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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out how the compass-making experiment using algorithmic expression affects the scientific model gener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e study are 45 experimental groups that applied the expression of algorithms and 45 comparative groups that were guided by teachers in general science classes. The scientific model created
by the students after the compass-making experiment was divided into ‘content knowledge’ and
‘performance’ aspects. Experimental groups using algorithmic representations were higher in the
levels of content knowledge of the scientific models, the performance aspects of explanation, comparativeness, and labelling than the comparison groups. Three types of scientific models appeared
in groups with flow charts and were mostly included in the comparison of two situations: ‘compass’
and ‘magnetized hairpin’. However, the model created by the comparison group appeared to be
subdivided into eight types, with many students expressing as non-scientific models with errors in
the directional representation of the ‘magnetized hair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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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한‘나침반 만들기’실험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강은주 · 김지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부산 46241, 대한민국
(2019년 10월 4일 받음, 2019년 11월 12일 수정본 받음, 2019년 11월 25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4단원 자석의 이용 단원에서 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한 나침반 만들기 실
험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생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한 실험집단 45명과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실험 활동 안내를 받은 비교집단 45명이다.
나침반 만들기 실험활동 후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은 주요 개념 구성 정도에 따른 ‘내용 지식’ 측면과
설명, 비교, 추상화, 표지 차원에 따른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수준과 유형을 확인하였다. 실험 활동에서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과학적 모델의 ‘내용 지식’ 수준과 설명, 비교, 표지 차원의 ‘수행’ 측면 모두에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에서 3가지 형태의 과학적 모델 유형이 나타났으며, 대부분 ‘나침반’
과 ‘자화된 머리핀’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한 경우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비교집단이 생성한 모델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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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나타났는데, 많은 학생들이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 표현에 오류를 가지고 있는
비과학적 모델로 표현하였다.
PACS numbers: 01.40.gb, 01.40.eg, 01.40.E−
Keywords: 알고리즘 표현, 과학적 모델, 나침반 만들기, 실험, 초등학생

I. 서 론
과학 실험 활동은 과학의 고유한 탐구 방법으로, 과학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학생들은 실험 활동을 통해 구
체적인 현상을 접하고 이를 다루어 봄으로써 과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동시에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1,2].
그러나 과학자들의 지식 생산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
한 과학 실험 활동은 오히려 그 효과를 감소시키기도 한다.
학생들이 실험 활동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실험 활동에
참여하거나 [2], 실험 활동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 아닌
활동의 절차 측면에만 집중하여 인지 처리가 없이 단순한
실험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또한 많은 정보가 제시된
복잡한 실험 활동 상황에서 학생들은 정보 과부하를 경험
하게 되며 [4], 이로 인해 학생들이 실험 순서를 잘 인지하지
못하여 실험 수업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5]. 따라서 과
학 실험 활동이 의미 있게 이뤄지기 위해서 학생들은 실험
활동과 관련된 사전 요구 사항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6],
교사들은 학생 스스로 실험 목적을 확인하고 실험 과정을
명료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실험에서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 절차 및 순
서를 스스로 구조화하는 것은 알고리즘 사고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7]. 알고리즘 사고는 ‘주어진 자료를 파악하고
정보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결과를 얻는 사고 방법’이다 [8].
알고리즘 사고를 적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
알고리즘 사고에 대한 연구는 컴퓨터 및 정보 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알고리즘 학습 및 알고리즘 사고 향
상에 대한 연구 [10]와 알고리즘 사고를 이용한 문제해결력
및 학습력 신장에 대한 연구 [11]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 교육이 강화된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소
프트웨어 교육 운영 지침에도 문제해결력 신장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교육의 필수 영역으로 알고리즘 사고와 표현이
제시되어 있다.
과학교육에서의 알고리즘 사고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컴퓨팅 교구를 사용한 탐구 활동 프로
그램 설계 및 적용에 대한 연구 [8]와 컴퓨팅 사고에 기반한

Fig. 1. Research procedure.
교수 모델에 대한 연구 [12]가 있다. Kim (2018) 은 알고리
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규칙적인 패턴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 과학적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과 유
사하다고 제시하였다.
모델은 자연현상에서 관찰한 것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이
론을 연결하여 구체화한 설명이며 [13], 모델링은 과학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활동으로 관찰, 비교, 추론, 예상을 통해
자연 현상에서 경향성을 파악하고, 검증을 통하여 모델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14,15]. 학생들은 모델링을 통해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한 표상인 모델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하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로 발
달시킬 수 있다 [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델의 중
요성을 강조하면서 내용 영역 교수 학습에 활용할 것을 언급
하고 있으며, 미국 과학표준 (National Science Education

∗ E-mail:

mailtojina@pusan.ac.kr

Standards, NSES) 과 차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 (Next

The Scientific Mod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 · · – Eunju Kang · Jina Kim

73

Table 1. Contents of experimental activities through activities of algorithmic expression.
Phase
1-Algorithmic
representation

2-Properties
of magnet

3-Compass
making

Learning topics
Understanding
algorithmic expressions
Experiment 1
(classification of
objects attached to
magnets)
Experiment 2
(pole of magnet)
Experiment 3
(magnet attracts iron
objects)
Experiment 4
(the magnet is pointing
in a certain direction)
Experiment 5
(making a compass
using magnetization)

-

Major activities and contents
Learn the meaning of the flowchart
Learn the symbols to create flowcharts
Take a look at the various flowchart representations
Practice creating a flowchart

- Finding materials attached to magnets
- Distinguishing between magnet and non-magnetic
parts in an object
- Observe a lot of clips in a bar magnet
- Observe a lot of clips in a cylindrical magnet
- Move the magnet close to the iron object
- Describe what happens if you bring the magnet close
to the iron object
- Observe the direction indicated by the floating
magnet
- Learn the N and S poles of a magnet
- Hairpin magnetization
- Making a compass with iron objects

Period
1

2
3
4
5

6

II. 연구 방법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에도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과학적 설명 방법의 하나인 모델링을 강조

1. 연구 대상 및 연구 설계

하고 있다 [15–17].
한편 초등학교 3학년 과학에서 학습하는 자석 단원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흥미로운 소재이지만

Figure 1은 전체적인 연구의 진행 절차이다. 선행연구

자석의 성질 대부분은 실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

를 통해 나침반 만들기 실험활동에 대한 과학적 모델 분석

생들이 유년적 사고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제이다

기준을 마련하고, 비교집단 2개 학급과 실험 집단 2개의

[19]. 특히 자화, 자기력선, 자석의 성질을 이용한 나침반

학급을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은 중소도시의 N초등학교 3

과 관련된 실험은 오류가 많으며 [20] 학생들이 이해하기

학년 학생 90명으로 각 집단 별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려운 개념으로 보고되고 있다 [21,22]. 교과서에 제시된
‘자화를 이용한 나침반 만들기’ 실험은 쇠로 된 머리핀이
자석에 의해 자화가 되었는지의 확인 여부에 따라 실험 결
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나침반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침반 바늘과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을
비교해보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
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알고리즘 사고를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한다면 자화 실험에서의 시행착오 발생 등, 다
양한 실험 문제 상황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실험을 수행하고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통해 두 집단 모두 등분산 가정
을 확인하였으며, 두 집단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실험 방법
이해 및 모델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읽기와 쓰기 능
력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간 진단평가 결과 (비교 집단 :
읽기 21.66점, 쓰기 21.44점, 실험집단: 읽기 20.20점, 쓰기
20.82점)를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p > .05)을 확인하
였다.
비교집단은 실험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실험
수행을 한 후, 실험 내용을 과학적 모델로 표현하게 하였
다. 실험집단은 실험방법을 학생들이 알고리즘 표현으로

추론할 수 있어 실험을 통한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형성에

생성한 후 실험 수행을 하고, 실험 내용을 과학적 모델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표현하게 하였다. 이때, 과학적 모델이라는 용어가 학생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표현 활동을 통한 실험활동이

에게 생소할 수 있으므로 실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글과

과학적 모델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다음과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였다. 알고리즘 사고의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표현 도구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알고리즘 표현 적용 유무에 따라 1. 학생들이 생성한 과
학적 모델의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학생들이
생성한 모델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있는 순서도 (flow chart) 를 사용하였다 [9].
알고리즘 표현 활동을 통한 실험 활동 내용은 Table 1과
같다. 적용 단원은 3학년 1학기 ‘자석의 이용’으로 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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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an algorithmic expression comprehension activity.

Meaning and expression
symbol of flowchart

Take a look at the various
flowchart representations

1. Flowchart - An analysis of the problem to be processed, a stepwise sequence of
the process, and the use of a constant symbol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2. Symbols used when creating flowcharts
Symbol
meaning
Start or end (or start trouble completing
problem solving)
Things to do (what to do)
input/output(do not specify a particular input
and output input and the output)
Judging (question when choosing one)
Flow lines (representing flow of work)
Problem
Situation
Flowchart example
Example

Eunji went to school
at 8:30 am and started
a jump rope exercise
on the playground.
Then, at 9 o’clock,
I entered the classroom,
prepared the class, and
then moved to the science
room.

I want to find out what
shape changes by
putting various materials
(eraser, water, pencil, juice)
in a bowl.

I compare the scores of
the cards that my brother
and I have. If my score is
higher, I eat the sweets that
my brother has, and when
my brother’s score is higher,
my brother decided to eat
my sweets.

Practice creating a
flowchart

[Properties of Substance 2] What is the nature of the material when mixing
different materials? Let’s express the experiment of creating a tentacle ball in a
flowchart.

즘 표현에 대한 이해, 자석의 성질, 나침반 만들기 활동의 3
단계로 재구성하였다 (Table 1).

실험 집단의 경우, 1차시에서 알고리즘 표현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의 시간을 제공하고 2–5차시에서 자석의 성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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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cientific model analysis category(Bamberger & Davis, 2013).
content knowledge

The degree to which the
concept consists of the
main components and
he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 physical
systems

performance
domain
level

explanation

3

mechanistic model
(show a process
with causality)

compare two
situations

2

dynamic model
(show a process)

intrinsic
comparison
expression

1

static model

describe only
one situation

학습한 후, 마지막 차시인 6차시에서 나침반 만들기 활동을
하였다. 2–6차시 동안 매 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교과서에
제시된 실험 활동을 읽고 알고리즘 표현으로 재구성하여
순서도를 작성한 후 실험 활동을 하였다.
Table 2는 1차시에 해당되는 알고리즘 표현에 대한 기
본적인 이해에 대한 내용이다. 알고리즘 표현에 대한 이해
활동은 Lee and Park (2012) 의 순서도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순서도의 의미와 표현 기호 알아보기, 순
서도의 다양한 표현 살펴보기, 알고리즘 표현 연습하기로
구성하였다 [23].
비교집단의 경우, 1단계의 알고리즘 표현 학습만 제외한
2단계의 자석의 성질, 3단계의 나침반 만들기 활동으로 실
험집단과 동일한 5차시를 학습하였다. 실험활동 전 교과
서의 실험 방법을 읽고, 교사가 한 번 더 자세히 전달한 후
실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 주제인 나침반 만들기 활동은 ‘철로 된 물체를 자
화시켜 나침반을 만들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석에 붙여둔 머리핀을 물에 띄웠을 때 나침반과 동일한
방향을 가리킴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화와 관련된 실험에서의 대표적 오류 원인인 자석의 착자
상태와 나침반 상태를 확인 후, 수업을 진행하였다 [20].

comparativeness

scale
include
invisible
elements
(consider
relative size)
include
invisible
elements
include only
visible
elements

labelling

applies to
all elements
partially
applied
not express

Table 4. Scientific model analysis criteria for compass
creation experiment-Content knowledge.
level
2

1

classification criteria
Indicates that the magnetized hairpin
is pointing the north-south when
floated in water
Indicated that the magnetized hairpin is
pointing in a different direction than the
north-south when it is floated in the
water

‘내용 지식’ 측면은 2015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인 ‘[4과
02-02] 나침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이 있
음을 관찰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를 참고하여 수준을 나
누었다. 자화된 머리핀을 물에 띄웠을 때 북쪽과 남쪽을
가리킴을 표현한 경우를 2 수준,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과
남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한 경우를 1
수준으로 코딩하였다 (Table 4).
‘수행’ 측면은 설명, 비교, 추상화, 표지 차원에서 3, 2,
1 수준으로 나누어 모델링 수준을 비교하였다 (Table 5).
설명 차원은 자화된 머리핀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인과 과정이 포함된 메커니즘적 모델(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원인으로 철로 된 머리핀이 자석의 힘을 가지게

2. 자료분석
나침반 만들기 실험활동 후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
델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Bamberger & Davis
의 과학적 모델 분석 기준을 사용하였다 [26]. Table 3은
Bamberger & Davis [26]가 제시한 과학적 모델 분석 기준
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육 전문가 집단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나침반 만들기 실험에 대한 과학적 모델 분석 기준을
최종 수정, 보완하였다 (Table 4, Table 5).

되었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경우) 을 사용하는지, 단순한 과
정을 묘사하는 역동적 모델(머리핀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두어도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과정만 표현한 경우) 을
사용하는지, 상태를 나타내는 정적 모델(머리핀이 가리키는
방향만 표현)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수준을 나누었다. 비교
차원은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과 나침반 바늘의 방향의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하는 정도에 따라 수준을 나누었다. 추상
화는 비가시적인 요소를 추상화하는 정도에 따라 수준을 나
누었으며 표지 차원은 학생들의 모델에 포함된 표지 정도에
따라 수준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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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ientific model analysis criteria for compass making experiment-modelling performance.
domain

explanation

level

comparativeness

scale

Two comparisons are
made between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and the
magnetized hairpin
pointing in the water

3

A causal representation
of the process in which
a magnetized hairpin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as a compass

2

A process that always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even if the
hairpin is rotated in the
other direction.

Show only the
direction pointed by
the hairpin in the water

1

It simply represents the
static state that the
hairpin points to.

No comparison

Consider relative size,
include non-visual
elements

Include invisible
elements (Symbolic
representation of the
hairpin pointing in a
certain direction due
to invisible force)
Include only visible
elements (Only the
observation
phenomenon in
which the magnetized
hairpin points in one
direction)

labelling
The sign of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the
label of the
magnet (or
magnetized
hairpin)
Only part of the
label of compass
and magnet (or
magnetized hairpin)

No labelling

Table 6. Student scientific model level comparison of compass creation experiment (N =90, Control=45, Experimental=45).
domain

content knowledge
explanation
comparativeness
performance
scale
labelling
scientific model level

group

mean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Control
Experimental

1.31
1.98
1.16
1.93
1.87
2.93
1.00
1.00
1.96
2.62
6.84
10.47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에 대한 분석은 연구자와
과학전문가 집단간의 의견 합의에 이를 때까지 반복적인
순환 과정을 거쳐 검토되었다.

Group comparison
standard
deviation
.149
.468
.424
.963
.944
.330
.000a
.000a
.673
.490
1.186
1.471

t

p

9.102

.000

4.959*

.000

7.155*

.000

-

-

5.372*

.000

12.859*

.000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과학적 모델 수준에 대하여 ‘내
용 지식’ 측면과 ‘수행’ 측면을 모두 포함한 전체 평균 분석
결과, 실험집단의 평균이 10.47점, 비교집단의 평균이 6.84
점으로 실험집단의 과학적 모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

III. 연구결과
1. 과학적 모델 수준
알고리즘 표현이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과학적
모델의 수준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6).

났다. 이에 대한 유의 확률은 p =. 000 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 활동은 학생들이 실험결과에 대한 설명체계를 과학적
모델로 형성함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과학적 모델 수준의 하위 영역에서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 자화된 머리핀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가시적인 현상 자체만 나타냄

The Scientific Mod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 · · – Eunju Kang · Jina Kim

Fig. 2. (Color online) Examples of students’ scientific
modeling in ‘content knowledge’((a)level-1: A magnetized hairpin points in a direction other than north-south
or in a specific direction, (b)level-2: A magnetized hairpin points north like a compass).
으로써 추상화(scale) 차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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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Examples of students’ scientific
model levels in ‘comparison’((a)level-1: One situation in
which the magnetized hairpin points in one direction,
(b)level-2: Introduce the orientation of magnetized hairpin to make intrinsic comparison, (c)level-3: Compared
with the direction of the compass needle, the direction
of the magnetized hairpin is expressed as a scientific
model).

이는 자기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수준이 대부
분 관찰 가능한 현상에 머물러 있다는 Cheng and Lin 의
연구 결과 [21]와 유사하다. 모델의 표현에 있어 비가시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추상화는 알고리즘 표현 적용 유무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의 학생이 표현한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인 것은 ‘내용 지식’ 측면과 ‘수행’ 측면의 비교 차
원으로 나타났다. ‘내용 지식’ 측면에서 과학적 모델 수준은
실험집단의 평균이 1.98점, 비교 집단의 평균이 1.31점으로
차이가 있었다. ‘내용 지식’ 측면에서 학생들의 과학적 모
델에 대한 1, 2수준에 대한 예시는 Fig. 2와 같다. 수준 1은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거나 일정
한 방향을 가리키지 못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며, 수준 2는
자화된 머리핀이 나침반과 동일하게 북쪽을 가리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실험집단에서 과학적 모델의 ‘내용
지식’ 측면이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나 실험 활동에 있어 순서도와 같은 절차적 촉진자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24,25].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나타난 비교 차원 수준은 실험
집단의 평균이 2.93점, 비교집단의 평균이 1.87점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대한 ‘비교’
차원의 1, 2, 3 수준에 대한 예시는 Fig. 3과 같다. 수준 1
은 자화된 머리핀이 어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한 가지
상황만을 표현한 것이다. 수준 2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비교는 없으나,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을 제시하여 내재적인
비교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수준 3은 자화된 머리핀
의 방향과 나침반 바늘의 방향을 비교하여 과학적 모델로
표현한 것이다. ‘수행’ 측면에서 비교 차원은 과학적 현상
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이 두 상황 모두를 포함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알고리즘 표현을 통해 학생들은 나침반 만들기
활동에 의존하는 두 가지의 상황에 해당하는 ‘자화된 머리
핀의 방향’과 ‘나침반의 방향’ 에 대한 비교 차원의 수행을
반영하여 과학적 모델을 생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나타난 설명 차원 수준은 실험
집단의 평균이 1.93점, 비교 집단의 평균이 1.16점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대한 설명
차원의 1, 2, 3 수준에 대한 예시는 Fig. 4와 같다. 수준 1
은 자화된 머리핀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상태를 표현한
정적 모델을 형성한 경우이다. 수준 2는 머리핀을 다른 방
향으로 돌려서 두어도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단순한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 수준 3은 머리핀이 나침반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인과적 모델을 표현
한 것이다. Preston 은 자석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은 이유를 초등학생들이 관찰한 것은 쉽게 표현하지만 인
과적인 요소에 대한 표현은 어려워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6]. 그러나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 집단에서 설명 영역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보아 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할 경우, 정
적인 관찰 현상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과정과 인과적 요소
표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나타난 표지 차원 수준은 실험
집단의 평균이 2.62점, 비교집단의 평균이 1.96점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한 정도와 학생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기 때문
에 과학적 모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27]. 특히, 나침반
만들기에 제시된 내용은 자석의 두 극에 대한 표지인 N, S
극과 나침반에서의 방향에 대한 표지인 남, 북이 표현되어
야하기 때문에 표지 영역은 본 연구에서 적용한 차시에서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에서
표지 사용 정도가 높다는 것은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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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8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비교 집단의 경우,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거나 일
정한 방향을 표현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그 유형이
세분화되어 나타났다.

Fig. 4. (Color online) Examples of students’ scientific
model levels in ‘explanation’((a)level-1: A static model
in which a magnetized hairpin points in a certain direction, (b)level-2: A process expression model that always
points in the same direction, even if the hairpin is rotated in the other direction, (c)level-3: A causal process
model that points in a certain direction when the hairpin
attached to the magnet is magnetized and floated on the
water).

Fig. 5. (Color online) Examples of students’ scientific
model levels in ‘labelling’ ((a)level-1: Labelling usage
does not appear, (b)level-2: Only some of the labelling of
compass and magnet or magnetized hairpin, (c)level-3:
Both direction of the compass and direction labelling of
the magnet or magnetized hairpin are used).
적 모델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에 대한 표지 차원의 1, 2, 3 수준에 대한 예시는 Fig.
5와 같다. 수준 1은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수준 2
는 나침반과 자석 또는 자화된 머리핀의 표지 중 일부만 표
현된 것이다. 수준 3은 나침반의 방향과 자석 또는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에 대한 표지가 모두 사용된 것이다.

2. 모델 유형
알고리즘 표현 적용 유무에 따라 학생들의 모델이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유형을 분류하
였다. Table 7은 나침반 만들기 실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표현 모델을 분류한 것이다. 대범주는 ‘내용 지식’ 수준을 기
준으로 하였으며 소범주는 모델링 ‘수행’ 측면에서 두 집단
간 큰 수준 차이를 보인 비교 차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내용 지식과 표상 능력이 서로 상호 작용하지만 구분되는
개념으로, 과학 내용 지식이 표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반면 역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8]. 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모델은 A, B, F1의 3가지 유형으로 분
류되었으며 비교집단의 모델은 A, B, C, D, D1, E, F, F1

1) 과학적 모델 유형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한 ‘과학
적 모델’ 유형에서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비교 표현 정도에
따라 A, B, C의 세 가지 하위 유형들이 나타났다. A유형은
나침반 바늘의 방향과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을 비교하여
동일하게 북쪽으로 표현하였다. B유형은 물이 든 수조에
방향을 표시하여 나타냈으며, C유형은 비교 표현 없이 단순
히 물에 떠 있는 머리핀만 표현하되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을
가리킴을 독립적으로 설명하였다.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한 유형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나침반 바늘의 방향과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을 비교하여
표현한 A유형이었다. 이러한 비교성은 두 가지 상황의 차
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특정 과학 현상에 의존하는
요인이나 조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27]. 즉, 알고리즘 표현을 적용하여 실험활동을 할 경우,
학생들은 자화를 이용한 나침반 만들기에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반영하여 비교 차원에서 형상화하여 과학적 모델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 비과학적 모델 유형
자화된 머리핀이 북쪽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키거나
어느 일정한 방향을 표현하지 못한 ‘비과학적 모델’에서는
D, D1, E, F, F1의 5가지 하위 유형들이 나타났다. D유형
은 나침반 바늘의 방향과 자화된 머리핀의 방향을 비교하여
표현하였으나 머리핀의 방향이 북쪽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E유형은 물이 든 수조에 방향을
표시하여 D유형과 같이 머리핀의 방향을 북쪽에서 조금
어긋나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F유형은 비교 표현 없이
단순히 물에 떠 있는 머리핀만 나타내었으나 자화된 머리
핀이 북서쪽을 가리킴을 독립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D1과
F1은 머리핀이 특정 방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나
아무런 표지가 없이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이다.
비과학적 모델로 표현한 유형 중 D, E, F 유형은 자화된
머리핀이 북서쪽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실험 상황에서 자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반복 실험을
하지 않아 잘못된 실험결과를 도출했을 것을 것이라 짐작

The Scientific Model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 · · – Eunju Kang · Jina Kim

79

Table 7. Student’s scientific model for compass creation experiment.
Types of scientific models
content
knowledge

Comparison expression

Scientific
model

Type

Control
group N(%)

Experimental
group N(%)

A comparison of two
situations(Direction
of the compass needle,
direction of the hairpin
floating in the water)

A

9(20.0)

43(95.6)

An intrinsic comparison
expression(Indicating
the direction in the
water tank)

B

2(4.4)

1(2.2)

No comparison(Explain
that the point to the
north-south in a
separate space from
the picture)

C

3(6.7)

0(0)

Total

14(31.1)

44(97.8)

D

2(4.4)

0(0)

D1

6(13.3)

0(0)

E

3(6.7)

0(0)

F

3(6.7)

0(0)

F1

17(37.7)

1(2.2)

31(68.8)
45(100)

1(2.2)
45(100)

A comparison of
two situations

Non-scientific
models

An intrinsic comparison
expression

No comparison

Total
The whole total

된다. 알고리즘 사고에 의한 학습은 최종 목적에 도달하기

IV. 결론 및 제언

위해 여러 번 반복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개념 정착도가 높다
[29]. 따라서 D, E, F유형에 포함한 학생의 경우,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표현 활동을 통한 나침반 만들기

표현을 적용한 후 실험활동을 진행한다면 자화된 머리핀이

실험활동이 과학적 모델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

정확한 북쪽을 가리키는 모델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고자 하였다. 실험 전 활동으로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를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작성한 실험집단과 일반적인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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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안내를 받은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나침반 만들기 실험
에 대한 과학적 모델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나침반 만들기
실험 활동 후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은 주요 개념
구성 정도에 따른 ‘내용 지식’ 측면과 설명, 비교, 추상화,
표지 차원에 따른 ‘수행’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으며 이
를 통해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수준과 유형을 확인하였다.
첫째, 실험활동에서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를 적용한
실험집단과 교사의 안내에 의한 비교집단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을 ‘내용 지식’ 측면에서 비교한 결과, 실험 방법을 순
서도로 표현 후 생성한 과학적 모델의 내용 지식 수준이 높

동일한 방향을 가리키는 과학적 모델로 표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모델링 과정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학
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14]. 이때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순서를 스
스로 구조화할 수 있는 도구로서 과학적 모델 생성을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따라서 다양한 주제의 과학수업에서 순서도의 적용 효과와
학생들이 표현한 순서도와 과학적 모델과의 상관관계에 대
한 추후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 적용이
주요 개념을 반영한 과학적 모델 생성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알고리즘 표현인 순서도를 적용하여 실험 활동을
한 후 학생들이 표현한 과학적 모델의 경우, 모델링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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