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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metacognition
and the conceptual changes in speed of middle-school gifted students in the algorithm development
and speed measurement activities using Arduino. Fifteen students of the 7th grade were asked to
construct the algorithm for the Arduino and infrared sensor to measure the motion of the lab cart.
The conversations of the students were recorded during the experiment activities and analyzed.
The result shows that various types of metacognition appeared in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algorithm for speed measurement. The types of conceptual change in speed were found as follows:
elaboration of new concepts and acquisition of new concepts. The algorithm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 Arduino-based speed measurement can be concluded to play a positive role in enhancing
the students’ metacognition and in changing preconceptions into physical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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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두이노 기반 속력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에 나타난 중학교 영재학생의 메타 인지
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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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아두이노를 이용한 속력측정 활동에서 중학교 영재학생의 메타 인지 유형과 속력에
대한 개념 변화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7학년 학생 15명에게 아두이노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거리를 측정하는 알고리듬을 스스로 구성하고 역학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게 하였다. 실험 활동 중 학생들의
대화를 녹음하여 분석한 결과, 속력측정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 활동 단계에서 다양한 메타 인지 유형이
나타났으며, 알고리듬 개발 및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속력 개념 변화 유형은 기존 개념 유지,
개념의 정교화, 새로운 개념 획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할 때 아두이노 기반 속력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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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듬 개발 활동은 학생들의 메타 인지 능력을 신장시키고 기존 개념을 물리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아두이노, 메타 인지, 영재교육

I. 서 론
물리 실험 수업에서 활용되는 컴퓨터기반 실험수업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 MBL) 은 센서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측정하고 표나 그래프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 기구 조작과 데이터 수집 위주 활동에서 벗어나 관찰하는
현상에 대한 사고 중심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1].
그러나 MBL에서 학생들은 자동으로 컴퓨터에 데이터가
수집되고 처리한 결과만 보게 되므로 실험 과정에 대하여
사고하기는 오히려 어렵다. 이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험한 학생이 데이터를 구하는 원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난다 [2].
최근에는 저가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보드인 아두이노
(Arduino) 의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프로그
래밍을 하여 측정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교육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제품화된 MBL 실험 세트와
달리 아두이노 기반의 피지컬 컴퓨팅 (physical computing)
을 활용하려면 학생들이 센서의 구조와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측정 알고리듬을 구성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MBL보다는 더 실험 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존의 MBL이 가진 수동적
실험 활동의 한계를 넘어 자료가 얻어지는 과정을 능동적
으로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피지컬 컴퓨팅에 참여하는
학습자는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관련된 인과 관계나 주요 변수들은 선택해야 하며, 적절한
알고리듬을 통하여 장치들이 구동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 [3].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실험에
필요한 센서를 프로그래밍하기 위해 변인 및 변인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결과로 출력되기
위한 논리구조를 알게 되고, 센서를 직접 프로그래밍 함으로
써 해당 센서의 작동 원리 및 실험방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알고리듬 구성 과정은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정확이 파악하고 필요한 결과가 얻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메타 인지는 학습자가 ‘자신의 인지 상태를 인지하는 것’
으로 정의되며, 메타 인지와 학습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메타 인지는 특히 자신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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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스스로 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또한 자신의 사고가 전개되
는 과정을 스스로 관찰할 수 있으므로, 논리적 또는 수학적
추론 과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준다 [5,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속력
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에서 과학영재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며, 이러한 메타 인지 활동이
학생의 개념 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북 소재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
는 중학교 2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학생들은
충북 소재의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과학영재교육원의
‘로봇과학’ 학급에서 2주에 한 번씩 4차시 수업에 참여하
였다. 이 학생들은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속력을 표현하는 방법’ , ‘등속직선운동’,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물체 ‘에 대해 학교 과학교육을
받았으며,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사전 교육으로 ‘C언어를
기반으로 한 기초 프로그래밍’ 2차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2. 수업 처치
탐구활동 시간은 5명 3개조의 조별 활동으로 이루어졌다.
총 180분으로 초반부에 아두이노에 대한 소개와 구조 설명,
C언어 기반의 아두이노 피지컬 컴퓨팅을 위한 기초 프로
그래밍 교육이 30분간 이루어졌고, 이후 학생들이 스스로
알고리듬을 구성하여 측정을 수행하는 탐구활동 120분간
진행된 후 결과에 대한 정리 및 토론 30분으로 진행되었다.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 후 적외선 센서의
구조와 기능, 원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 후 보드와
적외선 센서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설
정하기, 적외선 센서를 사용해 물체의 거리를 측정하는 알
고리즘 구성하기 교육이 이루어졌다. 학생 탐구활동에서는
각 조별로 수 트랙 위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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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riteria of Metacognitive activities.
Mark
MC1A
MC1B
MC1C
MC2A
MC2B
MC2C
MC3A
MC3B
MC4A
MC4B

Types of the metacognitive activity
What do the students think that they know about the given physics concept?
What do the students regard about the given physics concept as strange?
What do the students regard about the given physics concept as unbelievable?
Do learners want to check concepts they know?
Do learners compare and contrast the concepts they know?
Do the learners try to interpret the concepts they know?
Do learners associate what they know with what they learn?
Do learners want to judge what is right when they come up with new concepts that do not fit their thoughts?
Do the learners recognize the goal of the learning activity?
Do the learners perform a conscious learning activit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the activity goal?

문제해결 과제가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서 학생들은 토론을
통하여 스스로 탐구활동을 진행하면서 속력 측정을 위한
실험 장치의 구성, 프로그래밍 알고리듬 설계, 결과값 분석
등을 조별로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측정 과정에서 수평면
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속력측정 뿐만 아니라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속력측정 실험도 수행하였다.

는가? 뉴턴 법칙하고 좌표계의 운동을 어떻게 관련지어
생각하는가?
③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어떻게 연관지어 생각하는가? 또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
새로운 개념에 접하였을 때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하려
하는가?
④ 학습자는 학습 활동의 목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3. 자료 수집 및 분석
학생들의 메타 인지 과정과 개념 변화 확인을 위한 자료
의 수집은 탐구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대화를 녹취하여
이루어졌다. 학생의 개념에 대한 별도의 사전, 사후 검사를
별도 실시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녹취자료를 통하여 자료
분석은 다음의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로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은
김익균 등 (2003) 이 제시한 메타 인지 관련 유형들을 기초로
제작하였다 [7]. 김익균 등은 메타 인지와 물리학습의 관련
성을 논의하면서 이를 ‘초인지 지식으로서의 초인지’ , ‘인지
방략의 조절과 통제로서의 초인지’ , ‘학습자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초인지’ 등 3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초인지 지식으로서의 초인지’ 및 ‘인지 방략의
조절과 통제로서의 초인지’ 는 과제 변인과 방략 변인에
관한 것으로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학습자 자신의 사고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초인지’ 는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 과정에
대한 메타 인지를 다루는 부분으로서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하였다. 김익균 등은 이에 대하여 다음의 4가지 활동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① 특정 물리 개념에 대해 학생이 알고 있다고, 이상하다
고,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② 학습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들을 연관지으려 하
는가? 예를 들면 음파와 광파를 어떻게 관련지어 생각하

가? 그리고 목표 인식에 따른 의식적인 학습 활동을 하는
가?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초인지 활동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 분류
기준을 작성하였다 (Table 1).
학생들의 대화에서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은 Table 1 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분류는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자 외에 5명의 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였으며, 2명씩
3개조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대화를 각 조별로 분류하는
과정을 거쳤다. 각 조에서 분류된 결과를 다시 합의하여
최종 분류결과를 얻어냈다.
다음으로, 알고리듬 개발 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속력 개
념 변화 유형을 분류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사전 개념에 대해 분석을 하고 그 개념이 알
고리듬 구성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속력 개념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사전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탐구활동 초반의 학생들
의 대화에서 속력에 대한 사전개념이 드러난다. 학생들이
속력을 측정하는 알고리듬을 구현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속력에 대한 사전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다음에는 측정 과정과 결과에서 나타난 오류를 인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분석하였다. 측정 과정과 측정 결과
값을 분석하는 과정의 대화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오류,
오차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무엇
을 오류, 오차라고 판단하는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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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후 앞의 과정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념
변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오류에 대한 대처와
해결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개념
변화유형을 분류하였다.
이후, 메타 인지 활동 유형과 개념 변화 유형의 관련성은

“C: . . . 그거 고속도로 같은데 속력 측정하는 거. . .”
C는 이러한 해석에 대하여 이 개념의 용도가 어떻게 활
용되는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1조의 학생
들은 속력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속력이 단위 시간당
이동한 거리라는 물리적 개념을 알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을 회상하여 확인하거나, 또는 알고리듬을 구성하기 위하여

위에서 분석된 두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 사이의 연관성을

필요한 요인들을 점검하면서 그 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은 대체로 MC1A, MC2A, 2C 등의 유형이 주로

III. 연구 결과
1. 알고리듬 개발 활동에서 나타난 메타 인지 활동과
학생들의 속력 개념 변화 과정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하여 속력을 측정하는 알고리듬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험 활동 측정에 필요한 알고리듬을 구성
하기 위하여 물체의 운동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주요 변수인
시간이나 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다.
“A: 이게 몇 초 간격이야? 딜레이타임 500이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필요한 측정 변수를 설

“B: 그러면 0.5초네 0.5초마다 거리를 재는 거지”

정하고, 각 변수에 대한 측정값의 입력 방법, 속력을 구하기

본 활동에서 사용된 적외선 센서를 이용한 속력 측정

위한 연산 과정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활동에서는 delay() 함수로 측정에 필요한 시간 간격을 설

알고리듬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속력에 대한 학생들의 개

정하는데, A학생과 B학생은 이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센서의

념은 알고리듬의 구성 내용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실험의

거리 측정 시간 간격이 0.5초임을 확인하고 있다.

측정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때 학생들은 실험
결과와 자신들의 생각 사이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
에서 활발한 메타 인지 활동을 수행하게 되므로, 학생들의
대화를 분석하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C: 총 시간분의 총 거리인가? ”
C학생의 대화를 통하여 1조의 학생들은 ‘거리’ 변수를
수레가 움직인 총 이동거리, ‘시간’ 변수는 총 이동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험에서 각 측정 시간
별로 이동거리 값을 알 수 있으므로 구간별 속력을 구할

1) 1조 : 실험 활동 후 기존 개념의 유지

수 있지만, 이 학생들은 구간별 속력이 아닌 평균 속력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사전 개념을 따로 조
사하여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활동 중에 이루어진 학생들의
대화 중에는 사전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대화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시간 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이 학생의 경우 과학 교과서에서 제시된 속력에 대한

“A: 총 시간이 몇 초인데? 아 그러면 영점. . . 3초”
“A: 시간은. . . 이 결과가 여섯 개가 나왔어. 0.5가 여섯
개니까 3초잖아”
“B: 거리는 87 에서 14 빼면. . . 73. . . 그래서 결과가
24.333 나왔어”
1조의 학생들은 속력을 ‘총 시간분의 총 거리’ 로 인식하

수학적 공식을 기억하여 회상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B

고 있으므로, 측정 결과 얻어진 데이터 6개로부터 수레가

학생은 ‘속력’ 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운동한 총 시간을 알아내고, 처음위치 값과 나중위치 값

“B: 일초에 얼마만큼 가는지 이런 거 보는 거잖아.”

의 차이로부터 이동거리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알고리듬을
구성하여 속력을 구하였다. 이는 측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B는 수학적 공식의 물리적 의미를 ‘단위 시간당 물체가

평균 속력 개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움직이는 이동거리’ 로 환산하여 해석하고 있고, A와 B가

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자신이 알고 있는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속력의 의미는 필요한 만큼 회상

개념이 맞는지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MC2A, B

되었다.

에 해당되는 메타 인지 과정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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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이 구성한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우선 평면에
서 운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측정한 뒤, 경사면에서 운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경사면 높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사면에서 수레의 속력
측정 과정에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A: 높이가 얼마인지 기록해야 되지 않아? ”
“B: 몇 cm높이야? 6센티 하자. 8센티 하자.”
A, B학생은 경사면의 기울기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
다. 수업에서 관찰한 상황을 보면 B학생은 높이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제안하면서 일정한 속력의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하고, 기울기를 일정하게 증가시켰을 때 나타나는
수레의 속력변화를 관찰하려 하고 있다.
“C: 32.4 인데 이거? 이상한데? 아까 40 이니까 이거
나오면 안되지 않아? 미는 힘이 틀려서 그런가? ”
“B: 속력이 원래 이게 높을수록 빨리 나와야 되잖아.
오히려 더 적게 나왔어.”
“A: 딜레이를 조금 좁히면 안돼? ”
경사면의 높이를 달리하며 수레의 속력을 측정한 결과
일부 높이에서 속력이 더 낮은 높이보다 속력 값이 작게
측정이 되었다. C학생은 이를 오차로 판단했고 그 원인을
최초 수레를 경사면에서 출발시킬 때 미는 힘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다. B학생 또한 경사면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수레의 속력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태
이다. 이에 A학생은 오차의 원인을 센서가 거리를 측정하는
시간 간격인 딜레이 값으로 보고 이를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은 가속도 개념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경사면의 기울기가 커질수록 수레의 속력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사면의 각이 커질수록 수레가 점점 빨
라지는 것을 알지 못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단지
오차로만 판단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생각과 불일치하는
관찰 결과를 단지 ‘오차’ 로만 파악함으로써, 불일치 현상이
유발하는 인지갈등을 회피하여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려는
경향의 사례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성공적인 실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험의 목표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9], 위의 학생들의
대화에서 실험 수행을 위해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속력측
정을 위한 알고리듬을 구성하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은
대체로 실험 결과를 의심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점검하는 과정인 MC1B, 1C 또는 MC2B 등과 지속적으로
실험의 목표를 확인하여 수행하는 MC4B 등임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1조 학생들은 평균 속력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험 활동 내용을 수행한 후에 평면에서 운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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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레의 속력은 수월하게 측정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구간
별 속력, 즉 순간 속력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사면에서 속력측정 실험에서 속력이 점점 증가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 속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는
전체 이동시간과 전체 이동거리로만 측정을 하였다. 이
때문에 구간별 속력 즉 순간 속력의 측정을 통해 운동을
분석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여, 상위 개념인 가속도 개
념으로 확장되지는 않았다.

2) 2조 : 실험 활동 후 오개념에서 물리 개념으로 변화
조 학생들의 실험 활동 중 대화에서 속력에 대한 사전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속력이니까 거리를. . . 시간분의 거리. . .”
“거리가 변위야 이동거리야? ”
“이걸로 거리를 측정한 다음에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
지. . .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잖아”
“아니야. 시간분의 이동거리야”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야”
이 학생들은 속력의 의미를 시간과 거리의 관계로 생각
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는 ‘변위’ 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이동거리’ 와
‘변위’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토론에서 변위 개념이 운동 전후 두 지점
사이의 좌표값의 차이라든지, 1차원에서는 이동거리와 동
일한 개념이라든지 등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속력의 개념을 의미있게 이해하고 있기 보다는
학교나 사교육 등을 통하여 학습한 용어를 회상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의 계획 단계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회상하여 서로 점검하
거나 비교하는 등의 메타 인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드러난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은 대체로 MC1A,
MC2A, B의 유형임을 알 수 있다.
2조 학생들은 속력에서 이동거리와 변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지만, 실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리듬 구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대화에서 나타난다.
“A: 거리는 이미 있으니까 시간만 재면 돼”
A 학생은 아직 물체의 이동 거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적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거리값이
수레가 실제 이동한 거리인지 해당 시간의 좌표 값인지에
대한 구분도 하지 않고 시간 측정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조원에게서도 나타난다.

1120

“B: 시간 어떻게 넣을래? 시간만 체크하면 된다고”
“C: 시간만 재면 되는데. . . ”
B와 C학생 또한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거리’ 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시간 측정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B: 딜레이 값을 이용해야해. 이걸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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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생은 A, B학생의 대화를 통해 이동거리의 개념과
함께 속력을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실험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로
구성해야할 프로그래밍을 개선하여, 2조의 학생들은 활동
전에 모호했던 이동거리의 개념이 프로그래밍 구성 활동을
통해 물리적 개념으로 명확해졌다.
결국 2조 학생들은 활동을 통하여 속력의 측정에 대한 모

“A: 딜레이 천이니까 한 번씩 찍히면 시리얼 모니터에 1

호한 선개념에서 적절한 물리 개념으로 개념 변화가 일어난

초마다 오는 거리잖아. 일로 나누는 거니까 시리얼모니터에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은 처음에 속력에 대한 수식적 개념은

나오는 거리가 속력이 되는 거지”

있었으나 ‘거리’ 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여, 측정을 수행할

B학생은 센서의 딜레이타임으로부터 시간측정 아이디

당시에는 물체의 ‘위치’ 를 ‘이동거리’ 로 판단하는 오개념을

어를 제안했다. 이를 이용해 A학생이 딜레이 타임을 1초로

갖고 있는 상태였다. 그 후 측정 결과 분석과정에서 거리에

지정하면 나눠지는 분모 값이 1이기 때문에 측정되는 거리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거리는 측정

값이 바로 속력이 된다는 의견을 내었고, 조원들도 동의를

시간에 해당되는 물체의 위치가 아닌 측정 시간 동안 물체가

하였다. 그러나 측정되는 거리 값은 적외선 센서가 설치된

이동한 거리라는 물리적 개념으로 측정 방법을 수정하였다.

지점과 수레 사이의 거리이므로, 움직이는 수레를 측정하는

따라서 이 단계에서 학생들은 MC3A, B의 메타 인지활동을

순간의 위치 값이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다.

통하여 속력 측정 과정에서 어떤 값을 물체의 이동거리로

그러나 2조 학생들은 이동거리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오개념이 타당한 물리 개념으로

때문에 이러한 착오를 깨닫지 못하였고, 실제 알고리듬 구성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정에도 그에 따른 오류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 단계
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은 대체로 자신이
아는 내용을 활동에 적용시키려 하는 MC3A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한 알고리듬을 바탕으로 속력 측정
실험을 진행하면서 그 결과 속력이 점점 줄어드는 결과 값

3) 3조 : 실험 활동 후 가속도 개념 형성
3조 학생들의 실험 활동 중 대화에서 속력에 대한 사전
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을 얻게 되어, 곧 거리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가? ”

인식하게 됨을 다음 대화에서 나타내고 있다.

“시간은 딜레이를 이용하면 돼”

“A: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이동거리로는 말할 수 없다는 말이네 “
A학생은 적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되는 거리 값이 센서와
수레 사이의 거리기 때문에 수레가 이동하는 거리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결과가 적절
한지 확인하는 MC3B의 메타 인지 활동을 통하여 위치와
변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B: 그럼 전에 거리 구했던 거랑 그 다음 값이랑 차이,
디스턴스 두 개를 이용하면 되겠네. ”
A학생의 의견으로부터 B학생은 좀 더 구체적인 이동거
리를 정의하고 있다. 센서 측정 결과 값으로부터 나온 두
거리의 차이를 수레가 움직인 거리로 정의하고 있다.

“속도 재려면 1초당으로 해야지”
이 학생들은 속력을 어떻게 알고리듬에 적용하는가를
논의하면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정도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고리듬의 구성에서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시간 간격을 delay() 함수로 설정하는데,
이 간격을 1초로 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물체의 속력이
‘1초당 이동 거리’ 라는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A: 딜레이를 0.5로 설정하고. . .”
“B: 개수만큼 나눠서 평균 속력을 구하면 되지”
물체의 속력을 알기 위한 시간측정에 대하여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A학생의 대화로부터 딜레이 타임으로부
터 시간을 측정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 B학생의 대화에서
측정한 시간 데이터의 개수와 딜레이 타임의 곱으로 이동시

“C: 딜레이가 1초잖아. 그러면 처음에 1초야 그다음에

간을 구해 전체 거리를 나눈다는 의미로 보인다. 따라서 3

2초면 1초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 . 이거다. 처음에 구한 거

조의 학생들도 속력의 개념을 평균 속력으로 이해하고 있는

리하고 나중에 구한 거리에서 딜레이 타임으로 나눈거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계에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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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은 대체로 아는 내용을 회상하고 점검하거나 실험에

발견되자 A학생은 수레 앞에 종이를 덧대는 것으로 수레

적용하는 MC1A, MC2A의 유형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의 인식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C: 아두이노로부터 측정된 거리 결과 값이 나오면 딜

자신들의 실험 결과를 이상하게 생각하며 개선하려는 MC

레이를 500으로 놓으면 0.5초당 측정을 하니까. . . 우리가

1B, 1C, 4B 등의 메타 인지 활동에 해당된다.

알고 싶은 건 1초당 이동하는 거리이니까 그 거리 차이당

이들은 평면에서 수레의 속력을 구한 뒤, 경사면에서 운

2를 곱하면 1초당 이동한 거리가 되는데. . . 한 개당 하면

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였는데 측정 활동 과정에서

오차가 많이 나니까 전체 거리를 전체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구하면 돼”
3조의 학생들도 결과적으로 평균 속력 개념을 바탕으
로 알고리듬을 구성하였지만, C학생의 대화에서 구간별
속력과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1 초당 이동하는 거리” 라는 대화로부터 학생의
속력에 대한 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그 거리 차이당” 등의
표현에서 거리의 개념을 측정 시간동안 이동한 거리로 인
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한 개당 하면 오차가 많이
나니까 전체 거리를 전체 개수로 나눠서 평균을 구하면 돼”
라는 표현에서 이 학생은 구간별 속력을 구할 수 있지만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값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하는 것으로부터 해결하려 하고

“B: 우리는 왜 29가 나오지? 왜 이렇게 빨라? ”
“A: 나온 수 두 개 사이의 차를 구하고. . .”
“A: 이건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
지는 운동을 하네”
이 학생들은 평면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속력 측정과 동
일한 방법으로 경사면 전체 구간에서의 평균 속력을 구했는
데, B학생은 그 결과 값을 평면에서의 운동과 비교해보고
의아해 하고 있다. A학생은 “나온 수 두 개 사이의 차를
구하고” 의 대화에서 이를 측정 과정이 아닌 측정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전체 평균 속력
보다는 구간별 속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부터 “경사면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

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대체로 MC2A, 2B, 2C, MC3A

지는 운동을 하네” 라는 가속도 개념의 형성을 보여주는

등의 메타 인지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직접적인 ‘가속도’ 라는 개념에 대한

학생들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성한 알고리듬에

언급은 없었지만, 구간별 속력 분석을 통해 경사면에서는

의하여 속력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신들의 속력 개념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된다’ 는 것을 알게 된

을 바탕으로 평면에서 운동하는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학생들은 경사면에서 물체의 운동

과정에서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다.

을 관찰하면서 자신들의 예상과 달라짐을 확인하고, 이를

“A: 거리 값이 이상하게 측정되는데? ”
“B: 센서가 제대로 인식이 안되는 것 같아”

이해하기 위하여 이상하거나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MC
1B, 1C 등의 메타 인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결국 3조 학생들은 속력에 대한

적외선 센서로부터 측정된 거리 값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리 개념이 상위 개념인 가속도 개념이 확장되었음을 보

A학생은 일부 데이터 값에 오류가 있다 판단했고 B학생은

여준다. 학생들은 속력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가지고 있

그 원인을 센서의 인식 문제로 보고 있다. 다음의 대화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이어진다.
“B: 센서 측정 범위가 좁아서 수레가 안 잡히는 거 같은
데...”
“C: 이거 센서랑 수레 방향이 딱 일직선으로 해야 하는거
아냐? ”

었고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개념을 바탕으로 수레의 속력을 올바르게 측정할
수 있었다. 일정 간격으로 측정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순간 속력과 평균 속력의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사면에서 수레의 운동을 분석하여 전체
구간의 평균 속력보다는 구간별 속력, 즉 순간 속력이 의미

“A: 수레 앞쪽에다가 종이를 덧대봐”

가 있음을 알게 되고 속력이 점점 증가하는 가속도 운동의

B학생은 실험 장치의 설정을 오류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개념으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3

센서의 측정 영역 밖에 수레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문제점

조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판단하며 실험의 목표를

으로 제시했다. 이에 C학생 또한 동의하며 수레의 방향과

인식하여 결과와 연관시키는 등 MC3A, 4A의 메타 인지

센서의 방향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센서의 방향을

활동 유형을 활발하게 수행하여 자발적으로 가속도 개념을

조정 후 측정 활동을 반복했지만 결과값에서 같은 오류가

얻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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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The frequency of the metacogition
types of group.
2. 메타 인지 과정 유형과 속력 개념 변화 유형의 관
련성
전체 활동에서 각 조 학생들의 각 메타 인지 과정 유형에
대한 문장을 분석하여 빈도로 나타낸 결과는 Fig. 1과 같다.
1조 학생들의 메타 인지 유형에 해당되는 문장은 54개로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아두이노 기반 속력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을 통하여 상위 개념인 가속도 개념에 대한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물리 개념만 유지된 경우이다. 메타
인지 유형 유형 비율을 살펴보면 MC4B, MC2A, MC1B,
MC1C의 유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의
유형은 MC4B, MC2A인데 이 메타 인지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확인하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속력을 측정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구성 활동에 활용되었다
고 할 수 있다. 특정 개념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믿
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메타 인지 활동 MC1B, MC1C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개념갈등을 느끼는 상황이 개념
변화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학생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연관지어 생각하거나 새로운 개념과
기존 개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MC3A, MC3B의 활동
비율이 적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조 학생들의 메타 인지 유형에 해당되는 문장은 31개
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2 조의 학생들은 대체로
MC1A, MC2A, MC2C, MC4B 등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조 학생들은 속력을 시간분의 거리로 수식적으로 알고

대한 물리적 개념이 형성되었다. 이는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메타 인지 활동에 해당되는 MC4B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메타 인지 활동을
통하여 적절한 속력 측정을 위한 알고리듬 개선과 그 결
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 속력에 대한 올바른 물리 개념 형성과 측정
알고리듬 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조 학생들은 활동 중에 토론보다는 실험 작업에 더 집중
하였으므로 녹취 자료로부터 나타난 메타 인지 유형에 해
당되는 문장은 다른 조에 비해 비교적 적은 18개 정도였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전반적으로 각 메타 인지 과정 유형
들이 거의 모두 나타나고 있어 다양한 메타 인지 활동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생들도 처음부터 속력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었으나, 경사면에서 움직이는 수레의 속력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구간별 속력 분석을 통하여 가속도의
개념을 획득하였다. MC1A, MC2A, MC4B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평면에서 수레의 속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메타 인지 활동이다. 그 후 경사면에서
속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개념과의 갈등을 느끼는
MC1B, MC1C 메타 인지 활동이 일어나고 구간별 속력
개념을 도입해 경사면에서 수레의 속력을 분석을 하는 과
정에서는 MC3A의 메타 인지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면, 각 활동 조별로 비율
의 차이는 있으나 학생들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탐구 활동 초반부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
하기 때문에 MC1A, MC2A, MC4B의 메타 인지 활동이
주로 이루어졌다. 활동 중 후반부에 학생들이 속력 측정
과정과 그 결과 값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념 이 변화하
기 위해서는 개념 갈등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때는
MC1B, MC1C의 메타 인지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 학생들은 속력 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부터, 알고 있는
내용과 관찰한 결과의 차이를 파악하려는 노력, 실험 활동
의 목표를 인지하고 이에 따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실험을
수행하려는 등 본 연구에서 제시한 메타 인지 활동 준거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메타 인지 활동들을 다양하게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있었으나 거리에 대한 명확한 물리적 개념이 없어 변위와
이동거리를 혼용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개념 변화를 위

IV. 결론 및 시사점

해서 개념갈등을 느끼는 메타 인지 활동인 MC1B, MC1C
활동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후 아두이노 기반
속력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을 통해 속력 측정시 거리에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정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아두이노
기반 속력측정 알고리듬 개발 활동에서 학생들의 메타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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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유형과 속력 개념 변화 유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학생들의 대화를 녹취해 그 내용으로부터 메타

이루어진다. 활동 중 후반부에 학생들이 속력 측정 과정과

인지 활동 유형을 분류하였고 학생들의 속력 개념이 어떻게
변하는지 유형을 분류하였다. 또 메타 인지 활동과 속력
개념 변화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개념 갈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때는 MC3A, MC3B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속력 측정을 위한 알고리듬 개발 활동 단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알고리듬 구성 활동에

다양한 메타 인지 활동이 나타났다. 각 조별로 비율의 차이
는 있으나 메타 인지 활동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MC1A, MC2A, MC4B의
활동 유형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활동
중 자신의 개념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메타 인지 활동을 하며
자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활동 목표를 이루기 위한 메타 인지
활동을 하였음을 나타낸다. 그중에서도 MC4B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아두이노를 기반
으로 하는 알고리듬 개발 활동에서 알고리듬을 구성하는
과정과 실험 측정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활동 목표를 계속해
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알고리듬 개발 및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속력 개념 변화 유형은 개념의 정교화, 새로운 개념 획득으
로 분류할 수 있다. 2조 학생들은 거리 개념을 변위와 이동
거리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물리적으로 의미 있게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속력 측정 활동 중의 활발한 메타
인지 활동을 통하여 속도 측정에 대한 올바른 물리 개념을
얻게 되었고, 3조 학생들은 이전에 학교에서 학습하지 않은
상위 개념인 가속도 개념을 얻게 되었다.
셋째, 학생들의 속력에 대한 오개념이 물리적 개념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MC3A, MC3B의 메타 인지 활동 유형
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활동 초반부에서는 학
생들이 자신의 개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MC1A, MC2A, MC4B의 메타 인지 활동이 주로

그 결과 값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메타 인지 활동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연구 결과가 적은 수의
서 나타난 메타 인지 과정이 개념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결정적 결론을 제시한 것으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지만, 아
두이노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탐구
활동이 학생들의 다양한 메타 인지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물리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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