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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실행(scientific practice)’이 강조되면서 모델을

이용한 과학 학습은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주목받아 왔다. 이는 모

델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의 활동을 경험할 수 있

다는 기대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모델에 관한 인

식 조사, 내용 지식의 이해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모델의 효

용, 또는 학생들의 모델링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전략의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많았다. 모델과 과학교육을 연계하려는 근본적 취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의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과연 학생들이 과학자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과학자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

들의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를 과학자 활동에 비추어 분

석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과학자 활동 경험을 촉진한 요인과 이때 노출

된 학생들의 어려움에 관해 고찰하였다.

연구참가자는 일반계 고등학생 4명으로, 이들은 R&E 팀을 이루어 ‘방

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충격’을 주제로 모델 기반 탐구를 수

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도출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모

델을 구성하고 이를 평가하였으며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와 관련한 학생들의 담화는 녹

음 후 전사하였고 학생들이 남긴 다양한 형태의 기록은 부수적 자료로

수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과학자 활동의 본질을 과학철학적․인지과학

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경험 공간(E), 모델 공간(M), 개념 공간(C)

사이의 인지적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다고 판단된 사

례를 의미 단위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총 60가지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

었으며 이를 범주화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델 기반 탐구에서 요구하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

은 EMC 공간을 이동할 수 있었다. E-M 사이의 이동은 주로 모델을 통

해 시뮬레이션하기, 데이터 해석하기, 모델 수정하기 과정에서 이루어졌

으며, C-M 이동은 주로 모델 구성하기, 수학 관계식 도출하기,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

에서 인지과학 분야에 보고된 과학자 활동의 특징들이 관찰되었다는 점

은 주목할 만하다.

모델 기반 탐구의 양상을 고찰할 때 이를 촉진한 몇 가지 요인을 발견

할 수 있었는데, E-M 이동과 C-M 이동을 촉진한 요인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먼저, E-M 이동은 학생들의 일반 사유 역량과 밀접한 것으로

보였으며 이를 촉진한 것은 모델과 메타 모델링 지식으로 판단된다. 모

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객체, 변인, 조건과 같은 구성 요

소가 논리적 그물망과 사고의 초점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맥락의 불확실

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들의 사고

에 일반 사유의 영역이 개입하도록 논의의 성격을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일반 사유 역량의 사용에 관한 근본적 동기와

효능감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메타 모델링 지식은 E-M 이동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C-M 이동을 촉진한 요인은 상당 부분 이론적 지식의 이해와 관

련되며 모델링의 목표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이론적 지식에 관한 확장된

이해는 이를 촉진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현상의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

링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학생들이 C 공간의 이론적 지식과 M

공간의 모델을 연결하도록 촉진한다. 학생이 모델링 과정에서 분지 모델

을 단위로 사고했다는 특징은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

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분지 모델을 모델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과

학 이론에 관한 구문론적 관점을 초월한 의미론적 이해 그리고, 이론적

지식의 사용 조건과 고안 목적을 인식하는 메타적 이해가 요구된다. 결국

이론적 지식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현상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 바라보

는 관점이 C-M 이동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 학생들은 E 공간이나 C 공간에서 탈피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E 공간에 편향된 유형은 지각된 세계를 단순

화하는 활동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

이 있었다. 반면, C 공간에 편향된 유형은 이론적 지식에 대한 과도한

신념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를 대면했을 때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 학생의 논의가 모델 공간을

중심으로 상보적으로 작용하였기에 모델 기반 탐구의 수행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몇 가지 요인이 뒷받침된다면 학생들도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과학자 활동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모델 기

반 탐구는 과학자 활동 및 과학자 사고의 추구라는 과학교육의 핵심 목

표에 다가가기 위해 고려해볼 만한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들의 특징 및 어려움, 촉진 요인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다양한 모델 중심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폭넓은 도움

을 제공한다.

과학의 실행을 경험함에 있어 모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명백

해 보인다. 그러나 이는 모델에만 의존하는 기계적인 과정이라기보다는

학생 개인의 경험과 능력,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이 제공하는 지식 체계

가 얽혀 있는 복잡한 과정이다. 이는 결국 미래 교육의 흐름을 과학의

실행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 개편의 중요성

을 방증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학계와 교육 현장의 지속적인 고민이 필

요하며 본 연구가 제공하는 논의는 이러한 노력의 방향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요어 : 과학의 실행, 모델, 메타 모델링 지식, 의미론적 이해, 도구

적 관점, 인지적 편향

학 번 : 2018-37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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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과학이란 무엇일까? 근대 과학혁명 이후 과학의 획기적 성공과 위상의

증대는 철학자들에게 ‘과학이라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중

요한 과제를 제공하였다(조인래, 2005). 이와 별개로 ‘과학자들의 사고방

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인지과학 분야에서 오래된 관심

사이며 60여 년의 연구 전통을 가진다(Dunbar, 2004).

근래에 과학철학과 인지과학에서는 전통적 관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

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학 활동과 과학자 사고를 형식적․ 논리적 요소

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전통적 관점이 중요한 지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한 대안적 입장으로 과학철학에서는

‘자연주의 철학’이, 인지과학에서는 ‘인지-역사적 관점’이 대두된다. 이들

의 공통점은 ‘과학이 실제로 행해지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이 과학 활동

과 과학자 사고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

학철학과 인지과학이 말하는 과학 활동과 과학자 사고의 중심에는 무엇

이 있는가? 공교롭게도, 자연주의 철학과 인지-역사적 관점이 강조하는

참된 과학의 모습, 그 중심에는 ‘모델’이 자리하고 있다(Giere, 1988;

Nersessian, 1995). 이와 관련하여 과학 활동을 ‘모델을 도출하고 검증하

며 정교화하는 과정’으로 합의하는 다수의 입장들(Windschitl et al,

2008; Darden, 1991; Duschl & Grandy, 2008; Giere, 1988; Kitcher,

1993; Longino, 1990; Nersessian, 2005)이 존재한다.

과학교육의 목표 중 하나가 ‘학생들이 과학 활동과 유사한 탐구 경험을

통해 과학자처럼 사고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Campbell et

al, 2012) 과학교육계가 이와 같은 과학철학과 인지과학 분야에 축적된

진지한 고민의 결과에 주목해야 함은 마땅하다(Fischer et al, 2014). 이

에 과학교육에서 모델의 중요성에 동의하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과

학교육에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

졌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 의미론적 관점에서 과학 수업의 혁신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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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재구성을 도모하거나(Hestenes, 1998),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을 모델링 관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거나(Reif et al, 1982; Greca et al,

2000;, Niss, 2012), 탐구 기술, 내용 지식의 이해, 과학의 본성 인식에서

모델을 이용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Wang J. et al, 2015; Baze

C. L., 2017; Arslan A. et al, 2013; Campbell T. et al, 2010) 다수의 연

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학생들이 모델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모델을 적용한 과학교육을 통

해 기대되는 간접적 효과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작 학생들

이 모델을 이용한 수업 과정에서 과학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통해 과학

자 사고에 참여했는가에 관한 판단은 여전히 공란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모델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의 양상을 파

악하고 무엇이 그러한 수행을 촉진했는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능

력에 대한 회의적 의구심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강남화, 2017). 자연

현상의 설명을 위한 모델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은 과학자 사고와 유사

한 고차원적 능력을 요구하므로 학생들에게 수월한 과제는 아니다. 학생

들이 모델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는 연구는 학생들

의 어려움을 노출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막연한 우려를 구체화할 수 있으

며,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경주되어야 하는 교육적 노력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모델의 구성과 수정을 중심에 두는 이른바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역동적인 지식 생성의 과정을 포함한

실제적 과학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과정을 분석하여

과학자의 활동에 비추어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가 수행된 양상을 분석

하고 이를 촉진한 요인과 학생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인지 과정을

미지의 영역으로부터 끌어냄으로써 선행 연구 결과들에 대한 좀 더 근본

적인 이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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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의 양상을 질적으로

들여다봄으로써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과학자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수행을 촉진한 요인과 학생

들의 어려움을 구체화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2)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한 과학자 활동의 경험을 촉진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3) 모델 기반 탐구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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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1.3.1. 관심 요인

            물리 현상은 우리가 알거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상

호 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물리 현상을 완벽히 설

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과학자의 이론을 통해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해서는 탐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추출된 몇 개의 변수 및 파라

미터를 선정해야 한다(Portides, 2005).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관심 요인’

이라 지칭하겠다. 관심 요인은 질량, 변위, 속도, 가속도, 힘 등, 차원을

갖는 물리량 또는 속성(Properties)의 형태를 가진다. 따라서 이들 사이

의 관계는 직접 관찰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실험을 통한 경향성으로 나타

난다(Halloun, 2006).

1.3.2. 모델(Model)

            모델이라는 용어는 실제로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

으며, 이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Apostel, 1961). 그러므로 모델은 보편적 관점보다는 특정 관점에서 다양

한 형태로 정의된다. 그중 모델을 현상의 설명과 예측을 위해 특정 요인

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화․단순화된 표상으로 정의한 관점(Harrison &

Treagust, 2000; Lehrer & Schauble, 2006; Lesh & Doerr, 2003;

Christina & Reiser, 2009)은 본 논문에서 간주한 모델의 의미를 잘 반영

한다. 단, 본 논문에서 현상의 설명은 과학 이론에 기반한 수학적인 것을

말한다. 따라서 현상을 이상화․단순화하는 목적은 이론의 적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본 논문에서 모델은 ‘과학 이론을 적

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현상을 이상화․단순화 한 시스템’으로 정

의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모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

해 그림 1-1과 같이 물리학 논문에서 발견되는 모델의 사례를 제시하겠

다. 이 사례에서는 점성이 있는 물질의 변형, 보행 시 수직 왕복 운동을

조화 진동으로 단순화하였다. 이러한 모델은 대상을 역학적 관점으로 설

명하고자 하는 전략적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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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물리학 논문에 나타난 모델 사례(T. Schmidt

1997, J. Mi, 2018).

        

                

모델과 이론은 종종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과학 이론과 그 안

에 포함된 원리나 법칙들은 주어진 탐구 상황에 독립적이다. 반면, 모델

은 주어진 탐구 상황을 단순화한 표상이므로 상황의 특성을 반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론과 모델은 엄격히 구분된다.

1.3.3. 모델링(Modeling)

모델링은 설명을 위한 전략이다. ‘설명’이란 낯선 것, 복잡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관계시키는 것이다(Lederman, 2006). 그렇다

면, 낯설고 복잡한 현상을 대면했을 때 과학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

는 것과 연결하는가? 이때 ‘알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이 공유한 공동체의

지식 즉, 과학 이론을 일컫는다. 과학 이론은 인과 관계가 밝혀진 몇 가

지 주요한 변인들만이 관여하는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기술된 것이다.

따라서 규정되지 않은 자연 현상과 이론 사이의 간극은 필연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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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이론을 적용하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충분

히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단순화 과정을 이 논문에서는

‘모델링’으로 간주한다(그림 1-2). 따라서 모델링에는 패러다임이나 이론

의 선택, 관심 요인의 선정, 변인 선정 및 배치, 설명의 편의를 위한 이

상화․단순화, 어림(approximation)과 같은 과정이 포함된다.

  설명

[그림 1-2] 본 연구에서 모델링의 정의. 모델링은 현상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현상을 이상화․단순화하는 과

정이다.

그림 1-2의 정의에 의하면 이미 모델을 공유한 상황에서 그 모델을 정

교화하여 설명력을 높이거나 목적에 맞게 모델을 변형하는 등의 ‘모델

수정’ 과정 역시 모델링에 포함된다 할 수 있다(Hestenes 1987, 1997;

Clement, 2008; Halloun, 2006). 그러나 본 연구의 모델 기반 탐구에서는

‘모델 수정’ 과정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델링과 모델 수정은 별

개의 과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모델링은 최초의 모델을

제안하는 과정만을 가리킨다.

1.3.4. 분지 모델(Ramified Model)   

뉴턴 역학과 같은 과학자의 이론은 보편적이다. 이러한 보편

적 이론은 실재에 관한 표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

에게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이상욱, 2004). 그러나 보편적 이론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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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초기 조건을 적용하면 실재에 대한 표상과 연결될 수 있는 모델을

얻을 수 있다. 이를테면, ‘변위에 대해 선형으로 변하는 힘에 속박된 질

점’을 초기 조건으로 두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한 방정식을 풀면 그

해로 조화 진동을 얻는다. 보편 이론을 통해 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구

조화된 시스템을 얻은 것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

도 운동, 등속원운동, 포물선 운동 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

이다. 각각은 특정 초기 조건을 고려하여 푼 방정식의 해에 대응되며, 보

편 법칙을 중심으로 특정 초기 조건에 의해 파생된 시스템이다. 이 논문

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보편 이론에서 다양한 초기 조건에 따라 갈라져

나왔다는 의미로 이를 ‘분지 모델(Ramified Model)’이라 지칭하고자 한

다. 교과서의 (특히 뉴턴 역학에서)각 단원들은 보통 이러한 분지 모델들

로 구성되어 있다(Giere, 1985).

1.3.5. 모델 공간(Model Space)

Vosniadou(1999)에 의하면 정신 모델(Mental model)은 물리적

현상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위해 혹은 물리적 상황에서 사건을 예측하기

위해 형성되는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표상으로 정의된다. Greca와 Moreira

(2001) 역시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정신 모델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에 의

하면 정신 모델은 특정 상황이나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유사한

상황을 떠올리는 심적 표상이며 이것에 의해 물리적 세계에서의 행동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개인의 사고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모델 공간은 이러한 정신 모델의 차원과 대응되는

인식론적 공간으로 탐구 상황을 대면했을 때 이를 설명하고 현상을 예측

하기 위해 학생들의 내면에 생성되는 모델들이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이

다. 단, 여기서 모델 공간에 존재하는 모델들은 과학적인 모델로 국한한

다. 더불어, 내적 표상으로서의 정신 모델은 그것이 외적으로 드러난 ‘표

현된 모델(Expressed Model)’과 구분되기도 하나 이 논문에서는 이를 구

분하지 않는다.



- 8 -

1.3.6.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

Klahr & Dunbar(1988)는 가설 공간(Hypothesis Space)과 실

험 공간(Experimental Space)을 상정하고 과학적 사고를 이 두 공간 사

이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였다. 이때 가설 공간에는 실험 결과를 설명하

고 예측하기 위한 틀(frame)과 가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개

념 공간의 의미는 이와 같은 가설 공간의 의미를 차용한 것이다. 그러나

가설 공간이 주어진 상황에 대한 가설과 그러한 가설을 형성하게 된 배

경을 제공하는 틀(frame)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본 논문에서 개념 공간

은 틀(frame)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개념 공간에는 주어진 상황에 의

존하지 않는 개념 틀로서의 공동체의 지식 즉, 과학 이론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념 공간과 경험 공간을 중개하는 모델의 역할을 부각

하기 위해 모델 공간을 별도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가설 공간에서 상황

의존적인 요소를 모델 공간으로 분리하고 상황 독립적인 공동체의 지식

인 과학 이론만을 개념 공간으로 정의한다. 더불어, 과학 이론에 포함되

는 속성, 개념, 원리, 법칙 등도 자연히 개념 공간에 포함된다.

1.3.7. 인지 공간의 이동

이상원(2004)은 과학자의 활동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였다. 그림 1-3은 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3] 과학 활동의 두 가지 유형 (이상원,

2004)

그림 1-3의 과정Ⅰ은 현상에 대한 탐구가 이론의 수정이나 탄생에 영

향을 주는 경우로 가령, 흑체 복사 현상을 통해 양자론이 태동한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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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과정 Ⅱ는 이론의 설명력을 확장하는 활동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거나, 맥스웰의 이론으로 빛

의 반사와 굴절을 설명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탐구와 관

련된 현상의 집합을 E 공간으로, 이론적 지식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공간

을 C 공간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견지에서 과학 활동은 E 공간

과 C 공간이라는 가상의 인지 공간 사이 상호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이동은 모델의 중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모델의 역할을 부각하기 위해 M 공간을 별도로 상정하였

다. 그러므로 이상원(2004)의 구분과 모델 공간의 도입을 고려하면 과학

자 활동에서 나타나는 인지 공간 이동은 각각 ‘E→ M→ C’과 ‘C→ M→

E’의 두 가지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표 1-1은 이를 바탕으로 본 논

문에서 말하는 네 가지 인지 이동 유형에 관한 원칙적인 정의를 정리한

것이다.

[표 1-1] 공간 이동 유형의 원칙적 정의

구분 공간 이동 방향 각 이동 유형의 정의

Ⅰ E→ M→ C

E→ M

현상에서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를 추출하거나 현상을 반영하여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

M→ C
모델의 변화가 보편 이론의 수정이

나 탄생에 영향을 줌

Ⅱ C→ M→ E

C→ M

이론이 제공하는 체계를 바탕으로

모델을 구성하거나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식을 쓰는 활동

M→ E

모델에서 출발하여 현상에 도달하는

것으로 모델을 통해 특정 현상을 예

측하거나 설명하는 활동이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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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일반 사유 전략(Domain-general Strategy)

통상 ‘과학’이라는 말은 세계에 관한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동시에 일컫는다(Zimmerman, 2000). 비슷한 맥락

으로 인지 심리학자들은 과학적 사고를 내용 지식(Domain-specific

knowledge)과 일반적 사유 전략(Domain-general strategy)으로 구분한

다(Klahr, 1994; Zimmerman, 2000; 2007). 내용 지식은 특정 분야에 축

적된 지식으로 가령, 물리학에서는 법칙, 이론 및 그것의 수학적 표현과

같은 과학 지식 자체를 의미한다. 반면, 일반 사유 전략은 특정 분야의

내용 지식을 초월한 인지적 기술이나 전략을 말한다. 이는 다시 형식적

사유와 비형식적 사유로 구분될 수 있는데 형식적 사유(formal

reasoning)는 연역, 인과 추론 등 주로 정해진 답을 찾는 상황에서 요구

되는 것을, 비형식적 사유(informal reasoning)는 비판적 사고나 문제 해

결 능력, 탐구 기술 등 정해진 답이 없는 비구조화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일컫는다.

1.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4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0여 시간 동안 모델 기반 탐구

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담화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

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델 구성과 수정의 양상을 알아보고 이를 촉진한 요

인과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탐구 주제, 교사,

학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 모델 기반 탐구의 주제는 ‘방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

가 받는 충격’이다. 실험 데이터는 충돌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트래커 프

로그램으로 분석하여 얻는다. 따라서 학생들은 RC 카와 모형 방지턱 사

이의 상호작용을 영상을 통해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RC 카의 운동 상

태를 프레임 단위로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모델을 만들고 수정하는 과정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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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미시적 현상을 주제로 하는 탐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가령, 전자기학이나 열․통계 물리학, 유체역학 분야와

같이 설명에 필요한 (전자, 결정격자 등)핵심적 객체의 행동을 직접 관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지도 교사로 참여하여 전체 탐구 과정에 개입하

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메타 모델링 지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수시로

이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논의가 과학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중재하

며 때로는 모델 구성 및 수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도 있다. 따

라서 교사가 논의의 흐름을 어떻게 주도하느냐에 같은 탐구 주제라 해도

모델 구성 및 수정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사의 발문은 학

생들의 인지적 활동을 촉발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

러므로 교사의 발문이 학생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맥락을 제공했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논의와 탐구 수행 양상 역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은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지적, 정의적 특성과 관련된 것이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이론적 지식을 중시하는 유형부터 실험을 중시하

는 유형까지 다양한 지적 성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 기

반 탐구의 수행에서 이론과 실험 사이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중요함을 고

려할 때 학생들의 이러한 다양한 지적 성향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슷한 지적 성향을 지닌 학생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면 탐구 과정에서 포착되는 학생들의 인지적 참여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비교적 물리학

에 대한 흥미가 높고 적극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자신의 소신에 따라

거리낌 없이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상호 간 우호적이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비판하고 이를 수용하

는 성숙한 토론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특징은 본 연구

에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학생의 지적 측면과 더불어 물

리학에 대한 흥미와 개인의 성정, 학생 간 상호관계 등 정의적 특성의

차이에 따라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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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논의

2.1 모델

‘모델’이라는 용어는 과학, 기술, 경제, 사회 분야를 비롯하여 일상생활

에서도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과학에서도 물리학, 화

학, 생명과학 등의 분과에 따라, 과학과 과학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

문 분야의 특정 관점에 따라 연구자들이 강조하는 모델의 정의는 상이하

다. 따라서 이 모두를 아우르는 모델에 관한 통합적 정의를 내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며 연구나 논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체적 정

의를 내리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1.1. 과학과 과학교육에서 말하는 모델과 모델링

Ingham과 Gilbert(1991)는 과학에서의 모델을 ‘실제 시스템의

특정 측면에 집중하여 단순화한 표상’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대

부분의 과학 관련 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의이다. 이러한 내

용이 모델에 관한 정의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나 모델의 목

적과 역할, 모델에 관한 연구 흐름에 따라 모델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

소 차이가 있다.

먼저, 과학철학에서 유래한 의미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모델의 의미에

관해 소개하겠다. 의미론적 관점에서 모델이란 추상적인 수학적 규칙을

해석한 시스템이다. 즉, 모델은 이론의 구성 요소이며 이 안에서 이론은

항상 참이다. Hestenes와 Halloun은 이러한 의미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교육의 변화를 추구한 대표적 연구자들이다. 그들에게 있어 모델이

란 물리학에서의 ‘수학적 모델’이며 모델 안에서 물리적 속성들은 정량적

변수들로 표상된다(Hestenes, 1987). Hestenes는 뉴턴 역학에서의 모델

링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으로 보았다.

1) 기술 단계(Descriptive Stage): 대상 및 대상의 상태, 상호작용 등에

관한 변수들을 정의하는 단계로 사실상 모델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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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 단계(Formulation Stage): 정의한 변수들과 보편 법칙, 초기

조건을 통해 방정식을 구성하는 단계

3) 적용 단계(Ramification Stage): 다양한 초기 조건에 다른 물체의

궤도가 결정되고 이것이 그래프 등으로 표현되는 단계

4) 타당화 단계(Validation Stage): 구성된 모델과 경험적 데이터 사이

의 정합성을 견주어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단계

또한, Halloun(1996)은 모델링에 관한 암묵적인 도구를 모델링 도식

(Modeling schemata)로 명명하고 모델의 구성 요소와 구조, 모델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Halloun,

2006).

1) 영역(Domain) : 이론에 의해 규정되는 특정 패턴이 나타나는 시스템

들의 집합

예를 들어, 고전 역학적 패러다임 안에 있는 많은 이론들을 입자 모델에

대한 것이다. 이 모델들의 공통적인 규칙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모양

이나 차원과 같은 기하학적 속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다. 즉, 지시대상은 모델 안에서 가상의, 차원이 없는 점으로 표상된다.

일례로 고전 역학적 패러다임에서 등가속도 입자 모델의 영역(domain)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만족한다고 여겨지는 시스템의 집합일 것이다.

- 관성좌표계 안에서 병진 운동하는 시스템

- 시스템 안의 객체(object)는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나

그들의 상대 운동은 전체 시스템의 병진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시스템 안의 객체는 해체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질량은 보존된다.

- 병진 운동은 시스템의 모양이나 차원과 같은 기하학적 속성의 영향

을 받지 않는다.

- 시스템의 내재된 속성(질량, 차원과 같이)은 허용된 규모 안에서는

속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시스템의 속력은 광속에 비해 극히 작은 속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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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의 병진 운동은 선형이거나 포물선이다.

- 시스템은 그것의 주변(environment)으로부터 일정한 알짜 힘에 의해

지배된다. 이때 그것의 가속도는 일정하다.

2) 구성 요소(Composition) : 표상하고자 하는 객체의 특성을 표상하는

서술자(depictor)및 대상의 상태,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기술자

(descriptor)들을 일컫는다. 각 기술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intrinsic descriptor: 서술자에 내재된 속성으로 상호작용이나 다른 기

술자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음. 예) 질량, 전하, 차원

- state descriptor: 물리적 대상의 행동에 관한 속성을 나타냄. 다른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할 수 있음. 예) 속력, 운동량, 전류

- Interaction descriptor: 두 개 이상의 물리적 대상 사이 상호작용을

나타냄. 예) 힘, 전기장, 자기장

모델에서 이와 같은 기술자들을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을 ‘기술적 모델

링’이라 한다.

3) 구조(Structure) : 모델 구성 요소(model composition)는 모델 구성에

필요한 개념적 블록을 만들어놓는다. 푸앵카레에 의하면 이

블록들은 서로 아무 관계가 없이 쌓아 올려진 돌더미에 불과

하다. 모델 구성은 이러한 돌더미를 일관성 있고 잘 정의된

기능적 개념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도식적 차원이다. 모델의

구조는 모델 구성 요소들을 적절한 원리나 법칙 그리고, 이론

적 진술들(정리, 정의, 원리 등)을 통해 조직화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모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인 현상의 기술

(description)과 설명(explanation)은 이러한 모델의 구조에 의

존한다.

4) 조직화 : 같은 이론 안에서 모델은 몇 개의 무리(family)로 분류될

수 있는데 가령, 자유입자 모델, 등가속도 입자 모델,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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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모델, 등속원운동 모델은 뉴턴 역학의 기본 입자 모

델의 하위 모델이다. 이처럼 모델의 조직화는 이론 안에서

모델들 사이의 관계와 위계를 말한다.

이러한 접근은 철저히 교과 내용으로서의 모델 즉, 이미 만들어진 모델

을 ‘학습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다(Gilbert & Justi, 2016). 다시 말해,

모델은 이론에 포함된 부속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대면한 다양

한 상황이나 현상에 따라 창의적으로 형성되며 변화하는 모델의 역동적

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Clement(2008)는 모델을 이론의 부속물이나 학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

다는 학습자가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보유한 지식을 이용해 만든

창의적으로 구성물로 보았다. 그는 ‘원자 모델’, ‘분자 모델’, ‘블랙홀 모

델’과 같은 것만이 전통적으로 모델의 예시로 여겨졌음을 지적하면서

Nersessian이 말한 넓은 의미의 모델 즉, 정신 모델에 주목한다.

Nersessian에 의하면 정신 모델은 물리적 계에 관해 사유하기 위해 ‘개

인이 만든’ 개념적 표상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이상화-추상화된 도식이

다. 또한, 그의 초점은 ‘설명적 모델’에 있었는데, 이는 (PV=kT 와 같은)

어떤 경험 법칙이 ‘왜’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는가에 관한 이해를 제공하

는 것이다. 설명적 모델은 이론에 근거하여 숨겨져 있는, 관찰 불가능한

과정을 기술한다. 이때 설명적 모델은 이론과 현상 사이를 중개하는 표

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Clement, 2008). 이는 모델은 이론과 실재 사이

의 중개자로 보았던 Develaki(2007), 과학 이론의 의미는 직접적인 관찰

만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이론과 실제 현상과의 관계는 항상 모델에

의해 매개되어야 한다는Gilbert et al.(2000), Greca & Moreira(2002),

Uhden et al.(2012)의 입장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이론과 모델 사이 관

계에 주목한다는 것은 모델의 갖는 정량적인 설명력과 예측력을 중요시

하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Clement

는 인지과학의 영향을 받아 개인이 형성하는 정신 모델에 초점을 둔 것

은 사실이지만, 모델에서 이론적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전문가에게 낯선 물리적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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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창의적 모델링 과정을 분석하였다(Clement, 2008). 이를 통해

그림 2-1과 같이 전문가가 모델을 만드는 세 가지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전문가가 모델을 만드는 방법 (Clement, 2008)

Clement는 모델링에서 유비적 사유를 강조하였고 이 세 가지 방법은

전문가가 유비적 사유를 이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형

화된 이론이나 법칙에 의한 모델링은 주어진 상황을 어떤 근본 원리나

방정식의 예시로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유비의 생성은 주

어진 상황이 어떤 정형화된 원리에 흡수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변형에

의한 모델링은 원래의 문제를 형태론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그리고 원래의

문제의 특징을 약간 변형시킴으로써 모델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형 도선을 직선 도선들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자기장을 구하는 문제

를 간단하게 만드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연관은 원래 문제와 비

슷한 사례를 기억해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원래의 문제와 상당히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래 상황에서 중요한 특징들은 포함하

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은 순서대로 현상과 모델 사이의 유비적

거리가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을 정형

화된 이론의 예시로 간주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을 변형시키거나 다른 상

황과 연관 짓지 않아도 되므로 모델러의 휴리스틱이 가장 약하게 관여한

다 할 수 있다. 반면, 주어진 상황을 완전히 다른, 그러나 비슷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과 연관 짓는 것은 상당 부분 개인의 휴리스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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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lement는 전문가의 모델링 과정을 분석하여 그림 2-2와 같은 틀을 제

시하기도 하였다.

[그림 2-2] 전문가의 모델링 과정을 도식화 한 GEM 순환(Clement,

1989)

Clement가 제시한 GEM(Generate-Evaluate-Modify) 순환은 전문가가

모델을 형성하고 그것을 평가한 결과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 경우

모델을 수정하거나 기각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도식화 한 것

이다. 이는 간단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복잡하고 중요한 사고 과정을 포

함하고 있어 모델 기반 탐구의 기본 틀로 널리 이용된다. 본 논문에서의

모델 기반 탐구도 GEM 순환 도식을 기본 틀로 하여 진행되었다.

2.1.2. 모델의 구분

Hesse(1953)와 Hartmann(2005)은 물리학 연구의 실제에 비

추어 모델을 의미 있게 구분하고자 하였다. Hesse는 모델과 현상은 기본

적으로 유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모델을 수학적 유비에 의한 것과

물리적 유비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수학적 유비는 진자와 전자기

진동처럼 같은 수학적 형식으로 기술되는 관계이며 물리적 유비는 기체

를 충돌구와 비슷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Hartmann은 과학에서의 모델을 고전적 관점(Classical View)과 통시적

관점(Diachronic View)으로 구분하였다. 그가 말하는 고전적 관점은 설

명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공인된 이론의 예시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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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 모델의 목적은 특정 이론을 중심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전적 관점에서의 모델은 이론을 새로 고안하거나 수정

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이론을 검증하거나 이론의 적용 가능성

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Hartmann, 2005). 이러한 측면에서 Hartmann

은 이를 ‘정적인 관점(static view)’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Hartmann은 이와 같은 관점이 이론의 역동적 변화를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델의 통시적 관점을 제시한다. 물리학에서

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이 존재하더라도 현상의 실제적 측면을 다

루려 할 때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 즉, 방정식을 만들어도 이를 풀

수 없거나 방정식을 세울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수많은 입

자들 사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다루어야 하는 고체 물리학의 전반에 만연

해 있다. 고체 물리학에서 결정의 행동을 기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이론

인 QED(Quantum Electrodynamics)를 수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체 물리

학자들은 시스템이 적절한 자유도를 갖도록 상황을 간단하게 만든 단순

화된 모델을 이용한다.

이러한 테크닉의 장점은 (원칙적으로는) 이론적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단순화된 모델은 정확한 모델이 아니므로 추후 결정되어야

할 수많은 파라미터들을 포함한다. 혹자는 이러한 단순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Hartmann은 단순화 모델이 현상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피력한다. 따라서

물리학자들은 단순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점차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모델의 역동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은 과학철학적 관점에 가깝다. 그렇다면 실제 과

학자의 모델에 관한 인식은 어떠할까? 이에 핵물리학자인 Peierls가 제

시한 모델의 7가지 유형을 소개하고자 한다.

Peierls(1980)는 물리학자들이 복잡하거나 낯선 물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모델을 사용하며,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특정 상황을 부각하거나

단순화하는 정도는 다양하다고 하였다. Peierls는 실제 과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모델의 유형을 7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이 갖는 특징과 사례

를 제시하였다(표 2-1). 그러나 하나의 모델이 반드시 이 중 한 가지 유

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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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물리학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델의 유형(Peierls, 1980)

모델 유형 의미 및 사례
가설 모델

(Hypothesis 
Model)

Could be true..
다양한 원자 모델, 프톨레마이오스의 태양계 모델

현상학적 모델
(Phenomenological 

Model)
Behaves as if..

강자성에 대한 바이스 모델, 맥스웰의 에테르
어림

(Approximation)
Something is very small or very large..

뉴턴의 완전 기체(perfect gas), 선형 반응 법칙
단순화 모델

(Simplification 
Model)

Omit some features for clarity
드루드 모델, 태양계 모델

휴리스틱 모델
(Heuristic Model)

No Quantitative justification but, gives insight
역학적 충돌모델 및 조화진동자의 다양한 적용

유비 
(Analogy)

Only some features in common
전류를 물의 흐름에 비유, LC 진동을 진자의 진동에 비유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
To disprove hypothesis

카르노 순환, 맥스웰의 도깨비

첫 번째는 가설 모델이다. 이는 알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잠정적인 설명

을 위해 사용된다. 이 유형의 가장 오래된 예시 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

스와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 모델이다. 이는 후에 폐기되고 코페르니쿠

스의 우주 모델로 대체되었으며, 케플러에 의해 정교화되었다. 톰슨과 러

더퍼드의 원자 모델 역시 비슷한 예시이다. 두 학자에 의해 제안된 원자

모델은 모두 ‘원자는 아마도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에 관한

잠정적인 가설의 성격을 가진다. 차후 보어에 의해 제안된 원자 모델은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의 도입을 통해 러더퍼드의 원자 모델을 좀 더

정량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델을 참이라고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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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이것은 여전히 가설 모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현상학적 모델(phenomenological model)이다. 물리학에

서는 종종 어떤 현상이 특정 매커니즘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여겨지

지만, 그것을 확신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이때 현

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 대한 결론은 열려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험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믿을만한 매커니즘이

반영된 모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맥스웰의 에테르가 있다. 당

시에는 빛을 역학적 파동으로 보았으므로 에테르는 모든 역학적 파동의

전달에 매질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필연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상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는 가설 모델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

한, 자성체의 자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전자스핀에 의한 원자의 자기

모멘트를 가정하고 그것들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 반응하는 매커니즘을

도입하여 물질의 자화를 설명한 사례도 현상학적 모델과 유관하다.

세 번째 유형은 어림(approximation) 모델이다. 이 유형은 현상의 정량

적 분석을 간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수많은 변인들의 영향이 얽힌 결과로 나타나므로 이것을 모두 고

려하면 정량적인 분석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때 어떤 변인의 크기가 충

분히 작거나 큰 영역으로 제한할 경우, 변인들 사이 관계를 간단하게 기

술할 수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옴의 법칙이나 훅의 법칙에서 나타나

는 선형 반응은 이러한 예시이다. 옴의 법칙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선

형성은 매우 작은 전압 영역을 전제한다. 전압이 증가하면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고 옴의 법칙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전압 기울기가 유지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훅의

법칙에서 용수철의 변위와 탄성력 사이의 선형성 역시 작은 변위 영역으

로 제한된다. 이는 큰 변위 영역에서 탄성 계수가 달라지며, 탄성 한계

이상의 힘을 받게 된 용수철은 영구 변형되어 탄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

다. 또 다른 쉬운 사례로 진자의 왕복 운동 분석이 있다. 진자의 진폭이

아주 작은 경우로 제한하면 진자의 궤도는 직선으로 어림할 수 있으며 이

는 곧 수학적 기술이 익숙한 조화 진동과 동일해진다. 이와 같이 어림의

목적은 영역을 제한함으로써 정량적 분석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네 번째 유형은 단순화 모델(simplification model)이다. 이는 숲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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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나무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대면하는 현

상들은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가늠할 수 없는데, 이때 적절한

특징을 생략하여 현상을 단순화한 모델을 만들 수 있다. 그림 2-3에 제

시된 드루드 모델(Drude’s Model)은 도체를 다루는 간단한 모델이다. 도

체 안에서 상호작용하지 않는 전자의 바다에 무한히 단단한 양이온 격자

가 고정되어 있으며, 전자는 오로지 양이온 격자와의 충돌로 방향이 전

환되는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림 2-3] 드루드 모델 도체 안에서 전자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화 모델이다.(http://www.edunet.net/nedu/contsvc,https://

en.wikipedia.org/wiki/ Drude_model)

  

이러한 방식으로 전자의 움직임을 단순화한 것은 전자의 움직임을 역학

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다. 드루드 모델을 전제로 전자의 운동 방정식을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옴의 법칙에 연역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 이

모델은 도체의 전기 전도도 및 열전도도, 홀 효과 등에 적절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고체 내 양이온과 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무시하고

전자를 고전적 기체로 취급하여 볼츠만 분포를 적용하는 등, 상당히 단

순화된 모델이다. 따라서 차후 좀머펠트(A. Sommerfeld) 등에 의해 양자

역학적 효과를 고려한 모델로 정교화되었다.

다섯 번째 유형은 휴리스틱 모델(heuristic model)이다. 휴리스틱이란

정량적 방법을 통한 논리로 정당성이 확보된 것은 아니나, 과학자의 오

랜 경험과 통찰의 결과 제안된 일종의 지름길이다. 역학 운동이론을 바

http://www.edunet.net/nedu/contsvc,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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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한 평균 자유 행로(mean free path)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는

특히, 확산, 열전도 등의 수송 문제에서 중요하게 적용되며, 이 모델을

가정함으로써 수송 계수 및 다른 양들에 대한 간단한 표현이 가능해진

다. 이 모델이 매우 복잡한 계(system)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정

량적으로 정당화된 논리는 없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평균 자유 행로가

특정 부류의 물리적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를 적절

한 상황에서 널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다. 이 시점에

서 광량자 가설의 제안과 관련한 아인슈타인의 언급을 살펴보는 것은 의

미가 있다.

아인슈타인(A. Einstein, 1905)은 그의 논문 ‘Concerning an Heuristic

Point of View the emission and Trans- formation of Light’ 에서 흑체

복사, 형광, 광전효과 실험 등 빛의 흡수와 방출에 관한 당시 실험 결과

들이 맥스웰의 이론으로 잘 설명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빛을 연속적인 파

동이 아닌 양자화 된 에너지로 간주하기를 제안한다. 이는 빛을 셀 수

있는, 마치 입자와 유사한(point-like) 에너지 뭉치로 취급하면 당시 설명

할 수 없었던 실험 결과들이 간단히 설명됨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 논문

의 제목에서 그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휴리스틱으로 명시했듯이, 광량자

가설을 제안한 배경은 정량적 논리가 아닌 과학자 개인의 통찰이다. 그

러나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지름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유비(Analogy)에 의한 모델이다. 물리학 연구에서 때로는

대상이 되는 시스템과 (모든 특징을 공유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특

징을 공유하는 좀 더 간단한 시스템을 채택할 때가 있다. 이는 대체된

간단한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도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를 물의 흐름과 비슷하다

고 생각하거나, LC 회로의 전자기 진동을 익숙한 단진자 또는 용수철-

질량 시스템의 왕복 운동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례가 있다(그림 2-4).

우리는 LC 회로에서 전자기 공명과 같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현상들에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이를 용수철-질량 시스템으로 대체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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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4] (a) 용수철-질량체 시스템, (b) 축전기와 코일로 구성된 LC회로

(https://ccrma.stanford.edu/CCRMA/Courses/152/vibrating_systems.html)    

 마지막 유형은 사고 실험(thought experiment)으로 이는 통상 과학자가

어떤 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사고 실험의 전체 과정

은 오로지 이성의 영역에서 일어나며, 알려진 물리학 지식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작된다. 이는 가장 고차원

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loun,2004). 익숙한 사례로

는 ‘모든 물체는 결국 정지한다’라는 가설을 반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시한 갈릴레오의 사고 실험, 주어진 온도 조건에서 작동하는 열기관에

대하여 획득할 수 있는 효율은 제한되어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카르노

사이클,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주장하기 위한 맥

스웰의 도깨비 등이 있다.

Peierls는 그가 제시한 서로 다른 모델의 유형 사이에 한 가지 공통점

이 있음을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그가 생각하는 ‘모델링’의 의미를 단적

으로 보여준다.

‘ 내가 제시한 모델 유형들의 공통점은 어떤 물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

해 좀 더 간단한 상황을 창출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과학

자들은 낯설거나 복잡한 실제 상황에 직관적으로 접근하기가 수월해지

며, 실제 현상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R. Peierls(1980)



- 24 -

2.1.3. 부분적 독립성(Partial Independence)

앞선 절에서 소개한 내용을 고려하면 모델은 다양한 관점에

서 구분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나 유형에서 명확한 경계를 찾기는 어려운데 이는 근본적

으로 모델이 이론과의 관계성에 따라 동일한 스펙트럼상의 다양한 위치

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Morgan & Morrison(1999)의 논의는 이러

한 모델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Morgan & Morrison에 의하면 모델이 현상과 이론을 매개할 수 있는

이유는 모델이 현상과 이론에서 유래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다. 이는 모델의 일부는 현상에, 일부는 이론에 결부되어 있음을 의미한

다. 다시 말해, 모델은 두 영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

다. Morgan & Morrison은 모델의 이러한 성격을 ‘부분적 독립성(Partial

Independence)’이라 정의하고 이것을 모델이 현상과 이론을 매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따라서 모델은 현상 유래 요인과 이론

유래 요인의 혼합물이라 할 수 있다. 이때 현상과 이론에서 독립된 정도

는 모델에 따라 다르므로 한 모델에서 현상 유래 요인과 이론 유래 요인

이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다. 물론 이를 정량화할 수는 없으나 그림 2-5

와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Morgan & Morrison의 주장은 사실상 현상학적 모델과 이론적 모델 사

이에 명백한 선을 긋기가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현상학적 모델인가,

이론적 모델인가는 단지 현상의 기술에 관한 정확성의 문제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Hesse의 언급은 의미가 있다. 그녀는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모델에서 유추된 값과 실제 측정값을 비교하는 것뿐임을 강조

하면서 물리적 유비에 의한 모델이라 해도 결국 유비의 최종적 목표는

이론적 기술에 의한 정량화라고 피력하였다. 결국 어떤 모델이든 수학적

유비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Hesse, 1953).

왜 모델이 이러한 부분적 독립성을 지니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이유는

찾기 어려우나 이것이 모델의 실제적 특성이다(Morgan & Morrison.

1999). Morgan & Morrison은 모델이 이론과 세계를 중개하는 자율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론이나 세계에 대해 알기 위해서

부분적 독립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어떤 모델이 이론이나 데이터에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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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부분적 독립성을 고려한 모델의 스펙트럼

전히 의존적이거나 완전히 독립적이라면 그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없다. 모델에 최소한의 부분적 독립성이 있기에 우리는 모델을 통

해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다(Morgan & Morrison. 1999).

2.2. 모델에 관한 과학철학적 논의

2.2.1. 과학 이론에 관한 구문론적 관점과 그에 대한 비판

20세기 초반에 카르납(Carnap), 헴펠(Hempel), 네이글

(Nagel) 등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분석 철학적 담론을 이용하여 과학 이

론의 본성을 밝히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당시 러셀(Russell), 비트겐

슈타인(Wittgenstein)등에 의해서 발전한 논리학은 수학적인 물리 이론

을 보편명제로 전환하여 분석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과

학 이론을 언어적 진술들로 분석하고자 했던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관점

을 구문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김진영, 2012). 논리 실증주의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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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이론이란 명제들의 체계이며, 이 체계는 실제 세계에 대한 경험이

나 관찰을 통해 그 확실성과 참이 판별된다(김정숙, 1992). 논리 실증주

의에서 이론은 관찰 불가능한 것이므로 관찰과 엄격히 구분된다는 이론

-관찰 이분법을 철저히 따랐다. 따라서, 관찰에 의해 이론의 확실성이

판별된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론 진술과 관찰 진술을 연결해야

만 한다. 이에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이론 진술과 관찰 진술이 어떻게 연

결될 수 있는가를 언어 논리적으로 규명하려 했고 이에 관한 규칙인 소

위 ‘대응 규칙’을 정식화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일례로 조작적 정의를 통해 이론 용어와 관찰을 연결하려 했던 브리지

만(Bridgman)의 시도를 들 수 있다. 브리지만의 조작적 정의에 따르면,

어떤 이론적 개념의 의미는 그 개념을 측정할 때 사용된 조작에 의해 완

벽하게 규정된다. 그러나 이는 과학 활동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라본

결과이다. 가령, ‘길이’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자 할 때 그것이 분필의 길

이인지, 천문학적 거리인지, 원자의 지름인지에 따라 다양한 조작들이 사

용된다. 따라서 ‘길이’라는 개념은 그 조작의 수만큼 다양한 요소들의 집

합 즉, 열린 집합이 되므로 언어 논리를 통한 명시적 정의가 불가능하다

(http:// zolaist. org). 브리지만 이후 관찰 진술을 이론 진술로 산뜻하게

정리하려 했던 다른 시도들도 대부분 성공하지 못했다(이상원, 2008). 쉽

게 말해서 대응 규칙이란 형식적 계산에 등장하는 용어를 미리 이해하고

있는 용어와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는 입자의 위치를 뜻한다’와

같은 대응 규칙을 생각해볼 때 ‘입자의 위치를 정말로 관찰할 수 있느냐’

고 묻는 순간 대응 규칙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시도가

과학의 실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http://zolaist.org).

결국, 언어 논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논리 실증주의의 이론 정당화 틀

은 수많은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들의 틀은 과학사를 포함하여 당시

진행되고 있는 실제 과학 활동과 거리가 멀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이상

원, 2008). 주된 비판은 이론 진술-관찰 진술의 구분이 유지되기 힘들다

는 것 그리고, 이론을 진술들의 집합으로 보는 관점 자체가 문제라는 것

이다(http://zolaist.org).

먼저, 이론-관찰 이분법이 실제 과학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다. 논리 실증주의에서 말하는 ‘관찰’이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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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감각에만 의존하여 반복으로 관찰될 수 있는 것만을 말한다는 점

에서 매우 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즉각적, 직접적, 주어진

것(the given)을 넘어서는 관찰은 인식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 실

증주의의 정신이다(이상원, 2008). 따라서 도구를 사용하거나 언어적 차

원에서 포착하기 힘든 실험과 같은 과학적 실천은 그들의 관심에서 벗어

나게 되었다(이상원, 2008). 논리 실증주의의 주요 인물들이 활동하던 19

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반은 물리학의 혁명기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

학이 출현하였고, 실험 과학에서도 원자 구조를 이해하는데 기여한 일련

의 실험들이 있었다. X선, 전자의 발견, 제만 효과, 방사선의 발견, 중성

자의 발견과 같은 실험은 모두 도구를 사용한 것이며 인간의 감각기관으

로는 관찰할 수 없는 원자 이하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논리 실증주의의

‘관찰’ 개념을 적용한다면 당시 원자의 구조에 관해 결정적 이해를 제공

한 이러한 실험들은 이론 진술의 정당화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논리 실증주의에서 전제하는 (어떠한 이론에도 물들지 않은)완전

히 중립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은 쿤(Kuhn), 핸슨(Hanson), 파이어아

벤트(Feyerabend) 등의 과학철학자들에 의해 부인된다. 그들에 의하면

관찰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대, 신념, 개념, 이론, 패러다임 등에

의해 제약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찰은 언제나 이론부하적(theory-

laden)이다(정병훈, 1985). 핸슨에 의하면 관찰자가 어떤 장면이나 대상을

볼 때 그가 갖는 주관적인 경험은 망막에 맺히는 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관찰자의 경험과 지식의 영향을 받는다. 언덕 위에 솟아오르

는 태양을 바라보는 티코 브라헤와 케플러는 시각적으로 같은 것을 보고

있으나 과학적 자료로서는 다른 것을 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같은 것

을 보고 있지 않으며 같은 자료에서 출발하고 있지도 않다(Hanson,

1958).

이러한 비판들은 논리 실증주의의 구문론적 관점에서 이론-관찰 이분

법이라는 핵심적 전제를 매우 위태롭게 만든다. 관찰의 이론부하적 성격

을 받아들인다면 관찰 진술은 언제나 이론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을 인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정병훈, 1985). 이론-관찰 이분법에 대해 파이어아

벤트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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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찰과 이론의 구분은 아직도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초점은 대체 무엇인가? 과학의 문장이 긴 문장과 짧은 문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혹은 직관적으로 명백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구분은 오늘날 과학이라는 작업에서 어떤 결

정적 역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Feyerabend, 1975

구문론적 관점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키는 대응 규

칙에 있었다. 실제 과학 활동에서 이론과 현상의 연결은 논리 실증주의

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단일한 논리적 정의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언어적 진술들을 포함하여 실험 장치, 측정

방법, 다양한 인과적 관계 등의 방법을 통해 이론과 현상을 연결시킨다

(Suppe, 2000). 가령, 온도는 기체분자운동론, 열팽창 이론, 복사 이론 등

다양한 이론과 연관될 수 있다.

요컨대, 과학 이론을 언어적․명제적 논리로 완벽히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구문론적 관점으로는 과학 이론이 수행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활동

들을 이해할 수 없다.

2.2.2.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관점

카르납(Carnap)은 다음과 같이 대응 규칙의 필요성에 관해

피력한다.

‘이론적 법칙으로부터 경험적 법칙을 직접 연역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론적 법칙은 이론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고, 반면에 경험적 법칙은 관찰 용어만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체에 관한 이론적 법칙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자들의 운동만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기체의 온

도, 압력과 같은 속성들뿐이다. 따라서 전자에 관한 법칙(이론적 법칙)으로부터

후자에 관한 법칙(경험적 법칙)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즉 “이론 용어를

관찰 용어와 관련시키는 일련의 규칙들”이 더 추가되어야 한다. 예컨대, 특정

진동수의 전자기파를 특정 색과 연결하거나, 분자들의 평균 운동에너지를 온도

와 연결하는 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 Carnap, 1974



- 29 -

(물리학에 국한해서 이해할 때) 카르납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

다. 물리학과 수학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이론과 현상의 연결’이며 그러

한 연결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대응 규칙을 규명하려는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시도들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난점은 근본적으로 이론에서 현상으로

이어지는 과정 사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불연속 지점을 특정하기 위

해 이론과 관찰 사이에(그것도 감각기관에 의한 직접 관찰) 선을 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불가피하

게 이론과 관찰 사이를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대응 규칙을 찾아

야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구문론적 관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학철학자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 과학 이론에 대한 의미론적 관점의 옹호자들은 구

문론적 관점의 핵심적인 전제인 이론-관찰의 이분법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대응’이란 언어적으로 정의된 규칙이 아닌, 수학적인 모형과 세

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김진영, 2012). 다시 말해, 이론과

관찰을 분리하고 이 둘 사이 대응 규칙을 찾는 대신에 모형과 실제 세계

를 분리하고 이 둘 사이 대응을 관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의 전환은 과학의 실제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구문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Giere(1988)는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찰을 통해 모델 개념을

제시한다. Giere는 교과서야말로 과학 지식이 전파되는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했다. 과학자들은 교과서를 통해 이론을 배우므로 과학자들이 생각

하는 이론의 실제적 의미를 알고자 한다면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은 하나

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Giere가 보기에 교과서에 새겨진 과학 지식

에 대응 규칙과 같은 것은 없었다. 교과서에는 



와 같은

형태로 개념적 속성에 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나 그런 언급들은 적어

도 논리 실증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대응 규칙은 아니었다. 또한, 교과서에

서는 ‘질량’, ‘가속도’, ‘힘’과 같은 개념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지 없는

지, 또는 이러한 개념이 이론 용어인지 관찰 용어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나 Giere는 과학자들이 실제 세계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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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현상들을 다루기 위해 수학적 기호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므

로 수학적 기호가 실제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수학적 용어는 어떻게 실제 세계와 연결되는가? 이 질문은 다

름 아닌 Giere 방식의 새로운 대응 규칙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Giere는

‘해석(Interpretation)’와 ‘식별(Identification)’ 개념을 제시한다. 가령,

‘’ 라는 식은 ‘어떤 입자에 선형 복원력이 작용한다’는 일반적 용

어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거실에 있는 추시계는 이러한 해석을 적용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식별’될 수 있다. 즉, 수학적 용어를 일반적인 용

어로 바꾸는 것은 해석이며, 수식에 부합한다고 여겨지는 실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것은 식별이다. Giere는 이와 같이 수식이 해석된 결과를 만족

하는 시스템을 ‘(이론적)모델’로 간주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Giere는 ‘뉴

턴의 운동 법칙’이라는 명칭과 달리 이는 경험 법칙이 아님을 강조한다.

이에 따르면  는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정

의’나 ‘원리’의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정의 또는 원리에 근거하여 모델이

구성되므로 모델 안에서 이론은 항상 참이다. 그림 2-6은 모델에 관한

Giere의 아이디어를 잘 보여주는 예시이다. 단진자(simple pendulum) 모

델에서  라는 정의는 당연히(trivially) 성립한다.

그러나 단진자 모델은 이론이 제공하는 정의를 철저히 따르는 이상화된

시스템일 뿐 전혀 실제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에 Giere(2001)는 실

제 현상과 모델의 사이 관계는 훨씬 복잡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선

형 복원력만을 고려한 시스템인 단순 조화진동자 모델을 가정해보자. 그

러나 실제 세계와 견줄 때 이 모델은 거짓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델

의 정의를 제공한 이론이 거짓인 것은 아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단순 조

화진동자 모델을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하기보다는 공기 저항이나 마찰

등의 제동력을 고려한 감쇄 진동자 모델(damped oscillator model)을 만

든다. 그러나 감쇄 진동자 모델 역시 참이 아니다. 공기 저항 등의 제동

력을 완벽히 기술하는 수학적 함수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여기서 Giere의 요점은 모델이 다양한 정도(degree)의 추상성 하에

놓이며 실제 세계와 완벽히 부합하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다. 다시 말해,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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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단진자 모델(Giere, 1988). 근사를 통해 2차

원 문제를 1차원 문제로 바꿔놓은 시스템이다.

아니라,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실제 현상에 관해 충분히 적절한 설

명을 찾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Giere는 이론적 진술과 실제 현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응 규칙의 실패 요인으로 언급하면서 이론적 진술문과

실제 세계는 모델에 의해 간접적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이론적 진술은 모델을 정의하기 위해 사용될 뿐, 실제 세계와 직접 관계

를 맺는 것은 모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관

점에서는 이론적 진술이 아닌, 모델이 과학의 핵심에 자리매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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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관점(Giere R., Liu

C.(1997). Giere(1988)의 도식을 Liu가 수정한 것이다.

그림 2-7은 이러한 Giere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Liu의 도식이다. 이는

과학 이론의 의미론적 관점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룹Ⅰ에

해당하는 진술문의 집합을 곧 이론으로 보는 것이 과학 이론을 바라보는

전통적 입장인 구문론적 관점(Syntactic view)이다. 반면, 의미론적 관점

은 모델의 집합인 그룹 Ⅱ를 곧 이론으로 보며 그것이 그룹 Ⅰ에 선행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나 교재와 같은 출판물을 통해 이론을 접하

는 학생들은 주로 이론적 진술문의 형태로 이론을 접하므로 의미론적 관

점은 대부분 비가시적이다(Liu, 1997).

2.3. 모델에 관한 인지과학적 논의

2.3.1. 정신 모델(Mental model)

과학철학에서의 구문론적 관점과 유사하게도, 인지심리학의

전통적 관점에서도 인간의 정신 작용을 명제적 표상(proposition-like

representation)에 의한 논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간주한다(Inhelder &

Piaget, 1958). 그러나 이처럼 인간의 사유를 순수 구문론적 관점으로 파

악하려는 입장은 의미론적 정보와 관련된 인지심리학의 실험적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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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비판에 부딪힌다. 이에 인간은 특정

상황에서 내적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조작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 사유한

다는 대안적 가설이 부상하게 된다. 이러한 내적 모델을 인지심리학에서

는 ‘정신 모델(Mental model)’이라 한다. Johnson-Laird(1983)에 의하면

정신 모델은 새로운 환경 혹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사람들의 정신 내

에 형성되는 대상에 대한 역동적이고 구조화된 표상이다. 이때 정신 모

델은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기억에 저장

된 지식으로부터 도출한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형성된다.

정신 모델은 물리적 시스템에서의 인과 추론(DeKleer & Brown, 1983),

인간의 사유 과정에서 내용 지식(domain knowledge)의 역할(Gentner,

1983), 귀납적 사유에 관한 연구(Holland et al, 1986) 등 광범위한 영역

에서의 인간의 이해와 사유에 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특히, 인지

심리학자들은 과학자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과정에 정신 모델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험적 연구 결과들을 보고

하였다(Chi et al, 1981; Clement, 1989; Dunbar, 1995)

2.3.2. 정신 모델과 과학 활동

정신 모델은 인간을 포함한 많은 유기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

하며 살아가기 위해 발달한 시뮬레이팅 능력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유기

체들은 지각과 경험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특정 상태나 행

동 등의 조건(constraints)이 가져올 가능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적응하며 생존한다. 이러한 가설을 받아들일 때, 과학 활동은 인

간의 뇌가 진화하면서 원래의 정신 모델링 능력에 의한 이해와 사유의

범주가 확장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학 활동

은 정신 모델이 제공하는 틀을 바탕으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Johnson-Laird는 정신 모델이 실제 세계 또는 상상된 상황, 사건, 과정

에 관한 구조적 유사체(structural analogue)라고 하였는데 이는 정신 모

델의 생성이 실제 대상에 대한 유비적 표상을 통해 이루어짐을 의미한

다. 동시에, 정신 모델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공간적 관

계들, 인과적 구조, 독립체(entities)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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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sessian(2002)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Johnson-Laird가 말하는 이러한

정신 모델의 특징을 과학 활동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

연 현상을 표상하는 과학자의 정신 모델에 내재된 관계와 구조, 독립체

의 생성은 과학 내용 지식이 제공하는 조건들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차별

화된다. 다시 말해, 과학 내용 지식은 과학자의 정신 모델 생성에 사용되

는 조건들의 원천(source domain)이다. 이와 관련하여 Nersessian (2002)

은 일반적 정신 모델과 과학자의 정신 모델 사이 차이점을 조건 제공처

에서 찾고 있다. 일상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정신 모델을 생성

한다. 이때 바탕이 되는 조건들은 대부분 일상적 경험이나 실제 사건에

서 연유하는 것이므로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진다. 가령, 이사를 위해 방

안에 있는 커다란 가구를 밖으로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가구

를 이리저리 돌려 문을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특별한 규

칙이나 조건을 언급하지 않고도 공간상에서 가구의 다양한 회전 방식에

따라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상적 정신 모델링에 관여하는

조건들은 별도로 언급될 필요가 없으며 우리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성공

적인 모델을 만든다. 그러나 과학자의 정신 모델링은 이와 다르다. 과학

자에게 주어진 상황은 감각적 경험이 배제된 맥락이며 모델링에 필요한

조건들은 대부분 과학 이론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과학자의 모델링을

위해서는 과학 이론이 제공하는 조건들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2-8은 이와 같은 Nersessian의 관점을 반영하여 일반적 정신 모

델의 작용과 정신 모델로 설명한 과학 활동의 차이점을 도식화 한 것이

다. 그림 2-8에서 조건의 원천으로부터 정신 모델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유비적으로 일어난다. 정신 모델이 실제 현상에 관한 유비적 표상이라는

점은 과학 활동의 인지과학적 해석에서 중요하다. 유비적 표상 과정에서

실제 현상과 모델의 관계는 특정 측면, 특정 정도(degree)의 유사성에 근

거하므로 둘 사이의 완전한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은

일반성을 가지게 되므로 하나의 모델을 서로 다른 영역이나 현상에 적용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태양계 모델을 원자모형에 적용한 사례

는 널리 언급되는 예시 중 하나이다(Qiming, 2002).

Nersessian(2002)은 유비적 모델링과 더불어 모델의 조작에 의한 추론

을 과학자의 모델 기반 사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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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 기반 추론은 제공된 조건들에 의한 제한된 방식으로 정신 모델

이 새로운 상태를 창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델의 조작을 통해 추론

된 결과는 특정 영역의 내용 지식이 제공하는 조건과 일관성을 갖도록

제한된다. 그러므로 과학자는 모델의 조작을 통해 특정 조건하에 허용된

유일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Nersessian(2002)은 모델 조작에 의한 추

론이 모델이 구성된 이후 진행되는 명제적 과정이 아니라, 모델 구성 단

계에 이미 내재된 것이라고 피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모델을 구

성할 때 어떤 조건들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모델의 구조와 조작의 결과가

모두 결정된다. 이는 모델 구성의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시스템이 행동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모델 조작에 의한 추론은 인간의 인지과정에서 개념적 차원과 경험적

차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Gooding, 1992). 모델이 경험적인

힘을 가지는 이유는 그것이 구성될 때 과학 지식에서 기인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의 경험과 현상에서 연유한 조건들에 의해 구성되

기 때문이다. 모델의 이러한 특징은 경험적 현상에 비추어 모델을 평가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 최초의 모델은 현상을 추상화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건들을 기본으로 인출되거나 구성된다. 그러나

이렇게 구성된 최초 모델이 문제 해결에 실패한다면 최초 모델을 수정하

거나 현상을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들을 포함하도록 모델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그림 2-8] 일반적 정신 모델과 과학에서의 정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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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모델링 과정(Nersessian, 2002)

이때 새로운 조건은 이해하고자 하는 현상(target domain)에서 얻을 수

도 있고 다른 영역의 내용 지식(source domain)에서 얻을 수도 있다. 따

라서 모델의 평가와 진화는 구조적, 인과적, 기능적인 조건의 만족 그리

고, 모델링 과정에서 획득한 현상에 관한 새로운 이해와 관련하여 일어

난다 할 수 있다. 그림 2-9는 이러한 진화의 과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Nersessi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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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모델링과 과학자의 창의성 그리고, 개념 변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과학자들이 공유한 공동

체의 지식이 모델 구성의 조건을 제공하며 이렇게 구성된 모델의 조작을

통해 경험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학자의 창의성은 이러한 틀을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Qiming(2002)의 통찰은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이 시점

에서 우리는 다시 정신 모델이 표상해야 할 대상에 관한 ‘구조적 유사체

(structural analogue)’라고 지적했던 Johnson-Laird의 언급에 주목해야

한다. 유사성은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델 기반 사유의 유

사성의 판단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비형식적 사유가 개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Qiming(2002)은 논리적․형식적 사유만으로는 과학의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유비적 사유 과정이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유비적 사유가 논리적으로 엄밀하지 않다는 것의

의미는 이를 연역이나 귀납적 사고와 비교할 때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림 2-10은 연역, 귀납, 유비적 사유의 논리적 엄밀성과 각 사유 과정

을 통해 도출된 결론의 엄밀성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연역적 사유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제한된 결과를 도출한다. 또한,

전제가 참임을 가정할 때 연역적 논리를 통해 도출된 결과 역시 참이다.

이는 연역적 사유에서 사실상 전제에 결과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귀납적 사유는 연역적 사유보다 유동적인 결과를 도출하며 이때 결과는

참이 아닐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한다. 유비적 사유는 유사성에 기반

하므로 가장 약한 논리적 엄밀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비

적 사유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연역이나 귀납적 사유에 비해 거짓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명백히 유비적 사유의 약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Qiming(2002)은 과학적 발견과정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유비적 사유의

이러한 논리적 느슨함은 오히려 강점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과학자

들은 종종 알려지지 않은 현상이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적용

가능한 기존 이론이 없어서 새로운 가설을 세워야 하는 상황을 대면하게

된다. 이때 유비적 사유의 논리적 느슨함은 큰 역할을 한다. 낯선 현상

앞에서 과학자는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식별하기 어려워

지고 시도된 적이 없는 다양한 조건들을 조합을 동원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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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연역, 귀납, 유비적 사유의 논리성 비교

이때 동원되는 조건들은 과학자의 전략에 따라 언뜻 관계가 없어 보이

는 서로 다른 영역의 지식이 제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과학자 개인의 창의적 휴리스틱은 연역적 사유와 같은 철저

한 논리적․형식적 맥락에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모델 기반 사유의 가

장 중요한 특징인 유비적 사유는 과학자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

는 여지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요소이다. Qiming(2002)은 이러한 측면에

서 과학 활동에서 나타나는 과학자의 실수를 유비적 사유에 내포된 ‘추

론된 결과의 유동성’에서 기인하는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

한, 그는 유비를 바탕으로 하는 모델 기반 사유를 통해 과학자들은 혁신적

발견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드넓은 우주에 대한 과학적 탐색에서 빠

르고 자유롭게 사유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과학자의 창의적 모델링에서 표적 현상(target)과 원천 영역(source

domain)의 연결은 매우 급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과학자의 모델링

에서 유비는 현상과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영역 지식과 연계되기도

하는데(Craig, 2002), 이와 같은 과학자의 도전적인 시도는 종종 과학 지

식의 개념 변화로 이어진다.

Silva(2006)와 Nersessian(1992)는 19세기 전자기 이론의 발전과정을 중

심으로 이러한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Silva(2006)는 톰슨부터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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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웰에 이르기까지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을 서사적으로 서술하였다. 톰

슨은 수학적 이론의 유사성이 곧 물리 현상의 유사성으로 이어질 것이라

는 수학적 유비를 바탕으로 전자기 현상에 접근했다. 열전도 이론과 정

전기 원거리력 이론 사이 수학적 구조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물리 현상의

유사성을 판단한 것이다. 반면,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유체의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물리적 유비를 통해 당시 수학적으로 잘 정리된

연속체 역학을 전자기 현상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Nersessian

(1992)은 맥스웰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자기 현상에 관한 좀 더 상세한

개념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Nersessian은 특히 패러데이의 시각적

표상이 맥스웰의 모델링에 미친 영향과 사고 실험에 의한 시뮬레이션을

강조하였다.

이때 두 연구자가 공통으로 주목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19세기 전자기 현상의 모델링은 이에 필요한 조건의 원천 영역

(source domain)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2) 맥스웰은 전자기 현상을 에테르의 응력과 변형률에 관한 역학적 문

제로 환원함으로써,

3) 당시 수학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던 연속체 역학을 전자기 현상을 설

명하기 위한 원천 영역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4) 이 과정에서 전자기 현상이라는 표적과 연속체 역학이라는 원천 영역

사이의 연결은 ‘유비’라는 광범위한 휴리스틱의 과정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요컨대, 개념 변화는 과학자의 모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급진적 유

비’의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Nersessian(2002)은 앞서 과학적 개념을

‘조건의 제공자’로 이해하기를 촉구했다. 이점을 고려할 때 과학자의 개

념 변화 과정은 영역 지식이 제공하는 조건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는 과정, 또는 새로운 원천 영역(source domain)이 형성되는 과정

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Nersessia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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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과학 활동 모델

2.4.1. SDDS(Scientific Discovery as Dual Search) 모델

인지과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과학적 사고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과학적 사고를 문제 해결 과정으로 간주하는 입

장이다(Wertheimer, 1945; Simon, 1977). 문제 해결 과정은 정보 획득을

통해 ‘최초 지식 상태(Initial knowledge state)’에서 문제 해결 단계인 ‘목

표 상태(Goal state)’로 이동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최초 지식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

도로 방대하다. 이때 그 사람이 보유한 지식이 어떤 조건을 얼마나 제공

하는가에 따라 문제 해결의 경로는 제한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에서

의 문제는 이미 공유된 각종 패러다임, 출판된 지식, 연구 루틴, 통계적

방법, 표준화된 도구와 실험 등 강력한 조건들이 제공되므로 매우 제한된

경우의 수를 가진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있다(Klahr, 2000). 그러나

과학적 발견 맥락의 경우 축적된 과학 활동에 제공하는 이러한 조건들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문제 해결의 경우의 수는 다시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인지과학에서는 과학적 사고를 ‘개념 형성’과정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문제 해결 과정이 전략을 통한 게슈탈트적 과정이라

면 개념 형성은 실험 데이터의 일반화를 통해 규칙을 획득하는 귀납의

과정이다.

Simon & Lea(1974)는 과학적 사고를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이와 같은

두 입장을 하나의 틀로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통찰에는 문제 해결 과정

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안내되는 가설 수정의 과정이라는 점 그

리고, 개념 형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규칙에 관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 데

이터에서 이를 검증하는 반복적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이 단초를 제공하

였다. Simon & Lea가 제안한 통합적 관점의 핵심은 ‘규칙 공간(Space

of rules)’과 ‘예시 공간(Space of intances)’이다. 이 두 공간은 서로 분리

되어 있으나 각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는 다른 공간에서의 활동을 안내할

수 있다. 이러한 통합적 틀 안에서 ‘개념 형성’은 두 공간 사이 상호작용

을 통해 일어나며 ‘문제 해결’ 과정은 규칙 공간에서만 일어난다.

Simon & Lea의 통합적 관점은 최초로 가상의 인지적 공간을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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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활동에 대한 통합적인 이론 틀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연구참가자들이 세 개의 나열된 숫자의 규칙을 찾는 비교적 간단한

실험을 통해 도출된 것이다. 이에 Klahr & Dunbar(1988)는 좀 더 확장

되고 복잡한 과학적 맥락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 실험을 디자인하여 이

를 바탕으로 Simon & Lea의 아이디어를 확장하였다. 그 결과 Klahr &

Dunbar는 SDDS(Scientific Discovery as Dual Search)모델을 제안한다.

이는 과학적 발견의 과정을 ‘가설 공간(Hypothesis Space)’과 ‘실험 공간

(Experimental Space)’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이

러한 상호작용은 가설을 형성하고, 증거를 평가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세

가지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림 2-11은 SDDS 모델에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인지적 활동의 총체를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2-11] Complete SDDS Goal Structure.

과학교육계에서 이러한 인지과학의 연구 결과에 주목하고 이를 반영해

야 한다고 주장했던 Osborne(2014)은 SDDS 모델과 추후 설명할 과학철

학자 Giere(2006)의 관점을 통합하여 과학교육적으로 유용한 형태인 그

림 2-12와 같은 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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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공간 가설 공간

[그림 2-12] SDDS 모델과 Giere의 모델을 통합한 과학 활동에 관한

Osborne의 모델(2014)

Osborne은 이러한 통합적 틀이 과학자 집단의 규범적 기준에 부합하

는 문제 해결 방식을 반영하면서도 연역, 귀납, 귀추와 같은 전통적 사유

방식 역시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다.

2.4.2. 모델을 중심으로 한 과학 활동 모델

과학 활동이 경험적 데이터를 과학자 이론으로 설명하고 반대

로, 경험적 데이터에 비추어 회의적인 이론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변증

법적 활동임을 고려하면(Halloun, 2006), 경험적 데이터와 과학자 이론을

중개하는 모델의 역할이 과학 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충분히 짐

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과학 활동에서 모델의 역할을 명시적

으로 포함한 과학 활동 모델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제시할 모델은 앞서 설명했던 Giere(2001)의 틀이다. Giere가 모델

에 주목한 이유는 모델을 도입할 때 실제 과학 활동의 복잡한 모습을 설

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측정된 경험적

데이터 사이의 정합성만이 과학 이론의 합리성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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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다. 이때 경험적 데이터와 모델의 예측 사이 정합성에 관한 판

단은 참, 거짓과 같은 단순한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항상 정도

(degree)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때 과학자 집단의 논의와 합의가 개입하

게 된다. 따라서 실제 과학 활동은 모델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모델과 실재 사이 관계는 그림 2-13과 같은 틀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 Giere의 주장이다.

[그림 2-13] Giere가 말하는 과학 활동

그림 2-13는 모델과 실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과학 활동

의 핵심적 도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과학교육에서 모델을 중시한 관점을 강조한 학자로는 Hestenes가 대표

적이다. 그는 과학 활동이란 개념적 모델을 만들고 물리적 현상을 가장

잘 표상하는 개념적 모델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묘사될 수 있다고 하였

다. 이때 이론 과학자는 물리 현상을 분석하는 모델을 만들며 실험 과학

자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해석될 수 있는 물리 현상의 규칙성을 탐지한

다. 그러므로 이론과 실험은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순환적 과정을 구

성하는 상호 보완적 요소이다(Hestenes, 1992). 이러한 과정을 표현한 도

식은 그림 2-14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Hestenes는 실재에 관한 가능

한 설명 체계로서의 이론을 ‘개념 세계(Conceptual World)’로, 설명의 대

상이 되는 경험적 현상은 ‘물리 세계(Physical World)’로 상정하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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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에 개념적 모델을 적절히 매칭하는 과정을 통해 개념 세계와 물

리 세계가 연결됨을 명시함으로써 두 세계를 중개하는 모델의 역할을 드

러냈다.

[그림 2-14] 모델의 역할(Hestenes, 1992)

지금까지 살펴본 Giere와 Hestenes의 도식은 과학 활동에서 모델의 역

할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러나 경험적 데이터 또는 실제 현상에 비추어

변화되는 모델의 통시적 관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이에 마지막으로

Lopes(2002)의 ‘모델링 차원’을 제시한다(그림 2-15). 이 모델은 Giere나

Hestenes의 틀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모델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Lopes의 도식에서 말하는 모델이 정신 모델

(Mental model)이기 때문이다. Lopes가 이 도식을 제시한 원래의 목적은

과학 활동의 실제를 표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요구되는 문제 상황의 모델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틀의 수립이

다. 이러한 이유로 그림 2-15의 정신 모델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대면



- 45 -

했을 때 자발적으로 생성된 것을 의미하며 과학적 개념 모델로 변모해야

할 미완의 것이다. 따라서 ‘생성 중(in production)’이라는 부연 설명이

붙어있다.

[그림 2-15] 모델링 차원(Lopes, 2002)

이처럼 Lopes의 도식은 앞서 소개한 과학 활동 모델들과는 차이가 있

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을 과학자가 대면한 현상으로

대체하여 생각할 때 Lopes의 도식은 앞서 제시한 과학 활동 모델이 확

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Lopes의 도식이 다른 과

학 활동 모델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개념적 지식과 실제 현상 사이의 상

호작용을 포함하면서도 과학자가 생성한 모델의 역동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이 개념 세계와 경험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생들이 모

델을 수정하여 모델을 진화시키는 활동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학생

의 정신 모델을 중심으로 한 Lopes의 도식은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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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계 시스템의 모델링
 

기계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역학적 변화의 기술은 뉴턴의 운동 제 2법칙

에 기반한다.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은 그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와 같다는 보편 법칙이다. 식(1)은 물체의 위

치를 , 가속도를 , 질량을 , 운동량을  놓았을 때, 이를 미분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1)

 병진운동만을 고려할 때, 기계 시스템의 모델링은 용수철, 대시포트

(dashpot), 질량체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가진다(표 2-2).

 [표 2-2] 기계 시스템 모델링의 기본 구성 요소

기본 구성 요소 물리적 의미

용수철(spring) 시스템의 뻣뻣한 정도(stiffness)

대시포트(dashpot)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저항력

질량체(mass) 가속도에 대하여 움직이지 않으려는 저항(관성)

물론, 모든 기계 시스템이 실제로 용수철, 대시포트, 질량체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기계 시스템에 어떤 힘이 작용하였을 때

(Input), 그 결과로서의 변위(output)를 구하기 위해서는 보통 뻣뻣함

(stiffness), 댐핑, 관성의 세 가지 성질을 고려한다. 따라서 용수철, 대시

포트, 질량체는 각 성질을 표상하기 위한 모델링 요소로 사용한다. 모델

은 반드시 실제와 같을 필요는 없으며 모델을 통한 설명이 실제와 얼마

나 잘 부합되는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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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용수철

용수철은 기계 시스템이 외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

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이때 변형은 압축 또는 팽창을 의미하는데

그림 2-16은 시스템이 변위()만큼 팽창되었을 때를 용수철의 변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변형된 정도 즉, 변위 는 가해진 외부에서 가해진 힘

()에 비례하며, 는 비례 상수이다. 가 커질수록 해당 시스템이 변형

에 저항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16] 용수철 기계 시스템이 변

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표상하는 도구.

                     

2.1.2. 대시포트(dashpot)

대시포트는 유체 안에서 물체를 움직이거나 마찰력이 있는

바닥 위에서 물체를 움직일 때 외력에 저항하는 성질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차량의 서스펜션 시스템을 구성하는 쇼크 앱소버는 차량에 발

생한 진동을 피스톤과 유체 사이 마찰을 이용해 감쇄시키는 장치로서 대

시포트로 모델링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2-17은 모델링 기본 구성

요소로서의 대시포트를 나타낸 것이며, 이때 저항하는 성질 즉, 제동력

(damping force)은 물체의 속력이 빠를수록 증가하며 이를 식으로 쓰면

식 (2)와 같다 (는 댐핑 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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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대시포

트 마찰에 의한 제동

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다.

                    

                   

               

                            

                         (2)

    

    피스톤의 속력이 느릴 때 통상 제동력은 속력에 비례하는 것으로 가

정하나, 피스톤의 속력이 충분히 빠른 경우에는 속력과 제동력을 선형적

관계로 보지 않는다. 물체의 속력이 충분히 빠른 경우에는 유체에서의

와류와 같은 새로운 효과가 개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계 시스템에서

피스톤의 움직임은 느린 속력으로 취급하므로 식 (2)와 같이 다룬다.

2.1.3. 질량체

질량체는 관성을 표상하기 위한 도구이다. 앞서 언급한 뉴턴

의 운동 제 2법칙에 의해 질량이 커질수록 물체가 특정 가속도로 움직이

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을 가해야 한다.

                                

          

[그림 2-18] 질량체

기계 시스템을 모델

링 한 때 관성을 표

상하기 위한 도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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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용수철-댐퍼-질량체 시스템(spring-damper-mass system)

차량 동역학은 차량이 외부로부터 힘을 받았을 때 차량의 물

리적 특성 및 운전자에 의한 입력 조건에 따라 나타내는 반응을 연구하

는 공학 분야이다. 이는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용수철-댐퍼

-질량체 시스템이 다양한 조건하에 나타내는 변화를 운동 방정식의 해

를 구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용수철-댐퍼-질량체 시스템은 1-DOF

시스템으로 자동차 모델링의 기본 단위이며 이것을 여러 개 조합하거나

차체의 회전각 등 다른 변수들을 첨가하여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

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림 2-19의 (a)와 같이 댐핑을 생략하여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모델을 만들기도 한다.

   

(a) (b)

[그림 2-19] (a) 용수철- 질량체 시스템, (b) 용수철-댐퍼-질량체

시스템 x는 질량체의 변위, k는 용수철의 탄성 계수, c는 댐핑 계수이

다. (R.E.Blake, Basic vibration theory).

                                                       (3)

  용수철-댐퍼-질량체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에

기반한다. 합력을 결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힘은 용수철-댐퍼-질량체

시스템 내부의 힘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다. 내부의 힘은 움직임을

감쇠시키는 마찰력 그리고,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며, 외부의 힘은 고려

하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식 (3)은 이러한 힘들을 고려한 운동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힘은 위치()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운동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시간에 따라 차량 모델 시스템의 위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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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지 알 수 있다. 식 (3)은 시스템에 가한 힘  (외력, input)와 질량

체의 변위 (output)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시간에 대한 2차 미분 방정

식이다. 기계 시스템 모델링의 세 가지 기본 구성 요소와 이 방정식을 이

용하면 다양한 시스템을 모델링하여 외부 힘에 대한 시스템의 반응을 설

명할 수 있다.

1) 댐핑이 없는 자유 진동

용수철을 통해 벽에 수평으로 연결된 질량체가 마찰이 없는

바닥 면에 가만히 놓여 있다. 질량체를 잡고 힘을 가해 용수철을 늘린

상태에서 가만히 놓았다. 댐핑이 없는 이상적인 용수철을 가정하면 이는

외력과 댐핑이 없는 시스템이며, 시간에 따른 질량체의 위치 변화를 기

술하기 위한 운동 방정식은 식 (4)와 같다.

                                               (4)

 질량체의 평형점을   으로 정의했을 때, 일반해의 형태는 다음과 같

다.

                      sin





  cos






   

                      (단,   





   






)

 

이 결과는 통상 우리가 조화 진동이라 부르는 운동 패턴이며, 그림 2-20

와 같이 진폭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이것은 댐핑을 무시한 이상

화된 모델이며 댐핑이 항상 존재하는 실제 기계 시스템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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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 조화 진동 댐핑과 외력이 없으므로

진폭에 변화가 없다.

2) 댐핑이 있는 자유 진동

그네를 타는 아이가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다면 그네의 진동은 이내 멈추게 된다. 마찬가지로, 진동하는 용수철은

이를 지속하기 위한 힘이 없이는 영원히 진동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정

지 상태로 돌아온다. 이것은 용수철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손

실되었음을 의미하며, 기계 시스템의 모델링에서 이러한 에너지 손실을

표상하는 것이 댐퍼이다. 질량-댐퍼 시스템은 그림 2-19의 (b)와 같이

나타낸다.

여기서 에너지 손실은 방식에 따라 변위에 의존하는 형태가 달라진

다. 물체와 접촉하는 표면 사이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 손실의 경우 마찰

력은 속력에 무관한 것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체 속의 물체는

상황이 다르다. 유체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유체의 점성에 의해 에너

지가 손실되는데 이를 점성 댐핑(viscous damping)이라 한다. 자동차의

쇼크 앱소버(shock absorber)는 점성이 큰 유체를 피스톤에 채워 피스톤

의 움직임을 빠르게 감쇠시키는 장치로서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예시이

다. 점성 댐핑의 경우 마찰력은 유체와 물체 사이 상대적인 속력에 비례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이와 달리 공기 중을 빠르게 낙하하는 물체에 작

용하는 공기 저항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로 사용한다. 이는 상

대적으로 점성이 작은 유체 속에서 물체의 속력이 빨라질 때 생기는 추

가적인 효과로 인해 속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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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댐핑 이외에 물체가 변형될 때 물체 내부에서도 에너지 손실이 일

어난다. 이것을 구조적 댐핑(structural damping)이라 하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동차와 같은 기계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점성 댐핑을 고려한다.

따라서 운동 방정식은 식 (5)와 같이 쓸 수 있다.

                                          (5)

                           

 


  ,   

               
   (   


  ,  






  )       (6) 

  식 (5)는 식 (6)과 같이 변형할 수 있으며, 이때 는 댐핑 계수이다.

  식 (6)에 제시된 방정식의 해를  의 형태로 가정하고, 이를

식(6)에 대입하면, 식 (7)-1과 같은 관계를 얻는다. 이때 의 형태는 식

(7)-2와 같다.

  

                          
                         (7)-1   

                            ±                      (7)-2

3) 바닥 들뜸(Base Excitation)

바닥 들뜸은 시스템이 놓인 바닥이 올라오는 것을 의미한다.

바닥 들뜸은 서스펜션을 고려한 자동차가 방지턱을 넘어가거나 지진에

의해 건물이 세워진 지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모델링에 적합하다.

그림 2-21은 바닥 들뜸 모델과 좌표계를 나타낸 것이다. 정지 상태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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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을 기준으로 바닥이 움직인 변위는 , 질량체의 초기 위치를 기준

으로 질량체의 변위는 이다. 이때 탄성력과 댐핑을 결정하는 상대적

인 변위는 가 되므로 운동 방정식은 식 (11)과 같이 쓸 수 있

다.                       

   


[그림 2-21]

바닥 들뜸 모델

및 좌표계 설정

(D.S.Epp, 2003)

     

            

             

                                            (11)

이때 안정 상태의 해를 가정하면 진폭과 위상차의 형태를 식 13-(1),

13-(2)와 같이 얻을 수 있다. 이 역시 강제 진동의 경우와 비슷하게 진

동수의 비와 댐핑 계수에 의존함을 알 수 있다.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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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
















                     (13-2)

만일 바닥 프로파일 변화의 진동수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같다면

질량체의 진동 진폭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이것을 고려해야 하는 경

우가 바로 여러 개의 방지턱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할 때이다. 방지턱의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바닥 프로파일의 변화 주기가 자동차의 고유 진동

수에 근접할수록 자동차는 더욱 큰 폭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2.1.5. 자동차 모델링 및 수학적 분석의 실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시간에 따라 복

잡한 시스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차량 동역학 분야

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시스템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구현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더 정교한 설명과 예측을 위해 노력한다. 그림 2-22는 차량 모델링의

실제를 보여준다. 이는 네 개의 서스펜션 시스템 중 1개만을 대상으로

한 2-DOF 1/4 모델로서 m1, m2는 각각 서스펜션의 용수철이 받치고 있

는 차체의 질량(sprung mass)과 용수철 아래 위치한 타이어와 휠의 질

량(unsprung mass)이다. k와 kt는 각각 서스펜션의 용수철과 타이어의

탄성 계수이다. 또한, 는 타이어와 접촉한 지점에서 노면 프로파일

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함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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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자동차 모델링의 실제(O. Terefe; G. Lemu, 2018). (a)는 요철이

있는 노면을 진행하는 자동차의 1/4 모델을, (b)는 (a)의 힘 다이어그램이다.

  

이와 같이 차량이 요철이 있는 노면을 지나가는 경우 바닥 들뜸으로 취

급하여 그림 2-22의 (b)와 같이 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동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다. 뉴턴의 운동 제 2법칙을

바탕으로 하면 m1과 m2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각각 식 (14), (15)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14)

         


 
              (15)

 

이 두 방정식의 해는 각 질량체의 시간에 따른 변위를 보여준다. 그러

나 이는 간단한 모델을 바탕으로 한 분석이므로, 실제 현상과 모델을 통

한 예측 사이에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 정교한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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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Creswell(2012)의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사례 연구란 특정

경계를 갖는 시스템에 관한 심도 있는 탐색과 이해의 과정으로

(Creswell, 2007), ‘어떻게(how)’와 ‘왜(why)’에 해당하는 유형의 연구 문

제에서 선호되는 전략이다(Yin, 2008).

이때 ‘사례(case)’란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집단, 프로그램, 특정

사건이나 활동이 될 수 있다. 가령, ‘새롭게 개발된 수학 프로그램의 적

용’은 사례 연구에 적합한 주제이다(Creswell, 2012).

이러한 측면에서 모델 기반 탐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행이 어떻게

일어나며, 왜 그러한 수행이 가능했는가를 주요 연구 문제로 다루는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학생들

은 대학교 부설 영재 교육원 소속이며 물리학 분야에 흥미가 높은 편이

다. 학생들은 본 R&E 과정이 연구 목적으로 수행됨을 인지하고 지원하

였으며 R&E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논의가 녹음되고 데이터로 사용됨

을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남학생으로 2학년 3명, 1학년 1명의 총 4명으로 구성하

였으며 전사 자료에서는 각각 학1, 학2, 학3, 학4로 호칭한다. 2학년 학생

세 명은 모두 물리학Ⅰ 교과의 학교 수업을 통해 뉴턴의 역학 이론을 체

계적으로 학습하였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최상위권인 학생 1은 시간이

날 때마다 문제를 풀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등 학습에 대한 열의

가 매우 높다. 특히, 과학 이론에 관한 정당성이나 다양한 적용 사례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 이론 지식에 대하여 일반 학생들보

다 한 단계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 2의 학업성취도

는 중․상위권 정도로 자동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관한 배경지식이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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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며 실험에 관한 흥미가 높다. 특히, 정확한 실험을 중요시하는 경향

이 있어 RC 카의 구조를 바꾸어 실험 조건을 개선하려 하거나 트래커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루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려 고군분투하

였다. 1학년 학생인 학생 4의 학업성취도는 비교적 상위권이라 할 수 있

으나 통합과학 수준의 간단한 수업을 통해 뉴턴의 역학 이론의 일부만

접했다. 따라서 뉴턴의 역학 이론에 관한 체계적인 학습과 이해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론적 용어의 사용에 익숙치 않다. 그러나 관찰력과

물리적 직관이 뛰어난 편으로 RC 카의 운동을 녹화한 영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탐구의 흐름에 중요한 특징들을 포착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사전에 친분이 없는 상태로 특정 학생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의 주도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학업적으로 뛰어난 학생 1의 겸

손하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인해 비교적 발화의 권력 구조가 형성되지 않

아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또한, 각 학생들은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탐구에 반영하여 함

께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성숙한 자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요인

들로 인해 자유롭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탐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

3.2. 모델링 수업의 구성

모델링을 통해 관찰한 현상을 설명하는 활동은 학생들이 교사의 도움

없이 처음부터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Boulter, 2000;

Louca et al., 2011). 따라서 학생들에게 두 차례의 수업을 통해 모델 기반

탐구에 필요한 선행 지식을 전달하였다. 각 수업에서 사용한 활동지는 부

록에 수록하였다.

3.2.1. 실험 설계를 위한 수업 1

학생들은 모델링에 관한 지식이 없는 상태이다. 실험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현상을 단순화하고 변인을 선정하는 잠정적인 기술적 모

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돕기 위해 수업 1을 진행하였다. 순서는

표 3-1과 같다. 수업 1은 ‘Modeling Theory in Science Education

(Halloun, 2008)’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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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업 1의 구성

Ⅰ. 이론의 선택

Ⅱ. 시스템의 추출 및 관심 요인의 선정

Ⅲ. 변인 선정

선택하는 이론의 체계에 따라 모델링의 방향이 결정되므로(Hestenes,

1987), 탐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이론에 대한 논의를 가장 먼저 진행하

였다. 탐구 주제에 뉴턴의 역학 이론을 이용해야 함이 비교적 명확히 드

러나므로 선택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었고 학생들은 뉴턴의 역학 이론을

진술할 수 있으며 수학적 형태로 비교적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의 운동에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인들 중 탐

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관심 요인과 부차적 요인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부차적 요인은 자동차의 운동에 영향을 줄 수 있

지만, 측정값에 주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방지턱과 같이 힘을 가하

거나 받는 주요 대상을 식별해야 한다. 가령, 이 탐구에서 중력을 관심

요인으로 고려한다면 지구는 자동차와 상호작용하는 동인(agent)으로서

시스템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력을 부차적 요인으로 간주한다면 자동차

와 방지턱만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추출될 것이다.

세 번째는 변인(variable)의 성격 및 특징, 탐구 과정에서 갖는 중요성

에 대한 내용이다. 변인은 측정할 수 있는 물리량의 형태이어야 하며, 탐

구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

은 앞서 선택한 과학자 이론, 관심 요인 및 시스템 추출에서 결정된 내

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변인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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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1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다른 중요한 이유는 사실상

초기 모델에 포함되는 변인이 실험에서 측정해야 할 주요 물리량이기 때

문이다.

3.2.2. 메타 모델링 지식의 전달을 위한 수업 2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델의 본성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모델의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모델의 본성에 관한 지식으로 학생들이 모델을 인

식하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메

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요소이므로 수업 2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다. 수업

2는 모델 2.0이 도출된 이후 진행되었고, 이후 모델 3.0과 4.0, 5.0이 만들

어졌다. 이와 같은 수업 2의 시점은 메타 모델링 지식이 탐구 학생들의

논의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수업 2의 내용은

‘Modeling Theory in Science Education(2008)’ 및 ‘Creative model

construction in scientists and students(2008)’, Weisberg(2006),

Chun-Qing XU(2017)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표 3-2).

학생들은 먼저 생소했던 모델의 의미, 모델의 역할 및 성격, 모델의 평

가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된다. 모델은 낯선 물리적 상황을 설명해야 할

때, 개인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 주어진 상황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

들을 이용해 익숙한 것들로 바꾼 결과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

여 이해를 도왔다. 또한, 모델은 ‘과학자의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으로 나

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한 매개물’로 정의하여 모델링의 목적이 이론을 적

용한 정량적 분석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모델은 고정된 지식

이 아니라 관찰된 현상에 견주어 평가될 수 있으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로는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링의 방법으로 단순화 (simplifica

-tion), 유비(analogy),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divide and combine)를

제시하고 교과 내용과 물리학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친숙한 사례를 들

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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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 수업 2의 구성

Ⅰ. 모델 및 모델링

Ⅱ. 모델링의 방법

Ⅲ. 모델의 정교화(수정)

모델의 정교화(또는 수정)는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여 모델이 더 폭넓게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정해진 논리적

통로가 없는 창의적인 과정으로 문제 해결 맥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

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델의 이상화 조건을 되돌리는 방식의 모델 정교화

전략 즉, ‘이상화 해제(De-Idealization)’를 사용하여 모델 수정 맥락에서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한 근거는

Giere (2001)와 Weisberg(2006)의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 Giere는 모델

의 예측과 관찰된 현상이 다른 이유를 모델의 가정(조건)에서 찾아야 함

을 강조하였다. 또한, Weisberg는 모델이 실재를 단순화․이상화한 것이

므로 이를 위한 이상화 조건(Constraints)을 반드시 포함함을 지적하면서

‘이상화 해제’를 모델을 정교화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델의 조건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 2에서는 학생들에게 모델에서 조

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모델 1.0과 2.0의 조건을 정리하여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들과 함께 모델 1.0의 실패와 2.0으로의 수정 과정을

복기함으로써 이상화 해제에 관한 이해를 도왔다. 모델 2.0은 실험 결과

를 설명할 수 있도록 교사가 모델 1.0을 수정한 결과이다. 이때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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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조건의 변화에 관해 학생들과 논의하고 이상화 해제 개념을 설명

하는 것은 학생들이 생소한 개념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다.

3.3. 탐구 수행 과정

학생들이 수행할 탐구 주제는 ‘방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충

격’이다. 방지턱의 설치는 자동차의 진행 방향에 수직 단차를 주어 자동

차의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기하학적 형태

나 크기에 어떤 규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설치되는 경우

가 많아 규정 속도를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차체나 승객이 지나친 물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속도의 감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

실하면서도 자동차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지턱의 조건에 대

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는 언뜻 보기에 간단한 주제로 비춰질 수 있으나 아무것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를 추출하고 적절한 변인을 선택하여 탐구의 목적에 부

합하도록 단순화하는 과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수반한다. 이러한 단순화

를 거쳐야만 실험의 설계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수업 1에서 진행

된 논의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추출하고 변인을 선정하였다.

3.3.1. 실험 설계

3.3.1.1. 방지턱과 자동차 모형의 결정

이 실험에서 첫 번째 조작 변인은 방지턱의 형태이다. 방지턱

의 단면은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포물선

형태로 통일하였으며 방지턱의 크기와 관련된 변인은 높이와 너비로 결

정하였다. 구체적인 수치는 그림 3-1과 같다. 자동차 모형으로는 리모트

컨트롤이 가능한 RC 카를 이용하였다. 본 탐구에 사용한 RC 카에 쇼크

앱소버는 없으나 바퀴와 차체 사이 충격 완화를 위한 용수철이 내장되어

있어 서스펜션 시스템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림 3-2는 방지턱

모형의 제작 과정 및 RC 카의 내부구조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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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방지턱 모형의 모양과 사이즈

[그림 3-2] 방지턱 모형의 제작 과정 및 RC 카의 내부 구조

3.3.1.2. 측정할 변인의 선정

자동차의 충돌 속도는 자동차가 받는 충격에 관여하는 주요

조작 변인이다. 따라서 RC 카를 방지턱에 다양한 속도로 여러 번 충돌시

켜 그에 따라 받는 충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충돌 속도는 RC 카의

앞바퀴가 방지턱에 접촉하는 순간에 대해 트래커에 나타난 수평 방향(

방향)의 속도로 간주한다.

방지턱으로부터 받은 RC 카의 물리적 충격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RC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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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때 충돌과정에서 나타난 가속도의 최댓값

이 충격력 측정의 지표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학생들의 의견과 참고문

헌 등을 반영하여 가속도 수직 성분의 최댓값(이하 수직 최대 가속도,

amax)을 종속 변인으로 결정하였다.

더불어, 자동차는 방지턱을 넘어 다시 지면에 착지할 때 방지턱에 충돌

하는 순간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충격은 방지턱과 분리된

후 자동차가 도달하는 수직 방향의 최대 변위(이하 max)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데이터를 얻고 경향성을 살피는 것은 RC 카

의 실제적 충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단, max값은

따로 측정하여 기록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수직 방향 변위 그래프를 얻

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또한,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이하 ∆)은 방지턱의 역할 구

현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본 탐구에서 중요한 종속 변인이다. 따라서 실

험의 수행은 표 3-3을 채우는 것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표 3-3] 실험 데이터 측정 기록표



- 64 -

3.3.1.3. 측정 도구

트래커(Tracker)는 물체와 함께 운동하는 한 지점의 움직임

을 추적하여 변위, 속력, 가속도, 운동량 등 역학적 물리량과 관련된 거

의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편리한 도구이다. 이 실험에서

는 RC 카가 모형 방지턱을 넘어가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그 영상을 트래커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여 데이터를 얻었다. 그림 3-3은

RC 카의 수직 방향 최대 가속도(amax)를 측정하는 장면으로 앞바퀴가 방

지턱에 접촉하고 있는 동안 나타난 수직 방향 가속도 값 중 최댓값을 읽

어 amax를 측정한다. 그림 3-3의 그래프에서는 음영 표시된 지점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물리량을 측정할 때는 그래프의 축 항목을 클릭하여 원

하는 물리량을 설정하면 된다.

측정할 물리량 선택

[그림 3-3] 트래커(Tracker) 프로그램을 통한 RC 카의 가속도 측정

3.3.2. 실험 결과

실험 결과는 표 3-4～3-6에 걸쳐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데이

터를 종합한 실험 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실험 결과에 대한 진술은 데이

터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경향성’이다. 학생들은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

나는 이유를 모델을 바탕으로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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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Ⅰ

Ⅰ-1) 충돌속도와 amax는 비례관계이다.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Ⅰ-3)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커진다. 즉, 기울기가

증가한다.

Ⅰ-4) 방지턱의 너비가 증가하면 amax는 감소한다. 단, 충돌속도가 매우 큰 영역에

서는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가속도가 너비가 좁은 방지턱에서보다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Ⅰ-5) 방지턱의 높이가 낮아지면 비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표 3-4] RC 카의 충돌 속도에 따른 수직 최대 가속도의 변화 10종의 방지턱

에 대하여 얻은 결과이며 각 그래프에 방지턱의 사이즈가 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경향성은 실험 결과Ⅰ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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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실험 결과 Ⅱ

Ⅱ-1)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방향 최대 변위(max )는 증가한다.

Ⅱ-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직 방향 최대 변위(max )는 증가한다.

Ⅱ-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직 방향 최대 변위(max )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3-5] 충돌 속도와 방지턱의 형태에 따른 RC 카의 수직 방향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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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Ⅲ

Ⅲ-1)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Ⅲ-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Ⅲ-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평 속도 감소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3-6] 방지턱 충돌 전후 RC카의 수평 속도 감소량 사용한 RC카의 작동은

리모트 컨트롤러에 의해 전달된 동력에 의존하는데 컨트롤러를 누르

는 힘을 통제하기 어려워 데이터가 체계적이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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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모델의 도출

이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모델의 사양과 모델의 수정 과정을 포함한 모델의 진화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1) 모델 1.0 및 모델 1.0의 수정

하나의 방지턱에 대한 수직 최대 가속도 그래프를 얻은 후,

교사는 학생들이 ‘방지턱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

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이때 자유 물체도를 그려 설명하

기를 요구하였으므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설명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

모델 1.0은 이때 학생1이 제안한 모델이다(표 3-7). 학생 1은 RC 카를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하고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에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충돌 순간 RC 카가 방지턱에 접촉하는 지

점에서 접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를 중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여 방지

턱이 높아지는 것을 의 증가로 표현하였다. 학생1은 RC 카의 충돌속도

가 동일할 때, 각도 가 변해도 충격력(F)의 크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

로 가정하였다.

모델 1.0을 바탕으로 할 때, 방지턱이 높아져 가 증가하면 충격력의

수직 성분이 감소하므로 수직 최대 가속도(amax) 역시 감소할 것을 예측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그림 3-3에 제시된 실험 결과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라는 경향성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델 1.0은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관

련 내용은 표 3-7에 나타나 있다.

이때 학생들은 메타 모델링 지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모델 1.0의 수정은

교사가 주도하였으며 학생들이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

하였다. RC 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와 방향은 실제로 매우 복잡하

지만, 모델 1.0에서는 이를 극도로 단순화하였다. 특히, 교사는 ‘의 변화

에 대하여 충격력의 크기는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이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의심하였다. 이에 교사는 충격력을 에 따라 달

라지는 의 함수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고려하

여 모델 1.0을 2.0으로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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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1.0

이상화 조건

① RC 카는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한다.

② 충격력은 충돌면과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③ 의 변화에 대하여 충격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④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에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⑤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할 때의 접촉시간(∆)는 모든

경우에 일정하다.

모델이 예측하는

현상

방지턱의 높이가 높아지면 RC 카의 수직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감소할 것이다.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
없음

[표 3-7] 모델 1.0의 사양과 설명력

2) 모델 2.0 및 모델 2.0의 수정

모델 2.0은 학생 1인 만든 모델 1.0을 수정한 결과이다. 교사

는 모델 1.0을 수정하기 위해서 충격력을 충돌 조건에 따라 변하는 함수

로 표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뉴

턴의 충돌이론을 이용하여 충격력을 충돌 속도()와 충돌 각도()에 의

존하도록 정교화하였다. 모델 2.0은 충격력의 형태가 다른 변인을 포함하

면서 정교화된 것이므로, 표 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형태상으로는 모델

1.0과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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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0

이상화 조건

① RC 카는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한다.

② 충격력은 충돌면과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③충돌속도가 같을 때 충격력의 크기는 오로지 에

의존한다.

④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에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⑤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할 때의 접촉시간(∆)는
모든 경우에 일정하다.

모델이

예측하는 현상

∆  ∆     sin 이다.
수직 성분을 취하면, sin  




이므로,

max ∆


sin 의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충돌속도가 빨라지거나, 방지턱이 높아지면 가속도

의 크기가 증가한다. 또한, 방지턱의 높이가 높아지면 충돌

속도에 따른 가속도 증가율이 증가한다. 그러나 충돌 각도

가 45° 이상이 되면 증가율은 다시 감소한다.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

① Ⅰ-1) 충돌속도가 빨라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②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표 3-8] 모델 2.0의 사양과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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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0은 실험 결과Ⅰ-1) (충돌속도가 빨라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과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를 설명할 수 있으나, Ⅰ

-3), Ⅰ-4), Ⅰ-5)를 설명할 수 없다. 모델 2.0은 충돌각()이 45° 이상일

때 충돌 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감소함을 예측한다. 표 3-9는 너

비 10cm인 방지턱의 높이에 따른 충돌 각도를 계산한 결과이다. 모델

2.0을 적용한다면 충돌각()이 45° 이상인 높이 2.5 cm인 방지턱부터 충

돌 속도에 따른 amax의 증가율은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험 결과 Ⅰ

-3)(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커진다.)은 이

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실험 결과 Ⅰ-4), Ⅰ-5)는 충돌 속도가 빠른

영역과 느린 영역에서 서로 다른 경향성이 나타남을 보여주므로 모델

2.0으로는 이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모델 2.0의 평가와 수정 활동 직전에 학생들은 수업 2를 통해 메타 모

델링 지식을 전달받았으므로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모델 2.0의 수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가장 정당화되기 어려운 가정으로

⑤번 가정인 ‘접촉시간(∆)가 일정하다’를 지목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RC 카의 용수철이 충돌 조건에 따라 수축하는 정도가 상당히 크게 차이

가 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은 가정 ④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

하는 순간에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이상화 조건 ④와 ⑤가 RC 카에서

용수철의 역할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는 학생들의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3-9] 너비 10cm인 방지턱의 높이에 따른 충돌각도()

실제로 RC 카는 방지턱에 충돌한 후 관성에 의해 어느 정도 수평 방향

의 진행을 계속 유지하게 되고 그동안 바퀴와 차체 사이의 용수철은 지

속적으로 수축한다. 수축이 멈추고 다시 용수철이 팽창을 시작하는 지점

에서 RC 카가 튀어 오른다. RC 카에 가해지는 충격력은 사실상 용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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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체에 가하는 탄성력이므로 최대의 가속도는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

하는 지점에서 나타나야 마땅하다. 이때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하는 시점

은 충돌속도나 방지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촉시간 역시 큰 차이가 나

며, 이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상화 조

건 ④와 ⑤의 해제를 중심으로 모델 2.0은 3.0으로 수정되었다.

3) 모델 3.0

이 실험에서 사용한 RC 카는 용수철과 타이어를 포함한 장

치이다. 그러나 모델 2.0은 이를 강체로 가정한 단순한 모델이므로 기본

적인 실험 결과만을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모델 3.0은 용수철이 충돌

과정에 중요한 요인임을 고려하여 RC 카를 탄성체로 간주하였다. 모델

3.0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0에 제시하였다.

모델 3.0은 다섯 가지의 이상화 조건을 포함한다. 첫 번째는 방지턱의

프로파일을 직선 형태로 가정한 것이다. 이는 시간과 용수철이 수축하는

길이 사이 관계를 선형으로 간주하여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 조건 ②는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를 일정한 것으로 단순화하여

RC 카의 수직 방향 운동 분석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조건 ③에서 차

체의 이동 궤적은 지면에 수평인 직선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바퀴가 지

면에서 올라간 수직 높이는 용수철의 수축 길이가 되므로 설명이 좀 더

간단해진다.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차체의 경로가 거의 변화하

지 않는다는 점은 실험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건 ④는 용

수철의 변형이 수직 방향으로만 일어난다고 가정함으로써 모델에서 용수

철의 수축 길이를 쉽게 다루기 위함이다. 조건 ⑤는 용수철의 수축과정

에서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여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

기 위한 것이다.

모델 3.0에서 용수철의 최대 수축 길이()를 결정하는 문제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핵심적이다. 그림 3-3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학

생이 고려한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이 모델은 총알이 비스듬한 벽에 충

돌한 후 튀어 나가는 상황과 RC 카의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상황을

연결하여 만들어낸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RC 카 바퀴의 병진 운동만

을 고려하므로 RC 카의 바퀴를 점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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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0

H: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바퀴가 수직으로 올라간 높이

L: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차체가 진행한 수평 거리

: 충돌 속도

이상화

조건

① 방지턱의 형태는 포물선 대신 높이가 방지턱의 높이인 빗면으로

간주한다. 이때 는 지면과 빗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② RC 카가 빗면을 올라가는 동안 수평 성분 속도()는 일정하다.

③ 서스펜션이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차체(사각형으로 표현)의 운동

경로는 수평을 유지한다.

④ RC 카의 용수철은 항상 지면과 수직인 방향을 유지하며, 수직

방향으로만 수축한다.

⑤ 용수철 수축과정에서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는다.

예측하는

현상

  이며, RC카가 방지턱에 충돌하여 수직 방향으로 생긴 운동

에너지가 모두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는 지점에서의 높이가 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sin 이다. 따라서,

max  


  








 sin 이다.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

① Ⅰ-1) 충돌 속도가 빨라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②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③ Ⅰ-3)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 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커진다.

④Ⅰ-4) 방지턱의 너비가 증가하면 amax는 감소한다. 단, 충돌 속도가

큰 영역에서는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수직 최대 가속도가

너비가 좁은 방지턱에서보다 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표 3-10] 모델 3.0의 사양과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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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턱 면

[그림 3-4] RC 카와 방지턱의 탄성 충돌 모델

그림 3-4에서 충돌면을 방지턱 면을 연장한 점선까지 포함하는 선으로

간주하면 는 바퀴의 입사각이 된다. 충돌 후 바퀴는 충돌면 기준으로

같은 각도인 로 튀어 나갈 것이다. 이때 지면을 기준으로 바퀴가 튀어

나가는 각도는 이다. 이는 순간적인 과정이므로 수평 방향 속도 는

충돌 전후 일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충돌 후 RC 카 바퀴의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은 그림 3-3에서 에 해당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cos


  sin

수직 방향의 속도 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이후 용수철에 저장되어 탄

성 에너지의 형태로 바뀐다. 충돌 후 바퀴의 수직 방향 속도로 인한 운동

에너지가 모두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면 바퀴는 더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때를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하는 시점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용수철의 최대 수축 길이( )를 도출할 수 있다. 이때 은

바퀴의 질량이다.

  sin 이므로, 



  


sin

  


  이다.

∴





 si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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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3.0을 바탕으로 도출된 위 수학 관계식을 통해 실험 결과 Ⅰ-1),

Ⅰ-2), Ⅰ-3), Ⅰ-4)를 설명할 수 있다. 단, 실험 결과 Ⅰ-4)에서 충돌 속

도 약 7～8 km/h을 기준으로 그보다 빠른 충돌 속도 영역은 모델 3.0의

예측에서 벗어난다.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제안한 정성적인 설명은 용수

철이 수축할 수 있는 길이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측정 결과,

우리가 사용한 RC 카 내부에 장착된 용수철은 최대 수축 길이가 약 2.4

cm였다. 따라서 용수철이 저장할 수 있는 탄성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고

RC 카의 충돌 속도가 충분히 빠른 경우 바퀴의 운동 에너지가 이를 넘

어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C 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는 탄성력에

의한 것을 넘어서므로 모델 3.0이 예측한 것을 벗어나게 된다. 너비가 좁

이러한 현상이 관찰될 수 있다. 그러나 경사가 급해 충돌 속도가 빠른

경우 RC 카와 방지턱이 빠르게 분리되므로 넓은 방지턱에 비해 실제로

용수철의 수축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Ⅰ-5)이 모델 3.0의 예측을 벗어나는 이유는 지나치게 낮은 높이 때문이

라 추측된다. 방지턱이 너무 낮으면 충돌 속도에 따른 용수철의 수축 길

이에 큰 차이가 없어져 특정 경향성이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모델 3.0은 실험 결과의 설명을 위한 추론에 유용하다. 그러

나 모델 3.0은 RC 카가 방지턱으로부터 튀어 올라 분리된 이후의 과정

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므로 실험 결과Ⅱ(표 3-5)의 설명은 불가능하

다. 실험 결과Ⅱ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델 3.0의 설명 범위가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된 이후의 과정을 포함하도록 확장해야 한다.

모델 3.0에서 수직 방향 속도()에 의한 운동 에너지는 용수철에 탄성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된다. 이때 에너지 손실은 없다고 가정하면 RC카

의 차체는 방지턱에서 분리된 후 다시 의 속도로 수직 방향으로 발사

된다. 따라서 방지턱과 분리된 이후 RC카의 운동 경로는 의 속도를

가지고 연직 상방으로 발사된 결과 나타난 운동과 수평 방향 속도()

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두 운동이 합성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방지턱과 분리된 이후 RC 카의 궤적은 포물선으로 모델링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모델 3.0은 모델 4.0으로 확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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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델 4.0

모델 4.0은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과 더불어 RC 카와 방지

턱이 분리된 이후 다시 지면에 충돌하는 상황을 포함하기 위해 구성되었

다. 모델 4.0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표 3-11에 제시하였다.

방지턱과 분리된 후 지면에 충돌 시 RC 카가 받는 충격력은 RC 카가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상승하는가와 밀접하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지턱에서 분리된 이후 RC 카의 경로를 포물선으로 모델링

한다면 포물선의 최고점 즉, max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에 모델

3.0에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된 이후의 상황을 포물선 경로로 간주하여

연결하고 이를 모델 4.0으로 결정하였다. 모델 4.0은 모델 3.0을 포함하므

로 실험 결과 Ⅰ과 Ⅱ에서 발견되는 경향성을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

모델 4.0

max : 방지턱에서 분리된 후 도달하는 수직 방향 최대 변위

 : 충돌 속도 (수평 방향 속도)

 : 방지턱에서 분리되는 순간의 수직 방향 속도

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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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조건

① 방지턱의 형태는 포물선 대신 높이가 방지턱의 높이인 빗면으로

간주한다. 이때 는 지면과 빗면이 이루는 각도이다.

③ 서스펜션이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차체(사각형으로 표현)의 운동

경로는 수평을 유지한다.

④ RC 카의 용수철은 항상 지면과 수직인 방향을 유지하며, 수직

방향으로만 수축한다.

⑤ 용수철 수축과정에서 에너지는 손실되지 않는다.

⑥ 수평 방향 속도 는 전체 과정에서 일정하다.

⑦ 방지턱과 분리되는 순간부터 RC 카는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

한다.

예측하는

현상

    sin 이므로, RC 카가 로 수직 방향으로 발사되었다

고 하면, 중력에 의해 일정하게 속도가 감소하게 되어 도달할 수 있

는 최고 높이는

 sin

가 된다. 따라서 방지턱의 높이가 높을

수록, 너비가 좁을수록,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방향 최대 변위

(max )는 증가할 것이다. 더불어, 모델 3.0이 설명 가능한 모든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

① Ⅰ-1) 충돌 속도가 빨라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②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③ Ⅰ-3)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 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커진다.

④ Ⅰ-4) (충돌 속도가 느린 영역에서) 방지턱의 너비가 증가하면 amax
는 감소한다.

⑤ Ⅱ-1)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최대 변위(max )는 증가한다.

⑥ Ⅱ-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직 최대 변위(max )는 증가한다.

⑦ Ⅱ-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직 최대 변위(max )가 감소

하는 경향이 있다.

[표 3-11] 모델 4.0의 사양과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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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델 5.0

본 탐구의 목적은 방지턱을 넘을 때 자동차와 탑승자에게 가

해지는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자동차의 속도 감소 효과를 도모할 수 있

는 방지턱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실험 결과 Ⅰ과 Ⅱ가 자동차와

탑승자가 받는 손상의 최소화와 관련된 것이라면, 실험 결과 Ⅲ은 방지

턱에 의한 자동차의 속도 감소 효과와 관련된다. 실험 결과 Ⅲ은 각 방

지턱을 다양한 충돌 속도로 넘어갈 때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

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Ⅲ은 모델 3.0이나 4.0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데 이는 이 모델들이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가 일정하다

는 조건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험 결과 Ⅲ의 설명을 위해 학생들은 모델 5.0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새롭게 만들어진 모델이 아닌 모델 3.0을 목적에 맞게 변형시

킨 것이다. 용수철의 수축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수직 방향의 운동과는

달리, RC 카의 수평 방향 운동은 용수철과 거의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실

험 결과 Ⅲ의 설명을 위해서는 RC 카를 강체로 가정해야 한다. 이에 학

생들은 모델 3.0에서 RC 카를 강체로 수정하여 모델 5.0을 제안하고 이

를 통해 실험 결과 Ⅲ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모델 5.0은 모델 3.0에서 기인하였으나 두 모델이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

은 다르다. 따라서 이상화 조건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특히,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와 관련된 조건을 수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모델 3.0은

RC 카의 수직 방향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평 방향 속도를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모델 5.0은

수평 방향의 속도 감소와 관련된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

한 이상화 조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모델 5.0에서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하면 충돌면에 수직 방향으로 충

격력이 작용하여 RC 카의 운동량이 변한다. 이때 운동량 변화의 수평

성분을 통해 수평 속도 감소량(∆)의 수학적 표현을 도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한 예측은 실험 결과 Ⅲ의 세 가지 항목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

모델 5.0의 사양과 설명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표 3-1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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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5.0

H: 방지턱의 높이

 : 방지턱 빗면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

 : 충돌 속도

이상화

조건

① RC 카는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한다.

② 방지턱의 형태는 포물선이 아닌 직선으로 가정한다.

③ 방지턱이 RC 카에 가하는 충격력은 빗면에 수직 방향이다.

예측하는

현상

∆   ′   cos , (′  cos )
∴∆ sin 이다. 이때 방향 성분은 다음과 같다.

∆ ∆sin∙  ∴∆  sin 이다.
따라서 방지턱의 높이가 높을수록, 너비가 좁을수록, 충돌 속도가

클수록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은 증가한다.

설명할 수

있는

실험 결과

ⓛ Ⅲ-1)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② Ⅲ-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③ Ⅲ-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평 속도 감소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3-12] 모델 5.0의 사양과 설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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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모델의 진화 과정

지금까지 소개한 모델의 진화 과정을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3-5와 같다.

[그림 3-5] 모델의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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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에서 M은 모델을, P는 모델의 예측을, E는 실험 결과를 나타

낸다. 또한, 기호 ‘≒’는 모델의 예측과 실험 결과가 정합적임을, ‘≠’는

모델의 예측과 실험 결과가 어긋남을 의미한다.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충돌이라는 현상에 관해 학생 1이 구성한 모델

1.0이 예측한 현상인 P1은 실험 결과 E1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

에 교사는 E1을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 1.0을 모델 2.0으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모델 2.0의 예측은 실험 결과 E1과 정합적이며 실험 결과 E1은

모델 2.0에 포섭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델 2.0은 실험 결과 E2를

설명할 수 없었다. 이에 학생 2는 모델 2.0을 수정하여 E2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 3.0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된 이후는

모델 3.0의 설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RC 카의 수직 최대 변위에

관한 실험 결과인 E3를 설명할 수 없다. 모델 4.0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

생 1이 모델 3.0의 설명 영역을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한 순간부터 다

시 지면에 착지하는 동안으로 확장한 결과 만들어졌다. 따라서 모델 4.0

의 예측은 실험 결과 E3와 정합적이므로 E3를 포섭할 수 있다. 결과적

으로 모델 4.0은 실험 결과 E1～E3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

으며 학생들은 이를 최종 모델로 결정하였다. 모델 5.0은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에 관한 실험 결과 E4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학생 2가 모델 3.0의

일부만을 취해 수정한 것으로 역시 RC 카의 수평 방향 충격량을 설명하

는 최종 모델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모델 4.0과 모델 5.0을 통해 탐구의

대상이 되는 현상과 관련된 실험 결과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었다. P와

E에 해당하는 모델의 예측 결과 및 실험 결과는 표 3-13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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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그림 3-4의 E와 P에 관한 구체적 내용

E P

1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수직 최대 가
속도의 크기는 증가한다.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수직 최대 가
속도의 크기는 감소한다. 

2

충돌각에 상관없이 방지턱 높이에 
따라 수직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증
가한다.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수직 최대 가
속도는 증가한다. 그러나 충돌각이 
45° 이상일 때(10*2.5, 10*3.0) 수
직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방지턱 높
이에 따라 감소한다.

3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최대 변위
는 증가한다.

충돌각에 상관없이 방지턱 높이에 
따라 수직 최대 가속도의 크기는 증
가한다.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직 최대 변위
는 증가한다.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직 최대 
변위가 감소한다.

4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평 속도 감
소량이 증가한다.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최대 변위
는 증가한다.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평 속도 감소
량이 증가한다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직 최대 변위
는 증가한다.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평 속도 
감소량이 감소한다.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직 최대 
변위가 감소한다.

5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평 속도 감
소량이 증가한다.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평 속도 감소
량이 증가한다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평 속
도 감소량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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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수집 및 분석

3.4.1. 자료 수집

그림 3-6에는 연구 일정과 모델이 도출된 시기 및 자료 수집 기간이

나타나 있다. R&E 과정은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IRB 승인을 7월 1일

기준으로 득한 관계로 학생들의 논의 과정 녹취를 비롯한 자료 수집은 7

월 6일부터 시작하였다. 전체 탐구 과정은 6월부터 12월 말까지 약 6개

월 동안 진행되었고, 총 20여 회의 모임, 약 60시간이 소요되었다. 수집

된 자료의 유형은 학생들의 논의 과정과 인터뷰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논의 과정에서 남긴 그림이나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이다.

[그림 3-6] 탐구 일정과 자료 수집 기간

3.4.2.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녹취된 내용을 전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림

이나 기록은 전사 자료의 분석 내용을 뒷받침하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되

었다. 이 절에서는 전사 자료에서 분석의 바탕이 될 의미 단위를 추출하

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모델 기반 탐구의 일차적 목표는 학생들에게 과학자의 활동과 유사한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사 자료에서 추출된 의미 단위는 과학자

의 활동이나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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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경험 공간 사이 상호작용을 과학 활동으로 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기준틀을 마련하였다(표 3-14). 모델 공간을 별도로 상정한 것은 개념

공간과 경험 공간을 매개하는 모델의 역할을 가시화하여 학생들의 사고

과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기준틀은 과학

활동을 정의하기 위해 제시한 Hestenes(1992)의 틀 그리고, 학생들의 문

제 해결 과정을 도식화하기 위한 Lopes(2002)의 틀과 유사하다. 이때

Hestenes가 의도한 모델은 이론적 모델에 가까우며 Lopes가 의도한 모

델은 학생 개인이 주어진 문제 상황을 대면했을 때 자발적으로 생성한

정신 모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말하는 모델은 주어진 현상에 관한

학생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기준틀은 Hestenes와 Lopes이 제시한 틀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이론, 모델, 현상 사이 상호작용에 관한 공통적인 관계성을 반영한

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할 수 있다.

[표 3-14] EMC 기준틀

인지 공간 구분 기준
C

(개념 공간)
 - 공인된 과학 이론 및 그에 따른 이론적 모델
 - 수학적 규약

M
(모델 공간)

 -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
 - 모델의 구조를 기술한 수학 관계식

E
(경험 공간)

 - 관찰된 현상
 - 실험 데이터

지금부터는 표 3-14의 EMC 기준틀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다. 경험

공간(Empirical Space, 이하 E 공간)은 탐구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 자료

및 트래커로 얻은 데이터와 그것을 정리한 실험 결과 그리고, 차와 방지

턱과 관련된 실제 현상이나 이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포함한다.

개념 공간(Conceptual Space, 이하 C 공간)은 공인된 과학자 이론 및

그것의 사용을 위해 정의된 물리량 및 물리 개념, 운동학적 규칙과 수학

적 규약을 포함한다. 따라서 개념 공간은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모델 독

립적인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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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공간(Model Space, 이하 M 공간)은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의 집합

이다. 이는 학생이 구성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모델보다는 정신 모델의

범주에 가깝다. 가령, 결정격자를 표상하기 위한 스프링-공 모델은 탐구

주제에 독립적인 이론적 모델이다. 그러나 정신 모델은 탐구를 수행하는

개인에 의해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탐구 주제에 의존한다. 또한, 이론적

모델은 공동체의 지식이므로 수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나 정신 모델은

탐구를 수행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의 구조를 표현한 수학 관계식은 탐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델 공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틀을 중심으로 할 때 과학 활동은 각 공간 사이의 모든

인지적 이동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MC 기준틀에서 세 공

간 사이의 인지적 이동을 E→ M, M→ E, C→ M, M→ C로 구분하고

전사 자료에서 이러한 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들을 의미 단위로

추출하였다. 이때 단편적 발언에 주목하기보다는 논의가 이루어진 상황

과 맥락을 고려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과학

활동의 정의를 바탕으로 한 공간 이동의 근본적 취지는 앞서 용어의 정

의 부분에 제시하였다.

ⓛ E→ M: 현상에서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를 추출하거나 현상을

반영하여 모델을 수정하는 활동, 또는 이를 추구하기 위한 논의

② M→ E: 모델에서 출발하여 현상에 도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모델을 통

해 특정 현상을 예측하기 위한 논의가 이에 해당

③ C→ M: 개념 공간이 모델 공간에 영향을 주는 국면으로 이론적 지식

을 도구로 삼아 모델을 구성하거나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 관계식으로 표현하기 위한 논의

④ M→ C: 구성한 모델을 고려하여 이에 적용하기에 효율적인 이론적

지식을 선택하거나 모델에 근거하여 이론적 지식을 수정하

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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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의미 단위의 이동 유형 판단 과정

이동 
유형 사례 예시 이동 유형 판단의 근거

E→ M

학2: 접촉시간에 따라 뭔가 알아보기가 쉬운   
     거 같긴 해요. 그니까 짧을 때를 뭔가..   
     그 뭐라 해야 돼.. 해석하면 좋을 거 같아  
     요.
교사: 그니까 닿아있는 동안의 시간이.. 거  
      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학2: 그죠. 접촉시간 t가 아예 짧아 버리면   
     설명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0*1 경우는 가속도  
     가 줄어들었어요.

학생 2는 서로 다른 방지턱에서 도
출한 RC 카의 충돌 속도 크기에 
따른 최대 가속도 크기 변화를 측
정한 10개의 그래프를 해석하여 
접촉시간(△t)이 짧을수록 모델 2.0
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
하고 있다. 이는 개별적 데이터를 
해석하여 모델의 예측을 평가할 수 
있는 일반 진술을 도출한 것이므로 
E→ M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M→ E

학2: ...근데 방지턱이 각도가 낮으면 얘가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   
     지. 그러면 H가 여기가 H 높이 라는거  
     지. 이 위치일 때. 높이가 낮으면. 근데  
     높이가 크면 얘가 기울기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 H가 더 앞으로 오잖아. 근데  
     만약 속도가 같애. 그럼 델타t가 높이  
     가 높을 때 줄어들겠지. 

학생 2는 모델 3.0에서 충돌각 θ가 
변화할 때 접촉시간(△t)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관해 모델을 조작
하여 방지턱의 높이가 증가할 때 접
촉시간(△t)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
였다. 이는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여 
예측되는 현상을 도출한 것이므로 
M→ E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C→ M

학1: 이게.. 빗면이 있잖아요. 이거.. vx로   
     충돌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면인거고. 얘가 여  
     기로 갖다 박고 가면 이렇게 돼서 θ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vx는 결국 이렇게 돼서 변한 vx 가 vx    
     cosθ가 되가지고. Δvx가 vx의 1-cosθ이  
     잖아요.

학생 1은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
하는 순간이 경사면에 쏜 총알의 
튀어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
하여  지면에 대한 충돌 직후 각도
를 2θ로 볼 수 있다는 제안을 하
였다. 이는 학생 1이 RC 카와 방
지턱의 충돌을 탄성 충돌 모델로 
모델링하고 이를 설명할 것이므로 
C→ M 유형으로 판단하였다.

M→ C

학1: 아 근데 3.0에서는 세타를 이용해서   
     힘을 못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모델  
     2.0)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했는  
     데 여기는(모델3.0) 이제 아얘 용수철 kx  
     로 표현해버리니까..여기는 이제 세타  
     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타가 사라..  
     어디로 갔는지.. 세타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나??

학생 1은 모델 2.0의 변인인 충돌 
각도(θ)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힘을 표현하는 이론이 달라
졌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모델이 
수정됨에 달라진 모델의 구조를 바
탕으로 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M→ C 유형
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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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는 추출된 사례들을 특정 이동 유형으로 판단하게 된 구체적

근거에 관한 예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전체 전사 자료에서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원자료는 여러

번의 재검토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이동 유형의 판단이 모호한 경

우는 의미 단위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총 60개의 의미 단위를 추출할

수 있었다.

단, E-M 이동과 관련된 의미 단위는 주로 학생 2와 4, C-M 이동과 관

련 의미 단위는 주로 학생 1의 수행 과정에서 나타났으므로 연구 결과의

서술은 주로 해당 학생들의 수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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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수행 양상, 모델 기반

탐구를 촉진한 요인, 그리고 학생들에게서 노출된 어려움을 논하기 위한

세 개의 절로 구성하였다.

4.1. 학생들이 수행한 모델 기반 탐구의 양상

모델 기반 탐구의 핵심적 취지는 학생들이 실제 과학 활동과 유사한 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E-M-C 이동은

모델 기반 탐구가 유의미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E-M-C 이동을 기준으로 각 이동 유형에 해당하는 60

개의 의미 단위들을 학생들의 담화에서 추출하였고, 이를 표 4-1과 같이

일곱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표 4-1] 공간 이동 유형별 세부 활동

범주 세부 활동 관련 인지 활동 공간 이동 
유형

①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모델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M→ E

② 수식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③ 모델 평가하기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E→ M
④ 모델 수정하기

⑤ 모델링 이론적 지식을 
모델에 반영하기 C→ M

⑥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⑦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 선택하기 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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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표 4-1에 나타난 일곱 가지의 세부 활동

을 통해 E-M-C 공간 사이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세부 활동이 어떤 양

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핵심적 주제이다. 이때

각 세부 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 국면들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기술하

기 위해서는 모델 기반 탐구의 기본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표 4-1의 7가지 범주를 표 4-2와 같이 재배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수행 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4-2는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론적 지식과 연결함으로써 현상을 예측

하며, 그 결과가 회의적일 때 모델을 수정하는 모델 기반 탐구의 흐름을

반영한다.

[표 4-2] 모델 기반 탐구 흐름을 반영한 범주의 재배치

범주 세부 활동 공간 이동 
유형 탐구의 흐름

⑤ 모델링 C→ M 모델 구성하기

⑦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M→ C 모델을 이론적 
 지식과 연결하기

⑥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C→ M

①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M→ E    모델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② 수식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③ 모델 평가하기
 E→ M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④ 모델 수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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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모델 구성하기

본 논문에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시스

템을 만드는 과정이다. 따라서 모델의 구성 과정에는 본질적으로 C 공간

의 이론적 지식과 E 공간의 실재가 모두 관여한다. 그러나 하나의 모델

에서 각각 C와 E 공간에서 유래한 부분을 완벽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는 E 공간에서 유래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이론의 적용을 염두에 둔 결

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명백히 C 공간

에서 유래했다고 판단된 사례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모델

구성하기는 C→ M 이동으로 간주한다.

모델 구성하기는 특정 상황을 수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정

이라는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는 문제 풀이 활동과 유사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문제 풀이는 연습을 통해 프로토콜 화 되어 있을 가능

성이 높으므로 탐구 맥락에서 주어지는 낯선 상황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였을까?

4.1.1.1. 분지 모델의 사용

다음 제시하는 사례 3은 학생들의 첫 번째 모델링 시도에서

학생 1이 자신이 만든 모델을 설명하는 상황 중 일부이다. 주목할 것은

학생 1의 이러한 수행이 모델링 수업을 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 1은 모델의 본성을 비롯한 메타 모델링 지식을 모

르는 상태이다.

#3
교사: ...그러면 우리가 이런(낮은) 방지턱에서 이런(높은) 방지턱으로 바꿨을   
      때, 수직방향 가속도와 수평방향 가속도에는 어떤 차이가 날 것이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림으로 그리고 말로 설명해주세요. 10분 드리겠습  
      니다.
        
                                ( 10분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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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1: 전가요? 하하.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1cm랑 3cm짜리가 있죠? 
교사: 예를 들어서?
학1: 네네. 예를 들어서 일단 그 두 개를 가지고 일반화를 해 볼게요. 1cm 일  
     때, 일단 동그라미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바퀴에요. 얘가 여기서 박았어요. 
교사: 좀 바퀴를 진짜 거기서 박은 것처럼 크게 그려주세요.
학1: 자, 여기 박았어요. 여기를 이렇게 접선이 이렇게 벽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거기 수직항력이 있겠죠. 얘가 받아버렸으니까?
교사: 방지턱이 걔한테 준 힘?
학1: 네, 얘가 힘을 주니까 작용 반작용 때문에 얘가 밀어요. 밀어서 이 힘을 F라  
     할께요. 그럼 결국에 얘가 여기 박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 F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높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이 각도보다 얘가 더 높   
     을 거 아니에요. 
교사: 경사가?
학1: 경사가 높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30도로 가정할게요. 더 높은 애는   
     45도로 가정할게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옮겨보겠습니다. 얘가 30도고    
     이렇게 수직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죠?

  

               (a)                                        (b)

[그림 4-1] 학생 1의 최초 모델링 학생 1은 (a)와 같은 자동차와 방지턱 사

이의 충돌을 (b)와 같은 모델로 간단히 하였다.

  

 

위 사례에서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충돌이라는 물리적 상황에 관한

학생 1의 모델링은 간단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가속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힘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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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RC 카에 작용하는 동력, 중력, 마찰력, 타이어의 탄성, 공기의 저항

등 여러 가지 힘들 중 주어진 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중요한 힘만을 선

정해야 한다. 또한, RC 카의 내부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구르지 않는

구’ 또는 ‘무차원의 점’으로 가정하여 외력에 대한 반응이 오로지 병진

운동으로만 나타나도록 모델링 해야 한다. 게다가, RC 카에 작용하는 충

격력의 작용점과 작용 방향을 단순화하고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충격력

이 일정하다는 이상화 조건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방지턱의 높이 변화

를 충돌각()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여 기술해야 하며, RC 카가 방

지턱을 넘어가는 상황을 순간적인 충돌로 간주하여 이때 RC 카의 최대

가속도가 나타남을 가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생 1이 제안한 모델은

생각보다 복잡한 모델링의 결과이다. 그림 4-1에는 학생 1이 자신이 제

안한 모델로 가속도의 변화를 설명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

학생 1의 모델링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학생 1이 만든 모델은 ‘방지

턱이 높아지면 RC 카의 가속도는 감소할 것이다’라는 유일한 예측에 논

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생 1의 모델은 학술지에

게재된 전문가의 선행 연구에 이미 사용되었던 모델이기도 하다(그림

4-2).

            

   

     
[그림 4-2] 학술지에 게재된 자동차와 방지턱의 충돌 모델링(A.H.Lav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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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학생 1은 그림 4-2의 전문가 모델과 달리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충돌을 훨씬 순간적인 것으로 보고 중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타당성에 근거하여 교사는 학생 1이 만든 모델을 ‘모델 1.0’

으로 결정하였다.

이 시점에서 모델에 관한 지식이 없는 학생 1이 어떻게 위에 나열한 모

든 이상화 조건들을 인식하고 과학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이에 모델 2.0을 도출한 이후 이루어진 학생 대

상 인터뷰 내용 중 학생 1과 교사 사이에 이루어진 다음 대화를 제시하

겠다.

교사: 그 다음, 충돌 시 중력 고려 안 했죠. 우리, ‘쾅’ 하는 이 힘만 봤지.
학1: 아 그랬나요? 아 그죠.
교사: 맨 처음에 네가 중력은 다 작용하니까 자동차에도 작용하지요?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학1: 기억이 잘 안 나요. 
교사: 전 다 기억해요. 요건 어때 느낌이.
학1: 이거는. 엑스. 
교사: 잘 납득이 안 되신다..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학1: 일단, 중력가속도 때문에. 얘도 만약 중력가속도를 고려하지 않으면 얘    
     박고 날라갈 꺼 아니에요. 근데 어.. 이걸 뭐냐. 중력을 고려해야..
교사: 근데 우리는 충돌하는 순간만 대상으로 삼았잖아. 
학1: 아 그런가?

교사와의 인터뷰에서 학생 1은 모델 1.0에서 중력을 고려하지 않은 부

분에 대한 불편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뷰 이전에 스스로 모델 1.0을 도

출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던 ‘중력의 부재’에 대해 학생 1은

다시 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중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한 후 튕겨 나갈 것이므로’ 중력을 고려

해야만 한다는 나름의 논리적인 이유까지 제시했으므로, 이러한 입장 변

화를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모델 1.0을 도출할 때 학생 1이 거리낌 없이 중력을 무시한

모델을 구성한 것은 학생 1이 앞서 나열한 모델링 과정의 세부 항목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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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단계적으로(step by step) 사고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생 1이 모델링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델

을 단위로 사고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학생 1은 모델 1.0을 만들 때 논리적인 이유 없이 중력을 고려하지 않

았으며 충돌각()에 따른 충격력의 변화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

한 점으로 미루어 학생 1은 그림 4-3의 (a)와 같은 분지 모델의 기술적

(descriptive) 측면을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a)                                         (b)

[그림 4-3] 모델 1.0 구성 시 학생 1이 고려한 분지 모델(a)과 모델 1.0(b)

그림 4-3 (a)에 제시된 모델은 물체가 바닥에 충돌하는 극히 짧은 순간

만을 고려하므로 중력을 무시한다. 충격력은 오로지 충돌면에 수직 방향

으로만 작용하며 물체는 완전한 구형 또는 무차원의 점으로 가정하고 충

격력의 방향으로만 병진 운동함을 가정한다. 학생 1은 이러한 모델의 기

술적 측면을 통째로 동원하되 이를 방지턱의 충돌각() 만큼 반시계 방

향으로 회전하는 방식으로 약간 변형하여 모델 1.0을 구성한 것으로 추

측된다. 이때 학생 1이 충돌각()에 따른 충격력()의 변화를 생각하지

못하고 충돌각()에 따라 충격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학

생 1이 분지 모델(a)의 단순 기하학적 회전을 통해 모델 1.0을 구성했다

는 추측을 뒷받침한다. 사례 61은 학생 1이 모델링에 분지 모델을 사용

하였다는 추측을 지지하는 다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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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학4: 풍선 부는거
교사: 왜 풍선 부는거? 어떤 면에서?
학4: 계속 공기 넣으면 터지잖아요. 그 한계를 넘으면 이것도.. 날르는거죠.
교사: 한계를 넘으면 나른다?.. 얘들아, 우리가 현상을 단순화를 하고 또 성분을  
     나눠서 생각해보고, 비유적으로 뭔가 내가 아는 친숙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목적은 하나야.
학4: 단순화
교사: 단순하게 해서, 수학으로 식을 쓰고 싶어서 그런거야. 그런데 더 복잡한 걸로  
     하면 안되겠지.
학1: 샘, 제가.. 이게 높아질수록 용수철이 더 많이 수축된 거라 할께요. 이거는  
     빵 수축됐고 이거는 완전 많이 수축 됐어요. 굴려요. 
교사: 응
학1: 후아아아..... 포물선 운동. 

위 사례에 나타난 논의는 RC 카가 방지턱에 올라와 분리된 이후의 운

동을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방지

턱과 분리되어 날아오르는 RC 카의 운동을 이론적 분석이 가능한 상황

으로 대체해 보기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학생 4는 풍선을 불다가 한계

에 도달하면 터지는 상황으로 대체하기를 제안했고, 교사는 학생 4의 제

안이 적절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교사는 그 이유로 학생 4가 제안한

상황이 주어진 현상에 비해 더 복잡하므로 수학적 분석이 어려워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1은 방지턱에서

분리된 RC 카의 운동을 비스듬히 발사된 물체의 운동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학생 1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 중 수학적인 분석이

가능하면서도 주어진 상황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델 즉, 포물선 운동

모델을 동원한 것이다(그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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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돌 후 방지턱과 분리된 RC 카              (b) 발사 모델(모델 4.0)

[그림 4-4] 방지턱에서 분리된 이후 RC 카의 운동(a)을 포물선 운동으로

모델링한 모델 4.0(b)

이와 같이 분지 모델을 동원함으로써 학생 1은 방지턱과 충돌한 후 전

후좌우로 복잡하게 진동하는 RC 카의 운동을 간단한 포물선 운동으로

모델링하였다. 이후 학생 1은 포물선 운동 모델이 제공하는 수학적 설명

을 이용하여 방지턱에서 분리된 RC 카가 도달하는 수직 방향 최대 변위

에 관한 실험 결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학생들의 모델링이 특정 상황에 분지 모델을 매칭시키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Hestenes(1998)의 지적과 연결된다. 이는 학

생들의 문제 풀이 활동에 한정된 언급이긴 하나 학생 1의 사례는 분지

모델을 중심으로 한 모델링이 낯선 상황을 대상으로 한 탐구 맥락에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 1은 분지 모델과 그것

이 제공하는 수학적 설명을 그대로 동원하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 분지

모델의 기술적 측면만을 취하거나 이를 약간 변형하여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 1의 수행 양상은 학생들이 분지 모델을 도구로 적

절한 모델링 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1.1.2. 유비적 모델링

현상과 모델 사이를 연결하는 논리적인 통로는 존재하지 않

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모델링은 유비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이때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유비의 거리는 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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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도(near analogy), 또는 멀 수도(distant analogy) 있다. 유비의 거

리가 멀수록 현상과 모델 사이 전형적인 매칭에서 벗어나므로 창의적인

모델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사례는 학생들이 현상을 배운 이론

의 전형적 예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모델링을 위해 그보다

먼 거리의 유비적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0
교사: 어떻게 생각해?
학1: 이게.. 빗면이 있잖아요. 이거.. vx로 충돌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교사: 이 세타는 뭐에요?
학1: 대칭시킨거.. 그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지면인거고. 얘가 여기로 갖다 박고  
      가면 이렇게 돼서 세타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vx는 결국  
      이렇게 돼서 변한 vx 가 vx cosθ가 되가지고. Δvx가 vx의 1-cosθ이잖아요.
학2: 유비다 유비! 총알을 경사진 바닥에 쏘는거!
교사: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 이걸 지면으로 보면은..
학2: 그니까 이거 아니에요?
학1: 중력은 무시하잖아요
교사: 이게 지금 발사각이잖아.
학2: 총을 빗변에다 쏘는 거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이 세타만큼 반사될 거  
     아니에요.

위 사례에서 학생 1은 모델 3.0에서 RC 카와 방지턱이 충돌한 순간을

마치 비스듬한 벽에 쏜 총알이 탄성 충돌하는 장면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이때 학생 1이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은

구간은 RC 카가 방지턱을 넘는 전체 과정이 아닌 방지턱에 충돌하는 극

히 짧은 순간이다.

이는 모델 3.0을 이용해 RC 카의 수평 속도 감소량과 관련된 경향성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모델 3.0은 RC 카에 가해진 수직 방

향의 충격력을 용수철의 최대 수축 길이 에 의해 결정되는 탄성력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정의되는 수직 방향의 충격력과는 달리

모델 3.0에서 수평 방향의 충격력은 직접 정의할 수 없다. 따라서 충돌

전후 RC 카의 속도 변화를 통해 힘을 간접적으로 정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방지턱에 충돌한 직후 RC 카의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 학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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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이디어와 같이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을 탄성 충돌로 취

급하면 충돌 직후 RC 카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림 4-5의 (c)는 학

생 1이 사용한 분지 모델인 탄성 충돌 모델이다. 학생 1은 이를 반시계

방향으로 만큼 회전하여 충돌면을 모델 3.0의 방지턱 면으로 간주함으

로써 RC 카의 충돌 상황을 모델링하였다. 그림 4-5의 (b)는 이러한 모

델링 결과를 보여준다. 이때 탄성 충돌 시 충돌 전후 객체의 속력은 변

하지 않으므로 방지턱에 충돌한 직후 RC 카의 속력은 충돌 전과 동일하

다. 또한, 충돌 직후 운동 방향은 지면을 기준으로  방향이다. 따라서

충돌 직후 RC 카의 수직 및 수평 방향 속력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 그

림 4-5의 (b)에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된 수직 방향 속력을 표시하였다.

(a)                                 (b)

(c)

 

방지턱 면
  sin

[그림 4-5] RC 카와 방지턱이 충돌하는 순간(a)과 이를 비스듬한 벽에 쏜

총알이 튀어 나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학생 1의 모델링(b),

이때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분지 모델(c)

학생 1이 모델링 과정에서 분지 모델을 사용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

러나 앞서 이와 관련된 사례 3과 61에서 학생 1은 주어진 상황을 이론의

정형화된 예시로 인식하여 분지 모델을 매칭하였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비스듬한 벽에 쏜 총알과 방지턱에 충돌하는 RC 카를 유사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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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분은 모델링에 관한 학생 1의 유비적 전략이 좀 더 강하게 개입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학생 1의 사고 과정은 그림 4-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원천지식은 탄성 충돌이다. 탄성 충돌에서는 무차원의 점이

순간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비스듬히 쏜 총알과 탄성

충돌이라는 지식을 연결하는 것은 매우 전형적이다. 그러나 RC 카가 방

지턱을 넘어가는 장면은 낯선 상황이며 시각적으로도 벽에 발사되어 튀

어 나가는 총알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탄성 충돌과 연결하는 것

은 학생 입장에서 비교적 급진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 1은

비스듬히 쏜 총알과 RC 카가 놓인 상황이 유사하다고 보고 RC 카의 상

황을 탄성 충돌로 취급하였다. 이는 다소 먼 거리의 유비적 전략을 통해

현상과 지식을 연결한 것으로 앞서 살펴본 사례 3이나 61과 같은 단순한

모델링과는 차별화된다.

[그림 4-6] 사례 70에 나타난 학생 1의 유비적 모델링

RC 카의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과 관련된 실험 결과는 추후 구성한 모

델 5.0에 의해 설명하였으므로 학생 1의 아이디어가 사용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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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학생 1의 모델링을 통해 수학적으로 를 결정할 수 있었다. 학

생 1의 생각에 따르면 충돌 속도를 라 할 때 충돌 직후 RC 카의 수

직 방향 속도의 크기 는 sin가 된다. 모델 3.0에서 수직 방향의

속도 성분 sin에 대한 운동 에너지가 모두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저장될 때 높이 가 결정됨을 가정하면 그림 4-7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핵심적인 수학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요 실험 결과의

설명이 가능하다.

  sin 이므로,






  


sin

  


 

∴





 sin 이다.

[그림 4-7] 모델 3.0에서 학생 1의 총알 모델을 이용한 수학 관계식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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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모델을 이론적 지식과 연결하기

이 절에서 논하고자 하는 모델-이론의 연결은 모델이 구성된 이후의

과정에 한정한다. 따라서 모델이 구성된 이후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되겠다. 따라서 코딩 결과의 범주 6, 7에

해당하는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

내기’를 이와 관련된 활동으로 판단하였다.

4.1.2.1. 이론적 지식의 선택

모델에 어떤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을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M→ C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이

는 ‘모델에 어떤 이론적 지식을 적용할 것인가’의 판단이 대부분 표면적

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론적 지식의 선택은 사실상

모델링 과정에 암묵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분리하여 추출

하기도 어려웠다.

특히, ‘방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충격’이라는 주제는 일반

고등학생들을 위한 탐구인 만큼 이론의 선택 측면에서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탐구 주제에 이미 ‘충격’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으므

로 연결되는 이론적 지식의 도메인은 비교적 명확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초기 모델링 단계부터 ‘RC 카’라는 객체를 무차원의 점으로 가정하는 역

학적 패러다임을 자연스럽게 선택하였다. 실험의 설계에 앞서 어떤 이론

적 지식이 중심이 될 것인가에 관한 질문에 학생들은 그림 4-8과 같이

반응했다. 이는 학생들이 주어진 현상을 어떠한 이론적 지식으로 다루어

야 하는가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보여준

다.

그런데 탐구의 특정 국면에서 모델과 이론적 지식의 연결에 관한 학생

들의 논쟁이 관찰된 사례가 있었다. 사례 43은 이와 관련된 것으로 모델

이 3.0으로 수정된 후 수정된 모델에 적용할 이론적 지식이 무엇인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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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학생들이 탐구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이론적 지식

 

관한 논의이다. 여기서 학생 1은 기존 모델에 적용했던 이론적 지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해야 함을 주장

했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43
교사: 자, 이제 세타는 어떻하지? 갑자기 세타가 사라졌잖아 3.0에서..
학1: 세타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지 않나? 
교사: 왜요?
학1: 이게 그니까 이거랑 일단 여기선 이걸로 설명했잖아요. 세타가 이거랑 이  
     거랑 이루는 각인데, 지금 이거 용수철로 바꿔 버렸잖아요. 그러면 세타   
     자체가 고려 상황에서 제외된 거 아닌가요?
교사: 왜 고려하지 않아도 되죠?
학1: 힘을 설명할 때 지금 여기서 이거 방향이잖아요 2.0에서 설명할 때. 여기  
      선 그래서 뭐냐 세타에 따라.
학2: 세타를 측정하는 위치가 바뀐 거지. 그래서 제가 세타를 자꾸 얘기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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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1: 아 근데 3.0에서는 세타를 이용해서 힘을 못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모  
      델2.0)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했는데 여기는(모델3.0) 이제 아얘 용  
      수철 kx로 표현해버리니까..여기는 이제 세타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타  
      가 사라.. 어디로 갔는지.. 세타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나?? 
학2: 아까 샘한테 계속 세타를 계속 어디로 봐야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용수철이  
      H이후에는 완전 수축됐으니까 바로 차체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여기 H로  
      두면, 원래는 처음 박은 이 지점을 이 지점의 각도를 세타로 봤잖아요.

                                    (중략)

학1: 그니까 학3이 말한 게 탁 수축되어서 강체가 돼 버리면.. 그때는 세타..      
     이걸 운동량 변화로 쓸 수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거 경우 말고는 제가 아까   
     설명한 거 정리하면은, 2.0에서는 Δp를 이용해서 설명했잖아요. 근데     
     3.0에서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아예 Δp에 대해 표현하는게    
     아니라 아얘 kx로 해버리자는 거니까. Δp를 이용해서 설명할 때 세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잖아요. 근데 kx로 표현할 때는 이제 Δp로 하지 않으니   
     까..힘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져버렸으니까..이제 이걸 고려할 때        
     생각하는 세타도 이제 사라져버리는거죠. 아얘 이제 이 방식을 파괴      
     해버리고 완전 새롭게 해버렸으니까. 원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딱 새로운 거에서만.. 그니까 힘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얘 새롭게 해버     
     렸다..

위 대화는 모델 3.0에서 RC 카의 가속도를 수학으로 표현하기 위한 논

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델 2.0은 RC 카를 무차원의 점으로 취급하므

로 표 4-3 (a)와 같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를 이용하여 가속도를 수

학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모델 3.0에서는 표 4-3 (b)와 같이 RC 카를 용

수철을 포함한 탄성체로 취급한다. 이러한 변화가 생기면서 모델 3.0에

어떤 지식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학생 1과 2의 논쟁이 시작되었

다. 학생 2의 ‘세타를 측정하는 위치가 바뀌었다’, ‘세타를 어디로 봐야할

지 모르겠다’와 같은 발언은 학생 2가 이론의 선택에 있어 모델 3.0을 모

델 2.0의 연속선상에 위치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용수철이 포함

되어 있지 않던 모델 2.0에 용수철을 도입한 것은 학생 2이다. 학생 2는

모델 2.0에서 충돌 시간을 매 충돌마다 일정하게 가정했던 점을 불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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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수정된 모델 3.0에 적용할 이론적 지식 선택에 관한 학생 1, 2의

입장 차

모델 2.0과 가속도의 수학적 표현(a) 모델 3.0과 학생 1, 2의 입장 차이(b)

학
생
1
 

RC 카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용수철의 탄성력
이다. 용수철이 차체를 밀어올리는 힘  
이므로, 차체의 질량을 이라 하면 RC 카의 
가속도는
   max 

  로 나타낼 수 있다.  

학
생
2

모델 3.0은 모델 2.0에서 충돌 시간을 정교화
한 것이며 충돌 시간은 RC 카가 만큼 진행
하는데 걸린 시간이므로 RC 카의 가속도는
   max 










 sin   이다.

게 여겼고 이를 정교화하기 위해 모델 3.0에 용수철을 도입하였다. 용수

철을 도입하면 충돌 시간을 


(: 충돌 속도)로 나타냄으로써 매 충

돌에서 충돌 시간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

서 학생 2의 생각에 모델 3.0은 모델 2.0에서 접촉시간을 정교화 한 것일

뿐이므로 적용 이론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1은 용수철이 모델에 도입되었으므로 더이상 운동량과 충

격량의 관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충격력을 가늠할 필요가 없다고 주

장한다. 학생 1은 ‘여기서(모델 2.0)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했는데

여기는(모델 3.0) 이제 아예 용수철 로 표현해 버리니까’, ‘힘을 표현하

는 방식이 달라져 버렸으니까 세타도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예

이제 이 방식을 파괴해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해버렸으니까. 그니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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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예 새롭게 해 버렸다’와 같은 발언들을 통해 이제

충격력을 간접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자신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주

장하고 있다. 표 4-3(b)에는 이러한 두 학생의 입장 차가 정리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탄성력을 충격력으로 직접 정의하자는 학생 1의 의

견에 따라 탐구가 진행되도록 논의를 중재하였다. 모델 2.0에 충돌이론을

적용했던 이유는 충격력을 직접 구할 수 없으므로 RC 카가 방지턱을 타

고 넘어가는 것을 순간적인 충돌로 간주하고 이때 나타나는 운동량의 변

화를 바탕으로 충격력을 가늠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모델 3.0에 용수철

이 도입되면 용수철이 차체에 가하는 직접적인 탄성력이 충격력이 되므

로 모델 3.0에 충돌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선택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2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모델

과 이론적 지식의 연결을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

다.

반면, 학생 1은 모델 2.0에서 충돌이론을 주어진 상황에서 ‘힘을 정의하

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 보인다. 특히, ‘힘을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한다’는 학생 1의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학생

1이 충돌이론이나 탄성이론의 내용을 아는 것을 넘어 그러한 이론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결국 힘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 1이 적용할 이론적 지식의 변화를 주장한

것은 해당 이론이 고안된 목적을 인식하고 모델-이론의 연결에 관한 합

리성을 판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4.1.2.2.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이 연구에서 모델링은 수학적 기술에 선행하는 것으로 국한

한다. 따라서 ‘모델링’과 ‘모델을 수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별개의 과정으

로 취급하였다. 모델이 구성된 후 변인들 사이 관계를 수학으로 나타내

기 위해서는 과학 이론의 세부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론으로부터 제공된 인과 관계에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을 대응시켜 수

학적 관계를 도출해야 한다. 도출된 수학 관계식은 모델 의존적이므로

M 공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 관계식을 도

출하는 활동은 C→ M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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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진행한 모델 기반 탐구는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충돌에

관한 것으로 관련되는 이론적 지식은 뉴턴의 운동 법칙, 탄성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간단한 운동학 정도이다. 이는 일반 고등학생

이 어렵지 않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에 이론

적 지식을 적용하여 수학 관계식을 끌어내는 활동은 대부분 학생 1과 교

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다음 제시하는 사례 27과 62에는 학생 1과 교사

가 구성된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 관계식을 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27
교사: 근데 여기에서의 가정에 의해서, 이 모델에 근거해서. 이 모델이 PJ1.0   
      이 예측하는거
학1: 오케이. 아, F... FΔt = Δmv. 근데 여기서 y방향만 볼 껀데, 처음에 0이   
     었다가 팡 하고 올라 가니깐 v. 그니까 처음속력 0, v= FΔt/m. 근데, 올   
     라간 게 ymax야. 이 때 운동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있을 거고. 이때 운동  
     에너지 0. 이때는 퍼텐셜 0. 이때는 운동에너지 많아.
교사: 근데 운동량으로 시작해서 에너지로 가면 복잡하지 않어? 
학1: 그런가? 쨌든 쨌든. 1/2 mv2 = mgh. v=  , 얘가 자.. 얘 운동에너지 
교사: 지금 팡 하고 올라오는 속도가 v라는 거지?
학1: 네네네. 자 여기서 올라가요. 이때 퍼텐셜 에너지랑 운동에너지가 있는데  
      이때가 올라가고 최고점. 이때가 시작점. 이때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퍼텐설 에너지0. 1/2mv2 . 최고점에서 속력0. h가 ymax.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얘(처음 운동에너지)랑 얘랑(ymax에서의 중력퍼텐셜)같다. 
학2: 같아야돼, 같아야돼. 
학1: m 사라지고. 보면 ymax는 v2/2g. 이걸 때려넣어!! (넣은 식 정리중)...
     요고가 ymax
교사: 델타t를 일정하다고 보면 저기(학1이 정리한 식)에서 변수는 F밖에 없네?
학1: 어 상수 상수
교사: 다 약분되면 결국에는 a하고 max 하고 비례란 얘기네?
학1: 어!
교사: F를 a라고 봐도 되잖아. 변수만 따지면, 그러면  a=?
학1: ay는 max 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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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교사: y로 지금 튀어 올라가는게.. 용수철 때문이잖아요. 그럼 위로 튀어올라가  
      는 속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학1: 더 많이 수축 될수록.. 후아아아아
교사: H랑 비교한다면? H하고 위로 올라가는 속도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죠?
학1: H가 커질수록 힘이 커지니까. H가 커지면 vy도 커지겠죠?
교사: 일차비례 인가요?
학1: 그렇지 않아요? F = kH 니까..
교사: 어.. 에너지로 따져보면요?
학1: 1/2 kH 제곱..
교사: k는 용수철 특성이니까 생각 안해도 되고 이거는 용수철이 압축 길이거든? 
학4: 네
교사: 그러면 결국 이거가 푱~ 올라갈 때 이게 모두 운동에너지가 됐을 때 v잖  
      아. 결국에는 이거랑 이거를 봐바. 우리 이거 H잖아. x라고 쓰기는 했지  
      만 결국 H아닌가요? 그러면은 H랑 v는 그냥 일차비례죠
학1: 그러네요

 사례 27에서 학생 1은 모델 3.8에서 RC 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와 수직

방향 변위의 최댓값(ymax) 사이의 관계를 구하였으며, 사례 62에서는 학

생 1과 교사가 모델 4.0에서 용수철의 수축 길이와 수직 방향 발사 속력

의 관계를 도출하였다. 두 사례 모두 에너지 보존 법칙을 모델에 적용하

였으며, 이는 문제 풀이 경험이 풍부한 학생 1의 입장에서 매우 수월한

과정이었다. 학생 1은 모델을 만들 때 수학적 분석이라는 모델의 목표를

인식하고 완결된 수학적 설명을 추구했으며 그 방법으로 주로 교과서나

문제 풀이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분지 모델을 이용해 모델을 구성하였

다. 이렇게 구성된 모델에서 이론 적용과정은 교과서나 교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구조화된 문제 풀이 상황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학생 1은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으로 쓰는 것을 어렵지 않은 물리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게 느꼈을 것이다. 이는 학생 1이 모델을 구성할

때 이를 수학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미리 고려한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

다. 다시 말해, 학생 1은 분지 모델을 모델링 과정에 동원함으로써 수식

표현에 관한 로드맵을 이미 구축한 것이다. 이는 모델링이 수학적 분석

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모델 기반 탐구에서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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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모델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모델을 이용하여 현상을 예측하는 활동은 코딩 결과에서 학생들이 구성

한 모델을 조작하거나 수학 관계식을 통해 현상을 예측하는 범주 1, 2와

유관하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범주 1, 2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수행 양상

을 파악하고자 한다.

4.1.3.1. 모델을 통한 시뮬레이션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을 조작하여 현상을 예측하는 모습은

전체 탐구 과정에서 빈번히 관찰된다. 이와 같이 모델을 조작하여 모델

이 직접 보여줄 수 없는 현상에 도달하는 과정을 Morgan & Morrison

(1999), Clement(2008)는 각각 ‘시뮬레이션’과 ‘상상 시뮬레이션’이라 정의

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 나타난 학생들의 시뮬레이션은 전략적 목

표지향 활동인 ‘능동적 시뮬레이션’과 전적으로 모델의 구조에 의존하는

‘수동적 시뮬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① 능동적 시뮬레이션

일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은 모델을 조작함으로써 모델에 직접

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은 현상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뮬레

이션 과정은 통상 모델 자체의 구조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시뮬레이션 과정을 살펴본 결과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형태의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능동적 시뮬레이션’

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수행을 하였는지 살펴보겠다.

#37
학2: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용수철은 높이가 일정하잖아. 근데 방지턱이    
     각도가 낮으면 얘가 줄어들 때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H가  
      여기가 H 높이라는 거지. 이 위치일 때. 높이가 낮으면. 근데 높이가 크  
      면 얘가 기울기가 커지잖아. 그러면 이 H가 더 앞으로 오잖아. 근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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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속도가 같애. 그럼 델타 t가 높이가 높을 때 줄어들겠지. 
학3: 응
학2: 그치? 속도가 같으니까 이동하는 부분이 같을 거니까. 그래서..
학3: 델타 t가 줄어든다?
교사: 방금 한 거 그림으로 좀 그려줄래? 
학2: 만약에 얘가 높이가 1 cm짜리야? 그럼 이쯤에서 높이가 H가 되어서 용수  
      철이 다 줄고 차체에 직접적으로 방지턱이 힘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높이가 높다. 그럼 여기가 1 cm였던 게 3 cm가 돼. 높아졌다 쳐. 그  
      럼 이 H가 더, H까지 도달하는 x 거리가 짧아지는 거지. 근데 x축의 속도  
      가 같다. 높이만 달라졌다. 그러면은 속도는 x만 적용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다를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속도는 일정하니까 여  
      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지. 

 위 사례는 학생 2가 모델 3.0을 바탕으로 방지턱의 높이가 높아지면 접

촉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다른 학생에게 설명하는 상황이

다. 학생들은 매 충돌 시 RC카와 방지턱 사이의 접촉 시간이 동일하다

고 가정한 모델 2.0의 설명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고 접촉 시간이 동

일하다는 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동의하였다. 이에 모델 3.0은

바퀴가 방지턱에 접촉한 순간부터 용수철이 만큼 수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촉 시간으로 정의하여 충돌 속도와 방지턱에 따라 접촉 시간이

달라지도록 수정되었다. 이때 는 용수철이 다시 팽창하기 직전의 최대

수축 길이를 의미한다. 이러한 수정 과정에서 학생 2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학생 2는 모델 3.0이 옳다면 방지턱이 높아질 때 접촉 시간이 짧

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림 4-9(b)는 이러한 학생 2의 사고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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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L2
L1

(a) (b)

[그림 4-9] 모델 3.0(a)과 학생 2의 예측의 바탕이 된 사고 과정(b)

 

  
학생 2는 수평 방향 진행 속도는 일정하다는 모델 3.0의 가정을 고려하

여 그림 4-9의 (b)와 같이 방지턱의 높이가 높을 때와 낮을 때를 비교하

였다. RC 카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용수철이 수축하는 것을 상상

할 때 방지턱이 높은 경우 용수철이 더 빠르게 수축하므로 접촉 시간은

감소한다는 것이 학생 2의 생각이다. 즉, 그림 4-9(b)에서 방지턱이 높은

경우(A) 접촉 시간 ∆

이므로, 방지턱이 낮은 경우(B) 접촉 시간

인 ∆

보다 짧을 것임을 예측한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 2는 어떻

게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논리적으로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는

가? 모델이 예측하는 결과가 제한되는 이유는 모델의 조건 때문이다. 이

경우 학생 2가 고려한 모델 3.0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RC 카의 수평 방향 진행 속도는 일정하다

2) RC 카의 차체는 수직 방향으로 가속되지 않는다.

3) 용수철은 항상 지면과 수직을 유지한다.

이와 같은 조건들은 모델이 행동하는 경로를 통제하므로 모델 시뮬레이

션을 가능케 하고 그 결과가 유일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학생 2가 전적으로 모델의 기존 조건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 2는 모델 3.0의 기존 조건에 ‘방지턱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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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도 는 동일하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다. 만일,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

면 라는 변인이 통제되지 않으므로 학생 2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접촉

시간을 정교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방지턱과 충돌 속

도에 따라 가 달라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트래커 영상 분석을 담

당했던 학생 2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학

생 2가 도입한 조건은 실제의 복잡한 현상을 이상화하여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2가 이와 같이 갑자기 모델 3.0에 없던 조건을 추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학생 2의 시뮬레이션은 RC 카의 접촉 시간

을 어떻게 정교화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경

우 시뮬레이션은 특정 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목표지향 활동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2가 갑자기 이러한 조건을 추가로 도입한 것은 시

뮬레이션을 통해 ‘방지턱의 높이가 달라질 때 RC 카의 충돌 시간이 어

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알아내야 한다는 목표를 우선에 둔 결과 자연스

럽게 나타난 전략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모델의 조건을 수정한 것이다.

다음 사례 역시 학생이 모델 시뮬레이션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현상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사례 52에서 학생 1은 방지턱의 너비가 좁을

수록 RC 카의 가속도가 크게 측정될 것임을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

이고 있다.

#52
학1: ...이게 보니까 10cm에서 18cm로 바꿨을 때 10cm는 이제 높이의 변화가  
     더 18보다 민감할 꺼 아니에요. 더 빨리 이렇게 되잖아요. 
교사: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에요?
학1: 너비가 10cm. 그럼 여기가 5cm겠죠? 5cm. 이건 9cm. 그러면 속도가    
     같다 가정했을 때 RC카가 가면.. 얘 보다는 더 빠르게 올라갈 꺼 아니에요. 
교사: 그러면 그림을 좀 차이 많이 나게 그려주면 안돼요? 지금 이 얘기잖아요.  
      똑같이 3cm 라 치자..지금 이거 두 개 비교하려고 하는거죠?
학1: 맞아요 맞아요. 자, 속도가 같다고 가정하겠습니다. RC카가 가다가 올라  
      가는데 얘가 최고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얘보다 더 짧을 거 아니에요.  
학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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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1: 얘가 더 최고점까지 하는 데 더 오래 걸릴거 아니에요. 결국 델타 H의    
     그. 그게 얘가 더 빨리 변할 거 아니에요. 
교사: 변화율이요? 그렇죠. 더 경사가 급하니까요
학1: 그러면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델타 H가 빠르게 변하니까 얘는 순식간에  
      푸악 될 거 같은데 얘는 조금씩 가니까 얘가 줄어드는 시간이 기니까 얘  
      도 그만큼 펴질거 아니에요.

위 사례에서 학생 1은 그림 4-10의 (b)에 제시된 바와 같이 (충돌 속도

가 약 8 km/h 이하인 영역에서) 방지턱의 너비가 좁을수록 RC 카의 가

속도 크기가 크게 측정되는 현상을 모델 3.0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

였다. 그림 4-10(a)에 제시된 모델 3.0에서 는 용수철이 팽창하기 직전

의 최대 수축 길이이며, 모델 3.0은 만큼 수축한 용수철이 RC 카에 가

하는 탄성력을 RC 카가 받는 충격력으로 간주한다.

             
(a)

(b)

 [그림 4-10] 모델 3.0(a)과 방지턱에 너비에 따른 수직 최대 가속도

크기의 변화를 종합하여 나타낸 그래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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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은 모델 3.0을 바탕으로 다른 변인들은 모두 통제하고 너비만 다

른 두 상황을 비교하고 있다. 그림 4-11는 학생 1이 가정한 상황을 나타

낸다. 그림 4-11에서 RC 카가 동일한 속력으로 진행함을 가정하면 수평

이동 거리에 대한 방지턱 높이 증가율은 너비가 좁은 경우가 넓은 경우

보다 크다. 따라서 너비가 좁은 A의 경우 용수철의 수축은 너비가 넓은

B에 비해 비교적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학생 1은 이점에 착안하여

좁은 방지턱의 경우 차체가 관성을 유지하기에 좀 더 용이할 것으로 판

단한 것이다. 용수철은 차체의 정지 관성이 유지되는 동안 수축할 수 있

다.

[그림 4-11] 사례 52에서 학생 1의 시뮬레이션 방지턱의 높이와 충돌 속도가

같을 때 B는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RC 카의 진행을, A는 좁은

방지턱에서 RC 카의 진행을 나타낸다.

따라서 값이 큰 너비가 좁은 방지턱에서 RC 카가 받는 충격력이 크

게 측정된다는 것이 학생 1의 설명이다. 이러한 학생 1의 설명은 Watts

(1973)의 도로교통 연구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학생 1은 를 ‘차체의 정지 관성이 유지되는 동안 용수철이 수축된 최대

길이’로 보고 관성의 유지가 깨지고 차체가 수직 방향으로 가속되는 순간

가 결정된다는 새로운 정의를 도입한 것이다.

앞선 사례에서 학생 2가 ‘방지턱의 종류와 상관없이 는 동일하다’는 조

건을 도입한 것과는 달리 학생 1은 방지턱에 따라 가 다르다는 것을

이상화시키지 않고 ‘왜 같지 않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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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그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론적 지식 즉, 관성 개념을 가져왔다.

학생 1의 사례에서는 유관한 이론적 지식에 의해 모델의 행동이 통제되

었고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학생 1이 도입한 이론

적 지식은 모델의 조건과 유사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 1이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관성 개념을 동원한 것은 그러한 전략이

방지턱의 너비가 RC 카의 가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

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학생 1의 시뮬레이션은 특정 현상

을 설명하고자 하는 목표를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이를 지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능동적 모델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마지막 사례는 학생들이 모델 시뮬레

이션을 통해 과학적인 가설을 생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례 53은 모

델 3.0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을 인식한 학생 1이

왜 이러한 한계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가설을 제안하는 맥락이다.

모델 3.0은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질수록 RC 카의 가속도는 감소할 것

임을 예측한다. 따라서 충돌 속도가 약 8 km/h 이상인 영역에서 너비가

넓은 방지턱을 넘는 RC카의 가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현상이다(그림 4-10(b)). 이와 같이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때 나타나는 가속도의 이상 증가 현상은 방지턱 실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Watts, 1973). 학생 1은 사례 53의 첫 문장

에서 이러한 현상에 대한 자신의 가설을 제안하고 있다.

#53
학1: 선생님.. 근데요...이렇게 있잖아요. 용수철이 있고. 만약 여기서 요 이    
     길이(용수철의 수축 한계)가 방지턱의 높이보다 작다면 강체가 되는       
     순간도 있..겠죠?
교사: 나 그거 확인해보고 싶었어. 가져오자 차.
학3: 강체가 된다고요? 뭘 확인해요?
학1: 이거 길이요?
교사: 어. 어디까지 최대한으로 눌리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학1: 좋아요. 얘의 길이(용수철의 수축 한계)가 3.0 이상이 되면 강체가        
      되는 순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우리가 사용한 방지턱의 최대 높이가 3.0  
      이므로 용수철이 그보다 더 많이 수축할 수 있다면 강체가 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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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않느냐는 말)
교사: 어.. 뭐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되겠죠. 근데 만약 얘가 눌리고 한계에 금  
      방 도달해버린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얘를 강체로 안보는 이유가   
      용수철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가 읔! 해서 더 이상 수축을 못해. 그럼 그  
      상황에서 넘어간다고 하면 이건 용수철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학1: 맞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학생 1은 방지턱의 경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수철

이 수축 한계에 도달한다면 가속도의 이상 증가 현상이 설명될 수도 있

다고 제안한 것이다. 학생 1이 언급한 ‘강체’는 RC카의 용수철이 수축

한계에 도달하여 더이상 수축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때

RC 카는 탄성체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생 1은 이러한 상태에서

RC 카가 방지턱으로부터 충격을 받는다면 방지턱에 의한 충격과 용수철

이 가하는 탄성력이 합쳐져 가속도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학생 1이 모델 3.0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한 가설을 제안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 1은 용수철의

수축 한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방지턱의 최대 높이가

3.0 cm이므로 RC 카의 용수철이 만일 3.0 cm보다 많이 수축할 수 있다

면 이러한 가설은 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학생 1이 이러한 가설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

까? 모델 3.0은 방지턱을 진행함으로써 RC 카의 용수철이 수축되고, 다

시 팽창하려는 순간까지 바퀴가 도달한 높이 에 해당되는 용수철의 탄

성력을 RC 카에 가해진 충격력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모델 3.0은 용수철

이 수축 가능한 한계를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학생 1은 이와 같은 한계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한계 상황에서 RC

카가 방지턱을 계속 진행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상상한 것

이다. 또한, 그 결과를 가설로 고려해 볼만 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안했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가설 제안 과정의 기저에는 ‘용수철이 수축 한계를 넘어섰다’라

는 특정 조건을 고려한 모델 시뮬레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 1이

생각하기에 그 시뮬레이션 결과는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과 어느 정도 매

칭이 되었고, 처음에 전제했던 ‘용수철이 수축 한계를 넘어섰다’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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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학적으로 제기해 볼 만 한(plausible) 가설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학생 1의 가설 제안 과정은 모델 3.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모델 3.0으

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모델 3.0이 바탕이 된다는 것이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추가된 기존의 모델은 사

실상 새로운 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모델은 기존 모델이

설명할 수 없었던 현상 A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추가된 특정 조건 A’

는 가설이 될 수 있다. 그림 4-12는 이를 간단히 한 도식이다.

      
[그림 4-12] 학생 1의 가설 제안 과정의 도식

      

             
이 사례는 모델이 가설 생성의 바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모

델이 가설 생성의 레퍼런스를 제공한다는 알려진 사실을 뒷받침한다

(Windschitl et al., 2008).

그러나 이 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1이 ‘기존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델 3.0을 바라보았으

며, 이러한 목표의 인식이 모델 시뮬레이션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

때 학생 1은 기존 모델의 조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용수철은 수축

한계를 넘어섰다’는 새로운 조건하에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써

검증이 가능하면서도 과학적인 가설을 생성할 수 있었다.

이상 살펴본 세 가지 사례에 나타난 시뮬레이션이 모두 같은 모델을 바

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각 사례에서 염두에 둔

시뮬레이션의 목표는 서로 달랐으며, 이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조건을 도입하였고 시뮬레이션의 결과 역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모델에 전제된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누가 해도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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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결론에 도달하는 수동적 시뮬레이션 과정으로 치부하는 것에는 무리

가 있다. 물론,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모델의 조건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모델 자체의 논리적 구조가 시뮬레이션 결과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학생이 시뮬레이션을 목표지향 활동

으로 인식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의식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전략적으

로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는 주어진 조건에만

의존하는 시뮬레이션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 활동으로 구분해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Nersessian은 이러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이 과학자의 모

델 기반 사유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논의

는 차후 이어가겠다.

② 수동적 시뮬레이션

앞서 논의한 능동적 시뮬레이션의 특징은 학생이 특정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모델의 조건을 수정해가며 시뮬레이션을 수행

했다는 점이다. 이와 대비되는 수동적 시뮬레이션은 전적으로 모델에 전

제된 조건들에 의해 모델에 나타나 있지 않은 현상을 예측하는 활동으로

능동적 시뮬레이션에 비해 단순한 활동이다. 따라서 특별한 상상력을 요

구하지 않거나 학생 개인의 전략적 측면이 비교적 두드러지지 않는 사례

들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사례들이다.

#41
교사: 우리 이 최고 수축한 지점의 높이 대문자 H로 정의하자.
학1: 일단 속도가 작을수록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H값이 낮을 거 아니에요. 
교사: 그렇지

#54
교사: 그러면.. 2.5랑 3.0같은 경우에는 되게 빠를 때 강체가 되는 순간이 있겠  
     네요. 강체가 된다기보다 용용이가 더이상 수축할 수 없을 때가 그       
     마지막에 생길 것 같네요. 그러면 그럴 때 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H 이  
     후에 지나면..
학2: 용용이도 펴지고 차도 올라가. 
교사: 그럼 가속도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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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2: 훨씬 커져, 갑자기 확 올라갈 것 같은데..
학3: 용용이의 힘도 받고 지면으로부터 힘도 받으니까.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요? 상쇄되나?
학2: 가속도가 갑자기 커질 것 같아요
교사: 가속도 값은 어떻게 될 것 같아?
학1: 늘어나겠죠 당연히?
교사: 왜요??
학1: 최대까지 늘어났을 때 가다 이렇게 웅 늘어났는데, 몸체는 그대로 있잖아  
     요. 그럼 얘가 그때부터는 용수철이 더 수축을 못하니까. 올라가겠죠. 몸  
     체가. 

사례 41에서 학생 1은 RC 카의 충돌 속도가 작으면 가 작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방지턱을 진행하는 RC 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

이가 충돌 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에 관한 간단한 상상만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 과정은 학생 1의 말처럼 거의 ‘직관적’으로 파

악된다.

사례 54는 이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시뮬레이션이 관찰되지만 주어진

모델을 그대로 사용한 예시이다. 모델 3.0은 RC 카의 차체가 도달한 높

이 를 용수철의 변위로 보고 이때 RC 카에 가해진 탄성력을 충격력으

로 간주하는 모델이다. 그러나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충돌 속도가 충

분히 클 때 RC 카의 가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변칙 현상이 발견된다.

학생 1은 이 현상이 특정 조건에서 RC 카를 더이상 탄성체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즉, 방지턱 경로가 충분히 길고, RC

카의 속도가 충분히 빠를 때 용수철의 변위는 수축 한계를 벗어날 것이

므로 모델 3.0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 1은 용수철이 수축 한

계를 벗어나면 RC 카를 탄성체가 아닌 ‘강체’로 취급해야 한다면서 이것

을 가속도의 이상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초로 보았다(이하 강체

모델, 그림 4-13).

사례 54는 학생 1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공유한 상황에서 RC

카를 강체로 취급하는 것이 가속도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하는 장면이다. 학생 2, 3은 가속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

고 용수철이 가하는 힘과 방지턱이 가하는 힘이 합쳐지기 때문이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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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모델 3.0의 한계 용수철이 수축 한계를 넘어선 경우 모델 3.0이

제공하는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였다. 학생 1도 학생 2, 3과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다. 학생 1은 ‘용수철이 더이상 수축을 못 하니

까 몸체가 올라가겠죠’라고 했는데 이는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한 상태에

서 차체가 방지턱에 의해 가속되고 있으므로 최대 가속도는 용수철이 다

시 팽창하는 순간 가해지는 탄성력과 방지턱에 의한 차체의 상승에 해당

하는 가속도를 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때 학생 1은 강체 모델에서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된 상태의 RC 카를 상상하고 이것이 방지턱을 진

행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여 가속도의 측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를 설명한 것이다.

복잡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상 살펴본 두 사례는 각각 모델 3.0과

(학생 1이 제안한) 강체 모델이라는 공유된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여 현

상을 예측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수동적 시뮬레이션의 경우 모델에 이

미 전제된 조건에 의존하므로 학생들은 모두 같은 현상을 예측하였다.

이처럼 수동적 시뮬레이션은 앞서 살펴본 능동적 시뮬레이션에서와 달

리 비교적 개인의 전략적 측면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개인의 능력과는 별개로 모델이 근본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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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모델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모델의 조작하고 현상을 예측하는 활동

에 참여할 수 있다.

4.1.3.2. 모델의 수학적 구조 사용하기

모델에 이론적 지식을 적용한 결과로 도출되는 수학 관계

식은 분명 직관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현상을 예측하는데 결정적인 도구

이다. 또한, 과학자들은 현상의 수학적 구조 사이 동형성을 매개로 창의

적 이론을 고안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에서도 수학 관계식을 이용하여 현상을 예측한

사례는 전체 예측 관련 사례의 약 22% 정도를 차지할 만큼 모델을 사용

하는 주된 방법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탐구에서 수학에 의존한 사고는

과학자들의 그것과 다른 성격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기반 탐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다소 회의적인 측면이 있다. 다음 두 사례를 살펴보자.

#32
학1: 어 이거이거이거  ∆



교사: 그런데 우리 중간 발표 때 저 θ다 구해놨잖아. 그래서 10 cm일 때는     
      22,31,39,48,50, 막 이렇게 나왔었지. 
학1: 네
교사: 그러면 이제 저 θ값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한 모델 2.0과 PJ 1.0의  
      퓨전모델이 예측한 결과가 실제 실험 데이터와 잘 맞나요?
학2: 어 근데 왜 2θ야. 2θ면은 작아지잖아. 90°까지만 커지는데 2θ면은 50°   
     까지..
학1: 50°까지 있으니까
학2: 설명되네, 커지면 2θ니까 90°까지는 증가하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감소   
     하기 시작하는데? 45° 이상이 되면 아니지, 45°가 최댓값인 거죠. 세     
     타 값이..
학1: 45°일 때 ay가 제일 크다.
학2: 어, 그거 넘어가면 2θ니까 감소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댓값이 아니다!
학1: 2.5 cm부터 감소 시작!!
교사: 그러면 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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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충돌이론을 이용하여 모델 2.0에서 변인들 사이 관계를 수학

관계식으로 도출한 직후 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논의이다. 그림 4-14

는 모델 2.0과 이로부터 수학 관계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a) (b)

[그림 4-14] 모델 2.0(a)과 모델 2.0에서 수학 관계식을 도출하는 과정(b)

그림 4-14(b)의 관계식에는 충돌 각도()와 RC 카의 가속도(amax) 사이

의 수학적인 관계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이 관계식을 읽는 것만으로 특

정 변인들 사이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 이때 너비 10cm인 5개의 방지

턱에 대한 충돌 각도()의 값이 낮은 것부터 각각 22°, 31°, 39°, 48°, 50°

임을 고려하면 가속도 변화 패턴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학생 2는 방지

턱 높이에 따라 가속도가 증가하다가 충돌 각도()가 48°인 높이 2.5 cm

인 방지턱부터 가속도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 예상했다.

#72
교사: 뭐라고?
학1: vx증가하면 △vx 증가. 높이 증가하면 △vx 증가. 그죠?
학3: 응 세타 증가하면 △vx 증가.
학2: 근데 이거..
교사: 그러니까 경향성이 어느 정도는 보인다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가지고    
     결론에다 반영을 한다면 뭘까요.. 
학2: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거냐.
학3: 세타가 커질수록 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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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1: 그냥 무조건 증가. 뭐 증가하면 뭐 증가
학3: 다 증가

사례 72에서는 모델 5.0에서 도출된 수학 관계식을 통해 예측할 수 있

는 현상을 학생들이 나열하고 있다. 모델 5.0은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

할 때 수평 방향 속력의 감소량을 가늠하기 위해 모델 3.0의 수평 성분

만을 고려하여 변형한 모델이다. 모델 5.0에 뉴턴의 법칙을 적용하면 다

음과 같은 수학 관계식을 얻는다.

∆  sin

위 식에는 변인 ∆ ,  ,  사이의 구문론적 관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통해 손쉽게 변인의 조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은 가 증가할수록. 가 증가할수록 수평 방향 속

도 감소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계를 어렵지 않게 말하고 있다.

이상 살펴본 사례에 나타난 논의들은 모델에서 변인을 조작하고 모델의

행동을 상상하여 결과를 예측하는 것과 같은 사고 기술들을 요구하지 않

는다. 학생들은 수학 관계식을 보고 그 안에 나타난 변인들 사이 관계를

단지 ‘읽는 것’만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수학

관계식에 포함된 변인들에 집중할 뿐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

다. 이는 학생들이 수학 관계식이 모델에서 연유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기계적 사용에 그치므로 수학적 표현이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를

저해할 수 있다는 Bing & Redish(2009)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탐구 과정 전반에서 학생들은 수학 관계식을 변인들 사이 구문론적 관

계를 보여줌으로써 예측을 간편하게 만드는 도구로 인식하는 듯 보였다.

학생들은 고차원적 논의가 필요한 질적 상황에서 수학 관계식이 제공하

는 지름길을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대화이다.

교사: 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 이것만 찾고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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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모델 3.0의 능력을 평가해 주세요.
학1: 어.. 설명할 수 있는 거..
학2: 아 뭔가 딱 식으로 딱 나왔으면 좋겠다.
학3: 그러니까, 식으로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종종 이론의 총체를 공식으로 착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들은 모델의 사용 방식으로 수학 관계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

한 가능성은 학생들의 고차원적 논의의 기회를 차단하여 과학자의 사고

기술을 경험한다는 모델 기반 탐구의 기대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경

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모델을 사용하고자 할 때 모델에 성급히 법칙

을 적용하여 수학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모델 사용에 관한 고민이 충분히

정성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4.1.4. 모델에 현상을 반영하기

지금까지 학생들이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가에 관해 고찰하였

다. 학생들은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이 예측하는 현상에 어려움

없이 도달할 수 있었고, 이를 특정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행은 알려진 바와 같이 모델이 ‘예측’

과 ‘설명’의 도구이며, 학생들이 이러한 도구로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모델은 실제 현상을 단순화한 시스템이므로 모델이 특정 부분

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실제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

다. 따라서 모델의 설명력, 예측력은 실제 현상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평

가되어야 하고 한계점이 진단되어야 한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델의 평가 및 수

정 과정은 모델에 현상을 반영하는 활동의 일환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모델의 평가 및 수정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에 관해 코딩 결과표의

범주 5, 6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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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모델 평가하기

Giere(2001)에 의하면 모델을 실험 데이터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델에 의해 예측된 결과와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비교함으로써 가능하다. 따라서 모델의 평가는 모델이 예측

한 현상과 실험으로 얻은 데이터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

다. 이때 모델의 예측은 ‘RC 카의 충돌 속도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는 증

가할 것이다’와 같이 통상 모델에 포함된 변인들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

일반적 진술문의 형태이다. 반면, 실험 데이터는 관심 변인들 사이 관계

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과학자 활동에서 모델의 평가

는 모델의 예측한 바에 관한 참 또는 거짓의 이분법적 판단이 아니다.

이는 종종 모델의 예측과 실험 데이터가 ‘어느 정도로 잘 맞는가’ 또는

‘어떤 조건에서 잘 맞는가’ 즉, 정도(degree)의 판단에 관한 문제가 된다

(Giere, 2001). 또한, 실험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현상에 관한 다양한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이므로 이러한 다양한 특징 중 ‘무엇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할 때 모델 평가하기에서 의미 있는 활동은 데이터 해석을 중심으로 나

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데이터 해석은 실험 데이터에서 모델이 예

측한 것을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 진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측

면에서 E→ M 이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한 데이터

해석은 이론 검증을 위한 ‘잘 맞는 실험’을 주로 경험해 온 학생들에게는

낯선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하였

을까? 먼저, 평가의 맥락을 긍정적 평가의 맥락과 부정적 평가의 맥락으

로 구분했을 때 긍정적 맥락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의미 있는 활동이 거

의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1
교사:  자, 이제 데이터를 보시고 설명할 수 있는 걸 찾아봐. 전체가 아니어도  
      특정 부분만 설명하는 것도 있을 거니까. 다 찾아봐요.
학3: 폭이 넓어질수록 올라가는 게 잘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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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나중에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고요. 
학3: 다시 수정 3.0
교사: 3.0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작은 부분이라도 찾  
      아보자. 그것만 하고 있는거야. 다른거 하지 말고
학3: 찾았어요. 일단 추세선을 그려보면, 다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학2: 증가하는 기울기가 높아질수록 더 커져요. 
교사: 오케이. 그럼 발견되는 패턴부터 해봐요. 학2이 다시
학2: 높이가 높아지면 기울기가 더 커진다. 그니까, 높이가 높으면 속도에 다른  
      가속도의 변화량이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교사: 그러네요.
학2: 그게 18cm에서 잘 나타나는 거 같아요.
교사: 그죠. 18cm가 기울기가 커지는 것도 잘 나타나고..
학1: 맞아요. 

사례 2
교사: 설명할 수 있는거 없어? 얘 이렇게 능력 안돼 2.0? 하하
학2: 네, 속도 빨라지면 a 늘어난다. sin이 커지면 a 늘어난다.
학3: a가 늘어난다는 설명할 수 있네요
학2: 속도랑 세타가 a랑 비례한다는 거. 그거 설명할 수 있고. 떨어지는 점은   
     딱히 안보이고
교사: 너비가 일정할 때는 세타가 커지면 a가 커지는 게 맞고, 그리고 같은 방  
      지턱에서 v가 커질 때 a가 커지는 것도 맞고.

 위 사례들에서 모델에 관한 긍정적 평가는 모델이 수학적으로 예측한

현상이 실험 결과(그림 4-15의 (a))와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진행한 방지턱 탐구는 RC 카의 충돌 속도 및 방

지턱의 너비와 높이를 조작변인으로, RC 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의 최댓

값을 종속 변인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실험 결과 그림 4-15(a)는 조작

변인의 변화에 따른 종속 변인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 형태이므로 학

생들은 그래프에 나타난 관계를 단지 ‘읽어냄’으로써 모델의 예측을 확인

하고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단순 확인을 통해 모

델을 평가할 수 있었던 것은 데이터가 모델에 포함된 관심 변인들을 중

심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 안에 변인들 사이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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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15] 10개의 방지턱에서 얻은 충돌 속도에 따른

가속도 데이터(a), 사례 13 관련 데이터(b). 점선은 충돌

속도가 대략 9 km/h인 선을 표시한 것이다.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델의 평가에서 데이터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나 해석이 요구되지 않았으며 모델의 예측과 데이터 사이 정합성

에 있어 정도(degree)의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다.

반면, 모델의 설명력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제기되는 부정적 평가 맥락

에서는 긍정적 평가 맥락에 비해 고차원적인 논의가 관찰되었다. 이에

지금부터는 모델의 설명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맥락에서 이루어진 논의

사례 13과 16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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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학2: 샘 저 설명하려던거 먼저 할래요!!! 봐바요!! 이 너비가 10이고 18이면 두  
      배 차이 나잖아요. 높이는 똑같이 3으로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세타가 얘가 훨씬 작죠? 근데 그래프 보면은 10cm 일 때 3일 때 시속   
      9km 정도에 있거든요. 근데 가속도가 60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18cm)  
      세타가 차이가 있는데도 (10cm 경우랑)가속도가 같아요.
교사: 그것만 놓고 보면 너비가 넓어지는 거는 가속도에 별로 영향을 못주는 거  
      같아요. 
학2: 너비가 넓어지는 게 세타에 관련이 있는데 세타에 관련이 있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교사: 아. 그래서 모델 2.0이 그건 설명 못하는 거 같다?
학2: 네.

#16
학2: 샘 아까 제가 얘기한 거에 좀 덧붙이면, 18*2.5 에서 오히려 가속도가    
     커졌어요. 12, 속도가 12일 때. 
학3: 그거는 중간에 피크를 찍고 끊겼나보네. 
교사: 3.0에서? 100가까이 간거??
학2: 아뇨. 세타가 더 작은데도 더 커졌어요. 18*2.5에서 속도 제일 빠른거. 거  
     기서는 세타가 더 작은데도 더 커졌어요.

 학생 2는 그림 4-15(a)에 나타난 10개의 그래프 중 (b)에 제시된 두 그

래프에 집중하였다. 모델 2.0은 RC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 , 충돌 각도

, 충돌 속도 에 관해  ∆
sin

와 같은 관계를 예측한다. 이에

따르면 방지턱의 너비가 넓은 경우 방지턱 각도 가 작아지므로 가속도

의 크기는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그림 4-15의 (b)에서 대략 9 km/h라는

같은 속도로 충돌했음에도 너비가 넓은 방지턱의 가속도와 너비가 좁은

방지턱의 가속도가 비슷하게 측정되었다. 학생 2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

서 ‘너비가 넓어진다는 것은 세타와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속도 상

에 눈에 띠는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

혔다. 학생 2가 발견한 현상은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 경로가 길어지는

경우 예상보다 자동차의 가속도가 증가하는 변칙적 현상으로 교통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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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는 이미 알려진 것이다(A.H.Lav, 2018).

위 대화에서 학생 2는 변칙 현상을 특정하기 위해 모델 2.0에서 중요한

변인인 충돌 각도()를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충돌 각도는 그림 4-15의 실험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변인이다. 이는 학생 2가 모델 2.0의 렌즈를 통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

음을 암시한다.

만일, 모델 2.0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 4-15의 (a)를 바라본

다면 명확히 드러나는 경향성 이외에 복잡한 10개의 그래프에서 어떤 특

징이 의미 있는 것인가를 가늠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모델의 예

측 즉, 식  ∆
sin

가 보여주는 변인들 사이 관계를 바탕으로 데이

터를 바라보았다는 점은 학생 2가 다양한 특징들이 함축된 데이터 안에

서 의미 있는 특징을 발견하는데 모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다음 사례 15는 모델의 예측과 어긋나는 경향성을 데이터

로부터 찾아낸 위 사례에 비해 데이터 해석과 관련한 조금 더 복잡한 사

고 과정을 보여준다.

#15
학2: 접촉시간에 따라 뭔가 알아보기가 쉬운 거 같긴 해요. 그니까 짧을 때를   
     뭔가.. 그 뭐라해야돼.. 해석하면 좋을 거 같애요.
교사: 그니까 닿아있는 동안의 시간이.. 거기에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학2: 되게 난해해요. 
교사: 그런거에 비춰보면 모델 2.0이 좀 딸리는 게 맞긴 맞다. 그치?
학2: 그죠. 접촉시간 t가 아예 짧아버리면 설명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10*1 경우는 가속도가 줄어들었어요.
교사: 오케이,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야(손으로 그린 보조데이터). 
 
      (보조 데이터 확인 중) 

학2: 떠서 안 나온거네..

위 사례에서 학생 2는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접촉시간이 모델 2.0의

설명력과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접촉시간 t가 아예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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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면 설명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라는 학생 2의 발언은 학생 2가

접촉시간이 짧은 영역을 모델 2.0의 한계가 드러나는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접촉시간에 따라 모델의 설명력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는 학생 2가 모델과 데이터 사이 정합성

의 판단을 단순 참․거짓의 판단이 아닌 ‘정도(degree)의 문제’로 인식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2는 단순히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개별 현상

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여 ‘접촉시간이 짧아지면 모델

2.0의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일반적 패턴을 찾아냈다.

이때 학생 2가 접촉시간을 중심으로 정도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는 점

은 중요하다. 실험 결과 4-15에는 접촉시간에 관한 정보가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가령 ‘방지턱의 경로가 짧으면 설명이 잘 안 된다’와

같이 비교적 실험 결과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해석이 오히려 학생들이

도출하기 쉬운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모델을 평가하고

수정할 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방지턱 경로의 길이는 모델 2.0에서

고려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접촉시간은 모델 2.0에

포함된 요인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은 모델 2.0의

설명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학

생 2는 어떻게 접촉시간이라는 특정 기준을 초점으로 데이터를 바라보고

정합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을까?

학생 2가 접촉시간을 실험 데이터 해석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모델 2.0은  ∆
sin

와 같은 수학적 관계를 예

측한다. 그러나 그림 4-15(a)에 나타난 실험 데이터의 일부만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학생 2는 이러한 낮은 설명력을 ‘매 충돌 시 RC 카와

방지턱의 접촉시간(∆)은 일정하다’는 모델 2.0의 이상화 조건 때문으로

보았다. 이에 이러한 이상화 조건을 해제하고 접촉시간을 정교화할 필요

가 있다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학생 2가 접촉시간을 초점으

로 데이터를 바라본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즉, 학생 2는

모델과 데이터 사이에서 자신이 모델에 관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중심

으로 데이터를 바라보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데이터의 해석에서 요구되는

‘정도(degree)의 판단’이 모델과 밀접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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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하였다.

접촉시간에 따라 모델 2.0의 설명력이 달라진다는 인식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구체적 조사로 이어졌다. 이와 같

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면 그림 4-15의 실험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교사는 이 시점에서

학생 2에게 트래커를 통해 얻은 가공 전(raw) 데이터를 개략적으로 그

린 보조데이터(그림 4-16, 4-17)를 살펴보기를 제안하였다.

[그림 4-16] 너비 18cm인 방지턱에 관한 보조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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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너비 10cm인 방지턱에 관한 보조데이터

사례 15에서 ‘떠서 안 나온 거네’라는 학생 2의 발언은 그가 보조데이터

를 살펴봄으로써 접촉시간이 짧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원인을

깨달았음을 암시한다. 학생 2는 보조데이터의 어느 부분에서 무엇을 본

것일까? 그림 4-16, 4-17에 제시된 보조데이터는 특정 관심 변인을 중심

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가공 전 데이터이므로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이 보조데이터만으로 어떤 의미 있는 특징을 끌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그러나 학생 2는 분명 보조데이터의 특정 측면에 집중하였고 자신

이 갖고 있는 의문점에 관한 나름의 답을 찾았다. 이는 학생 2가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 무엇을 보아야 할지에 관한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

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접촉시간이 짧을 때 모델의 설명력이 저하

되는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비판적 문제의식으로부터 형성된 것이

다. 따라서 학생 2는 방지턱 경로가 짧으면서도 충돌 속도가 빨라 접촉

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들에 집중하여 보조데이터를 살

폈다(그림 4-18). ‘떠서 안 나온 거네’라는 말은 RC 카와 방지턱의 접촉

이 잘 유지되지 않아 가속도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뜻이

다. 다시 말해, 학생 2는 접촉시간이 충분히 짧은 경우 가속도가 첫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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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카가 방지

턱에서 분리된

시점

RC 카가 방지

턱에서 분리된

시점

최대 가속도가 나타난 지점 최대 가속도가 나타난 지점
가속도

시간

가속도

시간

(a) 10*1.0 (=12.1 m/s) (b) 10*1.5 (=10.87 m/s)

[그림 4-18]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된 이후 최대 가속도가

나타나는 현상. 방지턱 경로가 짧고 충돌 속도가

빨라 접촉시간이 짧은 경우에 주로 나타난다.

피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되었음을 지적한 것

이다. 그림 4-18에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된 보조데이터의 일부를 자

세히 제시하였다. 이러한 학생 2의 해석은 모델 2.0의 조건이 접촉시간이

짧을 때는 만족되기 어려움을 인식해야만 가능하다. 모델 2.0은 RC 카가

방지턱에 접촉하는 순간 받은 충격력에 의해 가속도의 최댓값이 나타남

을 전제한다. 그러나 접촉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가속도의 최댓값이 나타

나기 전에 RC 카가 방지턱과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모델 2.0은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 순간 최대 가속도가 나타남을 가정하므로 이를 설명

할 수 없다. 학생 2는 이점을 찾아내고 이것이 데이터에서 모델 2.0의 예

측이 어긋나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 2의 데이터 해석 과정에는 앞서 언급했던 모델과

데이터 사이의 정합성 판단에 관한 복잡한 문제들이 모두 나타났다. 이

러한 복잡한 상황은 실제 과학 활동에서는 일상적으로 나타나지만 ‘잘

맞는 실험’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이는 낯선 상황이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노출될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그러나 학생 2는 예상과 달리 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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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 의미 있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때

그 근본적 동력은 모델에서 나왔다 할 수 있다. 모델은 데이터에서 변칙

적 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학생이 가진 모델에 대한 문제의식

은 데이터 해석의 ‘정도(degree)의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 또한, 모델의 한계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목표

의식과 모델에 관한 정확한 인식은 복잡한 데이터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

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요컨대, 모델에 포함된 변인 및 그것들 사이 관계는 데이터 해석의 기

준을 제공하여 복잡한 데이터의 해석을 돕는다. 또한, 모델을 대면함으로

써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모델의 설명력에 관한 의문점과 문제의식들은

모델과 밀접하면서도 탐구의 추진에 유효한 특정 관점을 형성하여 복잡

한 데이터의 해석을 촉진할 수 있다.

4.1.4.2. 모델 수정하기

데이터에 비추어 모델의 설명력이 회의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면 모델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모델 수

정의 맥락은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과정인 동시에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일어났던 과정이기도 하다.

일단, 모델이 데이터에 나타난 경향성의 특정 측면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학생들은 모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

러한 입장의 변화는 학생들이 모델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된

다. 모델을 수정하는 목적은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의 인식과 모델의 수정 사이에

는 논리적 과정으로는 메울 수 없는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이는 모델을

수정하는 것이 비형식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델을

수정하여 설명 범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모델로 대체하는 효율적인 방

법을 알고 있으며, 이는 전문가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Veermans, 2006). 따라서 이러한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모델

수정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과정일 것이다. 이에 교사는 학

생들이 모델 수정 시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상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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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Idealization)’ 개념을 모델링 수업에 포함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학

생들이 모델 수정의 초점을 ‘모델에 포함된 이상화 조건을 되돌린다’는

목적에 두게 함으로써 모델 수정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학생들의 모델 수정은 주로 모델에 포함된 이상화 조건을 해

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먼저, 관련 논의 사례 19를 제시하겠다.

#19
학4: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속력은 기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충돌   
     하는 건 여기잖아요. 근데 이만큼 오는 동안 계속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  
      은데 속력은 이걸 쓰고.. 이걸로만 해도 돼요. 값을??
교사:  지금 학4이가 말한건 뭐냐면 모델 2.0의 가장 큰 안좋은 점을 지적했어.  
       내가 아까 사실 그걸 기다리면서 추가할 게 있냐고 물어본 거거든? 박  
       았지. 박고 쭉 올라가잖아 실제로는. 최대 가속도가 나타난 지점이 박은  
       지점하고 완전 다르거든? 학4이 그말 한 거죠?
학4: 네
교사: 그러니까 학4가 지금 한 말이 모델 2.0에 애초에 없었어요. 모델 2.0은    
      애초에 뭘 가정하고 만든 거에요? 불러 보세요.
학2: 속도가 등속도 운동
교사: 학4야, 그러면 여기에 모델 2.0에 원래 가정이 뭐였던 거야?
학4: 속도를 일정하게 둔다. 하나로. 
학1: 근데 저거 v가 충돌 직전 속도 아니에요?
교사: 맞아요. 충돌 지점에서 그냥 최대 가속도가 나온다는 걸 가정해 버렸잖아요. 
학4: 맞아요
교사:‘쾅’ 충돌하는 순간 최대 가속도가 나온다고 가정했던 거지. 
학2: 와 그거 다 보고 있었는데 왜 생각 못했지?

사례 19는 모델 2.0이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판단하에

학생들이 모델 2.0의 수정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논의이다.

이때 학생 4는 ‘속력은 기준점이 여기잖아요. 근데 충돌하는 건 여기잖아

요. 근데 이만큼 오는 동안 계속 속력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속력은 이걸

쓰고.. 이걸로만 해도 돼요?’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학생 4는 그림 4-19(a)에 나타난 것과 같이 RC 카의 최대 가속도가 나

타나는 지점이 RC 카와 방지턱의 최초 접촉 지점과 다르다는 사실에 주



- 135 -

목하였다. 즉,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

다’는 모델 2.0의 이상화 조건(그림 4-19(b))이 실제 현상과 어긋난다 생

각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최대 가속도 지점
최초 충돌 지점

  

                                     (a)

이상화 조건

                                       (b) 
[그림 4-19] (a) RC 카의 최대 가속도 지점 (b) 모델 2.0과 이에 포함된

이상화 조건

모델 2.0의 이상화 조건에 관한 학생 4의 지적은 모델 2.0에서 3.0으로

의 수정에 있어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이 발언으로 인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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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충돌 지점과 최대 가속도 지점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에 관해 모델

2.0에 용수철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모델 2.0은 RC 카를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최초

충돌 지점에서 최대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포함하게 된다. 만일,

RC 카를 탄성이 있는 물체로 본다면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했을 때 가속

도가 최대인 지점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RC 카가 방지턱과 최

초로 접촉한 지점 즉, 최초 충돌 지점과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 지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제시하는 사례는 이와 관련된 학생들과 교사의

대화이다.

#22
학2: 네, 그러니까 용수철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리얼로 용수철이니까. 여기서  
      탄성 퍼텐셜을 힘으로 식을 표현해서 바꿔서.. 
교사: 지금 학2이가 탄성을 말하는 이유가 뭐에요?
학3: 서스펜션 때문에
교사: 지금 서스펜션 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저 1,2,3,4 에서 뭐랑 관련 있는  
      거에요.
학1: 힘은 일정하게 작용?
교사: 그렇죠. 모델 2.0은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F 이렇게  
      했잖아.
학2: 그러니까요
교사: 근데 진짜 일정하냐고? 
학2: 안 일정해요. 
교사: 안 일정한 이유는 뭐야?
학2: 스프링

위 사례에서 학생 2가 모델 2.0에 용수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 4의 지적과 학생 2의 용수철

도입은 직접적인 논리적 연관성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림 4-19(b)

의 이상화 조건 ④와 달리 실제 현상에서는 ‘최초 충돌 지점과 가속도

최대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학생 4의 지적은 모델 수정의 문제를

‘모델의 어떤 조건을 왜 바꾸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로 환원시키는 역

할을 한다. 이에 학생 2는 현재 모델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요인 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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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화 조건과 실제 현상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용수철을

선택하였다. 그림 4-20(a)는 학생 2가 이 과정에서 그린 그림이다. 이는

댐퍼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림 4-20(b)에 제시한 전문가

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4 모델(Quarter car model)과 비

슷하다.       

      

                (a)                                       (b)

[그림 4-20] (a) 학생 2가 모델 2.0에 용수철을 도입하여 그린 그림.

(b)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1/4 자동차 모델, M.Bruqi(2017).

     

 
학생 4와 학생 2는 모두 실험 데이터의 특정 측면을 모델이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변형하려 노력하였다. 학생 4는

실제 현상을 고려하여 모델 2.0에서 특정 이상화 조건이 실제 현상과 어

긋남을 지적하였고, 학생 2는 학생 4가 지적한 이상화 조건을 해제하여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용수철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도입하였다. 즉, 학생

4는 모델 수정의 초점을 제공함으로써 모델 수정 맥락의 불확실성을 감

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학생 2가 학생 4의 지적을

반영하여 모델을 수정함에 있어 ‘용수철’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도입한 것

은 용수철이 실험 데이터의 새로운 측면들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학생 2가 모델이 새로운 요인을 포

함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이를 통해 설명력이 확장됨을 인식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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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한다.

요컨대, 모델 2.0에서 3.0으로의 수정은 이상화 조건의 해제를 위해 모

델에 포함된 객체의 구조를 정교화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더불어, 학생 4

의 지적이 RC 카가 방지턱을 넘어가는 장면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였음

을 고려할 때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객체 수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

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화 조건 중 어떤

것을 해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은 ‘모델의 조건 중 어느 부분이 실

제와 다른가’ 또한, ‘그러한 차이가 실험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요

한 원인을 제공하는가’에 관한 판단과 직결된다. 현상이 일어나는 장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판단에 단초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모델을 수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용수철이라는 요인을 모델 2.0에 도입하게 되면서 모델 2.0에 전제된 기

존 이상화 조건들은 표 4-4와 같이 수정되었다. 이는 RC 카를 강체가

아닌 탄성체로 취급하게 되면서 기존 이상화 조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

이다. 그러나 기존 모델에 용수철을 도입하여 3.0으로 수정했다 해서 모

델 2.0에 관한 비판점이 바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모델 2.0이 비

판받았던 이유는 접촉시간이 짧은 경우 실험 데이터를 설명할 수 없으

며, 너비가 넓은 방지턱에서 충돌 속도가 큰 경우 가속도의 이상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표 4-4의 다섯 번

째에 제시된 ‘접촉시간 일정’ 조건은 모델 2.0의 설명력을 감소시키는 주

[표 4-4] 모델 2.0과 모델 3.0의 이상화 조건

모델 2.0의 이상화 조건 모델 3.0에 의한 이상화 조건의 변화
1 RC 카는 탄성이 없는 구로 가정한다 RC 카는 탄성이 있는 물체이다

2 충격력은 충돌면에 수직이다 충격력의 방향은 지면에 수직이다

3 충격력은 일정하게 작용한다 충격력은 일정하지 않다

4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지점에서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충돌 지점과 최대 가속도 지점은 일치하지 
않는다

5 RC 카와 방지턱의 접촉 시간은 모두 
같다 RC 카와 방지턱의 접촉 시간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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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된 주장은 학생 2에 의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이는 트래커 데이터를 정리하는 역할을 맡았던

학생 2가 매 충돌마다 접촉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다음 대화는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교사: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찾아봐요. 칠판에 모델 2.0을 다시 잘 그려  
      놓을 테니까. 혹시 아까 너희가 말한 두 가지 가정 말고 다른 가정 없어요? 
학3: 접촉 시간이 동일하다
학2: 샘 근데요. 속도가 변하면 접촉시간이 비슷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교사: 그렇죠.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사실 비슷  
      하진 않아요. 그거 때문에 설명이 뭔가가 안되겠죠. 
학2: 맘에 안들어요
교사: 그죠 맘에 안들죠. 그래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학생 2는 모델 2.0에서 접촉시간에 관한 이상화 조건을 어떻게

해제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모델 2.0은 RC 카를 강

체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충돌 시간을 직접 정의할 수 있는 하위 변인 자

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충돌 시간을 다른 변인의 함수로 나타

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델 2.0에 용수철을 도입하여 3.0으로 수

정 하면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 시간은 그림 4-21(b)와 같이 용수철이

방지턱에 접촉한 이후 최대로 수축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할 수

있다.

 (a) 접촉 시간(△t)을 일정한 것으로 본 모델 2.0    (b) 접촉 시간(△t) = 


[그림 4-21] 모델 2.0(a)과 모델 3.0에서 접촉 시간의 정의(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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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다음 제시되는 사례 34에는 학생 2가 모델 3.0에서 접촉

시간(△t)을 다시 정의함으로써 정교화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34
교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상화 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2: 하나밖에 없어요.
학1: 델타 t
교사: 우리가 이걸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얘는 지금 일정하  
      고. 얘(θ)가 커져서 얘(ay)가 좀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수학식대로 움직  
      이지 않았단 말이야. 그니까 세타가 달라질 때 얘(Δt)도 달라진단 얘기지.
학1: 그러네요 
학2: 어떻게 달라지지?
학1: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내야 해
교사: 어.. 델타t는 힘을 받는 시간이란 말야?
학1: 네
교사: 근데 우리가 저번에 했던 얘기들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은 건가요? 모델 3.0  
     기억 안나요?
학1: 어.. 용용이(용수철)
학2: 스프링!! 이거이거이거이거
교사: 그래 . 그거이긴 한데.. 델타 t가 세타의 영향을 받는다... 
학2: 거리가!! 거리! 봐바. 얘(θ)가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용용이가 만약에 H라고  
      해. 그러면은 각도가 크면 여기까지 H에 도달하는 거리가 짧아져. L이 짧아져. 
교사: H가 뭔데
학2: 용수철의 길이. 용수철이 수축할 수 있는 길이.
교사: 오..
학2: 근데 세타가 작아지면 얘가 넓어지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모델 3.0에서는 RC 카와 방지턱이 분리되는 시점을 용수철이 방지턱 위

에서 점차 수축하다가 최대로 압축된 뒤 다시 팽창하는 순간으로 간주한

다. 위 사례에서 학생 2는 그림 4-21(b)와 같이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한

길이를 로, 그 지점까지 RC 카가 수평으로 진행한 거리를 로 두었다.

이를 통해 학생 2는 접촉 시간(△t)를 


로 정의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의 모델 수정은 앞서 소개한 사례 22에서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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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2에서 이상화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새로운 객체를 도입함으로써

모델 수정이 이루어졌던 반면, 위 사례에서는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충돌

시간을 모델 3.0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 , )을 이용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의 정교화는 ‘충돌’을 ‘용수철이

수축하는 과정’으로 다시 정의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못했을 것이다. 따

라서 이는 RC 카를 강체로 가정한 모델 2.0을 용수철을 포함한 모델 3.0

으로 수정하면서 가능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모델 2.0에 포함되어 있었던 ‘접촉 시간은 매 충돌에서 동일

하다’는 이상화 조건은 해제되었다. 또한, 접촉 시간을 모델 3.0의 변인인

 , 로 정의함으로써 RC 카의 최대 가속도를 기술하는 수학 관계식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표 4-5). 표 4-5에서 변인 정교화 이후 측정이

불가능한 가 사라지고 측정 가능한 변인들로 대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5] 접촉 시간 정교화 전후 가속도 함수

접촉 시간 정교화 이전 접촉 시간 정교화 이후
 

              ∆
sin             






cos

sin

그러나 이와 같은 학생 2의 모델 수정은 공식적으로 모델 3.0에 반영되

지는 못했다. 이는 모델 3.0에서 RC 카에 힘을 가하는 주체가 용수철이

므로 기존에 적용했던 충돌 이론보다는 탄성력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

다는 논의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모델의 수정이 이

상화된 변인을 모델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을 이용해 정교화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의미가 있다.

다음에 제시할 사례 30, 69의 논의는 모델 3.8을 3.9로 수정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것이다. 모델 3.8과 3.9는 모델 4.0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과도기적 모델이다. 먼저 사례 30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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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교사: 방지턱이 높아지면 모델 3.8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높아지면? 편하게 생  
      각하세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학1: 2.0을 그대로 옮기면 안되나요? 
교사: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학1: 짬뽕시켜요.
학2: 퓨전 하하
학1: 퓨전 모델
교사: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학1: 퓨전모델
교사: 짬뽕시켜요. 퓨전모델? 
학2: 나도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실험은 애초에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만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자

동차가 방지턱과 분리된 후 다시 지면에 부딪힐 때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 탐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RC 카와 방지턱 사이의 첫 번째 충돌과 지면에 대한 두 번째 충돌

을 모두 포함하는 모델 4.0을 만들게 되었다. 모델 4.0의 초기 형태(이하

모델 3.8)는 마치 ‘핀볼 게임’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그림 4-22(a)와 같

다. 그러나 모델 3.8은 모든 충돌에서 충격력과 접촉시간을 일정한 것으

로 가정한 극도로 단순화된 모델이다. 따라서 방지턱의 기하학적 특성을

기술하는 변인을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실험 결과(그림 4-23)

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한다.

사례 30에서 교사는 방지턱이 높아질 때 RC 카의 수직 방향 변위의 최

댓값인 max를 모델 3.8이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해 묻고 있으며 이에

학생 1은 ‘2.0을 그대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였다. 여기서 ‘2.0’은 앞서

RC 카와 방지턱의 최초 충돌과 관련하여 구성한 모델 2.0을 말하는 것

이다. 모델 2.0은 방지턱에 대한 RC 카의 충돌각()에 따른 충격력의 변

화를 말해주는 모델이다. 즉, 학생 1은 모델 2.0을 모델 3.8에서 최초 충

돌 부분에 삽입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일정한 것으로 이상화된 충

격력이 충돌각()이라는 하위 변인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모델 3.8이 방

지턱의 기하학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정교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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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

[그림 4-22] 핀볼 게임을 연상시키는 모델 3.8(a),

모델 3.8에 모델 2.0을 조합하여 수정된 모델 3.9(b)

   

학생 1의 제안을 반영한 결과는 그림 4-22(b)와 같다. 충돌각()은 방지

턱의 너비와 높이가 정해지면 얻을 수 있는 값이므로 그림 4-23에 제시

된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데 모델 3.9를 사용할 수 있다. 모델 3.9는 이후

모델 4.0의 도출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모델 4.0의 도출은 모델

3.9를 수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모델 3.0의 설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목적

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모델링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모델 4.0의 도출과 관련한 논의는 앞서 모델 구성하기에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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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방지턱의 높이에 다른 RC 카의 변위를 보여주는 실험 결과

 
본 모델 기반 탐구에서 구성한 마지막 모델인 모델 5.0으로의 수정은

앞서 논의한 사례들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앞선 모델들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을 더욱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모델 5.0은 오히려 모델 3.0을 간소화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에 적절

한 부분만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례 68은 이와 관련된 대화

이다.

#68
교사: 아니면 그냥 2.0으로 가도 되지 않아?
학2: 아. 이쪽(x방향)으로는 강체니까!! x, y로 나눴을 때 x를 보면은 x는 강체잖
아.
교사: 그렇지. 그니까 2.0으로 그냥 해도 되지 않냐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용수철 상관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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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2: 어!! 되는 거 같아요
학1: 그니까 vx가 변하는 건..이게 얘 그냥 짤라서 없애요. 이 바퀴(바퀴랑 용수철),  
      얘 강체.
학2: 어차피 얘(용수철)는 위아래로만 움직이잖아. 이쪽으로는 안 움직인단 말    
     야. 그러면 vx는 2.0으로 하고 가속도는 3.0으로 가는 거지. H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탐구의 목적은 차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

서도 자동차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지턱의 물리적 조건

을 알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은 RC 카에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충격력을 가늠하기 위한 가속도 크기의 측정, 그리고 수평 방향의 진행 속

도가 방지턱에 의해 얼마나 감소하였는가를 가늠하기 위한 수평 속도 감

소량의 측정에 관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방지턱의 높이와 너비 그리고

충돌 속도의 변화에 따른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이하 ∆)을 측정한 결

과는 그림 4-24와 같고 다음과 같은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24] 방지턱의 높이, 너비, RC 카의 충돌 속도에 따른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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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지턱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는 증가한다.
② 방지턱의 너비가 감소하면 ∆는 증가한다.
사례 68의 대화는 이러한 경향성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을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에 관한 경향성

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RC 카를 강체로 취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교사는 RC 카를 강체로 취급하는 모델 2.0을 사용해보자는 제안을 하였

다. 그러나 이때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은 모델 2.0이 아닌 3.0과 관련하

여 나타났다. , 로 나눴을 때 만 보면 강체로 볼 수 있다던가 바퀴와

용수철을 없애자는 제안, 용수철은 어차피 수직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는

학생 1, 2의 발언들은 이들이 모델 3.0을 바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실제로 모델 3.0에서 ‘RC 카’라는 객체는 차체, 용수철, 바퀴의 조합으

로 구성된 탄성체이며 이때 용수철은 수직 방향으로만 변형됨을 가정한

다. 따라서 애초에 모델 3.0은 RC 카가 수직 방향으로 받는 충격력만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교사의 제안으로 인해 학생들은

모델 2.0이 RC 카를 강체로 가정한다는 점을 상기했고 모델 3.0의 수평

성분만을 고려한다면 RC 카를 강체로 취급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

올린 것으로 보인다. 모델 2.0은 RC 카를 강체로 취급하긴 하지만 접촉

시간이 일정하다는 이상화 가정을 포함하고 있어 RC 카와 방지턱 사이

의 충돌을 순간적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실제 현상과 동떨어진 면이 있

다. 반면, 모델 3.0은 충격력과 접촉 시간에 관한 이상화 가정이 모두 해

제된 상태로 RC 카가 방지턱 면을 타고 올라가는 실제 현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모델 3.0에서 RC 카의 수평 운동을 이용해 수평

방향 속도 감소를 설명한다면 모델 2.0을 이용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그림 4-25는 모델 3.0 그리고, 모델 3.0에서 RC 카를 강체로 취급

하고 수평 방향 운동만을 고려한 모델 5.0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모델

5.0의 목적은 수평 방향의 속도 감소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므

로 모델 3.0에 포함된 ‘RC 카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는 이상화

조건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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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b)

[그림 4-25] 모델 3.0(a)과 모델 3.0의 수평 성분으로 만든 모델

5.0(b)

요컨대, 모델 5.0의 구성은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모델 3.0

에 포함된 RC 카라는 객체를 탄성체에서 강체로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졌

다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에서 모델의 수정은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그러나 이들을 종합할 때 학생들의 모델 수정은 모두 모델에

포함된 객체, 변인을 수정하거나 정교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이상화 조건의 해제를 수정의 구체적 또는 암묵적 목표로

인식했다는 점은 모델을 정교화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

다. 표 4-6은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델 수정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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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학생들이 수행한 모델 수정의 세부 내용

수정 모델 세부 수정 내용 수정 
대상 비고

모델 2.0→ 3.0 용수철과 바퀴를 포함하도록 RC 카의 
구조를 정교화 객체

이상화 
조건의 
해제를
인식

모델 2.0→ 3.0 접촉 시간()을 하위 변인( , )으로 
정의하여 정교화 변인

모델 3.8→ 3.9 충격력을 충돌각()에 따라 달라지도록 
정교화 변인

모델 3.0→ 5.0 RC 카에서 용수철과 바퀴를 제거하여 
구조를 수정 객체

4.1.5.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에 나타난 과학자 활동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은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현상 사이를 자유자재

로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과학 활동은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현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모델을 중심에

두는 모델 기반 탐구는 자연스럽게 이론적 지식과 경험적 현상 사이 연

결을 시도하게 하므로 학생으로 하여금 과학자와 같이 활동하고 생각하

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과학자의 활동과 유사한 과정에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모델 기반 탐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서 인지

과학에 보고된 전문가의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학생과

전문가들이 보유한 내용 지식의 양과 깊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학 활동에 인간의 일반적 사유 전

략이 깊이 개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 발견된 과학자의 특징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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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1. 분지 모델의 사용

분지 모델의 중요성은 Hestenes(1986), Nersessian(1995)의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이들은 각각 ‘분지 모델(ramified

model)’, ‘일반 모델(generic model)’이라는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Hestenes는 학생들의 모델링에서, 그리고 Nersessian은 과학자의

모델링에서 이것들이 도구로 사용됨을 강조하고 있다.

Nersessian(1995)은 과학자가 현상을 접했을 때 ‘이 현상은 조화 진동의

문제다’와 같은 무의식적 모델링이 일어난다고 설명하면서 조화 진동모

델과 같은 정형화된 이론적 모델을 ‘일반 모델’로 칭하고 있다.

Nersessian은 이와 같이 현상을 일반 모델과 연결 짓는 능력을 과학자들

이 말하는 직관의 실체로 간주한다. Hestenes가 말하는 분지 모델은 등

속원운동, 조화 진동과 같이 뉴턴의 역학 이론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며

학생들에게 학습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때 학생들의 모델링은 탐구 맥락

에서라기보다는 문제 풀이 과정의 일환이다. Hestenes는 경험적 현상의

모델링을 분지 모델을 매칭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는 있으나 탐구 맥락

에서 학생들의 모델링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관한 판단에 관

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Hestenes, 1986).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분지 모델을 이용한 현상의 모델링은 학생들이 모

델을 구성하는 주요 방법이었다. 과학자의 직관에 관한 Nersessian의 논

의를 고려할 때 분지 모델을 이용한 학생들의 모델링은 과학자의 모델링

과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의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상의 모델링은 주로 학생 1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생 1은 현상과 분

지 모델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선택한 분지 모델을 그대로 이용하

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는 현상과 모델 사이 유사성의

인식이 이들 사이의 구조 또는 도식(Schema)의 유사성에 근거한다는

Holyoak(1987)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Holyoak는 이러한 특징을 과학자에

한정하기보다는 인간 사유 방식의 특성으로 보고 있어 학생과 과학자의

모델링에서 공통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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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2. 유비적 모델링

Gentner(2002)는 케플러의 사례를 분석하여 과학적 창의성과

개념 변화의 원천이 과학자의 유비적 사유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Dunbar(2001)는 서로 다른 미생물학 연구실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여 빈

번한 유비와 이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생산적 연구 활동의 원천임을 주

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생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유비적 전략을 사

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1은 방지턱에 충돌하는 RC 카를 비스듬

한 벽에 발사한 총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모델링하였다. 서로 다른

상황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학생 1의 유비적 모델링은 현상에 대하여 정

형화된 분지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현상을 분지

모델과 연관 짓는 활동도 정해진 논리적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일종의 유비로 간주할 수는 있다. 그러나 과학적 창의성이 유비의 원

천(source)과 현상(target) 사이 거리의 문제임을 고려하면(Holyoak &

Thagard, 1996), 단지 분지 모델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 창의적 요소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총알 유비를 이용한 학생 1의 모델링은 서로 다른 현상을 연결했다는

점에서 단순 분지 모델의 사용에 비해 좀 더 거리가 먼 유비(distant

analogy)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서 학생이

좀 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모델링을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4.1.5.3. 모델 시뮬레이션

Clement(2008)에 의하면 그가 정확히 ‘상상적 시뮬레이션

(imagistic simulation)’이라 칭한 모델 기반 시뮬레이션은 전문가의 모델

기반 사유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또한, Nersessian(1995)은 과학

자의 개념 변화에서 시뮬레이션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과학 혁명기

에 시각적 원천에서 유래한 ‘시각적 시뮬레이션(visual simulation)’이 과

학자 개념 변화에서 중요했음을 역사적 관점에서 피력하기도 하였다.

이때 Clement와 Nersessian이 중시한 모델 시뮬레이션은 모델에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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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조건에 의해 기계적으로 현상을 예측하는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과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이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어떤

가설적 모델을 상상하고 설명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점쳐보기 위한 전략

적 목표지향 활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현상을 설명하거나 모델을 수정하는 등의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수행한 시뮬레이션을 ‘능동적 시뮬레이션’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전적으로 주어진 모델의 구조에 의존하는 ‘수동적 시뮬

레이션’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능동적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유한 모델을 그대로 조작하기보다는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

운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변형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개인의 전략적 측면이 개입했다는 점에서

Clement와 Nersessian이 강조한 과학자의 시뮬레이션과 공통분모가 있

다고 판단된다. 물론, 학생들의 사유가 전문가들의 수준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들이 구성한 모델의 구조를 이해하고 모델을 조작하여 모

델이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새로운 현상에 연결했다는 점은 학생들이 전

문가의 활동과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의 활동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Clement(2008)는 모델 시뮬레이션과 같은 질적 사고 과정을 고차원적

사고 기술이 요구되는 우아한 방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학생들도 이와 같은 ‘우아한 사고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바탕에 모델이 있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4.1.5.4. 모델에 관한 회의적 평가와 과학 활동

Dunbar는 미생물학 연구실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과정과 인

터뷰 등을 바탕으로 실제 과학자 집단의 연구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과학 활동의 특성에 관해 논의하였다(Dunbar 1995, 1997). 이러

한 측면에서 그의 연구는 ‘인지-역사적 관점’을 표방했던 인지과학의 연

구 흐름과는 차별화된다. 인지-역사적 관점을 통한 과학자 사고의 연구

는 주로 과학자 개인의 역사적 업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Dunbar의 연구에서 나타난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예상치 못한 실

험 결과가 전체 실험 결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국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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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과학자 집단의 논의와 연구 활동이 가장 활발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다. 학생들은 모델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을 때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모델을 수정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총 23가지로 전체 사례의 35%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들

의 탐구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공유한 과학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

러한 특징이 발견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설명할 수 없는 실험 결과

에 관한 논의는 공유된 모델의 설명 영역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지식이

빈약한 학생들이 이러한 논의를 활발하게 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기 어려

웠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모델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맥락에서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

었던 것은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가 모델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는 점일 것이다. 예상치 못한 실험 결과가 발견되었을 때 학생들의 논의

는 대부분 모델의 조건, 객체, 변인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수정하거나

정교화해야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모델이 수정해야 할

대상임과 동시에 수정의 방향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논의를 촉진하

고 효과적인 모델 수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들이 모델의 한계점을 모델의 본성으로 인식함으로써 모델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것을 과학적인 활동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은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한층 더 근본적인 요소일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모델

이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논의의 단절을 막고 학생들의

논의가 반성적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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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델 기반 탐구에서 E-M-C 이동을 촉진한 요인

지금까지 코딩 결과 추출된 7가지 범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양상 및 나타나는 특징에 관해 논하였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들이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수행을 촉진하

였는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한층 근본적인 차원에서 종

합함으로써 모델 기반 탐구에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시사점에 접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행을 E-M 공간과 C-M 공간 사이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에 3장에서 제시했던 코딩

결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범주 세부 활동 관련 인지 활동 공간 이동 
유형

①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구성한 모델을 
현상에 연결하기 M→ E

② 수식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③ 모델 평가하기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 E→ M
④ 모델 수정하기

⑤ 모델링 이론적 지식을 
모델에 반영하기 C→ M

⑥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⑦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모델을 중심으로 
이론 선택하기 M→ C

위 표에서 E-M 사이 이동은 범주 ①～④, C-M 사이 이동은 범주

⑤～⑦에 해당한다. 따라서 각 해당 범주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수행을

바탕으로 E-M-C 이동을 촉진한 요인에 관해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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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M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

E-M 사이 이동은 범주 ①～④에 해당하나 ‘② 수식을 통해 현상 예측

하기’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모델 기반 탐구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범주 ①, ③, ④에 해당하는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모델 평가하기’, ‘모델 수정하기’와 관련된 활동

을 중심으로 E-M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4.2.1.1. 모델이 제공하는 준 형식적 인지 환경

1)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촉진한 요인

Hesse(1972)는 과학에서의 모델 기반 사유에서 중요한 것은

모델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라 강조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측 과정을 M→ E 이동으로 간주하였으며

이는 본 모델 기반 탐구에서 주로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나

타난다(표 4-7). 모델을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상상력을 동원하여

모델을 조작함으로써 모델이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에 도달하는 것

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현상의 예측, 설명, 가설 형성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능동적으로 모델을 조작하여 시뮬레이션할 수 있

었다.

[표 4-7] M→ E 이동에서 나타난 모델 시뮬레이션의 비중

M→ E

사례 수
전체 23(100%)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17(74%)
수식을 통한 예측 6(22%)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특별한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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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촉진한 요인의 상당 부분은 모델에 내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이와 관련하여 Morgan & Morrison의 지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Morgan & Morrison(1999)은 모델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경험 세

계의 사실과 모델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이유는 모델에 내재된 구조적 특징에서 기인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Morgan & Morrison이 말하는 구조란 구체적으로 모델

에 전제된 조건들을 의미한다. 모델의 조건은 모델의 행동을 제한하여

모델을 조작했을 때 논리적으로 특정 현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학

생들은 이를 이용하여 모델을 조작함으로써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 나타난 학생들의 수행은 시뮬레이션에 관한 Morgan

& Morrison의 지적을 뒷받침한다.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목표 의식을 가

지고 모델을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이러한 목표를 고려할 때 요구되는 조

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조건을 추가하

거나 수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조건의 차이로 인해 같은 모델을 이

용한 시뮬레이션은 각각 다른 현상으로 귀결되었다. 표 4-8은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학생의 진술을 포함한 자세한 시뮬레이션 과

정은 앞 절에 포함하였다). 표 4-8에서 밑줄이 들어간 조건은 학생이 추

가하거나 수정한 부분이다.

사례 37에서 학생 2는 모델 3.0에서 매 충돌 시 일정한 것으로 이상화

되어 있던 접촉시간 의 정교화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수

평 진행 거리 과 충돌 속도 를 이용해   로 정의함으로써 가

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제안은 학생 2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방지턱의 높이와 접촉시간 사이 관계를 예측한 결과 가능했다. 시

뮬레이션 과정에서 학생 2는 모델 3.0의 기존 조건에는 없었던 ‘방지턱의

높이와 무관하게 는 동일하다’는 조건을 도입했다. 이러한 조건이 없다

면 방지턱이 낮을수록 수평 진행 거리 이 길어진다는 관계를 말할 수

없으므로 학생 2의 추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학생 2가 의식적으로 이

러한 조건을 도입했다기보다는 예측의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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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학생들의 시뮬레이션과 이때 사용된 조건

모델 3.0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사례(37,52,53) 및 사용된 조건

#37



- RC 카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 는 방지턱의 높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
- RC 카가 방지턱을 진행하는 동안 용수철은 수축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다.

#52

- RC 카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 는 차체가 정지 관성을 유지하는 동안 용수철이 수축한 길이이다.
- RC 카가 방지턱을 진행하는 동안 용수철은 수축 한계에 도달하지 않는다.

#53

- RC 카의 수평 방향 속력은 일정하다
- 는 RC 카가 방지턱에서 분리되기 직전 RC 카의 높이이다. 
- RC 카가 방지턱을 진행하는 동안 용수철은 수축 한계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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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자연스럽게 도입한 조건으로 보인다.

사례 52는 학생 1이 학생 2와 같은 모델에 다른 조건을 도입하여 시뮬

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학생 1은 ‘방지턱의 높이에 무관하

게 가 동일하다’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았다. 학생 1은 차체가 정지 관

성을 유지하는 동안 용수철이 수축된다는 조건을 도입하였는데 이 경우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차체가 관성을 유지하는 시간이 다르므로 방지턱

의 높이에 따라 가 달라진다. 표 4-8의 두 번째 그림에서 수평 진행

거리에 따른 방지턱의 높이 증가율은 너비가 좁은 방지턱에서 크다. 학

생 1은 이 경우 RC 카의 차체가 정지 관성을 유지하기 쉬우므로 용수철

의 수축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 이를 통해 학생 1은 방지턱의 너

비가 넓어지면 RC 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

할 수 있었다. 용수철의 수축 길이 는 용수철의 탄성력을 결정하므로

RC 카의 수직 가속도 값과 직결된다. 따라서 ‘방지턱의 높이에 무관하게가 동일하다’는 조건은 방지턱의 높이에 따른 가속도 크기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했던 학생 1의 시뮬레이션 목표와는 배치되는 조건이다.

모델 3.0은 용수철의 수축 한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례 53에서

학생 1은 모델 3.0에서 RC 카가 방지턱을 진행하는 도중에 용수철이 수

축 한계에 도달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즉, 학생 1은 모델 3.0의 기존 조

건을 수정한 것이다. 학생 1이 굳이 이와 같이 조건을 수정한 이유는 18

cm* 3.0 cm와 같이 너비가 넓고 높이가 높아 경로가 긴 방지턱에서 충

돌 속도가 충분히 빠른 경우에 RC 카의 수직 방향 가속도가 급격히 증

가하는 변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학생 1은 용수철이 RC 카

가 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축 한계에 도달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여 시뮬

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이러한 변칙 현상과 연결지었다. RC 카가 방지턱

과 분리되는 지점인 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축 한계에 도달한다면 용수

철의 수축 길이에 따라 가속도의 크기가 비례하는 패턴이 깨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학생 1이 도입한 조건은 변칙적 현상의

설명을 위한 가설이라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모델의 조건은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달

하는 현상으로의 논리적 경로를 결정한다. 또한, 같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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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건을 고려하는가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는 달라진다. 이는 모델

시뮬레이션이 모델의 조건에 의존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생들은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했음에도 적절한 조건을 도입하거나 수정함

으로써 자신이 염두에 둔 특정 목적을 위해 서로 다른 시뮬레이션을 하

였다. 이는 시뮬레이션 과정이 학생들 각자의 전략적 행위였음을 말해준

다. 따라서 모델 시뮬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제공하는 논리적 경로

에 의존함에도 이를 완전히 형식적이고 경직된 과정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전략적 행위는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학생 개인의 일반적 사유 역량이 관여하였음을 시사한다. 학생들이 필요

에 맞게 조건을 추가, 수정, 삭제하여 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현상을 추론

하는 등 일반적 사유 역량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모

델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만일, 모델의 조건이 추론

가능한 현상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모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현상에

있어 엄청난 경우의 수가 발생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델을 바탕으로 한다면 모델에 포함된

조건의 변형이나 그에 따라 추론 가능한 현상의 경우의 수가 제한되므로

일반적 사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

요컨대, 모델의 조건은 모델이 도달할 수 있는 현상을 통제함으로써 시

뮬레이션을 가능케 한다. 또한, 모델의 이러한 특성은 학생들이 일반적

사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인지적 환경을 제공하여 M→ E 이동을 촉

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 모델 평가하기: 데이터의 해석을 촉진한 요인

모델 평가하기에서 나타나는 E→ M 이동은 주로 모델의 평

가를 위해 요구되는 데이터의 해석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데이터

해석이란 개별 측정치들의 집합인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 모델 평가의 근

거를 제공할 수 있는 일반적 진술을 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데이터에

서 관찰된 패턴이 모델의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해석을 E→ M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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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찰된 학생의 데이터 해석은 간단한 것에서부터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했으며 복잡한 데이터 해석은 주로 모델의 부정적 평가맥

락에서 나타났다.

그림 4-26과 표 4-9는 각각 본 모델 기반 탐구에서 고려한 전체 데이

터와 학생들이 이를 해석한 결과들을 정리한 것이다. 표 4-9에 제시된

데이터 해석 결과들은 모델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

되었다. 그림 4-26에 나타난 데이터들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므로 모

델을 고려하지 않고는 어떤 부분이 의미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이는

표 4-9의 데이터 해석 결과를 살펴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데이터 해석

결과들은 주로 충돌 속도, 수직 방향 가속도, 수평 속도 감소량, 수직 방

향 최대 변위, 방지턱의 높이와 너비, 접촉 시간 사이의 관계에 관한 진

술문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데이터 해석 결과가 주로 모델에 포함

된 변인들 사이 관계를 진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은 데이터 해석에

있어 모델이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학생들이 주로 모

델의 변인 및 그들 사이 관계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라봄으로써 의미

있는 특징을 찾아낼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모델을 공유했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데이터에서 같은

특징을 짚어내지는 않는다. 가령, 표 4-9의 ‘Ⅳ-1) 접촉시간이 짧은 경우

RC 카는 최대 가속도가 나타나기 전에 방지턱에서 분리된다’는 해석은

학생 2가 모델 2.0에 관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학

생 2는 높이가 낮은 방지턱에서 모델의 예측이 어긋나는 것이 모델 2.0에

서 접촉시간을 일정하게 가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았다. 이에

접촉시간이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10*1.0 방지턱의 보조데이터에 집

중하여 RC 카가 방지턱에서 분리된 이후 최대 가속도가 나타남을 확인

하였다. 이는 충돌 즉시 최대 가속도가 나타남을 가정하는 모델 2.0의 설

명 영역에서 벗어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데이터 안에서 접촉시간이 짧

은 경우 모델의 설명 영역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함으로써

학생 2는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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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충돌 속도, 방지턱의 너비 및 
   높이에 따른 수직 최대 가속도

Ⅲ. 충돌 속도, 방지턱의 너비 및 
   높이에 따른 수평 방향 속도 감소량

Ⅱ. 충돌 속도, 방지턱의 너비 및 
   높이에 따른 수직 최대 변위

Ⅳ. 방지턱을 넘는 동안 나타난 RC 
   카의 가속도 변화(가공 전 데이터)

[그림 4-26] 본 모델 기반 탐구에서 고려한 전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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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그림 4-26의 데이터를 해석한 결과들

모델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 해석 결과

Ⅰ-1) 충돌속도와 amax는 비례관계이다. 
Ⅰ-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amax는 증가한다. 
Ⅰ-3)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속도에 대한 amax의 증가율이 커진다. 즉, 
      기울기가 증가한다.
Ⅰ-4) 충돌 속도가 작은 영역에서 방지턱의 너비가 증가하면 amax는 감소한다. 
Ⅱ-1)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수직 방향 최대 변위(y)는 증가한다.
Ⅱ-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직 방향 최대 변위(y)는 증가한다.
Ⅱ-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직 방향 최대 변위(y)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Ⅲ-1) 충돌속도가 빠를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Ⅲ-2)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수평 속도 감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Ⅲ-3) 방지턱의 너비가 넓어지면 수평 속도 감소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모델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데이터 해석 결과
Ⅰ-5) 너비가 넓은 방지턱의 경우 충돌 속도가 매우 큰 영역에서는 가속도가  
      모델이 예측하는 값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Ⅰ-6) 방지턱의 높이가 낮아지면 모델이 예측하는 비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Ⅰ-7) RC 카와 방지턱 사이 접촉 시간이 짧은 경우 모델이 잘 맞지 않는다. 
Ⅳ-1) 접촉 시간이 짧은 경우 RC 카는 최대 가속도가 나타나기 전에 방지  
      턱에서 분리된다.

이는 모델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국면에서 형성된 학생 2의 개인적 문

제의식에서 촉발된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 이 과정에 나타난 학생

2의 데이터 해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

적인 실마리나 증거를 얻는 활동이었다. 이때 학생 2의 데이터 해석을

촉진한 것은 이론적 지식도, 데이터 해석법을 배우기 위한 별도의 교육

도 아니다. 학생 2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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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데이터에서 다른 학생들이 주목하지 못한 의미

있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수행이 가능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학생 개인의 일반 사유 역량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일반 사유 역량을 촉진한 요인은 모델에 내재된 것으로 추측된

다. 학생 2의 비판적 문제의식은 주로 모델에 포함된 변인 또는 변인 사

이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학생의 비판적 관점이 주로 모델

이 예측하는 변인들 사이 관계가 데이터와 정합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형

성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특징은 모델에 관한 문제의식의 범위

를 특정 변인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하므로 학생은 비판적 문제의식을 손

쉽게 형성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은 문제의식과 유관한 변인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으므로 복잡한 데이터 안에서 어느 부분을 보아야

하는가에 관한 선택의 범위가 제한된다. 이와 같은 인지적 환경은 문제

의식의 형성과 데이터 해석을 통한 증거 수집 활동을 촉진하여 학생이

일련의 문제 해결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요컨대, 변인은 모델에 관한 비판적 문제의식의 형성과 데이터 해석의

초점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사고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

한 인지적 환경은 제한된 사고의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일반

사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해석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으

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모델 수정하기를 촉진한 요인

모델 수정하기는 모델 기반 탐구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맥락이다. 여기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모델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원

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모델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에 관해

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대한 경우의 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와 같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모델을 수정한 사

례들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학생들의 모델 수정을 촉진하는 어떤 요인이

개입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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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모델 세부 수정 내용 수정 
대상 비고

모델 2.0→ 3.0 용수철과 바퀴를 포함하도록 RC 카의 
구조를 정교화 객체

이상화 
조건의 
해제를
인식

모델 2.0→ 3.0 접촉 시간()을 하위 변인( , )으로 
정의하여 정교화 변인

모델 3.8→ 3.9 충격력을 충돌각()에 따라 달라지도록 
정교화 변인

모델 3.0→ 5.0 RC 카에서 용수철과 바퀴를 제거하여 
구조를 수정 객체

그렇다면 학생들의 모델 수정을 촉진한 요인은 무엇일까? 위 표에서 주

목할 것은 마지막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모델 수정이 이상화 조건의

해제를 인식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모든 모델 수정이 객체나

변인을 정교화하거나 수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

생들의 모델 수정을 촉진한 요인은 이러한 특징들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화 해제란 모델에서 상황을 이상화하기 위한 조건을 해제함으로써

모델을 정교화하는 모델 수정 전략이다. 학생들은 전체 탐구 과정에서

모델 수정이 가장 어려웠으나 이상화 해제 개념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상화 해제 개념은 어떤 방식으로 학

생들의 모델 수정에 기여하는가?

이상화 해제를 위해서는 먼저 현상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를 모델의 조

건과 비교함으로써 어떤 조건이 현상과 모델 사이 괴리를 발생시키는가

를 판단해야 한다. 판단 결과 특정된 조건은 해제해야 할 대상이 된다.

이제 학생들은 ‘이 조건이 없다면 모델은 어떤 식으로 복잡해져야 하는

가’에 관해 고민하게 된다. 이때 조건은 통상 모델에 포함된 객체나 변인

의 이상화와 관련된 진술이므로(가령, ‘RC 카는 구형의 강체로 가정한다’

와 같은) 이러한 고민은 특정 객체나 변인에 집중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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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학생 4는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한 후 어느 정도 방지턱을 타

고 올라간 후 최대 가속도가 나타남을 관찰하고 ‘RC 카가 방지턱에 충

돌하는 순간 최대 가속도가 나타난다’는 모델 2.0의 이상화 조건이 이와

괴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학생들은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고자 다양

한 전략들을 제안하였고 그 중 RC 카를 바퀴-용수철-차체로 구성된 탄

성체로 취급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학생 2의 제안을 수용하여 모델

3.0을 만들 수 있었다.

이처럼 이상화 해제 개념은 모델 수정 국면에서 특정 이상화 조건을 해

제하기 위해 ‘모델에 포함된 객체나 변인을 어떤 식으로 수정하거나 복

잡하게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 초점을 제공한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상화 해제 개념은 모델의 수정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해제해야

할 조건과 유관한 특정 객체나 변인의 정교화’라는 구체적 국면으로 전

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상화 해제 전략은 특정 객체나 변인으로 초점을 집중할 수 있

도록 해줄 뿐, 사실상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관해서는 아무것

도 말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국면에서 학생들이 놓인 상황의 불

확실성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정교화하는 대상이 객체나 변인

임을 고려할 때 그 경우의 수는 학생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방대하

지만은 않다. 학생들의 수행을 살펴볼 때 객체의 정교화는 단순화된 객

체에 중요한 요인을 추가하여 그 구조를 한층 복잡하게 만드는 활동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인의 정교화는 일정하다고 가정된 변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하위 변인을 도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때

객체의 구조에 추가되는 요인이나 도입된 하위 변인들은 모델을 실제 상

황에 가깝게 만들고자 할 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들을 위주로 선택

된다. 실제로 학생 2는 모델 2.0에서 접촉시간을 일정하게 가정한 이상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접촉시간이 충돌속도()와 RC 카가 수

평으로 진행한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학생 2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접촉시간 를  로 정의함으로써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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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또한, 학생 1은 모델 3.8에서 매 충돌 시 충격력이 동일하다는 이

상화 조건이 충격력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학생 1이

생각하기에 방지턱의 기하학적 요인은 충격력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었

다. 이에 학생 1은 충돌각()에 따라 RC 카가 받는 충격력의 변화를 설

명하기 위해 앞서 구성해 놓은 모델 2.0을 모델 3.8에 삽입함으로써 모델

3.8의 충격력이 하위 변인 에 따라 달라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이상화 조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정 객체와 변인을 중

심으로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은 학생들이 모델 수정 국면에서 느

끼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학생들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 위 표에 나

타난 마지막 경우(모델 3.0→ 모델 5.0)는 모델을 오히려 한 단계 간소하게

만들어 원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든 사례이다. 여기서 학생들은

객체의 구조에서 용수철과 바퀴를 제거함으로써 모델이 RC 카의 수평

방향 운동과 관련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는

이상화 해제 개념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객체를 수정하는 방법이 제한

적이라는 점이 학생들의 수행을 촉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수행을 종합해 볼 때, 모델 수정을 촉진한 근본적 요인은 모

델 내부에 구축된 조건, 객체, 변인과 같은 구성 요소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델에 포함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모델 수정의 구체적 목적

과 초점을 형성함으로써 모델 수정 활동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수정에 관

한 경우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인지적 환경은 학생들이 일

반적 사유 역량을 발휘하여 나름대로 다양한 수정 전략을 모색하기에 용

이하게 작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모델 수정을 촉진했다 하겠다.

4) 종합적 논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할 때 결과적으로 학생들의 E-M 이

동을 촉진한 것은 모델이 제공하는 인지적 환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모델은 추론 가능한 현상을 제한하고 데이터 해석과 모델 수정의 초

점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일반 사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모델은 E-M 이동이 요구되는 비형식적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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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형식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일반적 사유 역량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모델이 제공하는 ‘준-형식적 인

지 환경’이라 지칭하고자 한다. 학생 1에 비해 이론적 지식의 이해가 부

족한 학생 2와 4가 C-M 이동 관련 활동에서와는 대조적으로 E-M 이동

관련 활동에서 논의를 주도하고 탐구를 이끌어갔던 점은 모델과 일반적

사유 역량의 이러한 관계를 뒷받침한다.

4.2.1.2. 메타 모델링 지식

모델 기반 탐구의 중심축은 모델이다. 따라서 모델의 본성과

모델을 다루는 방법에 관한 지식인 이른바 ‘메타 모델링 지식’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모델 기반 탐구의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들이 모델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모델은 설명

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델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대신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모델

을 만들고 평가하며 수정하는 것이 실제 과학 활동의 핵심임을 강조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모델에 개입하는 것을 과학적인 활동으로 인

식하도록 독려하였다.

모델을 사용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활동은 E-M 이동과 관련된다. 따

라서 메타 모델링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E-M 이동이 촉진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탐구 전체 과정을 살펴볼 때 확연히 드러

난다. 그림 4-27는 전체 탐구 과정에서 나타난 EMC 공간 이동 양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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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수업 이후

E

M

RC

[그림 4-27] 메타 모델링 지식의 효과

그림 4-27은 전사 자료에서 선정된 의미 단위의 공간 이동 유형을 시

간에 따라 표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시점은 모델링 수

업 시기를 의미한다. 이를 기점으로 학생들의 E-M 이동이 이전에 비해

활발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모델링 수업 전후에 나타난 학생들의

담화를 비교하면 메타 모델링 지식이 학생들의 논의 양상에 있어 양적

측면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10은

이를 보여주는 학생들의 담화 사례들을 비교한 것이다.

[표 4-10] 메타 모델링 지식의 전달 전후에 나타난 학생들의 담화 비교

모델링 수업 전

교사: 간단한 도형이나 점으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높아지는데, 결론만 보면 학3의 설명이 맞는데...
학1: 감을 못 잡겠어요.
교사: 감을 못 잡겠어요? 학1이 약간 당황스럽죠. 왜냐면, 저번에 설명이 너무  
      완벽했거든요.

대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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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수업 후

교사: 이 모델의 장점 먼저
학1: 장점!! 심플리피케이션!!
교사: 하하, 한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학1: 을 통한, 단순화!!
교사: 뭘 단순화했어요?
학1: 델타 v는 일정하다. 델타 t가 일정하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잡한  
     게 딱 간단해졌죠. 상수 취급할 수 있잖아요. 
교사: 근데 학3은 아까 그런 거를 일정하게 두는 게 별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같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학1: 그건 단점에 있어요. 일단 단점 말하면, 델타 t가 일정해요. 근데..
교사: 일정하다고 가정했죠?
학1: 네, 근데 델타t가 다른 변인에 의해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어요.
교사: 우리가 알지만, 네네 변할 수 있죠
학1: 네, 막 충돌속도라든지, 아니면 방지턱 높이에 따라서도 델타t가 달라  
     질 수 있어요. 
교사: 그런 점이 너무 단순화 돼 있다?
학1: 네

대화 ②

교사: 아니, H 찍고 분리되는 거지. 
학1: 그죠?
교사: 응
학1: 얘 일단 그 이유는 설명 못하는 건 맞는데.. 이제 저희 뒤에까지 설명  
     해야 하는 거 맞죠?
교사: 응
학1: 얘가 뒤에를 설명 못 하는 거야..

대화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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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①은 학생 1이 구성한 모델 1.0을 통해 예측된 현상이 실험 결과

와 정반대임을 확인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모델 1.0은 방지턱이 높아질

때 RC 카의 수직 최대 가속도가 감소할 것임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실

험 결과는 방지턱이 높아질 때 RC 카의 가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시점에서 교사는 학생 1로 하여금 실험 결과와 맞는 다른 설명

을 도출할 수 있을지 묻고 있다. 상당한 고민의 시간을 주었으나 학생 1

은 그 어떤 논의나 시도도 하지 못하였다. 모델 1.0은 충돌 상황을 극도

교사: 이 모델의 부족한 점. 안 좋은 점. 쉽게 얘기하면.            
학1: 음...
학2: 날아가는거
학1: 날아가는거?
학2: 설명 못하잖아.
교사: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사실 이 모델은..
학2: H가...
학1: H 이전까지만 설명이 돼요. 딱 H

대화 ④

교사: 사인값이 작아지는데 a값이 커진다고? 
학2: 네. 2.5를 넘어가면..
교사: 아.. 이게 말해 주는게?
학2: 2.5를 넘어가면..그러니까 세타가 45도를 넘어가면 사인값이 작아지  
     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래프를 보면 3.0일 때도 계속해서 증가하잖  
     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앞에 있는 이  가 더 커져야 우리가  
     실험한 결과가 설명이 되는거죠. 그러면은 앞에 있는 분수에서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한 가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 그래서 를 더...   
     그거(정교화) 해야 한다...

대화 ⑤

교사: 실제로는 우리 데이터를 보면은 충돌을 ‘빵’하고 거기가 최대가 아니  
      라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면서 점점 가속도가 올라가잖아요. 다 그렇  
      잖아요. 그런데 모델 2.0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2: 저 가정을 빼보죠 그럼 대화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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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단순화한 일반적인 모델이므로 간단한 뉴턴 역학을 적용함으로써 완

결된 이론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모델 1.0이 실험 결과의 어떤 특징

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은 학생 1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다. 메

타 모델링 지식의 이해가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1은 모델을 평가하

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학생 1이 생

각할 수 있는 옵션은 모델 1.0을 통째로 기각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모델과 관련된 더 이상의 논의는 불가능하며 탐구는 단절될 것이

다. ‘감을 못 잡겠어요’라는 학생 1의 반응을 통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학생 1과 비슷하게 다른 학생들에게서도 의미 있는 논의는 나타나지 않

았다.

반면, 모델링 수업 후에 이루어진 대화 ②～⑥에 나타난 학생들의 모습

은 앞선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대화 ②에는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델 3.8

을 평가하고 있는 학생 1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모델 3.8의 장점으로 다

수의 이상화 조건들이 전제되어 있어 상황이 단순하므로 이론적 설명이

간편해졌음을 들었다. 그러나 모델 3.8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모델이므로

조건을 해제함으로써 얼마든지 복잡해질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대

화 ③, ④에서 학생 1과 학생 2는 모델 3.0의 설명 영역이 한정되어 있음

을 인식하고 설명 불가능한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

다. 또한, 대화 ⑤에서 학생 2는 모델 2.0에서 접촉시간을 더 정교화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으며 대화 ⑥에서 모델의 조건을 인식하고 모델

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 조건을 제거해보자고 제안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모델링 수업 이후에는 모델이 실험 결과의 특정 측면을 설명

할 수 없을 때 논의가 단절되기보다는 그러한 한계점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을 제안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어

졌다. 학생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메타 모델링 지식에서 주로

표 4-11과 같은 내용들이 학생들의 수행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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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학생들의 수행에 기여한 메타 모델링 지식의 내용

메타 모델링 지식 영역 구체적 내용

모델의 본성 - 모델은 실제 현상을 단순화했다는 점에서 실제와  
  다르므로 반드시 설명력에 한계가 있다

모델의 평가
- 모델의 평가는 참 ․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현상을 어느 정도(degree)로 잘 설명하는  
  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모델의 수정
- 모델은 수정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명하지 못하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 이상화 조건은 모델을 단순하게 만드는 장치이므  
  로 이를 해제함으로써 모델이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이 모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평가

와 수정의 가능성을 인식하도록 할 뿐, 문제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해법

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결국, 학생은 스스로 모델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

단하고 원인을 파악하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교적 내

용 지식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므로 일반 사유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메타 모델링 지식이 효과적인 E-M 이동을 보장한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사고에 일반 사유의 영역이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E-M 이동을

촉진했다는 해석이 타당할 것이다. 메타 모델링 지식과 일반 사유 역량

의 관계는 그림 4-2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27에서 메타 모델링

지식은 E-M 이동을 크게 활성화시킨 반면 C-M 이동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는 내용 지식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C 공간에는 일반 사

유 역량이 개입하기 어려우므로 메타 모델링 지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4.2.1.3. E-M 이동을 촉진한 요인에 관한 종합적 논의

앞서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한 방식을 자세히 살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E-M 이동을 촉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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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모델이 제공하는 준 형식적 인지 환경 그리고, 메타 모델링 지식

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서 관찰된 E-M 이동은 모델이

나 메타 모델링 지식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직된 과정이 아니었

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이 E-M 이동을 직접적으로 촉진했다기보다 학

생의 일반 사유 역량을 촉진함으로써 E-M 이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종합하면 그림 4-28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메타 모델링 지식이 전달된 상태라면 모델을

중심에 두고 논의하는 것만으로 학생들이 E-M 이동에 참여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준

[그림 4-28] E-M 이동을 촉진한 요인

객체(objects), 변인(variables), 조건(constraints)과 같은 모델의 구성

요소는 모델이 준 형식적 인지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이다. 이

러한 모델의 구성 요소는 학생들의 탐구 수행에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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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구성 요소를 갖춘 건실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더불어,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들이 모델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모

델은 ‘사용’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으며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

닫게 한다. 또한, 모델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활동이 ‘과학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효능감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

루어지도록 한다. 따라서, 모델과 연계한 활동에서 메타 모델링 지식에

관한 수업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4.2.2. C-M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

앞서 모델이 제공하는 준 형식적 인지 환경과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

들의 E-M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E-M 이동에

서 논의를 주도했던 학생 2와 4가 C-M 이동과 관련된 활동에서는 의미

있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음을 고려할 때 E-M 이동과 C-M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은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C 공간과 M 공간 사이 이동은 표 4-12에 제시된 범주 5, 6, 7의 세 가

지 활동을 통해 나타났다. 범주 5, 6, 7은 모델을 구성하고, 모델을 수식

으로 나타내며, 모델에 적용할 이론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의

를 중심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대부분 학생 1이 주도하였으므로

이 절에서는 학생 1의 수행을 중심으로 어떤 요인들이 C-M 이동을 촉

진할 수 있었는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표 4-12] C-M 이동에 해당하는 세부 활동

범주 세부 활동 관련 인지 활동 이동 유형
⑤ 모델링 이론적 지식을 

모델에 반영하기 C→ M
⑥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⑦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이론 선택하기 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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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1. 과학 이론의 이해에 관한 확장된 관점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학생 1은 모델링을 할 때 분지 모

델을 사유의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분지 모델의 기술

적 측면만을 취하거나 이를 기하학적으로 약간 변형하기도 하였으며 주

어진 현상과 비슷하면서도 특정 분지 모델과 밀접한 현상을 유비적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학생 1은 과학적이면서도 수학

적 분석이 가능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3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4-13] 분지 모델을 이용한 학생 1의 모델링

모델링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되는 
분지 모델 분지 모델을 반영한 모델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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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의 (a) 사례에서 학생 1은 분지 모델의 기술적 측면을 차용하여

복잡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었으며, (b)에서는 RC 카가 방지턱에서 분

리된 이후 그리는 궤적을 포물선 운동모델의 기술적․설명적 측면을 모

두 이용해 모델링 하였다. 또한, (c)에서 학생 1은 비스듬한 벽에 발사된

총알이 튀어 나가는 상황을 매개로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의 RC 카를

(c)에 제시된 탄성 충돌 모델과 연결하였다. 그렇다면 학생 1은 어떻게

이와 같이 분지 모델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을까? 먼저 학생 1과

교사의 다음 대화를 제시하겠다.

교사: 모델 1.0의 가정이 뭐였어. ‘F가 일정하다’, ‘접선에 딱 충돌할 거다’ 라  
      는거. 그런데 너는 저런 가정들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  
      고, 왜 저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학1: 저요? 어...딱 뭐냐 깔끔해요. 
교사: 그냥 딱 봤을 때 떠올랐어요?
학1; 네, 봤을 때... 그냥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풀이법이 생각났습니다. 

학생 1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분지 모델의 출처가 학교 교육 및 학생 1

이 경험한 문제 풀이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학생 1과 같이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 교육

이나 문제 풀이를 이에 관한 충분조건으로 볼 수는 없다. 학생 1이 교과

내용을 받아들이고 문제 풀이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

들과 차별화되는 특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 논문의 자료만으로 이

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생 1이 분지 모델을 사유의 단위로 사

용했으므로 학교 수업과 문제 풀이 과정에서 이를 ‘인식’했다는 것은 어

느 정도 자명하다.

모델은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수식에 선행한다. 따라서

모델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법칙에 나타난 속성들 사이 관계 즉,

구문론적 관계를 넘어 그것이 도출된 배경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

야 한다. 다음 대화를 통해 학생 1이 추구하는 지식의 이해 방식이 구문

론적 관점을 넘어서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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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1: 네, 그래서 약간 공식 같은거 나올 때마다 증명 과정이 없고 딱 하고 튀   
     어나와 버리면 좀 불편해 가지고...
교사: 음..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 공식을 알았다는 느낌이 잘 안들죠
학1: 맞아요. 그리고 막 V = IR 있잖아요. 되게 실험적인 공식인데..
교사: 그렇죠
학1: 그냥 중학교 과정에서 띡 하고 나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조금 불   
     편했고. 근데 그게 실험적인 결과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거죠.
교사: 보일의 법칙이나 샤를의 법칙은 실험적인 식이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 실험적으로 ‘이런 규칙이 있군’하고 끝  
      나지 않아요.
학1: 그러면..
교사: 아 이거를 우리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학1: 그러면 이제 V =IR을 증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교사: 이미 증명은 가능해요. 교과서에 안 나온거죠
학1: 아 증명이 돼요 실제로?
교사: 네, 드루드 모델... 역학적인 관점으로요.
학1: 오... 신기하네요.

위 대화에서 학생 1은 중학교 때 처음 접한 옴의 법칙 공식을 떠올리며

그 공식이 갖는 이론적 타당성에 관한 설명이 없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했던 경험을 상기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 1은 ‘불편하다’는 표현을 사용

하였는데, 이는 학생 1이 내용 지식을 공부할 때 공식의 이론적 증명을

추구하려는 내적 동기를 보여준다. 이어 학생 1은 ‘그러면 이제 V =IR을

증명할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라고 묻고 있다. 이는 학

생 1이 모델을 속성들 사이 구문론적 관계의 증명을 위한 원천으로 인식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학생 1은 임의의 구문론적 관계를 모델과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학철학에는 과학 이론의 이해에 관해 이와 유사한 관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이는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관점(Semantic

view)’으로 구문론적 관점이 과학 이론에 대한 완성된 이해와는 동떨어

져 있다는 비판에서 연유한 것이다. 의미론적 이해에 따르면 이론은 그

것이 성립하는 구조물인 모델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Frigg, 2006)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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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성된 이해를 위해서는 이를 모델의 집합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

련하여 모델 기반 탐구에서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이해가 요구된다는 점

은 이미 여러 번 지적되기도 했다(Nersessian, 1989; Aduriz-Bravo,

2013). 물론, 학생 1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취한 것은 아닐 것이

다. 그러나 이론의 구문론적 관계에 관한 완성된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

에서 자발적으로 모델을 인식하려는 학습 성향이 형성되었을 수 있다.

C 공간을 이루는 이론적 지식을 모델링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이론적 모델을 인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델 기반 탐구에서 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이해가 강조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주어진 현상에 분지 모델을 ‘매칭’하는 것은 분지 모델을 인식하

는 것만으로 가능한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 1의 모델링을 촉진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다음 대화는 표 4-13의

모델링 사례 (b)와 관련된 사례 61의 일부로 이를 통해 학생 1의 모델링

을 가능케 한 또 다른 요인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교사: ... 얘들아, 우리가 현상을 단순화를 하고 또 성분을 나눠서 생각해보고,   
      비유적으로 뭔가 내가 아는 친숙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바꾸려고 하는 건  
      목적은 하나야.
학4: 단순화
교사: 단순하게 해서, 수학으로 식을 쓰고 싶어서 그런거야...
학1: 샘, 제가.. 이게 높아질수록 용수철이 더 많이 수축된 거라 할께요. 이거는  
     빵 수축됐고 이거는 완전 많이 수축 됐어요. 굴려요. 
교사: 응
학1: 후아아아..... 포물선 운동. 

위 대화에서 ‘높아질수록 용수철이 더 많이 수축된 거라 할께요.’라는

발언은 학생 1이 RC 카를 연직 방향으로 발사시키는 용수철의 역할에

주목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모델 3.0에서는 RC 카의 수평 방향 속

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했고 학생 1은 이를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학생 1은 모델 3.0에서 높이 에 도달한 용수철이 다시 팽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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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RC 카가 놓인 상황이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 1이 보기에  지점에 놓인 RC 카가 포물선

운동이 일어나는 조건을 만족했으므로 방지턱과 분리된 이후 실제로 RC

카가 어떤 궤적을 그리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표 4-13의 (b)에서 학생 1의 모델링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분지 모델의 조건과 주어진 상황 사이 유사성을 판단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학생 1의 발언은 표 4-13의 (c)와 관련된

대화에서도 나타난다.

교사: 근데 이걸 하는데.. 이 생각을 너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그때 어떻게 이  
      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나? 생각이 안 나다가 왜 갑자기 났을까?
학1: 저요? 아니 그..이게.. 그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걍 갈 때 어쩔 때 퓽~  
     하고 가고 어떨 때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왜 어떤 각도  
     에서는 이렇게 되고 어떤 각도에서는 올라가는지 대충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탄성충돌을 써놨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탄성  
     충돌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이 순간만은.. 그 딱 충돌  
     한 순간만은 딱 요고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위 인터뷰 내용에서 교사는 학생 1에게 탄성 충돌 모델을 이용한 모델

링이 가능했던 이유를 묻고 있다. 학생 1은 관련 정보를 검색하다가 탄

성 충돌과 관련된 블로그를 접했고, ‘탄성 충돌로 설명하면 되게 편하겠

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장은 짧고 간단하지만 모델링

과 관련된 학생 1의 방식을 잘 보여준다. 먼저, ‘탄성 충돌로 설명하면

편할 것이다’라는 말은 학생 1이 탄성 충돌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과 주

어진 상황을 견주어 적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했음을 말해준다. 이

는 학생 1이 ‘탄성 충돌을 어떤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가’ 즉, 탄성 충돌

모델의 사용 조건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충돌한 순간만은

딱 탄성 충돌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라는 발언은 학생 1이 탄성 충

돌을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적 구간을 설정했음을 의미한

다. RC 카가 방지턱을 넘어가는 전체 구간에 이를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충돌하는 순간만큼은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학생



- 179 -

1이 탄성 충돌 모델의 사용 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적용하기에 적절한 부

분만을 선택하여 얻은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학생 1은 분지 모델의 인식에서 더 나아가 해당 모델의 사

용 조건을 인식했기에 주어진 상황과 이를 비교하고 적용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분지 모델과 주어진 상황 사이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C→ M 이동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모델의 사용 조건을 인식하고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을 이

해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 내부의 내용을 초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이는 의미론적 이해보다 한층 더 ‘메타적’이다. 다음 논의는 학생 1이

분지 모델뿐 아니라 이론적 지식을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은 메타적 관점

을 지니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학1: 아 근데 3.0에서는 세타를 이용해서 힘을 못 표현하지 않아요? 여기서(모  
      델2.0)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설명했는데 여기는(모델3.0) 이제 아얘 용  
      수철 kx로 표현해버리니까..여기는 이제 세타로 했는데 여기는 이제 세타  
      가 사라.. 어디로 갔는지.. 세타를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나?? 
               
                                   (중략)

      근데 3.0에서는 힘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서 아예 Δp에 대해 표현하  
      는게 아니라 아얘 kx로 해버리자는 거니까. Δp를 이용해서 설명할 때 세  
      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잖아요...(중략)... 아얘 이제 이 방식을 파괴해버  
      리고 완전 새롭게 해버렸으니까. 원래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딱 새로운 거에서만.. 그니까 힘을 표현하는 방식을 아얘 새롭게 해버    
      렸다..

위 논의는 모델 2.0을 3.0으로 수정한 상황에서 모델에 적용해야 할 이

론에 변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는 학생 1의 발언이다. 학생 1은 뉴턴의 운

동 제2 법칙이 운동량의 변화를 이용하여 힘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므로

RC 카에 용수철을 포함한 모델 3.0에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

고 있다. 방지턱을 올라가면서 용수철이 수축하므로 RC 카에 작용하는



- 180 -

탄성력을 충격력으로 보는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이용해 힘을 표현하

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즉, 학생 1은 두 가지 지식을 ‘힘을 표

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하고 주어진 모델에 적용하기에 무엇이 더

적절한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이론적 지식에 포함된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판

단이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뉴턴의 운동 법칙과 탄성 이론 모두 모델

3.0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모델-이론

연결의 합리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공했는가’이다. ‘굳이 운동량 변화

를 통해 힘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는 학생 1의 주장은 이에 관한 실마

리를 제공한다. 이는 학생 1이 운동량의 변화를 통해 힘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운동 제 2법칙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음을 암시하기 때

문이다. 탄성력을 이용해 힘을 직접 정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뉴턴의 법

칙을 적용하는 것을 비효율적인 선택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이론적

지식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는 메타적 관점은 모델-이론 연결의 합리

성 판단(M→ C 이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요컨대, 학생 1이 C 공간과 M 공간 사이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었

던 요인은 전적으로 ‘이론적 지식의 이해’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구문론

적인 것을 넘어 의미론적인 것이며, 나아가 모델의 사용 조건 및 이론이

고안된 목적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메타적인 것이었다. ‘의미론적 이해’

와 ‘메타적 이해’는 결국 이론적 지식을 설명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사용

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M 이동에서 이론적 지식의

이해에 관한 이러한 요구는 모델 기반 탐구에서 과학 지식을 현상의 설

명을 위해 고안된 도구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2.2.2. ‘이론적 설명’이라는 목표의 인식

C-M 이동에 수월했던 학생 1은 분명 어떤 지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점이 있으며 이는 논의 과정에서 학생 1이 학생 2,

3, 4와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을 통해 종종 관찰되었다.

다음 대화는 모델 3.8에 관해 학생들이 실제 현상과 모델의 이상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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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사이의 괴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모

델 3.8은 RC 카의 수직 방향 운동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현상

의 이론적 설명을 위해 수평 방향 속도()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수

평 방향 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직접 관찰한 학생들은 실제와 상반되

는 이상화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때 학생 1은 오히려 수평

방향 속도()를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학생 1의 발언이다.

학1: vx가 일정하다고 한 게, 일단 속도가 가장 적게 감소할수록 좋은 방지턱   
     이잖아요.
학4: 많이 감소할수록..
학1: 아.. 네. 근데 일단 a의 y방향 최댓값이랑 vx 감소량 그걸 구해야 하잖아  
     요. 그런데 일단 vx 감소량은 그 뭐냐 영상에 구해져 있는데, 이제 ay를   
     구해야 하는데 거기서 이제 뭐냐, vx를 일정하게 놓는 게 ay를 구하기 쉽  
     다. 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를 일정하게 놓는 게 를 구하기 쉽다’라는 학생 1의 발언에서 ‘를

구하기 쉽다’라는 말은 수직 방향 가속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기 쉽다는

의미로 보인다. 여기에는 수직 방향 가속도의 이론적 분석을 위해서는

모델이 실제와 다르다 하더라도 상황을 이상화시킬 수 있다는 학생 1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는 학생 1이 모델링에서 현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활동을 이론적 설명을 위한 장치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뒷받침

한다. 다음 사례 역시 학생 1의 차별화된 인식을 보여준다.

학3: 비행기!
교사: 비행기에서 어디?
학3: 비행기는요. 큰 활주로 있고 맨 마지막에 이거 올라가는 거밖에 없잖   
     아요. 근데 슝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 자동차라고 했어도 이렇게  
     갔다가 일단 날 거 아니에요. 난 다음에 떨어지겠죠. 
학4: 풍선 같은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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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글쎄..비행기가 나는 거랑 지금 얘가 날아가는 거는.. 조금 이유가 다른 거  
      같은데.. 
학2: 왜 갑자기 전반사가 떠오르지? 하하하

위 대화에서 학생들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RC 카의 운동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현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 3은 방지턱을 넘어가는

RC 카의 운동을 이륙하는 비행기와 연결하고 있다. 학생 3은 RC 카가

방지턱을 딛고 날아가는 장면이 시각적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학생 2와 4는 각각 풍선과 전반사를 언급하

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시각이나 경험에 의존한 피상적 유비는 현상

의 분석에 어떤 이득도 가져오지 못한다. 다음은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1이 모델링의 목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상기시키는 장면이다.

교사: 그런 의미에서 세타를 고정시키기 위해 직선으로 봐도 괜찮지 않냐. 이   
      런.. 말하자면 이것도 모델링인 거에요. 실제와 같아요? 아니잖아요. 하  
      지만 간단히 해서 얘를 우리가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뭔가 목  
      적을 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거지.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학3의 ‘비행      
      기의 유비’는 어떻다고 생각해 뭔가 효율성이 있나 아니면..
학1: 근데 비행..기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거기선 뭐냐 여기선 이렇게 날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근데..설명을 이거 유비를 하는 이유가 설명을 더  
     쉽게 할려는 건데. 비행기의 운동을 설명하려면 확실히 더 힘들지 않을   
     까요?

(중략)

교사: 왜 유비라고 생각해? 그 이유는 뭐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야?   
     서로 반박을 한번 해봐요.
학1: 유비는 아니야. 
학2: 왜?
학1: 유비는 일단, 뭔가에 딱 분석하기 쉬운 걸 연상해가지고 딱 그걸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같애. 
학2: 그래?

위 대화에서 학생 1은 유비를 통한 모델링의 목적이 현상의 이론적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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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쉽게 하기 위함임을 강조하였으며, ‘분석하기 쉬운 걸 연상해야 한

다’라고 지적하면서 학생 3의 비행기 유비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밝히

고 있다. 여기서 학생 1이 말하는 ‘분석’은 이론을 적용한 수학적 분석으

로 해석된다.

지금까지 제시한 사례들에 나타난 학생 1의 차별점은 이론적 설명, 구

체적으로는 이론을 적용한 수학적 분석을 모델링의 목표로 인식하고 이

를 우선시 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학생 1의 인식은 그가 모델링에 분

지 모델을 동원한 주된 이유로 생각된다. 분지 모델은 뉴턴의 역학 이론

과 같은 보편적 이론을 만족하는 이상적 시스템으로 가령, 교과서의 단

원을 구성하는 등속 직선 운동, 등가속도 운동, 등속원운동, 포물선 운동,

탄성충돌, 조화 진동과 같은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현상에서 시작된 것

이 아니라 이론에서 파생된(ramified) 것이다. 따라서 분지 모델을 사용

해 모델링을 하면 이론의 적용이 어느 정도 보장되므로 현상의 수학적

분석이 용이해진다. 모델링 과정에서 나타난 학생 1의 발언들은 이러한

추측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한다.

자신이 만든 모델에 대해 교사와 나눈 대화에는 학생 1이 분지 모델을

동원한 의도가 나타나 있다. 다음 대화는 모델 1.0을 만들고 난 후 이루

어진 것이다.

교사: 모델 1.0의 가정이 뭐였어. ‘F가 일정하다’, ‘접선에 딱 충돌할 거다’ 라  
      는거. 그런데 학1은 저런 가정들을 되게, 어떻게... 생각하고 한 건 아니  
      고, 왜 저런 모델을 만들었어요?
학1: 저요? 어...딱 뭐냐 깔끔해요. 
교사: 그냥 딱 봤을 때 떠올랐어요?
학1; 네, 봤을 때... 그냥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풀이법이 생각났습니다. 
교사: ...저렇게 하면 수학으로 넘어가기가 쉬울 거라는 걸 그냥 안거에요. 사실  
     모델링을 하는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수학으로 편리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  
     잖아?
학1: 맞습니다. 

 어떻게 모델 1.0을 만들었느냐는 교사의 질문에 학생 1은 ‘딱 깔끔해요’

라고 답했다. 모델 1.0이 모든 충돌에서 충격력을 일정하게 가정하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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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무시하는 등 실제 현상을 매우 단순화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델

1.0이 현상을 정교하게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

생 1은 자신이 만든 모델을 ‘깔끔하다’고 평가하면서 실제 현상과 모델

사이의 괴리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학생 1이 모

델링 과정에서 현상과 모델의 완벽한 매칭보다는 모델 안에서의 완결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만족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어진 교사와의

대화에서 모델링의 목적이 ‘수학으로 편리하게 표현하고 싶은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기도 했다. 이어지는 대화는 학생 1이 방지턱에 충돌하는

RC 카를 벽에 발사한 총알과 비슷하다고 보고 탄성충돌 모델로 모델링

한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교사: 근데 이걸 하는데.. 이 생각을 너가 아이디어를 냈잖아. 그때 어떻게 이  
      런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나? 생각이 안 나다가 왜 갑자기 났을까?
학1: 저요? 아니 그..이게.. 그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걍 갈 때 어쩔때 ‘퓽’    
     하고 가고 어떨 때는 바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왜 어떤 각도  
     에서는 이렇게 되고 어떤 각도에서는 올라가는지 대충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블로그에 탄성충돌을 써놨는데 그냥 이거 이렇게 탄성  
     충돌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편하겠더라고요. 이 순간만은.. 그 딱 충돌  
     한 순간만은 딱 요고로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사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된 경위에 관해 물었을 때 학생 1

은 ‘탄성 충돌로 설명하면 되게 편할 것이다’, ‘딱 이걸로 설명할 수 있겠

더라고요’라고 대답했다. 이는 학생 1이 현상을 탄성 충돌 모델과 연결한

의도가 결국 이론적 설명의 용이성임을 직접적으로 말해준다.

요컨대, 학생 1은 모델링을 현상의 이론적 설명을 위한 목표지향적 활

동으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지 모델을 사용했다 할

수 있다. 학생 1이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관찰되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학생 1은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내기 위한 논의에 유일

하게 참여한 학생이었다. 분지 모델은 이론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이므로

이를 조합거나 변형시킨 모델은 ‘이론을 적용하여 현상을 수학적으로 설

명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 성공이 보장된 방법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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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분지 모델을 이용하여 구성된 모델은 이미 이론 적용에 관한 청사진

이 반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 1은 이러한 과정에 충실하게

모델링 하였으므로 모델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식으로 쓸 때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분지 모델을 활용하여 모델링 하는 것은 이후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에서 요구되는 대부분의 정량적 설명 과정을 결정한다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링의 목표를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은

‘왜 현상을 단순화해야 하며 어떻게 단순화해야 하는가’에 관한 방향성을

설계할 수 있다. 또한, 이론적 설명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모델링

활동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지향점을 제공하여 분지 모델의 사용과 같은

전략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

델링의 목표를 정확히 인식하고 모델 기반 탐구가 이를 추구하는 ‘목표

지향적 활동’임을 이해하는 것은 C-M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4.2.2.3. C-M 이동을 촉진한 요인에 관한 종합적 논의

C-M 이동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론적 지식에 관한 완성

된 이해였다. 모델 기반 탐구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지식에 관한 완성된

이해는 과학 이론에 관한 의미론적 관점과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며, 더

나아가 이론이나 모델의 목적과 사용 조건을 인식하는 한층 더 메타적인

것까지 포함한다. 더불어, 이론적 설명을 추구한다는 모델 기반 탐구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내면화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모델링 과정이 원천(source: S)과 표적 현상(target: T)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에 근거하여 일어남을 고려할 때 S와 T 사이 유사성의 판단은 적

어도 S와 T의 비교가 가능함을 전제한다. 모델링의 결과물은 특정 현상

을 설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 구성의 원천이

되는 이론적 지식 역시 ‘시스템’ 단위로 인식될 때 모델링에 유리할 것임

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현상의 모델링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모델

기반 탐구에서 모델링의 원천으로서의 이론적 지식은 시스템의 집합 다

시 말해, 모델의 집합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이해와 더불어 C-M 이동을 위해서는 모델의 사용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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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이나 특정 이론이 고안된 목적에 관한 이해가 필요했다. 모델 기반 탐

구에서 이론적 지식은 ‘모델링의 도구’이다. 어떤 도구를 효과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 그 도구가 만들어진 목적과 용도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

라는 상식적 관점에서도 이론적 지식에 관한 메타적 이해의 중요성을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의 C-M 이동을 위해 가장 근본적으로 갖추어

져야 할 것은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링의 목표에 관한 명확한 인식이

다. 이는 학생들이 이론적 지식을 ‘도구’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근본적

동기가 이러한 목표 의식에서 연유하기 때문이다. 그림 4-29는 C-M 이

동의 촉진에 관한 분석 결과를 도식화 한 것이다.

C

[그림 4-29] C-M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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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려움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인지적 요구에

직면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

다양한 어려움이 노출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모델 기반 탐구가 실제

과학 활동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은

과학자의 활동을 추구하는 과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구체적 목표를 시사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절에서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이러한 어려움이 어디서

연유하는가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려

움을 열거하기보다는 E-M-C 틀을 기준으로 각 공간 이동에서 노출된

어려움을 찾아보고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좀 더 근본

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4.3.1. E-M 이동에서의 어려움

이 절에서는 E-M 공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활동

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현상을 단순하게 만든다(E→ M)

②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수정한다(E→ M)

③ 모델을 조작하여 현상을 예측한다(M→ E)

 4.3.1.1. 현상을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경험 세계의 실제 현상은 셀 수 없이 많은 변인들이 복잡하

게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탐구

의 목적을 고려하여 주어진 현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탐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관심 변

인만을 추출해야 하고 선택된 변인들을 조작했을 때 유일한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하는 이상화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상의 모델링 과정에서

특정 요인이나 변인을 고려하지 않거나 실제 현상과는 동떨어져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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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화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과정이다. C 공간의 과학 이론은

모델을 거치지 않고 E 공간의 현상과 직접 연결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불가피성은 인간의 지적 한계라기보다는 과학의 본성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러한 단순화, 이상화 과정을 통해 구성된 모델이 실

제와 다르다는 점에 대해 불편감을 표현했다. 다음 사례는 이와 관련된

학생과 교사의 대화이다.

학2: θ를 여기로 잡아도 될까요? 
교사: 그렇죠. 왜냐면 아까 그린 그림이 ‘충돌 순간’을 그린 거니까.
학2: 근데 여기서 박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 여기서 박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오케이. 뭔지  
      알겠어. 학2야 바퀴가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박는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실제로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바퀴와 방지턱의  
      접점) 박는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학2: 그니까요. 그래가지고 원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접선의 좌표를 만나는 좌   
     표를 구한 다음에..
교사: 만약에 여기 실제 바퀴가 이렇게 닿는다..라고 하면요. 
학2: 그러면, x 좌표가 나오니까 x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접선 구해서 미   
     분 때리면... 
교사: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쉽게, 이렇게 하는 게 쉽죠. 점으로 보고
학2: 그건 맞죠. 그건 팩트죠.

 위 대화에서 학생 1은 모델 2.0에서 충돌 각도라는 변인의 설정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모델 2.0에서는 그림 4-30(a)와 같이 RC 카가 방

지턱에 충돌하는 각도를 지면과 방지턱 프로파일의 접점에서 그은 접선

을 기준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학생 2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충돌 각

도가 그림 4-30(b)와 같이 바퀴의 크기를 고려하여 실제 바퀴와 방지턱

이 접촉한 지점에서 그은 접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 2는 바퀴의 크기를 무시하고 충돌 지점을 이상화한 것에 관해 상

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와 같이 모델링하는

것이 설명하기 쉽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는 학생 2가 RC 카를 점으로 취급하는 것이 설명에 용이함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생 2는 모델 2.0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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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30] (a) 모델 2.0에서 정의한 충돌 각도, (b) 학생 2가 말하는 충돌

각도

  

    
니라 모델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실제와 다르다는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

끼는 것이다. 다음은 학생 2의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는 다른 사례들

이다.

교사: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찾아봐요. 칠판에 2.0 모델을 다시 잘 그려놓  
      을 테니까. 혹시 아까 너희가 말한 두 가지 가정 말고 다른 가정 없어요? 
학3: 접촉 시간이 동일하다
교사: 아 맞어. 
학2: 샘 근데요. 속도가 변하면 접촉시간이 비슷할 수가 없지 않아요? 
교사: 그렇죠. 근데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슷하다고 가정을 한 거죠. 사실 비슷  
        하진 않아요. 그거 때문에 설명이 뭔가가 안되겠죠. 
학2: 맘에 안들어요
교사: 그죠 맘에 안들죠. 그래서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  
      제로 해봤잖아요. 나중에 해결해야죠.

학2: 저는.. 델타 t가 마음에 안 든다니깐요.
교사: 그냥 니가 작성한 거를 발표를 해봐. 마음에 드는 점과 안드는 점. 
학2: 일단은 시간을 일정하게 뒀다는 점이 마음에 안들어요. 저희가 경험상,    
     제가 트래커 장인으로서 영상을 적어도 다섯 번씩은 돌려봤단 말이에요.  
     체감상 속도가 다르면 델타 t가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교사: 그니까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학2: 그니까 꺼림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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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탐구는 RC 카를 다양한 속력으로 방지턱에 충돌시키고 수직 방향

가속도를 측정하여 RC 카가 받는 충격을 가늠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속

도 데이터는 충돌 속도, 방지턱의 높이, 방지턱의 너비에 대해 특정 경향

성을 나타내고 학생들은 왜 그러한 경향성이 나타나는지 물리학 이론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에 충돌 이론을 적용할 때 충돌 시간(Δt)은 중

요한 변인이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충돌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

하기가 어렵고 가속도의 최댓값만을 데이터로 취한 이 실험에서 충돌 시

간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충돌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전제한 모델 2.0과 모델 3.8에서는 RC 카와

방지턱의 매 충돌에서 충돌 시간을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학생 2는 모델에 이와 같은 가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

다고 생각하고 있다. 위의 첫 번째 사례는 모델 2.0에서, 두 번째 사례는

모델 3.8에서 학생 2가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학생 2는 자신이 충돌 시간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에 관해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경험상, 트래커를 여러 번 돌려본 사람으로서’라고 표현

하였다. 이는 이 학생이 모델을 만들 때 판단 기준이 E 공간에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처음 제시했던 충돌 각도 설정과 관련한 사례 역시 학생

2가 시각적 정보 또는 일차적 측정 데이터를 근거로 불편함을 표현했으

므로 여기서 학생 2의 판단 역시 E 공간에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생 2의 인지적 성향이 E 공간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전체 논의에서

학생 2의 기여가 주로 E-M 이동에서 두드러졌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학생 2는 모델의 예측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을 평가하

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학생 2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험 데이터에서 중요한 경향성을 찾아내고 모델이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C 공간으로는 좀처럼 진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C-M 이동에서

는 거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다. 또한, ‘경험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론

적으로는 모르겠다’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학생 2가 모델과 지각된 실제 사이의 괴리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

은 무의식적으로 과학적 분석은 실제를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

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학생 2가 모델이 이론적 지식을 적용하여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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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술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점을 내면화하지 못했기 때문

으로 이해된다. 과학자의 활동에서 모델이 실제 현상과 얼마나 정합적인

가를 평가하는 활동은 결국 정량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Hesse,

1953). 따라서 모델 기반 탐구에서 이론적 분석이 가능한 완결된 모델을

만드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학생 2가 느끼는 불편

함은 모델 기반 탐구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2의 이러한 어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C 공간의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기 위한 대상은 항상 단순하고 이상화된 것 즉, 구

조화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강하게

인식하면 모델이 실제와 괴리된다는 불편함은 의중에서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현상을 단순화 ․ 이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C

공간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생 2의 어려움은 과

학 이론에 관한 전체적인 이해의 부재와 그것을 구조화된 상황에 적용해

본 경험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C 공간에

관한 이해의 부족이 E 공간의 실제를 추상화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4.3.1.2. 과학 이론이 항상 현상과 합치될 것이라는 믿음

학생 1은 방지턱의 높이가 증가할 때 RC 카의 수직 가속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그림 4-31(a)와 같은 모델을 만들었다. 방지턱이

높아지면 충돌 각도()가 증가하므로 충돌면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충격력 F의 방향은 수직 성분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게

학생 1의 예측이다. 그림 4-31(b)는 이와 관련된 학생 1의 수학적 설명

이다. 학생 1의 예측대로라면 방지턱이 높아질 때 RC 카의 수직 가속도

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 방지턱의 높이가 증가하면 RC 카의

수직 가속도 크기 역시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그림 4-31(c)). 자신

의 예측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학생 1은 완전히 반대로 측정된

실험 결과에 당혹스러워했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생 1이 만든 모

델이 실험 결과를 전혀 설명할 수 없음을 인지시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

가에 관하여 각자의 가설을 그림을 그려 발표하게 하였다. 모델의 옳고

그름을 차치하고 다른 학생들은 나름의 가설을 세워 실험 결과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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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31] (a) 학생 1이 만든 초기 모델. (b) (a)를 이용한 학생 1의 예측 과정.

(c) 방지턱의 높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직방향 가속도의 크기

  

 
 경향성을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 1은 주어진 시간이 지나고 다른

학생들이 발표하는 동안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다음 대화에 나타난 것과 같이 ‘감을 잡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어

려움을 표현했다.

교사: 그러니까 누가 작용시키는지를 보면 휘둘리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점에   
      좀 집중하셔서 해보세요. 자.. 그럼 방지턱이 높아지는데.. 결론은 학3   
     이 것이 맞는데...
학1: 감을 못 잡겠어요.
교사: 감을 못 잡겠어요? 학1이 약간 당황스럽죠. 왜냐면, 저번에 설명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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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성분 분해해서 사인 코사인 해서 충돌 각도  
      가 증가함에 따라 이렇게 될거야. 하고 예측까지 했거든.

 학생 1이 만든 모델은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이라는 현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모델이므로 완결된 수학적 설명을 도모하기에는 용

이하다. 학생 1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예측은 뉴턴의 운동 법칙에 근거한

엄밀한 수학적 논리를 통해 도출된 유일한 결론이므로 완전히 반대의 실

험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학생 1에게 이러한 불일치

는 곧 이론적 지식과 수학적 논리의 흠결을 의미하므로 실험 결과를 설

명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가설을 세우라는 과제는 마치 새로운 이론을 고

안하라는 요구와 같이 들렸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1은 아무것

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을 느꼈을 것이다.

C-M 상호 이동에서 학생 1의 기여는 독보적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 1은 현상과 분지 모델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인식하고 이론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하였고 모델의 구조를 수학 관계식으로 어

려움 없이 기술하였다. 또한, 이론의 의미론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습 경

향성을 갖고 있었으며 모델에 적합한 이론적 지식을 선택하고 그 효율성

을 평가하는 등 지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론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실험 결과와 어긋나는 상황에서 보여준 학생 1

의 무력감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지식과 수학적 논리에 관한

교조적 믿음을 보여준다.

이론적 지식이 경험적 현상의 모든 측면과 합치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모델 기반 탐구 특히, 현상을 모델에 반영해야 하는 E→

M 이동에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학생 1의 이러한 어려움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실제로

학생 1은 모델링 수업 이전의 탐구 초반에 모델 수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의 아이디어 대한 의견만을 덧붙이는 등 다

소 방관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C 공간이 개입하는 국면이 시작되면

학생 1은 적극적으로 논의를 주도하면서 태세를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

다. 다음 대화는 학생 1이 갖고 있는 물리학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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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 1.5, 2, 2.5, 3, 3.5, 4? 정도, 폭은?
학2: 35개 가죠. 
교사: 일단 표로 딱 작성을 해주세요. 너비 3개? 21개네. 너비 다섯 개 한다고?
학2: 35개가 딱 깔끔한데?
교사: 사이즈 나와 있는 논문이 이거야..
학1: 오... 이게 물리지
교사: 이거를 사인의 일부, 서큘러는 원의 일부, 패러볼릭은 포물선. 뭐 이런걸   
      많이 쓰는데..

 위 상황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작할 방지턱 모형의 모양과 크기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이다. 교사는 방지턱에 관한 전문가 연구에서 통용되

는 방지턱 모양을 참고하기 위해 관련 학술지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제시

하였다. 이 논문은 교통 공학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다양한 형태

의 방지턱을 넘는 자동차의 운동 방정식을 복잡한 행렬로 풀어내는 내용

을 포함하고 있다. 이때 학생 1은 복잡한 수식을 보고 ‘오, 이게 물리지’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학생 1이 물리학을 이론과

수식을 위시한 엄밀한 논리 체계로 인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론적으

로, 학생 1이 생각하는 물리학은 E 공간보다는 C 공간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생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이론에

의한 예측과 현상이 어긋나는 상황을 경험하기 어려운 교육적 현실에 있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과서 실험부터 과학자 논문에 이르기까지

기록된(encoded) 형태의 지식은 그 발전과정이나 실패의 이력을 좀처럼

노출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식 생산의 결과물’로서의 이론 그리고, 이

론의 예측이 잘 맞는다는 예시들만을 반복적으로 대면해 온 학생들은 과

학 이론을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만능의 도구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모델 기반 탐구에서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실험 결과

를 설명하지 못하는 생소한 상황하에 위기를 맞게 된다.

교사는 학생 1이 만든 모델(그림 4-31(a))을 공식적으로 모델 1.0으로

지정하고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에 관한 첫 번째 모델로 삼았다. 그러

나 이는 가장 중요한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는 모델이므로 수정이 필

요했다. 교사가 판단하기에 이 모델의 문제점은 충돌 각도()와 관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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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격력()을 일정한 것으로 취급한 조건에 있었다. 즉, 교사는 지나치

게 단순화된 충격력을 정교화하는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충돌 각도가 증가할 때 충격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경험적 사

실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 1은 이 상황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이어

가겠다.

 4.3.1.3. 경험적 직관을 압도하는 이론

학생 1이 만든 모델 1.0은 학생 1의 말처럼 ‘깔끔한’ 수학적

분석이 가능하나 실제를 극도로 단순화시킨 모델인 만큼 많은 이상화 조

건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한 가정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RC 카는 무차원의 점으로 가정한다.

② 충격력은 충돌면과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③ 충돌 각도()의 변화에 대하여 충격력의 크기는 일정하다.

④ 바퀴가 방지턱에 충돌하는 순간에 최대의 가속도가 나타난다.

⑤ RC 카가 방지턱에 충돌할 때 충돌 시간(∆)은 모두 동일하다.

⑥ 중력, 공기저항, 마찰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모델은 모델 단위의 사고를 통해 만

들어졌으므로 학생 1이 이러한 조건을 개별적으로 인지했을 가능성은 거

의 없다. 이 시점은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이므로 학생들은 모델

에서 조건을 분리하여 생각하거나 이상화 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모델 1.0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교사는

방지턱이 높아짐에 따라 RC 카의 수직 가속도 크기가 증가한다는 실험

결과의 설명을 위해 모델 1.0의 가정 중 ③번 항목(충돌 각도())의 변화

에 대하여 충격력의 크기는 일정하다)을 해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충돌 각도에 따라 RC 카가 받는 충격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시키기 위해 일상 경험을 연결고리로 접근하였다.

다음 대화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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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예를 들어, 롤러스케이트 같은 걸 타고 가다 저런걸 만났어. 그럼 첫 번째  
      는 음~ 하고 넘어가겠지. 부드럽게. 두 번째는 ‘퍽’ 하겠지. 
학2: 코 부러져요. 
교사: 만일 속도가 똑같다면, 높이가 높아질수록 충격력이 커지지 않나요?
학3: 네
학1: 어.. 그런가?
교사: 만일 충격력이 커지는 정도가 저걸 압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학1, 두 번  
      째 그림 화살표 더 길게 그려줄래? 
학1: 더 길게요? (길게 그림)
교사: 오케이. 자 이제 거기서 성분 분해를 해봐요.
학2: 너무 뻔한데?
교사: 높이가 높아졌다 해서 수직 방향 가속도가 작아질 거란 보장이 없죠.
일동: 그러네
교사: 그러면 저거를 수학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지.
학1: 어.. 그런데, 여기서 왜 더 커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위 대화에서 교사는 그림 4-32와 같은 상황을 가정하고 학생들로 하여

금 충돌 각도를 90°에서 0°까지 변화시키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는 이론적 설명을

원한 것이 아니므로 학생 2, 3, 4는 어렵지 않게 (a)에서 (c)로 갈수록 물

체가 받는 충격력의 크기가 작아질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특별한

이론적 설명이 없다 해도 (c)의 경우와 같이 충돌 각도가 거의 0°인 상

황을 상상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충격력의 크기가 충돌 각도에 따라

달라지리라는 점에 어렵지 않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학생 1은 이점에 동의하기 어려운 듯 ‘어... 그런가?’라고 하면서 판

단을 유보하고 있다. 그림 4-32와 같은 상황에서 경사가 커질수록 충격

력이 증가하리라는 것은 일상 경험을 통해 누구나 쉽게 납득할 수 있는

현상이다. 따라서 학생 1의 유보적 태도가 이를 경험적으로 납득하지 못

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다면 학생 1이 이러한 상황

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을 유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더 커지는지를 모르겠어요’라는 학생 1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이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왜 더 커지는지를’이라는 발언은 학생 1이 벽의 경

사에 따른 충격력의 크기 변화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찾고 있음을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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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4-32]  충돌 각도(θ)에 따라 물체가 받는 충격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경험적

으로 확인하기 위해 교사가 가정한 예시 상황 (a)에서 (c)로 갈수록

벽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력은 감소한다.

 
시한다.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일상적 경험을 통해 충분히 직

관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현상을 마뜩잖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학생 1이 E 공간을 지나치게 C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해석하려는 경

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학생 1에게 있어 현상을 바라보는 출

발점은 E 공간이 아니라 C 공간인 듯 보인다.

이 사례는 인지적으로 C 공간에 치우쳐 있을 때 E 공간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험에 관한 이론적 설명이 자신의 C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경험적 직관이 부정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반대로

C 공간에서 일단 설명되었다고 생각한 현상을 맹신하는 경향으로 이어

질 수 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는 앞서 이론이 항상 현상과 합치될

것이라는 믿음이 모델 기반 탐구에서 어려움이 될 수 있다는 고찰과 맞

닿아 있다.

이러한 인지적 치우침은 E 공간의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모델을 수정

해야 하는 맥락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학생 1은 주어진 현상

을 모델링하여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능숙했다.

그러나 모델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은 현상 전체를 모델링하는 것과는 다

르다.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모델로부터 이상화 조건을 분리하여 인

식하고 어떤 조건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

다. 이때 이론적 지식보다는 경험적 직관이나 상식이 실마리가 될 수 있

는데 학생 2와 4는 이와 관련된 수행에서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학생 2

와 4는 이론적 지식을 다루는 것에 대해 학생 1만큼 능숙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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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설명력을 비판하고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

였다. 학생 2와 4가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RC 카와 방지

턱이 충돌하는 영상과 실험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모델과 비교했기 때

문이었다.

이점은 이론적 지식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모델 기반 탐구의 전

부는 아님을 의미한다. 또한, E 공간에서 관찰된 사실이나 개인적 경험

이 모델을 수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요컨대, C 공간에 치우쳐 이론을 통해 현상을 바라보려는 성향은 자신

의 C 공간에 없는 경험적 직관이나 상식을 모델 수정의 실마리에서 배

제하는 결과로 이어져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교사와 함

께 모델 1.0을 모델 2.0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나서 학생 1은 자

신이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혔다.

교사: 자, 그다음 세 번째. 방지턱이 높아지면 충격력이 커진다라는 게 언제    
      나왔는지 학1은 기억할 것 같은데.. 너가 맨 처음에 만든..
학1: 네 기억해요. 얘가 이렇게 되면 충격 별로 안받고, 이렇게 되면 충격 엄   
     청 받고.
교사: 근데 맨 처음에 나한테 왜 충격력이 더 커지죠? 라고 물었을 때 학1이   
     의 느낌은 뭐였어? 바로 이해된 건 아닌 것 같이 보였거든?
학1: 이걸 생각을 못한거죠.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잖  
      아요. 근데 너무 이론적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런 점을 놓친 거 같  
      아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

론적으로만 생각을 한 것 같아요.’라는 학생 1의 마지막 말은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학생 1이 C 공간에 치우친 자신의 인지적 성향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모델을 수정할 때 E 공간에서 출발하는 상

식적 ․ 정성적 접근이 C 공간에서 출발하는 이론적․ 정량적 접근보다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음을 경험한 것이 학생 1이 자신의 인지적

편중을 자각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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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과학 활동에서 논리성의 역설

M→ E 이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M 공간의 모델을 이용

하여 현상을 예측하거나 가설을 제안하고, M 공간의 모델을 현상에 적

용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M→ E 이동과 관련된 논의는 표 4-14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사례의 39%라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형의 이동에 비해 주목할 만한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았

다. 이는 M→ E 이동이 주로 모델을 조작하여 특정 결론에 도달하므로

비교적 높은 형식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모델의 조건은 마치 매뉴얼과 유사한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모

델을 조작했을 때 논리적으로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표 4-14] E-M-C 공간 이동에서 각 유형별 사례 수와 비율

M→ E E→ M C→ M M→ C 총계
사례 수

(개) 23 22 10 5 60

비율
(%) 38 37 17 8 100

따라서 M→ E 이동은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적 역량보다는 모델

자체의 논리적 구조에 크게 의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

델을 조작했을 때 논리적으로 유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원칙적

으로)학생들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고 개인적 역량 차이가 다

른 이동 유형에 비해 적은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M→ E 이동은 모델 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생들의 어려움이 적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학생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했던 모델 수정이 논리적인 통로가 매우 불확실한

맥락이라는 점과 대비된다. 흔히, 물리학 연구는 철저한 논리 체계에 근

거하며 그러한 특징으로부터 학생들의 어려움이 유발된다는 인식이 있

다. 그러나 모델 기반 탐구는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맥락을 다루는 것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수월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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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E-M 이동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종합적 고찰

            지금까지 E-M 이동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에 관해

고찰하였다. 학생들의 어려움은 주로 E→ M 이동에서 나타났으며 현상

을 단순화하여 모델을 만들거나 설명력이 떨어지는 모델을 수정하는 비

구조화된 국면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다음과 같이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현상을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② 현상이 항상 이론과 합치될 것이라는 믿음

③ 경험적 직관을 압도하는 이론

이 중 ①은 학생 2의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②와 ③은 학생 1의 사

례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학생 2는 현상을 대면했을 때 현상의 세세한

부분을 모델과 비교하여 괴리되는 점을 지적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와 같은 학생 2의 특징은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을 찾아

내고 이를 바탕으로 모델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다. 그러나 현상의 실제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은 현상을

M 공간으로 진입시키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델을 구성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정함으로써 현상을 단순화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E

공간의 현상을 M 공간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C 공간의 개입이 불가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상을 단순화 ․ 이상화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

성은 C 공간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이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한 사실을 단순화

․ 이상화한다면, 이는 학생에게 비논리적이며 근거 없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 1의 어려움은 C 공간에 관한 이해와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의

목표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E 공간의 현상에

는 집중하지만, C 공간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 2의

지적 성향을 E-M-C 공간에 표현한다면 그림 4-33과 같이 개략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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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림 4-33] E-M-C 공간에서 개략적으로 가시화 한 학생

1과 2의 성향의 차이

반면, ②, ③과 같은 학생 1의 어려움은 학생 2의 어려움과는 여러 면에

서 대조적이다. 학생 1의 어려움은 두 가지로 나누어 논하기는 했으나

모두 이론적 측면에 치중하는 학생 2의 지적 성향을 보여준다. 학생 1은

이론과 수식이 곧 물리학이며 이는 항상 현상과 합치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로 인해 이론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모델이 현상을 전혀 설명하

지 못할 때 어떠한 시도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자신의 C 공간에 없는

현상은 그것이 경험에서 오는 직관적인 상식이라 해도 선뜻 인정하기 어

려워했다. 이는 학생 1이 C 공간의 위치에서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취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 1의 지적 성향을 C 공간에

치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림 4-33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현상을 이론

적으로 바라보는 학생 1의 특징은 본 탐구에서 모델의 수정이 현상의 면

밀한 관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

다. 모델 1.0에서 2.0으로의 수정은 충돌 각도에 따라 충격력의 크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경험적 직관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모델 2.0에서 3.0으

로의 수정은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 순간에 최대 가속도가 나타나는 것

이 아니라는 학생 4의 관찰이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학생 1과 같이 현

상을 이론의 하위 요소로만 인식하는 연역적 방식의 사고만으로는 모델

의 설명력을 확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학생 1과 2에게서 나타난 논의의 빈도는 그림 4-33을 뒷받침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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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는 각 인지 이동 유형 별로 조사한 학생 1과 2의 발언 빈도이다.

[표 4-15]  각 이동 유형별로 조사한 학생 1과 학생 2의 논의 빈도

M→ E E→ M C→ M M→ C 총계
사례 
수 23 22 10 5 60

발
언
주
체

학
생 
1

17(74%) 5(23%) 9(90%) 4(80%) ․
학
생 
2

4(17%) 13(59%) 1(10%) 1(20%) ․

E 공간과 C 공간으로 편중된 지적 성향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는 현재

맥락에서는 M 공간에서 시작되는 논의를 제외한 E→ M, C→ M 이동만

을 대상으로 고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학생 2의 논의는 전체 E→ M 방향 논의의 59%를 차지하였다. 반면, C

→ M 이동 관련 논의에서는 전체 사례의 10%에 그쳤다. 이는 C 공간이

개입되는 맥락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생 2에 대한 교사의 관찰

과 일치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학생 1이 주도한 사례는 전체 C→ M

이동 관련 논의의 90%를 차지하였고 전체 E→ M 관련 논의 사례의

23%를 차지하였다. 이 역시 이론적 논의에 치중하는 반면 E→ M 방향

의 논의에서는 다소 방관적이었던 학생 1의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

다.

 두 학생에게서 관찰되는 이와 같은 지적 성향의 차이와 두 학생의 태도

가 정합적이라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학생 1은 모델을 통해 완결된 수학

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실제 현상이 모델과 달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

을 보였다. 그러나 학생 2는 모델의 이론적 설명을 떠나 자신이 직접 관

찰하거나 측정한 사실이 모델과 괴리될 때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비판하

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학생 1은 이론적 설명에 치중하고 학생 2는 모델이 얼마나 실제

를 반영하는가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는 각각 모델 기반 탐구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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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맥락에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반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한 교육 없이 실제 과학자처럼 E 공간과 C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인지적 유창성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생각된

다. 이점을 고려할 때 학생 1과 학생 2에게서 노출된 어려움은 자연스러

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델 기반 탐구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학생 스스로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사용하며 수정하는 경험을 제

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는 것은 학생들이 어

려움을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4.3.2. C-M 이동에서의 어려움

C-M 이동은 모델에 이론이 개입하는 과정과 관련 깊다. 이 절에서는

C-M 공간 이동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활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① 모델링(C→ M)

②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M→ C)

4.3.2.1. 시각 정보의 간섭

C→ M 이동은 이론적 지식을 도구로 삼아 현상을 모델링하

는 맥락과 관련된다. 모델링 과정에서는 C 공간에 존재하는 이론적 지식

의 추상성과 E 공간에 주어진 상황의 실제성을 타진한 결과물을 M 공

간에 구현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타진의 과정은 이론적 지

식의 이해에 크게 의존하는데, 유형화된 문제 풀이를 할 때보다 훨씬 폭

넓은 이론적 이해를 요구한다. 따라서 학교 시험에서 높은 성취도를 보

였던 학생이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실험을 시작하고 첫 번째 방지턱에 대하여 RC 카의 충돌 속

도에 따른 최대 가속도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RC 카의 충돌 속

도가 빠를수록 최대 가속도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다. 이때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더 높은 방지턱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

올지 그림을 그려 예측하고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 시점에서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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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 수업을 받지 않아 모델이라는 용어도 모르는 상태이지만, 그림을

통해 논리적으로 유일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델링을 시

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 1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과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데 실패하였다. 그 이유는 메타 모델링 지식의 부재가 아

닌 더 근본적인 것에 있었다.

표 4-16에는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 상황에 대하여 학생들이 만든 모

델 및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각자 표 4-16의 모델을 바탕

으로 방지턱의 높이가 RC 카의 최대 가속도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여 발

표하였다.

학생 1의 모델은 매우 단순화된 모델이긴 하나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적

인 모델이므로 공식적으로 모델 1.0으로 선정하였다. 학생 4는 1학년 학

생으로 물리학을 정식으로 배우지 않아 뉴턴의 운동 법칙과 관련된 간단

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 4는 RC 카에 힘을 작용시키는 주체를 방지

턱, 전기 모터, 지구로 추출하여 모델링 하였으나 이는 본 탐구에서 사용

하는 장치들을 고려했을 때 이론적 분석이 어려운 모델이다. 그러나 자유

물체도를 제대로 그리지 못한 점을 제외하고는 논리적으로 큰 결함이 없

었다. 오히려, 어려움은 2학년 학생들인 학생 2와 3에게서 나타났다. 다

음 대화에는 이와 같은 어려움이 총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학3: 네. 방지턱이 낮으면요. 차가 이렇게 박아도, 뭐라해야 되지? 비스듬히    
     나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높으면요, 차가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다    
     맞아버리니까 아니면 다 찌그러져 버리니까. 
교사: 아, 차가 위로 솟을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학3: 수직 방향 가속도는 많이 증가하고, 수평 방향 가속도는 감소한다.
교사: 아, 수평 방향으로는 높아질수록 더 많이 못가기 때문에?
학3: 네
학1: 그럼 과속방지턱이 차를 미는 힘은 어떻게 되나요? 부딪혀서, 뒤로 힘을  
     줄거 아닙니까? 그거랑 같이 설명해야 되지 않아요?
학3: 그러네, 그러면 여기서 주는 게 좀 더 적고. 여기서 주는 게 좀더 많으니  
      까. 역학적 에너지가 이게 100이라고 치고, 이게 100이라고 치면. 여기  
      부딪혔을 때는 충격이 3  이니까 97이 남을거고, 여기서는 10정도니까   
      90이 남을 거니까. 나머지는 똑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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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학생 1～4가 만든 최초 모델 및 예측

모델의 표현 시스템
추출 예측 및 설명 비고

학

생

1

RC카, 
방지
턱

방지턱이 높아지면 θ가 증가하
므로 방지턱이 RC카에 가한 충
격력의 수직 성분이 감소한다. 
따라서 수직 최대 가속도 크기는 
감소할 것이다. 

모델 
1.0으로 
선정

학

생

2

RC카, 
방지
턱

방지턱에 RC카가 충돌하는 
것은 당구공의 쿠션과 비슷하
다. 방지턱이 높아지면 충돌 
후 운동 방향으로 받는 힘 F
의 방향이 더 수직에 가까워
지므로 수직 최대 가속도는 
증가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인식

속도와 힘 
개념이 혼재
되어 있음

학

생

3

RC카, 
전기
모터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 F가 방
지턱을 만나 방향이 바뀌는
데, 방지턱이 높아지면 동력
의 방향이 더욱 수직 방향에 
가까워지므로 수직 최대 가속
도의 크기는 증가할 것이다. 

방지턱이 가한 
충격력을 고
려하지 않음

눈에 보이는 
물체의 운동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인식

학

생

4

RC카, 
방지
턱,
전기
모터, 
지구

전기모터에 의한 동력과, 방지
턱이 RC 카에 작용한 충격력
의 합력인 F가 RC 카의 가속
도를 결정한다. 따라서 방지턱
이 높아지면 F의 방향이 더욱 
수직에 가까워지므로 수직 최
대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할 것
이다.  

전기모터와 지
구 를 시스템
에 포함 시킴

RC 카에 작
용하는 중력
을 언급했음
에도 가속도
에 영향을 주
는 요인으로 포
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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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화에서 학생 3의 설명을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다. 표

4-16에 제시된 것과 같이 학생 3은 모델을 만들 때 RC 카에 작용하는

전기 모터의 동력만을 고려했다. 오히려, 탐구의 목적과 직결되는 ‘방지

턱이 가하는 충격력’은 모델에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본 탐구의 주제는

‘방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충격’이므로 주제에 이미 방지턱의

영향에 관한 탐구임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

려하지 않은 학생 3의 모델은 많은 의문을 갖게 만든다. 그 이유는 자신

의 모델에 대한 학생 3의 설명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학생 3은 방

지턱이 높아지면 ‘수직 방향 가속도가 많이 증가한다’라고 표현하였다.

이어 수평 방향 가속도는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방지턱이 높아졌을

때 RC 카가 높게 튀어 오르는 반면 RC 카의 수평 방향 진행이 어려워

지는 장면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는 학생 3이 방지턱이 높아졌을 때 눈에 보이는 RC 카의 경로 변화

에 집중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학생 3은 방지턱이 높아질수록 충돌

후 RC 카의 경로가 더욱 수직 방향으로 솟구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

다. 경로가 수직 방향으로 솟구친 것을 근거로 수직 방향 가속도가 증가

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학생 3이 눈에 보이는 RC 카의 운동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때 방지턱이 RC 카에 가하

는 충격력은 RC 카의 운동 방향과는 전혀 다르므로 학생 3은 이를 힘으

로 고려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대화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생 3은

방지턱을 전기 모터 동력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만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역시 학생 3의 모델링이 시각 정보에 의존했다는 관점

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학생 3이 방지턱이 가하는 충격력을 무시한 가장 큰 이유

는 눈에 보이는 RC 카의 경로를 힘의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으로 파악

된다. 이와 같이 모델링 과정에서 시각 정보의 간섭이 크다는 것은 물리

적 속성에 관한 이해가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 대화에서

학생 3은 운동 방향을 힘의 방향, 가속도 방향과 동일시하고 있다. 또한,

수평 방향으로 속력이 느려진 것을 두고 수평 방향 가속도가 감소하였다

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속력과 가속도 개념을 혼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방지턱의 충격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학생 1의 지적에 대해서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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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에서 운동량을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학생 3이 속도,

가속도, 에너지, 운동량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여 오로지 느낌과 직관에

의존하여 논의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 3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어려움은 학생 2의 사례에서

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다음 대화를 살펴보자.

학2: 자동차 바퀴가 왔을 때 이렇게 오니까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하겠죠? 그래  
      서 충격을 했을 때, 충격력은 이 빗변에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니    
      까, 이 수직 방향으로 간 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대칭으  
      로 힘이 가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직 방향을 대칭으로 해서 이  
      런 식으로 힘이 가해지겠죠. 
교사: 힘 표시해주세요
학1: 부딪혀서 난 힘인가요?
학2: 네
학1: 네 알겠습니다.
학2: 이제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보면. 반대쪽으로도 힘이 가해지잖아요.
교사: 네? 어디 반대쪽?
학2: 이렇게 해서 힘을 줬으니까. 이렇게 해서도 자동차에 힘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도 자동차에 과속방지턱이 힘을 가하죠. 그죠? 그래  
      서 이거를 만약에 F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원래 오던 속도 v에서 F를 빼  
      줘야 되죠. 

 표 4-1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 2는 RC 카와 방지턱의 충돌을 당구

공의 쿠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모델링하였다. 따라서 RC 카가 충돌

면에 대하여 입사각과 같은 반사각으로 튀어나가는 모습을 그림을 표현

하였다. 이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생 2의 설명에서 학생 3과 같은 어려움이 포착된다. 학생 2는 방

지턱이 RC 카에 가한 충격력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충돌면에

충돌한 후 튀어 나가는 RC 카의 운동 방향을 최종적인 힘의 방향으로

보고 있다. ‘대칭으로 힘이 가해지죠’라는 말은 학생 2의 이러한 오해를

반영한다. 이러한 점은 학생 2 역시 시각 정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

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동차가 오던 속도 에서 를 빼줘야 한다’라는 부분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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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원의 물리량을 빼고 있는 모습으로 학생 2 역시 속력과 힘을 제대

로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탐구 과

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다음 두 대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물리

적 속성에 관한 이해가 혼재된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들이다.

학2: 에너지를 F로 어떻게 표현해?
교사: kx, kx 적분하면 에너지 되잖아.
학2: 저는 여기서(가속도) 탄성 퍼텐셜 에너지를 빼려고 했어요
교사: 왜 빼 그거를?
학1: 가속도에서 에너지를 빼?
교사: 어떤 아이디어에서 빼려고 한거야?

학2: 탄성 에너지..탄성 에너지보다 방지턱이 주는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지금까지 살펴본 학생 2와 학생 3의 사례는 학생들이 현상을 대면하는

순간 획득하는 1차 시각 정보가 주는 지대한 영향력을 시사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물리적 속성에 관한 모호한 이해와 맞물려

있으므로 이론적 개념과 용어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논의를 어

렵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소박한 사실주의자(Naive Realist) 개념에 관한 Halloun

(2008)의 지적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Halloun은 Bachelard(1940)

가 제안한 인식론적 프로파일을 차용하여 소박한 사실주의자(Naive

Realist)를 정의한다. Halloun이 말하는 소박한 사실주의자의 특성을 정

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직접 지각할 수 없는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하고 기존 지식을 배제한

채 물리적 실재를 관찰한다.

② 소박한 사실주의자가 만든 ‘소박한 모델(Naive Model)’은 전형적으로

느슨하게 묶인 개념들의 다발로 구성된다. 이를테면, 속력과 가속도,

힘과 에너지를 혼동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③ 구성한 모델이 상황을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판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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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멀다.

④ 시스템적인 휴리스틱을 따르는 지식을 만들 수 없으므로 대응되는 이

론이나 모델과는 분리된 방식으로 접근한다.

⑤ 소박한 사실주의자는 자신이 만든 모델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본 경험

이 없으므로 그 제한점을 깨닫지 못한다.

Halloun은 과학적 영역으로의 진화는 지각과 경험의 세계로부터의 초월

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상당수가 소박한 사실주의자에

해당하므로 과학적 영역으로의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한다.

앞서 살펴본 학생 2와 3의 어려움으로 미루어 이들은 전형적인 소박한

사실주의자로 보인다. 학생 2와 3은 현상을 대면했을 때 지각된 정보를

중심으로 모델링하였으며, 물리적 속성 또는 개념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

들을 혼재하여 사용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모델링 과정에서 이론적으

로 완결된 설명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관찰하기 어려웠다. 이는 위에 제

시된 소박한 사실주의자 특성의 ③, ④번 항목과 관련 깊은데, 모델링에

분지 모델을 이용하여 이론적 설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성한 학생 1의

모델링과는 대비된다.

⑤번 항목은 특히 모델 기반 탐구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경험과 관련

하여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소박한 사실주의자들이 자신

이 만든 모델의 제한점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모델

을 평가해 본 경험의 부재이다. 따라서 모델 기반 탐구는 학생들이 스스

로 만든 모델을 평가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구성한 모델이 가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의 방향성을 깨닫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3.2.2. 이론적 지식의 간섭

모델은 이론적 지식을 이용하여 특정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효율적인 이론적

지식을 판단해야 한다.

앞서 학생 1은 모델 3.0에서 방지턱이 작용한 충격력을 뉴턴의 법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탄성 이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정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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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등 일반 고등학생도 이론에 관한

메타적 접근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RC 카에 가해진 충격

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학생 1의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다

음은 이 과정에서 학생 1이 불편감을 표현하는 상황이다.  

교사: 자,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지? 이것만 찾고 갑시다.   
      그니까 모델 3.0의 능력을 평가해 주세요.
학1: 어.. 설명할 수 있는 거..
학2: 아 뭔가 딱 식으로 딱 나왔으면 좋겠다.
학3: 그러니까, 식으로 안 나오니까..
교사: 역시 식으로 나올 거는 하나밖에 없어. 훅의 법칙하고 탄성에너지
학1: 근데 이게.. F는...kx 잖아요 크기만 봤을때.. 그러니까. F가.. kx잖아요.   
     근데 얘 말 대로라면 얘는 여기서 더 수축됐으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점점 힘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교사: 관성 때문에 유지되는거죠.
학1: 아... 그러면, 얘가 이거랑 관성력의 합력인가 그럼? 밖에서 보는 게 아   
     니고 내가 바퀴에 서 있으면...

 위 상황에서의 쟁점은 그림 4-34에 나타나 있다. 모델 3.0은 RC 카가

방지턱에 접촉한 후 용수철이 최대로 수축하는 동안 차체의 높이가 유지

됨을 가정하고 있다(그림 4-34(a)). 이러한 가정은 용수철의 수축 길이

를 지면에서부터 바퀴 중심까지의 거리로 정의하기 위한 장치이다. 학

생 1의 의문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더 수축됐으니까 얘

는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라는 학생 1의 의문은 RC 카가 그림

4-34(b)와 같이 수직 방향으로 가속되어야 마땅함을 전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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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평 경로 가정을 고려한 모델 3.0 (b) 수평 경로 가정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3.0

 [그림 4-34] 모델 3.0에서 RC 카가 받는 충격력에 관한 학생 1의 생각 학생 1

은 (a)의 경우에는 (b)와 같이 차체가 수직 위 방향으로 가속되지 않으

므로 모델 3.0 에는 이에 해당하는 관성력의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모델 3.0은 RC 카 차체의 높이가 변하지 않음을 가정했으므로 모델 상

에서 RC 카의 이동 경로는 방지턱과 분리되기 전까지 수평을 유지하게

된다. 탄성력이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RC 카는 수직 위로 가속되지 않으

므로 학생 1은 이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1은 지면의 관찰자 좌표계에서 RC 카의 수평 경로를 설명

하기 위해 RC 카에 연직 아래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

하였다. 다음은 이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학1: 여기서 보면 딱 바퀴에 달라붙어서 보면 얘가 다가오는 걸로 보이잖아요.  
     바퀴에 딱 누워있을 때
교사: 누가?
학1: 어.. 이렇게 딱 바퀴에 누워서 볼 때랑 밖에서 볼 때랑 물체가 움직이는   
     게 다르게 보이니까.
교사: 여기에 누워서 본 거랑 밖에서 본 거랑 용수철이 수축된 길이가 달라요?
학1: 다르진... 않죠. 
교사: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학1: 그런데 바퀴에 누워서 볼 때는 얘가 다가오는데.. 뭔가 말로 표현을 잘    
     못 하겠어요.
교사: 여기 서 있을 때랑 여기 니가 누워있을 때랑 뭔가 다를 거 같애?
학1: 밖에서 볼 때 그냥 y 방향 변위가 그냥 0인데 누워서 볼 때는 이렇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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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니까 변위가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관성력을 여기다 넣어야 한다는   
     게...
학2: 관성력이 적용된 상태에서 얘가 나온 거 아냐?
학1: 용수철이 딱 누워있을 때는 용수철이 내 옆에 있잖아요. 이걸로 볼 때 바  
     퀴에 딱 누워있는 거에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결국 이거에 관성력을   
     넣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위 대화에서 학생 1의 주장은 RC 카에 관성력이 작용하므로 용수철의

탄성력을 단순히 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양적 관계를 말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학생 1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RC 카가 방지턱과 분리되기

전까지 수평 경로를 유지한다는 모델 3.0의 이상화 조건에서 유래하였다.

모델 3.0에서는 RC 카가 진행하는 동안 차체의 수직 위치를 고정시킴으

로써 용수철의 수축 길이 를 바퀴의 변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였

다. 이는 이론적 설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황을 간단히 만든 것이

다. 또한, 모델 3.0은 수평 경로를 포함한 RC 카의 전체 운동 경로가 아

닌, RC 카가 방지턱에서 튀어 오르는 순간만을 설명의 대상으로 하는

모델이다. 이 경우 이상화 조건은 단지 특정 현상의 설명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장치이므로 모델에서 물리적 지식을 동원해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학생 1은 이러한 이상화 조건을 설명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뉴턴

의 운동 법칙을 적용하여 설명하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관성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위 대화에서 학생 1은 반복적으로 ‘바퀴에

누워있는 관찰자’를 상정하여 관성력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주장을 피력

하고 있다. 결국 학생 1은 RC 카가 튀어 오르는 순간에 받는 탄성력에

관성력을 더해야만 충격력의 크기를 바르게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때 학생 2는 학생 1의 주장에 대해 이미 용수철에는 관성력이 반영되

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차체가 가속되지 않는 만큼 용수철이 더 크

게 수축하므로 관성력은 이미 용수철에 반영되어 있다는 학생 2의 지적

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사실 관성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학생 1의 설명

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이 이미 반영된 결과로 RC 카의 가속도가

결정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일 것이다. 학생 2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 213 -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1은 이러한 지적을 고려해보려 시도하지는

않고 있으며 자신의 주장을 한 번 더 관철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컨대, 학생 1은 이상화 조건에서 가정한 상황을 모델이 설명하고자 하

는 상황에 포함함으로써 모델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 지식을 동원

하게 되었다. 자신이 주장하는 바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워

하면서도 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은 학생 1이 모델을 중심으로 적절

한 지식을 판단하기보다는 유관하다고 믿는 이론적 지식을 중심에 두고

모델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 2가 오히려 합리적인 설명

을 하고 있으나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모습은 유관하다고 생각되

는 특정 이론에 관해 한번 생성된 믿음을 탈피하기가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특정 이론에 관한 개인의 믿음이 모델과 이론

적 지식의 합리적인 연결에 관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3.2.3. C-M 이동에서의 어려움에 관한 종합적 고찰

앞서 다음 그림을 들어 학생들이 E 또는 C 공간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E-M 이동의 어려움에 관한 근본적 원인으로 제안한 바 있

다.

         

C

          

 C-M 이동에서 나타난 어려움도 이러한 틀과 연관지어 이해할 수 있다.

C-M 이동에서의 어려움은 크게 시각 정보의 간섭과 이론적 지식의 간

섭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각각 E 공간과 C 공간에서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이 모델의 구성이나 이론적 지식의 선택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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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다.

시각 정보의 간섭은 모델링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장면을 중요시하고 이

에 집중함으로써 현상을 추상적 개념과 연결하는 데 생기는 어려움이다.

학생 2, 3은 E 공간에서 지각된 정보를 C 공간과 연결 짓지 못하고 이론

적 설명을 고려하지 않은 채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학생 2,

3이 E 공간에서 C 공간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

생 2, 3은 E 공간에 편향되어 있으며 이를 경험적 정보를 초월하지 못하

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이론적 지식의 간섭은 특정 지식이 모델과 유관하다는 믿음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지나치게 이론적 지식을 중심으로 현상을 바라보

는 학생 1의 관점은 모델-이론 연결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었다. 이는 앞서 학생 1의 사고가 C 공간에 치우쳐 있다는 고찰과 연

결된다. 학생 1이 이론적 지식이 개입되는 대부분의 논의를 주도했고

C-M 이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 없

이 특정 이론에 관한 믿음을 고수하려는 모습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이

론 중심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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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공간 편향을 중심으로 해석한 학생들의 어려움

그림 4-35는 공간의 이동 유형에 따라 관찰된 학생들의 어려움을 전체

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다섯 가지 어려움은 인지 공간 이

동과 관련하여 고찰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근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C

[그림 4-35] E-M-C 이동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어려움

 

모델 기반 탐구는 실제 과학자의 활동과 같은 E-C 이동의 유창성을 요

구한다. 그러나 현행 탐구 교육은 가설 설정, 변인 통제와 같은 낱낱의

기술이나 기법들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오필석, 2020). 이러한 접근은 탐구의 목적이 현상의 이론적 설

명임을 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종종 탐구는 실험 기구의 조작이

나 정확한 측정, 데이터의 경향성 찾기 등 이론적 지식과 분리된 것으로

오해된다(Clement & Rea-Ramirez, 2008). 반대로, 교과서의 각 단원들을

채우고 있는 이론적 지식은 구조화 · 유형화된 문제 상황을 통해 테스트

되므로 경험적 현상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고

가 곧 과학적 사고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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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학생들이 경험적 현상과 이론적 지식 사이의

교차점을 현행 학교 교육안에서 경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는 학

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실제 과학자와 같은 E-C 이동의 유창성을 갖

추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별

한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E 또는 C 공간에 치

우친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탕으로 이해할 때 본 연구

에서 관찰된 학생들의 어려움은 표 4-17과 같이 공간 편향성을 중심으

로 정리할 수 있다.

[표 4-17] 공간 편향성을 중심으로 정리한 학생들의 어려움

E 편향적 유형(E-Bias) C 편향적 유형(C-Bias)
현상의 단순화에 대한 거부감 현상과 이론은 항상 합치된다는 인식

시각 정보의 간섭 경험을 압도하는 이론

이론적 지식의 간섭

E 공간에 치우친 학생들은 지각된 세계를 초월하여 이를 추상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각된 정보와 모델 사이의 괴리에 관

한 거부감을 느끼거나 눈에 보이는 장면의 간섭으로 현상을 추상화하기

어렵다. 반면, C 공간에 치우친 학생에게서는 이론적 지식에 관한 믿음

이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이론적 지식이 현상과 항상 합치될 것

이라는 믿음은 이론적 지식의 예측과 현상이 어긋날 때 탐구의 흐름이

과학자의 실제 활동과 같은 반성적 과정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모델 수정 맥락과 같이 면밀한 관찰이나 경험적 직관이 중요할 수

도 있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통찰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모델 기반 탐구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어려움은 E 공간

또는 C 공간에 매몰되어 E와 C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한 인

지적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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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5.1 요약

최근 과학교육에서는 ‘과학의 실천(scientific practice)’이 강조되고 있다

(Osborne 2014, Bybee 2011). 실제적 과학 활동을 경험하기에 모델 기반

탐구가 효과적이라는 각계의 견해들을 고려할 때 모델 기반 탐구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특징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담화를 바탕으로 모델 기반 탐구가 어떠한

양상으로 수행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촉진한 요인과 학생들의 어려움

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일반계 고등학생 4명으로 이들은 ‘방지턱의 형태에 따라

자동차가 받는 충격’이라는 주제로 모델 기반 탐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

정에서 있었던 담화를 담은 녹취록과 학생들이 남긴 기록을 자료로 수집

하였으며 녹취 내용은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된 자료에서 E-M-C 이동

에 부합하는 사례를 의미 단위로 추출하여 범주화 한 결과 총 7개의 범

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양상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수행의 양상

학생들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은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론적 지식과 연결하며

모델을 통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해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평가하고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

러한 활동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E-M-C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이론적 지식과 연결하

는 활동은 대부분 학생 1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생 1은 모델링에 분지

모델을 사용했는데 이는 분지 모델의 전체 또는 일부만을 취하거나 기하

학적으로 약간 변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분지 모델로

쉽게 설명되는 현상을 주어진 현상과 연결하는 유비적 전략을 구사하기

도 했다. 이를 통해 학생 1이 주어진 현상과 그에 적절한 분지 모델을



- 218 -

[표 5-1] 모델 기반 탐구에서 나타난 구체적 활동들

범주 세부 활동 공간 이동 
유형 탐구의 흐름

⑤ 모델링 C→ M 모델 구성하기
⑦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 선택하기 M→ C 모델을 이론적 

 지식과 연결하기⑥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기 C→ M
① 모델로 시뮬레이션하기

 M→ E    모델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② 수식을 통해 현상 예측하기

③ 모델 평가하기
 E→ M 현상을 모델에 

반영하기④ 모델 수정하기

연결하는 것을 주요 모델링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 1은 모델을 수식으로 나타내는 활동에서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는

학생 1이 모델링에 분지 모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분

지 모델은 이론이 성립하는 이상적인 시스템이므로 분지 모델을 사용하

여 모델을 구성하면 현상에 이론을 적용하여 수학으로 분석하기가 용이

해지기 때문이다. 모델에 적용할 이론적 지식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서 학생 1은 특정 이론이 고안된 목적을 인식하고 그 지식이 모델에 적

용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구성한 모델을 조작하거나 모델에서 도출된 수학 관계식을 통

해 현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 수학 관계식을 통한 현상의 예측이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였던 반면 모델의 조작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

났다. 특히, 모델의 행동을 상상하여 모델이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현상

과 연결하는 이른바 ‘모델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이 모델을 조작하는 주요

방식이었다. 이때 시뮬레이션은 통상 기대되는 것처럼 모델에 포함된 조

건에 의존한 수동적 방식일 수도 있으나, 특정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전

략적 측면에서 모델의 조건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능동

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모델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E-M 이동과 관련한 의미 있는 사례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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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해석 과정에서 나타났다. 데이터 해석은 학생들의 경험치보다 훨

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모델이 제공하는 변인들 사이 관계나 학생

이 지닌 모델에 관한 문제의식 등이 해석의 초점으로 작용하여 복잡한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일반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다. 모델 수정하기는

가장 비형식적인 맥락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학생들은 이상화

조건을 해제하여 모델을 정교화하는 전략을 통해 모델을 수정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모델 수정은 모두 모델에 포함된 객체나 변인을 정교화

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에서 E-M-C 이동을 촉진한 요인

E-M 이동에서는 특정 학생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보다

는 학생들의 적극성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E-M 이동이 이론적 지식보다는 학생 개인의 일반 사유 역량에 의존하

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때 학생들의 일반 사유 역량을 자극하는 것으

로 추측되는 요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델이 제공하는 반-형식적 인지 환경이다. 객체, 변인, 조건과

같은 모델의 구성 요소들은 사유의 초점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맥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사유 맥락에 일종의 형식성을 부여하여 반-

형식적 인지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문제 해결 방식에 관한 경우의 수를

줄이고 사유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학생들이 일반 사유 역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표 5-2(a)).

또한,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들에게 모델의 본성에 관한 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구성한 모델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 활동

을 과학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메타 모델

링 지식은 모델 기반 탐구의 실질적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은

메타 모델링 지식을 이해함으로써 모델을 비판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일반 사유 역량 사용에 관한 동기를 얻을 수 있다(표 5-2(a)).

E-M 이동에서와는 달리 C-M 이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논의는 이론적

지식을 비교적 깊게 이해하고 있는 특정 학생이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C-M 이동에서는 일반 사유 역량보다는 학생이 보유한 이론적 지식

의 이해가 거의 모든 수행을 결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모델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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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E-M-C 이동을 촉진한 요인

분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C-M 이동을 가능케 했던 핵심적인 방법이었

다. 모델링 과정에서 분지 모델을 사유의 단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론

적 지식에 관한 구문론적 차원을 넘어 의미론적 이해가 요구된다. 이론적

지식에 관한 의미론적 관점은 이론적 지식을 모델의 집합으로 간주하므

로 학생들이 현상을 모델링 할 때 분지 모델을 인식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C-M 이동을 위해서는 분지 모델을 인식하는 것을 초월

하여 그 모델의 사용 조건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해는 분지

모델과 주어진 현상 사이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여 모델링을

촉진한다. 또한, 이론적 지식이 고안된 목적에 관한 이해는 모델에 적용하

기에 적절한 이론적 지식에 관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C-M 공간 사이를

연결한다.

이론적 지식에 관한 ‘메타적 이해’는 결국 이론적 지식을 설명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는 이론적 지식에 관한

‘도구적 관점’이 C-M 이동을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이론적 지식의 메타적 이해는 ‘현상의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의 목표

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인식할 때 학생들은

(a) E-M 이동을 촉진한 요인 (b) C-M 이동을 촉진한 요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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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지식이 모델링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이해하고 목표

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론적 지식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2(b)는 C-M 이동을 촉진한 요인을 도식화 한 것이다.

3) 학생들의 어려움

학생들의 발언 빈도를 집계한 결과 E→ M 이동과 C→ M

이동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은 학생 2와 1로

비교적 명확히 구분된다. 이러한 결과는 두 학생이 E 공간 또는 C 공간

에 치우쳐 있으며 두 공간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암시한다. E 공간에 편향된 학생은 모델이 눈에 보이는 장면이나 측정된

데이터의 모든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관찰된 현

상을 이상화하는 것에 대해 불편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이론적 속성이나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모습

을 보였다. 이러한 특징은 E 공간에 치우친 학생들의 수행이 모델을 통

해 이론적 지식으로 현상을 설명해야 한다는 목표와 맞물려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C 공간에 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여 어려움이 없

는 것은 아니다. C 공간에 치우친 학생의 경우 일단 완결된 이론적 설명

이 실험 결과와 어긋날 때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학생은 이러한 괴리를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탐구의 흐름이 과학자와 같은 반성적

사고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론적 지식이 항상

현상과 합치된다는 믿음은 과학의 실제와 가까운 활동을 경험한다는 모

델 기반 탐구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C 공간에 치우친 학생은

C 공간에 서서 현상을 대면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C 공간에

대응되는 이론적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경험이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직관적 결론이라 해도 그 자체를

수용하기 어려워했다. 또한, C 공간에 편향된 학생이 유관하다고 믿는

이론적 지식의 예시로 모델을 바라보게 된다면 모델에 적절한 이론적 지

식의 선택할 때 요구되는 합리성의 판단이 저해될 수 있다.

요컨대, 학생들의 어려움은 E 또는 C 공간 사이 인지적 호환에 관한

유창성의 결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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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생들의 모델 기반 탐구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화를 분석하

여 학생들이 경험하는 실질적 사고 과정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한 과학자 활동 참여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것

이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모델을 구성하고 현상을 예측하며 모델을 평

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E-M-C 공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다. 그러

나 학생들의 수행에는 개인차가 있었으며 E-M 이동과 C-M 이동에서

각각 주목할 만한 수행을 보여준 학생은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

는 각 이동 유형에서 학생들의 수행을 촉진한 요인에도 큰 차이가 있음

을 시사한다.

E-M 이동에서 학생들의 수행은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했어도 서로

다른 목적과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학업성취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다.

이점은 E-M 이동이 상당 부분 일반 사유의 영역임을 시사한다. 이때 모

델과 메타 모델링 지식은 학생이 일반 사유 역량을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모델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객체, 변

인, 조건과 같은 구성 요소가 문제 해결 맥락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포함한 건실한 모델을 구성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

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메타 모델링 지식을 알게 됨으로

써 일반 사유를 바탕으로 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이후,

일부 학생에게 편중되어 있던 발언의 빈도가 학생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

포하는 등 학생들의 논의는 양적․질적으로 큰 폭의 긍정적 변화를 보였

다. 이와 같이 메타 모델링 지식이 일반 사유의 영역과 관계된다는 점은

메타 모델링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C-M 이동을 위해서는 모델링의 목표에 관한 명확한 인식과 내용 지식

에 관한 확장된 이해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였다. 학생들이 현상의 이론적

설명이라는 모델링의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은 C 공간의 이론적 지

식과 M 공간의 모델을 연결하는 근본적 동기를 제공한다. 따라서 교사는

탐구 과정에서 이러한 목표를 학생들에게 수시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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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모델링 과정에서 분지 모델을 단위로 사고했다는 특징은 이러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분지 모델을

모델링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과학 이론을 모델의 집합으로 이해하고

그 사용 조건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과학 이론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이론적 지식을 현상에 대한 ‘설명의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은 중요하

다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이론적 지식에 대한 관점의 근본적 전환을 요

구하므로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과정이나 교

사 교육 등 교육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M, C-M 이동에서 논의를 주도했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각 학생의 어려움은 E 공간 또는 C 공간에 편향된 지적 성향에서 기인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과학의 내용 지식과

과정에 관한 이분법적 인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현상을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경험

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탐구 교육의 핵심적 역할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어려움에 관한 분석 결과는 모

델 기반 탐구가 서로 다른 지적 성향의 학생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중심

으로 할 때 효과적임을 말해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첫째, 연구 결과는 E-M, C-M 이동을 촉진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뒷받

침된다면 학생들이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과학자의 활동과 사고에 참여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생들의 탐구 과정에서 인지과학 분

야에 보고된 과학자 활동의 특징들이 관찰되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

다. 이러한 결과는 모델 기반 탐구를 통해 과학자의 실행을 경험할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분석적으로 검증한 연구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의

미가 있다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물리학 분야의 모델 기반

참 탐구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모델 기반 탐구에 적합한 주제, 탐

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특징, 교사가 전달하고 강조해야 할 주

요 사항들, 이상화 해제라는 모델 수정 전략, 소집단 구성 시 유의사항

등 모델 기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관해 고려해 볼만 한 폭넓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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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의 광범위한 분석 결과는 탐구 맥락뿐 아니라

모델 구성을 강조한 형태부터 경쟁 모델의 평가를 강조하는 형태까지 다

양한 유형의 모델 기반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과학자의 실행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및 수업의 재구성에 관한 방

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과학철학적․인지과학적 논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과학자의 실행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험을 촉진하는 요인과 학생들의 실질

적 어려움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촉진 요인의 반영과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

를 위한 고민은 과학자의 실행을 중심으로 한 미래 교육의 청사진에 관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과학자의 실행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담

화를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거나,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를 비교하

거나, 또는 학생들의 인터뷰 내용이나 소감 등에 의존하여 모델 기반 프로

그램의 효과와 학생들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료

분석을 위한 근본적 기준틀이 부재한 경우 연구 결과가 나타난 원인의 분

석 등 한층 깊은 차원의 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

의 기준틀은 모델 기반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풍부한 논의를

위한 자료 분석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60여 시간 동안 학생들이 탐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교적 물리학

분야에 높은 흥미와 열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제 교실 상황에서

운영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제한된 여건은 새로운 어려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델 기반 탐구를 간소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한 향후 연구 과제라 생각된다.

더불어, 교육 현실을 고려하여 ‘의미론적 이해’라는 철학적 담론을 어떻

게 교육과정에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오늘날 과

학의 본성 교육을 위시한 과학의 실행 중심 과학교육은 지금껏 간과되었

던 과학의 과정을 설파한다. 그러나 과학의 실행에서 내용 지식과 과정

을 분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학의 실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

하고자 할 때 과학의 과정에 관한 강조와 더불어 내용 지식의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에 과학교육에서 내용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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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론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당위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본 연

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교육적 합의는 미비한 상태이

며 국내 연구를 통해 논의된 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

내에서도 의미론적 이해와 교육과정의 연계와 관련하여 학계의 활발한

연구와 논의의 촉발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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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ore emphasis on ‘practice of science’, science education

applied model has been supported for decades. This flow is mainly

arised from expectations that model-based activities can help students

to engage in scientific practice. Considering this original intention, it

is needed a in-depth exploration the patterns of engaging activities

by students and judgement about ‘If students could experiences of

scientific practice during the activities and if so, how that can be

possible’. However, research on this subject is rarely found. So, In

this study it will analyze students' discourse in the model-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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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y(MBI) process in the light of scientific practice. In addition,

factors that facilitated students' experience of being a scientist and

the difficulties of the students exposed at this time were examined.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four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who formed an R&E team and conducted a MBI with the theme of

‘the impact of a car on the geometric shape of the bump’. In this

process, students constructed a model to explain the derived

experimental results, evaluated it, and revised the model to explain

the experimental results that the model could not explain. Students'

discourses related to this were transcribed after recording. In this

study, the essence of the scientist's activity is regarded as a

cognitive transition between the experience space (E), the model

space (M), and the conceptual space (C). And, cases judged to reflect

this transition were selected as a unit of meaning. As a result, a

total of 60 units were extracted, and the research results were

derived based on the categorization of the units.

The transition between E-M was mainly made in the process of

simulating through the model, interpreting the data, and revising the

model. It was found that C-M transition is mainly made through the

process of constructing a model, deriving mathematical relations, and

selecting theoretical knowledge.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in

this process, the characteristics of scientists' activities reported in the

field of cognitive science were observed.

When examining the aspects of model-based inquiry, several factors

that promoted this were found, and there was a big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that promoted E-M and C-M transitions. First,

E-M transition seemed to be closely related to students'

domain-general strategy, and it is judged that it was model and

meta-modeling knowledge that facilitated this. It is understood that

the reason why the model can play this role is that components such

as objects, variables, and conditions reduce the uncertainty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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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 solving context by providing a logical network and a focus

of thinking. Meta-modeling knowledge played a role in convert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cussion so that the realm of domain-general

strategy intervened in students' thinking. Through this, students can

obtain a fundamental motivation and a sense of efficacy regarding the

use of domain-general strateg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meta-modeling knowledge is essential for E-M transition. On the

other hand, the factors that promoted the C-M transition are in large

part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oretical knowledge. A clear

recognition of the goals of modeling and an expanded understanding

of theoretical knowledge are identified as factors that facilitated this.

Clearly recognizing the goal of modeling as a ‘theoretical explanation

of phenomena’ facilitates students to connect their theoretical

knowledge of C-space with models of M-space. The characteristic

that the student thought of the ramified model as a unit in the

modeling is understood as a strategic choice to achieve this goal

efficiently. In order to use the ramified model as a modeling tool, a

semantic understanding that transcends the syntactic point of view of

scientific theory and a meta-understanding that recognizes the

conditions for us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purpose of

devising scientific theories are required. In the end, it can be seen

that the viewpoint of viewing theoretical knowledge as a ‘tool of

explanation’ for phenomena rather than absolute truth promotes the

C-M transition.

In the MBI process, students showed difficulty in breaking out of E

or C space. E-biased types felt uncomfortable in activities of

simplifying the perceived world or had difficulty using abstract

concepts. On the other hand, the C-biased type was difficult to

discuss further when faced with unexpected experimental results due

to dogmatic belief in theoretical knowledge. However, it was possible

to conduct MBI because each student's discussio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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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mentary to the M spa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f supported by several factors,

students can also experience scientific practice through MBI.

Therefore, MBI is a useful way to consider in order to approach the

core goal of science education: the pursuit of scientific practice and

scientific thinking. In addition, the detailed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difficulties of students, and facilitation factors of MBI

presented in this study provides a wide range of help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various model-oriented programs.

It seems clear that models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eriencing

the practice of science. However, this is not a mechanistic process

that relies solely on models, but rather a complex process in which

individual students' experiences and abilities, the role of teachers, and

the knowledge system provided by the curriculum are intertwined.

This ultimately proves the importance of reforming the curriculum

and teacher education when the flow of future education is to be

shifted to the practice of scie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think about this in academia and the educational field,

and I think that the discussion in this study can provide direction

and insight for such efforts.

keywords : scientific practice, models, meta-modeling knowledge,

semantic understanding, instrumental perspective,

cognitive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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