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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cept of the solar system
and its relationship with scientific models. The mind maps of 60 5th graders were used to identify
students’ conception. After learning about the solar system, students were asked to explain the
scientific model by using pictures and texts to explain what they had learned. According to the
students’ mind map analysis, students’ concepts of the solar system were far from the core concepts
covered in the curriculum and often failed to express organic structures. Students’ scientific models
of the solar system were shown in the order of ‘combined types,’ convergence type’, ‘simple type’ and
‘unrelated type’. While students generally understood the important features of the solar system
in science classes, they found understanding of the relative distance or size of the solar system to
be difficult.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tudents’ concepts and scientific models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The concepts that students had about the solar syst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reation of scientific models for the solar system created after the le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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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과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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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태양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개념과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한 후,
태양계에 대해 학습한 후 알게 된 사실을 그림과 글을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하여 과학적 모델을 조사하
였다. 학생들의 마인드맵 분석 결과, 학생들의 태양계에 대한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개념과는
거리가 있었으며 유기적인 구조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태양계에 대한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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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형, ‘융합형, ‘단순형’, ‘무관련형’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과학수업을 통해 태양계의 중요 특징에
대해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으나 태양계에서의 상대적 거리나 크기에 대한 이해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개념과 과학적 모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생들이
태양계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개념은 수업 후 생성한 태양계에 대한 과학적 모델 생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CS numbers: 01.40.gb, 01.40.eg
Keywords: 태양계, 개념상관, 마인드맵, 과학적 모델, 초등학생

I. 서 론

화’, 중학교 1-3학년 군 ‘태양계’단원으로 연계된다. 이중
초등학교 5학년 과학과 교과서에서 ‘생명과 지구’ 영역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지식의 단순 암
기보다는 다양한 지식과 문제 탐색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을 선별하여 사용하는 능력과 함께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1] 학교
교육에도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
특히, 과학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은 개인 차원에서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과학 교육의 중요
한 목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3]. 과학 지식을 생산하
는 것은 사실, 법칙, 이론과 같은 자연 현상의 탐구 결과로
얻은 결과적 지식뿐 아니라, 과정적 지식도 해당된다. 과
학적 연구의 방향은 대부분 과정적 지식, 중간적 지식에서
시작된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법칙이나 이론 등의 결과적
지식을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탐구 과정을 직접 경험하
면서 과정적 지식, 중간적 지식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다.
학생들은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여 탐구하면서 과학적
개념을 습득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새로운 과학적
탐구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탐구 활동이 새로운
과학적 개념 습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많은 연구자들은 이
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모델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모델링은 과학자의 연구 방법 중에 하나로 과학 지식을
구성, 발전, 적용하는 주요한 인지과정이며 체계적인 활동
이다 [4, 5]. 과학적 탐구가 필요한 대상이나, 현상들 중에
서는 직접 관찰하기 어렵거나 실제로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있어 모델링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지구와 우주
영역과 관련된 학습 내용은 직접적인 경험이 어렵고, 제한된
실험이 가능하지 않은 다양한 자연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모델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6,7].
지구와 우주 영역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적으
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지구와 달’
단원에서 지구와 달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고 5학년 ‘태양
계와 별’단원, 이후 6학년 ‘지구와 달의 운동’, ‘계절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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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알아보고, 별과 별자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밤하늘의 별, 별자리, 행성을 찾아보는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조사 및 비교 활동,
탐사 계획 등의 활동을 통하여 태양계의 크기와 거리 등
을 체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중학교에서는 태양계 행성의
세부적인 특징에 대하여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태양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 형성은 이후의
학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천체들의 관계와 우
주를 이루는 공간에 대해 아는 것은 추후에 우주와 천문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8]. 따라서 학생들이
정규수업과정을 통해 태양계를 학습한 후 형성한 과학적
모델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학생들이 구성하는 모델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이해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9].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게
되므로 [10], 학생들이 정규수업과정 전 가지고 있는 개념
(conception) 이 모델에 어떻게 반영되고 확장되는 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개념을 분석하는 방법 중 마인
드맵은 과학 수업과 평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학생들이 가진 개념과 사고 과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준다 [11].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마인드맵을 활용하여 태양계에 대해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과학 수업 후 학생
들이 나타낸 과학적 모델을 분석하고, 학생들이 태양계에
대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 수업 후 생성한 과학적
모델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태양계에 대해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 과학적
모델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논의하고, 태양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과 관련하여 주요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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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nd map scoring criteria.
Item
3
Center circle

Representative × 3
2
1
3

Branch

Number of steps
2

Number of words

1
3
2
1
0

Criteria
More than 80% of the main concept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solar system) are presented
More than 60% to 80% of the key concept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solar system) are presented
Less than 60% of the key concepts related to the central theme (solar
system) are presented
It is related to the stages, and each stage has three or more stages on
average
There is an interrelationship between steps, and each step is on average
less than two steps
Steps are only one step or not related to each other
More than 30 words
20 to 29 words
10 to 19 words
1 to 1 words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J시의 B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3
학급 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여학생 37명,
남학생 23명이며 학기 초 진단평가 결과, 과학 교과 성취기
준에 도달한 학생은 44명 (73%) 이다.

2.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절차는 Fig. 1과 같다. 먼저, 국어과 및 사회과
수업에서 10차례 마인드맵 훈련을 한 후, 학생들로 하여금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태양계와 별에 대한 총 11차시의 수업 후, 학생들이
알게 된 사실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하여 과학적 모
델을 조사하였다. 마인드맵으로 분석된 학생들의 선개념
과 수업 후 학생들이 생성한 과학적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학생들의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과 과학적 모델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Fig. 1. Research procedure.

을 분석하였다 [11]. 이때, 학생들이 주요 개념의 일부만
표현한 경우 관련 개념을 충실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성은 가지의 수, 낱말의 수 항목들에
비해 3배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채점하였다 (Table 1).
학생들의 마인드맵에서 ‘대표성’ 점수의 기준은 2009개
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5학년 1학기 2단원 ‘태양계와 별’
단원에서 제시된 ‘태양계 구성원의 이름’ ‘태양계와 행성’,
‘태양계와 생활’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채점하였다. 개념
1 ‘태양계 구성원의 이름’은 태양계 구성원의 이름을 정확
하게 표현한 정도, 개념 2 ‘태양계와 행성’은 태양계를 구성

3. 자료 분석

하는 태양과 행성들의 개별적인 특징이나 성질 등에 대한
인지 정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개념 3 ‘태양계와 생활’은

1) 학생들의 개념 분석

태양계 구성원의 위치, 거리, 상대적인 크기 등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이다. 개념 1, 2, 3 중 80%이상 제시되어 있을

학생들이 가진 개념과 사고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 마인

경우 9점으로, 개념 1, 2, 3 중 60–80%이상 제시되어 있을

드맵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일관성 있게 평가하기 위해 Kim

경우 6점, 개념 1, 2, 3 중 60%미만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3

et al. 의 마인드맵 채점 기준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선개념

점으로 채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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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scientific models according to the main conception of the solar system.
scientific model type
unrelated type
simple type

combined type

convergence type

example
Draws a picture that is far from the topic.
Sun,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Moon, Satellite, comet, asteroid, asteroid, space, celestial body, meteor,
meteorite, meteorite, etc.
Saturn has a ring.
The earth is at the right temperature for life.
The radius of the sun is about 700,000 kilometers
Mercury is closest to the sun.
It is arranged from the sun in order of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and Neptune.

학생들의 마인드맵에서 ‘단계의 수’ 점수를 부여하는 방

Table 3. Mind map scoring result.

법은 단계 간에 유기적인 관련이 있으며 평균적으로 3단계
이상이면 3점, 단계 간에 관련이 있으나 각 가지의 단계가
평균적으로 2단계 이하이면 2점, 단계 간의 유기적인 관련
이 없으며 1단계에 머무는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마인드맵 채점 기준에서 낱말의 수는 30개 이상이면 3점,

base score
average
(Average score
/ perfect score)
×100

representative the number the number
Total
nature*3
of branches
of words
9
3
3
15
7.45
2.36
2.61
11.91
83%

79%

87%

79.4%

20개 이상 30개 미만이면 2 점,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면 1
점, 1개 이상 10개 미만이면 0점으로 부여하였다.

3) 학생들의 개념과 과학적 모델 관계 분석
학생들의 개념과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2) 과학적 모델 분석 기준

4가지 과학적 모델 유형에 따른 각각의 마인드맵 점수를
비교한 후, 학생들의 개념이 표현된 마인드맵 점수 결과와

학생들이 수업 후 생성한 과학적 모델은 Sharp 등이 만

과학적 모델 유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든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12]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Table 2). 주제와 거리가 먼 그림을 그린 경우는 ‘무관
련형’ 으로, 태양계의 구성원 중 일부만 그리거나 특징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단순형’ 으로 명명하였다. ‘단순형’
은 태양계의 구성원인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달, 위성, 행성, 혜성, 소행성, 우주,
천체, 유성, 운석 등에 대하여 간단히 그림으로 모습만 표
현한 모델이다. ‘결합형’ 은 태양계에 대한 표현과 더불어
태양계에 관련한 특징까지 연결하여 표현한 경우이다. 예를
들어 ‘토성은 고리를 가지고 있다.’,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

III. 연구결과
1. 태양계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태양계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을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항목별로 채점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대표성에는 가
중치를 두어 9점 만점으로, 가지의 수와 낱말의 수는 3점
만점으로 채점되었다.
5학년 60명의 마인드맵을 채점한 결과 중심 주제 대표성

에 적당한 온도이다.’,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km이다’

부분은 평균 7.45점(83%), 가지의 수는 평균 2.36점(79%),

등 태양계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는 과학적 모델이 여기에

낱말의 수는 평균 2.61(87%) 점으로 나타났다. 종합점수는

해당된다. ‘융합형’ 은 결합형을 포함하여 다른 태양계 구

평균 11.91점 (79.4%) 으로 나타났다. 대표성보다 낱말의

성원들과의 관계까지 표현한 경우이다. ‘수성은 태양에서

수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학생들이 대표성

가장 가까이에 있다.’, ‘태양으로부터 수성, 금성, 지구, 화

과는 거리가 먼 다른 단어들을 적거나 관련 없는 단어들을

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등

표현했기 때문이다. 가지의 수는 2–3개 정도를 그린 학생이

다른 행성과의 크기, 거리, 배열 등을 표현한 과학적 모델을

대부분이었으며 가지의 수를 1개씩만 적은 학생도 있었다.

‘융합형’에 해당된다.

마인드맵 점수 별 대표 사례는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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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art scores and number of students according
to mind map scores.
Mind
representative the number the number
the number
map
nature
of branches of words of students (N/%)
score
6
3
1
2
9(15.0%)
9
3
3
3
9(15.0%)
12
6
3
3
23(38.3%)
15
9
3
3
19(31.7%)

2. 과학적 모델 분석 결과
태양계에 대한 주요개념을 바탕으로 과학적 모델을 분류
한 결과, 학생들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학습
내용과 거리가 먼 내용이거나,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현한
유형을 ‘무관련형’, 단순히 태양계의 구성원 중 일부만 알고
있거나 관계 등에 대한 표현이 없는 유형을 ‘단순형’, 태양계
행성의 이름, 태양계의 특징을 알고 있는 유형을 ‘결합형’,
Fig. 2.
types.

(Color online) Examples by mind map score

태양계 행성과 구성원의 이름, 태양계 여러 행성들과 구성원
의 특징 뿐 아니라 태양계의 구성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나
크기 등에 대해 표현한 유형을 ‘융합형’ 으로 정의하였다.

마인드맵 점수가 6점, 9점, 12점, 15점인 경우, 각 항목별
점수와 학생 수는 Table 4와 같다. 마인드맵의 점수가 6
점인 경우는 대표성에서 3점, 단계의 수에서 1점, 낱말의
수에서 2점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
은 9명이었으며, 전체 학생 중 15.0%를 차지하였다. 마인
드맵으로 표현된 단어 중 중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60%
이하 제시되었고, 평균적인 가지의 수가 1단계였다. 낱말의
수는 20개 이상 29개 이하를 적었다. 마인드맵의 점수가
9점인 경우는 대표성에서 3점 단계의 수에서 3점, 낱말의
수에서 3점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9명이며, 15%를 차지하였다.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단어 중
중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60%이하 제시되었고, 평균적
인 가지의 단계의 수가 3단계 이상이었다. 낱말의 수는 30
개 이상을 제시하였다. 마인드맵의 점수가 12점인 경우는
대표성에서 6점, 단계의 수에서 3점, 낱말의 수에서 3점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23명 있으
며, 38.3%를 차지하였다.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단어 중 중
심 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60%이상–80%이하 제시되었고,
평균적인 가지의 단계의 수가 3단계 이상이었다. 낱말의
수는 30개 이상을 제시하였다. 마인드맵의 점수가 15점인
경우는 대표성에서 9점, 단계의 수에서 3점, 낱말의 수에서
3점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은 19명
있으며, 31.7%를 차지하였다.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단어 중
중심주제와 관련된 개념이 80%이상 제시되었고, 평균적인
가지의 단계의 수가 3단계 이상이었다. 낱말의 수는 30개
이상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 유형 분류 기준과 이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Table 5와 같다.
관련 없는 그림을 그린 학생들을 ‘무관련형’ 으로 분류하
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9명 (15%) 였다. ‘단순형’은
태양계를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특징이나 태양계 구성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학생이다. ‘단순
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9명 (15%) 으로 나타났다. 태양계
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태양계의 특징들을 포함하여
과학적 모델로 표현한 학생들을 ‘결합형’ 으로 분류하였다.
‘결합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23명(38%)이며, 가장 많은 학
생들이 이에 포함되었다. ‘융합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19
명 (32%) 으로 나타났다. 태양계의 특징뿐 아니라 태양계
구성원 사이의 관계에 대해 표현한 학생들이 ‘융합형’에 해
당된다. 학생들이 표현한 과학적 모델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융합형’과 ‘결합형’이었다. 대표적
인 사례는 Fig. 3과 같다. 태양계에 대한 수업 후 학생들
은 단편적인 태양계의 이름뿐만 아니라 대략적인 태양계
구성원의 특징을 이해하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태양계에서
행성 간의 상대적인 거리나 크기를 비교하여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했으며 이는 천문학적 규모를 초등학생들이 쉽게 체
험하기 어렵고, 높은 수준의 시공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3,14].

3. 학생들의 개념과 과학적 모델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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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lassifications of scientific model type of students and number of students.
scientific model type
unrelated type
simple type
combined type
convergence type

Type Classification Criteria
Unrelated picture
Expressing simply by recognizing the solar system.
No representation of other features or relationships
among members of the solar system, etc.
Express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lar system
Exp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mbers of the solar
system as well 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lar system

Fig. 3. (Color online) Examples of scientific model types.
Table 6. Mind map scoring results based on scientific
model types.
scientific
model type
unrelated type
simple type
combined type
convergence type
Total

mind map
average score
7.22
9.89
13.83
14.42
12.40

the number
of students (%)
9 (15%)
9 (15%)
23 (38%)
19 (32%)
60 (100%)

학생들의 선개념이 반영된 마인드맵과 수업 후 학생들의
생성한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
해 과학적 모델 유형을 마인드맵의 분류 기준인 대표성, 단
계의 수, 낱말의 수에 따라 분석하였다. 과학적 모델 유형에
따른 마인드맵 채점 결과는 Table 6와 같다.
‘무관련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9명 (15%) 이며, 이
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7.22점이다. ‘단순형’에 해당하
는 학생은 총 9명(15%)이며,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9.89점이다. ‘결합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23명 (38%)

the number of students
9
9
23
19

이며,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13.83점이다. ‘융합형’
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19명 (32%) 이며,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14.42점이다. 높은 수준의 유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마인드맵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인드맵과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과
학적 모델 유형별로 마인드맵 점수를 알아보고, 마인드맵
채점 결과와 과학적 모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마
인드맵의 각 구성요소인 ‘대표성’, ‘단계의 수’, ‘낱말의 수’
점수와 과학적 모델의 유형인 ‘무관련형’, ‘단순형’, ‘결합
형’, ‘융합형’ 사이의 상관관계는 Table 7과 같다.
과학적 모델에서 ‘융합형’ 은 마인드맵 전체 점수 (r
= .481, p < 0.01), 마인드맵 구성요소인 대표성 (r =
.390, p < 0.01), 단계의 수 (r = .458, p < 0.01), 낱말의
수 (r = .389, p < 0.01) 와 모두 유의한 정 (+) 적 상관관계
를 보였다. 마인드맵을 통해 태양계에 대한 주요 개념을
단계적으로 잘 표현한 학생의 경우, 수업 후 과학적 모델을
표현함에 있어 태양계의 특징뿐 아니라 태양계 구성원 사이
의 관계에 대해 표현하는 ‘융합형’이 많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적 모델 ‘결합형’은 마인드맵 구성요소 중 대표성
(r = .424, p < 0.01), 단계의 수 (r = .270, p < 0.1) 와 유의
한 정 (+) 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태양계의 특징을 표현한
‘결합형’의 경우, 학생들의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을 마인드
맵으로 표현함에 있어 주요 개념을 유기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결합형’과 ‘단순형’
에서 마인드맵의 구성요소 중 낱말의 수는 유의한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개념을 표현함에
있어 낱말의 수보다는 핵심 개념을 단계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과학적 모델 중
‘융합형’과 ‘결합형’과 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과학적 모델의 ‘단순형’과 ‘무관련형’은 마인드맵 구성요
소와 대부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잘 표현한 경우 수업 후 과학적 모델을
생성했을 때 ‘무관련형’과 ‘단순형’은 적으며, ‘결합형’과 ‘융
합형’ 같은 높은 수준의 과학적 모델 유형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마인드맵으로 표현된 학생들의 선개념은 수업
후 생성한 과학적 모델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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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ption and scientific model of the solar system.
scientific model type
mind map score
mind map
component

mind map
overall score

unrelated type

simple type

combined type

convergence type

representative
nature
the number
of branches
the number
of words

-.802∗∗

-.283∗

.424∗∗

-.416∗∗

-.548∗∗

.270∗

-.341∗∗

-.149

-.013

-.769∗∗

-.374∗∗

.380∗∗

.481∗∗

∗ ∗ .p < 0.01. ∗ .p < 0.1.

IV. 결론 및 제언
마인드맵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을 확인하고 수업 후, 선개념과 과학
적 모델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어진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과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에
대한 결론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맵을 통해 살펴본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 점
수의 평균은 11.91/15점 (79.4%) 으로 나타났다. 마인드맵
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표성 부분은 평균 7.45/9 점
(83%), 가지의 수는 평균 2.36/3점 (79%), 낱말의 수는 평
균 2.61/3점 (87%) 으로 나타났다. 대표성의 경우 낱말의
수보다 평균점이 낮았다. 학생들이 태양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념은 중요 개념이 포함된 대표성과는 거리가 먼 다
른 단어들을 적거나 관련 없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이 태양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은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개념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수업 후 학생들이 표현한 과학적 모델을 분석한 결
과, 관련 없는 그림을 그린 유형을 ‘무관련형’, 단순히 태양
계의 구성원 중 일부만 알고 있거나 관계 등에 대한 표현이
없는 유형을 ‘단순형’, 태양계의 특징을 알고 있으며, 이를
그림에 나타낸 유형을 ‘결합형’, 태양계의 특징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구성원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나 크기 등에 대해
표현한 유형을 ‘융합형’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학
생들이 많이 표현한 과학적 모델 유형은 ‘결합형’, ‘융합형’,
‘단순형’, ‘무관련형’ 순이었다. 학생들은 과학수업을 통해
태양계의 중요 특징에 대해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으나 태
양계에서의 상대적 거리나 크기에 대한 이해는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이 표현한 마인드맵과 과학적 모델 유형을
비교한 결과, ‘무관련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9명 (15%)
이며,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7.22점이었다. ‘단순형’
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9명 (15%) 이며,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9.89점, ‘결합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23명
(38%) 로 이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13.83점으로 나타
났다. ‘융합형’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 19명 (32%) 이며 이
들의 마인드맵 평균 점수는 14.42점이다. 또한 마인드맵의
대표성, 가지의 수, 낱말의 수와 과학적 모델의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의 선개념을 마인드맵으로 잘 표현한
것과 과학적 모델의 수준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계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마인드맵으로 분석하고, 수업 후 생성한 과학적
모델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태양계에
대한 선개념은 태양계에 대한 과학적 모델 생성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
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은 과학적 모델 형성에 유일
하게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모델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학생들의 과학적 모델은 달라 질 수 있다
[15]. 따라서 태양계에 대한 학습 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생들의 선개념을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타당한 모델을 형성할 수 있는 구체
적인 교수 학습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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