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hysics: Sae Mulli,
Vol. 70, No. 7, July 2020, pp. 595∼602
http://dx.doi.org/10.3938/NPSM.70.595

The Effects of Experimental Activity with Computing Thinking Express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ientific Models
Eunju Kang · Jina Kim∗
Department of Physics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46241, Korea
(Received 28 April 2020 : revised 18 May 2020 : accepted 08 June 2020)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xperimental activities applied
to flowcharts corresponding to unplugged forms in computing education on scientific model
generation by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 comparison groups who conducted
experiment activities under the guidance of teachers and 24 experiment groups who applied
flowchart expressions to experiment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students’ scientific model test,
the pre-test resul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but the post-test
result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gain
index by using the pre-post scores of the scientific model level generated by the comparison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we found that the comparison group showed a low educational effect
of 0.29 whereas the experimental group had a 0.67, which is a relatively high educational effect.
Through this, we confirmed that the flowchart, which is an expression of computing thinking,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cientific model generatio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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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팅 사고 표현을 적용한 실험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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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컴퓨팅 교육 중 언플러그드 형태에 해당되는 순서도를 실험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교사의 안내에 의해 실험
활동을 진행한 비교집단 23명과 실험 활동에 대한 순서도 표현을 적용한 실험집단 24명이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검사 결과, 사전 모델 수준은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사후 모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 수준의 사전, 사후
점수를 이용하여 향상 지수 (Gain Index) 로 산출한 결과, 비교집단의 경우 0.29로 낮은 교육 효과를 보인
반면, 실험 집단의 경우 0.67의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적 효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컴퓨팅 사고의 표현인
순서도가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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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인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가 컴퓨팅 사고이다.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활용하여 실생활과 다양한 분야의 문제
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능력으로 [1], 컴퓨터
과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갖춰야할
역량으로 간주되고 있다 [2].
미국의 국가연구위원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에서는 문제해결력 신장에서 나아가 인지적 도
구로서 모든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기본 요소임을 강조하였
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컴퓨터 과학을 정규교과로 실시하
거나 타 교과와 접목하여 융합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체계의 기능 중
하나로 ‘수학적 사고와 컴퓨터의 활용’을 제시하고 있다 [3,
4].
그러나 과학교육에 컴퓨팅 사고를 접목한 기존의 연구들
을 살펴보면, 대부분 센서나 여러 가지 장치와 같은 피지컬
도구를 사용한 연구들로 [5–7], 정규 과학시간이나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컴퓨팅 사고의 기초적인 부
분과 언플러그드 활동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언플러그드 활동은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의존
하지 않고 컴퓨터 과학의 기본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활동
을 의미하는데 [8], 이중 컴퓨팅 사고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알고리즘이다 [9]. 이러한 알고리즘 표현 도구 중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순서도 (flow chart)
표현하기이다. 순서도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분석하고
수행해야 할 것을 단계화시켜 상호 간의 관계를 일정한 기
호로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 [10]. 순서도를 수업에 적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컴퓨팅 사고의 표현으로 순서도 자체를
교육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1–13]. 그러나 순서도는
주어진 문제의 해결 과정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것으로, 문
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14,15] 학습 도구로 사
용될 수 있다. 순서도를 교수 학습의 도구로 적용한 연구
로는 절차적 촉진자로서 순서도를 적용하여 장애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연구 [16]와 협동학습
향상의 방안으로 실험 전 순서도를 적용하여 학생들의 실
험에 대한 내용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한 연구 [17]가
대표적이다.
한편, 초등학생은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생성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18]. 그러나 과학 지식 생성 과
정을 충분히 반영한 의미 있는 실험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19]. 이는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

목적과 실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21].
또한 많은 학생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과정을 단순히
따라가는 실험 수행을 하기 때문이다 [22].
특히, 6학년의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는 물리 내용 중
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 하나로, 학생들이 비과학적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23]. 단순히
전자석 만들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자석의 성질까지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24] 학생들은 실험 결과를
찾아 내는 방법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거나 전자석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5]. 과학 지식 생성 과정이 일
회성의 단편적인 수행이 아닌, 시행착오에 의한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22]에서 실험 과정을
구조화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점검할 수 있는 순서도의 표현
은 과학 실험을 통한 과학적 모델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교육 중 언플러그드 형태에 해당되
는 순서도를 실험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이 연구는 순서도 표현하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수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 대상은 중소도시의 P초등학교 6학년 학생 47명으로
비교집단 23명, 실험집단 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용
단원은 6학년 2학기 4단원 ‘전기의 작용’이며 이 중 전자석
을 만드는 활동을 통하여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을 알아보는
차시이다.
먼저 모델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
다. 모델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을 설명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을 표현하
도록 요구하였다. 이후 비교집단은 교과서에 제시된 전자석
만들기와 전자석의 성질 알아보기에 대한 실험 방법을 교
사로부터 설명 듣고 그에 따라 실험 수행을 하였다. 실험집
단의 경우, Kang and Kim [26]의 알고리즘 표현 활동지를
이용하여 순서도에 대한 이해 활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순서도 이해 활동은 순서도의 의미와 기호 이해하기, 순서도
의 형태 살펴보기, 순서도 작성 연습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활동을 읽고 실험 방법을
순서도로 작성하였다. Figure 1은 알고리즘 표현 활동지에
제시된 순서도의 예시이다. Figure 1의 (a) 는 수행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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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form of algorithm expression activity sheet.
순차적으로 표현한 직선형 구조이다. Figure 1(b) 는 문제

성질 모두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며, 2수준은 전자석을 만드

상황의 조건을 판단하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

는 원리만 제시한 경우, 3수준은 전자석을 만드는 원리와

하는 분기형 구조이다. Figure 1(c) 는 문제 상황의 판단

성질을 모두 제시한 경우이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같은 절차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반복형 구조이다.
실험을 마친 후, 두 집단의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Table 3은 과학적 모델에서 ‘수행’ 측면의 분석 기준이다.
‘수행’ 측면은 설명, 비교, 표지의 차원을 각각 1, 2, 3수준으
로 나누었다. 설명 차원에서 1수준은 인과 및 과정적 표현
없이 에나멜선을 감은 못 또는 핀이 전자석에 붙어 있는 상
황만 표현한 경우이다. 2수준은 인과적 표현없이 전자석을

2. 자료분석

만드는 과정만 표현 경우, 3수준은 전류의 흐름으로 인해
전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됨을 인과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Bamberger and Davis의 과학적 모델 분

비교 차원에서의 1수준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 또는 흐르지

석틀 [27]을 수정 보완하여 분석하였다. Bamberger and

않는 상황 중 한가지 상황만 제시한 경우, 2수준은 전류가

Davis는 과학적 모델을 ‘내용 지식’ 측면과 ‘수행’ 측면으로

흐르는 상황과 흐르지 않은 상황을 각각 별개로 표현한 경

구분하였고, ‘수행’ 측면에서는 설명, 비교, 추상화, 표지 4

우, 3수준은 전류가 흐르는 상황과 흐르지 않는 두 상황을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비교한 것이다. 표지 차원은 전자석과 나침반의 극을 기호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 단원에서 자기력선과 같은 추상화

로 표시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였다. 1수준은 전자석과 나

개념을 학습하지 않는다. 따라서 Table 1과 같이 ‘수행’

침반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이며, 2수준은 전자석과

측면에서의 추상화 차원을 제외하여 분석틀을 수정하였다.

나침반의 기호 중 하나만 표시한 경우, 3수준은 전자석과

수정된 분석 틀을 바탕으로 과학교육 전문가 1인, 과학
교육 박사과정 2인, 초등교사 3인이 ‘내용 지식’을 개념 수
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누었고, ‘수행’ 수준을 각 하위 차원의
수준 따라 3단계로 나누어 분석 기준을 마련하였다.
Table 2는 과학적 모델에서 ‘내용 지식’ 측면의 분석 기준
이다. ‘내용 지식’ 측면은 전자석을 만드는 원리와 전자석의

나침반과 관련된 기호를 모두 표시한 경우이다.
컴퓨팅사고 표현인 순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두
집단이 사전에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수준을 독립표본 T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사후에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수준의 차이는 공변량분석(ANCOVA)을 통해 분석하였다.

성질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에나멜선을 감은 못에 전

또한 사전-사후 두 집단의 모델 수준의 변화 정도를 비교하

기회로를 연결하는 것이 전자석을 만드는 원리에 해당되며,

기 위해 향상 지수 (Hake Gain) 을 산출하였다.

전지의 개수에 따른 전자석의 세기와 전지의 방향에 따라
바뀌는 전자석의 극이 전자석의 성질과 관련된다. ‘내용
지식’ 측면에서 1수준은 전자석을 만드는 원리, 전자석의

III.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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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dified scientific model analysis criteria.
domain
level
3

2

1

content knowledge
Related to the scientific
concept.
No errors at all.
Related to the scientific
concept.
Missing important
content or partial error
Related to the nonscientific concept.

performance
comparativeness

labelling

Compare two
situations

applies to all
elements

dynamic model
(show process)

intrinsic comparison
expression

partially applied

static model

describe only
one situation

not express

explanation
mechanistic
model
(show a process
with causality)

Table 2. Content knowledge analysis criteria.
level

classification criteria
Connect the coiled nail and the battery. The number of batteries increases and the electromagnet is
strong. Or if the direction of the battery is different, the pole of the electromagnet changes.
(Presents both the principle of making the electromagnet and the properties of the electromagnet)
When the coil is connected to the nail and the battery, the iron pin sticks or the needle of the
compass changes. (The principle of making the electromagnet are presented.)
Coil on the nail. (The principle of making the electromagnet and the properties of the
electromagnet are not presented.)

3
2
1

Table 3. Performance analysis criteria.
domain

explanation

comparativeness

labelling

3

Causally expressing that
the current flow has the
properties of a magnet

The sign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the label
of the magnet

2

Without the causal
expression, only the
course of the
electromagnet experiment

Compare two situations
when current is flowing
and not flowing
Only one situation in
which current flows is
presented, but the
expression when the
current does not flow is
implicitly expressed

1

No causal and procedural
expression.
Represents a static
situation where an
enameled nail or pin is
attached to an
electromagnet

level

Only one situation with
current flowing or no
current flowing
(No comparison)

1. 과학적 모델 수준의 차이 분석

Only part of the label of compass and magnet

No labelling

원리와 성질에 대한 내용이 모두 제시되어 있으므로 ‘내용
지식’ 측면에서 3점을 부여하였다. ‘수행’ 측면에서는 전류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학생들이 실험 전, 후에 생성한

가 흘렀을 때 못이 전자석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과학적 모델은 Table 2와 Table 3의 분석 기준에 의해 분

인과적으로 표현하였으므로 3점을 부여하였다. 이때 전류

석되었다. 각 범주별 기준에 따라 분석된 값을 각각1, 2, 3

가 흐를 때와 흐르지 않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

점으로 부여하였으며, 이를 합한 점수로 과학적 모델 수준을

으므로 비교 차원에서 3점을 부여하였다. 표지 차원에서는

산출하였다.

나침반과 전자석의 극에 대한 기호를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Figure 2는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에 대하여 학생들이 생

3점을 부여하였다. 각 범주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Fig.

성한 모델의 예를 나타낸것이다. Figure 2(a) 는 전자석의

2(a) 의 모델 수준은 12점이다. Figure 2(b) 는 에나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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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pre-test analysis of scientific models. (N = 47, Control = 23, Experimental = 24)
domain

content knowledge
explanation
performance

comparativeness
labelling

scientific model level

group

mean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1.78
1.71
1.57
1.92
1.30
1.08
1.65
1.46
6.30
6.17

Group comparison
standard
deviation
.422
.464
.788
.929
.559
.282
.647
.658
1.636
1.834

t

p

.573

.569

1.396

.169

– 1.722

.092

– 1.018

.314

– .271

.787

*p<.05, **p<.01, ***p<.001

Fig. 2. Examples of students’ models of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electromagnet.
Fig. 3. Changes in the scientific model of the two groups.
감은 못이 전기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나 전자석의 성질은 표
현되지 않았으므로 ‘내용 지식’ 측면은 2점을 부여하였다.
‘수행’ 측면에서는 전류가 흘렀을 때 클립과 바늘이 붙은 것
을 나타내어 인과적 표현에 해당되므로 3점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황에 대해 표현하지 않았기에
비교차원에서 1점, 기호 사용이 없으므로 표지 차원에서
1점을 부여하였다. 각 범주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모델
수준은 7점이다. Figure 2(c)는 에나멜선을 감은 못만 제시
하였으므로 ‘내용 지식’ 측면에서 1점을 부여하였다. 이때
에나멜선이 못에 감겨져 있는 정적 상태를 표현하였으므로
‘수행’ 측면의 설명 차원은 1점이며, 전류가 흐르지 않는 한
가지 상황만 제시하였으므로 비교 차원은 1점에 해당된다.
또한 기호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표지 차원에서 1
점을 부여하였다. 각 범주별 점수를 합산한 결과, Figure
2(c) 의 모델 수준은 4점이다.
순서도를 적용하기 전 두 집단의 과학적 모델 수준이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 모델 점수를 이용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4와 같이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모델 평균 점수는 6.30점, 6.17
점으로 두 집단의 사전 모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3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모델 점수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해보면, 비교집단은 6.30점에서 7.96
점으로 상승하였고 실험집단은 6.17점에서 10.08점으로 향
상되었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으로 하여
(ANCOVA) 사후 점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두
집단의 사후 모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F = 25.758, p = .000). 두 집단 간 점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하위 범주는 ‘내용 지식’ 측면으로 나타났다 (F
= 65.858, p = .000). 이러한 결과는 ‘자화를 이용한 나침반
만들기’ 실험 활동에 순서도를 적용하여 과학적 모델의 변화
를 분석한 Kang and Kim의 연구 [26]와 유사한 결과이다.
순서도를 실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이 실험 과정
에서 변인 간의 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4는 전자석을 만들어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에서 학생들이 작성한 순서도의 유형
을 제시한 것이다. 학생들은 실험에서 고려해야할 변인과
이에 따른 결과를 직선형과 반복형을 혼합하여 순서도를
표현하였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Figure 4(a)는 전자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는 직선형과
반복형이 혼합된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은 직선형으로만 표현하고 있다. Figur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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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sults of the change in scientific model (N = 47, Control = 23, Experimental = 24)
domain

content knowledge
explanation
performance

comparativeness
labelling

scientific model level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Control
(N = 23)
standard
mean
deviation
1.78
.422
2.04
.209
1.57
.788
2.70
.703
1.30
.559
1.48
.665
1.65
.647
1.74
.619
6.30
1.636
7.96
1.430

Experimental
(N = 24)
standard
mean
deviation
1.71
.464
2.83
.381
1.92
.929
3.00
.000
1.08
.282
2.21
.884
1.46
.658
1.96
.751
6.17
1.834
10.08
1.474

mean
square

df

F

p

6.183

1

65.858∗∗∗

.000

1.225

1

5.372∗

.026

5.704

1

9.206∗∗

.004

.446

1

1.090

.303

44.211

1

25.758∗∗∗

.000

∗p < .05, ∗ ∗ p < .01, ∗ ∗ ∗p < .001

Fig. 4. Flow chart generated by students in the principles and properties of electromagnet experiment.
는 전자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은 직선형과 반복형이
혼합된 구조로 표현하고 있으며,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
는 것은 직선형과 반복형이 혼합된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
전지의 개수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은 혼합형으로, 전지의
방향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은 직선형으로 표
현하고 있다. Figure 4(c) 는 전자석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것을 직선형과 반복형이 혼합된 구조로 표현하고,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을 3개의 반복형으로 표현하였다. 전지
의 개수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내용에서 반복형
1개, 전지의 방향에 따른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것에서
반복형을 2번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표현한 실험

활동에 대한 순서도는 3가지 유형으로 다르게 나타났지만,
학생들은 모두 시행착오에 의한 반복적인 과정을 포함하여
직선형과 반복형의 혼합 구조로 순서도를 표현하였다. 순
서도를 적용하여 실험 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실험
목적을 이해하고 실험 과정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주며, 학
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잘 드러내어 과학적 모델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행’ 측면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보인 영역은 비교 차
원 (F = 9.206, p < .01) 과 설명 차원 (F = 5.372, p < .05)
으로 나타났다. 순서도를 이용한 실험 활동은 학생이 실험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과학적 모델로 표현할 때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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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순서도를 적
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비해 향상 점수가 높은 학생 수가
더 많았다.
실험 활동에서의 순서도 적용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확
인해보기 위해 향상 지수(Gain Index)를 산출하였다. 처치
전, 두 집단의 모델 수준을 확인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하였으며 (Table 4), 순서도 적용 이외의 모든 실험
상황과 시간은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향상 지수는 Hake가
제안한 향상 지수 산출 방법을 이용하였다. Hake는 사전,
사후 검사 결과를 이용하여 교육적 효과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향상 지수 [28]를 제안하였는데 그 산출 방법은
Fig. 5.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scientific model
level improvement score.

Eq. 1과 같다.
Gain =

Table 6. Comparison of gain index between two groups.
content
performance
scientific
knowledge expla- comparamodel level
labelling
nation tiveness
Control
0.21
0.79
0.15
0.07
0.29
Experimental
0.87
1.00
0.59
0.32
0.67
Group

⟨Spost ⟩% − ⟨Spre ⟩%
100% − ⟨Spre ⟩%

(1)

⟨Spre ⟩%는 사전 점수 평균 백분율, ⟨Spost ⟩%는 사후 점수의
평균 백분율이다. 향상 지수는 점수의 향상 정도를 표준
화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전-사후 검사에서 처치의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indicator) 로 사용될 수 있다. Hake
는 향상 지수 0.3이하는 낮은 교육 효과, 0.3 – 0.7은 중간

표현과 비교 표현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행’ 측면의 표지 차원은 Kang and
Kim의 연구결과 [26]와 달리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적용한 차시의 실험 주제 및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Kang and Kim의 연구에서는
자화를 이용한 나침반 만들기를 통해 자화된 머리핀의 극과
나침반의 방향을 기호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는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생성에서
표지 측면의 수준 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호 사용보다는 전지의 연결에 따라 전자석의
극이 바뀌는 전자석의 성질을 알아보는 활동이므로, 학생들
의 과학적 모델 생성에 있어 표지 차원의 점수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 효과, 0.7이상이면 높은 교육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규
정하였다 [28]. 본 연구에서는 Hake가 규정한 향상 지수를
이용하여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 활동의 효과를 판단하였다.
두 집단의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 수준의 향상 지
수는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모델 점수는 12점 만
점이며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과학적 모델 수준 검사
에서 양 (+) 의 향상 지수를 보였다. 비교집단의 경우 사전
평균 점수 6.30점, 사후 평균 점수 7.96점으로 향상 지수는
0.29로 산출되었다. 반면 실험집단의 경우 사전 평균 점수
6.17점, 사후 평균 점수 10.08점으로 향상 지수는 0.67로
산출되었다. Hake의 향상 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인
실험 활동은 과학적 모델 생성에 낮은 교육 효과를 보이는
반면, 순서도를 실험 활동에 적용할 경우, 중간 교육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 과학적 모델 수준의 향상 지수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모델 수준 향상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두 집단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사전, 사후 검사 결과
를 바탕으로 향상된 점수를 분석하였다. Figure 5은 향상
점수 별 학생 수를 표현한 것이다.
비교집단의 경우, 향상된 점수가 최소 1점에서 최대 5
점으로 나타났으며 2점 향상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실험
집단의 경우, 향상된 점수가 최소 3점에서 최대 9점으로

학생들은 실험 활동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생성하는 경
험을 가지게 되는데 [18], 이 과학 지식 생성 과정은 시행착
오에 의한 반복적이며 순환적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22].
그러나 학생들은 실험 활동에서 시행착오에 의한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1]. 컴퓨팅 사고 표현의
하나인 순서도는 직선, 분기, 반복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 순서도를 활용한 실험 활동은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과학적 모델을 생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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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5] M. J. Choi, S. J. Choi, S. H. Beak and H. Choi,
Converg. Educ. Rev. 4, 79 (2018).

본 연구에서는 컴퓨팅 교육 중 언플러그드 형태에 해당
되는 순서도를 과학 실험 활동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전자석의 원리와 성질에 대한 과학적 모델의 사전 검사
결과,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과학적 모델 수준은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교사의 실험
활동 안내를 받고 실험을 수행한 비교집단과 순서도로 실험
계획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후 실험을 수행한 실험집단의
사후 과학적 모델 수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다.
첫째, 실험집단에서의 모델 수준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
의미한 차이로 향상되었다. 이는 학생들이 실험 활동에 순
서도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실험 목적을 이해하고 실험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을 반추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둘째, 과학적 모델 수준에서 향상된 영역은 ‘내용 지식’
측면과 ‘수행’ 측면의 설명 및 비교 차원으로 나타났다. 순
서도를 적용한 실험 활동은 학생들이 실험 과정과 결과를
과학적 모델로 표현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과적 표현과 비교 표현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향상 지수 (Gain Index)를
산출한 결과, 비교집단의 경우 0.29로 낮은 교육 효과를 보인
반면,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의 경우 0.67로 중간 교육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순서도는 학생들이
실험 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과학적 모델을 생성하는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활동에서의 순서도 적용이 과학적
모델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순서도 적용 시, 나타나는 과학적 모
델 수준은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특성에 따른 과학적
모델의 추가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과학적 모델 수준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로 순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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