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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은 앙금 생성 반응을 묘사한 그림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 그래프를 구성하였

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 거치는 사고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발성사고법을 활용하였고, 그래프 구성 과정에 대한 녹화 및 반구조화

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유형은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과 활용한 표상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

었다.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

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활용한 표상의 수준과

무관하게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하였다. 임의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

생들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

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임의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단순

히 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성하였고, 과학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래프 구성 과정만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며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

에 실패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능력을 효

과적으로 함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표상, 발성사고법

학 번 : 2019-2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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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그래프는 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 교과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과 경향성을 분석하거나 그래프의 목

표 개념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태선 등, 2005; Dori &

Sasson, 2008). 그래프의 활용 방식은 크게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는 해석과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Seçken & Yörük, 2012).

이 중 그래프의 구성은 과학 탐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의 측정, 분류, 예측, 전

환 등의 활동을 수반하며, 공간지각력, 논리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추론 능

력 등의 종합적인 활용을 요구하므로 그래프의 해석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Berg & Smith, 1994; Canham & Hegarty, 2010; Friel et al.,

2001; Hipkins, 2011). 이에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수준(김태선, 김범기, 2002;

양수진, 장명덕, 2012; 임현미 등, 2010; Ploetzner et al., 2009) 및 그래프 구성

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정의적 변인(Beaumont-Walters & Soyibo, 2001;

Potgieter et al., 2008)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학 그래프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구성한

그래프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유정, 문세

정 등, 2009; 김유정, 최길순 등, 2009; 김태선, 김범기, 2002; Beichner, 1994;

Lapp & Cyrus, 2000).

과학 교과에서 그래프 구성의 목적은 주어진 자료를 단순히 점과 선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데 있다(Gültepe, 2016). 학생들은 과학 그래프를 구성할 때 주어진 자료의 특

징 및 관련된 과학 개념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유형, 축의

변수와 단위, 눈금의 간격과 범위, 점찍기와 추세선 구성 방식 등에 관하여 구

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Brasell, 1990). 즉, 그래프 구성 문제는 주어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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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그래프 구성이라는 최종 목표에 즉시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박준

형, 2018; 변태진, 2012)이라 할 수 있고, 과학 그래프를 구성하는 과정은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향해 점

진적으로 나아가는 문제 해결 과정(박학규, 권재술, 1994; 홍미영, 박윤배,

1994)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관점에서의 접근은 주어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생들이 거치는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에서 검토

에 이르는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패한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권재술, 이성왕

1988).

지금까지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관련 연구에서는 기체 법칙,

화학양론, 밀도, 용해도, 역학 등 학생들이 필요한 개념이나 공식 등을 상기한

후 계산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정량적 문제가 주로 제시되었다(노태희

등, 1996; 박윤배, 조윤경, 2005; 변태진, 2012; 홍미영, 박윤배, 1994; Atwater

& Alick, 1990; Gabel et al., 1984). 이러한 정량적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개념

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암기한 공식에 값을 대입하는 경우와 같이 간단한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전경문, 1999; Chiu, 2001;

Zoller et al., 2002). 그러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는 문제와 관련된 원리, 공

식, 개념 등에 관한 명제적 지식과 축, 기울기, 변수 등 그래프 구성 요소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므로(박윤배,

2002), 정량적 문제와는 달리 단순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는 문제 해결에 성

공하기 어렵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해결할 때 정량적 문

제 해결 과정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나, 문제 해결 관점에서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

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단계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과

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의 그래프 구성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하는 표상은 문제에 제시된 정보나

상황을 알기 쉽게 표현하거나 재조직하고 사고를 구조화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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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홍미영, 1995; Madden et al.,

2011). 특히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주 활용

되는 용어나 수, 그림, 화학식 등의 표상 외에도 순서쌍, 표, 부등호, 방정식

등 보다 다양한 표상의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최지연, 허혜자, 2013). 따라서

문제 해결 단계에 따른 학생들이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체계적

으로 분석하면 그래프 구성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

서 전문가와 초보자가 활용하는 표상의 유형 및 표상이 활용되는 순서와 방식

의 차이(Kohl & Finkelstein, 2008), 동일한 과제를 서로 다른 형태의 표상으

로 제시할 때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법 비교(Ibrahim & Rebello, 2012), 학생

의 표상 사이의 전환 능력과 과학적 이해 수준 사이의 관계(Cooper et al.,

2010; Vermaat et al., 2003)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과학 그래프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상 중 하나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

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과정을 조사하고자 학생들이 과

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소리 내어 직접 드러내도

록 하는 발성사고법(think-aloud method)을 활용하였다. 발성사고법은 학생들

의 사고 과정에 관한 정보를 회상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Ferguson et al., 2012). 그러나 자동화된 사고 과정의 경

우 발성사고법을 통해 표현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그래프 구성 과

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사후 면담을 함께 실시하

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조사하

여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 및 활용한 표상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관점으로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능

력의 함양과 효과적 지도를 위한 구체적 교수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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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는 발성사고법을 이용하여 수도권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의 화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하였다. 화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검사

문항은 앙금 생성 반응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화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반구조화된 사후 면담을 실시하였다.

결과 분석을 위하여 응답 원본을 작성한 후 이해-계획-수행-검토-수정의

순차적인 문제 해결 과정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전략

과 표상의 전환에 따른 문제 해결 성공 여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조사하여 학생들이 사

용한 문제 해결 전략을 분석한다.

2)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조사하여 학생들이 활

용한 표상의 수준을 분석한다.

3) 문제 해결 전략 및 표상의 수준과 과학 그래프 구성의 성공 여부 사이

의 관계를 분석한다.

4) 과학 그래프 구성에 실패하는 원인 및 잘못된 선행 지식은 무엇인지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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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1) 이 연구는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말로 표현하는 발성 사고법을 활용하

였다. 이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인지 용량을 요구하고, 자동화된 과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이 연구는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을 녹음 및 녹화하였고, 연구자가

관찰자로 참여하는 등의 외적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가 앙금 생성 반응의 개념에 대해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학습 내용이나 특성이 상이한 그래프 구성 문제까지 일반화 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3) 이 연구는 연구 대상이 중학생 10명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

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중학생에 대해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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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문제 해결

과학에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질문에 즉시 대답할 수 없는

경우, 결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거나 망설이게 되는 경우, 지금 수행하거나

도달하기 힘든 목표인 경우, 구한 답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문제 해결자가 자신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Fraser, 1982).

(2) 표상

문제 해결자의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이해는 문제에 대한 표상에서

시작된다. 문제에 대해 어떻게 표상하는지에 대한 문제 표상의 질은 곧 문제

해결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에 대한 표상은 내적 표상과 외적

표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적 표상은 문제 상황에 대하여

머릿속에 그려보는 상을 의미하고, 외적 표상은 내적 표상의 각 부분을

과학적 기호, 식 등으로 표현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생기는 상을 의미한다(홍미영, 1995).

(3) 발성사고법

문제 해결자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방법이다. 발성사고법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제로 생각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박학규, 권재술,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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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과학교육에서 문제 해결

2.1.1 문제와 문제해결

문제 해결은 과학교육에서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 ‘문제(problem)’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Hayes(1989)는 문제는 개인이 원하는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에 간격이 존재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지 못할 때 존재하고,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였다.

일부의 과학 교육자들은 문제와 연습(exercise)을 구분하였다(Bodner, 1991;

Bodner & McMillen, 1986). Bodner와 McMillen(1986)은 질문을 읽고 곧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연습이라고 하였고,

Bodner(1991)는 현재의 상태와 도달하고자하는 상태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한 단계를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연습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와 연습의 구분은 문제가 가지는 고유의 성질이 아닌,

문제와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는 대부분의 문제가 초보자(novice)인 학생들에게는 문제가 되지만,

과학 전문가(expert)에게는 연습이 된다(Smith, 1991).

과학에서 문제 상황은 제시된 질문에 즉시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 결정을

즉각적으로 할 수 없고 망설이게 되는 경우, 지금 수행 할 수 없거나

도달하기 힘든 목표인 경우, 구한 답이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문제 해결자가 자신의 과학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문제 해결이라고 한다(Fraser, 1982).

문제 해결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나타내면 <그림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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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문제 해결의 정의(홍미영, 1995,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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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과정은 순차적인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Larkin, 1978; Woods, 1989). 과학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모형이 60가지 이상 보고되었는데, 단계는 3∼6단계로 다양하다(Woods,

1989).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시된 문제 해결 과정은 <표 Ⅱ-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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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수 연구자
문제 해결 과정

이해 계획 풀이 검토

3단계

Fraser(1982) 인식 계획 실행 및 검증

Rief(1983) 문제 분석 해결책 구성 검토

Frank & Herron(1985) 계획 풀이 검토

Styer(2002) 전략설계 전략수행 결과 검토

Gok 등
(2009, 2010)

기본적인 원리 
확인하기

풀기 검토

4단계

Polya(1957) 문제의 이해 계획의 고안 계획의 실천 반성

Larkin 등
(1976,1977,1979)

문제의 서술 해결책 계획 수행 결과 검토

Mette 등
(1980,1981)

문제 분석 문제 변형 연산 실행
답 검토 및 
결과 해석

Hestense(1987) 기술 단계
계산단계

세분화단계
확인 단계

홍미영(1995) 이해 계획 실행 검증

5단계

Tingle & Good(1990)
문제 진술

정보 재진술 및 
그리기

예측 수리적 풀이 검토

Wood(1992) 문제정의
탐색
계획

수행 검토

Heller & Heller(1992)

문제 초점 
맞추기
물리적 
묘사하기

해결책
수립하기

계획
수행하기

답안
검증하기

6단계

Bunce & 
Heikkinen(1986)

문제의 진술
문제의 상황 

묘사

개념, 법칙, 
원리 등의 회상
해결 과정의 

도식

수리적 계산 검토

Hayes(1989)
문제발견
문제표상

해결책 계획 계획 수행
평가
강화

박윤배(1991)
문제 

문장읽기
문제이해

해결절차계획
공식재생, 유도

계산
확인, 타당성 

검토

Kneeland(1999)

문제의식
관계된 사실 

모으기
문제정의

여러 해결책 
개발

최선의 해결책 
선택

해결책 시행

<표 Ⅱ-1> 문제 해결 과정 모형(변태진, 2012,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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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영과 박윤배(1994) 노태희 등(1996)

1. 문제의 이해

(1) 문제 읽기

(2) 그림이나 표 그리기

(3) 정보 끌어내기

(4) 목표 및 미지수 확인하기

1. 이해

(1) 문제 읽기

(2) 문제를 다시 읽기

(3) 정보 끌어내기

(4) 변인의 값 적기

(5) 그림 그리기

(6)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

(7) 목표 및 미지수 확인하기

2. 계획

(1) 문제의 조건에서 유도해낼 수 있는

물리량 찾기

(2) 조건간의 관계 찾기

(3) 적용할 원리, 법칙 생각하기

(4) 원리, 법칙이 문제 상황에 적절한지

확인하기

2. 계획

(1) 하위 목표 설정하기

(2) 조건 사이의 관계 찾기

(3) 적용할 개념, 문제, 경험 등을

생각하기

(4) 유도해 낸 물리량 사이의 관계 찾기

3. 수행

(1) 식 세우기

(2) 관련된 식을 연결시키거나 식을

적절히 변형하기

(3) 공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물리량을

찾거나 단위 환산하기

(4) 방정식에 대입하여 답을 구하기

(5) 대안적인 해결 방법 탐색하기

3. 풀이

(1) 식 세우기

(2) 계산

(3) 식의 답 구하기

(4) 답에 대한 이유

(5) (하위) 문제의 답 구하기

4. 검증

(1) 계산 과정을 훑어보기

(2) 다른 방법으로 푼 결과와 일치하는가

확인하기

(3) 논리적·화학적으로 타당한가 확인하기

4. 검토

(1) 유도해 낸 물리량의 의미 파악하기

(2) 계산 과정 훑어보기

(3) 물리량을 다른 방식으로 유도해보기

(4) 논리적·화학적으로 타당한지 확인하기

국내에서도 문제 해결 과정을 4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자의 행동을 과학 문제 상황에 맞게 분석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홍미영과 박윤배(1994)와 노태희 등(1996)은 연구에서

각각 대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과학 문제 해결 과정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순차적인 과학 문제 해결 과정을 제시하였다. 두 연구에서 제시한 과학 문제

해결 과정은 <표 Ⅱ-2>과 같다.

<표 Ⅱ-2> 과학 문제 해결 과정(전경문, 1999, p.12)



- 12 -

단계 표상 설명

1 언어적 (literal) 문제 진술,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어를 언어적으로 표현함

2 그림 표상
문제에 나와 있는 물체들과 그들 간의 공간적인 관계를 그림으로

그려봄

3 물리적(physical)
실제 세계 표현법을 벗어나 과학 개념들을 적용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냄

4 수리적(algebric) 문제 해결과 관련된 방정식을 세움

2.1.3 문제 표상

문제 해결자의 제시된 문제에 대한 이해는 문제에 대한 표상에서

시작된다. 문제에 대해 어떻게 표상하는지에 대한 문제 표상의 질은 곧 문제

해결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초보자와 전문가가

가지는 문제 표상은 질적인 차이를 나타낸다(Alexander & Judy, 1988).

초보자는 문제에 제시된 표면적인 특징에 따라 문제를 분류하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개념들을 적용하지 못하는 반면, 전문가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를 범주화한 후 문제에

접근한다(박윤배, 1988; Alexander & Judy, 1988; Chi et al., 1987).

또한 Camacho와 Good(1989)에 따르면 초보자는 문제에 제시된 과학

용어를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면서 구체적인 화학 지식과의 관계를 찾지

못하는 피상적-언어적 수준에 머무는 표상을 하는 반면, 숙련가는

화학적-정략적으로 문제를 표상을 한다.

Larkin(1981)은 물리 문제에 대한 표상을 <표 Ⅱ-3>과 같이 4단계의

순서로 제시하였다. 초보자들은 주로 1-2단계의 표상 수준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반면, 전문가들은 3-4단계의 표상 수준에서 문제를 관련된 원리를

적용하여 범주화 한다.

<표 Ⅱ-3> 문제에 대한 표상 4단계(Larkin,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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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홍미영, 1995, p.3)

2.2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

홍미영(1995)은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을 <그림 Ⅱ-2>와 같이 문제의

특성, 문제 해결자의 특성, 문제 해결과정의 특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2.2.1 문제의 특성

문제를 제시할 때, 글로 제시할 때보다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할

때 문제에 대한 성취도가 높게 나타난다(조영미, 1996; Kokinov & Yoveva,

1996). 화학 영역에서 문제를 제시할 때 문제를 언어, 그림, 화학반응식의

3가지로 제시하였을 경우,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한 문제에서 성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홍미영, 박윤배, 1994). 이는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한 문제의 경우, 그

유형이 대부분 유사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들은 이 문제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비슷하게 화학 문제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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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문장제의 3가지로 제시한 경우에도, 학생들은 수리 문제를 더욱

선호하고 성취도에서도 결과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노태희 등, 2005).

학생들은 제시된 문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불필요하거나 부족함 없이 딱

필요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박윤배, 1991; 홍미영, 박윤배,

1994).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불필요한

정보가 있다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된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이들까지 모두 문제 해결에 사용하려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고, 제공된 정보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자신감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박윤배,

현봉수, 2006; 조영미, 1996; 홍미영, 박윤배, 1994, 1995).

문제의 상황은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가지는 친숙도 또는 추상도를

의미한다.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이 문제로 주어졌을 때, 과학적 상황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생이라도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는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노태희 등, 1996). 이는 학생들이 일상적 상황에

대해서 화학 지식을 적용하기 어려워하고, 구한 답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

문제의 추리단계 수와 문제 해결의 어려움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선형적인

간계라기보다 일정 단계까지는 정답률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어느 순간

급격히 정답률이 하락한다(변태진, 2012). 즉, 문제 해결의 조작 단계의 수가

임계 단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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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문제 해결자의 특성

선언적 지식(declarative knowledge)은 제시된 문제와 관련된 개념, 원리,

법칙 등에 관한 사실적 내용이다(박윤배, 2002; Alexander & Judy, 1988).

선언적 지식은 명제적(propositional) 지식이라고도 한다.

절차적 지식은 문제 해결자가 선언적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제 해결자는 문제

해결에 실패하게 되므로 이 두 지식은 문제 해결 성공여부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박윤배, 1991).

전략적 지식은 문제 해결자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지식을 말한다(Alexander & Judy, 1988). 즉,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

해결자가 진행 상황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점검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비인지적 요인은 자신감, 불안감, 신념 등이 속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구성주의 신념에 대한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Park,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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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제 해결 과정의 특성

문제 해결자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은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한 여러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의 특성이나

내용 영역에 따라서 문제 해결 전략의 유형은 다양하고 그 유형에는 ‘추론

전략(reasoning strategy)/연산 전략(algorithmic strategy)’(Nurrenbern, 1980),

‘체계적 시행착오(systemic trial and error)/임의적 시행착오(random trial and

error)’(AtWater & Alick, 1990), ‘공식 사용/비례 논리

사용’(Anamuah-Mensah, 1986), ‘지식-개발 전략/수단-목적 전략’(홍미영,

박윤배, 1994, 1995) 등이 있다.

개념 문제 보다 수리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전이 빈도가 더 크고, 단계 간 전이에 소요되는 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문제의 난이도에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친숙한

문제에 비해 이해와 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다.

문제에 제공된 정복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수행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추리 단계의 수가 많은

문제는 이해와 계획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또한 과학적 상황보다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단계별로 보았을 때,

이해 단계와 검토 단계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며, 다른 단계로 전이하는

데에서도 일상적 상황의 문제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전경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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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 해결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전문가와 초보자는 질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노태희, 전경문, 1997; Woods, 1989). 구체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 능력, 적용되는 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초보자는 문제 해결 실패자와, 전문가는 문제 해결

성공자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즉, 초보자와 전문가의 구분은 문제 해결

실패자와 성공자의 구분으로 볼 수 있다(Woods, 1989).

Woods(1989)는 <표 Ⅱ-4>와 같이 초보자와 전문가의 문제 해결 특성을

비교·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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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문제 해결 실패자) 전문가(문제 해결 성공자)

빨리 해결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다.

신중함과 정확함을 중요시하고 대한을

탐색하거나 점검함으로써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려고 한다.

문제 해결 과정을 인지하지 못한다. 문제 해결 과정을 인지하고 있으며, 효

과적인 인지 전략을 사용하고 다른 방

법을 계속 탐색한다.

문제 해결 과정의 여러 단계를 두서없이

반복하여 거친다.

문제를 단계별로 해결한다. 문제 확인,

탐색, 계획, 수행, 평가, 검토 등의 활동

을 고려한다.

문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모두 이해

하지는 못한다.

문제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를 모두 이

해하려 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료화한다.

문제의 상황에 대하여 신중하게 탐색하

지 않고 떠오르는 생각대로 문제 해결에

돌입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수록 더

욱 성급한 행동을 나타낸다.

문제에서 통제해야 할 조건, 단서 등을

확인한다. 관련 변인이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탐색한다. 문제를 조직하기에

앞서 선택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한다.

주어진 정보와 과거의 경험만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찾아내지 못한다.

필요한 정보를 규명한다.

단서, 조건, 가능한 해결책, 과정 등을 혼

동한다.

단서, 조건, 가능한 해결책, 과정 등을

명확하게 분화한다.

다른 대안들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일단 떠오른 해결책을 사용한다.

다양한 해결책, 과정, 방법, 인과 관계,

결과 등을 고려한다.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결론을 내린다. 조건을 규명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신의 문제 해결 기술을 명확하고 정확

하게 평가하지 못한다.

자신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장점 및 단

점을 명확하게 평가한다.

문제에 제시된 용어에 기초해 문제의 유

형을 분류한다.

문제의 유형을 기본적인 원리나 인과

관계에 기초해 분류한다.

<표 Ⅱ-4> 초보자와 전문가의 문제 해결 특성 비교(Woods, 1989,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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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

문제 해결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 개정교육과정 과학과의 상위 목표를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른다.’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른 하위목표

4가지 중 2가지를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른다.’로 설정하여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5).

과학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하여 학생 개인의 사고 과정 측면과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 측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 외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문제 변인이나 문제 해결자 변인들이 조사

되었다(전경문, 1997). 또한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새로운

문제 해결 모형인 House Model을 개발 및 활용하여 분석하여,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해결 단계의 어려움의 정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변태진, 2012).

문제 해결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에는 지필 검사법, 내성법, 회상적 면접법,

발성사고법 등이 사용되는데, 발성사고법(think-aloud method)은 학생들의

자신의 사고 과정을 발성을 통해 직접 드러내도록 함으로써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중에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분석 하는데 유용하다(강석진 등, 2013;

유지연 등, 2013). 전 세계적으로 발성사고법에 의한 문제 해결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가(성공자)와 초보자(실패자)의

문제 해결 특성 비교(권재술, 이성왕, 1988), 문제 해결 단계나 모형

구축(권재술, 이성왕, 1988; 홍미영, 박윤배, 1994), 문제 해결 시간이나

전략(홍미영, 박윤배, 1995) 분석 등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교수 전략으로는 분자 수준의 표상

강조(Gabel, 1993), 해결자·청취자 활동과 몰 지도를 사용한 문제해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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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의 효과(노태희 등, 2002), 문제 해결 전략에서 협동 학습의 효과(노태희

등, 1999) 등이 보고되었다.

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문제 변인과 문제 해결자

변인으로 나뉜다. 문제 변인으로는 문제의 난이도, 정보량, 상황(context) 등이

연구 되었고(권재술, 이성왕, 1988; 홍미영, 박윤배, 1995), 문제 해결자

변인으로는 논리적 사고력, 공간 능력 등이 연구 되었다(전경문, 1997).

과학 교육 분야에서 문제 해결 전략은 다양한 교수법과 함께 사용 및

연구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문제의 범주화(Bunce et al., 1991), 메타인지

전략(Montague, 1992), 완전학습(Asieba & Egbugara, 1993), 활동지

사용(Keith, 1993; Mettes et al., 1981), 협동학습(Huffman, 1997; Tingle &

Good, 1990) 등의 교수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중 화학 수업에 대한 문제

해결 전략의 교수 효과는 <표 Ⅱ-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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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대상 사례수 내용 전략
전략 이외의
요소

기간
사후
검사

결과
1) 비고

Asieba
와 

Egbugar
a

(1993)

4개 
고교
고등
학생

확산 
등 4단계

처치 1∼4
: 화학 

내용이나 
전략에 대한 
완전학습

(오리엔테이
션,연습,피드

백)

7주

주관식
화학 수리 

문제 
해결력검사

·4개 학교가 
처치 1∼4에 
각각 할당됨
·사후 검증 
결과 화학 

내용과 전략을 
모두 완전 

학습으로 배운 
집단이 다른 세 
집단에 비하여 

S.P.

·문제 
정의 S.P.

·정보의 
선택 S.P.

·정보의 
조합 S.P.

·답 검토 S.P.

Bunce
와 

Heikkin
en

(1986)

이과
대학
신입
여학생

통제집
단

99→71
명

밀도
,물
화학
양론

6단계 활동지 1학기

화학 시험 
4회

(선다형/주
관식,개념/

수리)

N.P.
N.N.

처치 집단 
수업은 

연구자가, 
통제집단 

수업은 교수가 
진행함

처치집
단98→6
5명

Bunce
등(1991)

대학
신입
여학생

24명이
처치집
단과 
통제집
단으로
나뉨

화학
양론 6단계 

·통제 
집단은 

전략에 의한 
교사의 
문제해결
·처치 
집단은 
문제의 

범주화 연습

3차시

주관식 
성취도검사 

총점
N.P.

 

·두 개 
이상의 
개념을 
요구하는 
조합형 
문제

S.P.

·공고하지
않고 

갑자기실시
한 시험

S.P.

Frank와 
Herron
(1985)

이공계
대학생

전통집
단

20여명
× 

2학급
일반 
화학
연습 
시간

3단계

·미시적, 
상징적,거시
적 표상 
강조

·소집단 
문제 해결
·문제 해결 
후 사용 
전략 

등에관한 
사후 논의

1학기

화학 시험 S.P.
2명의 조교가 
처치 집단과 
전통 집단의 
수업을 각각 

진행함
처치집
단20여
명
× 

2학급

발성사고
개별면담
:전략 사용 

여부

N.P.

Mette등
(1980, 
1981)

대학생

전통집
단50,19,
42명

열역
학
강의
I, II

4단계

·소집단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예비 

지도
·시험과 
동일한 
상황에서 
활동지를 

이용한 문제 
해결

·활동지에 
대한 피드백

1학기 화학 시험 S.P.

처치집단과 
전통집단의 
수업을 서로 
다른 해에 

별도로 진행함

처치집
단61,32,
53, 51 
명

Tingle
과 

Good
(1990)

3개
 고교
1∼3
학년

통제집
단86명 화학

양론 5단계

·협동학습 
환경의 

소집단 문제 
해결

7주 선다형
화학 시험 N.P.

3학교의 
수업을

3명의 교사가 
각각진행함

처치집
단92명

<표 Ⅱ-5> 화학 수업에서 문제 해결 전략의 교수 효과(전경문, 1999, p.34) 

1) S.P.: Significantly Positive(p < .05), N.P.: Non-Significantly Positive(p > .05), N.N.: Non-Significantly Negative(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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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과학 교사에게 평소 수업에서 발표 또는 토론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등 언어 능력이 뛰어나 발성사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과학 성적이 평균 정도인 학생들을 추천받았다. 그 후 연구자는 추천받은 학

생들에게 연구를 안내하여 그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연

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모든 연구 참여자는 무작위로 S1-S10으로 표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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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 절차 및 자료 수집 방법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참여 학교가 사용하는 과학

교과서를 수집하고 과학 교사를 통하여 실제 수업 내용을 확인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반응의 법칙’ 단원에

서 다루는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물의 양에 따라 생성된 앙금의 양을 그래프

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교사는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주

전에 해당 단원에 대한 수업을 하였으며,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을

예시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에 관

한 개념 수업을 주로 하였다. 이때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실험 활동이나 그

래프 구성 활동은 하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앙금 생성 반응과 관련한 그래프는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즉, 자료 수집 당시 학생들은 비교적 최근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하였으나 이를 주제로 과학 그래프를 접하거나

구성한 경험은 없었다. 이에 앙금 생성 반응을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의 목표

개념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묘사한 그림의 눈금을

읽고 그래프를 구성하도록 그래프 구성 문항을 개발하였다(김유정, 문세정 등

2009). 구체적으로,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용액을 혼합하여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 세 개를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한

다음, 지문을 통하여 눈금 실린더로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염화칼슘의 양을 일

정하게 하였을 때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 앙금의 양을 그

래프로 나타내도록 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 학교가 아닌 다른 중학교 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시행하였다. 예비연구 결과, 학생들은 문제

에 제시된 지문만으로는 각 눈금 실린더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물질의 화학식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래프

를 너무 작게 그리거나 그래프 구성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는 각 눈금 실린더

그림 아래에 눈금 실린더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와 반응 전후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추가하였고, 지문에는 각 물질의 화학식을 괄호 안에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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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리고 그래프 구성 공간에는 1 사분면에 x축과 y축만 표현된 그림을

제시 한 후 학생들이 축과 눈금을 포함하여 그래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을 파악하

고자 그래프 아래에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자세히 적도록 하였다.

또한, 과학교육 전문가와 현직 과학교사가 참여한 세미나를 거쳐 지시문과 그

림 자료의 명료성을 점검받았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그래프 구성에 앞서 학생들이 발성사고법에 익숙해

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먼저 이 연구와 무관한 문제로 연

구자가 직접 발성사고를 하는 시범 영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발성사고 연습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본 문제 해결을 수행할 때는 연구자가 학생을 한 명씩

전담 관찰하면서 학생이 그래프를 지우거나 수정할 때, 활동지에 그래프 외에

다른 내용을 기록할 때, 사고 과정이 발성사고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

될 때와 같이 특징적인 점들을 관찰 노트에 기록하고 추후 면담에 활용하였

다. 또한,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발성사고 없이 생각만 할 때는 학생의 주의

를 환기함으로써 학생의 발성사고를 촉진하였다. 발성사고법을 활용한 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에는 5-20분(평균 1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두 녹음 및 녹화

하였다.

과학 그래프 구성이 끝난 직후, 각 연구자는 자신이 관찰한 학생을 대상으

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에서는 학생들에게 그래프 구성 과정

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였고, 이

때 연구자가 관찰 노트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또한, 과학 교과

에서의 그래프 구성 경험,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이해 정도와

오개념 여부,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고

려하였는지 여부와 고려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래프 구성 과

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교육 요구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면담에는 25-40분

(평균 3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녹음하였다. 모든 자료 수집은 발성

사고법과 면담법을 활용한 연구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전공 박사 과정 1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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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연구 및 예행연습을 통하여 추가로 연습을 실시한 석사과정 2인이 함께

수행하였다.

발성사고 및 면담 과정을 녹음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그래프 구성 과정을 녹화한 영상과 발성사고 전사 자료를 함께 보면서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행동들을 전사본의 해당 위치에 추가적으로 기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이 그래프의 추세선을 구성하는 경우 발성사고 전사본

의 해당 위치에 ‘(원점부터 외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와 같이 괄호를 넣고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발성사고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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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순차적 문제 해결 단계

에 따라 조사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분

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 및 활용한 표상의

수준을 자료 해석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3.1 자료 분석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과학

교과의 일반적인 순차적 문제 해결 과정인 ‘이해-계획-수행-검토’의 네 단계

(노태희 등, 1996; 변태진, 2012)를 설정하였다. 연구자 1인이 문제 해결 과정

에 관한 선행 연구(권재술, 이성왕, 1988; 노태희 등, 1996, 변태진, 2012; 홍미

영, 박윤배, 1994; Larkin, 1978)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모든 학생의 전사본을

예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단계별 하위 요소를 그래프 구성 문제 유형에 맞

게 수정 및 보완한 예비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이후 2인의 연구자가 학생 3인

의 전사본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각자 분석한 뒤 분석 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

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 분석틀을 확정하였다<표 Ⅲ-1>. 분석자 간 일치

도가 .93에 도달한 후에 1인의 연구자가 모든 전사본을 분석하였다. 과정 요소

의 분석 단위는 개별 발화 단위가 아닌 학생의 사고 과정에 따른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하였으며, 발성사고만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과정 요소의 분

류는 면담 전사본을 함께 분석하여 보완하였다. 축에 관한 행동은 x축과 y축

에 대하여 각각 한 번씩 나타났으므로 작은 첨자 x와 y를 추가하여 구분하였

고, 축에 숫자를 표기하면서 곧바로 점을 찍는 경우와 같이 행동이 연달아 나

타난 경우는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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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해

A1 문제 읽기

A2 문제 다시 읽기

A3 정보 끌어내기

A4 변인의 값 적기

A5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

B 계획

B1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

B2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

B3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하기

B4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

C 수행

C1 점찍기

C2 축 변수, 단위 표기하기

C3 축의 숫자, 간격 표기하기

C4 추세선 그리기

C5 원점 표시하기

D 검토

D1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 확인하기

D2 그래프의 구성 과정 확인하기

<표 Ⅲ-1>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

다음으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한 표상 및 표

상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였다. 1인의 연구자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분석

을 완료한 발성사고 전사본 자료와 녹화 영상, 활동지를 함께 보면서 학생들

이 이 연구의 문제에서 제공한 표상인 그림을 최종 표상인 그래프로 전환하기

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표상을 활용하였는지 기록하였다. 이때, 학생이 활동

지나 연습지에 필기한 것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이 활용한 표상은

표상 관련 선행 연구(Larkin, 1981; Rau, 2015)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여 기록

하였다.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앞에 썼던 표상을 뒤에서 다시 읽거나 계산 등

에 활용한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상을 연결하여 이러한 연계 활동을 표시하였

다. 2인의 연구자가 분석 기준을 합의한 후 1인의 연구자가 모든 학생의 응답

원안을 분석하였으며, 이후 다른 연구자가 응답 원안과 표상 분석 결과를 모

두 검토한 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였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 관한 학생의

발성사고 및 면담 전사본,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포함하여 학생이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 활동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삼각측정법

(triangulation)을 활용하였다. 또한 과학 교육 전문가와 현직 과학 교사가 참

여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여 연구 방법 및 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점검받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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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료 해석

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순차적 문제 해결 단계와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

략과 활용하는 표상의 수준에서 과학 그래프 구성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은 문제 해결 방향

과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변태진, 2012; 홍미

영, 박윤배, 1994; Atwater & Alick, 1990), 일반적으로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

적 지식의 활용 여부에 따라 구조적 전략과 임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홍

미영, 1995). 또한, 적절한 표상의 활용도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활동 중하나로 볼 수 있다(홍미영, 1995).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구조적 전략(structural strategy)은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그래프 자체의 구성 과정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모두 활

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으로 정의하였다. 구조적 전략의 경우, 학생

이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는 시점에 따라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전략과 수단-목적(mean-end) 전략의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박윤배, 조윤

경, 2005; 홍미영, 박윤배, 1994; Larkin et al., 1980). 지식-개발 전략은 수행

단계 이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련 개념을 추출한 후, 개념과 그래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맺어줌

으로써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명 전진 전략이다. 수단-목적 전략은

최소한의 이해 및 계획 단계를 거친 후 바로 수행을 시작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다시 이해 또는 계획 단계로 돌아와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련 개념을 하

나씩 차례로 찾아 나가며 문제를 비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일명 역진 전략이다.

임의 전략(random strategy)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지식을 임의로 떠올리

거나 제시된 자료만 보면서 그래프를 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으로 정

의하였다.

한편, 학생들이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하는 표상은 문제의 지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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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어를 숫자나 문자로 나타내는 언어적 표상, 문제에

제시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표상, 문제에서 추출한 정보 또는 개

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적 표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반응식이나 방

정식 등을 만드는 수리적 표상의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Larkin, 1981).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 그래프 구성에서 활용한 표상을 그 수

준에 따라 고차원 표상과 저차원 표상으로 구분하였다. 고차원 표상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거나 숨어있는 정보를 드러낼 때 활용하는 표상을 의미하며, 주로

물리적 표상과 수리적 표상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의 목표 개념에 관한 정보

를 정리하거나 표시하는 방정식, 반응식, 부등식 등의 표상, 수학적인 계산 과

정에서 활용되는 순서쌍, 부등호, 등호, 기울기 등을 고차원 표상의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저차원 표상은 문제에 이미 제시된 표상을 그대로 또는 일부만

변형하여 반복하는 수준에서 활용되는 표상을 의미하며, 주로 언어적 표상과

그림 표상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에 제시된 화학식이나 용어, 단어나 문장 형

태의 진술문 중 핵심어를 그대로 쓰는 언어적 표상, 문제에 포함된 그림을 그

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다시 그릴 때 활용하는 그림 표상 등을 저차원 표

상의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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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과학 그래프 구성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단계별 하위 요소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하위 요소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도 정량적 문제 해

결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권재술, 이성왕, 1988; 노태희 등, 1996; 홍미영, 박

윤배, 1994)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단계별 하위 요소의 종류 및 빈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해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지시문 등을 읽는 문제 읽기(A1), 문제의

약 60% 이상을 그대로 다시 읽는 문제 다시 읽기(A2), 문제에서 핵심구나 문

장을 추출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정보 끌어내기(A3), 그림으로 제시된 자료의

눈금을 읽는 변인의 값 적기(A4), 화학식이나 물질의 이름 등을 자신에게 편

한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A5)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이는 모두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 단계에서도 대체로 동일

하게 나타났던 과정 요소이다.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추가로 미지수

확인하기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프 구성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그래프로 전환하는 문제로서 별도의 미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필요하므로

해당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 단계에서 나타났던 하위 요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읽기(A1)와 변인의 값 적기(A4)의 두 가지 하위 요소는 각각 문제와 그림에

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서 나타났다. 정보 끌어내기(A3)는 문제 읽기나 변인의 값 적기 과정

이 나타난 직후, 문제에 제시된 정보를 요약하는 형태로 다섯 명에게서 나타

났다. 다음은 S6이 문제를 읽은 후, 문제에 제시된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림의 눈금을 읽으며 수를 추출하기까지 거쳤던 이해 단계의 과정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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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그대로 읽으며) 철수는 일정한 양의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고 있다. 철수는 왼쪽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넣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의 양을 

측정하였다. 철수의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A1). (그림을 보며) 염

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반응한 결과가 3가지인데

(A3), (변인의 값을 적으며) 염화칼슘 수용액이 80mL 있을 때와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50mL가 있을 때, 반응한 게 50mL가 됐어. 그리고 음 염화칼슘 수

용액 80mL, 탄산나트륨이 20mL일 때는 반응은 25mL가 됐고. 염화칼슘 수용

액이 80mL일 때는 탄산나트륨 40mL 둘을 더해서 반응하면 50mL가 되었네

(A4-A4-A4).

[S6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그러나 문제 다시 읽기(A2)와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A5)는 각각 한 명, 두

명에게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이해 단계에서 주로 활용된 요소는 아니었다.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이 요소들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문제 다시 읽

기는 문제 읽기에,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는 정보 끌어내기에 각각 통합된 예

도 있었다(홍미영, 박윤배, 1994). 즉, 이해 단계의 하위 요소는 종류 및 빈도

가 정량적 문제 해결 연구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계획 단계에서는 막대그래프, 선 그래프 등 그래프의 유형을 선택하는 그

래프 유형 설정하기(B1), 여러 가지 변인들의 종속, 독립, 통제 관계를 분석하

는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B2),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을 고려하는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하기(B3), 구체적인 자료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B4)의 네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는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위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를 읽는 즉시 또

는 암묵적으로 그래프의 유형을 선 그래프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는 한 명의 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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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으니까(B1). (중략) 그러니까 나는 이

것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거기 때문에. 아니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필요가 

없나(B1)?

[S1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를 제외한 하위 요소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반영되어 요소의 의미

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B2)

의 경우,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 사이의 비례 또는

대응 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나타났지만,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변인들의 독립, 종속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하기(B3)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와 같게 나타난 과정 요소이

다. 학생들은 그래프의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올바르게 고려하는 때

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등 주변 개념만 고려하거나 포화/불포화

개념 등 목표 개념과 무관한 개념을 잘못 고려하는 때도 있었다. 이에 그래프

에 제시된 구체적인 앙금 생성 반응의 상황 즉, 염화칼슘의 양이 일정하므로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 앙금의 양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일정해진다는 것에 대해 올바르게 고려한 경우를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을 표

시(B3)하여 구분하였다(조성연, 1993).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B4)는 자

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며 관계를 찾는 것으로,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

에서 나타났던 ‘유도해 낸 물리량 사이의 관계 찾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은 계획 단계의 하위 요소별 특징이 잘 드러난 S7의 예시이다. S7은

염화칼슘, 탄산나트륨, 탄산칼슘 수용액이라는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

는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 과정을 거쳤고, 각 수용액의 구체적인 양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 과정도 거쳤다. 또한, 이때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함으로써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

하기 과정도 함께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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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보며)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합하면 반응 후엔 앙

금이 생성 돼. 탄산나트륨 양을 좀 적게 하면 반응 후가 이렇게 되고…. 탄산

나트륨 수용액 양을 계속 변화하면서 앙금이 생성되는 총량을 보는 거니까

(B4-B2) (중략) (그래프 옆에 단서 조항을 쓰며) 단, 염화칼슘 수용액은 

80mL로 고정되어 있음(B4). (다시 그림을 보며) 앙금의 양이 두 쪽 다 영향

을 받으니까 한쪽만 고정을 해놓은 거지(B2).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나트륨이온은 염소랑 반응하지 않고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 

되겠지(B3).

[S7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수행 단계는 학생들이 직접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의 수행 단계와는 달리 그래프 구성 문제 유형에 맞는 새로운 하위 요소

설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그래프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김유정, 최길순 등,

2009; McKenzie & Padilla, 1986)에 제시된 축, 점, 추세선 등의 그래프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점찍기(C1), 축 변수, 단위 표기하기(C2), 축의 숫자, 간격 표

기하기(C3), 추세선 그리기(C4), 원점 표시하기(C5)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였

다. 추세선 그리기는 학생들이 예상하는 자료 사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점과 점 사이만을 연결하는 내삽과 주어진 자료 범위를 넘어서 추세선을

확장하는 외삽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김유정, 최길순 등, 2009).

수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축을 설정하고 축에 숫자 및 간격을 표기

한 후 점을 찍고 추세선을 그리는 순서로 수행 단계를 거쳤으며, 1명의 학생

은 추세선을 먼저 그리고 축을 설정한 후 점을 찍고 축의 숫자 및 간격을 설

정하였다. 다음은 전형적인 수행 단계 과정을 거쳤던 S5의 예시이다.

(축 변수를 쓰며) 그래프의 가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앙금의 양이라고 잡으면(C2x-C2y), (x축 척도 및 숫자를 쓰며) 20, 40, 

50mL가 있을 때(C3x), (y축 척도 및 숫자를 쓰고 점을 찍으며) 두 번째 그림 

탄산나트륨 20mL일 때 앙금은 25mL. 세 번째 그림 40mL일 때, 앙금의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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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mL, 첫 번째 그림 50mL일 때 50mL(C3y-C1-C1-C1). (외삽으로 증가하

다 일정해지는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며) 이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평행을 이루

는 그래프인 것 같다(C4).

[S5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한편, 원점 표시하기는 두 명의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으며, 모두 추세선을

외삽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가 좌표의 의미로 함께 표현된 경우였다.

(원점부터 증가하다가 내삽으로 일정해지는 반외삽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며) 

그러기 때문에 이제 0 콤마 0에서 20 콤마 25로 가서, 거기서 40 콤마 50으

로 가야지(C5-C4).

[S9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검토 단계에서는 그래프가 앙금 생성 반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지 검토하는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 확인하기(D1)와 그래프에서 점찍기, 축의

숫자와 간격 설정하기, 추세선 그리기 등이 잘 수행되었는지 검토하는 그래프

의 구성 과정 확인하기(D2)의 두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검토 단계에서

도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반영되어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 요소와 비교할 때 그 의미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그래프

의 과학적 의미 확인하기(D1)는 ‘유도해 낸 물리량의 의미 파악하기’에, 그래

프의 구성 과정 확인하기(D2)는 ‘계산 과정 훑어보기’에 각각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공통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수행했던 내용을 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고, 후자의 경우는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며) 앙금이 생성되는 거를 보면

(C4), 우선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일정량을 더하면 앙금의 양이 많아질 순 

있지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아, 이게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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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앙금이 더 생성되진 않는 걸 알 수 있지(D1).

[S10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구성한 그래프를 보며) 염화칼슘 수용액이 80mL(D2x), 근데 y축은 앙금의 

높이야(D2y).

[S1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 연구에서 검토 단계를 거친 학생은 모두 8명이었고 이중 그래프의 과학

적 의미를 확인한 학생은 2명, 구성 과정을 확인한 학생은 4명, 두 가지 하위

요소가 모두 나타난 학생은 2명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

에서는 학생이 수행 단계에 이른 다음 다시 이해 또는 계획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검토 단계로 이동하는 경우는 드물고, 검토 단계를 거치더라

도 단순히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박윤배, 조윤경, 2005; 박학규, 권재술, 1994; 전경문, 1999;).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량적 문제에서 도출된 정답은 문제 해결의 목표로서

만 기능하는 반면,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구성된 그래프는 문제 해결의

목표일 뿐 아니라 자료를 파악하고 목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Bing & Redish, 2006, 2009; Meredith &

Marrongelle, 2008; Tuminaro & Redish, 2004). 즉, 학생들은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자료의 경향성이나 과학적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

는지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 단계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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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유형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과 활용한 표

상의 수준은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3명의 학생이 구조적 전략을 활용하였

으며, 이 중 2명은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였고, 1명은 수단-목적 전략을 사

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전략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문제

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전략이다(홍미영, 1995). 이 연구에서도 구조적 전

략을 사용한 3명의 학생은 모두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다. 임의 전략의 경우,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고자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그래프 자체의 구성

과정에 관한 절차적 지식만을 활용하거나, 처음부터 절차적 지식만을 활용하

여 그래프를 구성한 경우가 나타났다. 임의 전략을 사용할 경우 대체로 시행

착오를 함께 겪으며 문제 해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박윤배, 조윤경,

2005), 이 연구에서도 임의 전략을 사용한 7명의 학생 중 2명은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으나 5명은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다.

한편, 표상 측면에서 저차원 표상 수준을 넘어 고차원 표상을 활용한 학생

은 3명이었는데, 이들이 활용한 고차원 표상은 순서쌍, 기울기, 반응식, 계수

비, 계산식, 부등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또한 이들은 모두 그래프 구성에

성공하였다. 반면, 7명의 학생은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저차원 표상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활용한 표상은 수와 문장 표상이었다. 이들 중 2명

은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성공하였으나, 5명의 학생은 올바

른 그래프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유형을 구조 적 전

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고

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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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1명의 학생(S3)이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에 해당하였으며, 이 학

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표 Ⅳ-1>과 같다.

학생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

S3

A           B           C                                   D    C     D C
A1-[A4-A4-A4]-B2-[B4-B3]-B2-C2-C3x-[C3y-C1-C3y-C1-C3y-C1]-[C2y-C2x]-C4-D2-D2-C5-C4-D1-C4

그림-[수+단어]----------------------------------[순서쌍-그래프]---------------------------기울기-------반응식--
     ┗--------------------------------------------┛┗----------------------------------------┛

A: 이해, B: 계획, C: 수행, D: 검토

<표 Ⅳ-1>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

S3는 이해 단계에서 문제를 읽은 후(A1),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면서

(A4) 각 그림 옆에 ‘50mL 앙금’과 같이 수와 수의 단위, 과학 용어를 함께 기

술하며 처음 제시된 그림 표상을 수와 단어 표상으로 전환하였다. 계획 단계

에서는 먼저 양이 일정한 염화칼슘 수용액이 통제 변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였

다(B2). 그리고 수와 단어 표상으로 전환했던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 수용액의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이 계속 증가해도 앙금의 양은 증가하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일정해진다는

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앙금 생성 반응이 멈춘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목표 개

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였다(B4-B3). 이를 바탕으로 S3는 탄산나트

륨 수용액의 양을 독립 변인으로, 탄산칼슘 앙금의 양을 종속 변인으로 결정

하는 축 설정을 하며(B2) 계획 단계를 마쳤다. 다음은 S3가 계획 단계에서 명

제적 지식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을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염화칼슘 수용액이 다 같고(B2), (써놓은 눈금 값들을 위에서 아

래로 손으로 훑으며) 탄산나트륨 수용액 양만 변화한 뒤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40mL와 50mL일 때 변화가 없으니까, 40mL일 때 반응이 멈추었다(B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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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이 변해서 앙금의 양도 변하니까 이걸 x와 y로 

놓으면 되나(B2)?

[S3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수행 단계에서는 축의 변수와 단위를 지정하고(C2) x축의 눈금을 지정한

다음(C3x), y축의 눈금을 지정하면서 한 번씩 점을 찍는 과정(C3y-C1)을 반

복하였다. 이때, S3은 점을 찍을 때마다 ‘(40, 50)’과 같이 점의 좌표를 함께

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 표상이 순서쌍 표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S3는

점과 점 사이만을 연결하는 내삽으로 추세선을 구성하였다(C4). 그러나 바로

이어진 검토 단계에서 S3는 순서쌍을 이용해 각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해당 앙금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쓴 다음 자신이 그린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검토 단계(D1)를 거쳤고, 이때 내삽만으로 표현했던 추세선

을 자료 범위 바깥까지 연장하는 외삽을 하며(C4)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하였

다. 다음은 추세선을 내삽으로 표현했던 S3가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도 계속해

서 앙금의 양이 일정할 것임을 파악한 후 추세선을 외삽으로 수정하는 과정이

다.

(내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 이런 그래프가 생겼다(C4). 탄산나트륨 수용액. 

(점의 좌표를 순서쌍으로 빈 곳에 다시 쓰면서)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0일 텐데(D2). 그러면 기울기를, (순서쌍을 이용해 기울기를 

계산하며)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기울기를 구해보면(D2), 한 직선 위에 있

다. 그러니까 (추세선의 왼쪽을 영점과 연결되게 외삽으로 나타내며) 직선으로 

나타내야 해(C5-C4). (화학 반응식을 쓰며) 앙금 이게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40mL 위로 계속 넣어도 변화가 없으니까(D1) (추세선의 오른쪽을 외삽으로 

나타내며) 앞으로도 계속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C4).

[S3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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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 전략 측면에서 나타난 S3의 주요 특징은 계획 단계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그래프의 목표 개념(B3)과 연결지어 생

각하였다는 점이다. S3는 제시된 자료 분석과 축 변인 설정, 목표 개념의 고

려에 이르는 충실한 계획 단계를 거쳐 수행 및 검토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계획 단계로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S3의 문제 해결 전략은 구조적 전

략 중 지식-개발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

프의 절차적 구성 과정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생각

하였다는 특징이 있었다.

표상 측면에서는 그림으로 제시되었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기까지 수와

단어, 순서쌍 표상을 활용하였고, 검토 단계에서도 기울기, 반응식 등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였다. 이때 수와 단어 표상은 문제에서 그림의 설명과 눈금을

통해 나타난 정보를 정리하여 표현한 것으로 저차원 표상에 해당하고, 순서쌍

과 기울기, 반응식 표상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표현한 것이므로 고

차원 표상에 해당한다. 또한, 기울기는 여러 순서쌍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나타낸 표상이고, 순서쌍은 서로 관련이 있는 수를 묶어서 나타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울기 표상은 수 표상을 순서쌍 표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타나기 어려운 표상이다. 그러므로 S3의 표상 전환 과정은 전 단계의 표상

이 계속해서 다음 표상으로 전환되는 의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었으며, S3

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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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에는 2명의 학생(S5, S7)이 해당하였으며,

이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을 <표 Ⅳ-2>에 제시

하였다.

학생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

S5
A           B           C 
A1-[A4-A4-A4]-B4-B4-[B3-B2]-[C2x-C2y]-[C3x-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7

A B     C       B         A        B        C                   D
A1-B4-B2-[C2x-C2y]-B4-B2-B3-B3-[A4-A4-A4]-B4-B3-B3-[C3x-C3y]-C1-C1-C4-C1-C4-D1

그림-------그래프---------문장---------그래프-----------------------------------------------------------
 ┗--------------------------┻--------------┛

A: 이해, B: 계획, C: 수행, D: 검토

<표 Ⅳ-2>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

S5는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면서 그림 표상을 수 표상만으로 전환하였다

(A4). 이어서 계획 단계에서는 수 표상으로 전환한 자료의 수치를 비교하였고

(B4), 이때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가 가지는 의미를 목표 개념과 연관 지

은 후(B3) 이를 바탕으로 축의 변수를 추출하였다(B2). 다음은 S5가 자료의

수치를 비교하며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탄산칼슘 앙금의 양이 바뀌는데, 어

느 지점 이후로는 앙금의 양이 일정하게 제한됨을 파악하고 축을 설정하기까

지의 과정이다.

세 그림 모두 전부 염화칼슘 수용액은 80mL로 같고(B4),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앙금의 양이 같고(B4), 그러니까 이거는 탄산나트륨 수용액 변화

에 따라 앙금의 양이 바뀌는 것 같은데(B3-B2)? (축 변수 쓰며) 그래프의 가

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앙금의 양이라고 잡으면 

(C2x-C2y).

[S5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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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S5는 계획 단계에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였

고, 수행 단계에서는 축의 변수와 단위를 지정하고(C2) 축의 눈금과 수를 표

시한 다음(C3), 점을 찍고(C1) 내·외삽을 하여 올바른 추세선을 구성함으로써

(C4) 그래프 구성을 완료하였다. 수행 단계 이후 검토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

즉, S5는 계획 단계에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을 추출한 후, 개념

과 그래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였다.

S7은 문제를 읽으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파악하고 축 변수를 추출

한 다음(B2), 곧바로 그래프 축의 변수를 지정(C2)하였다. 그리고 다시 계획

단계로 돌아와 그림을 보면서 ‘CaCl2의 양은 80mL로 고정되어 있음’과 같이

그림에서 파악되는 내용을 문장 표상으로 정리하였으며(B4), 이때 S5와 유사

하게 이를 앙금 생성 반응과 연결 짓는 과정(B3)을 거쳤다. 이후 각 그림의

눈금을 읽으면서 곧바로 그래프 축의 눈금 구성과 점찍기를 수행하였고, 다른

학생과 달리 그림 표상을 수 표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

토 단계에서는 그래프의 추세선에서 외삽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다(D1).

(점을 찍고, 원점부터 외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 20에서 25까지는 계속 넣어

주고(C1-C1-C4) (점을 찍고, 추세선을 연장해서 그리며) 40까지는 넣어 주면 

계속 증가하다가 (점을 찍고 추세선의 오른쪽을 외삽으로 나타내며)(C1-C4) 

40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D1).

[S7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즉, S7은 문제에서 그래프 축 설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먼저 축을 구

성하고, 다시 이해 단계로 돌아와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련 개

념을 하나씩 차례로 찾아 나가는 수단-목적 전략으로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면담 결과, 이들은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었

으며 문제에 제시된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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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비교했을 때 처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은 딱 용량이 같고 탄산나트륨 수

용액만 50mL, 20mL, 40mL로 다른데, 반응 후에는 이 더한 값이 당연히 용

액이 되었고 앙금의 양이 변한 것을 보았을 때,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앙금의 

비교하려고 해서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변함에 따라서 앙금의 양도 변하기 때

문에 가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 잡고 세로축을 앙금으로 잡아서 넣었어요.

[S5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얘는 앙금의 양, 여기 염화칼슘을 보면 염화칼슘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

서 지금 얘는 탄산나트륨이 50mL, 얘는 40mL인데 앙금 나온 게 45mL로 똑

같아요. 그러면 이때 칼슘이 없어졌단 얘기고 이다음부터는 앙금의 양이 똑같

겠죠. 이 전까지는 더 많이 부어주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점점 정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앙금의 양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렸어요.

[S7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뿐만 아니라 S7은 과학 그래프를 구성할 때에는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학 그래프의 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

고 있었다.

면담자 :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과학 개념이 그래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

나요?

  S7  :  네. 없으면 힘들겠죠. 그리기는 했었겠지만 그리면서도 이게 맞나하

면서 그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앙금을 안 배웠으면 아마 그리

지도 못했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앙금 같은 거 배우면서 한 거지, 

만약에 앙금의 개념을 몰랐으면 아마 이 그래프 자체를 못 그렸을 

거예요.

[S7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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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적 이해가 높은 학생이 문제 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Chiu,

2001), 또한 그래프 구성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Gültepe, 2016)는 선행 연

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성공적

으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개념에 대한 일관되고 구조화된

명제적 지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 전략과

무관하게 계획 단계에서 각 수치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을 파악(B4)할 때 명제

적 지식을 연관 지어 생각(B3)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같은 수 또는 눈금이 두 번 나타난 것을 확인할 때 이를 앙금 생성 반응에 관

한 목표 개념과 연결하여 ‘이것은 반응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앙금의

양이 일정해졌음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학생들은 표상 측면에서 전 과정에서 수 또는 단어 표상

만 활용하는 등 저차원 표상만을 활용하였다. 즉, 이들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

하지 않았지만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의 활용만으로도 올바

른 그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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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은 2명(S2, S10)이었다. 이 중 S2는

목표 개념에 대한 고려를 시도하였으나, 오개념을 갖고 있어 올바른 목표 개

념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절차적 지식만 활용하

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S10은 처음부터 명제적 지식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래프 구성에 관한 절차적 지식만 을 활용하였다. 이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표 Ⅳ-3>와 같다.

학생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

S2

A            B              C      B  C            D   C    B  C      B   A            C            D C D C D
A1-[A4-A4-A4]-A3-B3-B3-B4-B2-B4-B3-{[C2x-C2y]-B4-[C3-C1-C3-C1]-C4-D2-D2-C4}삭제-B2-[C2x-C2y]-B3-B4-A3-B3-B4-B3-B4-[C3-C1-C3-C1]-C4-D2-C4-D1-C4-D1

그림-[수+단어]---단어-계수비----계산식-그래프------------------------------------------그래프-----------------------------[순서쌍-그래프]------------------
     ┗--------------------┻---------------------------------------------------------------------------------------------------------┛

S10
A             B  A         B     A        B  C  D  C                     
A1-A4-A3-A5-A3-B2-[A4-A4-A4]-B4-B4-[A4-A4-A4]-B4-C4-D1-[C2x-C2y]-[C1-C3x-C3y-C1-C3x-C3y-C1-C3x-C3y]

그림-------단어---------수-------------부등호-수----------------그래프------------------------------------------------------------

A: 이해, B: 계획, C: 수행, D: 검토

<표 Ⅳ-3>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

S2는 이해 단계에서 문제와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며 수와 단어로 표상

을 전환한 후, 계획 단계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S2는 50mL의 탄산칼슘은 50/3mL의 칼슘이온

(Ca2+)과 100/3mL의 염화이온(Cl-)로 이루어져 있다는 등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와 계수비, 계산식과 같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문제

분석을 시도하였음에도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였

다. 이에 S2는 오개념을 활용한 그래프를 구성했다가 모두 지우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자신은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어진 자료에만 기초하여 절차적으로 그래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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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단어 표상으로 전환했었던 자료를 순서쌍의 형태로 전환한 다음, 이에 기

초하여 점을 찍고 내삽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구성하였다. 이후 검토 단계에

서는 점찍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D2)하였을 뿐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

서 활용했던 표상을 되돌아보며 구성했던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D1)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S2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추세선의

양쪽을 각각 외삽하여 연장(C4)함으로써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다.

(20, 25)를 지나고 그다음에 (40, 50)을 지나는데(D2), (원점부터 추세선의 

왼쪽을 외삽하며) 일단 40까지는 일차함수로 쭉 가는데(C4), 40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염화칼슘이 한정되어 있으니까(D1) (가로 직선으로 추세선의 오른쪽 

을 외삽하며)(C4) 그 다음부터 앙금의 양은 어차피 일정하게 되는 구나(D1).

[S2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한편, S10은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그림 자료를 보면서 그림이 나타내는 물

질의 화학식을 단어로 작성하였고, 이후 눈금을 읽고 수를 씀으로써 S2의 경

우와 같이 이해 단계에서 수와 단어를 모두 활용하여 표상을 전환하였다. 계

획 단계에서는 부등호를 활용하여 변인의 값을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하면서

각 수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B4)하였다.

수용액 양을 서로 비교해보면, 얘의 숫자를 2, 3, 매겨 놓으면 (부등호로 숫

자들을 크기순으로 재배열하며) 1번이 50mL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번, 그

다음이 2번이지(B4). 그다음에 앙금의 양도 보면, 이제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가장 많은 1이랑 2번째로 많은 2랑, 양이 50mL로 같고. 응? 50. 근데, 여기 

밑에 가라앉은 게 앙금인 건가? 이게 앙금이고, 1이랑 3이 앙금의 양이 똑같

고, 이게 2의 앙금의 양은 한 25? 25정도로 제일 적어(A4-A4-A4-B4).

[S10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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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단계에서는 추세선을 먼저 그린 다음 S2와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에서

추세선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D1)을 거쳤다. 이후 축의 변인을 설정

하고 점찍기와 눈금 설정을 번갈아 하며 그래프 구성을 마쳤다.

면담 결과, S2와 S10은 공통적으로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

는 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절차적으로 접근하여 그래

프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좀 어려웠던 게, 과학 지식 같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게(앙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런 걸 모르겠어서 그 문제

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프 그리기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S2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제가 처음에 앙금을 한번 보면서 중간에 잠깐 헤맸었는데, 우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니까. 그래프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분석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S10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 전략 측면에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명제적 지식의

활용 없이 절차적으로 접근하였으나, 수행 단계 이후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한 그래프 개형이 가지는 과학적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표상 측면에서 이들은 부등호, 순서쌍 등의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며

수치 사이의 경향성과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였다. 이들이 활용했

던 표상 중 일부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하였으나, 수와 단어, 순서

쌍, 부등호 등의 표상은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과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었으며,

표상 사이의 연관성도 높았다. 특히 이들은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절차적

으로 해결하는 임의 전략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차원 표상뿐만 아니라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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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표상의 활용과 표상 사이의 유의미한 전환이 올바른 과학적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Cooper et al., 2010; Hill & Sharma, 2015;

Lemke, 1998; Vermaat et al., 2003). 즉, 학생들이 명제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극복하는 데 표상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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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

S1

A         B A B C  B   C         D    B  C     B   C D           C  D    B C    D C        B  C     D  C 
A1-[A4-A4-A4]-B4-A3-B2-{C2x-B4-B2-C3x-C2y-C3-C1-D2}삭제-B1-{[C1-C1-C1]-B1-B4-C4-D2x-D2y-D2x-D2y-C2y-D2}삭제-B1-[C3-C1]-D2-[C3-C1-C3-C1]-B4-[C1-C1-C1]-D2-C4-C4

그림-수-----------------[막대그래프-문장]--------------------[선그래프]----------------------------------------[막대+선그래프]------------------------------
    ┗---------------------------------------------------------------┛

S4
A           B  C          D  C B  C     
A1-[A4-A4-A4]-B2-[C2x-C2y]-C3x-D2-C3-B4-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6
A             B           C                  
A1-A3-[A4-A4-A4]-B2-B4-B2-B2-[C2x-C2y]-[C3x-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8

A            B  A B  A  B            C       B        C      B  C          D  
A1-A2-A3-A1-[A4-B4-A4-B4-A4-B4]-B3-B4-B4-B2-[C2x-C2y]-B4-B4-B3-B4-C3-C3-C3-B4-[C1-C1-C1]-C4-D2-D2

그림-------------수-------------------------------------------그래프------------------------------------------------------------

S9
A          B       C               B  C       B  C    D     
A1-A5-A4-A4-B4-B4-B2-[C3x-C2y]-[C3x-C3y]-B4-[C1-C1-C1]-B4-C5-C6-D2

그림---수--------------------그래프----------------------------------------------------

A: 이해, B: 계획, C: 수행, D: 검토

<표 Ⅳ-4>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

4.2.4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은 5명(S1, S4, S6, S8, S9)이었다.

이들 중 3명(S1, S6, S9)은 축 설정과 점찍기까지 올바르게 수행하였으나 추

세선을 내삽으로만 구성하였다. S4는 그림 자료에서 잘못된 수를 추출하여 그

래프의 개형을 꺾은선 형태가 아닌 비례하는 직선형으로 잘못 구성하였다. S8

은 x축과 y축의 변수를 반대로 설정하였고, 점찍기와 그래프의 개형 구성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S4와 S8도 모두 내삽으로 추세선을 구성하였다. 이들

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표 Ⅳ-4>와 같다.

S4, S6, S9는 유사한 그래프 구성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문제

를 읽은 후(A1) 그림 자료의 눈금을 수 표상만으로 전환하였다(A4). 계획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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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수치들을 읽어보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분석하며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를 파악(B4)한 다음, 축 설정에 필요한 두 변인을 추출

(B2)하였다.

(그림 자료를 읽고 수로 쓰며) 첫 번째 것, 그 다음 두 번째 것의 염화칼슘 수

용액은 80mL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탄산 20mL밖에 안 넣었네. 그

러면 전체 더한 양은 100mL지. 근데 앙금은 25mL네?(A4) (그림들을 전체적

으로 보면서) 자, 50mL에선 50, 20에선 25. 그랬다가 40mL에서는 50mL가 

됐네(B4).

[S9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들은 수행 단계에서 내삽으로 추세선을 구성하였다. 검토 단계에서 S9은

점과 점 사이를 추세선으로 잘 연결하였는지 확인하는 그래프 구성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간단한 검토(D2) 단계를 거쳤고, S4도 축의 눈금 간격을 확인하

는 과정(D2)을 거쳐 눈금의 간격과 숫자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그림 자료의 눈

금을 읽는 과정에서 수를 잘못 추출하였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S6은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S1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표상 측면

에서 보면 그래프의 유형을 막대그래프로 해야 할지, 선 그래프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유형을 바꾸는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

었다. S1은 결국 막대그래프와 선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기로 하고 수행 단계

를 거쳤으며,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프의 유형에 관한 확인(D2)만을 하였다.

즉, 그래프 유형 설정에 관한 시행착오를 제외하면 S1의 그래프 구성 과정의

특징은 S4, S6, S9와 매우 유사하였다. S8의 경우 명제적 지식의 활용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지만, 목표 개념인 앙금 생

성 반응과 무관한 포화/불포화 개념을 고려하였고, 이는 축 변수 설정부터 점

찍기, 그래프 개형 구성까지 모두 잘못 수행하면서 최종적으로 2개의 옳지 않

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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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에서도 S8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명제적 지식에 관한 고려 없이 주

로 눈금 자료에서 전환했던 수 표상들의 수치 관계를 분석하여 그래프를 구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제가 생각해낸 와중에서 신기했던 게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20mL이었을 

때 앙금이 25mL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2배로 

늘어서 40mL이었을 때는 50mL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비례인 거예요.

[S9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이 유형의 모든 학생은 수행 단계에서 점찍기를 한 다음 단순히 점들을 연

결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추세선을 내삽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수학

교과에서 추세선을 내삽으로 구성했던 학생들이 대체로 거점을 기계적으로 잇

는 방식으로 추세선을 구성하고, 추세선의 의미에 대해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

이지 않았던 것(이화영 등, 2009)과 유사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눈금까지 그린 그래프에 점을 하나씩 찍으며) 20mL 일 때는 25mL(C1), 그

리고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40mL일 때는 50mL였다고(C1)…, 그다음 탄산나

트륨 수용액이 50mL일 때도 탄산칼슘의 양이 50mL였다(C1). (내삽으로추세

선을 그리며) 이 점들을 다 이으면 그래프가 되겠지(C4)?

[S6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계획 단계에서 자료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을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수 이외의 표상을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수치 비교와 축 설정

활동만을 하였다. 또한, 검토 단계에서도 눈금, 축, 추세선 등 그래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절차적 측면의 점검 과정(D2) 만을 수행하였다. 이를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올바른 그래프 구성에 성공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그래프를 구성할 때 이해, 계획 단계에서는 저차원에서 고차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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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는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단계에

서는 그래프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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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발성사고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동안 과학 그래프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김유정, 문세정 등, 2009; 김유정, 최길순 등, 2009; 김태선, 김

범기, 2002)에서는 주로 그래프의 구성 요소에 따라 학생들이 구성한 과학 그

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래프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알 수 있었지만, 학생들

의 종합적인 그래프 구성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 연구는 문제 해결에 성공한 학생

들에게서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과학교사들에게 학생들이 과학 그래프를 효

과적으로 구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과학교육 연구자들에게는 그동안 계산

위주의 정량적 문제가 주로 제시되었던 문제 해결 관련 연구의 영역을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그래프 구성문제로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유형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활용한 표상의 수준에 따라 구조적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

략-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두 유형의 학생들은 그래

프의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

악함으로써 활용한 표상의 수준과 무관하게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

하였다. 임의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명제적 지식의 활용 없이 그

래프 구성에 대한 절차적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지만, 문제 해결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저차원 및 고차원 표상을 활용하였고 표상의 전환도 활발히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거치며 과학 그

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임의 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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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점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그래프를 구성하였고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프

를 과학적 맥락에 접목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래프 구성 과정을 점

검하는 수준에 머물며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

식을 고려하는 구조적 전략의 활용은 성공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라 할 수 있

다. 문제 해결 과정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

의 고려는 학생들이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고, 축 변수 설정과

추세선 구성 등 수행 단계의 그래프 구성 요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계획 단계에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래프 구성의 계획 단계에서 변인 사

이의 관계 또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를 찾을 때 올바른 명제적 지식을 고려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단계에서 문제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반응식 속에서 독립, 종속, 통제 변인을 추

출하고 변인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목

표 개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떠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오개

념 또는 목표 개념과 무관한 지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오히려 시

행착오를 유발하는 등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

입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한 표상의 수준도 문제를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해

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차원 표상의 활용은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 고차원 표상을 활용한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이전 단계에서 활용한 표상을

다음 단계의 표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의 단계별로 다른

표상을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

에서 과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

용할 수 있는 표상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저차원 표상에 머물지 않고 고차원

표상까지 활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해 단계에서는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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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측정값을 기록할 때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하기보다 수의 단위 표상

을 함께 기록하여 수가 가지는 과학적 의미를 고려하도록 하고, 계획 단계에

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부등호, 계수비, 표 등의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 사이

의 관계 및 경향성을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수행 단계에서는 이해 단계에서

기록한 수를 순서쌍의 표상으로 전환해 축의 척도를 설정하고 점을 찍을 때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검토 단계에서는 기울기 등 그래프가 나타내는

자료의 경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표상을 활용함으로써 구성한 그래프에서 과

학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이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의 활용을 강조한 교수법이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그래프의 목표 개념, 제

시되는 자료의 개형, 실험과 관련된 변수 등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이나 표상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급이나 목

표 개념의 종류를 달리하여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논리적

사고능력, 학습 접근방식, 공간 능력 등 다양한 변인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과

정 및 성공 여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노태희 등, 1996; 홍미영, 1995; Hsu et

al., 2004). 효과적인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전략은 문제의 특성뿐 아니라 학

생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상황에서

도 이러한 학생 변인과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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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Ⅲ-1>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검사지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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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는 일정한 양의 염화칼슘(CaCl2) 수용액에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을 넣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고 있다.

 1) 철수는 왼쪽 그림과 같이 넣은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CaCO3) 앙금의 양을 측정하였다. 철수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

자.

 

 2)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적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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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es for

Scientific Graph Construction

Using Think-alou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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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iddle school students’ processes of

scientific graph constr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Ten 9th grad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y constructed a

scientific graph based on pictorial data depicting precipitation reaction. The

think-aloud method was us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thinking

processes deeply. Their activities were videotaped, and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The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ir processes of scientific graph construction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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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s according to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and the level of

representations utilized. Students using the structural strategy succeeded in

constructing scientific graph regardless of the level of representation

utilized, by analyzing the data and identifying the trend based on the

propositional knowledge about the target concept of the graph. Students of

random strategy-higher order representation type were able to succeed in

constructing scientific graph by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ata using various representations, and considering the meaning of

the graph constructed in terms of the scientific context. On the other hand,

students of random strategy-lower order representation type failed to

construct correct scientific graph by constructing graph in a way of simply

connecting points, and checking the processes of graph construction only

without considering the scientific context. On the bases of the results,

effective methods for improving students’ ability to construct scientific

graphs are discussed.

Key words : graph construction, problem solving, representation, think-a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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