규산염사면체를 결합

하여 모둠별로 결합 구조 2가지

씩 만들어 보는 활동

모상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규산염

사면체의

겉모습 모형

결합 구조를 만든 후 한지를 이

용해서 겉모습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만들어보는 모둠 활

동

개념-

과정

4. 모델

재구성 학습

모둠활동 풍화 실험

분무기나 막대기를 이용하여 만

들어진 모형에 충격을 가하여

풍화 실험을 수행함

시뮬레

이션

4. 모델

재구성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단일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사슬형 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복사슬형구조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판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결과 정리
망상형

각 구조를 PPT의 그림을 이용

하여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개별 활동지에 규사염사면

체 모형을 만든 모습을 스

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결합 구조 모형을 스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개별활동

정리

개별 활동지

모델링 활동
풍화된 모습을 스케치 통합

2. 모델

사용 학습

표 132. T2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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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만든 규산염 사면체 모형 
 이를 이용해, 단일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사형 규산염 사면체 구조
를 만드는 활동 : [모상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학생들이 단일형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규산염 사면체 결

합 구조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결합 구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지 생각하면서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이다. 규산염 사면체 단일체를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유결합의 형태를 보고, 어떻게 해야 해당 결합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고민을 하면서 규산염 단일체를 연결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이 과정

에서 모델 수정 학습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표 133).

독립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상형

* 모둠별로 완성한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 모습

표 133. 모둠 활동 : 모델 수정 학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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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의 겉모습 만들기> 활동 – 모둠활동
완성된 광물의 결합 구조를 한지를 이용하여 겉모습을 나타내는 활동
 [개념 과정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학생들은 완성된 결합 구조 모형을 한지를 이용하여 겉모습을 표현한다.

이때 최대한 결합 구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겉모습을 표

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광물의 겉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는 이유를 내부 결합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겉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광물의 겉

모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모델링 사용의 접근은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⑤ 풍화작용 실험- 모둠활동 
완성된 규산염 사면체 구조에 만들어진 구조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한지를 이
용하여 광물 덩어리의 겉모습을 완성한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풍화작용 실
험을 진행하였다.

<풍화 작용 실험 과정> [시뮬레이션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풍화작용 실험을 통해서 결합 구조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풍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짧은 시간에 실험을 하면서 충분한 풍화과정이

나타나지 않은 모둠도 있었지만, 풍화 실험을 통해서 결합 구조가 강한

부분은 남고 결합이 약한 부분은 풍화되기 쉽다는 부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풍화 실험 과정에서 모둠별로 풍화 실험을 구상하

고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풍화 자체를 재구성하여 실험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였다. 모델의 분류로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볼 수 있으

며,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모델을 재구성해보는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

에 해당한다(표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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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화작용 실험 모습

(학생들은 분무기와 자등을 이용
하여 모둠별로 타이머를 맞춰놓
고 3분간 풍화 실험 진행, 2-3
회 반복하는 등, 모둠별로 시간
조건에 맞춰 풍화작용을 일으키
는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한

다.)

1. 사슬형, 복사슬형 

겉모습 완성 모형

2. 판상형

완성모형
3. 망상형 완성모형

>> 사슬형, 복사슬형 

풍화 실험 후

>> 판상평

풍화 실험 후
>> 망상형 풍화 실험 후

표 134. 모둠활동 : 모델 재구성 학습 사례

< 수업 마무리>
*개별 활동지에 규산염 사면체 모형, 결합 구조 모형, 풍화된 모습을 각각 
스케치하는 활동
 [통합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실험을 정리하면서 학생이 개별 모델링 학습지에 모둠별로 구성한 규산

염 사면체 모형, 결합 구조의 모형, 풍화된 모습을 각각 스케치하면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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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링 과정을 마무리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험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형을 그려보고 구성해야 하므로 통합 모델 사용으

로 분류하였으며, 모델링 접근에서는 모둠별로 실험한 과정을 다시 정리

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모델 사용 수준의 접근이 나타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위와 같이 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사용 접근 중 4단

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을 살펴보면 모둠별로 만든 결합 구조를 바

탕으로 해당 광물의 겉모습을 표현해 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은 화선지를 이용하여 광물의 겉모습을 제작해보고, 이때 결합

구조의 특징에 따라 광물의 겉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해보게

된다. 광물의 겉모습을 표현해 보는 과정은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지 않

으며,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이 만든 모형을 가지고 재구성 해보는

과정으로 4단계에 해당하는 재구성 학습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 학생

들이 모델링의 모든 단계를 경험하지만,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델

의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광물의 겉모양이 결합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며 그 모습을 수용한다. 두 번째로 나타

난 모델 재구성 학습은 풍화 실험 과정으로 광물의 겉모양을 만든 모형

을 가지고 모둠별로 나름대로의 풍화 작용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여 확인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모델링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풍화 실험은 또 나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새로운 과정으

로 학생들의 참여가 나타나므로 별개의 모델링 학습 접근으로 분류하였

다. 풍화 실험 과정에서 학생들은 풍화 실험의 예시를 보고, 모둠별로 나

름대로 자신의 풍화 방법을 생각하여 모형에 충격을 가 해보고, 조건을

달리하여 실험을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고 광물의 결

합 구조와 결합력의 차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풍화가 잘 일어나는

지 판단해 보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

은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을 경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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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2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교구 또는 자료이다. ○ ○ 

표 135.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2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2) 2차 수업의 모델 기반 교수에서 3차 수업의 모델링 기반 교수로의

발달 사례 (T2 교사)

T2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2 교사는 수준에 해당하는 개념의 가

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135).

T2 교사는 모델의 예시로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라는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모델의 예로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모델의 예를 들며 설명하였다. 직접 볼 수 없는 개념에 대한 표상에 더

하여 현상의 설명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T2 교사의 전공 특성

상(지구과학) 빅뱅이론과 같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표현한 모델을 많이

다루게 되면서, 이러한 모델 사용에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T2: 모형은 지층 모형처럼 아이들에게 지층을 이해하기 쉽게 한번 보여
주고, (모형을 통해) 그 특징이나 차이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 것 같
아요.

    (모형의 예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빅뱅이론을 나타내는 모형처럼 직
접볼 수 없는 우주에 대해(빅뱅이론이라는 추상적 개념)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자료로 모형이 될 수 있어요.

    ...DNA구조 같은 경우에도 DNA구조를 만들어 보면서 이중나선 구조
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만 T2 교사는 모델 자체는 자연 현상의 설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

는 모델의 예를 들어 응답하였으나, 실제 모델에 대한 정의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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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2: (모형은) 아이들에게 지층을 이해하기 쉽게 한 번에 보여주고, 특징

이나 차이 비교를 할 수 있다. 설명이 가능하고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모형이다. 모형은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
든 교구 또는 자료이다.

T2 교사는 모델은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라는 인식을 가진 측면이 많았

으며, 실제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인 2차 수업에서도 교사가 개념을 설명

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만 나타난 것으로 교사의 생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T2 교사의 수업 전체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빈도 변화는 다음

표 136 같다. 1차, 2차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만 나

타냈으며, 3차 수업에서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증가하였다

(표 136).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2 2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4 4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3 4 6 13

3 4 13 20

표 136. T2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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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에서 교사 스스로 모델을 적용해 보는 수업을 경험한 후 모델링

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2: 지질 시대의 표준화석을 관찰하는 수업, 표준화석을 보여주고, 바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관찰해보도록 하고, 15개의 
표본을 보면서 암모나이트를 그냥 막연히 알았더라면, 실제 화석을 
보고 나서 암모나이트의 연체 부분은 없고, 딱딱한 껍데기 부분이 
남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해가는 이러한 부분이 모델
링 과정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2차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화석을 관찰하면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것이 아

니라 화석을 보면서 실제 살아있을 때의 생물의 모습을 추측해 보는 모

델링 과정을 실행 영역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고 했지만, 2차 수업에서

는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이러한 모델링 과정이 학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으로 발전 되지 못하고, 교사 주도의 설명에 머물렀

다.

T2 교사는 이와 같이 본인이 모델을 적용하는 수업을 스스로 경험 한

후, 자신의 수업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음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모델

링 활동을 경험하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인터뷰하였다. 학생들이 해당

화석의 생물이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추측해서 스케치하는 활동으로 모

델링 수업을 확장하고자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발전된

형태의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교수

학습 관련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2: 가능하다면 다시 아이들이 화석을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해보면, 

전 시간에 관찰한 화석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암모나이트라면 딱딱한 부분은 보고, 연한 부분의 모습을 
스케치 해 보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아닐까요? 학생들이 직접 추측해 
보는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고 싶어요.

→‘교수 학습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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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T2 교사는 자신의 2차 수업의 실행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수

업을 반성하고 학생 주도의 모델링 수업 적용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나

갔다. 2차 수업 후 메타 모델링 지식 연수가 실시되었고, 이후 T2 교사

와 연구자는 모델링 수업 과정 개발 실습 연구에서 3차 수업의 주제와

수업 과정 설계에 대해 3회 이상의 토론 과정을 거쳤다. 실제 3차 수업

개발을 위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간의 토론 과정이 가장 활발했던 교

사로 T2 교사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이유에는 본 연구의 연구자의 전공

과 T2 교사의 전공이 모두 지구과학이며, 3차 수업의 주제를 고등학교 1

학년 통합 과정의 단원 중에서 지구과학과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였기에

더욱 활발한 토론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참여자

와의 수업에서는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 주제 선정이나 수업 설계의

교수적인 측면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였던 반면, T2 교사와의 논의에서는

수업 과정 설계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3차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다.

(3차 수업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 중)
T2: 통합 과학 수업을 하면서 전공이 아닌 부분은 학생들의 눈을 바라보

지 못하고 책만 보고 수업하게 될 때도 있어요. 자신이 없으니까
    특히 생물 부분은 처음 보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옆에 동료 선생

님에게 생물을 배우고 나서 수업을 겨우하기도 하고, 실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게 될까봐 수업 시간 자체를 질문을 하지 않
는 분위기로 이끌어 가게 되면,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이 없는 수
업을 만들어 가게 돼요. 특히, 보통의 학교에서는 독립적인 교사의 
특성상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데, 현재는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
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연구하고 얘기하면서 전문성도 훨씬 
높아지는 계기가 되는 거 같아요. 

    실제 통합 과학이 아니라도 같은 교과, 지구과학이라도 서로 이야기
를 나누면서 서로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의) 지금과 같이 선생님들과 고민하는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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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고 얘기 하는 것처럼, 학교 내에서 교사들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전문 연구 시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 준다면, 서로 꼭 얘기
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3차 수업의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규산염 사면체의 구조와 광물’이

라는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T2 교사는 같은 주제를 1학기에 수행하

였는데, 이 주제에 대한 수업의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고,

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수업을 적용해

보고자 해당 주제를 선택하였다. 같은 주제지만 모델링을 적용한 교수

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교수 학습 관련’ 실천적 지

식이 나타났다.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중)
 T2: 그 전 수업(1학기에 진행된 수업)은 강의식으로 수업으로 진행 했

었는데, 아이들이 그냥 책에 있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보면서 그
렇구나 하고 넘어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개념 이해가 낮
은 이 부분은 모형을 적용에서 다시 수업해 보고 싶었어요.

(3차 수업 후 인터뷰)
    이전 수업에서는 (학생들이)규산염 사면체 모형이다라고만 느꼈다면, 

직접 모형을 만들어보고 다뤄보니 학생들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오
래 기억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교수 학습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1차 회의 중)
T2: 저는 규산염 광물에 대한 부분을 하고 싶은데, T1 선생님이 이 부분

을 해보면 어떨까 먼저 의견을 주신 부분인데, 제가 전공이 지구과
학이니까(1학년 통합 과학 중 지구과학 주제) 규산염 광물에 대해서 
해보고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규산염 광물을 저도 좀 더 모델로 만들
어 보려고 하니까 여기에 화학결합이나 옥텟 규칙 같은 그런 결합적
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나, 그냥 종이로 모형을 만드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면 되나 고민이 돼요.

→‘교과 내용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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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염 사면체의 단일체 모형을 만들고,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를

만들어보는 모델링 과정을 수행해보면 어떨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광물의

분자 구조의 화학 결합의 원리까지 자세히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을 교사 스스로 하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화학 교사와 연구자,

연구 참여 교사가 함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이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직

접 만들고 다뤄보면서도 화학적 개념 부분에 오개념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러한 수업 내용에 대해 고민하는 측면에서 ‘교과

내용 지식’ 관련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났다.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실제

수업에서는 두 가지 모델을 적용하는 모델의 다양성 적용 측면으로 실행

되었다.

또한 3차 수업 후 실시한 교사 인터뷰에서 T2 교사는 모델링 수업의 장

점으로 깊이 있는 부분까지 알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실제 교사

는 규산염 단일체를 연결하며 결합 구조를 만들는 활동의 모델링 자체에

집중 수업을 설계하였는데, 실제 수업 실행 과정에서는 이 모델링 과정

에 참여한 학생들이 결합팔의 연결을 어떻게 해야 해당 구조가 만들어질

지 고민해보면서 공유결합과 결합팔의 연결 횟수를 고민해보는 심화 부

분까지 생각해보는 심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에 확인하였다.

모델링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업 실행을 통해 교사 스스로 느끼게 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교수 학습’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2: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실물로 확인하고, 그리고 직접 모형을 만들

어 보니, 만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까
지 생각하는... 규산염 사면체 구조 결함을 만들 때, 공유결합이 얼마
니까 결합팔이 몇 번 연결되어야 하지? 이러면서 아이들이 모둠별로 
스스로 결합 구조를 만들어 내더라구요. 이렇게 직접 모형을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심화 부분까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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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학습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2 교사는 또한 한 차시 수업 안에 다양한 모델링 과정을 담으려다 보

니 시간이 부족했고, 실제로 모델링 수업을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2: 이전 수업에서는 규산염 사면체 모형이다라고만 느꼈다면, 직접 모

형을 만들어보고 다뤄보니 학생들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오래 기억
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한 차시 수업에서 많은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려다 보니, 막
상 실험을 하면서 풍화를 느끼고 그 과정을 발표하기까지에는 시간
이 좀 부족했어요. 이 부분이 넘 아쉬워요.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려서 한 시간 동안 한 차시 수업을 끝
내지 못했고 모형을 학생들이 만들어 보는 과정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인 거 같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고 발표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야는 
데, 시간 자체가 부족했어요. 

→‘교수 학습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2 교사는 학생들이 광물의 결합 구조를 만들고, 풍화 실험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한다. 실제 학생 주도 모델링은 교사 주

도 모델 수업보다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실제 T2 교사의 3차 수업에서는 표 1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생 주도

의 모델링 과정인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모델 재구성 학습’이 2회 나

타나는 동안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과 ‘모델 사용 학습’은 각

각 6회, 4회로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3차 수

업 한 차시 전반을 통틀어 학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이 진행되었으며, 교

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은 모둠활동을 마무리하며 교사가 개념

설명을 하는 아주 짧은 시간에 5회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빠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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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번에 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4장 1절의 전체 수업 흐름 분석에서

제시함).

즉, 학생들이 더 많이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는 학생주도 모델링 수업

을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업 시간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업 차시 확보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모델링 수업을 적

용해야 할 것이다. 수업 차시 확보를 위해서는 학기 초에 미리 교육 과

정 재구성을 통해서 비슷한 주제 간 융합을 통하여 수업 시수 확보를 해

야 하며, 이를 통해 2, 3차시를 할애하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면, 학생

들이 더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모델링 수업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피드백을 3차 수업 후 T2 교사에게 들려주었

다.

(3차 수업 후 학생 인터뷰 중)
S1: 물 뿌리는 거 풍화 침식 부분에서 참여도 재미 있었고, 풍화 실험을 

직접해보니까 어떤 모향으로 쪼개지는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었어
요.

S2: (모델링 과정이 오래걸리지만) 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점심시간이
라도)할 마음이 있어요. 이번에 규산염 사면체 만들기 처럼..

  책으로만 보면 복잡해서 어렵기만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번에는 모형을 만들어보니 이해하기 쉬웠어요.

T2 교사는 학생의 피드백을 듣고 학생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을 듣고 학생들이 훨씬 이해가 잘되고 좋아한다는 사실에

앞으로 모델을 더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학생 피드백을 들은 후 3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T2: 모든 내용에서는 아니지만 (수업에서) 모델을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모델링을 수업에) 적용해야겠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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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수를 통해서 모델링 수업에 대해 느낀 점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

서 T2 교사의 발전된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에서)
T2: 예전에는 학기 초에 연간 계획 대강 세웠다면, 진짜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려면 교과서 보고 교육 과정 재구성을 제대로 해야 할 거 같
아요.

    수업에 대해 제대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죠. 
    실제 학교에서1, 2달만 먼저 교과 분석을 해 볼 수 있더라면, 조금 

더 좋을 텐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매년 2월 중순이 되어야 새학 기
에 가르치게 될 학년이 정해지게 되니...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요.

    특히, 다른 전공 (통합 과학을 가르칠 때)부분은 정말 부족한 게 사
실이에요.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지금은 통합 과학 수업을 준비하면서 같은 과목을 수업하는 선생님
들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요.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다.

    이번 연구에서도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학교 학습 환경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연구에 참여하기 전) 그 전 수업은 강의식으로만 수업했고 그냥 이
런게 모형이다라고만 느꼈었다면, 이번 수업에서(3차 수업) 막상 실
험을 하면서 풍화를 느끼고 발표하기까지에는 수업에 부족했다.
내년에 한다면 모형을 이용한 만들기를 꼭 진행해 보고 싶어요...
사실 수업 준비하면서 귀찮긴 했어도 한 번 더 아이들이 모형을 만
들어 보도록 해보면서, 아 이게 과학을 쉽게 할 수 있는(아이들이 과
학을 쉽게 느낄 수 있는 방법) 방법이 되는구나, 느꼈어요.
한 시간을 위해서 매시간을 투자하지는 못하겠지만, 한번이라도 아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게,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수업을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교사 자신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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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 발전된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

서는 학기 초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수업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교육 과정 지식’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며, 모

델링 수업을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동료 교사들과 상호작용을 한 과정

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부분을 통해서 이러한 교사 공동체의 활동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점을 모델링 수업 개발 연수에서부터 일관성 있게 지

적하였다. 이러한 부분에서 ‘학교 학습 환경’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이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학생들에

게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지향하게 되었다는 교사 스스

로의 가치관에 대한 생각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과 관련된 실

천적 지식으로 발전하게 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T2 교사는 초기 배경 분석에서 수준 2의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델의 정의에 대해서는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하는

측면이 강했다. 이에 따라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인 2차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3차 수업에서

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모델 수정 학습

1회, 모델 재구성 학습 2회). 실제 3차 수업을 위한 토론 과정에서 연구

자와의 상호작용이 가장 활발했던 교사였으며, 교사 스스로도 열정을 가

지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한 예로 3차 수업을 공개하

는 당일날 아침 일찍 운동장의 모래를 직접 담아와 준비해 놓고, 빈 과

학실에서 미리 준비한 PPT화면을 넘기면서 수업 내용을 연습하는 모습

을 목격하였다. 실제 T2 교사는 경력 11년의 중견교사로 보통의 경력

교사들은 평소의 수업에서는 이렇게 미리 수업 시연 연습까지는 하지 않

는다. 이 모습은 3차 수업을 위해 T2 교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교사 스스로의 모델링 수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결국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학생들에

게 진정한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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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짐 (2수준)
모델 사용의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함

▼

[2차 수업 실행]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빈도가 증가함 → (수업 실행)

▼

[2차 수업 실행 후 반성]
2차 수업에 적용한 교사 주도의 모델 적용 과정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학생이 직접 모델
을 다루어보는 모델링 과정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교사 전문성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37과 같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T2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관점을

5가지의 관점이 모두 나타나며 모델링을 수업 적용 실습 해 보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학습 지식’ 측면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가장 많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후의 반성을 통해 밝힌

교사의 신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

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

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실천적 전문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최종 모델링 수업 적용 후에 수업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변

화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변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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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 연수 중]

- 주제 선정 시 지난 학기의 강의식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규산염 사면체 모형
을 직접 다루어보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수업을 개발하고자 하는 생각을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 규산염 광물의 화학 결합까지 고려해보는 내용적 측면에 대한 고민을 통해 두 가

지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의 다양성 적용 → 교과 내용 지식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

[3차 수업 실행 과정 중 반성] 

- 수업 실행 과정에서 규산염 사면체 구조 결합을 만드는 학생들이 공유결합을 고
려해서 결합팔의 연결 횟수까지 고려하는 부분을 보고,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통

해 심화 과정을 탐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함 → 교수 학습 지식 

▼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모델링 적용 과정을 모두 실행하기에 수업 시간이 부족함을 느낌 

→ 교수 학습 지식 

- 학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모델링 수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낌 
▼

[최종 인터뷰]

- 발전된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 학기 초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진정한 

수업 고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교육 과정 지식 

-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좋은 방법임

→  학교 학습 환경 지식

-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학생들에게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인지함→  교사 자신 관련 지식

표 137. T2 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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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3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수정 학습’ 사례 (T3 교사)

T3 교사는 생태계 평형 단원의 먹이 그물과 관계된 멸치 해부 실험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실험에서는 멸치 해부를 통해 멸치의 위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관찰하고 이를 통해 먹이 그물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이다.

이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활용의 단계는 다음 표 138와 같다.

이 수업에서 나타난 학생 주도 모델링 접근은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

이 나타났다. 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먹이

그물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제시하며 설명
도해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플랑크톤

플랑크톤의 사진이 아닌 플랑

크톤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비율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

고 설명

비율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마무리

개별

모델링

활동

관찰한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개별적으로 멸치의

먹이 그물을 학생들이 그려봄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표 138. T3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① 오늘 수업 안내 
오늘 수업 안내
지난 시간에 배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
●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설명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먹이 그물 모형은 도해

모델이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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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멸치 해부 실험 안내
③ 멸치 해부 및 위 속 플랑크톤 관찰 실험 
④ 실험 마무리
- 실험 도구를 정리하고 활동지를 마무리한다.
⑤ 개별 모델링 활동
관찰한 플랑크톤을 스케치한 그림을 보고, 멸치의 먹이 관계를 생각해보고, 
멸치의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개별 모델링 활동을 안내한다.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그림 48. 모델 수정 학습 사례1 그림 49. 모델 수정 학습 사례2

관찰한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개별적으로 멸치의 먹이 사슬을

그려보는 활동이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멸치 위의 플랑크톤을 관찰

스케치하였고, 이를 보면서, 멸치의 먹이 그물은 어떠할지를 생각해보면

서 먹이 그물 모형을 스스로 구성하는 학습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일반적

인 먹이 그물이 아니라 멸치의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수정이 일어나므로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 볼 수 있다(그림 48, 49).

이와 같은 본 수업에서는 멸치를 해부해 보고 관찰한 플랑크톤을 통해

멸치의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모델 수정 학습이 한차례 나타났다. 실제

이 수업의 대부분은 멸치를 해보해 보는 과정에 집중되어 있으며,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모델링 활동은 마무리 활동으로 간단히 제시되었다.

2) 간단한 형태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의 발달 사례 (T3 교사)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3 교사는 수준 1의 실제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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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3
모형, 실험도구, 그림 등 또는

자료이다. ○  

표 139.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3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T3 교사는 교수 도구로서의 모형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며, 모형의 표상

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시하여, 수준 1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T3: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해가 더 잘 되도록 사용하는 것이 모형
이다. 수업에 사용하는 모형, 실험도구, 그림 등이 모형이다.

모델의 정의를 묻는 초기 설문과 인터뷰 모두에서 교수 학습에서 필요한

자료가 모델이라는 관점을 강하게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관점
T3: (모형은) 아이들이 이해가 더 잘 되도록 사용하는 도구
   교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교구 또는 자료

T3 교사는 모델은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

었으며, 실제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인 2차 수업에서도 교사가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만 나타난 것으로 교사의 생

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3 교사의 수업 전체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빈도 변화는 다음

표 140과 같다.

오히려 1차 수업에서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

사가 제시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현상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1

차 수업의 주제가 이온화 식과 중화반응이었으며, 실제 쪽지 시험 형태

로 이온화 식을 학생들이 써보는 과정에서 이온화 식을 이용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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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모델 사용의 의도와는

무관한 수업 주제 특성임을 알 수 있다.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1 0 0 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5 4 2 11

6 4 3 13

표 140. T3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 학습이 1회 나타남으로 연구 참여자 중에서 3

차 수업에서 가장 적은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3차 수업의 주제가 멸치 해부를 통한 먹이 그물을 알아보는

주제로, 수업 전반에 걸쳐 멸치 해부에 수업 시간이 대부분 소요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험 후 마무리 과정에서 자신들이 관찰한 플랑크톤을

그대로 따라 그리거나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멸치의 먹이 그물을 추측해

보는 자료로 사용하여 먹이 그물 모델을 학생들 나름대로 표현해 본다.

물론 짧은 시간동안 학생들은 탐색적 모델링을 경험하게 되지만, 낮은 단

계의 모델 수정 학습만이 나타났다고 해서 이 수업이 잘못되거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수업에서는 멸치 해부를 하고 멸치 위안의 플

랑크톤은 관찰하고 끝났다면,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이 수업에서는 멸치

의 위 속에 있는 플랑크톤의 종류를 파악해보고, 그 먹이 관계에 대해 학

생들이 추론해 보고, 스스로 멸치의 먹이 그물까지 그려보는, 즉 멸치 해

부 과정을 먹이 그물 모델링 과정에 연결시켰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실제 학생들은 이 과정에서 멸치 해부를 했다는 것에 만족했을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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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에서 멸치도 먹이 활동을 하며 그 위 속에 있는 플랑크톤으로부터

먹이 그물 관계를 추측해보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사실 T3 교사의 경우에는 2차 수업을 진행한 후, 3차 수업을 포기할까

고민하는 과정도 있었다. 이유는 수업 부담 때문에 3차 수업 준비에 많

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아주 높은 수준의 대단한 모델링 수업 과정이 꼭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T3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 주제에 맞는 간단한 형태의 보다 쉬운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을 적용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이

에 따라 T3 교사는 교사 본인이 수업에 적용하기에 가장 쉽고 간단한

형태의 모델 수정 학습을 설계하였으며,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먹이

그물 모델을 그려보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주제 선정에 대한 고민 과정에서도 간단한 그림 형태의 표상도 모델임을

알게 되고,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과정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T3 : 실물 뿐만 아니라 그림 자료도 모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어서 수업에 적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참여를 망설였던 3차 수업이지만,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나서 T3 교사

스스로도 모델링 수업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앞으로

모델링을 적용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최종 인터뷰에서도 보여

주는 과정을 통해서 ‘교수 학습 지식’과 관련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 것

으로 보았다.

(3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T3: 멸치 해부를 하고 먹이 그물을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려내는 것을 보

고, 일방적인 강의보다, 배우는 게 의미가 크구나.. (생각했어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T3 교사에게 전달하였다.

학생들 역시 멸치 해부를 한 후 먹이 그물(그림)을 그리기 위해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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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토의하던 부분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라고 응답하였다.

S5: 평소 수업, 영상 보고 빈칸 보고 쓰는 거 보다,
문제나 질문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S6: 과학은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지만, 과학은 어렵고 이해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실험에 참여하면, 모두가 같은 선에서 참여하고 같은 상황
에서 참여하니까 훨씬 편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다.

S7: 친구들과 말을 하는 과정에서 토의하면서 그림으로 가장 이해가 좋
았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접한 교사는 최종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활발

히 참여하는 것을 본인도 느꼈으며, 앞으로 모델을 더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T3 교사는 연구에 참여하는 중간에 모델링 수업의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는 담임 업무와 같은 행정 업무와 수업 개발

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수업 준비에 부족한 시간 때

문에 개발과 실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힘들

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업무의 과다함에 대한 호소는 2차

수업 이후와 수업 나눔에서도 지속적으로 보여준 교사의 생각으로 ‘학교

학습 환경 지식’과 관련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이나 실험 수업을 하려면, 과학 교구를 더 활용해

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준비 과정이 너무 힘들다. 주문부터 구
입, 실험 물품 확인, 준비 등등 수업 준비 외적인 부분도 너무 많다. 
조교 선생님이 있으면 좋겠다.

→‘학교 학습 환경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 통합 과학과 통학 과학 실험은 처음 가르치는 과목이고 모둠활동
을 위주로 하는 수업도 처음이다. (이번에 모델링 수업을 진행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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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니) 아이들에게 모둠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적용해 주고 싶다.

    올해는 뭐든지 급하게 준비하느라 힘들었다. 다음 학기에는 미리미
리 여유롭게 수업을 준비하고, 나머지 업무을 처리 하고 싶다.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하지만 T3 교사는 이 과정을 극복하고 모델링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하

였으며, 보다 적용하기 ‘쉬운’ 단계의 탐색적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였다.

이 수업이 학생들이 모든 단계의 모델링을 경험하는 진정한 탐구는 아니

지만, 이 과정을 계기로 T3 교사는 모델링의 효과와 필요성을 알게 되었

으며, 모델링 수업 적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부담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

라는 것을 수업 실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는 미리

시간확보를 통해 모델링 수업을 꼭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학습 환경’의 과다한 업무를 극복하고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았으며, 이 모델링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 다음 학기에는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미리 수업 시간을 확보한 후 모델링 수업을 적

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교육 과정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쉬운’ 모델링 수업 적용을 통해 발

전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교사 전문성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41과 같다. T3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3가지의 관점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

서 실천적 전문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모델링 수업 적

용 후에 수업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실

천적 전문성이 변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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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실제적 관점을 가짐 (1수준)
모델 사용의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함

▼

[2차 수업 실행]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빈도가 증가함 → (수업 실행)

▼

[2차 수업 실행 후 반성]

과도한 학교 업무로 모델링 수업 준비에 대한 부담 호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탐
색적 모델링 과정을 개발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이 나타남 → (수업 실행)

▼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모델링 수업 개발에 부담을 호소했었지만, 실제 모델링 수업을 실행해 본 후 학생
들이 실험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는 활동을 보면서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배우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느낌.    → 교수 학습 지식 

▼

[최종 인터뷰]

- 학교의 과도한 업무로 새로운 수업 방식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모델링 수업을 실행함.    → 학교 학습 환경 지식 

- 다음 학기에는 학기 초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고, 시간을 확보하여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육 과정 지식 

표 141. T3 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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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4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사례 (T4 교사)

T4 교사의 3차 수업 주제는 금속 반응 실험으로 선정하였고, 학생들이

이론을 통한 설명보다는 직접 실험 활동을 통해 내용을 체득하는 것이

과학 개념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하고, 모둠별 활동을

통해 실험을 계획해보고 진행하며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더욱 산

화 환원 반응을 이해하게 될 것을 의도하였다. 그리고 모델링을 학생들

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개인 활동지를 통해 금속 반응 실험을 간단히 그림

으로 그려보고 산화 환원 반응을 정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3차 수업에서 나타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은 다음 표 142와 같다.

이 수업에서 나타나는 과정 중 학생주도 모델링에 해당하는 3단계의 모

델 수정 학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식을 이용하여 칠판에 이

온화 경향 순서를 판서함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안내

이온화

경향

이온화 반응순서에 대해서 이

온식을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

함

개념-과

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안내

금속반응

의 과정

금속반응의 과정의 반응식을

교사가 판서하며 설명
모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정리
금속반응

모둠활동을 통해 실험한 금속

반응 결과에 대해 모둠별로

토의하고 개별학습지에 금속

반응 과정 모델을 그려보는

활동

통합

모델

3. 모델 수정

학습

표 142. T4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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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오늘 수업 안내 
오늘 실험 수업에 대한 안내 및 과학의 본성과 모형에 대한 설명

② 지난 차시 개념 확인
칠판에 적혀있는 화학 반응 순서를 나타낸 원소기호를 보고 학생들이 어떤 
원소인지 읽어 보도록 학생을 2명을 지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반응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이온화 경향 판서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이온화 경향 순서를 판서하며, 원소기호를 이용한 모상 모델 사용이 나

타난다.

반응성에 대한 설명, 칠판에 원소기호와 반응과정을 적으며 설명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③ 실험 안내
시약 4가지와 12홈판, 금속3가지의 종류를 설명
④ 실험 시작 – 모둠 활동 : 금속 반응 실험
⑤ 실험 결과 정리 – 전체 정리
⑥ 실험 뒷정리
모둠별로 실험도구를 정리하고, 실험 뒷정리를 한다. 

⑦ 수업 마무리 및 개별 모델링 활동 안내
실험에서 확인한 금속반응의 모습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지에 그려보도
록 안내 후 수업 마무리
[통합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금속반응 실험을 수행한 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지에 금속 반응 실

험에 대한 내용을 모델로 그려보게 하였다. 개별 금속반응 모델링 활동

은 다음시간까지 그려오게 하여, 교사 피드백 후 수정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금속반응 실험을 반응식으로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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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아니라 금속이 반응을 하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그림과 글로 표

상화하여 나타내는 개별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50과 같이 금

속 반응 실험 결과를 금속에 나타난 기포의 개수나 금속의 색을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게 모형으로 나타내거나, 그림 51과 같이 금속 반응이 나

타나게 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 예시와

같이 금속반응에 실험에 대한 결과를 학생들 개별적으로 모델로 나타내

보는 학생 주도의 탐색적 모델링이 나타났다.

그림 50. 금속반응 실험을 개별 모델로 나타난 예시 1

그림 51. 금속반응 실험을 개별 모델로 나타난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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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4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상 실험

등. 모형안에 원리나 설명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형

○ ○ 

표 143.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4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2) 간단한 형태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의 발달 사례 (T4 교사)

T4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2 교사는 수준 2에 해당하는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143).

T4 교사는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델을 사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으나, 모델은 현실적으로 보기 불가능하거나 번개의 원리처럼 번개 자

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모형 안에 어떤 원리나 설명을 포

함하고 있다면 모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4: 모형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
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고 실험 등을 포함한다. 

    동물의 한살이 실제 관찰이 어려운 것을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불가능한 것들(추상적 개념)도 삽화 
등을 통해 모형으로 나타낼 수는 있음. 예를 들면, 번개사진은 모형
이 아니지만, 번개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을 포함하는 모형을 제시
한다면, 그것은 모형이 될 수 있다. 

위의 설문 응답과 같이 수업에 사용되는 표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에 대한 해석이나 설명,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수준 2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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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 교사는 모델 자체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며,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

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나,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교수

학습 자료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의 관점
T3: (모형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과 실제 관찰 또는 실험이 불

가능한 것을 대체하는 영상, 사상실험 등 이다.
    학생의 실험 조작 기능 향상을 위한 실험기구

T4 교사의 수업 전체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빈도 변화는 다음

표 144와 같다.

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1 1 2

2. 모델 사용 학습 0 1 0 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4 2 3 9

4 4 4 12

표 144. T4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1, 2, 3차 모든 수업에서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 나타났으며, 2차 수업에

서는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났다. 이것은 과목 특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차시 수업은 공유결합과 이온화 식을 주제로 하며 이 과정에

서 학생들이 이온화 식과 분자모형을 이용해서 연습문제를 푸는 과정에

서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났다. 또한 학생 주도 모델링에 해당하는 3단

계의 모델 수정 학습이 2차, 3차 수업 모두 1회씩 나타났는데, 2차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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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 수정 학습은 모둠활동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분자의 극성에 따

른 분자 구조의 모형을 모둠별로 나름대로 알기 쉽게 분자 모형을 직선

형, 평면삼각형 등 나름대로 구조의 차이점을 다양한 색을 이용하거나

특징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난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T4 : (학생들이) 직접 분자의 모양을 그려보는 것으로 분자 모양을 (오

래) 기억할 수 있도록 의도했어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2차 수업은 교사 스스로 모델을 적용해 보는 수업으로 T4 교사의 과목

특성상 이온화 식이나 분자 모형 등의 모형을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며,

이 모형을 이용하여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닌, 분자 구조의 모형의 특징을

나름대로 모둠별로 수정해보는 모델링 단계가 2차 수업에서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과정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T4 교수의 수업 주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 것으

로 모델링 교육과 관련된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

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4: (평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방식은)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을 중

요하게 생각해요.
    학생들에게 나름대로 과학의 관찰을 하고, 실험에 대해서 제시 합니

다. 열린실험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정에 
대해서 학생들이 추론하도록 하고 있어요.

연구자: 수업과정에서 모둠풀이와 스케치북 사용이 자주 나타나는게 이
것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T4 : (수업 과정에서) 모둠 풀이는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모둠 활동을 진
행하구요. 한 모둠 당 스케치북을 하나씩 주고, 한 학기 동안의 활동 
자료, 즉 포트폴리오처럼 모으도록 해요. 



- 392 -

    보통 수업은 모둠 활동 위주로 하는데 모둠활동은 공동체의식을 높
이고,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읽기, 듣기는 혼자 
소유하는 방식이지만, 말하기, 쓰기 함께 공유하는 방법이지요.

T4 교사는 경력 20년의 고경력 교사로 나름대로의 수업 철학이 있으며,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하는 T4 교사의 특성상, 평소에도 모형을 직접

학생들이 다루어 보게 하는 수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물론 초기에 T4

교사는 모형의 정의에 대해 모호하게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학

생의 참여를 강조하고 모둠이 다함께 말하기, 쓰기를 통해 표현된 방식

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는 부분이 바로 학생 참여형 모델링 적용

수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사의 특성상

2차 수업에서도 3단계의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나게 되었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수업 후 모델에 대해 생각을 묻는 질문에 T4 교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4: (모델링은) 실험을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고, 결과를 

거칠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
는 거 같아요.

    (수업을 해보니) 과학에서는 모델링은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나 화학의 특성상 모형은 꼭 필요한 것이
기 때문에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해야겠지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4 교사는 수업의 도입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표상은 기억에 오래 남는

다는 과학적 본성 측면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다. 이와 관련해

서 교사는 평소에도 종종 과학의 본성과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편이

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 역시 교사의 평서의 신념이 모델링 교육과 관련

되어 나타난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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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 도입 부분에서 제시한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사례)
T4 : 여러분 시험을 보거나 하면, 과학에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많이 나

오잖아. 사회나 다른 과목도 마찮가지지만, 과학에는 그림이 많이나
와

S   : 네
T   : 그림이 훨씬 머리 속에 기억에 많이 남지
    여러분들이 20년뒤에 반창회를 했는데, 서로 만났어. 물론 현대의학

이 발전해서 못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년 
후에도 남아있어.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기억이 날거야. (중략)

(2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4: 평소에도 과학의 본성, 탐구에 대한 이야기를 실험 전에 미리 이야

기 하는 편입니다.
    관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영화 감시자들에서 

보면 주위의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관찰하는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과학에서도 우리 주위의 상황을 관찰하고 보라고 강조하죠.

    

3차 수업에서는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나타났는데, 3차 수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수업 진도에 맞는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금속반응 실험

과정을 통해서 실험 과정 자체를 학생들이 모델로 그려보는 가장 간단한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실제 3차 수업의 대부분의 시간이 금속반응 실험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모든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금속 반응 실험에 대한 개별

모델을 그려보는 활동을 통해 모델링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이 수업에서

쉬운 단계의 모델링 접근이 나타난다고 해서 수업적용이 잘못된 것은 아

니다. 학생들은 금속 반응 실험을 하는 동안 탐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없는 열린 탐구를 경험하였으며, 모둠별로 토의하고 실험한 과정

을 그림과 글을 이용해서 정리해보는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금속 반응성 자체에 집중해 실

험을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이 과정을 모델링으로 표현해보면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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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 후 인터뷰)
 이론 보다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이 금속의 반응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조작
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모델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야겠
다.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이온 반응식만을 이용해서 결과를 정리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모델링화 하

여 정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수업 실행을 통해 모델링 적용을

수행하고,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

적 지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학생들의 응답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차 수업 후 학생 인터뷰 중)
 S7: 평소 수업은 보통 수동적이지만, 실험을 통해 변화를 보고, 친구들

이랑 대화를 나눠보면서 이런 건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할까 생각해보
면서, 금속방응 실험을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 친구들과 설명을 나
눈 부분이 좋았어요. 

S8: (모형 수업은)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생각
만 하는 것과 손으로 직접해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T4 고경력 교사로 평소에도 학생 참여형 과학 수업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수업 진도와 여러 가지 여건상 학

생 참여형 실험이나 탐구보다는 모둠 활동을 통한 문제 풀이 해결 위주

로 진행한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에 참여하면서 초기에는 모형의 정의에

대해 약한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형 수업을 직접 적용해 보

면서, 기존에 T4 교사가 의도한 학생 참여형 수업에 부합하는 방법이라

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모델링 적용을 통해 학생들의 영속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을 응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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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 후 인터뷰)
조작을 해보고, 실험을 영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고, 결과를 거

칠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볼 수 이는 기회를 제공
과학에서는 모델링은 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과학이라는 것 자체

가 물리나 화학의 특성상 모형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업에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4 교사는 고경력 교사로 평소에도 학생 참여에 대한 수업에 대해서 많

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와 부합되는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면서

표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학생들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모델링 탐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링에 참여하면서 해당 모델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의 수업에 모델링 과정을 더 적용하는 방향으로 교사의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으로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델

의 본성에 대한 인식 후 학생들에게 모형의 본성적인 측면에 대해서 직

접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도 직접적으로

수업에 실행하는 모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교사 전문성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45와 같다. 이러한 과정에서 T4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관점은 ‘교수 학

습 지식’ 측면의 한 가지 관점의 실천적 지식이 여러번 나타났다. 모델링

교육에 관한 다른 관점의 실천적 지식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는데, 고

경력 교사의 특징에 따라 교사 본인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

한 ‘교사 자신 관련 지식’의 실천적 지식이 자주 나타났으나, 이 관점은

모델링 교육에 관한 가치관이 아닌 평소 T4 교사의 과학 수업 일반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가치관에 아직 모델링 교육이 반영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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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평소의 T4 교사의 가치관인 학생 참여형 수업

을 실행하고자 하는 가치관에 따라 모델링 적용 수업을 활용하고자 고민

하는 과정에서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수 학습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

이 자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한번의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연구 참여로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의 가치관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

었으나, 교수 학습 지식 측면에서 모델링 교육의 접근을 시도하고 발전

시켜가는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밝힌

교사의 신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

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

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으로 변화하고 발달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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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짐 (2수준)
모델 사용의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함

▼

[2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사용 학습’ 접근이 나타남 → (수업 실행)

▼

[2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학생들이 직접 분자의 모양을 그려보면서 나름대로 분자의 구조를 재구성하여 그려보

도록 하여 학생들이 이해를 높이고자 함    → 교수 학습 지식 

- 과학 수업에서 모델 사용은 필수적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 

→ 교수 학습 지식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수업의 도입에서 모형 사용의 특성과 과학의 본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

→ 교수 학습 지식 

▼

[3차 수업 실행 과정 중 반성] 

- 모델링 활동을 적용하면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다루어보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수

업에 많이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

[최종 인터뷰]

- 과학 자체의 특성상 모델 사용이 꼭 필요하며,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보
면서 직접 탐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
로 앞으로의 수업에 모델링 과정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표 145. T4 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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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5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수정 학습’ 사례 (T5 교사)

T5 교사는 3차시 수업에는 천구와 좌표계를 주제로 한 수업으로 천

구에 대한 모델링 활동으로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둠 활동을 주제로 선

정하였다. 투명우산을 가지고 천구의 움직임을 확인해보면서 지표면에서

관찰할 때의 일주운동 방향과 천구에서 관찰할 때의 방향, 천구의 구성

요소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활동이다. 3차 수업의 모델링 학습 접근은

다음 표 146과 같이 나타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수업

안내
일주운동

일주운동을 플래시 영상을 이

용하여 설명

시뮬레

이션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본차시 천구
우산을 천구에 비유하여 교사

가 설명

교수적

비유적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모둠활동
별자리

우산을 가지고 천구에 비유하

여 천구위에 별자리를 그려본

다.

교수적

비유적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일주운동
우산을 움직이며 일주운동의

모습을 확인한다

개념-과

정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일주운동

의 방향

우산으로 확인한 결과를 학습

지의 모형에 일주운동의 방향

을 표시해본다.

비율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정리

일주운동

의 방향

모둠 활동 정리 과정에서 교

사가 우산으로 일주운동의 방

향을 학생 전체에 설명한다.

개념-과

정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업

마무리

주극성

우산을 이용하여 주극성과 전

몰성의 개념을 교사가 설명한

다.

개념-과

정

1. 교육 과정

모델학습

표 146. T5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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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 중에서 학생 주도 모델링 학습 접근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주제에 대한 3차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수업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안내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② (도입) 일주운동에 대한 개념 확인
▶ 화면에 플래시를 이용한 천구를 제시하며 일주운동 설명

③ 모둠 활동 시작 안내

④ 천구 모형 시범 실험
우산을 이용하여 천구 모형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교사가 직접 우산을 
들고 설명을 한다.
▶ 우산을 들고 돌리며 천구 모형에 비유하는 방법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⑤ 모둠 활동
학생들이 우산을 이용하여 모둠활동을 수행한다.
▶우산 위에 별자리를 그리는 활동
   [교수적 비유적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은 모둠별로 투명한 우산 위에 매직으로 별자리를 그린다. 별자리

를 그리는 과정에서 우산의 바깥쪽이 그리는 모둠과 우산의 안쪽에 별자

리를 그리는 모둠이 있다. 별자리를 그려 우산 자체를 천구에 비유한다.

이때 학생들이 모델을 사용하는 단계의 모델 활용이 나타난다.

▶ 우산 천구를 돌려 일주운동의 모습을 확인
   [개념-과정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학생들은 모둠별로 우산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보면서 어느 쪽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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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야 일주운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주어진 대로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서도 돌려보고, 바깥쪽에서도 돌려보고, 모둠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돌려 보기도 하고, 비스듬히 돌려보기도

하고 수직으로 돌려보기도 하면서 위도의 차이도 발견한다. 이때 교사가

시범으로 설명할 때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혼동하던 학생들도 모둠별로

이쪽 저쪽 돌려보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통해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방향

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난다(그림

52, 53).

그림 52. 우산을 이용한 천구의 모델링 과정을 정리한 학생 활동지

그림 53. 우산을 이용한 천구 실험 후 개별 활동지에

그린 천구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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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5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

모형의 제한점 인식
○ ○ 

표 147.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5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2) 2차 수업의 ‘모델 수정 학습’과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

근으로의 발달 사례 (T5 교사)

T5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5 교사는 수준 2에 해당하는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147).

T5 교사는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

성한 설명이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2) 자연 현상, 이론 법칙의 설명 체계’ 의 관점
T5: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설명 체계이다.

T5 교사는 모형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설명 체계라는 점을 제시

했으며, 실제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인 2차 수업에서도 교사가 개념을 설

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만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모

형 사용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5 교사의 수업 전체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빈도 변화는 다음

표 148 같다. 오히려 3차 수업보다 모델 사용의 빈도는 2차 수업에서 더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으로 교사가

모델을 제시하고 설명하는 것보다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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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0 0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2 2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5 9 4 18

5 9 7 21

표 148. T5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또한 2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빈도가 다른 교사에 비해 쉽게 증가한 이유

에는 과목과 주제 특성이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과학이라는 과

목 특성상 모형 사용이 빈번하며, 특히 2차시 수업의 주제는 천구로 이

주제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워하는 주제이다.

따라서 2차 수업에서는 천구를 소개하는 주제로 ‘천구’라는 같은 개념에

대해 다양한 모델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수업 이후의 교사

인터뷰에서도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모형 제시를 통해 이해를 돕

고자 의도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델의 다양성을 먼저 적용하

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용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하다보니

‘교과 내용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모델의 다양성 사용 측면으

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수업 이후 인터뷰)
T5: 좌표계 수업이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천구그림과 플래

시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천구그림
을 그려보는 활동을 해보게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했어요.

→‘교과 내용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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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수업에서도 같은 ‘천구’를 주제고 하고 있으며, 2차 수업에서는 다

양한 모델을 이용한 교사의 설명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3차 수업

에서는 천구에 대한 교사의 설명과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함

께 나타났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T5: 천구를 모사한 우산 자체, 적경을 나타내는 우산 살을 가지고 모형

을 적용하고자 했어요.
    모델링은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해보고 나니) 모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루트를 찾아 쉽게 

적용할 수 있을것 같아요. 그동안 이미 모형을 많이 쓰고 있었던 거
였어요. 수업에서..

    앞으로는 모델 사용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모델링 수업을 해보고 나니, 지구과학의 특성상 기존에 이미 많이 다루

고 있었던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모델링 적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모델링을 적용한 수

업을 해 보고 나니, 해당 모델링 과정을 어떻게 학생들이 쉽게 다루어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실제 같은 주제의 다른반 수업에서 발

전된 형태로 모델링 과정을 수정 적용하여 수업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 모델링 적용 교수 학습 방법을 수정

하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 되는 과

정이 연달아 나타났다. T5 교사는 수업 전 초기 인터뷰에서 모델에 대

해 정의는 비교적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모델이 이미 자신이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안 후 모델의 필요성에 대해 바로 알게 되었음

을 말한다.

이 수업에서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을 사용하여 모델링 과정을 경험한

학생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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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 북쪽하늘을 보면 반시계 방향인데, 남쪽하늘은 시계 방향이라는게 
말로만했으면 이해가 안됐는데, (모둠친구들과) 서로 이쪽방향을 보
자고 하면서 서로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공개된 모형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 참여하는

다른 반(2-C반)의 학생도 해당 반의 모형 수업 이후 같은 수업을 경험

했으며, 이 학생들은 T5 교사가 3차 수업에서 적용한 2-B반 학생들이

사용한 투명 우산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우산으로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

학생은 모형 수업의 경험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해보라는 질문에 연구 과

정에서 한 수업이 아닌 다른 수업의 예를 들며 응답하였다.

(다른 반(2-C반)의 학생이 천구 모델링 실험에 대한 수업 후 의견 중)
S11: 지구과학 시간에도 별자리 뜨고 지는 실험, 우산에 별자리를 그려

서 실험했는데요. 별자리가 이미 그려져 있어서 이게 뭘 말하는지 
한참 보고 알았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직접 별자리를 그려봤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 별자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를 모르니까 좀 혼동이 됐어요.  

이 학생은 투명 우산에 이미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그 별자리의 모습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려웠다고 한다. 처음부터 별자리를 그리는 과정까지

스스로 경험해 보았으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학생의 의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델링 적용 수업에서 학생들이 처

음부터 끝까지의 모델링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5 교사는 학생들이 우산을 가지고 직접 돌려보고, 모둠별로 얘기를 하

는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강의식으로 설명할 때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 피드백과 수업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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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번 모형실험을 통해서 다음번 수업 적용에는 조금 더 발전된 방향

으로 모델링 수업을 적용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중)
T5: 아이들이 천구의 회전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우산을 이용

한 천구 수업을 준비했는데, 아이들이 천구 상에서 봤을 때와 지구
안에서 봤을 때의 회전 자체 알아보도록 의도했어요. 

    그런데 저도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을 시범 실험만 했었지, 아이
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을 경험해 보도록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
래서 좀 설명하는데 혼동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공개수업을 한번 하고 나니, 다른 반 수업에서는 우산에 회
전 방향을 직접 그림으로 표시하고 적경이 커지는 방향을 다른 색 
화살표로 표시하게 하면서 모델링 수업을 진행했더니 학생들도 훨씬 
쉽게 천구 우산 모형을 이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 내년 수업에
서는 모든 학생들이 새 우산에(모둠별로) 별자리도 그려보고 적경이 
커지는 방향도 표시해보는 모델링 수업을 진행 하려구 합니다.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위와 같이 T5 교사의 인터뷰로부터 수업 실행을 통해서 스스로 반성과

학생 피드백을 통해 모델링 수업 방안을 스스로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

식의 변화 발전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초기에 T5 교사는 지구과학이라는 전공 특성상 비교적 모델에 대

한 정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으나 모델의 수업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스스로 모델을 적용하는 수업을 해

보니, 이미 자신이 수업 시간에 모델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천구라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2차 수업

에서 ‘모델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차 수업에서는 이전에는 시범수업으로만 진행하던 우산을 이용한 천구

실험을 직접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모델

링 수업을 통해 별자리를 그리는 방법, 적경을 표시하는 방법, 화살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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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스스로 얻는 등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

의 ‘실천적 지식’ 발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T5의 교사의 경우에는 담임으로 과중한 업무와 행정적인 여러 업

무로 인해 학교 업무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수

업준비에 소홀하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며 교사 생활에 대해 약간의 슬

럼프에 빠져있던 시기라고 인터뷰 하였다. 모델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만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지만, 실제로 막상 연구에 참여

하고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실제 3차 수업을 준비하면서 바쁜 업무로 인해 연구자와 심도있는

토론을 하지는 못하였다. 3차 수업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

정도만 토론을 통해 상호작용하였으며, 실제 3차 수업을 실행하는 과정

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교사 스스로 이를 확인하고 다음반 수업

에서는 교정하여 적용해 가는 발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

로 다음 수업에서는 우산 모델링을 활용한 천구 수업을 더 발전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한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해 학교에서의 업무 과다 등에 대

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과정에서 ‘학교 학습 환경’ 관점에서의 실천

적 지식이 나타났으며, 이를 극복하고 모델링 수업을 실행 하고 이후 반

성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의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계기를 통

해서 ‘교사 자신 관련’ 실천적 지식으로의 변화 발전이 나타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T5: 모델링 수업을 준비 하고 적용하는 게 힘든 이유는 교사 스스로의 
의욕, 체력, 시간의 부족인거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담임으로 생활지
도에 스트레스를 받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투자하게 돼요. 학교 현상
에서는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서 힘들어요. 
부가적인 일상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다. 잡무가 줄어들어야 수업 준
비를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 학습 환경’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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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잘 
되지 않았어요. (연구에 참여하면서)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 사실 요즘 5년차의 입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졌는데…  새로운 것
들에 대한 갈망에 대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해 봐
야겠다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기 자신 관련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본 연구를 통해 수업적인 면에서도 발전이 있었지만, 스스로의 교사 생

활을 돌아보는 좋은 자극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모델링 적용을

위해 일어나는 동료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교사의 내면의 성찰과 교사 전

문성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교사 전문성으로 변화 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49과 같다. T5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관점을 4가지의 관점이 나타나며

모델링을 수업 적용 실습 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 방법적인 측

면에 대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

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나타

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

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이 발달 변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08 -

[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개념의 가시화 관점을 가짐 (2수준)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낮은 인식을 보임

▼
[2차 수업 실행]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이 나타남 → (수업 실행)

▼
[2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2차 수업에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모델을 사용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고자 함 

→ 교과 내용 지식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모델링 활동을 수업 실행 후, 알게 된 교수학습의 노하우를 다음의 수업(다른 학

급)에서 발전적인 형태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함  → 교수 학습 지식 

- 수업 후 이미 모델을 수업 시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
는수업에 모델링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보여 줌 

→ 교수 학습 지식 

▼

[최종 인터뷰]

- 우산을 이용한 모형실험을 기존에는 시범실험으로만 진행 함, 실제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면서 교사의 우려보다 쉽게 천구 우산 모형을 다루는 모습을 
확인함, 앞으로 수업에서 발전된 모델링 수업 과정을 적용 의지 밝힘 

→ 교수 학습 지식 

- 학교업무의 과중함과 모델링 수업개발에 대한 고민→ 학교 학습 환경 지식 

- 모델링 실습 후 교사 스스로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 

→ 교사 자신 관련 지식 

표 149. T5 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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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

1)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사례 (T6 교사)

T6 교사의 3차 수업은 먹이 그물 게임을 주제로 하였다. 3차 수업에 나

타난 모델링 학습 접근은 표 150와 같다. T6 교사의 3차 수업에서는 학

생 주도의 모델링 접근의 3단계 모델 수정 학습과 4단계 모델 재구성 학

습이 나타나며,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것

이 특징이다. 단, 교사가 제시하는 모델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2단계의 모

델 사용 학습이 2회 나타난다.

수업

단계

제시된

과학

개념

설명 방법
모델

분류

모델링 학습

접근

게임

활동

피식자

포식자

먹이 그물 게임 활동을 하며

역할 놀이를 통해 피식자와

포식자의 역할을 맡은 학생들

이 일련의 먹이 사슬 활동을

수행함

시뮬레

이션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활동
먹이

그물

모둠별로 게임을 통해서 확인

한 피식 포식 관계를 통해 먹

이 그물을 그림으로 나타냄

도해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
환경

변화

추가 미션을 주고 해당 조건

이 반영된 경우 먹이 그물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 모둠별로

먹이 그물을 수정, 재구성하는

활동

도해
4. 모델

재구성 학습

수업

마무리

먹이

그물

모둠별로 수행한 내용을 바탕

으로 개별적으로 먹이 그물

모형을 그리고 정리하는 활동

교수적

비유적

2. 모델

사용 학습

표 150. T6 교사의 3차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링 학습 접근



- 410 -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학생 주도 모델링 학습 접근의 사례를 살펴보겠

다. 3차 수업에서는 먹이 그물 게임 활동을 진행한 후, 학생들이 모둠 별

로 모여 게임 속에서 나타난 먹이 그물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내 보고,

모둠 모형을 전체에 발표한다. 그 후 추가 미션을 제공하여 모둠별로 이

미션을 추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① 오늘 수업 안내 : 
② 먹이 그물 게임 활동
* 먹이 그물 게임 활동 소개
게임 시작] 
▶ 학생들이 먹이 그물 게인 활동을 하며 역할 놀이를 통해 피식자와 포식자
의 역할을 맞은 학생들이 먹이 그물 게임을 수행함.
   [시뮬레이션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이 카드를 뽑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피식자와 포식자를 확인한

후 게임이 시작된다. 게임은 타이머에 맞춰 7분간 진행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게임을 통해 먹이 그물안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간단한 시뮬레

이션 모델이 나타나며,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사용은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과학실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만나는 친구들과 누구인지 확

인을 한 후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생이 포식자

면 진학생이 그 자리에 앉는다. 즉, 진 학생이 죽는다. 반대로 이긴 학생

이 피식자이면 살아남는다. 그리고 부활시간이 지나면 해당 피식자는 다

시 부활한다.

③ [학급전체] 게임 활동 정리
게임이 종료 된 후,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게임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된 내
용을 판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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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모둠활동] 모둠별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
▶ 모둠별로 게임을 통해서 확인한 피식 포식 관계를 먹이 그물로 나타내는 
활동 :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별로 먹이 그물을 그려본다. 단, 교과서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모둠의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활동을 한다. 교과서의 모델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실제 자신들이 수행한 먹이 그물 게임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형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학급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먹이 그물 단계는 거의 비슷한 형

태로 나지만 전체적인 먹이 그물의 모습은 모둠별로 모두 다 다르게 나

타난다(그림 54).

⑥ (추가 미션 활동) 모둠별 선택한 추가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
▶ 3가지 미션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하나씩 선택하여 해당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둠에서 구성한 먹이 그물을 수정, 재구성하는 활동
   [도해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교사가 3가지 추가 미션을 제시한다. 모둠별로 한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미션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자신들이 구성한 먹

이 그물을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 재구성 학

습 접근이 나타난다. 재구성한 모델을 포스터로 그리고, 왜 그렇게 나타

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위와 같이 학생들이 기존에 교과서에 제시된 먹이 그물 모형을 그대로

따라 그려보는 것이 아니라 먹이 그물 게임을 통해 나타난 자신들이 직

접 체험한 게임을 바탕으로 먹이 그물을 구성하고(모델 수정 학습), 여기

에 추가 미션의 이상 조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의 먹이 그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수정 재구성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이 나타난다(그림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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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1 그림 55.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

2_ 추가 미션

그림 56.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3_ 추가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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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모델에 대한 생각
수준 1

(실체적 관점)

수준 2

(개념의

가시화 관점)

수준 3

(구성주의적

관점)

T6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모형 ○  　

표 151.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 (T6 교사의 초기 배경분석)

2) 3차 수업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을 통한 학생이 주도하는 수업

참여 사례와 교사의 발달 사례 (T6 교사)

T6 교사의 초기 배경 분석에서 T6 교사는 수준 1에 해당하는 개념의

실체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표 151).

T6 교사는 모형의 정의를 묻는 질문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교수 학습 자료라는 측면의 관점을 보여주었다.

‘(1)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 의 관점
T6: 학생의 이해를 돕기위해 제작된 것이 모형이다.

T6 교사는 첫 부임한 신규 교사로 모델에 대해 모호한 정의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모델은 교수 학습을 위한 자료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 교사가 생각하는 수업인 2차 수업에서도 모델 사용의 빈

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때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만 나타난 것으로 교사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

다.

T6 교사의 수업 전체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빈도 변화는 다음

표 152과 같다. 1차, 2차 수업에서는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만

나타냈으며, 3차 수업에서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증가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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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1 1

3. 모델 수정 학습 0 0 1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2 2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2 7 0 9

2 7 4 13

표 152. T6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T6 교사는 신규교사로 자신의 과학 수업에 대한 철학을 아직 뚜렷히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신규 교사의 열정으로 본 연구에 가장 적극적

으로 참여한 참여자 중 한명이다.

2차 수업에서는 모델 사용의 빈도가 많이 증가하지만 전부 교사가 제시

하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었는데, 이를 통해 모델에 대한 교사의 초기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T6 교사는 동영상을 통한 모델의 제시를 의

도하였으며, 칠판에 간단한 그림(몸, 위 등 다양한 모델 제시: 부록 4)을

그려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자 하는 ‘교수 학습 지식’ 측면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

다.

(2차 수업 후 인터뷰)
T6: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적용해보려고, 영상을 많이 보여주면서 원생

동물이 병원체를 전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상 모델을 활용했
어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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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사답게 연구에 참여하는 자체를 즐겁게 생각했으며, 열정을 가

지고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러한 T6 교사의 열린 태도 덕

분에 3차 수업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연구자와 T6의 전공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3차 수업을 위해 더 많은 부분을 토의할 수 있었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T6: (수업을 직접 해보니) 모형에 대한 범위 인식이 넓어졌어요. 예전에

는 동영상 같은 게 모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모형을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수업에서는 모형의 의도를 먼저 설명하고 싶어요. 메타 모델링 부
분을 미리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다양 모델의 범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며, 메

타 모델링 지식을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

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3차 수업 후 학생 인터뷰)
S11: 게임으로 먹이 그물 활동, 실제로 그 입장이 되서 해보면서, 피식, 

포식 관계를 알게 되고, 참여하면서 하게 된 부분이 평소와 달랐어
요. 모둠끼리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든 먹이 그물이 모형이 되는 
것 같아요.  

S10 : 먹이 그물을 그릴 때는 교과서 모형만 생각했는데, 변화를 생각해
보고 정리한 부분에서 다른 모형 발전된 모형을 그려보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교사는 수업 후 학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모형 사용을 더 활용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3차 수업 후 인터뷰)
T6: (모형수업에 참여한)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쉬운 개념이지만 모두가 

이해하고 먹이 그물을 그려 뿌듯했어요. 평소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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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 이었구,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모형 수업과 같은 수업을 구상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위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3차시 수업에서

는 모든 학생들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2차 수업의 모습과는 눈에 띄게 다른 점의 하나로 2차

수업에서도 교사 나름대로의 모델을 적용한 수업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수업 후반부에서는 체액성 면역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델을 활용

한 동영상을 제시하며 설명하였으나, 학생들이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였으며, 교사도 역시 빨리 수업을 마무리 하려고 서두르는 모습

을 보였다.

(2차 수업의 후반부의 사례)
▶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설명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길게 강의식으로 설명한 내용을 관련 동영상을 제시하며 설명함. 많은 개념
이 포함된 과정이라서 개념 설명과 동영상의 보조 수단을 사용했지만, 학생
들의 집중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확인됨(일부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관
찰됨) 개념을 활인할 수 있는 학생 참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 (영상 제시 후) 그래서 혈액형, 혈액형도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응
집원. 항원 역할을 해주는 응집원에 따라서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인
데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낼께요.

그에 비해 3차 수업에서는 학생에 주도하는 모델링 활동을 수행함으로

학생들이 한명도 빠짐없이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게임 활동 뿐 아니라 역할놀이 게임 후에 이어진 모둠

별 모델링 활동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학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이 학생의 수업 참여하고 학생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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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수 학습 방법의 수정을 통한 수업에 참여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교수 학습 지식’ 측면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최종 인터뷰)
T6: 원래 이 부분(먹이 그물)은 간단히 교사의 설명 후 학생들이 먹이 그

물이 복잡할 때와 단순할 때 생태계 평형 유지를 비교하는 활동을 
간단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시수가 더 걸렸지
만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던 수업인 것 같습니다.

    
     내년 수업에서 학생들이 모둠으로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는 활동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생1을 하게 된다면 감수분열 부분을, 생2를 하
게 된다면 광합성 부분을 모델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생1을 하게 된다면 감수분열 부분을, 생2를 하게 된다면 광합성 부
분을 모델링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링할 재료를 선정
하고 그 재료를 선정한 이유를 쓰게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감수
분열이라면 지렁이젤리를 이용한 조는 왜 지렁이젤리로 염색체를 표
현 하려고 하였는지... 또는 광인산화(광합성 한 부분)를 학생들이 표
현하는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는 등... 다양한 모델링 수업을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의 실천적 지식

T6 교사는 신규교사로 모델에 대한 초기 인식은 부족했지만, 신규교사의

열정과 역량을 통해 2차 수업에서 교사 스스로 적용하는 모델 사용의 빈

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통해 교사의 의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2차 수업에서 사용된 모델은 모두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었다. 그러나 모델링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한 3차 수업에서는 학

생 주도의 모델링 활동이 확장되어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적

극적으로 주도하는 모델링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후 이어진 인

터뷰에서도 교사 스스로의 반성과 다음 모델링 수업 개발에 대한 의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모델링 수업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과정에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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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배경 분석]
모델에 대한 실제적 관점을 가짐 (1수준)
모델 사용의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을 강조함

▼

[2차 수업 실행]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빈도가 증가함 → (수업 실행)

▼

학습 지식’ 측면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났다. T6 교사의 사례로부터 작은

자극으로부터 교사는 의욕적으로 수업에 변화를 주고자 하며, 수업 실행

의 반성과 연구자와의 상호작용, 학생 피드백 등의 다양한 외부 환경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참여하고 모델링 수업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교수 과정 동안 나타난 교사의 신념과 실천적 지식이 수업 실행으로 나

타나고 발달 하는 과정을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153과 같다. T6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교수 학습 지식’ 관점에서만 나타났으며, 모델링

을 수업 적용 실습 해 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 대

한 고민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밝힌

교사의 신념이 나타나며, 이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

는 과정에서 실천적 지식으로 변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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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업 실행 후 반성]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의도함 → 교수 학습 지식 

▼

[3차 수업 실행]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남 

 실천적 지식 →‘수업 실행’

▼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
- 모형에 대한 인식이 수정됨. 다음 모델링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모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줌. 

→ 교수 학습 지식 

- 평소 수업에 소외 된 학생들도 모델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모델링 수업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함, 앞으로 수업에 모델링 과정을 더 적용할 것을 다짐함 

→ 교수 학습 지식 

▼

[최종 인터뷰]

- 내년 수업의 모델링 적용 주제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줌 

→ 교수 학습 지식 

표 153. T6교사의 연구 참여 과정 동안 나타난 실천적 지식의 변화 과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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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모델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 과학적, 교수

모델

1. 비율 모델 1 1 6 8

2. 교수적 비유적 모델 4 12 4 20

∎ 개념 지식을

구성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3 3 9 15

4. 수학적 모델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 다중 개념

또는 과정을

표현한 모델

6. 지도, 도해, 표 5 5 7 17

7. 개념-과정 모델 8 5 5 18

8. 시뮬레이션 2 4 3 9

∎ 실제, 이론,

과정에 대한

개인적 모델

9. 정신 모델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3 3

모델 사용 빈도 23 30 37 90

표 154. 교사 전체의 수업에서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7. 1, 2,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의 비교 분석

수업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의 빈도를 비교해 보고자 한

다. 1차는 교사의 평소 수업, 2차는 교사가 생각하는 모형 활용 수업, 3

차는 모델링 학습 접근을 설계하고 적용한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교사 전체의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4

와 같다. 1차 수업에서 2차 수업으로 모델 사용의 빈도가 7회 증가하며,

2차에서 3차 수업에서 역시 모델 사용의 빈도가 7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차 수업은 교사가 스스로 생각한 모형 활용 수업인 반면, 3차 수업은

메타 모델링 지식에 대한 연수 후 모델링 수업과정을 계획하고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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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이다. 같은 빈도수로 모델 사용이 증가하지만, 특별한 연수나 처치가

없었던 1차에서 2차 수업으로의 적용에서 교사의 의도만으로 7회의 빈도

가 증가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처치 없이도

교사의 모델 사용에 대한 의도만으로 모델 사용의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교사 개인별 모델 사용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표 155과 같다.

교사
T1

(빈도)

T2

(빈도)

T3

(빈도)

T4

(빈도)

T5

(빈도)

T6

(빈도) 합
계

사용모델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비율

모델
0 0 3 1 0 1 0 1 1 0 0 0 0 0 1 0 0 0 8

2. 교수적

비유적모델
0 0 2 1 3 0 0 0 0 2 1 0 1 3 2 0 5 0 20

3. 모상적

상징적

모델
0 0 0 0 0 7 1 0 0 2 3 2 0 0 0 0 0 0 15

4. 수학적

모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이론적

모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6. 지도,

도해, 표
1 2 1 0 1 0 1 1 2 0 0 1 2 1 0 1 0 3 17

7.

개념-과정

모델
0 0 0 1 0 1 4 2 0 0 0 1 2 1 3 1 2 0 18

8.

시뮬레이션
2 0 0 0 0 1 0 0 0 0 0 0 0 4 1 0 0 1 9

9. 정신

모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통합

모델
0 0 0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3

모델 사용

빈도
3 2 6 3 4 13 6 4 3 4 4 4 5 9 7 2 7 4 90

표 155. 전체 수업에 사용된 과학 모델의 빈도 (교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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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 2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빈도의 증가, 2차 → 3차 수업에

서 모델 사용 빈도가 감소 한 사례

1차 수업에서 2차 수업으로 모델 사용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경우는 T5

와 T6의 사례로 각각 4회, 5회로 2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이 증가하였으

며, 오히려 3차 수업에서는 각각 3회씩 모델 사용이 감소하였다(표 155).

먼저 T5 교사의 수업을 살펴보면 2차 수업에서 교수적-비유적 모델의

사용이 늘어났는데,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살펴보면(표 156, 157) 1,

2차의 수업에서 사용된 모델은 모두 ‘교육 과정 모델 학습’으로 분석되었

다. 이것은 T6 교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수업에서 교수적-비유

적 모델의 사용이 늘어났으며,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에서 역시 모두 ‘교

육 과정 모델 학습’의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2차 수업과

같이 교사가 모델 사용의 의도만으로 수업 실행 과정에서 쉽게 모델 사

용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이 경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특별한 교수 설계 과정 없이 수

업에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 개념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학습

도구 측면의 방법으로 모델을 쉽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을

교사 주도의 개념 이해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없다. 또한 2차에서 3차 수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T5, T6 교사의 수업에서 모델 사용빈도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모델링 수업을 계획하고 적용한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는 감소

하지만 모델링 학습 접근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교사 주도의 모델 학습 보다 학생 주

도의 모델링 학습 과정은 실행 과정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되며, 이로

인해 모델 사용의 빈도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모델링 학습 과정 측

면으로는 학생 참여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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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학습 접근
1차

(빈도)

2차

(빈도)

3차

(빈도)
합계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4 4

3. 모델 수정 학습 0 2 5 7

2. 모델 사용 학습 1 1 9 11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22 27 19 68

23 30 37 90

표 156. 전체 교사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변화

교사
T1

(빈도)

T2

(빈도)

T3

(빈도)

T4

(빈도)

T5

(빈도)

T6

(빈도)

모델링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5.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모델

재구성

학습

0 0 1 0 0 2 0 0 0 0 0 0 0 0 0 0 0 1

3. 모델

수정 학습
0 1 0 0 0 1 0 0 1 0 1 1 0 0 1 0 0 1

2. 모델

사용 학습
0 0 1 0 0 4 1 0 0 0 1 0 0 0 2 0 0 2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3 1 4 3 4 6 5 4 2 4 2 3 5 9 4 2 7 0

모델 사용

빈도
3 2 6 3 4 13 6 4 3 4 4 4 5 9 7 2 7 4

표 157. 전체 수업에 사용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 빈도 (교사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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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

1차 수업에서 2차 수업으로 모델 사용의 빈도는 큰 차이가 없다가 2차

에서 3차 수업으로 가면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사례는

T1, T2 교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표 155).

먼저 T1 교사의 사례를 보면,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4회 더

증가하는데, 모델의 분류로 보면, 비율 모델과 교수적 모델의 사용이 증

가하였으며, ‘모델링 학습 접근’의 측면으로 보면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의 사용이 3회 증가, ‘모델 사용 학습’이 1회 증가 했으며, 이

와 함께 학생 주도의 ‘모델 재구성 학습’이 1회 나타났다(표 157).

T2 교사의 경우에도 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빈도가 2차 수업에 비해 9회가 증가로 급격히 나타난다. 모델의

사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델이 사용되며, ‘모델링 학습 접근’의 측면에

서는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의 사용이 2회 증가, ‘모델 사용

학습’이 4회 증가 했으며, 이와 함께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1

회, ‘모델 재구성 학습’이 2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차 수업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 이와 함께 교사 주도의 교수-학습 도구 설명 수단인 ‘교육 과정 모델

학습’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빈도로 비교해보면 짧

은시간에 제시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은 빈도가 학생 주도 모

델링 학습 접근에 비해 더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모델

링 학습 접근에는 어떠한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수업을 의도

할수록 모델링 학습 접근의 접근 측면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교사 주도의 설명 위주의 모델 사용에서 학생 주도의 탐구

적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으로 교사의 모델링 사용 역량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1차에서 2차 수업으로의 모델 사용의 급격한 빈도 증가

는 교사 주도의 ‘모델 기반 교수’(model-based teaching)의 증가라면, 2

차에서 3차 수업으로의 모델 사용의 증가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modeling-based teaching)의 증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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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빈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사례

1차, 2차, 3차 수업에서 모델 사용 빈도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업 사례

도 나타났는데, T3, T4 교사의 수업 사례를 들 수 있다(표 155).

먼저 T3 교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모델 사용 측면에서는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델링 학습 접근’의 측면으로 보면 3차 수업에서는

이전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1회

증가하였다(표 157).

T4 교사의 사례를 보면 마찬가지로 모델 사용 측면에서는 특이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델링 학습 접근’의 측면으로 보면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2차와 3차 수업 모두에서 1회씩 나타났다(표 157).

T3 교사의 경우에는 3차 수업의 모델링 교수 학습 설계 과정에서 어려

움을 호소하며 실제 설계과정에 다른 참여자에 비해 비교적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T4 교사의 경우에는 고경력 교사로 평소 학생 참

여형 수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모델 수정 학습’이 2차, 3차 수업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3차 수업에서 모

델링 수업을 적용하면서도 평소 수업과 비슷한 수준의 모델링 학습 접근

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평소 자신의 수업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수

업 안에 모델링 수업 과정을 실행한 수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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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 학습 접근 측면의 범위

3차 수업에서는 모든 교사가 모델링 기반 교수를 의도하여 수업을 설계

하고 적용하였다. 그 결과 모든 교사의 수업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링 접

근이 나타났는데, 그 접근 측면의 범위(수준)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

다. 물론 모델링 학습에 위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접근 측면의

수준으로 분류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먼저 좀 더 낮은 수순의 탐색적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모

델 수정 학습’ 접근이 나타난 교사는 T3, T4, T5 교사의 수업에서 찾아

볼 수 있다(표 157). 좀 더 쉬운 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났다고 해

서 수업의 수준이 낮은 수업은 아니다. ‘모델 수정 학습’은 학생이 주도

하는 가장 ‘쉬운’ 단계의 탐색적 모델링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3차 수

업에 학생 참여의 모델링 학습 접근 설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

본적으로 요구한 단계가 바로 탐색적 모델링 과정이다. 즉, 앞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상황 상 T3, T4, T5 교사들은 3차 수업에서 탐색적 모델

링인 ‘모델 수정 학습’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모델링 수업이 부담스러운

교사들에게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의 모델링 학습 접

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단계의 모델링 접근을 경험한 교사들도 모두

3차 수업 경험을 통해 학생 주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학생들에게 진정

한 탐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다음 수

업에서는 좀 더 발전된 모델링 학습 접근을 시도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

었다. 즉, 좀 더 ‘쉬운’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을 통해 교사들이 스스로

의 실천적 지식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좀 더 높은 수준의 표현적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난 교사는 T1, T2, T6 교사의 수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 157).

이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3차 수업 설계를 위한 연구자와의 토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실제 수업 설계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델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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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

다. 그로부터 학생들이 직접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

였으며 그 결과 수업 실행 과정에서도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모델 재구

성 학습’까지 실행되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공통적으로 수업

시간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이 과정을 경험한 교사

들은 다음 학기의 수업에서는 학기 초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 시

수를 확보하고 깊이 있는 모델링 탐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주제를 미

리 선정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즉, 학생들이 진정한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

비과정과 실행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 과정 계획을 통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이러한 탐

구적 모델링 과정이 적용되기에는 교사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사례와 같이 좀 더 적용하기 ‘쉬운’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교사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행해 봄으로써 교사 스스로 실천적 전

문성 발달을 통해 다음 단계의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발

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높은 단계의 모델링이든 아주 쉬운 수준의 모델 적용이든 학교 현장의

매일의 수업에서 모델이 사용으로부터 교사와 학생들 모두 모델 사용에

익숙해져야하며, 교사들이 모델에 대해 인식하고 수업에 즉각적으로 적

용할 수 있는 ‘교육 과정 모델학습’으로부터 ‘쉬운’ 수준의 학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모두 모델링 과정을 배우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실천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높

은 수준의 탐구적 모델링이 학교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적용되기 위해 매

일매일의 일상적인 수업에서 부담없이 누구나 쉽게 모델 사용을 실행해

보는 작은 시작을 통해 높은 수준의 모델링 접근으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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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다양한 교육경력과 교사의 교육활동 경험에 따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

델링의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해 교사의 모델

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발전 될수록 실제 수업에서 어떠한 형태

로 모델과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어떻

게 변화 하는지 연구하였다.

첫째,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적용한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본 연구로 먼저 참여 교사의 배경 특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에 대한 초기 인

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과학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수준 분석틀을 사용

하였다.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초기 인식은 수준 1의 실체적 관

점에 해당하는 교사가 2명, 수준 2의 개념의 가시화 관점에 해당하는 교

사가 3명, 수준 3의 구성주의적 관점에 ‘근접’하는 교사가 1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들의 초기 생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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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학습 과정에서 보여주기 위한 도구 또는 이해와 설명을 위한 도구’의

인식을 가진 교사가 4명, ‘자연 현상, 이론 법칙의 설명 체계’의 인식을

가진 교사가 1명, ‘과학자의 예측적 탐구 도구’의 인식을 가진 교사가 1

명으로 나타났다. 모델과 모델링의 이해 수준과는 별개로 모델의 정의에

대한 교사의 생각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으며, 교사들은 대부분 교육 현

장에서 교수 학습 도구의 측면으로 모델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모델에 대한 본성과 정의에 대한 인식은 명시적이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의 비교 연구를 위해,

연구에 참여한 6명의 교사들이 1차 수업은 평소의 일반 수업, 2차 수업

은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 적용 수업, 3차 수업은 모델링 교수 학습

기반의 수업을 실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방법에 따라 교사들이 모델

링 교수 학습 기반의 수업을 실행하기 위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내용

연수와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 개발 실습 연수를 수행하였다. 연수 과정

은 현장 실행 기반 연수인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형태로 진행하였다. 수

업 개발 실습 연수 과정에서 개발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교수 학습 과

정을 3차 수업에 적용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비교하고자 하는 6명의 교사의 전공이 모두 다르

고, 각 교사별 3차시의 수업 주제가 다르다. 이러한 주제 특성에 따라서

각 수업에서 모델과 모델링 활용에 대한 분석이 가능한 주제인지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전체 수업 주제에 대한 주제 배경 분석을 실행하

였다. 모든 수업 주제의 교육 과정 해설에서의 모형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설명은 없었지만, 주제별 개념 분석을 통해 모든 주제에서 모델 사용

이 가능한 과학 개념을 추출을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주제가 모델

과 모델링을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의 배경 분석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기초

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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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의 활

용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6명 교사의 3차시의 각 수업 단계별로 나타나는 모델의 사용 종류를 파

악하기 위해 과학 교수 학습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10가지 분류틀을

이용하여 분류하였다. 1차에서 2차, 3차 수업으로 갈수록 모델 사용의 빈

도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의 종류 면에서는 1,

2, 3차 수업 모두에서 ‘교수적 비유적 모델’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수학

적 모델과 이론적 모델, 정신적 모델은 1, 2, 3차 수업 모두에서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통합 모델’의 경우 3차시 수업에서만 모델 사용이

나타났다.

2)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링 학

습 접근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6명 교사의 3차시의 각 수업 각 수업 단계별로 나타나는 모델링 학습

접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학습 접근 분류 5가지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을 보면 1,

2, 3차 전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2차 수업보다 3차 수업에

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의 빈도수는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나 모든 수업에서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이 모든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난다.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은 2차보다 3차에

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3단계의 ‘모델 수정 학습’도 마찬가지로 3차

수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의

경우에는 전 교사의 수업을 통틀어 3차 수업에서만 나타난다. 5단계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의 경우 전체 수업을 통틀어 하나도 나타나지 않

았다. 1, 2차 수업보다 3차 수업으로 갈수록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단

계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영역이 넓

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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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천을 연

구하기 위해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의 발달과정을 분석하고, 모델링 적용 수업 과정을 통

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 실행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나타나는 학생의 인

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학생의 인식 분석

을 함께 수행하였다. 먼저 학생의 모델에 대한 초기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모델링 수업에 참여 전 후에 모형의 종류에 대한 생각과 표상으로써

의 모형, 모형의 다양성, 모형의 역동적 본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사

전, 사후 설문을 실행한 결과 모두 80%이상의 학생들이 모델의 본성에

대해 더 진보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설문에서 학

생들에게 과학적 모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모델은 현실 세계의 복사, 모델은 현실 세계를 표상하는

그림, 모델은 자연 현상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라는 3가지로 분류하

였다. 사전 설문에서 모형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학생들이 모

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을 경험하거나 모델에 대한 교사의 간단한 설

명 후, 모델의 정의에 대해 비교적 진보적인 관점을 갖게 된 것으로 나

타났다.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수업에 참여한 학생 중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중 일부

(14명)에게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

은 모델링 수업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토론과 그림으로 모형

을 표현하는 부분이 개념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교과서

에 제시되어 있는, 이미 완성되어 주어진 교과서의 모형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수업을 통해 ‘과학 모형’ 자체의 원리와 뜻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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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의미 있었으며, 왜 그러한 개념이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 해당 개념이나 ‘모형’에 대해서 이번 모델링 활동처럼 탐

구해 보고 싶다는 수준 높은 요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1)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은 어떻게 발달

하는가?

3차시의 수업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의 발달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개인, 외부, 실행, 결과, 학생 영역의 5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진 교사의 전문성 발달의 수정된 상호 연관 모델을 사용하여 교사

의 메타 모델링 지식과 관련된 전문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3차시의

모든 수업과 수업 전후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2차 수업보다

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 연수와 수업 실행 과정이 포함된 3차 수업

과정에서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 빈도가 공통적으로 증가하였다. 상호작

용의 영역 중 개인→실행, 실행→개인, 실행→결과, 즉, 수업 ‘실행’ 영역

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 즉 교사 전문성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실 수업 실행 과정이며, 이러

한 수업 실행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난다.

2) 모델링 적용 수업 후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발달하는가?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사회적,

개인적, 전문적 영역에서의 교사 발달 단계 분류의 3단계를 사용하여 모

든 모델링 적용 수업 실행 전후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하였다. 모델링 수

업 적용 전 교사들의 초기의 발달 단계는 모두 1단계로 모든 교사들이

모델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지만, 명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

며,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에 대한 방식에 대해 인식하는 단

계로 나타났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링 과정과 모델의 개념에 대

해서는 명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모델링 적용 수업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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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델링 교수에 대한 제약을 인식하고 모델링 교수에 대한 반성적인

접근법이 함께 공존하는 2단계의 상태로 나타났다. 3차 수업이 끝난 후

약 두 달여 후 학기 말에 추가 인터뷰를 통해 참여 교사들의 모델링 교

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두 2단계의 발달 단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1명의 교사는 2단계에서 3단계로의 발전하는 과정의 단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앞에서 분석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델링 적용 수업의 사례를 질

적으로 분석하였다, 1, 2, 3차의 모든 수업과 수업 전후의 인터뷰를 통한 생

각의 변화와 현장 실행 기반의 메타모델링 연수 과정을 포함한 연구 과정

전체의 흐름을 따라 나타나는 교사별 사례를 서술하였다. 교사별 사례를 모

델링 기반 교수의 실행 과정의 흐름을 따라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모델링

수업 실행 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과정 동안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 내용, 교육 과정, 교수학습, 학교학습 환

경, 교사 자신의 5가지 영역의 관점으로부터 실천적 지식을 분석하였다.

초기 배경분석에서 모델에 대한 교수 도구적 관점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2차 수업에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 빈번하게 나

타났으며, 과학적 모델에 대한 탐구적 기능이나 예측적 기능에 대한 인식

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경우에는 학생 주도의 탐색적 모델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 연수 과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한 교사일수록 모델링 적용 수업을 실행한 3차 수업에서 더 높은

단계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1, 2, 3

차 수업 전후의 반성을 통해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며,

실제 수업 실행을 통해서 수업의 적용한 모델링 교수 과정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에

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며, 연구 과정 참여 흐름을 따라 교사의 실

천적 지식이 나타나고 변화하고, 발달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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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이끌어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과 모델링의 활용은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에 비해 모델링

적용을 의도한 3차 수업에서 그 빈도가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모델링

접근이 나타난다.

1)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의 활

용은 일반 수업보다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의도

한 수업에서 모델의 활용이 더 자주 나타난다.

일반 수업보다 2차, 3차 수업으로 갈수록 모델 사용의 빈도가 대체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교사가 모델과 모델링 수업을

의도할수록 직접적으로 모델 사용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용 모델의 종류 면에서 살펴보면, 1, 2, 3차 수업 모두에서 ‘교수적 비

유적 모델’이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교수-학습 상황이라는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

는 의도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 중등학교 수업에서 과학적 모델의 활용은, 그것이 교

사 주도적이든 학생들의 활동에 의해서든지 간에, 학습자로 하여금 과학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수법적인 목적이 우선시되어 이루

어진다고 할 수 있다(오필석, 2007).

‘수학적 모델’과 ‘이론적 모델’, ‘정신적 모델’은 전체 수업 모두에서 하

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수업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이론적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학적 모델의 경우에는 물리에서 수학적인 공식이나 이론을 다루는 경

우에 나타나는 모델로 이와 관련된 주제가 수업에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부터 6명의 교사의 1, 2, 3차 수업 모두 주제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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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히 수준이 높거나 수학적으로 치우친 주제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수업 주제가 모두 모델 활용에 적합하며, 비슷한 수

준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통합 모델’의 경우 1, 2차시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가 3차시 수업에

서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 활용에서

만 볼 수 있는 모델의 분류로 모델 활용에 대해서 의도하지 않거나, 모

델링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방법 없이 모델을 활용한 수업에서는

이러한 ‘통합 모델’ 사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과 모델과 모델링 활용 수업에서 모델링 학

습 접근은 일반 수업보다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과 모델링 활용을

의도한 수업에서 모델링 학습 접근의 범위가 넓어진다.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을 보면 전체 수업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며, 모든 수업에서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 방법

이 모델링 기반 교수의 기본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 접근은 2차보다 3차에서 빈도가 늘어나고 있으며, 3단

계의 ‘모델 수정 학습’ 접근도 마찬가지로 3차 수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 전근의 경우에는 전 교사의

수업을 통틀어 3차 수업에서만 나타난다. 즉,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위계가 있거나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높은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 즉, 학생 참여가 많은 단계일수록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경

향이 있다. 즉, 교사가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해 적절한 모델링 적용

교수 방법을 적용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했을 때, 학생이 주도하는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링 사용이 나타난 빈도 보다 어떤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

났는지 또한 중요하다. 모델링 학습 접근이 나타나는 사례들의 맥락을

살펴봤을 때, 1단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 교수 과정 중 제시

되는 시간은 매우 짧으며, 비교적 단 시간에 많은 모델 사용이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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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3, 4단계로 갈수록 하나의 모델링 과정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많

이 소요된다. 즉, 학생 참여가 많고 모델링 과정을 모두 경험할수록 모델

링 과정이 수행되는 적용 시간이 오래 걸리며, 따라서 모델링 빈도는 상

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5단계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 접근의 경우 전체 수업을 통틀어 하나

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한 차시의 짧은 수업 시간동안 학생들이 새로

운 모델을 구성하는 단계의 탐구적 모델링 단계의 학습 접근까지 나타나

기는 힘들며 블록 수업이나 다음 차시의 이어진 충분한 수업 시간이 확

보되었을 때, 탐구적 단계의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2차 수업보다 모델링 적용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한 3차 수업으로 갈

수록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의 단계가 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모델

링 학습 접근 방법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평소 수업

에서는 대부분 교사 주도에만 머물고 있는 수업이, 현장 실행 기반 연수

후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을 갖고, 적절한 모델링 교수 방법을 계획하고

적용한 수업에서는 학생 주도 모델링 활동으로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수준이나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 수업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수록 학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이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많은 나라들

의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는 Mortimer & Scott(2003)의 연구

에서도 나타나는데 영국에서는 과학 교사가 수업 시간에 주도적으로 이야

기를 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창의성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참여할 기회가 적다는 뜻이다. 이러한 참여의 부족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과학 교육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며, 미래에 과학

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Gilbert & Justi,

2016). 즉, 교사 혼자만 수업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닌, 학생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고 수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학생 주도 모델

링 사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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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델링 적용 수업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외부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나며, 이러한

상호작용에는 수업 실행과 실행 후 상호작용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다. 모델링 교육 연수와 수업 적용의 경험을 통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이 발달하며, 이러한 현장 실행 기반 연수 과정을 통한 수업 실행에

대한 반성으로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변화한다.

1)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해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은 개인, 외부,

실행, 결과, 학생 영역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에 실행하고, 수업 전후에 반성을 통

해서 교사의 메타 모델링 지식은 개인, 외부, 실행, 결과, 학생 영역의 5

가지 영역과 상호작용하며,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한

다. 2차 수업보다는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 연수와 수업 실행 과정이

포함된 3차 수업 과정에서 모든 영역의 상호작용 빈도가 공통적으로 증

가한다. 상호작용의 영역 중 개인→실행, 실행→개인, 실행→결과로 즉,

‘실행’, 수업 실행과 관련된 영역에서의 상호작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교사 전문성 상호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교실 수업 실

행 과정이며, 이러한 수업 실행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난다.

모델링 수업을 개발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과 수업 중 반성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게 된다. 수업 실

행 중, 실행 후 반성을 통해서 교사들은 스스로 성찰하고, 수업 실행 과

정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를 통해서 자극을 받고 이것이 다시

교사 개인의 영역의 전문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교사 전문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생 자극을 통해 교사 개인 영역에 반응을 일으키

고,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은 교사의 모델링의 필요성과 모델링 수업

의 적용 의지를 더 확고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긍정적인 피드

백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을 통해서, 모델 활용 수업 대해 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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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던 교사들도 모델 활용에 대해 긍적적인 신념을 보이며, 이러한

신념이 바로 교사 전문성 발달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

해 모델링 학습 접근 영역이 학생 주도의 다양한 단계의 모델링 기반 교

수가 나타나게 되며, 다음 수업에서의 모델링 학습 접근의 발달을 하고

자 하는 교사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모델링 교사에 대한 전문성 발

달을 확인할 수 있다.

2)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은 모델링 적용 수업 실행 과정을

경험하며 발달한다.

모델링 수업 적용 전 교사들의 사회적, 개인적, 전문적 영역에서 초기의

발달 단계는 모두 1단계로 모든 교사들이 모델에 대해서 인식하고는 있

지만, 명시적이지 않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

성과 접근에 대한 방식에 대해 인식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

육 과정의 8가지 기능으로 제시되어 있는 과학적 모형의 필요성에 대해

서 제시하고, 모델과 모델링에 수업 과정 개발 실습과 수업 실행 과정을

경험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모든 교사는 모델에 대해 명시적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모델링 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접근 방법에 고민하기 시작하였

다.

특히 교사 스스로 생각하는 모델을 수업에 적용한 2차 수업 실행 후 반

성을 통해, 교사 자신이 평소에 실행하던 수업과 교육 과정 속에 과학적

모델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과학 수업에서 모델

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수업 실행을 통해 확인하였다.

3차의 모델링 적용 수업을 위한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 개발 실습을 통

해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한 수업에서 주제와 방법적인 제약에 대해 인식

하고, 수업 시수의 부족과 준비 과정의 부족, 모델링 교수 방법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에 대해서 인지하였다. 개발된 수업 계획을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모델링 적용 수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막연하고 어렵게 생각하던 모델링 적용 수업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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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실행해보면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교수 학습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실행 과정을 통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모델링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 다음 수업

에서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탐구를 경험하는 모델링 과정으로 적용하

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었으며,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학생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다.

이와 같이 모델링 적용 수업 실행 후 참여 교사들은 모델링에 대한 반성

적인 접근법이 함께 공존하는 2단계의 상태를 보여주었다. 즉, 모델링 적

용 수업 개발, 실행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육과 실행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자신감은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고

자 하는 계획으로 나타나며, 교사의 수업 실행을 통한 경험이 모델링 교

육에 대한 수업 전문성으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모델링 적용 수업이

끝난 후 약 두 달여 후 학기 말 추가 인터뷰를 통해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한 결과 참여 교사들의 모두 2단계의 발달 단계를 유지

하고 있었다. 모든 참여 교사가 본 연구 프로젝트 참여가 끝난 후에도 모

델링 수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 학기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발전된 형태의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를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최종 인터뷰는 본 연구의 프로젝트

가 수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는 약 2달 후의 짧은 시간이 경과한 후의 응

답으로 아직 교사들이 모델링 수업 실행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속적인 자극과 교사 스스로의 노력이 없으

면 다시 1단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단계로 회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델링 수업 개발과 실행 과정에 많은 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Bell & Gilbert, 1996). 이 부분은

3차 수업 후 있었던, 수업 나눔 과정에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공감

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모델링 수업 참여 후, 수업 나눔을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모델링 수업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고 절실히 느

끼지만, 모델링 수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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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을 지적하며, 모델링 수업을 준비하고 적용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

는 실행 과정에 대한 제약은 학교 업무의 과다, 과학 실무사의 부재, 교

사 공동체 연구(수업 나눔 등) 시간의 부족, 수업 시수의 과다 등으로 나

타났다. 모델링 교육을 위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공통적

으로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연수의 종류는 직접적인 연수가 가장 효과적

이겠지만, 당장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과

학 교사가 모델링 연수를 한 번에 이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수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

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은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

로서 적절한 자극과 정보만 제공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 스스로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과학적 모델에 대

해 바르게 인식하고 과학교육에 모델링 사용의 필요성을 빠르게 인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자료 보급과 함께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처럼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

고 토론을 해볼 수 있는 장인 ‘현장 실행 기반 연수’인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연수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교사 간 협력 활동

을 통한 교사 간 전문성 개발 연수가 더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도 일

치하는 결과이다(박주호등, 2015; 서경혜, 2009).

3) 모델링 적용 수업을 통한 수업 실행 중 반성과 실행 후 반성을 통

해 교사의 실천적 지식은 변화한다.

분석한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모델링 적용 수업의 사례를 질적으

로 분석하기 위해 모든 수업과 수업 전후의 인터뷰를 통한 교사의 생각

의 변화와 현장 실행 기반의 메타모델링 연수 과정을 포함한 연구 과정

전체의 흐름을 따라 나타나는 교사별 사례를 서술하였다. 1, 2, 3차 수업

전후의 반성을 통해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

며, 실제 수업 실행을 통해서 수업에 적용한 모델링 교수 과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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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의 한계점에 대해서 성찰하고, 모델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

식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교수 학습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이 주로 나

타났다. 모델링 적용 수업 개발 연수 과정에서는 수업 내용에 대한 고민

을 통한 ‘교과 내용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이 교사에 따라 관찰되기도

하였다. 3차 수업 실행 후 반성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교사의 경험적인 반성과 성찰이 나타나며, 모델링 수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한 신념을 나타내며 ‘교수 학습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이 함

양되는 과정을 대부분의 교사에게서 관찰하였다. 수업과정에서 모델링

적용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을 교수 실행을 통해 경험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통해 다음 학기에는 미리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수업 시수 확

보와 모델링 적용 가능한 수업 주제를 미리 선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로부터 ‘교육 과정 지식’ 관점의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일련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모델링의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모델링 교육의 전문성을 발전하기 위해 연구하

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교사 자신 관련 지식’으로서의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연수에 참여한 경험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경험으

로부터 모델링 교육에 대한 연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며 ‘학교 학

습 환경’에 대한 실천적 지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모델링 수업 적용 과정을 경험하는 동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 실

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밝힌 교사의 신념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며, 이

러한 신념은 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표현으로 보았다. 이러한 교사의 실

천적 지식이 다음 수업 실행으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에서 모델링 교육에

대해 더 발전적인 형태로의 인식이 나타나며 이러한 부분이 교사의 신념

으로 드러나면서 실천적 지식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 모델

링 수업 적용 후에 수업 반성을 통해 교사의 신념이 변화하고 이에 따라

교사의 실천적 지식이 변화, 발달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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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언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 학습 접근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장 교사의 일반 수업에서도 모델의 활용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과학

수업에서 모델의 활용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모델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

업을 계획하고 수업에 실행해야 한다. 교사는 모델 활용을 스스로 의도

하는 것만으로 수업에 모델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과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모델을 활용한 교수 학습은 필수적이다. 교과서 같은 책뿐 만 아

니라, 교실 수업 현장에서도 늘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모델의 본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교수 학습에 이용

할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러나 모델과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과 고민 없이 수업에 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교수 학습 도구로써의 모델

활용이 주로 나타나게 된다. 교수 도구로써의 모형 활용이 아니라 학생

들이 모델링 과정을 직접 경험하는 학생 주도의 모델링 기반 교수가 수

업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델링 수업 계획 실습, 수업 실행을 통한 실천

적인 모델링 교육 연수가 필요하다.

모델링 수업 과정을 계획해보는 실습과 이를 수업에 적용해 보는 수업

과정을 통해서 교사는 모델링 과정을 과목 특성에 따라 직접적이고 구체

적으로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실천적인 연수를 통해서 교사는 모델

링 교육에 대한 교수 학습 지식과 방법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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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델링 적용 수업 계획 실습과 수업 실행을 통해서 교사들에게 모

델링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형태인 현장 실

행 기반 연수가 진행되어야한다.

모델링 적용 수업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수업 실행 과정 동안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은 개인, 외부, 실행, 결과, 학생 영역 상호작용

을 통해 발달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짧은 기간의 현장 실행 기반 연

수와 수업 실행 과정 속에서도 상호작용을 통한 교사의 전문성이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수업 실행 전 후의 반성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실제 교사의 발전 과정은 장기적인 시각에

서 이루어져야하며, 성공적이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자극이

제공되어야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약 6개월에 걸친 단기적인 프로젝트

로 진행되었으며, 모델링 교육에 대한 교사 전문성의 발전은 장기적으로

교사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발전 과정의 프로세스가 모든 교사들에게 적용되는 것

은 아니겠지만,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적 전문성 발전 과정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델에 대한 자료 제공이든, 수업 설계 실습이든, 수업 실행이든 이러한

경험이 없는 교사들에게 모델링과 관련된 지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

다. 따라서 아주 잘 짜여진 연수를 통해서만 모델링 교육에 대한 지식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사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자료를 접하고, 동료들과 논의하며,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계획하

고, 수업에 실행해보는 적극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실천적인 교사 전문성이 발달할 것이다. 즉, 학교 현장에서 가장 효

과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연수 형태인 ‘교사 학습 공동체’의 형태로 모델링

교육에 대한 연수가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모델링 수업 참여 후, 수업 나눔에서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모델링 수업

적용에 대한 제약으로 교사 공동체 연구 시간의 부족을 지적하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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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연수에 대한 방법으로 모델과 모델링 교육의 다양한 자료의 보급과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연수를 제안하였다. 당장 2015 개정 교육 과

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모든 과학 교사가 모델링 연수를 한 번에

이수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모델과 모델

링에 대한 교수 자료의 보급과 이를 통한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교

사의 모델링 수업 실행을 통해 많은 교사들이 모델링 교육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들은 다양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전문가로서 적절한 자

극과 정보만 제공된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교사들 스스로 또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모델링 교육에 대해 논의하고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모델링 교육에 대해 빠르게 인지할 것이

라고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진행한 방법과 같이 국가 기관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한 두 명이 주축이 되는 지역 네트워크를 기

반으로 한, 교내 외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현장 실행 기반 연수’가

학교 별로 진행되어 모델링 수업 자료 개발 실습과 수업 실행 위주의 실

천적인 연수가 진행된다면, 보다 빠르고 쉽게 모델링 교육을 학교 현장

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복잡한 수준의 탐

구적 모델링을 경험할 수 있는 모델링 교수 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적용

한 계획된 연구가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의 상황과 교육 과정 계획을

고려한 수업 현실에 맞는 한 차시, 50분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과학 교

사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의 ‘탐색적 모델링’ 학습 과정을 설계 적용하였

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한점에 의해 모델링 학습 접근을 의도한 3차 수

업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새로운 모델 구성 학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넓은 의미의 모델링이라고 정의한 학생 주도의 모델

링 기반 교수에 포함되는 탐색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수정 학습’,

표현적 모델링에 해당하는 ‘모델 재구성 학습’과 같은, 보다 교사가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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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쉬운 단계의 모델링 과정을 수업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경험이 더

높은 수준의 탐구적 모델링 학습까지 설계하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발판’ 역할이 될 것으로 보았다.

학생들이 진정한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업 준비

과정과 실행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학

생 주도의 모델링 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리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시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복잡

한 형태의 탐구적 모델링 과정이 적용되기에는 교사들에게 많은 환경적,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사례와 같이 교사들이

접근하기 ‘쉬운’ 단계의 ‘탐색적 모델링 학습 접근’ 과정을 교사들이 직접

계획하고 수업에 적용, 실행해 봄으로써 교사 스스로 모델링 교육에 대

한 실천적 지식의 발달을 통해 다음 단계의 ‘탐구적 모델링’ 과정을 적용

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모델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학

교 현장에서 과학탐구 만큼이나 친숙하게 과학 모델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수, 다양한 자료의 보급과 현장 실행 기반

연수인 지역 ‘교사 학습 공동체’ 형태의 연수를 통해 모델링을 적용한 수

업을 직접 개발하고 수업에 실행하는 빠르고 직접적인 자극이 필요할 것

이다. 과거의 교육 과정에서 꾸준히 강조해 온 과학 탐구에 대해서 현장

의 과학 교사 모두 무엇이 탐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동안 현장에서 탐구 수업이 이루어지며, 교사에서 학생으로 경험을

통해 체득되었기 때문이다. 현재의 교사와 학생 모두 과학 탐구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에 비해 과학적 모델에 대해서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 대부분에게도 모호한 개념이다. 전혀 들어본 적

이 없는 생소한 개념이 아니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분명하지 않은 개념이다. 따라서 과학 탐구처럼 ‘과학 모델’

이 수업에 적용되고 나아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득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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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쉬운’ 단계의 ‘탐색적 모델링 학습 접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다. 미국의 교육 과정인 NGSS의 모형 활용에 대한 안내에는 유치원부

터 모델을 사용하고 접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유치원부터 경험한 쉬운

모델 사용에 기반하여 중학교에서는 좀 더 추상적인 현상까지 모델을 설

계하고 검증·예측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모델

을 사용, 종합, 개발하여 자연 및 인공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고 나타내

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안내하고 있다(NGSS, 2013). 이와 같이 당장

2015 교육 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수준 높은 복잡한 형태의

적용과정에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탐구적 모델링 학습을 당장 수업 실행

에 옮기기는 힘들다. 따라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한 차시 50

분 수업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접근하기 ‘쉬운’ 단계의 탐색적

모델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높은 수준의 표현적, 탐구적 모델링

까지 순차적으로 발달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 현장의 교육 과정 계획과 수업의 흐름에 맞는 주제에 적

용할 수 있는 폭넓은 모델링 학습 접근 방법을 찾고 수업에 직접 적용,

실행해 보는 과정을 통해 교사의 실천적인 지식이 발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더 발전된 형태의 탐구적 모델링 수업으로 발달해 갈 수 있

을 것이라 본다. 보다 수업에 적용하기 쉬운 모델, 모델링 접근으로부터

경험을 통한 체득을 통해, 나아가 현상과 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하는 탐

구적 모델링 과정을 경험하는 발전을 기대해본다. 이를 위해 유치원, 초

등학교에서부터 학생과 교사 모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쉬운’ 모델과 탐

색적 모델링 적용 학습 접근부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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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how the model and

modeling is being used and how it is presented in science classrooms

of high school to make the perception of teachers' model and

modeling improve through experiential implementation-based training

of science lessons. Through the process, it was also the other

purpose to investigate how teachers' personal practical

knowledge(PPK) appears and how their professionalism can be

changed eventually.

Accordingly, I analyzed three lessons of six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Three of the six teachers teach 10th grade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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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and their majors are physics, earth science and common

science respectively, while the other three teach 11th grade chemistry,

earth science and biology subjects. All participants have a different

major.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different lesson subjects was

ver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opic background. The subjects of

all lessons were extracted from the key concepts presented in the

curriculum commentary and analyzed together with a scientific

education specialist whether the concept could be used as a model.

As a result, all of the topics used in this study were analyzed as

topics that could utilize models and modeling. In the three lessons

performed, the 1st lesson was the teacher's ordinary lesson, the 2nd

lesson was to use the modeling in the teachers’ own way and lastly

the 3rd lesson was the modeling application designed by each teacher

after a training about meta-modeling knowledge. The analysis with

questionnaires, four times of interviews were implemented before &

after each of the three lessons. The training that carried out after the

2nd lesson included the delivery of meta-modeling knowledge and a

development training for a lesson applying the modeling. The

modeling lesson developed during the training was actually applied to

the 3rd lesson.

First, I have examined the overall flow of the lesson by copying out

its contents from the videos. And based on such examination, I

analyzed how the suggested model is utilized in lesson. To identify

what types of the proposed model are used in lesson, this paper

applied ten categories of the model shown in science education

training. The research showed that the model is more frequently used

in the 3rd lesson than the 1st and that ‘pedagogical analogical

models’ were used most often. The reason is that teachers us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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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usually intend to use it as a tool to teach students concepts in

a teaching-learn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mathematical

models,’ ‘theoretical models,’ and ‘mental models’ were never used in

the entire lesson. This shows that the lesson did not involve topics

sophisticated enough to deal with math-related topics or theories. In

the case of ‘synthetic models,’ it was only used during the 3rd

lesson. Since this model can only be seen at the presence of

student-led modeling, one cannot find ‘synthetic models’ used in

lessons where specific teaching method about modeling application is

present.

Second, this paper examined the modeling-based teaching

demonstrated in lesson. To categorize different models, I used 5-stage

analytical outlines that represent different models and modeling-based

teaching. ‘Learning curricular models’ in the 1st stage is a

model-based teaching led by teachers which can be proposed

frequently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Conversely, as the lesson

proceeds closer to the 5th stage, modeling-based teaching led by

students is used and takes up more time in application. In the 1st

stage, ‘learning curricular models’ are used most frequently overall. In

terms of the 2nd stage’s ‘learning to use models’ and 3rd stage’s

‘learning to revise models,’ the 3rd lesson applied these models

considerably more compared to what the 1st and 2nd lesson

employed. And ‘learning to reconstruct a model,’ a 4th stage model, is

only shown in the 3rd lesson. In other words, although there are no

rank or standard in modeling-based teaching, more diverse methods

led by students can be practiced when teachers are directly involved

in planning modeling lessons.

Third, to study the development of teacher’s meta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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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I used an analytical outline composed of 5 components

(individual, exterior, implementation, results, and students) related to

the correlated model of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principally analyzed the lessons as well as pre- and post-lesson

interviews to do so. Compared to the 2nd lesson, 3rd lesson and

post-lesson reflection showed increased interaction frequency of all

areas. The sector showing the highest interaction frequency was

‘Domain of Practice’ in lesson. Both in and after lesson, teachers can

reflect on their performance and become motivated by students’

reaction and results from the lesson. And such reflection interacts

with teacher’s individual professionalism and thus affect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Fourth, to examine changes in teachers’ perception towards

modeling-based teaching after directly experiencing the method, I

studied pre- and post-lesson interview materials by using three-stage

categorization of teacher development stage in social, individual, and

professional aspects. Although every teacher is aware of the model

since teacher’s development stage before applying the modeling lesson

is considered as the 1st stage, the research has shown that these

teachers possess only vague concept of the method and have only

started to recognize the necessity and means of the approach. After

experiencing modeling-applied lesson, teachers learned applicable

limitations of the method itself and started to think about reflective

approach towards the modeling-based teaching, showing two-pronged

stat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dditional interviews that studied

changes in teachers’ viewpoints towards the teaching method two

month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3rd lesson, everyone was

maintaining the 2nd stage, the developmental stage, with only on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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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 showing the developing process from the 2nd to 3rd. In other

words, by planning and implementing modeling-based teaching,

teachers could overcome the vague understanding of the method itself

and understand the necessity of such an approach. Also, teachers

became increasingly more confident in utilizing the modeling-based

teaching method.

By integrating all these results, this paper qualitatively analyzed

cases of modeling-based lessons and the emergence of practical

knowledge among teachers reflected throughout their interviews and

teaching. To do so, I examined practical knowledge from 5 different

viewpoints: contents, teaching and learning, school learning

environment, and teacher. During the reflective stage after completing

three rounds of lessons, teachers showed practical knowledge in the

form of consistent beliefs. Also, through the process of applying,

reflecting, and carrying out the next lesson, it is shown that the

practical knowledge of the teachers' changes and develops. In

particular, through teacher training on modeling-based lesson

development, they can design and implement the modeling-based

teaching. And as they reflect on their performance, one can see how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in modeling-based teaching method

from the ‘teaching-learning’ perspective of the method itself.

As one can see from these results, schools should apply student-led

modeling-based learning in science lessons, which encourages student

participation in modeling instead of relying on the sole-lead of

teachers. To do so, it is essential to support ‘experiential

implementation-based training,’ an effective training tool which allows

teachers to experience the direct implementation of modeling-based

teaching through lesson planning practicum. If practical ‘experi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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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based training’, composed of practicum on

development of modeling lesson materials and implementation, is

carried through in the form of regional network of teaching-learning

community led by one or two nationally accredited teachers, one will

achieve a more effective and quicker way to apply the

modeling-based teaching methods to actual schools. Also, allowing

teachers to apply and implement exploratory modeling-based learning

approach, which is a wider modeling approach aligned with

curriculum planning as well as lesson-specific topics, one can help

teachers develop practical knowledge in modeling-based teaching. And

through this ‘experiential implementation-based training’ experience,

they can apply a more advanced version of heuristic modeling-based

teaching.

keywords : Scientific model, meta-modelling knowledge, modeling,

personal practical knowledge, teacher training, teacher learning

Community

Student Number : 2013-3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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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학생용 사전, 사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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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사용 사전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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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교사용 메타 모델링 지식 교육 자료(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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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교사 전체 수업 상세 분석

1. T1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1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1 교사 1차 수업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

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

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58. T1 교사 1차 수업 주제

① (이전 차시 확인) 실험에서의 통제변인, 조작변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지난 차시 
실험 결과 논의 
  (수업분위기 형성) 테이블 정리 지시

 T1: 테이블을 정리해놓을게. 테이블을. 우리 실험할 때는 바꿔서 정리합시다.

② (이번 차시 소개) 지질 시대 구분 소개, 칠판에 지질시대 구분 방법을 그래프로 정
리하여 판서 (플립러닝을 통해 미리 제시된 개념임)

③ (본 수업) 백악기, 쥐라기, 트라이아스기 등의 세부 지질 시대 소개

④ (플립러닝 과제 확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화석 사진을 플립러닝 밴드에 올렸
는지 확인 

⑤ (개념 설명) 시상화석, 표준화석의 차이와 개념 확인 

⑥ (모둠활동) PPT를 보고 모둠별로 4절지에 자신의 영역에 중요한 개념을 키워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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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는 활동 안내 
  (4절지를 모둠원의 인원수에 맞게 나눠서 키워드를 적는 모둠 활동)
* 모둠활동에 대한 준비와 안내를 철저하게 함
* 모둠 활동 시작 : 선캄브리아대의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 지질 구조 설명(스트로마
톨라이트 화석 사진 이용)
시아노박테리아(사진제시), 에디아카라 동물군(사진제시)

T1: 자, 이건 뭐냐면, 시아노박테리아. 이때는 박테리아, 이런 거 화석도 있었습
니다. 박테리아 흔적이 보였었구요. 약간의 이런 화석들이 있기는 해요. 이
게 바로 에디아카라 동물군해서, 이런 화석들이 단세포 생물들이 많이 보여
졌다. 여기 화면을 보세요. 몇 모둠이니? 쓰기만 하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쓰지 않습니다. 문장으로 쓴 팀은 선생님이 확인할 거예요. 그러라고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어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ok. 안 보는 친
구 몇 모둠이냐? 한 번에, 그죠? 

 * 스트로마톨라이트 : 방추충과 비슷하다고 설명

T1: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여러분들한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석회조류의 분
비물이다. 남세균류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얘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자
고,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몰라. 그런데, 얘가 이러한 물질로 되어 있겠구나 
라고 보고 있는 거구요. 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약간 방충추하고도 비슷해
요. 쪽쪽쪽 줄 가 있는 게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해상도 이거, 밴드에다 올
려 줄 거니까, 밴드에다 올린 건 조금 나을 거예요. 해상도가.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이런 모양으로. 스
트로마톨라이트. 최초의 화석이다. (중략)

* 고생대 설명
* 판게아 : 대륙이동 모델 제시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1: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잘 안 보이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만 하라
고 놨구요. 로라시아 대륙하고 곤드와나 대륙이 굉장히, 로라시아 대륙이 현
재의 아시아 쪽의 이쪽의 묶음으로 되어 있고, 곤드와나는 아래쪽입니다. 그
래서 대륙이 어쨌든 옛날엔 이렇게 두개로 나뉘어졌다가 다시 붙었다. 처음
부터 판게아 초대륙 딱 이게 아니라,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거, 우리 공부했
었죠? 그지? 마그마의 바다도 형성이 되고, 식으면서 철질 암석은 어디로 
갔습니까? 중심핵으로 가고 그죠? 바깥에 맨틀이 있고, 지각이 형성된 거죠. 
굳어가지고. 그 담에 비가 내리면서 뭐가 됐습니까? 바다가 된거죠? 그때 
하나의 땅덩어리로 끝이 아니라 46억년부터 5.4억년까지 긴 기간이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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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대륙이 막 변동하니까, 대륙이 변동된 그 상황은 놔두고 고생대를 보
자는 거야, 지금. 그래서, 고생대 때를 추적을 한 거죠? 그때 화석이 많이 
나왔으니까. 어제 얘기했었지?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들을 보구서 얘와 얘가 
과거에 같은 땅이었구나 추정했다고 했죠?

대륙이동 모델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시기별로 대륙이동의 모

습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제시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해당하며 교사에 의해 내

용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방법이다.

계속해서 슬라이드 화면을 제시하면서 해당 개념을 설명한다. 주로 화석 사진을

이용해서 설명한다.

* 양치 식물(사진제시), 무척추, 척추 동물, 완족류(사진제시), 성게(사진제시)
* 삼엽충(사진제시), 갑주어(사진제시)
* 방추충(사진제시)

* 필석 : 거미나 개미와 같이 다리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
T1: 방추충이라고 했죠? 방추충 조사하면 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화석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자, 필석하고는 다릅니다. 선생
님이 필석이라고 했는데, 필석은 다른 거예요. 필석은, 왜, 거미, 개미 다리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필석 종류구요. 푸줄리나는 방추충 종류의 하납니다. 
유공충. 이렇게 유공이 많은 이러한 생물체들이 있었다.

필석을 설명하면서 거미나 개미와 같은 형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넘어간다.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실제 필석의 살아있을 때 모습에 대해 혼동을

줄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활동에 대한 안내 강조

 T1: ok.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리도 안 하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어(고개를 끄덕이는 제스처)하고서 끝나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건데, 또 여
기에 몰두하면 얘(모니터)를 안 봐. 아무리 밴드에 올리지만, 이걸 여길 병행
을 해 줘야 돼요. 자,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개념을 설명하면서 교사가 설명하는 개념을 학생들이 키워드로 받아 적는 모둠

활동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둠활동에 대한 안내를 재차

강조한다. 개념 설명을 계속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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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대 : 판의 이동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앞에서 설명한 판게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중생대 대륙이동 모델의 모습을 시

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시기별로 대륙이동의 모습을 움직이는 모습으로 제

시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에 해당하며 교사에 의해 내용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방법이다.

개념 설명 계속 진행한다.

* 겉씨식물(사진제시)
* 공룡 구분
* 거북이, 악어 : 양서류로 분류함. 학생의 질문으로 혼동함.
* 암모나이트 (화석사진 제시)
* 공룡, 어룡, 시조새(사진 제시) 
* 신생대 
* 속씨식물

신생대 대륙이동 모델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앞의 대륙이동 모습을 시뮬레이션

모델로 제시하였다면 이번에는 신생대말의 수륙분포에 의한 현재의 세계지도

모습을 지도로 제시한다. 이것은 지도 도해 모델에 해당하며 모델링 접근과정으

로는 교사에 의해 내용 설명을 위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방법이다.

* 신생대말의 수륙분포 : 지도 [지도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 매머드(사진제시), 포유류, 인류 출현 

⑦ 모둠 발표 : 모둠별로 작성한 키워드를 각 모둠별로 모둠장이 각 모둠원에게 읽어
준다. 
⑧ (수업 마무리) 오늘 수업내용 각 모둠 활동지 제출 안내 및 수업 마무리

나. 2차 수업 분석 : T1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1 교사 2차 수업 대상 학급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

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

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모둠활동 자료

표 159. T1 교사 2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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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업 분위기 조성 : 수업 참여 태도에 대한 강조

T1: 자, 잠시 선생님이 3분 동안 이야기할 시간 줄 거구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하고자 했던 거 있죠? 선생님 쳐다 봅니다. 선생님 쳐다 봅니다. 자, 
책상 위에 있는 거, 담요는 치워 주세요. 자, 정리됐냐? Ok. 부탁한다. 이거 
선생님에 대한 매너야. 그렇게 땀흘리고 찌든 옷 입고 반바지 입고, 막 펼쳐
대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말구요.

T1 교사는 수업 시간에 수업 규칙을 만들어서 적용하고 있었으며, 수업 시간에

지켜야할 예의나 태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며 수업에 성실한 모습으로 참여하

도록 학생들을 종종 독려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② 지난 시간 활동 이어서 진행- 질문 만들기 모둠 활동 
 지질 시대 마지막 수업 관련 질문 10개 만들기 활동

③ 모둠 활동 발표
질문 만들기 한 내용을 모둠 대표가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S1: 메머드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이며, 그 당시 수륙 분포는 어땠나요? 
T1: 정답은 어떻게 했어요?
S1: 신생대이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으며, 수륙 분포는 현재와 비슷하다.

④ 모둠활동 안내 : 스토리 보드 과제 제출 안내, 휴대폰 와이파이 연결 안내
모둠 활동 안내 : 화산팀(핑크색종이), 기후팀(파란색), 운석충돌팀(초록색)으로 나누어 
활동 진행

* 모둠활동 내용 : 생물대멸종 가설 정리 활동
 운석충돌설, 화산폭발설, 후변동설

T1: 모둠장, 나와서 색종이 챙기는데, 잘 들어주세요. 화산팀은 자료를 찾아서 여
기다가 해 주구요, 자, 그 다음에 운석 충돌은 요깁니다(초록색 A4 용지). 이 
종이에다 해 주구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거로 할게요(주황색 A4 용지). 
아니, 요거로 할게요(파란색 A4 용지), 기후는 요거로 할게요. 나와서 종이 
좀 챙겨요. 모둠장 빨리 나옵니다.

(모둠장들이 앞으로 나옴)

T1: 둘이서 한 장, 둘이서 한 장입니다. 모둠장 나오라고 내가 그랬죠? 자, 한 모
둠당 2장 가져가면 되겠지? 맞춰서? 화산은 어디다 쓰라고 했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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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핑크색
T1: 핑크색. 그 다음에 기후는? 기후는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종이는 운석 

충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을 시간이, 굉장히 써칭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10분 줘도 되겠습니까? 10분 주고, 5분 정리해서 15분 가지도록 할
게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로 그래프 분석하는 해봐야 되니까 15분. 어서 시
작합니다(박수를 한번 친다). 

* 모둠 활동 문제 제시 
 ppt로 "문제 인식: 지질 시대에 생물 대멸종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이고, 그 이후 생
물계는 어떻게 변하였을까?"라는 질문을 제시함
 *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각 모둠별 해당 주제의 대멸종 원인에 대해서 자료를 찾는
다.
* 모둠별 순회지도.
* 모둠 활동 자료찾기 조건 – 네이버 지식인 사용 금지

T1 교사는 모둠 활동 시에 학생들이 수행해야하는 방법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

으며, 평소에도 주로 모둠활동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므로 학생들 역시 모둠활동

에 참여하는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으며, 모둠 활동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

을 관찰할 수 있었다.

T1: 우리가 자료 탐색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야?
Ss: 네이버 지식인
T1: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했죠? 지식인을 하지 말라고 했죠? (잠시 시간을 두고) 

지금 지식인 쓰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S2: 어, 누구야?
T1: 잘못된 오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베낄 수가 있어요.

⑤ 모둠 활동 발표 
T1: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하기 전에 운석 충돌설, 누가한번 발표해 볼까요? 

저희 모둠이 한번 할게요. 운석 충돌설?
a모둠장 : 가설은요, 6천5백만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거

대한 가 지구 전체를 덮었습니다. 그 구름이 태양빛을 차단해, 춥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서, 공룡이 멸종하고 75%의 동물과 식물이 멸종했다는 설입
니다. 

T1: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인다)
a모둠장 : 이 증거로는, 첫 번째, 백악기 말과 신생대 제3기 사이에 점토층이 있

는데, 그 점토층이 있는 게 증거고, 두 번째는 그 점토층 사이에 지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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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듐이 희박하지만, 이 점토층에는 지구전체의 이리듐의 30배나 해당하는 
이리듐이 함유되어 되게 이목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 증거 세 번째로는 칙
술루 분화구라는 분화구가 있는데, .(중략)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텍타이트라
는 운석인데요, 이 운석이 그 점토층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가지고 운석충돌
설을 지지합니다.

T1: (계속 미소지으면서 경청)
a모둠장 : 의문점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의문점은 공룡이 멸종했는데, 

왜 비슷한 파충류인 악어나 거북이나 뱀도 있는데 멸종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점이구요, 나머지는 육방산호류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환경의 변화에 
되게 민감해가지고, 민감한데, 충돌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
다. 마지막으로, 이리듐이 발견된 층에서 발견된 …에서는 공룡화석이 나오
지만 이리듐 전 층에서는 공룡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이 세 가지입
니다.

T1: 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충돌을 했는데, 다른 파충류는 왜 살아 남았을까? 
그지? 공룡이 멸종된 것이 운석충돌설만 끝. 이것만일까? 다른 요소도 있겠
죠? 지금 궁금증을 낸 건 굉장히 좋은 거구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죠? 너무 몸집도 거대하고, 그런 요인도 있지는 않을까? 그거
에 대해서도 추가로 좀 더 조사하면 좋겠죠, 그지? 좋습니다. Ok. 아주 잘 
했어요. 자, 그다음에 기후 변동설. (다른 모둠 계속 발표)

*　생물 대멸종 가설 수정 활동 :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별로 생물 대멸종에 대한 사설을 선택하여 증거를 찾아 정리하고 포스터

를 만들어 발표하는 과정에서 도해 모델로 분류하였으며, 학생들이 직접 생물

대멸종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모델 수정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⑥ 모둠 활동 정리 짧은시간에 조사하여 가설을 만들고 모둠별로 모델링을 하는 활동 
후에 바로 교사가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 과학실의 포스터에 정리할 기회를 줌

T: 자, 여기 보세요. 정답을 지금 화면화시켜서 여러분한테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
을 거예요. 어, 지금 말한 친구들이 조사한 게 다 가설 세 개를 사용하고 있
는 겁니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오늘 내가 급하게 조사했지만, 요거를 좀 
더 여기다 추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스트잇에 써가지구 붙여
놔 줘도 돼요. 시간이 요번 주 내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멸종에 영향
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건 인지를 했지요? 그죠?

바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모둠의 가

설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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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교사 3차 수업 대상 학급 1-A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통합 과학

대단원 Ⅰ. 물질과 규칙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자연의 구성 물질

성취기준
[10통과02-03]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켜 신소

재를 개발한 사례를 찾아 그 장단점을 평가 할 수 있다.

수업자료 ppt, 탐구활동지, 전류 흐름 확인 실험 도구

표 160. T1 교사 3차 수업 주제

든 모둠 모델을 수정, 평가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 과정에서 모델링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⑦ 학습지 정리 활동 
T1: 23번 시험지. 23번 시험지 한번 펼쳐 볼게요. 대멸종에 관계된 그림이 가와 

나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일단은 가 그림 한번 볼게요. 가 그림은 그래
프입니다. 이 그래프 보면 생물계의 대변화가 있는데, 해양 생물과의 수 해
가지고 나오죠? 여러분 중학교 때, 생물군을 나누는 거 했었죠?

* 학습지의 대멸종 그래프를 보면서 정리 활동 
* 대멸종 그래프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다. 3차 수업 분석 : T1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① 수업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안내
 스팀융합 수업에 대한 안내

T1: 자, 우리가 나가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여러
분한테 한번 적용하고 싶었던 스팀융합수업을, 앞으로 이번 학기에 스팀융합
수업이 몇 번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술과 기술과 진로가 융합된 
수업이구요. 그리고 다음 번에 할 때는 인문과 융합된 것으로, 논어읽기 들
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 계획하는 바가 네 번 정도를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구요. 아, 교과와 연계성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교과
랑 연계성이 있구요, 선생님이 이거를 준비하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융합 
수업을 했으면 더 좋았겠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 근데, 아, 형평성을 맞춰
야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 지필평가 이런 기간하고 맞추느라고 신소재 하
면 신소재하고 쭉쭉쭉쭉 나갔는데, 오늘은, 신소재 중에서도, 아, 탄소동소체
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하게 될테니까, 모둠원이 협력을 잘 해 주셨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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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둠 활동 안내
T1: 자, 앞에 보면, 신소재의 개발과 활용, 그래서 신소재가 나오구요, 우리 신소

재 얘기했습니다, 그지, 전에 이거 배웠던 거거든? 자, 신소재, 전기적 성질
에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가 있다. 자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 뭐
가 있어요?

Ss: 네오디늄?
T1: 네오디움 자석. 또?
Ss: 초전도체
T1: 초전도체. 그렇죠? 그다음에 물질의 다양한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킨 신소재?
Ss: 풀러렌
T1: 그렇지. 풀러렌. 공부했었죠? 그래서, 지난 번에 00이 안고 있던 거, 이거 죽

부인이 아니라 뭐예요?
Ss: 탄소 나노 튜브
T1: 탄소 나노 튜브. 일명? 
Ss: (조용함)
T1: C. N. T. 요즘에는 탄소 나노 튜브를 다 발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드라마

를 보거나 하면 로봇 드라마가 워낙 많지요? 로봇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사
가 뭐냐면, "나는 CNT 결합 구조야.(로봇같은 억양으로)" 

    CNT 여러분이 알아야 돼죠? 자, 카본 나노 튜브
T1: 그렇게 해서, 이 탄소 나노 튜브가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 나노 크기, 원자

의 크기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건데 확대한 거예요. 그런데 탄소가 결
합되면 몇 각형을 띠죠?

Ss: 육각형
T1: 육각형 모양이죠? 이게 굉장히 강도가 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철보

다 강도가 세죠. 철보다 100배? 오늘날, 뭐니, 우리, 그래핀은 철보다 200배 
강도가 세요. 그러니까 이걸로 방탄조끼 만들면 얼마나 강하겠니? 그죠? 오
늘은 우리가 그래핀을 다루어 볼 겁니다. 

* 탄소 나노 튜브 :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 플러렌 모형 :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탄소 나노 튜브원자 구조 모형을 직접 교사가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플러렌 모

형도 직접 교사가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이 두 가지 모형은 아주 작아서 관찰하

기 힘들 구조를 크게 만들어 그 주조를 관찰하기 쉬게 하는 비율 모델에 해당

하며, 모델링 접근과정은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 단계에 해당한다.

③ 모둠 활동 시작 
활동 방법에 대한 안내 (5분)

T1: 그렇죠. 일단 해보세요. 종이하고 유리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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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활동 문항 제시

그림 69. 모둠활동의 활동 문항 제시의 예

T1: 오늘 이끔이는…두두두두(발표 전에 드럼을 치는 듯이 소리를 내면) 누가할
까?

Ss: 디자이너
T1: 그래, 디자이너가 합시다. 디자이너, 자리로 가세요. 자, 디자이너가 가운데로 

가구요, 요거, 짧게 토의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의논해서, 자, 의논 시작합
니다. 얘랑 얘랑 합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무엇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시작 (박수를 한번 쳐서 시작을 알림)

모둠별 역할이 정해져 있지만 오늘 수업을 이끌 이끔이는 그날 그날 변경되며

학생들이 모두 모둠 활동에 리더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후 학

생 인터뷰에서도 매번 같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바꿔가며 해보니,

모둠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T1: 자, 정답을 찾는 게 아닌 거 알죠? 여러분이 과학자가 되서, 내가 만든다면…
T1: 자, 이건 도입하는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걸 가지고 얘기해주세요. 정답을 

막 찾지 말고, 친구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학생들은 활동을 계속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돌아다니면서 살피고, 자신

의 의견도 이야기해준다.)

* 모둠 활동 결과 발표 (돌아가는 화살표를 돌려서 발표 모둠 선택)
T1: 이렇게 이렇게 합칠 수 있을까? 얘들아, 오늘 할 그래핀, 있다가 한번 해볼 

건데, 정말 아이디어가 처음엔 쉬운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게 '이게 합쳐질 수 있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신소재가 될 수 
있어?' 가능합니다. 왜? 여기서 요것만 합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다 
합쳐놔야 그 다음에 다른 물질도 들어와서 뺄 거 더할 거 해서 새로운 물질
이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시작점이 바로 요겁니다. 자 두 모둠만 시켜 볼 
게요. 짜잔짠~ 1모둠

T1: 1모둠. 자, 1모둠, 세 개 한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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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철과 유리를 합치면, 단단하고 투명하고, 어, 투명해질 것이고, 무게가…할 것
이다. 

T1: 음
S2: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합하면, 전기가 통하는 가벼운 물질이 되고, 열을 갖

고 있을 수 있다? 
S2: 그다음 종이와 유리를 합치면 얇고 투명하고, 휘어질 수 있고, 단단한 물질

이…
T1: 어, 좋습니다. 박수쳐 주세요.
 (박수를 친다)
T1: 성질만 표현을 했을 뿐인데, 여기다가 이것을 그릇으로 만들고, 무엇을 만들

고...만 표현하면 되죠?
(계속해서 학생 의견 발표.. 중략)
T1: 선생님이 4반한테 하는 얘기는 뭐야? 창의성이 좋다는 거죠? 역시 4반은 창

의성이 좋았어. 이 외의 친구들도 잘했으리라 봅니다. 자, 본인 거 발표를 
못해서 아쉬운 사람은, 선생님, 저 자신있게 하고 싶어요 하고, 찍어서 밴드
에 올려주면 돼요. 너무나 안타까우면

④ 그래핀에 관한 다큐멘터리 시청 

⑤ 탄소동소체에 대한 설명 
T1: 흑연이죠? 뭐, 흑연의 특징도 알고 있지만. 결합 구조 자체가 어때? 이건 굉

장히 정밀하죠? 다 연결돼 있죠? 그런데 흑연 같은 경우는, 판판이 돼 있으
니까, 판과 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부서지는데, 이 흑연에서 그
래핀을 떴다는 거야, 위에 한 칸을. 한층만. 한층만 뜨니까, 여기 보세요. 이 
옆에 있는 층 때문에 얘가 부서지는 건데, 한층만 뜨니까 얘가 부서질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이 한 층에다가, 다른 물질을 섞고 해가지고 상용화시킨다
면, 얘를 쓴다는 거지. 얘를 한 층을 부착을 시키는 거야. 흑연처럼 연결고
리가 아니라 부착을 시키면 얘가 굉장히, 어떠니? 강도가 센 물질이 될 수 
있다는 거지.

T1: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있다가 그래핀을 한번 만들고 떠볼게요. 
T1: 탄소 동소체고, 요겁니다. 요게 흑연인데, 이중에 한층이 뭐라구요? 그래핀. 

해봐야지, 우리가 뭔가를 봐야 되겠지? 자, 여러분, 거기 유인물 보면은, 첫 
번째, 다이아몬드, 풀러렌 그림이 나오죠? 

⑥ 분자구조 모형 만들기 세트 소개 및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활동
T1: 이 구슬을 갖다가 다 여러분이 꺼내 놓구요, 그중에 저 옆에 연결고리가 있

죠? 자, 지금부터 어떡하냐면, 둘이서, 둘이서 같이해도 좋고, 육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탄소, 탄소가 모여서 육각형으로 먼저 해 줘야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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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요기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 요걸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육각
구조를 빨리 껴줘야 돼요. 친구들이 도와줘야 돼요. 많이 안 만들어도 좋으
니까, 이렇게, 선생님이 한 1분만에 만들었어요. 되게 빠르죠? 자, 이렇게 여
섯 개를 이어주면 돼요. 탄소 탄소 여섯개에서 하나에 육각형 구조. 그 육각
형 구조가 모이면 돼. 

* 그래핀의 육각형 구조 교사 설명 
 :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그래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육각형 모형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판서를 통해 육각형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는 부분에서 교수적 비유

적 모델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교사가 교육 과정상 그래핀의 구조가 육

각형이다라는 부분을 설명하며 제시한 부분으로 모델링 접근에서는 1단계의 교

육 과정 모델 학습으로 분류하였다.

* 그래핀의 육각형 구조 모형 만들기 학생 활동
 : [비율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교사의 설명 후에 학생들이 모둠별로 분자 구조 모형 만들기 키트의 공과 막대

를 이용하여 그래핀 모형의 기본이 되는 육각형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래핀의 구조를 크게 나타낸 것으로 비율 모델에 해당하며, 학생들이 직접 모형

을 만들어보는 학생 주도의 활동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육각형 구조를 있는 그

대로 만들어보는 활동에 지나지 않아서 2단계의 모델 사용 학습으로 분류하였

다.

* 다 만든 모둠의 모형을 학급 전체에 들어서 보여줌
* 모둠별로 만든 그래핀 모형을 들고나와 연결하여 보여주면서 설명

T1: 자, 지금, 그래핀의 기본 결정 모형을 본 거예요, 그지? 그럼 이 그래핀을 어
떻게 땄을까? 흑연에서 땄다고 그랬죠?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하나 
만들었지만, 얘와 얘가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이건 그래
핀이예요, 흑연이예요?

Ss: 흑연이요
T1: 흑연이 되는 거예요. 

⑦ 흑연으로 그래핀을 떠내는 활동 : 활동 방법 안내
T1: 흑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핀은) 이 중에 하나를 딴 거예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았지. 이 하나가 좋은 효과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따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이런 어마어마하게 쎈 연필을 놨어. 6B 연필이 하나씩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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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예요. 그 다음에, 모둠장에게 앞에 하나씩 줬어요. 모둠장 이거 들어보세
요.

T1: 모둠장은 도화지에다가 사정없이 까~~맣게 거주구요. 그다음에, 모둠원들은 
스카치테이프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 스카치테이프를 요만큼, 한 1~1.5센
치 정도 엄지 손톱 만큼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얘를 한번 뜨는 거야. 

T1: 그 뜬 거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또 주세요. 뜨고 떠서 여러분이 붙이면 돼
요. 이게 바로 그래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T1: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한테 스카치 테이프가 하나씩 있어요.
T1: 각각 하나씩 다 떠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야 돼요.
T1: 고 정도 하면 될 거 같애(어떤 조가 도화지에 색칠한 것을 보면서). 그 종이

는 마음껏 써도 되는 종이예요. 자, 스카치 테이프, 준비 됐나요?

* 그래핀의 특징 설명 (PPT를 이용하여 내용 설명)
T1: 자, 그러면, 그래핀의 특징 여기 다시 한번 들여다 볼게요.
요거로 할게요. 강도는 강철의 몇 배?
Ss: 200배
T1: 200배. 어마어마하게 세네. 전류 전달력이 구리의 몇 배?
Ss: 100배

T1: 100배. 자, 전류 전달 속도는… 구리나 실리콘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기전
도도가 100배 이상 세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그래핀의 원리가 흑연에
서 시작이 됐죠? 그럼 흑연도 전기전도도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핀 만은 못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연의 전기전도도를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
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강한 게 그래핀이란 걸 알 수 있도록. 자, 여러분한
테 뭐가 있냐면, 오늘 전류계는 시간상 활용하지 않구요, 전류계는 안 쓰고 
요걸 쓸게요.

연필을 까맣게 그려 흑연에서 그래핀을 떼어내는 활동을 한다. 그래핀을 떼어

내보는 활동 자체만 가지고는 모델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활동을 포

함하여, 뒤에 이어서 제시되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직접 회로도를 그려보는

일련의 활동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모델링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⑧ 전기 전도 실험 
실험 안내

T1: (LED 전구를 들고 보여주며) 네, 다리를 쭉 벌려주세요. 얘가 닿으면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게. 자 됐나요? 길을 열어줘야 돼. 그다음, 여기다 뭐
를 연결해 볼 거냐면, 흑연을 연결 해 볼 겁니다. 흑연이 정말 전류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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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어느 한쪽에다가 흑연 막대를 연결하는데요, 이 흑연막대를 굳이 찝지 
않아도 돼. 갖다 대기만 해도 됩니다, 금속에. 

    자, 흑연 막대를 대면서, 길게 대고 짧게 대고 해서 불이 들어오는 그 색깔 
밝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자, 한번 해봅니다. 요거 다 한 팀은, 아까 
연필 막 한 거 있잖아? 도화지에다 연필 막 낙서한 거 있죠? 거기도 전기가 
통해야 되겠지? 거기도 한번 전도도를 보고. 샤프심 있으면 샤프심도 전도
도를 보고, 알루미늄 호일도 한번 전도도 보고, 고거 시간 잠깐 줄게요. 오
케이(박수를 한번 친다)

(학생들 모둠 활동 시작)
Ss: 우와 우와(연결했을 때 불이 들어오는 것에 신기해 하면서)
  (학생들 활동 계속되고, 교사는 순회하며 학생들을 도와준다)
T1: 자, 알루미늄 호일도 해 보구요, 샤프펜슬 있으면 샤프 펜슬도 한번 해보세

요. 자, 들어와요? 그 다음에 흑연 가루도 들어 왔어요? 
  (다양한 물체를 이용한 전도성 실험 계속 진행 중, 교사 순회)
T1: 자, 여러분, 하나 더 할게요. 헬로. 
    요건 전도성 펜이예요. 좀 더 전기가 잘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 전도성 

펜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요 펜으로 막 줄을 그어요., 너무 많이 긋지는 
말아요. 선이라고 생각 하고 줄을 긋고 한번 마른 다음에 연결시켜 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펜 없는 팀? 

Ss: 오!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놀라하는 소리를 지름)
T1: 좀 마른 다음에…
S6: 선생님
T1: 불 안들어와?
  (안 되었던 부분에 대해 함께 해서 불이 들어오게 함(흑연))
T1: 자, 전도성 펜 되는 사람들.
S7: 저희 전도성 펜 안 돼요.
T1: 쪼금 말리세요. 
Ss: 우와/ 예~/ …(여기 저기서 불이 들어온 것에 대해 환성을 울림)
T1: 그러면 전도성 펜으로 얘들아, 전선이 없어도 어떻겠니? 얼마든지 종이에다

가 전기 회로를 만들 수 있겠지? 
흑연, 샤프, 전기전도성 펜 등을 이용하여 전기 회로를 구성한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회로를 새롭게 구성하고, 다음에서 이어지는 활동정리에서

구성한 전기 회로의 모습을 회로도로 작성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하나의 모델링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⑨ 활동 정리 및 학습지 정리 활동 
* 탐구 보고서 내용 정리 활동 : 모둠별 전기 회로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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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해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앞에서 이어진 활동으로 탐구 보고서에 모둠별로 구성한 전기 회로도를 직접

그려보는 모델 자체는 도해모델로 분류하였으나 전기 회로를 새롭게 구성하고

모둠별로 다르게 만들어보며 전기 회로도를 작성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모두 하나의 모델링 활동으로 판단하여 4단계의 모델 재구성 학습으로 분류하

였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모델을 수정하며, 나아가 전도성 펜을 이용하여 종

이에 새로운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과정을 경험하였으며, 일부 모둠에서는 종이

가 아닌 학생의 몸에 직접 회로를 그리고 전기 회로를 연결하는 재구성의 모습

을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모둡별 전기 회로 구성 학습은 모델 재구성 학습 접

근으로 분류하였다.

* 정리활동 : 교사가 학생들이 탐구 활동지에 이해 못하는 부분을 설명
T1: 얘들아, 전류가 가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거기

에 지장만 없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친구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팔로 크게 원을 그리면서 회로에서의 전류 흐름을 표현)
T1: 선생님이 있어. 어, 모르는 팀만 보세요. 내가 전류계야. 아이 엠 전류계. 이

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럼 저쪽에서 플러스 전류가 오면 여기
를 통해서 갈 때, 이쪽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겠지?

(선생님 본인이 전류계가 되고, 양 팔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리고 자신을 통해 
전류가 흐름을 표현함)

* 전류 회로를 설명하며 교사가 몸짓모델 사용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교사가 전류회로도를 잘 작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 본인의 온몸을

이용하여 전류 회로도의 구성을 설명하는 몸짓 모델을 이용한다. 이 몸짓 모델

은 과학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교

수적 비유적 모델로 분류하였다.

⑩ 모둠활동 결과 발표
팔에 전기 전도성 펜을 그려 전류의 흐름을 확인한 모둠의 결과 발표 

T1: 이렇게 플러스가 가야 됩니다. 됐어요? 자, 여러분, 재밌는 거 보여줄게. 지
금, 그래핀이 앞으로 쓰이게 될 걸 선생님이 탐구하는 게 마지막 부분인데, 
이 팀은 정말 궁금해서 하나 했어요. 요 정도의 전류는 괜찮기 때문에 사실, 
사람 몸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성 펜만 투과하는 거기 때문에 시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T1: 자, 00이가 어떤 실험을 했냐하면은요, 요기다가
 (00이의 팔뚝을 보여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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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돼요?
T1: 전도성 펜을 갔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했어요
  (팔에 무언가를 그렸다는 표현을 하면서)
T1: 점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연결해 주세요. 
Ss: 돼? 된다구?
T1: (시연하는 학생에게) 팔을 높이 들구, 높이 들구.
  (건전지를 팔에 그린 선에 연결)
Ss: 오우!
T1: 자, 됐습니까? 오케이, 박수 한번 쳐 주세요.
Ss: 이야(박수)
T1: 지워 주세요. 바로 지워 주세요
  (팔에 전도성 펜으로 점을 그린 시연 학생을 향해)
T1: 여러분, 이 00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래핀이 앞으로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거지. 우리 몸에 부착이 되면, 그죠? 미세한 전류, 이런 걸 바로 통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카드가 있다. 그러면, 카드를 굳이 
안 사용해도, 메모리 된 걸 여기(본인의 팔을 가리키면서)다 붙여놓고 그래
핀 화 시키면 투명하니까, 이걸 직접 찍어도 된다는 거지? 오케이?

⑪ 전체적인 수업 내용 정리 활동 
오늘 수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신소재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
간을 갖는다. 신소재를 이용하여 미래에 어떤 물건들을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며 마무리 한다.

2. T2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2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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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교사 1차 수업 1-B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융합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

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61. T2 교사 1차 수업 주제

① 과학 명언 발표 (학생 주제 발표)
 - 학생이 과학명언을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한다. 학생부의 과목 세특 특기사항으로 
기록함 (통합 과학 1학년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임)

S1: (학생이 자신이 발표할 명언을 칠판에 적고, 명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
표함)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알
버트 아인슈타인 -

학생 발표가 끝난 후, 교사는 학생들과 한번 더 명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② 도입
오늘 수업이 진행될 부분 안내 및 준비. 앞으로 수업 과정에 대한 안내

③ 본 수업 진행
 - 지질 시대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익룡의 진화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수업이다.

먼저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공룡의 종류를 얘기해보게 하며 흥미를 유발

한다.

* 익룡의 특징 비교하기 : 몸으로 걷는 모습을 표현 
몸으로 익룡의 걷는 모습을 표현하지만 걷는 모습을 형상화 한 하나의 몸짓 모

델로 보기에는 단순한 걷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모델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 익룡의 세 가지 종류의 모습 그림 제시하며 특징에 대해서 설명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익룡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익룡의 진화 순서에 맞게 그 특

징을 강조하여 제시된 익룡의 비율모형을 제시한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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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화면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④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
* 지질시대, 화석에 대한 설명 :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화면
으로 표상모델을 제시하며 설명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화면으로 표상모델을 제시하며 지층이 퇴적되고 생

물체가 쌓이는 일련의 과정을 나타낸 모형을 이용하며 설명한다. 개념-과정 모

델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그림 70).

그림 70. 화석의 생성과정을 나타낸 개념-과정 모델의 예

T 자, 이런 화석이 만들어지는 환경을 한번 보면, 첫 번째, 일단 개체가 
죽어야 되겠죠? 생물의 개체가 죽고 묻혀요. 이런 화석들은 지층이 많이 쌓
이는 곳, 어떤 암석에서 많이 발견될 수 있냐면, 퇴적암에서 많이 볼 수 있
죠.

T 화성암이나 변성암은, 화성암은 뭐예요, 화성암은? 
S (작은 목소리로) 마그마…
T 마그마가 굳어져서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거기에 개체가, 어떤 생물

체가 죽었는데 용암이 흘러와서 얘를 덮치면 다 녹아버리겠죠? 그죠? 따라
서 화성암이나 변성암에서는 이런 화석을 발견할 수가 없구요. 퇴적암에서 
이런 지층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그때 생물의 개체도 같이 눌려서 쌓여서 만
들어진 것이 화석이다. 주로 퇴적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지층이 쌓이는 과정을 두 손으로 쌓이는 모습을 
형상화하면서 설명) 

    또 퇴적암 중에서라도 뭐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역암과 같은 경우는 물이나 
공기가 쉽게 통과해서 생물체가 쉽게 분해되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아주 입
자가 작은 셰일층, 이암층 같은 경우에만 이게 화석으로 보존되기가 쉽죠.

    자, 단계가 있습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단계. 생물이 죽은 뒤에 그 유해나 
흔적이 묻히구요, 빠르게 매몰이 되어 공기나 물로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
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눌려지고 다져지는 작용이 있어야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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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 이렇게 해서 쌓이고 쌓이면 점점점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우리
는 볼 수가 없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서, 융기를 해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우리한테, 이제, 지표면에서 노출이 되면 이렇게 화석으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쌓이고 내려가는 과정을 손으로 표현하면서 설명)

    그래서 주로 퇴적층에서 발견이 된다고 하였구요, 또, 이 육지 위에서 보다
는 바다속, 또는 강 밑에서 만들어지기 쉽겠죠? 퇴적이 쉽겠죠? 해저나 호
수 바닥에서 쉽게 퇴적이 되구요, 호수나 강이나 바다라고 하더라도 유수의 
움직임이 많이 있는 곳, 해안가 바로 근처에서는 퇴적이 되기 어렵겠습니다. 
굉장히 잔잔하고 조용한, 고요한 환경에서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 집니다.

    (퇴적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손으로 쌓이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다)
 * 화석이 쌓이는 과정을 그림과 손을 이용해서 몸짓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교수적 비
유적 모델에 해당한다.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석이 쌓이는 과정을 손짓과 몸을 이용하여 지층의 모습을 형상화 하고 개념

을 설명하였으며, 몸짓을 통해 지층과 그 사이에서 화석이 형성되는 과정을 자

세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몸짓모델을 활용한 교수적 비유적 모델로 분류하였다.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을 살려 화석이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화석이 나타

나는 암석 만들어지는 과정과 조건을 아주 자세하게 몸짓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같은 주제를 다루는 T3 교사의 수업과 비교했을 때 같은

개념이지만 지구과학 전공자인 T2 교사가 ‘화석이 쌓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예는 다음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규화목, 호박의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
* 공룡발자국 화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얽힌 교사의 일화 소개

T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 화석이 아주 많이 있죠? 경남 고성. 가본 사
람? 히! 경남 고성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경남 고성에 있는 발자국 
화석은 바로 해안가 근처에 있어 가지구, 굉장히 뚜렷하게, 아주 많은 발자
국 모습이 남아 있거든요. 예전에 사진을 찍어 놨는데, 그게 벌써 20년 되
나?(웃음) 너무 오래 전 이야기네요. 아, 20년까지는 안 됐구나. 그래서, 어
딘가엔 남아 있을 텐데…

T 자, 보자. 그런데, 선생님이 그런 고성에 가서 보고 몇 년 뒤에 항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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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발자국 화석 뿐 만이 아니라, 그쪽에 박물관도 있고, 공룡 축제도 하거
든요? 근데, 그래서, 공룡 모양 풍선 엄청 큰 것도 막 불어다 놓고 하는데, 
어디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사를 하는 어떤 주최 측에서, 이게 사실 잘 
안 보이잖아, 그쵸? 근데 안 보인다고 이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공룡 발
자국 모양이나 그 모양을 통해서 알게 된 생물의 종이나 그런 게 굉장히 중
요했던 건데, 주최 측에서 '이게 발자국 화석이야'히고 딱 보여 줄려고 했는
데 이게 잘 안보여. 근데 사람들이 와서 '에이, 이게 뭐야.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겨우 이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정말 무지한 사람이었죠. 여기
다 예쁘게 색칠을 해 놓은 거야. 빨간색, 노란색..발자국 저 틈에다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 라구요. 이거, 참, 너무 모르고… 이 공룡, 이 고성
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유명한 이유가 그 찍힌 발자국을 가지고 어떤 
생물종이었는지를 유추를 하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 지역에만 볼 수 있는, 
여기서만 발견되는 종이어서 굉장히 희귀한 환경이,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발자국 화석이었는데, 색칠을 해 놨다고 하더라구요. 그 뒤로는 선생님이 가
보지 않아가지고 직접 색칠을 한 거는 못 봤는데, 들리는 얘기가 안타깝더
라구요. 뭘 좀 알고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예쁜 
게 아닌데.

    자, 이처럼 발자국이나, 아니면, 갯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벌레들이 지나가면
서 남긴 자국들, 이런 것들도 다 생흔 화석으로,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 이
런 것도 다 화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멍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지구과학 전공자의 경험에 의한 사례를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길게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설명의 경우는 교사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일화이며 이러한

일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관련 분야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이

어지는 다음의 일화를 통해서도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화

석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이를 통해 과학의 본성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

이다.

* 화석의 가치에 대한 설명 :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에 맞게 화석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함.

T  자, 이런 화석의 가치를 보면, 자, 화석이 중요한 이유. 당연히, 우리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타임머신을 만들진 못했죠? 여
기선 달까진 가고, 아직 사람이 타진 않은 무인탐사선이 지구, 태양계 밖으
로는 나갔지만, 아직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타임머신은 만들진 못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떻게, 이 지구에 어떤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고, 어떻게 살
았나, 어떤 환경이었나,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하나 알려주는 게 바로 이 화석인 거죠.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구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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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그 당시의 환경, 또 아까 공룡처럼 어떻게 진화를 해 왔다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층이 쌓인 생성 시기나 당시의 환경, 
따뜻했는지 아니면 아주 추웠는지 육지 환경이었는지 아니면 바다였는지 이
런 환경들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로 이런 화석이라는 겁니다. 화석의 
가치.

⑤ 모둠활동
산호화석과 고사리화석은 어떤 환경에서 잘 살았을지 모둠끼리 토의 하는 활동 : 모
둠 토의 후 교사와 함께 정답에 대해서 이야기함
화석을 통한 환경 추론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함.
⑥ 마무리 
학습지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한다.

나. 2차 수업 분석 : T2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2 교사 2차 수업 1-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융합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해 왔

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

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화석 표본

표 162. T2 교사 2차 수업 주제

① 과학 명언 발표 (학생 주제 발표)
 - 학생이 과학명언을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한다. 학생부의 과목세특 특기사항으로 
기록함 (통합 과학 1학년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임)

(학생이 자신이 발표할 명언을 칠판에 적고, 명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함)
S1: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

② 도입
오늘 수업이 진행될 부분 안내 및 준비. 앞으로 수업 과정에 대한 안내

③ 본 수업 진행 
 - 지질 시대의 길이를 100이라고 했을때, 선캄브리아 누대는 지질시대의 88%를 차
지한다는 설명 : 지질시대의 길이 그래프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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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의 길이 그래프를 제시한다. 이것은 도해 모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

사 주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의 접근법이다.

 * 선캅브리아 누대의 환경에 대한 내용 설명 
T 왜 이 선캄브리아 시대에는 생물의 흔적들이 없을까요? 
Ss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요
T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또? 
Ss 산소도 별로 없어서
T 산소도 별로 없고. 또?
Ss 진화가 덜 돼서
T 진화가 덜 되서? 또? 왜 이 긴 지질시대에 생물의 흔적들이 별로 없을

까요?
Ss 단단하지 않아서요
T 단단하지 않아서. 또? 또? 이미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긴 시간을 지

나 오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Ss (웅성웅성)
T 개체 수 자체도 적었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변성이 되서 오늘날까

지 화석이 널리 남아 있지 않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생물의 흔적들이 막 
생물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얘들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
생대는 5억 4천만년 전부터 대략 2억년 남짓.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지질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이 시기의 환경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화석이 드문 이유를 과학적으로 추론하

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문답법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 표준화석의 생성조건에 대한 설명
④ 화석 관찰 실험 안내
* 모둠별로 화석 표본을 관찰하는 실험에 대한 안내
* 화석의 가치에 대한 설명

T 여러분들 화석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딱 꺼내자마자. '어, 선생님, 이거 
얼마예요?' 막 이렇게 얼마냐고 먼저 물어 보는데, 자, 물론, 가치, 금액적인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가치가 훨씬 큰 것들은 금액도 크게 나타나고 하겠
지만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흔적을 지금 살펴보는 건데, 이거를 보
다가 '우와, 신기하다'하고 보다가 떨어뜨려서 깨져 버리면, 다시 이 화석 원
래대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Ss 없어요
T 없어요. 봅시다. 그만큼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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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여러분이 좀 조심조심 다루면서 보면 좋겠구요. 자, 여기 각각의 번호
들이 써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직 이게 뭐가뭔지 잘 모르는 화석들도 있겠
지만, 처음부터 막 꺼내가지고 보지 마시고, 번호에 써 있는 화석 막 섞이지 
않도록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반이 더 봐야 되니까, 섞이지 않도
록 잘 관리해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알겠죠?

1차 수업에 이어 화석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다.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이 들어나는 부분이다.

⑤ 화석 관찰 실험
* 관찰 방법에 대한 안내 (활동지와 화석 표본을 나눠주며)

T 자, 일단, 여러분이 표본들은 직접 한번 보고, 만져 보고
지금 여러분 막 먼저 쓸려고 하지 말구요, 먼저는 눈으로 먼저 관측하

세요. 만져 보세요. 알겠죠? 자, 하나씩 비닐봉투를 열어서,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해야 할 거 같애요. 각자 비닐봉투 열어서 만져 보고난 다음에
는 다시 그 비닐에 넣어서 닫고 다시 다른 걸 열어야지, 동시에 여러 개 다 
지퍼 뜯어가지고 막 동시에 보면 나중에 어떤 비닐 번호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를 겁니다. 그죠? 자, 하나씩 하나씩 서로 섞이지 않게만 쪼금 생각하면서 
보시구요.

한번 비닐을 열어서 자세히 들어다 보시고, 색깔이 어떤지, 만져 봤을 
때 느낌이 어떤지...

자, 거기 보면 표본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 좀 같이 보
면서 선생님이 있다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도 '아, 이런 
거였구나'

자, 이제 어느 정도 봤으면 선생님이 금방 나눠준 종이에 1번부터 15
번까지 각 화석의 표본 이름, 번호, 그 다음에, 자, 표본의 개수도 적을 수 
있어요. 대부분은 다 하나지만 2번에 보면 방추충은 쪼그만한 유리병에 들
어 있죠? 자, 잠깐만, 2번 먼저 보면요, 자, 이거, 이 유리병이 아니라 유리
병 안에 있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죠? 그렇게? 

Ss 네
(교사가 모둠별 순회를 하며 설명을 한다.)
T 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종이를 준 건, 너희들한테 정답을 찾으라고 

준 게 아니고, 어, 나는 여러분이 이 화석을 보면서 관찰 사실들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보이는 대로 일단 좀 써보세요. 고생댄지 중생댄지 이거는 
있다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이 같이 화석 하나하나 소개를 해 줄 건데, 그
때 알고 적어도 되니까 지금은 먼저 여러분이 화석을 봤을 때 딱 보이는 것
들, 만져봤을 때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쓰는 거에 집중하세요. 

정답을 찾으려하지 말고 화석 표본을 보고, 스스로 관찰하고 느껴보라는 설명을



- 498 -

자세히 하고 있다.

⑥ 모둠활동 정리
* 관찰한 화석에 대해서 학급 전체와 함께 정리한다.
* 삼엽충의 어원에 대한 설명 

T 자, 1번, 삼엽충이라고 하는 고생대의 절지동물입니다. 이거 나중에 지
질시대의 환경 ppt로 설명할 때 다시 또 설명을 해 줄 건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마디가 많이 나뉘어져 있죠? 

Ss 네
T 절지동물이예요. 고생대 초에 번성해서 고생대 말에 멸종을 했던 대표

적인 고생대의 표준화석인데 자, 우리가 이 삼엽충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
기하는 게, 삼엽이 왜 삼.엽.이 될까? 

S 세 개의 낙엽
T 세 개의 낙엽? 삼자는 맞죠? 셋입니다. 자, 보시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하나 두개가 나뉘어 지죠? (가운데를 가리키며) 축엽이라고 
하고 (양옆을 가리키며) 측엽이라고 해서, 하나둘셋. 위아래로가 아니라 좌우
로 해서 하나둘셋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삼엽이라고 해서 삼엽충이라고 
하구요. 앞에 머리 부분에 잘 보시면, 쪼끄만한 점 하나 있을 거예요. 눈이 
같이 보일 겁니다.

Ss (교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삼엽충 화석을 보는 모습)
T (학생들에게 모둠별로 더 설명)

삼엽충의 어원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으로 같은 화석 관찰 주제를 다룬 T1,

T3 교사의 수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지구과학 전공자의 특성이 나타나는 부

분으로 볼 수 있다.

* 방추충의 어원에 대해 설명
T 푸줄리나? 이, 이번이나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 화폐석도 하나 보여 줄

건데, 화폐석과 같이 이런 생물을 우리가 유공충이라고 해요. 유공충은 말그
대로 구멍이 있다는 거죠? 속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거의 탄산칼슘, 석회
질, 이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껍질이 얇은 껍질로 되어 있고, 속이 많이 비
어있는 물질들을 유공충이라고 하구요, 특히 이 중에서 얘는 이 모양이 실
타래 모양처럼 방추형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방추충이라고 해요.

(방추충 화석을 들고는 있지만, 모양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교사가 손으로 방추
형을 표현하여 그 모양을 알려줌)

* 방추충의 모양을 몸짓으로 설명하는 몸짓 모델 사용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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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충의 어원에 대해서 설명하며, 그 모양을 몸짓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실타

래와 같이 생겼다는 것을 설명하며, 손으로 방추충의 전체 모습, 실타래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 하는데, 이 부분에서 손으로 전체적인 방추충의 전체적인 모습을

나타냈으므로 몸짓 모델의 사용으로 분류하였다. 교사 주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 산호 화석을 설명하면서 산호의 생장선을 통해 과거 지구의 하루가 더 짧았음을 설
명함 

T 5번은 산호 화석입니다. 산호, 산호, 혹시 보셨습니까? 대게 우리가 어
항 속에 들어 있는 산호, 맑고 투명한 산호만 생각하는데, 자, 이런 것도 다 
돌처럼 만들어진 거니까 화석으로 되는 건데요, 잘 보시면 아주 얇은 띠 같
은 것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산호도요, 날마다 하루하루 생장선들
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선, 일주일, 한달, 일년 단위로 해서 생장선들이 
쭉 나뉘어 있어가지고, 이 생장선을 세면 1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이 선이 몇 개였나? 우리 나무에 나이테처럼. 그런데 옛날에는 지구와 달 
간의 거리가 더 가까웠습니까, 멀었습니까?

Ss 가까웠어요
T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지구의 자전 속도가 더 느려요 빨라요? 
Ss 빨라요
T 더 빨랐어요. 그러면 하루 일 수가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즉, 1년에, 

지구가 태양을 한바퀴 도는 그 시간 동안에 지구는 더 빠르게 하루하루를 
돌아가니까 1년 365일이 아니라 1년 400일이 넘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산호화석들은 얘의 생장선이 400개가 넘는 거죠. 지금은 
365고. 이렇게 생장선의 수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산호화석

(지구와 달의 공전 모습과 속도를 손으로 표현한다.)
  :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지구와 달의 공전모습과 지구와 달의 거리를 손으로 표현하고, 지구의 자전 속

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손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지구와 달의 거리를 나타내는

몸짓 모델 사용에 해당한다. 교수적 비유적 모델로 분류하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

또한 산호화석을 관찰하면서 화석에 나타나는 생장선을 통해 지구와 달의 거리

공전 속도까지 연계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는 난다. 이러한 사례는 지구과

학 전공자의 특성에 따른 심화 개념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두족류 화석의 어원에 대한 설명
T 화석 8번을 꺼내 보시면 이렇게 검정색 주변에 하얀색 이렇게 매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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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 전체가 화석이 아니라 이 앞부분에 있는 이 하
얀색 부분, 요것만 화석입니다. 이것의 단면을 잘라 놓은 모습이구요, 얘는 
전체 모습인 거구요. 자, 얘기가 좀 더 길어지면 꼬깔콘처럼 기다란 껍질인
데 이거랑 이거랑은 암모나이트랑은 서로 약간 친구죠? 얘는 껍질이 돌돌 
말려있는 형태고, 얘는 반듯하게 펴져 있는 상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
리는 두족류라고 하는데, 두족류의 뜻은 뭐예요? 아까 두족류라고 하니까 
다리가 두개인 거 아니냐고 하는데, 두는 머리 두자구요, 발 족자예요. 머리
에 발이 달려 있는 동물이죠? 현재 동물로는 문어, 오징어 이런 애들이 바
로 두족류입니다. 알겠습니까? 있다 암모나이트는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 복족류 화석의 어원에 대한 설명
T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복족류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복족류, 두

족류 하면 어려운데, 이거는 한자를 보면 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모양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모양이 무슨 모양이예요? 

S3 고동
T 어, 고동, 소라, 그쵸? 우리 많이 먹던 다슬기. 다슬기 좋아하십니까, 여

러분? 
Ss 네
T 삶아가지고 된장에 살짝 풀어가지고 이쑤시개로 쏙쏙 빼먹으면 완전 

맛있죠?
Ss (웃음)
T 자, 복족류는요, 배 복자구요, 다리 족자, 발 족자야. 배가 발처럼. 다슬

기나 소라 이런 애들을 보면 바닷가에서 배로 이렇게 기어서 가잖아요? 자, 
그런 종류를 복족류라고 하는 거구요 

(배로 기어가는 모습을 몸짓으로 표현)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두족류와 복족류의 어원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타나며, 복족류의 모

습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는 현재의 고동, 소라의 모습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교

수적 비유적 모델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이다.

* 규화목, 호박등 나머지 화석 표본에 있는 화석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⑦ 수업 마무리
관찰 기록지를 정리 제출하도록 하고, 화석표본을 모둠별로 제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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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2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2 교사 3차 수업 1-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Ⅰ. 물질과 규칙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자연의 구성 물질 01.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

칙성

성취기준

10통과02-01]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광물과 탄소 화합

물은 특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되어 만들어진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지, 4절지, 학습지, ppt, 모둠활동 자료

표 163. T2 교사 3차 수업 주제

① 오늘 수업 안내 
학습목표 안내 :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들이 원소들간의 규칙적인 결합으로 만들어진
다.

② 운동장의 모래 관찰
학교 운동장의 모래를 모둠별로 관찰하면서 광물 표본에 있는 광물들과 비교한다. 모
래에서 투명한 광물, 분홍빛, 우유빛 광물을 찾아, 광물 표본에서 비슷 광물을 찾아본
다.

T 자, 이 모래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이 모래속에 어떤 광물들이 들어
있나. 색깔이나 뭐 또는 알갱이의 크기나 촉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운
동장, 우리학교 운동장에 있는 모래, 또 이광물들이 어떤 광물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특징을

자, 투명한 컵에다가 담아놨으니까 먼저 눈으로 보시고 조금씩 꺼내서 만져보세
요. 그래서 촉감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색깔이나 알갱이의 크기 이런것들
을 보시면서 관찰해 보세요.

Ss 네
T 우리 운동장에 어떤. 냄새도 맡아봐 냄새도

(모둠별로 관찰 중)
T 냄새로 알수 있는 특징이 있나? 냄새도 한번 맡아 볼까? 먹지는 마시

고.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세요. 자, 조금씩 꺼내서 손에 담아서 
만져보세요.

(모둠별로 관찰 중)

③ 본 수업 안내_ 모둠활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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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두 가지에 대한 설명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한 사면체 결합 구조 만들기 안내
화면으로 규산염 사면체의 모습 제시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면으로 규산염 사면체의 분자구조 모형을 제시한다. 모상 모델로 분류하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T  자, 규산염 사면체 모형은. 우리가 오늘 만들어볼 사면체는 실제 모습은 이렇
게 나타나지만, 왼쪽처럼 나타나지만 이런 사면체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결합을 해볼려고 하는 거라서 

  자, 사면체 종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구요. 
  자, 빵끈을 같이 붙여서 결합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T 자, 각각의 사면체를 연결해서 다양한 결합을 만들어 볼 때, 각 사면체

를 어떻게 연결해서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규산염 광물들이 만들어지는지를 
각 모둠끼리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각 모둠별로 샘이 광물카드 두개를. 두개씩 가지고 가서 광물카드에 나와있는 
결합 구조를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모둠 리더들 나와가지고 광물카드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학생들이 광물카드를 2장씩 선택해 간다. 설명 계속. 중략)
T 자, 그러면 규산염 사면체 모형을 만들어 볼건데요. 
  그냥 단일체를 연결해서 크기만 크게 하는게 아니라, 각 광물마다 규칙이 있다

라고 했어요. 단일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사형 
  이런 광물들의 규칙을 생각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하여 단일체를 규칙에 따라서 연결하여 결합 구조를 만들

어 보는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T 자, 이렇게 광물 덩어리를 다 만들었으면 선생님이 앞에 화선지를 놨으니까, 
한지를 놨으니까 이 한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만든 두개의 사면체덩
어리들을 이 한지로 잘 싸서 실제 우리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광물 덩어리를 
만들거에요. 아시겠죠?

자, 규산염 사면체의 기본 구조를 잘 만들고 한지를 이용해서 잘 싸면 실제로는 
한덩어리로 존재하니까 한덩어리의 광물을 만드는데,

자, 규산염 사면체, 산소와 규소로만 이루어져 있는게 아니라, 철도 들어있고 알
루미늄도 들어있고 다양한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일명 불순물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일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 불순물은 이 플레이콘으로 같이 표현을 할게요. 
(광물에 포함된 불순물 표현방법에 대한 안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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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로 미리 만들어놓은 단일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연결하여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만들고, 한지를 이용하여 연결된 사면체 구조에 따른 겉모양을 표현해

보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④ 규산염 사면체 만들기 모둠 활동 
학생들은 미리 이전 시간에 단일형 규산염 사면체를 모둠별로 많이 만들어 놓은 상태
이다. [비율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이 전 시간에 종이와 빵끈을 이용하여 규산염 사면체 단일 모형을 모둠

별로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것은 규산염 사면체의 겉모습을 나타내는 비율 모

델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모형을 만들고 사용하였으나 수정하거나

재구성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있는 모형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모델 사용 학

습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만든 규산염 사면체 모형 
 이를 이용해, 단일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사형 규산염 사면체 구조를 만드
는 활동 : [모상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학생들이 단일형 규산염 사면체를 이용하여 모둠별로 규산염 사면체 결합 구조

를 만들어 보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결합 구조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해서

저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지 생각하면서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 모델 수

정 학습 접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성한 모델은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모상

모델로 분류하였다.

● 광물의 겉모습 만들기 활동 – 모둠활동
완성된 광물의 결합 구조를 한지를 이용하여 겉모습을 나타내는 활동
 [개념 과정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학생들은 완성된 결합 구조 모형을 한지를 이용하여 겉모습을 표현한다. 이때

최대한 결합 구조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는 모습으로 겉모습을 표현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광물의 겉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를 내부 결합

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겉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광물의 겉모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므

로 모델링 사용의 접근은 모델 재구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델은 개념 과정 모

델로 분류하였다. 완성된 광물의 겉모습 사진은 아래 풍화작용 실험 과정에 함

께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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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풍화작용 실험- 모둠활동 
완성된 규산염 사면체 구조에 만들어진 구조의 특성이 나타나도록 한지를 이용하여 
광물 덩어리의 겉모습을 완성한 후, 일정한 조건에 따라 풍화작용 실험을 진행하였다.

T  자 우리가 만든 암석 덩어리도 어떻게 풍화되어지는지 한번 풍화를 우리가 
직접 해보려고 그래요.

  이러한 실험 방법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자연상태에서 풍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자, 이 완성된 광물 모형을 충격을 줘서 풍화를 시켜 본건데 풍화 실험

을 하고 난 결과 모습도 스케치를 한번 해보시구요. 
T 자, 풍화시간은 동일하게 1분간만 선생님이 타이머 맞춰서 1분간 지나

면 풍화작용은 멈추는 걸로 어떤 풍화 방법을 할건지는 모둠원끼리 회의를 
해서 다르게 하면 좋은데 하나의 큰 덩어리를 작게 부수는 방법. 뭐가 있을
까요? (풍화 실험을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과 학생들과의 응답.. 중략..)

T  자,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선생님이 여기서 대략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화면을 통해 풍화 실험 방법의 예를 제시한다.)

* 풍화 작용 실험 예시 (PPT 화면으로 제시)
1. 30cm 자를 이용하여 광물 모형을 때린다. 
2. 분무기에 물을 넣어 광물 모형에 뿌린다.
3. 높은 곳에서 광물 모형을 여러차례 낙하시킨다.

* 풍화 작용 실험 과정: [시뮬레이션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풍화작용 실험을 통해서 결합 구조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풍화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실험이다. 짧은 시간에 실험을 하면서 충분한 풍화과정이 나타나지 않

은 모둠도 있었지만, 풍화 실험을 통해서 결합 구조가 강한 부분은 남고 결합이

약한 부분은 풍화되기 쉽다는 부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은 풍화

실험 과정에서 모둠별로 풍화 실험을 구상하고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풍화

자세를 재구성하여 실험하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경험하였다. 모델의 분류로는

시뮬레이션 모델로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새로운 모델을 재구성해보는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⑥ 실험 정리
실험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학습 전체의 학생들과 함께 정리한다.
● 단일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상형 결합 구조 모형 화면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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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실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화면을 통해 광물의 결합 구조를 제시한

다. 단일형, 사슬형, 복사슬형, 판상형, 망상형 구조를 제시하며 이는 모두 모상

모델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으로 볼 수 있다.

⑦ 수업 마무리
모둠별 학습지를 정리해서 모둠별로 제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개인
별로 그려보는 개별 모델링 학습지를 다음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별 활동지에 규산염 사면체 모형, 결합 구조 모형, 풍화된 모습을 각각 스케치하는 
활동
 [통합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실험을 정리하면서 학생이 개별 모델링 학습지에 모둠별로 구성한 규산염 사면

체 모형, 결합 구조의 모형, 풍화된 모습을 각각 스케치하면서 모델링 과정을 마무

리 하는 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험 내용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형을 그

려보고 구성해야하므로 통합 모델 사용으로 분류하였으며, 모델링 접근에서는 모둠

별로 실험한 과정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모델 사용 수준의 접

근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3. T3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3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3 교사 1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융합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화학변화 4. 중화 반응의 이용

성취기준

[10통과06-04]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해

석하고,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하는 사례를 조사하

여 토의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64. T3 교사 1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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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 명언 발표 (학생 주제 발표)
 - 학생이 과학명언을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한다. 학생부의 과목세특 특기사항으로 
기록함 (통합 과학 1학년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임)

(학생이 자신이 발표할 명언을 칠판에 적고, 명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발표함)
나는 상상력을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
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 안는다 - 
알버트 아인슈타인 -

② 지난 시간 확인
- 지난 시간에 배운 이온화 식에 대한 내용 진단평가로 간단한 쪽지 시험
 [모상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이온화 식을 사용하여 간단한 진단테스트를 한다. 이온화 식을 학생들이 직접

쓰고 문항을 푸는 활동으로 이온화 식을 모상 모델에 해당하며, 학생들이 직접

모델을 사용하지만 모델을 이용하여 문제 풀이 하는 수준인 모델 사용 학습 접

근에 해당한다.

쪽지 시험 내용 다 같이 확인 : 산, 염기의 정의와 반응식 정리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진단평가의 내용을 교사가 학생 전체와 함께 풀이를 해주는 과정으로 이온화 식

을 사용하여 칠판에 판서를 하며 설명한다. 이때 이온화 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은 개념 과정

모델에 해당하며 교사 주도에 의한 교육 과정 모델 학습으로 볼 수 있다.

③ 본 수업 진행
 - 산과 염기의 반응에 대한 삼행시 짓기 활동 및 학생 발표

T 자. 조00 한데요~
Ss 빨리 운 띄워 주세요. 선생님이
T 0
S1 조개 껍데기에 산을 넣으니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T 0
S1 은을 넣으니 반응이 없다.
T 0
S1 서서히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해간다.
Ss 와~~ (박수)     (다른 학생 발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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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질의 전도성 설명
염산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을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교사가 판서를

하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개념을 설명하므로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다.

*　산성과 염기성에 대한 내용 설명, Ph의 숫자에 대한 내용 설명
[도해 표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산과 중성 염기성의 숫자를 설명하는 Ph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사용하여

설명한 도해 모델 사용이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다.

*　중화반응 설명 : 화학식을 이용한 모형 사용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중화반응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을 내는 부분을 설명하

여 이온화 식을 이용하여 개념을 설명한다.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났으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이다.

▶ 칠판을 이용해 비커 그림을 그리고, 화학식을 이용하여 중화반응을 설명
T 중화 반응을 들어 갈 건 데요.
        산 H+를 산과 그다음 수산화이온을 내는 염기가 만났어"
T 그렇지? 그러니까 산을.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여 이런 수소이온들도 있

고…      그 다음에 어떤 음이온. A라는 나왔다 치자. 음이온의 종류에 따
라 산의 종   류가 달라지지 그 다음에 염기.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이온을 내고 어떤 양이온을 내어주죠. 그쵸?
T 그런데 얘네들이 산인지 염기인지 확인할 때 여러 가지 지시약을 쓰잖

아요.       BTB에 넣었다. 어떤색?
Ss 노란색
T 노란색. 얘는?
Ss 초록색
T 파란색. 

 자 이랬던 얘네들을 혼합게되면. 산과 염기를 혼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산에 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에 있는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한
다는 거지.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결국에는 H+ 하나와 OH 하나가 만
나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물분자가 만들어지지 (H2O를 판서) 그리고 얘
네들은 그냥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거지. (판서를 하며 설
명)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 H2O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할까

Ss 중화반응
T 중화반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지.

 자. 여기서 보면 이 두개를 만났을 때, 산과 염기가 만나서 BTB 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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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의   물질과 파란색이었던 물질이 만났을 때 얘는. 
 중성이니까 얘는 이제 뭐가 되니?

Ss 초록
T 그렇지 초록이 되겠지.
       그래서요. 산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성질들. 염기가 가지고 있던 공통

적인 성질들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사라지지. 물이 만들어지면서 
그치? 산성이 사라지고, 염기성이 사라지고 이런 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 지는 거지. 이걸 우리가 '중화반응' 이렇게 얘기를 하는거
지.

* 알짜이온과 구경꾼이온에 대한 설명, ppt를 이용하여 설명
▶ 화학식을 이용한 모형 사용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이온 반응식을 쓰는 활동을 학습지를 이용하여 순회 지도를 하며 활동함.

이온화 식을 쓰는 방법을 설명하며 판서를 하며 설명한다. 개념 과정 모델 사용

이 나타났으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학습 접근이 나타난다.

④ 수업 마무리
- 중화반응 학습지 빈칸 채우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함.

  

나. 2차 수업 분석 : T3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3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10와

같다.

T3 교사 2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10학년 융합 과학

대단원 Ⅲ. 변화와 다양성

중단원 및 소단원 2. 생물 다양성과 유지 1.지질 시대의 환경과 생물 다양성

성취기준

[10통과07-01] 지질 시대를 통해 지구 환경이 끊임없이 변

화해 왔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오늘날의 생물

다양성이 형성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화석 표본

표 165. T3 교사 2차 수업 주제

① 과학 명언 발표 (학생 주제 발표)
 - 학생이 과학명언을 발표하고, 동료 평가를 한다. 학생부의 과목 세특 특기사항으로 
기록함 (통합 과학 1학년 모든 반에서 공통적으로 수행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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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입 오늘 수업이 진행될 부분 안내 및 준비. 지필고사에 대한 안내 및 오늘 수업
에 대한 안내

③ 본 수업 진행
 - 지질시대와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수업 안내.
 * 지질시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 제시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지질 시대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한다. 도해모델로 분류

하며 교사 주도의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

* 익룡의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익룡의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
T     지질시대는 46년전부터 현재까지. 지금은 우리 주변 환경이 어떻게 어떤 

생물이 사는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알 수 있지. 
      아주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어떤 생물이 있었고 이런 것을 관찰을 못하잖

아. 그래서 간접적으로 화석을 관찰하여 여러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화석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16쪽에 보면 익룡의 진화가 있어. 익룡의 진

화, 익룡은 어떻게 진화했느냐, 지금은 익룡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으니까 익룡이 어땠을까 화석으로 아는거 에요. 화석으

로
그래서 16페이지에 보면 가나다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걔네들 특징이 조금씩 달라. 다른 이유는 익룡이란 아이들이 원래는 하
늘을 날아다니는 애들인데, 주로 하늘에 있던 아이들이 육상생활에 적을 
하면서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육상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
하는 게 맞을지. 어떤 게 하늘에서 날기 적합한 모습이었겠고, 어떤 것
은 육상생활에 적응하기에 편한 모습이었겠다.

T     일단은 이 표에다가 얘네들의 특징을 써봐. 써보고 주둥이는 뭐 짧다 길
다. 목도 길다 짧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어떤 것이 일상생활에 더 적
합하게 변해 왔을지. 

T 그 다음에 얘들아. 순서를 한번 써봐. 어떤 순으로 진화했을지
       뭐가 제일 먼저 였겠고. 뭐가 제일 후였을까"

 * 익룡의 세 가지 종류의 모습 그림 제시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익룡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익룡의 진화 순서에 맞게 그 특

징을 강조하여 제시된 익룡의 비율모형을 제시한다.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모

델을 화면을 통해 제시하였으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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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의 생성과정에 대한 설명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석의 생성과정을 화면을 이용하여 지층이 쌓이고 화석이 생기는 과정을 그림

으로 제시한다. 이는 개념 과정 모델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화석의 재결정 작용에 대한 설명
T  화석이 생성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치되,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

느냐, 일단,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 생물의 유해나 퇴적이 되는데 빠르게 매몰이 되어야 하는데, 뭐 되

기 전에? 회손되기 전에 빠르게 매몰이 되어야 된다. "
T  그 다음.

생물체를 이루는 원래 성분이 재결정작용, 말 그대로 결정이 다시 만들어 진
다는거지. 그러니까 빠질 부분은 빠지고, 다시 결합되는 부분은 결합이 되는 
재결정작용이나 탄화작용은 뭐냐면 탄소만 남게 되는거. 그러니까 우린 유기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어떤 원소들로 되어 있어? 주로 탄소. 수소. 질소 
이런걸로 되어 있잖아. 걔네들 중에서 수소나 산소 질소 이런 애들은 좀 빠져
나가고 열과 압력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탄소만 남게 되는것을 탄화작용

T 그럼 치환을 뭘 얘기하는 거야. 치환?
Ss 바뀌는거
T 바뀌는거. 그렇지

바뀌는게 치환이잖아. 그러니까 생물체에 있던 구성성분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다른 물질들 광물질들로 채워지는게 치환이야 치환.
자 이런 화석화 작용을 거치게 되면 화석이 될 수 가 있는거죠. 화석이 
생성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 쉽지 않게 만들어진 이런 화석을 통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과거 지구환
경이나, 그 다음에 생물의 진화단계라든지, 또는 이 지층이 언제 만들
어 졌느냐. 그 다음에 과거에 모습을 알 수가 있겠지.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석의 생성과정 중 재결정 작용을 치환 과정에 비유하여 자세히 설명한다. 이

는 개념 과정 모델에 해당하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접근에 해당한다. 이 부분

의 설명에서는 같은 주제를 수업한 T2 교사는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을 지구과

학적인 측면에서 지층이 쌓이고 화석이 생성되는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하였다

면, T3 교사는 지층이 쌓이는 부분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갔지만, 화석이 치환

이 되면서 암석화 되는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3 교사



- 511 -

의 전공은 공통과학이며, 부전공은 화학으로 생물이 화석으로 변화 되면서 암석

화 되는 과정을 화학의 개념인 치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과정을 찾아볼 수 있

었다. 이 부분은 교사의 전공과 배경 지식이 특성에 따라 중점을 두고 설명하는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④ 화석 관찰 실험 안내
모둠별로 화석 표본을 관찰하는 실험에 대한 안내

T  자, 아는거 이제 몇 개 있는데 
  여기안에 삼엽충도 있구요. 암모나이트도 있고, 공룡뼈도 있고. 
  근데 너네들 이런 걸 보고 나면 조금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런 표본을 보
여주잖아요. 그쵸? 이것들은 다 오랜시간 지질 속에 거쳐서 우리한테 온 아
이들이니까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Ss 얼마에요?
T 화석이 얼마냐고? 비싸다
Ss (웃음)

화석에 대한 실험을 안내하는 부분에서 화석을 소중하다라는 수준에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간다. T2 교사가 화석의 가치에 대해서 길게 언급한 것과 차

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⑤ 화석 관찰 실험
관찰 방법에 대한 안내 (활동지와 화석 표본을 나눠주며)
모둠별 화석 관찰 시작

T 어떤 것은 돌처럼 되어 있지만, 아직은 잘 부스러 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히 만져주시고, 여기 안에 책자도 있어. 화석종류는 15종이야 15가지의 
화석이 있고
여기 책이 한권씩 다 들어 있을꺼야. 책을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의 설명이 
다 나와 있어.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고, 얘네들 특징은 뭐고, 환경은 어땠나.
잘 나와 있으니까 화석을 공부 하시고, 그 다음에 활동지가 있어요. 활동지
에다가 각자 이 15개 화석을 보고 자 번호는 여기 나와 있는데로 1번부터 
15번이야. 화석이름 쓰시고, 대부분은 하나지만 두세개 있는 표본도 있거든. 
걔네 개수 써주시고, 생성시기는 고생대인지, 중생대인지, 신생대인지, 환경
은 뭐 바다인지 육지인지 뭐 이런 거. 관찰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
려도 좋구요. 보고나서 알게 된거. 뭐같이 생겼다. 간단간단하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모둠별로 나와서 표본 가져가시고 

T 자 열어서 조심히 조심히 관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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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을 관찰하는 실험으로 T2 교사의 수업에서 1, 2 차시에 걸쳐 수업된 부분

이 T3 교사는 한 시간에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화석 관찰 활동은 간단히

학생들이 직접 화석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바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짧게

이루어졌다. T2 교사와 T3 교사의 전공 특성상 각기 같은 주제에 대해 더 중요

하게 설명하는 개념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실천적 지식의 특성으로 같은

내용이라도 교사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⑥ 수업 마무리
관찰한 화석을 제출하도록 하고, 수업을 마무리 한다.

다. 3차 수업 분석 : T3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3 교사 3차 수업 1-C반

교과목 (교육 과정) 통합 과학 (2015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환경과 에너지

중단원 및 소단원 생태계와 환경 02 생태계 평형

성취기준
[10통과08-02]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 평형

이 유지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환경 변화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

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토의할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 자료, 학습지, ppt

표 166. T3 교사 3차 수업 주제

① 오늘 수업 안내 
오늘 수업 안내
지난 시간에 배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대해서 정리
●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설명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면으로 먹이 그물의 예를 제시하며 설명한다. 먹이 그물 모형은 도해 모델이

며,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

② 멸치 해부 실험 안내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식재료로 쉽게 볼 수 있는 멸치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생명을 다루는데 조금 더 거부감이 덜 하다는 것을 설명

T    ..... 그래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알아 보기 전에 우리가 해부를 한 번 해본
다 했는데, 멸치해부 들어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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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웅성 웅성)
T 만만하게 보지마, 자 이 아이야
Ss 오~
T 크지? 옛날에는 해보하면 막 살아있는 애들을 실험하고 그랬거든. 선생

님도 대학 다닐때 살아있는 아이를 마취시킨 다음에 가르면은 심장 뛰
는거나 허파 뛰는거나 다 보이잖아요. 
그런 거를 뭐 개구리, 닭, 쥐 다 해봤어. 그런데 한번은 개구리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황소개구리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마취가 어떤 모둠에
서 덜 됐나봐. 그래서 얘가 해부판에 앞핀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거
든. 팔을 다 묶어 놨었어. 근데 얘가 깼어. 고통스럽잖아. 배는 갈라 놨
고. 얘가 앞정을 딱딱 뚫고 실험실을 뛰어 다닌거지. 허파는 막 나와 
있는데, 그래가지고 걔를 다시 잡아다가 다시 마취시켜가지고...

Ss     웅성 웅성)
T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해부가 너무 싫어. 
        선생님은 해부가 너무 싫은데.
        다행히 이 마른멸치해부. 전혀 거부감이 없어 (웃음)
T 마른 멸치를 물어 불려 놨어요. 잘 불려 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해부하기 괜찮더라고...

해부와 관련된 일화를 들려주는 사례로 T3 교사의 전공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

이라고 볼 수 있다. 전공은 공통과학이지만 생물을 복수전공 하였으며 가장 좋

아하는 과목도 생물이라고 하였다. 생물과 관련된 일화를 자세히 설명하고 이

주제를 3차 모델링 수업의 주제로 결정한 이유도 바로 T3 교사가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공 주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멸치 해부 실험 방법에 대한 안내
* 현미경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
* 플랑크톤의 관찰 방법 안내
 [비율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플랑크톤의 사진을 보여주고, 화면을 통해 플랑크톤
의 사진이 아닌 플랑크톤의 구조를 간단히 나타낸 비율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고 설
명한다. 비율 모델, 교육 과정 모델 학습에 해당한다.

③ 멸치 해부 및 위 속 플랑크톤 관찰 실험 
모둠별로 현미경과 준비물을 가져간 후 관찰 실험을 시작한다.

T 자, 내용물 긁어낸 다음에 스포이드로 물 한방울 떨어뜨리고 
커버글라스로 옮기세요. 자 거기까지 됐으면 현미경 갖고 오세요. 
최대한 얇게 만들어 주셔야 돼. 그래야 관찰이 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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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이거 눌르면 되지?
S2 이걸로 긁으라니까
T 얇게 펴주고, 커버글라스 덮고, 공기 안 들어가게.
S3 할 줄 알아? 
S4 보여? 오~
T 이걸 가장 높이 올린다음에 내리면서 눈으로 보면서 맞추는 거야
S5 아무것도 안보여.
T 여기보면 배율이 써 있지?
S3 노란색이면 100배 아냐?
T 여기 배율이 써 있잖아. 저배율부터 먼저 올리고, 눈으로 보면서 내리

면서.
T 잘 보여?
S5 네. 잘 보여요. 
S6 선생님이 100배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
S7 보여? 가만히 내비둬 봐
S8 어우. 
S8 어. 봐봐
S9 사진 찍어 사진
S8 거기 새우 있어?
S7 새우? 어. 보일락 말락 한다.
T 자, 다 됐으면 얼른 스케치 하시구요. 자 스케치하자

* 현미경 관찰을 끝낸 후 활동지에 관찰한 플랑크톤을 스케치한다.
④ 실험 마무리
- 실험 도구를 정리하고 활동지를 마무리 한다.

⑤ 개별 모델링 활동
관찰한 플랑크톤을 스케치한 그림을 보고, 멸치의 먹이 관계를 생각해보고, 멸치의 먹
이 그물을 그려보는 개별 모델링 활동을 안내한다.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관찰한 플랑크톤을 바탕으로 활동지에 개별적으로 멸치의 먹이 사슬을 그려보

는 활동이다.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멸치 위의 플랑크톤을 관찰 스케치 하였고,

이를 보면서, 멸치의 먹이 그물은 어떠할지를 생각해보면서 먹이 그물 모형을

스스로 구성하는 학습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일반적인 먹이 그물이 아니라 멸치

의 먹이 그물을 그려보는 수정이 일어나므로 모델 수정 학습 접근으로 볼 수

있다.

⑦ 수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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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둠별 학습지와 개별 모델링 학습지를 제출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T4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4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4 교사 1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중단원 및 소단원 분자의 구조 2.분자의 극성

성취기준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공

수업자료 학습지, 모둠활동지, 진단평가지

표 167. T4 교사 1차 수업 주제

① (도입) - 지난차시 확인 및 과제 확인
② 이전차시 개념 확인 및 설명
이온결합 :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빵을 먹는 것으로 비유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 500원짜리 동전을 전자라고 생각하면, A학생이랑 B학생에게 500원짜리가 하
나씩 있어. 둘이 빵집에 가서 빵을 사려고 해. 그런데 500원으로는 빵을 살 
수가 없어, 그럼 A가 B의 돈을 뺐으면 되지? 그러면 그게 전자라고 했으니
까, A는 전자를 뺏어왔으니까 음이온이 됐지? 그런데 B는 뺏겼으니까 양이
온이 된거야. 그런데, 이건 이온결합 상황이고…

    공유결합은 A랑 B랑 사이좋게 돈을 모아서, 빵을 하나 샀어.
    그런데, 빵을 반으로 잘라야는데, 4:6으로 잘랐어. 그러면 A는 4만큼 먹었으

니까, 100원 어치만 뺏긴거고, B는 6만큼 먹었으니까, 100원어치 더 먹은거
지? 즉 부분적으로 이득인거지? 이게 공유결합이다. (중략)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을 빵을 먹는 것으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비유를 통한 모

델이며, 교수적 목적을 가지고 교사가 주도하여 설명하는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극성 공유결합, 쌍극자 모멘트 등에 대해 판서를 하며 설명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이온화 식을 판서하면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설명한다. 화학 과목에서 빈번

하게 등장하는 모상 모델의 사용이다(그림 71).

그림 71. 모상 모델의 사례: 이온화 식을 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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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학습 확인 - 진단평가
 - 거꾸로 수업 영상을 통해 예습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5 문항의 진
단평가 수행, 모둠별로 논의하면서 답을 확인할 수 있다.
극성 공유결합, 공유 결합 등에 대한 정의를 교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정답확인 함.
극성 분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드 마카로 비유하며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극성 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보드마카 두 개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보드마카에 극성분자를 비유하며 극성분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교

수적 비유적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T 이게 자석이고 이게 자석이면 당연이 붙지? (보트마카 두 개를 손에 들
고)

S 네
T 자석 조각은 떼어내기 힘들고 철 조각은 떼기 쉽지? 이럴 때 분자와 

분자 사이에 힘이라는 게 있어. 물이 기체가 되려면 서로 멀리 떨어지
는 거자나?
결국 극성분자들은 떼어내기 힘들지? 그런데 무극성분자들은 +,-가 없
지. 그렇기 때문에 떼어내기 훨씬 쉬워요.
기름은 왜 끊는점이 높을까?

S 분자량이 커서요.

④ 모둠활동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모둠별로 활동지의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의함. 교사는 순
회 지도를 하며 학생들을 지도함.

⑤ 모둠활동 정리 및 발표
정답을 찾은 문항을 학생이 설명하도록 함. 1, 2번 문항에 대해 학생들이 정답을 발표
하도록 한 후,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해줌.
비공유 전자쌍 화학기호 표시(칠판에 판서)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비공유 전자쌍의 이온화 식을 판서하면서 설명한다. 화학 과목에서 빈번히 등장

하는 화학기호를 이용한 모상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⑥ 수업 마무리
 수업 마무리 및 시험 일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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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 수업 분석 : T4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4 교사의 2차 수업의 주제와 단원, 해당 교육 과정의 성취기준은 다음 표 13

과 같다.

T4 교사 2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아름다운 분자 세계

중단원 및 소단원 분자의 구조 2.분자의 극성

성취기준
화1304. 루이스 구조를 통해 공유 결합의 성질과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결합의 극성을 설명할 수 있다.공

수업자료 학습지, 모둠활동지, 진단평가지

표 168. T4 교사 2차 수업 주제

① (도입) - 지난 차시의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

 수행평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문제풀이 중 어렵게 생각한 부분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함.

T 과학이란 무엇이지? 
S 사이언스
T 영어을 묻는게 아니지.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거라고들 말 하잖아. 탐

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 관찰, 관찰이지. 
Ss 관찰, 관찰(몇 몇 학생들 답변)
T 어떤 실험을 할 때 과정도 중요하지만 실험을 할 때 너희들이 뭔가를 

썼잖아. 외형들을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학기 끝날 
때쯤. 관찰, 추론에 대해 말했잖아. 매사에 돌아다닐 때, 관찰을 하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게 뭐야 분자의 구조, 모양, 합성 이런 것들이 
잖아. 우리가 배우는 모양이 5가지지? (중략)

② 형성평가 확인
 지난차시 수업에 이어 학습지의 형성 평가 문제를 풀이함.
 지난 시간에 모둠활동으로 해결한 문제이며, 교사가 문제를 풀이해 줌.
수소화합물에 대한 결합 방법에 대해서 설명. 센터의 결합을 걸그룹에 비유해 알기 
쉽도록 설명함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수소 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수소의 능력을 걸그룹의 센터에 비유하여

설명함.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남.

T 2주기 원소인데 수소화합물이야. 2주기 원소를 떠올려 보면……. 리튬은 
어차피 결합해 봤자 이온결합이고, 베릴륨은 공유결합해도 4가 안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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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가 나오는건 탄소부터야. 탄소, 질소, 산소…. 
        물론 플루오린도 있지만, 어차피 플루오린은 중심에 있는 애가 아니지? 

여러분이 잘 아는 걸 그룹을 보면, 센터에 있는 애들이 능력이 좀 있어
야 된다고 했죠? 어떤 능력?

S 외모
T 그래, 외모도 있지만, 춤, 노래 등 여러 능력이 있어야 하잖아. 즉, 센터

에 있으려면 두 번은 결합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떠올
리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안보이는 예시를 제시하고 있지.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것을 예를 들지? (중략)

③ 모둠활동 문제 풀이 진행
 - 학습지의 형성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로 토의를 하며 형성평가 문제를 
해결한다. 교사는 순회를 하며 모둠 활동을 격려한다.
모둠활동 결과 정답 풀이 활동
모둠장을 지목하여, 문제를 풀이하도록 함.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형성평가 문항을 설명하면서 문제에 나타난 분자결합 모형을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한다(그림 72).

S1 그림을 보면, AB2와 BC2가 있는데 가운데 하얀색이 B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B가 전자를 더 세게 당겨서 전자는 마이너스 극성을 띄
니까, 그래서 B가 델타 마이너스가 된 거고, A가 델타 플러스가 된 거 
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풀이 설명 계속)

그림 72.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상모델

의 예시

T 부연설명을 하면, 3번 문제 뒤에 보면 조건이 있죠? 단, A～C 는 2주
기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이런 말이 있지? 이걸 보면 2주기 원소라는 
말이야. (중략)

형성평가 문제에 분자구조 모형의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이한다. 학생이 먼저 설명을 
하고,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함. 나머지 문항은 교사가 직접 강의식으로 구두로만 설명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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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상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에서 공유결합 문항을 풀기 위해 이온화 식과

분자 모형을 이용하여 문제를 푼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모형을 이용에 문제

를 풀어보는, 즉 모델을 사용해 보는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난다.

⑤ 모둠활동
모둠별 스케치북을 가지고와 모둠활동 시작. 모둠별 포트폴리오로 모둠활동 시에 만드
는 결과물을 스케치북에 작성하여, 모아놓는다.
모둠별로 분자의 극성에 따른 분자 구조의 모형을 모둠별로 그리고 있으며, 교사는 
순회를 하며 조언을 하고 있다.
[모상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활동에서 분자 구조의 모형을 모둠별로 그린다. 앞선 형성평가에서는 이온

화 식을 이용한 문제 풀이에 그쳤다면, 이번 모둠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모둠별

로 분자의 극성에 따른 분자 구조의 모형을 모둠별로 나름대로 알기 쉽게 분자

모형을 직선형, 평면삼각형 등 나름대로 구조의 차이점을 다양한 색을 이용하거

나 특징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난다.

⑥ 수업 마무리
종이치자 모둠활동을 마무리 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도록 지시함.

다. 3차 수업 분석 : T4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4 교사 3차 수업 2-A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화학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닯은꼴 화학 반응

중단원 및 소단원 산화 환원 반응 01. 산화와 환원

성취기준
화1401. 광합성과 호흡, 철광석의 제련과 철의 부식이 산소에 의한

화학적 산화 환원 반응임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활동지, 실험 준비물(12홈판, 시약, 금속조각등)

표 169. T4 교사 3차 수업 주제

① 오늘 수업 안내 
오늘 실험 수업에 대한 안내 및 과학의 본성과 모형에 대한 설명

T 얘들아 만지지마 위험해 (책상위의 실험도구를 만지는 학생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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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용액이 든 삼각 플라스크를 보여주며)
황산구리 먹으면 죽는다. 이게 바로 청산가리야. 독극물이야

S 진짜?
T 모른단 말야?

그리고 오늘 실험하는 이유는? 우리는 전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적
인 사고를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본인이 직접 탐구 실험
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아.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실험 자체가 탐
구방법으로 진행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확인 실험을 할 껀데.
어제 영상(거꾸로 수업)에서 본 것처럼, 어떤 금속과 어떤 용액인 반응
을 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킨다 라는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여
러분이 실험을 해보면, 기억에 많이 남겠지?

S 네
T 여러분 시험을 보거나 하면, 과학에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많이 나오잖

아. 사회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지만, 과학에는 그림이 많이 나와.
S 네
T 그림이 훨씬 머리속에 기억에 많이 남지

여러분들이 20년뒤에 반창회를 했는데, 서로 만났어. 물론 현대의학이 
발전해서 못알아보는 경우가 있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20년 후에도 
남아있어. 이름은 기억 못해도 얼굴은 기억이 날거야.

표상과 이미지 즉, 모형을 사용하면 기억에 많이 남는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설

명하며, 직접적으로 과학의 본성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② 지난 차시 개념 확인
칠판에 적혀있는 화학 반응 순서를 나타낸 원소기호를 보고 학생들이 어떤 원소인지 
읽어 보도록 학생을 2명을 지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반응 순서에 대해 설명한다.

이온화 경향 판서
KCaNaMgAlZnFe∋SnPb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이온화 경향 순서를 판서하며, 원소기호를 이용한 모상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반응성에 대한 설명, 칠판에 원소기호와 반응과정을 적으며 설명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원소 기호와 반응식을 함께 판서하며 이온화 경향 순서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원

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개념 과정 모델이 교사에 의해 제시된다.

T 이런 원소기호들은 잘 구분 하고 있어야지? 이정도 원소기호는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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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아연, 납, 주석들을 가르키며)

부등호가 이쪽으로 크면 클수록 산화가 잘 된다. (칼륨 쪽)
금속이 화학 반응 한다는 건,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무조건 산화한다고 
보면 돼. 금속이 비금속과 만나면 요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쓰지?

 나트륨이 결국 나트륨 이온이 되야하니까, 전자를 내보내야돼. 그래서 
금속이 반응한다는건 결국 산화 한다는거야.

 요 앞쪽에 있는건 산화를 잘한다는 거고, 금속이 산화를 잘한다는것은 
반응성이 크다 이런표현을 쓴다는 거야.
[원소기호와 반응식을 판서하며] 

        반응성이 큰금속 + 반응성이 작은 금속 양이온.. (중략)

③ 실험 안내
시약 4가지와 12홈판, 금속3가지의 종류를 설명
실험 과정 중 주의점에 대한 안내함. 단, 자세한 실험 과정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
음. 실험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준비물과 주의점만 간단히 안내 한 
후 모둠별로 알아서 실험할 수 있도록 진행. 탐구 활동지 역시 나눠주지 않았으며, 
단, 거꾸로 수업 영상을 통해 오늘 실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습하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로 유튜브에서 금속의 반응성 실험에 대해 검색하여 모둠별로 2-3가지 
미리 보고 올 수 있도록 하였다.

T 여러분들 테이블에 시약이 몇가지?
S 4가지
T 4가지가 있어요.

여기 구멍이 12개지? 12홈판이야.
시약이 4가지야, 근데 내가 주는 금속은 3가지.
요거는 판때기를 가위질한겁니다. 9반 친구들이 
요거 무슨 금속?

S 구리
T 요거는 아연, 요거는 마그네슘

근데 마그네슘이 검지? 공기중의 산호와 만나서 산화된거야. 그래서 테
이블에 칼이나 가위를 이용해서 표면을 잘 긁어내면돼
시약은 4가지, 금속은 3개니까
금속을 몇 개 가져가야돼? 

S 4개씩
T 그렇지 4가지 시약이랑 다 반응을 해야니까

시약은 먹지말고 손에 묻으면 잘 닦으시면 됩니다. 
시약과 금속은 수조에 잘 넣으세요. 그리고 12홈판은 제자리에. 
다른 반 실험하게. 물론 정리는 끝에 5분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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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져가요. 알아서 해.
(학생들이 모둠별로 일어나 알아서 실험도구를 가져오고, 실험을 시작
한다. 어수선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활발히 실험에 참여한다.

간단한 실험에 대한 안내 후 메뉴얼이 있는 실험이 아닌, 열린 탐구를 시작함.

④ 실험 시작 – 모둠 활동
모둠별로 실험도구를 모두 가져온 후 실험 시작.
일부 아이들은 가위를 이용하여 금속판에 코팅되어 있는 ‘녹’을 제거한다.
학생들이 실험 도구를 준비한다. 앞에 준비된 교사 테이블에서 시약 용액을 비커에 
덜어가고, 금속을 가져간 후 가위로 금속 표면에 보식된 부분을 긁어낸다. 탐구활동지
에는 탐구 과정에 안내 되어 있지 않고, 탐구 관찰 결과에 대한 질문만이 적혀있다. 
12홈 판에 시약을 담은 후 금속을 넣고 반응을 관찰한다. 어떤 시약을 넣었는지 혼동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홈 판의 해당 용액의 위치에 용액을 위치시키기도 한다.
금속을 먼저 넣고 용액을 넣는 모둠도 있고, 용액을 먼저 넣고 금속을 차례대로 넣은 
모둠도 있다. 또한 하나 둘 셋 하며 동시에 금속을 집어넣는 모둠도 있다.

S1 변화가 일어나?
S2 일어나야 정상인데?
S1 (활동지를 가르키며) 그림 그리는 거야?
(홈판앞에 어떤 용액을 넣었는지 종이로 명찰을 만들어 표시한 모둠도 있다.)
S3 선생님, 반응을 하는게 반응성이 더 좋다는 거에요?
T 그렇지
S4 석출되는 건요?
T 석출된다는 것도 반응을 하니까 석출이 되는거지
S3 반응이 된다는 것은 용액이 반응성이 좋다는 거에요? 금속이 좋다는 

거에요?
T 지금 우리 실험 주제가, 금속의 반응성이니까 금속을 알아보는 거지. 

금속이 반응한다는 얘기가 아닐까?
S5 반응이 얘도 된다. 얘도 되네? 마그네슘이 앞에 있으니까 잘 되네.
S6 원래 색깔이 이런가?
S5 원래 파란색이야
S7 이거 뭐야? 갑자기 이래?
S8 갑자기 아니야, 이렇게 계속 됐어.
S8 이건 아연이고, 이건 구리고….
S7 구리는 반응성이 젤 작으니까 가만히 있네.

마그네슘과 마그네슘은 반응을 안하네.
S9 마그네슘이 반응성이 젤 크니까. 
S7 와 완전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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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 석출 되는거 아니야?
S9 응 맞아. 석출 되는거야
S7 얘는 왜 반응성이 없지?
S8 얘는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을 넣어서 반응성이 없지.
S7 아항
S9 마그네슘이 반응이 잘 나타나고, 구리가 가장 안 나타나.

반응성은 색이 변하고, 기포발생하고, 석출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어.

그림 73. 모둠별 금속 반응 실험 모습

⑤ 실험 결과 정리 – 전체 정리
- 실험 과정 중 시간 설계를 한 모둠에 대해 설명

똑같이 진행한 열린 실험 이었지만, 시간 조건을 같게 탐구 설계를 한 모둠의

실험방법을 소개함.

T 실제 실험은 별거 아니야. 확인해 보는 실험인데
마그네슘은 실험이 잘되죠? 반응이 잘 보여. 염산, 황산아연, 황산구리
물론 여러분들의 실험을 훑어보니까. 

        저쪽 조에서는 “ 하나 둘 셋 퐁당! ”
S1 무슨 뜻 이야?
S2 동시에 넣었어요?
T 동시에 넣으려고 생각을 한 거야.

동시에 넣은 것도 중요 한거야.
SS 오~~~, 진짜 했어?
S3 했어~
T 잘 생각해봐, 반응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실험을 하면 누가 

더 빠르게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반응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빠른지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저 조에서 이러한 시간적인 설계도 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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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과정에서 발생했던 오차에 대해서 설명한다.

T 물론 실험은 많이 하면 좋지만, 자주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탐구실험은 아니지만, 간단한 실험이라도 하면 좋단 말야.
혹시 아연을 다른 방법으로 해본 조 있나요?

S 뭐요?
T 껍데기를 벗기거나 한 팀? 아연도 마그네슘처럼 산화가 됐을 수도 있

단 말야. 하지만 아연을 벗겨도 크게 달라지진 않아. 원인은? 용액의 
농도가 낮아서 일 수도 있어. 하지만 아연을 벗겨보면 색이 다르지? 반
짝거려.
구리에 염산에 넣으니 표면에 기포가 생기지?

S 아니요!
T 안 생겼어요? 생길텐데...
S 안 생겼어요.
T 그래?

이게 뭐냐면, 염산에 구리를 넣음, 기포가 가끔 생기는 게 있어.
만약 기포가 생긴다면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근데, 이건 반응 순서 상 
맞는게 아니지? 혹시 구리에 기포가 생긴다면, 용액에 물이 들어있어서 
물 안에 들어있는 기포일 수도 있다는 말야.

예상된 결과와 같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오차가 나타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함.

*실험에서 반응을 보인 금속반응의 과정을 반응식으로 칠판에 판서하며 설명
[모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금속 반응 실험에서 금속이 반응이 나타나게 된 과정을 화학반응식으로 칠판에

판서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모상모델의 사용이 나타난다.

T 반응 순서상 앞쪽에 있는 금속은 반응이 잘 돼요. 뒤쪽으로 갈 수록 안
돼요

그리고 활동지에 보면, 딱 실험한 것만 그리는데… 더 자세한 내용도 
그려봐요.
칼륨 이온되면 +2가지?, 칼슘도 2가지? 왠만한건 다 +2야.
그러니까. 대부분이 2인데, 3이나 1인애도 있어.
반응을 했는데 A+B.+>>A+B> 이런거는 
반응을 했는데2A+B.2+>>2A+B> 이런거는 개수를 맞춰야지…

         (판서하면서 설명)
반응을 했는데 2A+B.3+>>2A+3B> 이런거는 개수를 맞춰야지…

         (판서하면서 설명)
마그네슘 이온반응식 판서하며 설명.. (설명계속)

실험을 통해서 모형에 대해 확인을 하고 모형을 통해 개념이해를 돕는다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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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강조함.

(실험과정에 대한 개념 정리를 모두 끝낸 후)
T       즉 이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보면, 금속이 이런 반응을 하는 구나, 확인

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겁니다.
⑥ 실험 뒷정리
모둠별로 실험도구를 정리하고, 실험 뒷정리를 한다. 

⑦ 수업 마무리 및 개별 모델링 활동 안내
실험에서 확인한 금속반응의 모습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지에 그려보도록 안내 
후 수업 마무리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개별 금속반응 모델링 활동은 다음시간까지 그려오게 하여, 교사 피드백 후 수

정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금속반응 실험을 반응식

으로만 정리한 것이 아니라 금속이 반응을 하게 된 과정을 나름대로 그림과 글

로 표상화하여 나타내는 개별 모델링 과정을 수행하였다. 그림 7과 같이 금속

반응 실험 결과를 금속에 나타난 기포의 개수나 금속의 색을 통해서 한눈에 알

아보게 모형으로 나타내거나, 그림 8과 같이 금속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모형으로 나타내었다. 이 예시와 같이 금속반응에 실험에 대

한 결과를 학생들 개별적으로 모델로 나타내 보는 학생 주도의 탐색적 모델링

이 나타났다.

5. T5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5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5 교사 1차 수업 2-B반

교과목 (교육 과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위기의 지구

중단원 및 소단원 2. 지구 기후 변화 4.지구 환경 변화

성취기준
지13204. 엘니뇨, 해수면 상승, 오존 홀, 사막화, 황사 등과 같은 현

상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70. T5 교사 1차 수업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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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업 준비
 - 수업 준비를 위해 학생 자리를 정리하고, 수업 진행 내용을 설명한다.

② 본 수업 시작
- 오존층의 파괴과정 설명, 오존의 화학식과 파괴 과정을 판서하며 설명
 ▶ 오존 화학식과 분해 과정 판서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오존층 파괴하는 물질이 뭐야?
화학식을 칠판에 적고, 한국말로 뭐죠?

S 염화플루오린탄소
T 이 물질이 오존층을 파괴하는데, 뭐가 오존층이야?

이 물질이 자외선을 맞게되면, 염화 플루오르가 빠져나오고, 오존층에
서 자외선을 흡수해서 산소 분자와 산소 원자로 쪼개지는데 (판서하며) 
이런식으로 오존이 됐다가 산소분자가 됐다가 왔다 갔다하 는데, 염소
가 이 과정을 방해해서 염소가 산소원자랑 결함을 해서, 여기에 있던 
산소 원자들이 사라지니까, 오존층이 파괴되는 거지? 맞아요?

         염소 원자 같은 경우 반응 전과 후에 사라지지 않으니까, 뭐지? 화학시
간에 배웠잖아?

S 촉매
오존층의 파괴과정을 설명하면서 오존의 화학식과 파괴 과정을 판서하며 설명

한다. 이 과정에서 이온화 식을 사용하여 오존이 파괴되는 과정을 나타내므로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대류권의 기온분포 설명. 대류권 그래프를 칠판에 판서
 ▶ 대류권 그래프 모형 사용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대류권부터 보시면, (기온분포 그래프 칠판에 판서)
        대류권부터 열권까지 온도가 변화하는 원인이 다른데, 사실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곳은 여기 25Km부근, 성층권은 당연히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
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높은거야. 그런데, 왜 50km가 온도가 높은 걸까? 

S      복사에너지 방출?
T 그것보다... 온도가 가장 높은데는 상층 50Km부근이잖아. 자외선이 오

면 맨 위에서부터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여기부터 온도가 올라가기 시
작하는 거야 (상층 50km부근)을 가르키며…

대류권의 기온 분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대류권의 온도 변화 그래프를 칠

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대류권의 온도 변화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용하여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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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도해 모델의 사용이 나타나다.

사막화 현상 설명, 교과서의 사막화 분포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설명
 ▶ 세계지도를 사용하여 사막화 지역에 대해서 설명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사막화 현상 봅시다 사막현상은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현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막화 현상은 중국이 심하죠. 지구의 대기 순환을 떠
올려보면 
배운 거 기억나시죠 위도 30도의 대기대순환 잘 생각해봐 
203 페이지 교과서 탐구를 보시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장소의 그
림이 있어. 위도를 봐봐요~ 사막이 대략 30도 근처에 있지 ?
30도 근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적도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다시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적도쪽으로 돌아가는 흐름
이 있잖아.
맞아요?
여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30도 지역을 잘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하강 기류가 있잖아. 우리가 전에 배운 데로 고기압? 저기압?
(교과서의 세계지도를 보면서 설명한다.)

S 고기압? 저기압?
T 하강 기류가 있으면 고기압이잖아

30도 근처는 항상 하강기류가 있는 지역, 하강기류가 있는 지역은 온도
가 높다 낮다?

s 높아요
T 온도가 높지, 그렇지, 고기압 권역에 있으니까
S 네
T 항시적으로 고기압이 있는데, 이번 여름철에 우리를 아주 힘들게 했던,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의 위도가 37-8도가 돼. 

(지구 대기대순환 모형을 칠판에 그리며 설명)
S 좀 더 크게 그려줘요
T 축척에 맞게 그려야지

사막화 현상 설명하기 위해 대기대순환의 위도 30도 부근의 고압대를 설명, 지구의 
대기대순환 모형을 칠판에 그림
 ▶ 대기대순환 지구 모형 사용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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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화를 설명하면서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한다. 지도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부

분에서 지도라는 도해 모델을 이용하며 사막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개

념- 과정 모델의 사용이 나타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

가적으로 지구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칠판에 그리며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도

해 모델의 사용이 나타난다.

인공 강우 과정에 대한 설명
황사 과정 설명을 위해 저기압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와 편서풍을 타고 온다는 내
용 설명  ▶ 편서풍에 의한 황사의 이동 경로와 그 과정을 몸짓으로 표현하면서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황사, 누런 먼지잖아.
어디서?

S 중국에서.
T 몽골이나 중국의 사막지역에서 오지?

뭘타고 날라와요?
S 편서풍
T "겨울철에 주로, 사막이 얼었다가 해빙이 되면서 땅이 푸석푸석 해지

면…. 봄철에, 그 근처를 누가 지나가면?
S 편서풍
T 그 위에 편서풍이 지나가면 바로 우리한테와?

바람은 어디로 갈 수록 세지는 거야?
S 위로갈수록
T 뭐타고 바람이 가?
S 상승기류
T 뭐타고 올라가?
S 저기압
T 저기압이 상승기류, 저기압타고 올라가서 편서풍 타고 오는거지?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
주로 중국 북부나 몽골에서 퍼진 흙먼지 언제 많이 생기더라?

S 봄철
T 가을에도 많이 생기더라

황사 과정 설명을 위해 저기압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와 편서풍을 타고 온다

는 내용 설명하면서 교사가 몸짓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먼지가 발생하여, 저기

압으로 상승하고, 편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과정을 손짓을

이용한 몸짓 모델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적 비유적 모델 사용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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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생 주제 발표 – 황사에 대한 발표
 - 황사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조사해 온 후 학생이 학급 전체에 발표한다.

(학생이 발표)
S: 네, 황사에 대해 발표할 00 입니다.

황사는 중국과 몽골에서 먼지가 올라와가지고,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나 일
본 쪽으로 와서 가라앉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몽골이나 중국 사막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요즘 중국이 발전을 하면서 나무도 많이 자르고 공장도 많이 세워서 점점 심
해지고 있어요
황사가 봄철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토양들이 봄철에 녹으면서 잘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지게 된 것들이 바람을 타고 잘 날라오기 쉬워서 황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발생의 원인을 자세히 보면, 중국 쪽에 강한 저기압이 생겨서 공기가 올
라가게 됩니다. 이때 먼지나 흙 같은 것들이 같이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편서
풍을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할 때 황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황
사에도 이점이 좀 있다고 하는데, 황사 속에 알칼리성 성분이나 석회 같은 것
들이 산성비를 중화시키기도 하고, 해양 플랑크톤의 …. (계속 발표)

④ 동영상 시청 및 마무리
 - 엘니뇨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 한다. 영상과 관련된 언급은 따로 
없다.

나. 2차 수업 분석 : T5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5 교사 2차 수업 2-B반

교과목 (교육 과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다가오는 우주

중단원 및 소단원 천체 관측 01 별자리와 지구의 운동

성취기준
지14103-1. 적도좌표계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71. T5 교사 2차 수업 주제

① 학생 과학 주제 발표
 - 학생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미리 조사해온 내용을 발표한다.

② 본 수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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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구에 대한 정의 설명
천구를 구성하는 용어들을 설명, 주로 화면에 천구 플래시를 이용하여 천구를 구성하
는 각 부분을 설명한다.
▶ 플래시를 이용한 천구 모형 제시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면으로 플래시로 이용한 천구 모형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보여주면서 천구의

기본 명칭들에 대해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제시하는 시뮬레이션 모델

(플래시)이 사용된다.

- 자오선 설명을 위해 세계지도가 그려진 보조 칠판위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함
▶ 세계지도를 이용하여 자오선과 시간 개념에 대해서 설명
   [지도, 도해, 표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보조칠판에 그려져 있는 세계지도에 여러 시간권을 표시하고 자오선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도 모델을 이용한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T 그리고 여기에는 천구의 북극하고 천구의 남극하고 천정하고 천저를 
지나는 대원이 있잖아. 이 대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오선.
자오선은 보통 뭐라도 생각하셔도 되냐면, 경도를 연장한 선이라고 생
각하면돼. 우리나라, 여기는 일본이잖아. 우리나라는 경도로 따지면? 
127도 정도 될꺼야. 자오선은 사실 시각하고 방위를 나타내는 선이야.
지구가 자전을 하면, 결국 뭐가 다가오는 거야? 태양이 다가온다고, 태
양이 뜨고 질 때, 자오선을 지나면 몇 시? 시간?

S 낮 12시
T 반대편 경도선을 지나면
S 밤 12시
T 자오선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권에 대한 설명을 위해 플래시를 이용하여 설명
천구의 용어와 지평면에 대한 설명을 위해 천구 플래시를 이용하여 천구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설명
▶ 플래시를 이용한 모형 설명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자오선에 대한 설명을 위해 보조 칠판의 지도를 이용해 설명 한 후 다시 플래

시 화면으로 화면을 이용하여 시간권에 대해서 추가 설명한다. 천구의 시간권과

자오선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이 다중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태양의 고도를 설명하기 위해 몸짓으로 설명. 고도를 재는 방법을 손짓을 이용하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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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평좌표계의 태양의 고도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손을 이용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수직권이라고 했잖아. 어떤 천체가 있으면, 그 천체와 천정하고, 천저를 
지나는 대원을 그릴 수 가 있다. 아주 큰 원. 원래 이렇게 그렸을 때, 
요 지평면하고 수직권이 만나는 점, 그 다음 관측자하고 천체를 연결하
는 선, 요 걸 연결 했을 때 각도를 가지게 되는데, 요 각도가 고도인거
야.
고도는 내 땅 밑에는 고도를 잴 수 가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 땅 밑
에 고도 잴 수 가 있어? 못재잖아.
그러니까 요 친구는 0에서부터 90도까지를 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태양의 고도를 잰다. 나부터 태양을 연결하고, 내 머리하고 
발바닥하고 지나는 대원을 그려가지고 각도를 재면 되지?
지금 현재 태양의 고도는 얼마?
11시 20분정도 됐으니까, 30도 정도?
맞는지 안맞는지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면 돼
천정하고 천체까지의 사이의 거리 이거는 천정거리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럼 90-고도에 해당이 되겠네. 
우리는 입체적으로 천체의 위치를 알아야하니까. 그러니까 고도만 알면 
안되고…

지평좌표계를 이용하여 태양의 고도를 재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양손

을 쭉 뻗고 태양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고도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 몸

짓으로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교수적 비유적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플래시의 천구를 활용하여 지평좌표계의 방위각과 고도을 재는 모습을 보여줌.
▶ 플래시의 천구를 이용하여 방위각과 고도를 재는 시뮬레이션 모델 활용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교사가 자신의 몸짓을 이용하여 고도를 재는 방법을 설명한 후 플래시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방위각과 고도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지평좌표계의

방위각과 고도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모델이 다중성의 특징이 나

타난다.

춘분점을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지구의 공전 궤도 모형을 판서하고 춘분점에 대해서 
설명
▶ 칠판에 지구의 공전 궤도 모형을 그려 춘분점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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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춘분점? 춘분날 태양은 어딨어?

지구가 여기에 있을 때, 태양의 위치는 어디게? 태양의 위치는 여기방
향에 있지? 요쪽 방향에 있는 거야. 요기를 S1이라고 하면, 지
구가 공전해가지고 6개월 후에 요기 지나가면 S2.
태양의 위치가 지구가 공전을 하면 태양의 위치가 바뀌고 있는 거야.
다시 6개월 후에 태양이 지나가면, S3 이라고 적을 수 있겠네.
다시 지나가면, 요기 (S1을 가르키면서) 춘분, 봄이라고 해봐, 춘분날 
태양의 위치는 요기, 요 점이 뭐가 되는 거야? 춘분점
6개월 후에 지구가 공전하면? 지구가 이쪽에 있잖아. 하지겠지?

S1 쌤 3개월 아니에요?
T 왜 3개월 후야?

아........ 그래 3개월… 미안, 그래 3개월이야. 3개월…. 
그래 3개월이 지나면, 요쪽에 하지점을 지나서 태양은 여기 (S2 의 반
대를 가르키며)있으니까… 여기, 또 지나가면, 여기 동지점
이렇게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변한다고… 천구상에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은 추분을 향해 가고 있지? 9월 21일 
쯤이 추분이니까 태양의 위치가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가 기준점으로 삼는게? 춘분점

춘분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지구의 공전 궤도 모습을 그린다. 그리

고 이 궤도 위에 춘분점을 표시하면서 춘분점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표상화

하여 나타내는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

난다.

황도를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천구와 황도를 그림
▶ 천구 모형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황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칠판에 천구를 그리고 이 위에 황도를 표시한다. 추

상적인 개념을 표상으로 나타내어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③ 활동지를 이용한 개별활동
 - 천구의 명칭과 특성에 관한 개별 활동지 확인 활동 진행

④ 수업 마무리
개별 활동지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수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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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모델링 적용 수업

T5 교사 3차 수업 2-B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지구과학 Ⅰ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다가오는 우주

중단원 및 소단원 천체 관측 01 별자리와 지구의 운동

성취기준
지14103-1. 적도좌표계를 이용하여 천체의 위치를 나타낼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지, 우산, 매직, 학습지, ppt

표 172. T5 교사 3차 수업 주제

① 수업 분위기 조성 및 수업 안내
 오늘 수업에 대한 안내 

② (도입) 일주운동에 대한 개념 확인
일주운동의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질문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 낸다.
화면에 플래시를 이용한 천구를 제시하며 일주 운동의 방향을 설명한다.
▶ 화면에 플래시를 이용한 천구를 제시하며 일주운동 설명
   [시뮬레이션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화면의 플래시를 이용한 천구 모델을 제시하고, 조작하면서 일주 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③ 모둠 활동 시작 안내
우산을 이용한 천구의 모습을 확인하는 활동에 대해 안내

T ... 일주운동, 천체의 일주운동이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천체의 일주운동을 사실, 일주운동의 방향을 플래시로 확인만 

하는 것하고, 우산을 이용해서 실제 직접 확인을 해보는 거하고 많은 차이
점이 있어요.

    우리가 각 하늘을 바라봤을 때 북쪽하늘, 동쪽하늘, 남쪽하늘, 서쪽하늘 바라
봤을 때 이 천체의 일중운동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확인해 보
려고 선생님이 특별히 오늘 우산을 가지고 왔어. 우산

S 사비로요?
T   사비로는 아니고...
    우산을 사실.. 원래 예전에는 그냥 수업할 때는 선생님이 시범수업으로 보여

주고 말았는데, (시범 수업은) 그렇게 효과는 없는 거 같아서 오늘 특별히 
모둠 당 하나씩 준비를 했어요. 

    비닐 투명우산인데.. 요건 사실 좀 허접해요. 내가 아까 써보니까 내가 한번 
돌려봤는데 이게 벌써 빠지더라고, 꼭대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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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반도 같이 써야 되는거니까 조심히 고장나지 않게 잘하고.
    일단 하나씩 나눠줄거야. 좀 허접하니까 조심히 다뤄줘야 돼.
     그리고.. 조용히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나눠준 게.
    거기 별자리를 나타낸 그림 A4용지 하나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유성매직을 

하나 나눠줬는데 이게 실제 별자리의 움직임을 확인하려면 별을 그려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이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구매를 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그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가 이걸 준비 한 거
야. 

    거기 보면 A4 보세요. A4용 지, 하나씩 나눠준 A4 용지를 보면 거기에 북극
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지금 잘 보이는 별자리들이 나와 있어요. 
그림 보시면 그 그림을 보고 너희들이 표시를 뭘 하면 되냐면, 일단은 북극
성하고 저기 한 4~50도 정도 되는 별자리, 거기 오리온자리도 있고 그래요. 
보면. 사자자리도 보이고 별자리들을 두 세 개 정도만 5분 정도에 걸쳐가지
고 그렸으면 좋겠어.

    자 지금 그릴 수 있도록 하세요. 

우산을 이용한 천구 실험에 대한 안내를 하며, 과거에 우산을 이용한 시범실험

을 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모둠별로 학생들에게 직접 우산을 나눠

주고, 학생들이 직접 우산을 돌리면서 천구모형을 확인하는 활동을 준비했음을

안내한다.

④ 천구 모형 시범 실험
우산을 이용하여 천구 모형실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교사가 직접 우산을 들고 설
명을 한다.

▶ 우산을 들고 돌리며 천구 모형에 비유하는 방법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이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너희들이 이제 위도별로 천체의 일주운동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실제로 한번 해 볼 거에요.

        처음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북극에 있는 관측자의 천체 일주운동이 어
떻게 보이는지 그것부터 할거에요. 북극에 있는 관측자 .

        내가 이제 칠판에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건 지구를 옆에서 본 이런 
모양이에요. 지구 옆에서 지구를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북극에 사는 
관측자는, 북극에 사는 관측자 요렇게 서 있는거 맞아요?

S 네
T 내가 이렇게 서있게 되면 이렇게 될까 하늘이?

그렇죠. 이렇게 보이는거 맞아요? 지구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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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반시계
T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에 이렇게 해서 얘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해보세요. 실제 어떻

게 천체가 돌고 있는가?
보세요. 뚜껑 세워가지고, 천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위에서 회전
방향을 보세요. 위에서, 위에서 반시계 방향이에요. 회전방향이, 우주에
서 바라봤을 때 반시계 방향이고.....    (중략)

T 자 그럼 이 방향이 어디야? 이 우산의 끝의 방향이?
S 북극성
T 북극성이 있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요 아래쪽의 방위가 어디 에요?
        방위? 북극쪽이 있는 쪽의 방위, 방향?
S 북쪽
T 북쪽이지? 이쪽이 북쪽이잖아. 
        그럼 동쪽은 어디야? 동쪽은 오른쪽이네? 서쪽은?
S 왼쪽
T 왼쪽이네?
S 네
T 얘는 우주에서 보는 방향으로 반시계로 이렇게 도는데
        이렇게 돌려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을 때 반시계가 아니지. 
        선생님이 지금 하나 잘 못 설명한 게 있는데. 
       지구가 반시계로 돌면 천체의 회전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가 아니

고?
S 시계 방향
T 시계 방향, 반대로 돌려야지.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요 안에서 보세

요. 안에요. 그럼 천체의 회전방향이.. 어디서 떠?
S 동에서 
        (우산을 이용한 천구 모형의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 계속... 중략)
T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해보세요. 직접 다.

우산을 이용하여 천구 모형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교사가

시범으로 보여준다. 우산의 끝이 북극성이 되며, 우산을 돌리면 관측자가 관찰

할 수 있는 일주운동이 나타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른쪽, 왼쪽, 시계, 반시계 방향과 같이 방위와 회전 방향

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혼란스러워한다. 학생들이 바라

보는 방향과 교사가 설명하는 방향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 스러워하자 교사는

모둠별로 혼동되는 부분을 우산 천구 모형을 이용하여 직접 돌려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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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모둠별 순회 지도를 한다.

⑤ 모둠 활동
학생들이 우산을 이용하여 모둠활동을 수행한다.
▶우산 위에 별자리를 그리는 활동
   [교수적 비유적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은 모둠별로 투명한 우산 위에 매직으로 별자리를 그린다. 별자리를 그리

는 과정에서 우산의 바깥쪽이 그리는 모둠과 우산의 안쪽에 별자리를 그리는

모둠이 있다. 별자리를 그려 우산 자체를 천구에 비유한다. 이때 학생들이 모델

을 사용하는 단계의 모델 활용이 나타난다.

▶ 우산 천구를 돌려 일주운동의 모습을 확인
   [개념-과정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학생들은 모둠별로 우산을 오른쪽 왼쪽으로 돌려보면서 어느 쪽으로 돌려야 일

부운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주어진 대로만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안

쪽에서도 돌려보고, 바깥쪽에서도 돌려보고, 모둠원들이 함께 논의하면서 여러

방향으로 돌려 보기도하고, 비스듬히 돌려보기도 하고 수직으로 돌려보기도 하

면서 위도의 차이도 발견하다. 이때 교사가 시범으로 설명할 때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혼동하던 학생들도 모둠별로 이쪽 저쪽 돌려보고, 토론하는 과정으로

통해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방향을 찾는다. 이 과정에서 학생 주도의 모델 수정

학습이 나타난다.

▶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산을 움직여 봄
   [비율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모둠별로 활동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지에 제시된 조건대로 천구를 움

직여 별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것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활동지에 직

접 표상 모형으로 천구의 모형의 그리고 일주 운동 방향을 표시해 보는 등의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⑥ 모둠 활동 정리
모둠활동을 정리하면서 교사가 우산과 화면을 이용해 정리한다.

▶ 일주운동의 방향을 우산과 화면의 플래시를 이용하여 교사가 확인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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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의한 천구 모형 사용이 나타나는데, 이때 플래시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모델로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플래시를 활용하여 천구 모형 탐구 활동에서

제시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활용하므로 개념 과정 모델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 우산을 이용하여 주극성과 전몰성의 개념을 교사가 확인
   [개념- 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별들이 있어요. 전몰성하고 출몰성하고 주극성
이라는 별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면, 
만약에 내 책상이 지평선이면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진다고 하면 내 책
상 위에서 다 떠서 돌지, 그럼 얘는 지평선 아래로 지는 거야? 안 지
는거야? 

        (우산과 교탁을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함)
S 안져요
T 안진다고. 요런 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S 주극성
T 주극성. 계속 떠 있다. 그리고 비번엔 이걸 낮춰가지고 돌려보면 별들

이 뜨고 지고 하지? 
S 네
T 책상위로 뜨기도 하고, 책상아래도 지기도 하잖아. 
        이런 별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S 출몰성
T 출몰성이라고 부르는 별들.
        그리고 아예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돌려보면 책상위로 별들이 안뜨

지?
        이런 별들을 뭐라고 부르나?
S 전몰성
T 전몰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절몰성.

학생들이 모둠활동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개념을 설명한

다. 우산을 이용하여 교사가 주극성, 전몰성, 천몰성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이

과정에서 개념 과정 모델이 사용되었다.

⑦ 수업 마무리 및 뒷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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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T6 교사의 수업 상세 분석

가. 1차 수업 분석 : T6 교사의 평소 수업 관찰

T6 교사 1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항상성과 건강

중단원 및 소단원 3. 방어 작용, 1. 질병과 병원체

성취기준
생1331-1.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

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73. T6 교사 1차 수업 주제

① (학생 주제 발표) - 해당 차시의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이 미리 간단한 PPT를 
준비하여 내용을 발표함. 
 - 이번차시 주제 : 감기의 발병 경로와 바이러스, 예방법, 쯔쯔가무시병의 감염경로
와 예방법, 식중독의 감염경로와 예방법
약 5분 동안 PPT로 관련 화면을 제시하며 학생이 발표함. 발표 후 교사가 해당 내용
에 대한 간단한 질문

② (이전 차시 확인) 세균, 원핵생물, 진핵생물 – 전시 확인 개념으로 간단히 말로 개
념을 설명함 
▶ 세균을 설명하기 위해 현미경 사진이 아니라 세균의 특징을 나타낸 모형을 화면으
로 제시하며 설명
   [도해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생물이라는 과목 특성상, 원핵 생물, 세포, 세균등과 같은 실제 생물체의 일부분

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이 많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세균 모형을 세균의 특

징을 강조한 그림으로 표현된 도해 모델이 제시되었다(그림 16).

그림 74 . 세균의 구조를 나타낸 도해 모델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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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 수업 진행
 - 말라리아 원충 – 동영상으로 말라리아 원충의 생활상 확인 
▶ 말라리아의 전염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말라리아 원충의 생활상을 
통해 전염 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 제시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말라리아의 전염과정을 나타나는 동영상을 제시하였는데, 현미경 사진이나 일반

적인 사진만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말라리아 원충의 특징을 표상으로 나타낸

모형을 사용하여 개념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였다.

 - 곰팡이 균사 – 곰팡이 균사 현미경 사진 사용
   실제 균사 사진이므로 과학적 모형으로 볼 수 없다. 

T:  이런 균류, 곰팡이는 종속영양생물이라는 것을 알아두고, 몸이 균사로 이루어
져 있어요 그래서 곰팡이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균사, 실같은 균사로 이루
어져 있고 포자, 똥글 똥글한거로 번식을 해요.
그럼 이 포자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지.
자, 대표적인 곰팡이에 의한 질병 뭐 있어요?

S: 무좀
T:   무좀이 있지. 무좀도 처음에는 포자로 들어왔겠지.

그런데 곰팡이는 언제 잘 자랄까? 어떨 때 잘 자라요?

 - 쯔쯔가무시병 : 매개동물에 의한 감염의 예시로 학생이 답변하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함.
 - 세균, 바이러스, 진핵 생물, 원핵 생물 – 해당 개념을 학습지를 보면서 말로 설명
함.

T: 그러면 처음에 했던 얘기 다시 하면은, 박테리아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S: 세균
T: 세균. 그럼 세균이랑 박테리아랑 같은 애야?
S: 아니요
T: 세균은 생물이야? 무생물이야?
S: 생물
T: 바이러스는?
S: 무생물
T: 어. 감기는 어떤 병원체?
S: 아데노 바이러스
T: 아데노 바이러스. 독감은?
S: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T: 얘네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어?
S: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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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그럼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건 뭐에요?
S: 세균
T: 세균이지. 자 그럼 무좀은 어떤 거였어?
S: 곰팡이
T: 곰팡이에서 발생하는 거. 곰팡이는 원핵이야 진핵이야?
S: 진핵 ..

위의 대화와 같이 강의식 수업으로 전체적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전체와

문답식의 교수-학습 방법을 빈번히 사용한다. 질문 시 학생의 답변을 반드시 요

구하지는 않는다.

④ 기출문제 풀이 –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관련 기출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줌

개념 확인활동으로 수능 기출문제에서 오늘 배운 주제에 관련된 문항을 선정하

여 학생들이 풀어 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포스트잇에 인쇄

하여 학생들이 한 장씩 떼어서 자신의 노트에 붙이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

다. T6 교사는 1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런 문제 풀이 방식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⑤ 수업 마무리 
 카페인의 작용 – 카페인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동영상 시청

나. 2차 수업 분석 : T6 교사가 생각하는 모델 수업 관찰

T6 교사 2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Ⅲ. 항상성과 건강

중단원 및 소단원 3. 방어 작용, 2. 인체의 방어 작용

성취기준
생1332. 병원체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설명

할 수 있다.

수업자료 학습지, ppt, 동영상 자료

표 174. T6 교사 2차 수업 주제

 ① (학생 주제 발표) - 해당 차시의 수업과 관련된 주제를 학생이 미리 간
단한 PPT를 준비하여 내용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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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차시 주제 :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
약 5분 동안 PPT로 관련 화면을 제시하며 학생이 발표함. 발표 후 교사가 해당 내용
에 대한 간단한 질문

② (이전 차시 확인) 바이러스, 세균, 원생동물, 곰팡이 – 전시 확인 개념으로 간단히 
말로 개념을 설명함 (모형 사용 없음)

③ 본 수업 진행
 - 1차 방어작용, 2차 방어작용 설명

T:  오늘은 병원체에 대항하는 인체의 1차 방어작용이랑, 항원항체 반응에 의한 
면역작용에 대해서 배우면, (판서한다: 인체의 1차 방어작용)
그러면, 면역이 뭐에요? 예들아?
병원체가 우리 몸 안에 들어 왔을 때, 얘를 제거해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주는 거지 (학생 태도 환기)
그래서 이 면역을 1차 방어 작용이랑 2차 방어 작용으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1차 방어 작용을 병원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비 특이적 방어 작용을 말해요. 그래서 프린트 물 보면은 1차 
방어작용의 다른 말이 뭐야?

S : 특이적 방어 작용
T : 그래요. 얘네 다 알아놔야 해요.

중요 개념을 판서하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며, 학생이 모르는 개념을 프린트 물

을 보면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샤워의 횟수를 거수를 통해 알아본다. 학생들

은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모든 학생이 손을 들지는 않지만, 연예인의 이틀에 한

번 머리를 감는 비결을 들으며 긴장을 해소한다.

*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대한 설명 : 칠판에 간단한 우리 
몸을 표상하는 모형을 그린다.
▶ 칠판에 우리 몸을 둥근 형태로 모식적으로 그림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우리 몸을 모식적으로 둥근 형태로 그려, 입과 항문으로 이어지는 우리 몸의 특

징만을 간단히 표현한다. 식도로 부터 병원체가 들어오는 경로를 이용하여 우리

몸에 병원체가 침투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교수적 비유적 모델 사용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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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몸의 모형

사례

타난다(그림 75).

T: 자, 우리 몸을 내가 간단하게 그려 볼게요. (칠판에 간단한 그림
을 그림)

 -> (윗부분을 가르키며) : 여기는 어디야? 입이야?

 -> (아랫부분을 가르키며) : 여기는 어디야? 똥이 나오는 항문이겠
죠?

S: (웃음)

T: (그림을 이용하여) 피부가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어서 병원체가 
들어오는 걸 막아주죠. 

    자, 그러면 음식을 먹었어. 근데 그 음식 안에도 병원체가 들어 있을 수 있
죠. 오염된 음식이라면,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도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그림의 입쪽을 가르키며) 봐봐. 전에 말했지만, 소화낭 안에 있는 것
은 우리 몸 외부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로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는데, 얘를 누가 막아주겠어?

S: 음, 소화기관, 이러한 것들도 피부가 덮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피부가 아니
라, 점막과 같은 상피 조직이 막아줘요.

단순한 그림이지만 직접 그림을 그려 표현하면서 학생들의 집중을 높이고, 단순

한 그림을 그려 입과 항문까지의 경로를 표현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

는 모형 사용이 나타난다.

▶ 몸속의 위의 모습을 특징만을 간단히 그린 모형을 제시한다(그림 12). 이를 이용하
여 위의 작용에 대해 설명. 세균을 설명하기 위해 현미경 사진이 아니라 세균의 특징
을 나타낸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 그 다음에 자,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 모양을 간단히 칠판에 그린다.)
T: 자, 내가 뭘 그릴까? 이게 뭘까? 위에요. 
   위에서는 뭐가 분비돼?
S: 위액.
T: 어. 위액. 위산이 분비되지. 얘는 어때 Ph가?
S: 낮아요
T: 어 굉장히 낮지. 강한 산성을 띄기 때문에 음식물이 어찌어찌해서 위까지는 

도달했어. 병원균이. 근데 여기서는 강한 산성에 의해서 병원체가 다 죽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위를 이루고 있는. 이게 위라고 쳐.
    (그림을 가르키며) 위라고 치면은 위를 이루고 있는 상피조직. 여기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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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들에도 강한 산성의 위산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S: 안 받아요
T: 여기서 점액이 분비되니까 직접적으로 많이 받진 않겠지만, 얘네도 병원체를 

죽일 정도의 강한 산성이면은 여기 있는 세포들도 손상을 주긴 하겠죠. 근
데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 .. (대답못함)
T:  여기 있는 세포들도 손상을 받긴 받을텐데, 우리 위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잘 

기능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S: .. (대답못함)
T: 우리가 배웠던거. (힌트를 판서: ㅅ ㅍ ㅂ ㅇ)
S: 세포분열
T: 어. 세포분열을. 위를 둘러싸고 있는 상피 세포들은, 세포분열이 다른 세포보

다 더 빨리 일어나서 빨리 빨리 다른 세포로 새롭게 만들어서 세포로 교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죠.

    얘는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고. 어쨌든 그래서 위안에서는 강한 산성의 위산
을 분비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기도 한다. 라는 것 까지 같이 알아두면 돼요.

위의 특징만을 강조한 위 모형을 칠판에 그리고 위의 방법 작용에 대해서 설명

한다. 교수적 비유적 모델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위 상피 세포들이 빨리 세포분열이 일어나면서 정상 작용을 한다는 부분을 학

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자 여기까지만 간단히 마무리 하고 넘어간다. T6 교사

는 2차 수업 후 인터뷰에서 교육 과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

히 정리하고 넘어간 것으로 인터뷰에서 응답하였다.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과정 – 모형 제시 (ppt)
▶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과정을 나타낸 모형을 화면으로 제시하고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그림 13와 같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과정을 여러 컷의 표상으로 나타낸 모델

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개념을 설명한다.

T: 세균이 우리 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때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ppt 화면의 히스타민 분비과정 그림을 보며 설명)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으로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열이나
고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왜그런지 보면은, 주로 우
리 몸안에 병원체가 들어오는 건 찔려서 피부층이 투과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시에 찔린걸로 표현을 해준거에요.
자, 그럼 병원체가 들어왔어. 그러면 병원체에 의해서 손상된 세포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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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분비해. 어떤 걸 분비해?"
S: 히스타민
T: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그러면 이 히스타민은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로 생각

하면 돼요.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피의 양이 어떻게 될까. (중략)

* 시험관에 혈액을 넣고 원심분리기에 넣었을 경우, 나타나는 칠판에 우리 몸을 둥근
형태로 모식적으로 그림을 그려 설명한다. 

T: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자, 지금 00이의 혈액을 내가 뽑아서 하루동안 놔두어 
볼께. 그럼 어떻게 되겠어? 

S: 분리돼요
T: 그렇지, 분리돼서 아래는 찌꺼기가 가라앉고 노랗게 액체가 분리되겠죠. (그림

을 가르키며)
여기 위의 액체부분을 뭐라고 해?
S: 혈장
T: 혈장. 아래 가라앉은 건더기 찌꺼기는?
S: 혈구

 T: 혈구. 그래서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적혈구/백혈구/혈소판이 여기 가라앉게 
되는 거지. 그럼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가 빠져 나올 수 있어? 못나와?
못나오지. 모세혈관이 수축됐을 땐. 그런데 확장 되면은 이 사이사이가 넓어
지는 거야 
사이사이가 넓어져서 여기 있던 백혈구들이 빠져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백혈구가 빠져 나와서 손상된 세포, 병원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직
접 병원체를 잡아 먹게 돼요. 어떻게 잡아 먹냐면은, 여기 병원체가 있어. 
그럼 백혈구가 가. 가서 근처까지 가면 얘를 감싸면서 점점점점 여기가 늘
어나면서 감싸다가 자기 세포안으로 병원체를 삼켜. 꿀꺽 삼키는 거에요..

▶ 백혈구의 식균작용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며 설명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동영으로 백혈구의 식균 작용 설명한다. 이 동영상에서 백혈구의 식균 작용에

대한 과정이 여러 가지 특징을 강조한 표상으로 제시된다. 이 과정에서 개념-과

정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 항원과 항체의 특징을 표현하는 간단한 그림을 칠판에 그리고 설명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칠판에 세균의 특징을 강조한 모형을 간단히 그린다. 세균의 세표벽과 2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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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의 특징을 부각시킨 그림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교수적 비

유적 모델 사용이 나타난다.

T: (칠판에 둥근 그림을 그리며) 내가 세균을 그려볼께, 세균은 세포벽이 있는 애
였지? 그럼 세포벽을 그려볼께. 자, 그럼 이 세포자체는 병원체야. 근데 이 
병원체 표면에는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조그만 물질들이 붙어 있어. 표
면에.그래서 내가 지금 그린 이 조그만 분자들이 얘가 바로 이물질로 인식
이 돼서 2차 방어작용이 일어나는 거에요. (칠판에 그림을 가르키며 설명)
그래서 병원체 표면에 붙어 있는 면역반응을 일으키는 조그만한 분자들을 
항원이라고 불르는 거에요. (중략)
자 여기 붙어 있는 항원을 미리 얘기하면은 얘랑 딱 맞게 결합을 할 수 있
는 항체가 와서 결합을 해요. 
(그림위에 추가로 항체를 표시하며) 자, 이 네모난 항체는 여기서도 결합을 
할 수 있어? 세모난 항체랑? 결합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모난 모양
에 맞는 항체가 와서 결합을 하는거죠. 
이런 식으로 항체가 달라붙어서 방어 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특이적인 항체가 결합하기 때문에 2차 방어 작용을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관련 개념의 설명 계속)

▶ T림프구, B 림프구 설명 : ppt 그림 제시, 학습지 빈칸 채우기 활동
   [교수적 비유적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T림프구, B 림프구의 면역작용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석 면역

의 과정의 특징을 비교하여 나타낸 표상을 사용하여 설명한다(그림 76).

그림 76. 면역작용의 개념을 나타내는 모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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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PPT의 그림을 제시하며 강의식 설명) 세포성면역은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
를 직접 공격하는 면역반응이에요. 그래서 독성 T림프구에 감염된 체세포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지 빈칸 있죠. 빈칸 채우세요. 

PPT 그림 사용하여 설명하면서 필요한 모형을 제시하고, 중요한 개념은 학생

활동지의 빈칸 채우기 활동 수행하며 이해를 돕는다.

▶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면서 설명
   [개념-과정 모델 / 1. 교육 과정 모델 학습]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 과정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시하는데, 이 동영상에는 면
역과정을 표상으로 나타내어 설명한다(그림77).

그림 77. 면역작용의 과정을 나타내는 동영상속에 등장하는 모델의 사례

길게 강의식으로 설명한 내용을 관련 동영상을 제시하며 설명함. 많은 개념이

포함된 과정이라서 개념 설명과 동영상의 보조 수단을 사용했지만, 학생들의 집

중이 많이 흐트러지는 모습이 확인됨(일부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관찰됨) 개념

을 활인할 수 있는 학생 참여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 (영상 제시 후) 그래서 혈액형, 혈액형도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응집원. 항
원 역할을 해주는 응집원에 따라서 혈액을 분류하는 방식인데 여기까지만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낼께요.

* ABO식 혈액형에 대한 개념 설명
칠판에 A, B, C 혈액형의 종류를 판서하면서 설명 
④ 수업 마무리
설명 중에 수업 끝나는 종이 울리자 수업을 급히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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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 수업 분석 :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T6 교사 3차 수업 2-C반 (이과반)

교과목 (교육 과정) 생물1 (2009 개정 교육 과정)

대단원 Ⅳ. 자연속의 인간

중단원 및 소단원
1.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

1.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성취기준 생1411-1. 생태계의 구성과 구성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수업자료 모둠 활동 자료, 4절지, 학습지, ppt

표 175. T6 교사 3차 수업 주제

① 오늘 수업 안내 : 먹이 그물에 대한 수업 안내를 하며, 관련된 개념을 응답식으로 
간단히 소개 함. (생태계, 개체군, 생산자, 소비자, 초식동물 등)

T:  생태계의 구성요소는 크게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생산자는 뭐야?
S: 식물
T: 쉽게 말하면 식물이죠? 식물은 무엇을 해요?
S: 광합성
T: 광합성을 하면 뭐 하는거야? 빛에너지를 가지고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애

들이죠. 그래서 얘네는 독립영양생물. 쉽게 말하면 식물이죠? 그러한 생산자
를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거나 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애들을 뭐라해요?

S: 소비자
T: 식물을 먹는 소비자를 뭐라고 해?
S: 초식동물
T: 초식동물? 1차 소비자. 그럼 이러한 1차 소비자를 먹는 동물?
S: 2차 소비자
T: 풀, 풀은 생산자가 되겠지? 그럼 풀을 먹는 토끼?
S: 1차 소비자
T: 그럼 토끼를 먹는 여우는?
S: 2차 소비자
T: 그럼 여우를 먹는 호랑이는?
S: 3차 소비자
T: 그럼 분해자는 뭘까?
S: 곰팡이
T: 곰팡이라던지 세균, 버섯. 일단 우리가 죽어요. 이 유기물 덩어리는 다시 환경

으로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식물이 다시 유기물을 합성 할 거구. 생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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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사체가 되서 무기물로 분해 해 준데요. 그래서 분해자라고 불러주
는 거고,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요소 생물적 요인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로 나눌 수 있다. 비 생물적 요인은 생물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을 말해요. 
빛. 온도, 물, 토양 모두 포함, 얘네도 생태계에 포함이 된다...

② 먹이 그물 게임 활동
* 먹이 그물 게임 활동 소개

T : 지금부터 간단하게 게임을 할 껀데, 무슨 게임이냐면 '먹이 그물'게임이에요.
내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 왔어요. 뒤집어 놓고서 랜덤으로 뽑는 거에요. 
여기에 보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 나의 포식자와 피식자가 나와 있어
요.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나를 먹을수  있는 천적인 
친구들이 있을 거에요.
뽑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이 친구들 한테 가서 가
위바위보를 하는 거에요. 내가 이기면 그 친구를 먹는 거에요. 각각의 동식
물마다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인간이랑 풀이 있으면 누가 개체수
가 많아?

S : 풀이요
T : 낮은 단계 일 수록 부활하는 시간이 짧아. 그만큼 개체수가 많다는 것을 뜻

하고.
상위포식자일 수록 부활시간이 길어. 그만큼 개체수가 적지만, 잘 잡아먹히
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죽으면 미안하지만, 쭈그려 있어죠. 그래야 죽은지 
알 수 있지?

S : (웃음)
T : 그래서 7분 동안 게임을 할 꺼야. 한명이랑만 계속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에게 가고, 
강요해서 계속하면 안되고, 다른 구들에게 가야하고, 내가 누구인지 들고 다
니면서 밝히고

S : 선생님, 가위바위보 거부할 수 있어요?
T : 거부하면 안돼요.

S : 그럼 최상위가 계속 먹잖아요.
T : 가위바위보를 이겨야돼
S : 지면요?
T : 살아 남는거야.
S : 선생님 풀도 있어요?
S : 풀은 뭐 먹어요?
T : 풀은 먹을게 없어요.
S :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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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풀은 가위바위보를 이겨야 돼
풀은 가장 많아요. 10명이야. 근데 풀은 죽으면 10초 후에 부활해

S : (웃음) 너무한 거 아냐?
T : 그냥하면 재미 없지? 그래서 7분 알람을 맞춰서 할꺼야. 그리고 7분후에 살

아남은 사람은 과자를 줄 거에요.
T : 가위바위보를 거부할 수 없어요. 한번 뽑으면 못 물러요.
신중하게 뽑아주세요. 다 의자를 집어넣고 일어서서 앞에 줄서주세요
(학생들이 앞으로 나와 역할이 적힌 쪽지를 하나씩 뽑은 후 게임을 시작한다.)

먹이 활동의 규칙을 설명한다. 랜덤으로 카드를 뽑아 카드에 해당하는 동물 역

할을 하며 생존을 위한 가위바위보를 한다. 낮은 단계의 생물 일수록 카드수가

많고, 부활하는 시간이 짧다. 높은 단계의 생물 일수록 카드수가 많고, 부활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게임 시작] 
▶ 학생들이 먹이 그물 게인 활동을 하며 역할 놀이를 통해 피식자와 포식자의 역할
을 맞은 학생들이 먹이 그물 게임을 수행함.
   [시뮬레이션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학생들이 카드를 뽑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피식자와 포식자를 확인한 후 게

임이 시작된다. 게임은 타이머에 맞춰 7분간 진행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게임을 통해 먹이 그물안의 생태계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간단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나타나며, 학

생들이 직접 모델을 사용은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과학실 내를 자유롭게 이동하며 만나는 친구들과 누구인지 확인을 한

후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학생이 포식자면 진학생이 그

자리에 앉는다 즉 진 학생이 죽는다. 반대로 이긴 학생이 피식자이면 살아남는

다. 그리고 부활시간이 지나면 해당 피식자는 다시 부활한다.

(학생들이 교실을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가위바위보하면서 게임 진행중 )
(학생 둘이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확인한다. 도마뱀 / 개구리 만남)
S1: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안녕 (가위바위보 없이 헤어짐)
S2 : 가위바위보, ㅎㅎㅎ 이겼다.
(여기저기서 카드를 먼저 제시하고 가위바위보를 한다.)



- 550 -

S3 :(뱀/ 풀 만남), 안녕. (그냥 헤어진다)
S4 : 00 이리와!!! 우리는 못해 (카드를 보며)
S5 : 우리 아까 했잖아.  
S6 : 또 해도 돼
S7 : 야. 메뚜기 이리와
S8 : 싫어 (개구리/메뚜기 가위바위보, 개구리 이김)

(게임 진행 중, 학생들이 모두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우후죽순으로 게임이 진

행됨. 소란스러운 듯 보이나 그 안에서 학생들 모두 스스로 게임 규칙을 잘 지

키며 게임이 진행된다.)

T : 뱀인데 누구한테 먹혔어? 
S10 : 매한테요 
T : 매?
T : (학생 전체에 공지) 20초만 버티면 이기는거야.
<알람 울림>
T : 이제 끝!!!! (게임 종료)

③ [학급전체] 게임 활동 정리
게임이 종료 된 후,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게임 내용을 정리한다. 정리된 내용을 판서
한다.

T: 여러분 게임을 했을 때 누가 누구에게 먹혔어요?
T: 풀이 토끼 한테 먹히는 거지?
S1: 메뚜기가 풀 먹어요.
S2: 뱀이 토끼 먹어요.
T: 뱀이 토끼 먹었다고?
   토끼 손들어 보세요.
   토끼야 너희 천적에 뱀 있었어?
Ss: 없었어요.
S2: 뱀도 배고프면 먹어요.
T: 얘들아 카드에 있는거만 하는 거야
또 무슨관계 있었어?
S3: 삼각관계 (웃음)
T: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먹히고
T: 도마뱀이 들쥐에게 먹혔어.
S: (웅성 웅성) 들쥐도 있었어?
T: (학생들이 대답하는 내용을 판서한다.)



- 551 -

풀 → 메뚜기, 토끼
메뚜기 → 들쥐, 개구리, 도마뱀
도마뱀 → 뱀, 들쥐
개구리 → 뱀

토끼 → 여우, 매
들쥐 → 매, 여우, 
여우 → 매
뱀 → 매

T: 얘들아 이게 전체 관계에요.
S4: 매가 짱이네
S5: 쌤 매가 몇 명이에요?
T: 매 한명이에요.
Ss: 와~~~
S5: 와~ 매, 매, 누구야 (학생 한명이 손을 든다.)
Ss: 와~
T: 얘들아 8절지랑 사인펜 자유롭게 모둠에서 한명씩 나와서 가져가서, 이 전체 

관계를 정리해보세요.  (모둠활동 시작)

④ [모둠활동] 모둠별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
▶ 모둠별로 게임을 통해서 확인한 피식 포식 관계를 먹이 그물로 나타내는 활동 
 [도해 모델 / 3. 모델 수정 학습]

모둠별로 먹이 그물을 그려본다. 단, 교과서를 보지 않고 자신의 모둠의 학생들

과 의견을 나누면서 활동을 한다. 교과서의 모델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모둠별로 실제 자신들이 수행한 먹이 그물 게임에서 나타난 결과를 모형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나타난다.

학급 전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지만, 먹이 그물 단계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

지만 전체적인 먹이 그물의 모습은 모둠별로 모두 다 다르게 나타난다.

[모둠활동 중]
S1: 개구리, 토끼, 도마뱀
S1: 메뚜기 누가 먹어?
S2: 메뚜기는 개구리랑
S2 : 개구리랑 도마뱀은 뱀이 먹어
 어쨌든 마지막에는 매가 먹어
S1: 들쥐는?
S3: 매랑 여우
S1: 끝이야?
S3: 마지막이 매
S2: 매가 얘랑 얘랑 얘랑 다 먹어
S4: 매 그릴수 있어? 
(모둠 활동지에 해당 생물의 그림을 그려가며 정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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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리) 모둠별 먹이 그물 포스터 정리
모둠별로 활동한 먹이 그물 포스터를 벽에 붙인 후 교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한다.

T: 자 다 붙였죠?  여기 볼게요. 조별로 그린게 거의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게임에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실제 생태계에서 먹고 먹히는 
피식, 포식 관계에요. 이렇게 화살표 도형으로 그림으로 나타낸 게 바로 먹
이 그물이에요.

T: 자 여기에 만약 메뚜기가 없어. 어떻게 될까?
S: 풀이 많아져요
T: 풀이 많아지겠지, 그럼 메뚜기를 먹는 도마뱀이나 들쥐나 어떻게 될까?
S: 죽어요
T: 죽게 되겠죠. 만약에 여우가 없어. 여우가 없으면, 매는 먹이가 없어지겠지만, 

여우 말고 토끼, 들쥐, 뱀을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이 그물이 복
잡할수록 하나의 종이 없어지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환경오염으로 인해 풀이 싹~ 죽거나, 생태계 교란종이 나타났어. 만약 황소
개구리가 나타나서 개구리가 메뚜기를 다 잡아먹고, 황소개구리는 자기보다 
몸집이 작은 애들은 다 잡아먹는데, 그런데 천적이 없데. 그럼 이 먹이 그물
이 어떻게 되는 거야?

S: 파괴돼요
T: 파괴되고, 멸종하는 동물들이 많아지겠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어느 한 

종이 사라지더라도,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겠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
태계 평형이 유지된다. 이정도만 일단 알아둡시다. 

(다음 미션 활동 설명)

⑥ (추가 미션 활동) 모둠별 선택한 추가 미션을 해결하는 활동
▶ 3가지 미션을 제시하고 모둠별로 하나씩 선택하여 해당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 자
신의 모둠에서 구성한 먹이 그물을 수정, 재구성하는 활동
   [도해 모델 / 4. 모델 재구성 학습]

교사가 3가지 추가 미션을 제시한다. 모둠별로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미션

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모둠별로 토의를 통해 자신들이 구성한 먹이 그물을

수정하고 재구성하여 다시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델 재구성 학습 접근이 나타난

다. 재구성한 모델을 포스터로 그리고, 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발표한다.

3가지 미션을 주고 모둠장이 대표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한 가지씩 미션을 선택하
여 모둠별로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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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미션 문제)
1. 환경오염으로 인해 풀이 다 죽는다면? (가위)
2. 생태계 교란 종인 뉴트리아가 풀을 다 먹어버린다면? (바위)
3. 메뚜기가 멸종한다면? (보)

⑦ (발표) 해결한 미션 발표
모둠별로 추가로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방법을 발표한다.

(1번 미션 발표)
A 모둠장: 먼저 풀은 생산자이므로 풀이 죽으면 소비자가 싹 다 죽는다.

풀은 하위 생물이므로, 상위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다.
원래 생물이 아니라 변종생물이 늘어난다.
따라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T : 생산자가 다 죽게 되면, 1차 소비자는 줄어들고, 2차 소비자도 줄고, 새로운 
먹이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풀을 먹이로 하는 생물들은 다 죽게 되겠죠.

    이번에는 2번 문항?
    뉴트리아는 쥐가 거대한 건데, 왠만한 거 다 먹어요.
B 모둠장 : 뉴트리아는 개체수가 많아지고, 풀도 먹고, 뉴트리아가 늘어나면 매

는 증가해요.
T : 뉴트리아는 잡식이라 개체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뉴트리아를 먹는 매는 증가

하고, 그러나 뉴트리아의 먹이가 되는 애들은 다 줄어들어서 개체수가 감소
하겠죠?

B 모둠장 : 메뚜기 멸종하면, 메뚜기를 먹는 도마뱀과 개구리와 쥐가 멸종하고 
하지만 토끼와 매와 쥐는 영향을 받지 않아 살아요

T:  메뚜기를 먹이로 하는 들쥐 개구리 도마뱀은 다 죽겟지?
그런데 토끼와 여우는 메뚜기와 상관이 없어서 잘 살아 남아 있겠죠
그러면 개구리 도마뱀 들쥐 중에서 메뚜기만을 먹이로 하는 애 말고 다른애 
있니? 들쥐는 … 없네… 일단 여기까지.

⑧ (수업 마무리 및 개별 모델링 활동 안내)
모둠별로 그려본 먹이 그물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지에 그려보도록 안내 후 수
업 마무리

▶ 모둠별로 수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먹이 그물 모형을 그림
   [교수적 비유적 모델 / 2. 모델 사용 학습]

개별 먹이 그물 모델링 활동은 다음시간까지 그려오게 하여, 교사 피드백 후 수

정해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모둠활동에서 그려본 먹이 그물은 개

별적으로 다시 작성해보는 과정에서 모델 사용 학습이 나타난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 문제
	제 3 절 용어에 대한 정의

	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모델과 모델링
	1.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이해
	2. 모델의 분류
	3. 모델링에 대한 이해
	4.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

	제 2 절 메타 모델링 지식
	1. 메타 모델링 지식 
	2. 과학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제 3 절 교사 전문성 
	1. 교수 내용 지식 
	2. 실천적 지식
	3. 수업 전문성
	4. 교사 연수

	제 4 절 교사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1. 메타 모델링 지식 기반 교사 교육의 필요성
	2. 모델링 기반 교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3. 교육 과정에서의 모델과 모델링


	제 3 장 연구 절차 및 방법
	제 1 절 연구 절차
	제 2 절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2. 자료 수집
	3. 과학 수업 주제 배경 분석
	4.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현장실행 기반 교사 연수 실행

	제 3 절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1. 전체 수업 흐름 분석
	2.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분석
	3.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분석
	4.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5.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6. 분석신뢰도


	제 4 장 연구 결과
	제 1 절 교수 실행 과정 분석을 위한 준비
	1. 교사 배경 분석과 학교 배경 분석
	2.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초기 인식 
	3.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한 모델링 교육 연수
	4. 전체 수업 흐름 분석 

	제 2 절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의 활용 분석
	1.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 유형 분석
	2.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분석

	제 3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교사의 인식 분석
	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2.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제 4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학생의 인식 분석
	1.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2.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각

	제 5 절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1. T1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2. T2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 T3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4. T4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5. T5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6.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
	7. 1, 2,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의 비교 분석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결론
	1. 요약
	2. 결 론

	제 2 절 제언

	참 고 문 헌
	Abstract
	부록 1. 학생용 사전, 사후 설문지
	부록 2. 교사용 사전 설문지
	부록 3. 교사용 메타 모델링 지식 교육 자료
	부록 4. 교사 전체 수업 상세 분석


<startpage>23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문제 7
 제 3 절 용어에 대한 정의 8
제 2 장 이론적 배경 12
 제 1 절 모델과 모델링 12
  1.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이해 12
  2. 모델의 분류 15
  3. 모델링에 대한 이해 20
  4. 과학 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 21
 제 2 절 메타 모델링 지식 29
  1. 메타 모델링 지식  29
  2. 과학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31
 제 3 절 교사 전문성  33
  1. 교수 내용 지식  33
  2. 실천적 지식 35
  3. 수업 전문성 38
  4. 교사 연수 39
 제 4 절 교사 교육과 메타 모델링 지식 41
  1. 메타 모델링 지식 기반 교사 교육의 필요성 41
  2. 모델링 기반 교수 적용을 위해 필요한 교사의 지식 42
  3. 교육 과정에서의 모델과 모델링 46
제 3 장 연구 절차 및 방법 55
 제 1 절 연구 절차 55
 제 2 절 연구 참여자 및 연구 방법 58
  1. 연구참여자 58
  2. 자료 수집 60
  3. 과학 수업 주제 배경 분석 64
  4.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현장실행 기반 교사 연수 실행 76
 제 3 절 분석 기준 및 분석 방법 80
  1. 전체 수업 흐름 분석 80
  2. 수업 과정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 분석 84
  3.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분석 90
  4.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97
  5.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98
  6. 분석신뢰도 100
제 4 장 연구 결과 101
 제 1 절 교수 실행 과정 분석을 위한 준비 101
  1. 교사 배경 분석과 학교 배경 분석 101
  2.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사의 초기 인식  111
  3. 현장 실행 기반 연수를 통한 모델링 교육 연수 123
  4. 전체 수업 흐름 분석  156
 제 2 절 수업에서 나타난 모델과 모델링의 활용 분석 190
  1. 수업에 사용되는 모델 유형 분석 190
  2. 수업에 나타나는 모델링 활용 분석 233
 제 3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교사의 인식 분석 275
  1.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지식 변화 분석 275
  2. 교사의 모델링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분석 306
 제 4 절 모델링 수업 경험에 따른 학생의 인식 분석 321
  1.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인식 분석 321
  2. 학생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생각 326
 제 5 절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의 질적 분석 335
  1. T1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40
  2. T2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60
  3. T3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78
  4. T4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86
  5. T5 교사의 모델링 수업 사례 398
  6. T6 교사의 모델링 적용 수업 사례 409
  7. 1, 2, 3차 수업에서 나타나는 모델과 모델링의 비교 분석 42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428
 제 1 절 결론 428
  1. 요약 428
  2. 결 론 434
 제 2 절 제언 442
참 고 문 헌 447
Abstract 457
부록 1. 학생용 사전, 사후 설문지 463
부록 2. 교사용 사전 설문지 465
부록 3. 교사용 메타 모델링 지식 교육 자료 468
부록 4. 교사 전체 수업 상세 분석 475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