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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모델은 관찰한 과학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상을 추상화하고 

간략화하여 나타낸 표상으로(Chamizo, 2013; Gobert & Buckley, 
2000; Morrison & Morgan, 1999;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2), 
그 정의에는 표상적 관점과 설명적 관점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

의 차세대를 위한 과학교육 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에서는 과학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학생들이 스스로 증거에 바

탕을 둔 모델을 만드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모델은 

현상과 과학 이론을 연결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하고 있다(NGSS Lead States, 2013). 
모델은 학생들이 관찰한 자연이나 물리적 현상에 대해 세운 자신의 

정신 모델을 다양한 표상의 표현 모델로 나타내는 것으로(Windschitl, 
Thompson & Braaten, 2008), 학습자는 자신이 만든 모델을 다른 사람

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평가하고 수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

로 과학적 지식을 만들고 재구성한다(Gilbert, Boulter & Rutherford, 
1998; Jonassen, Strobel & Gottdenker 2005; Koponen, 2007). 모델을 

구성하고 더 나아가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정교화시키는 일련의 과정

을 모델링이라고 하며(Clement, 2000; Justi & Gilbert, 2002), 이러한 

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은 관찰한 자연 현상을 설명과 예측하기 위한 

개념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Kim et al., 2013; Mandinach & Cline, 
1993). 모델과 모델링은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탐구와 과학적 소양의 

핵심적인 부분이며(Schwarz et al., 2009), 과학적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는 문제해결 과정의 하나이다(Watson, Swain, & McRobbie, 2004).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서도 모델의 중요성을 반 하여,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이해를 돕거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 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모델의 사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모델이 실제 자연 

현상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해하는 모델의 본성까지 강조한다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학과 교육목표는 모든 학생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적 탐구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이며, 이 목표에서 중요한 과학적 탐구 능력은 과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 토론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해석, 평가하여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러한 과학적 탐구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 제안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모델 및 모델링을 강조한 교수

학습이며, 과학교실에서 성공적으로 모델 및 모델링을 사용하기 위해

서는 교수-학습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가 이에 대한 지식인 메타모델

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Schwarz, 2002). 
메타모델링은 모델의 발달 과정인 모델링에서 ‘보다 이후의’ 또는 

‘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고(Chick, Karis, & Kernahan, 2009), 메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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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의미한다(Fuhrmann, Salehi, & Blikstein, 2013; Schwarz, 
2002; Schwarz et al., 2009; Schwarz & White, 2005). 이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을 이해하기 위하여(Lederman, 2007) 학생과 교사 모두

에게 가장 필요한 지식이다(Krell, Reinisch, & Krüger, 2014). 학생들

에게 필요한 메타모델링 지식은 모델의 본성, 유용성, 모델의 목적, 
모델의 평가, 모델링 과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모델의 이점과 제한점

을 아는 것이다(Schwarz, 2002; Schwarz et al., 2009). 교사들이 모델

링 실습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에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학생들이 모델을 사용한 추론에서 이러한 이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 아는 것과 학생들에게 모델링 실습에 대해 안내하

고 동기화하는 것이 포함된다(Schwarz, 2002; Schwarz et al., 2009). 
그러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과학적 모델의 

특성이나 인식 파악에 집중되어 있고, 모델을 만드는 과정인 모델링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Jang, Ko, & Kang, 2012), 학생

과 교사들이 가진 메타모델링 지식도 부족한 실정이다(Treagust, 
Chittelborough, & Mamiala, 2002). 대부분의 학생들은 모델을 과학

적 현상에 대한 복제품으로 여기서나(Grosslight et al., 1991), 모델링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을 어려워한다(Sins, 
Savelsbergh, & van Joolingen, 2005). 과학교사들은 과학적 모델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표상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모델을 
‘개념 가시화’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Kang, 2017). 또한 과학 탐구 

과정에서 모델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과 능력에 대해 알지 못하여 실

제 교수활동에 적극적으로 반 하고 있지 못하고, 모델링 활동을 지

도하는 방법을 적용하지 못한다(Justi & Gilbert, 2002; van Driel & 
Verloop, 1999, 2002). 또한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델에 대한 인

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학수업에서 모델은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

는 것이 아니라 교사-중심적 관점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

기고 있다(An & Kim, 2011; Oh, 2009). 과학수업에서 교사와 학생들

이 메타모델링 지식을 갖추는 것은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향

상시킨다는 국내⋅외 선행연구의 결과(Bogiages, 2014; Ha, Lee & 
Kang, 2009; Jang, Ko, & Kang, 2012; Kim et al., 2013; Yoon, 2011)
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생들은 모두 모델을 만들고 평가와 수정을 통한 모델을 개

발을 실천하는 모델링 과정에 앞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Cho, Nam, & Oh, 2017).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과학교

육 분야의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를 연구 대상,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메타모델링 지식 측면에서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델 및 모델링 연구의 대

상 및 과학 분야의 연구 역, 연구방법 등에 대해 앞으로 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모델링 지식에

서 모델과 모델링 관련 연구가 메타모델링 지식을 반 하고 있는지와 

어느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해봄으로써 국내의 메타모

델링 지식에 대한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느 연구가 더 

필요한 지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

하여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과학교육 연구 문헌 중에서 모델과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과학교육 연구에서 

모델과 모델링교육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

은 어떠한가?
둘째,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넷째, 메타모델링 지식에 따른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

의 동향과 주제별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 관련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문헌 조사 및 내용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 다. 분석 대상 논문의 선정은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 대한 협의와 재검토를 통해 분석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 다. 이 연구의 대상 논문 검색은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학술논문검색사이트(www.riss.kr)를 통해 이루어졌

다. 검색 키워드는 모형, 모델, 모델링, 메타모델링, 메타모델링 지식, 
model, modeling, metamodeling, metamodeling knowledge로 하 다. 
이 연구의 대상 논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KCI등재지인 

학술지에 게재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 논문, (2) 초⋅중⋅고등학

생⋅대학생과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논문, (3) 
과학 교육에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문헌과 내용 분석을 포함하여 

인식조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적용하여 효과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 

Journal Publisher Number(%)
한국과학교육학회지 한국과학교육학회 41 (48.2) 

생물교육 한국생물교육학회 11 (12.9) 
초등과학교육 한국초등교육학회 11 (12.9) 
대한화학회지 대한화학회 10 (11.8) 

한국지구과학회지 한국지구과학학회 8 (9.4) 
재교육연구 한국 재학회 3 (3.6) 

한국현장교육학회지 한국현장교육학회지 1 (1.2) 
계 85 (100.0) 

Table 1. Number of research articles on model and modeling in science published in representative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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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연구 대상 논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술대회의 발표

논문에 실린 것, (2) 논문의 제목에 모델, 모형이 포함되어 있어도 

수업 또는 학습 모형과 같이 관련 연구가 아닌 경우(예: 순환학습 

모형 적용, 창의성 계발 모형, 발견수업 모형), (3) 적용 대상 과목이 

과학이 아닌 다른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 수학, 사회, 체육에

서의 모델 및 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적용)이다. 
이러한 절차에 의해 선정된 연구 대상은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85편의 연구논문이다(Table 1). 이들 논문은 학술논문검색사

이트(www.riss.kr) 및 학회별 홈페이지를 이중으로 검색하여 누락된 

권호가 없도록 재확인 하 고, 연구 대상 논문 선정 기준에 포함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 모두 포함시켰다. 모델 및 모델링과 관련하

여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학술지는 41건(48.2%)이 분석된 

한국과학교육학회지이고, 그 다음은 11건(12.9%)인 생물교육과 초등

과학교육, 10건(11.8%)이 게재된 대한화학회지, 8건(9.4%)인 한국지

구과학회지, 3건(3.6%)인 재교육연구, 1건(1.2%)인 한국현장교육

학회지이다.

2. 분석 준거 선정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분석 준거는 과학교육연구 동향 분석

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Kwon & Ahn, 2012; Lee & Hong, 2013; Lee, 
Park, & Jeon, 2007; Shin & Choi, 2014)를 참고하여 연구 대상,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메타모델링 지식 구성요소의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세부 분석 준거는 연속적 비교

(constant comparisons)에 의하여 도출되었고, 그 준거에 따라 내용 분석

(content analysis)을 하 다. 선정된 연구 대상 중 20편을 무작위로 선정

하여 분석 기준에 따라 예비 연구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기준

을 수정⋅보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 다.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

여 연구자인 과학교육 박사와 과학교육 전문가가 분류 범주를 정교화⋅
구체화하 으며 관찰자간 신뢰도(90.0%)를 검증하 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논문들의 연구 대상 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세부 준거는 크게 학생과 교사로 분류하고(Shin & Choi, 2014), 세부

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예비 교사, 현직 교사로 

다시 구분하 다. 이 중 문헌 연구의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프로그램

의 개발이나 교과서, 교육과정의 분석인 경우 내용을 확인하여 학교 

급별 연구 대상에 포함하 다. 연구 대상을 분류할 때도 하나의 논문

에서 2개 이상의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경우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연구 분야는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한 분야를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Lee & Hong, 2013; Lee, Park, & Jeon, 2007).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전 분야를 다루거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

들을 대상으로 과학의 4개 분야 중 3개 이상을 함께 다룬 경우에는 

과학으로 구분하 다. 또한 교과서 및 재 프로그램의 분석 연구에

서 과학 전반에 대해서 다룬 경우에도 과학으로 구분하 다. 과학의 

4개 분야 중 한 분야만을 다룬 경우 각 역으로 분류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복수로 인정하여 분석하 다. 연구 설계는 Chung와 

Shin(2016)의 연구 방법 분류에 기준하여 양적연구, 질적 연구, 혼합 

연구로 나누어 분석하 다. 혼합 연구는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사용한 연구가 포함된다.
연구 방법은 Kang(2010)의 연구 방법 분류법을 참고하여 이론 고

찰 및 내용 분석, 인식조사,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 

분석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자료 수집은 Chung & Shin (2016)의 

자료 수집 분류를 수정 및 적용하여 인터뷰(면담), 설문지, 담화분석, 
비디오촬 , 연구자의 관찰, 문헌수집,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관

련 과제, 기타로 나누어 분석하 다. 연구 방법을 분류할 때도 하나의 

논문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경우 

중복으로 포함시켰고, 자료 수집을 분류할 때도 하나의 논문에서 2개 

이상의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경우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선정된 연구 논문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 

분석 준거는 선행연구(Cho, Nam, & Oh, 2017)를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 다.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모델에 대한 이해와 

사용 목적을 알고 교사는 조력자로서 학생들을 도와주고 참여를 이끌 

수 있다(Henze, van Driel, & Verloop, 2007). 메타모델링 지식의 구성

요소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

의 목적, 모델링 과정, 모델의 평가 및 수정으로 나눌 수 있다(Cho, 
Nam, & Oh, 2017). 모델의 평가 및 수정은 모델링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모델링 전 과정 안에 평가 및 수정이 포함되었

는지 여부로 구분하여 분석하 고, 하나의 논문에서 여러 가지 메타

모델링 지식의 부분으로 분석한 경우 중복으로 포함시켰다. 
위의 절차를 거쳐 과학교육에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동향 

분석을 위한 분류 기준인 연구 대상,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메타모델링 지식의 구성요소 별 최종 분석 준거를 

마련하 다(Table 3). 

Element Definition

모델에 대한 

지식 

모델의 본성 모델이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와 모델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모델의 다양성
모델은 대상의 특별한 측면만을 나타내며, 관찰한 같은 자연 현상에 대해서 여러 설명 방법과 다양한 표현 방식이 

존재한다.

모델링에 대한 

지식

모델의 목적

모델은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연 현상과 추상적인 과학적 이론을 연결시키기 위해 

가시적으로 표현한다. 학생들은 모델을 통한 의사소통으로 현상과 이론을 이해하고, 사고를 공유 또는 

재구성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
모델링 과정 과학 학습을 위한 실천 방법인 모델링 과정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은 모델의 대상과 모델을 정확하게 안다.

모델의 평가 및 수정

모델의 평가는 논의과정을 통해 자신의 모델의 장점 및 약점에 대한 분석과 비평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현상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고, 모델의 수정은 주어진 상황을 보다 잘 묘사하고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설명을 바꾸는 것이다

Table 2. Elements of metamodel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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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연도별 분석 결과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과학교육 연구 논문 중 모델 및 모델링

과 관련 있는 연구 논문들은 1989년도부터 검색되었다. 2004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까지 한자리 수로 발표되던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들은 2012년과 2016년에 증가하여 두 자리 수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Table 4). 이와 같이 국내 과학교육 연구에서는 

1989년에 모델과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이는 컴퓨터 보조학습

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모델을 제안하는 수준에 머물 다(Lee et 

al., 1989).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하여 전체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1989년에서 1998년은 실험 모델의 제작 및 개발과 이 모델의 이용하

는데 그치고 있다(Chae, 1998; Cho, 1995; Cho & Lee, 1994). 1999년
부터 2008년까지는 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설명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정신모델을 분석(Lee, 1999)한 것을 시작으로 정신모델에 

대한 연구(Kang, Kwak & Noh, 2006; Lee, 2006, 2008; Oh & Kim, 
2006; Park & Lee, 2004, 2008)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9년부터 2016
년까지는 과학 교육에서 사용되는 모델에 관한 예비 초등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Oh, 2009)를 시작으로 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연구(Ha, Lee, & Kang, 2009; Jang, Ko, & Kang, 2012)가 

있었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연구(An & Kim, 2011; Kim, 
Joung, & Jang, 2013; Partosa, 2012)가 있었다.

2. 연구 대상 분석 결과

모델과 모델링 관련 과학교육 연구 논문 85편중에서 초, 중, 고,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72.8%이고 예비 

교사를 포함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은 27.2% 다

(Table 5). 특히 각 학교 급별로 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중⋅고

의 비율이 59.1%로,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과 관련된 연구들이 

중⋅고등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2014년 이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생은 과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사고과정을 

진술하는 모델 및 모델링 활동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Jang, Ko, & Kang, 2012),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그 정도가 미흡하다. 교사는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 기반 탐구에 대한 실습을 통해 모델과 모델링 교수-학습 방법

역 내용

연구 주제  모델, 모델링, 메타모델링, 모델링 지식, 메타모델링 지식

연구 내용  대표 키워드 추출을 통한 연구 내용 특성 분석

기본 자료  KCI 등재 학회 
1. 출판 연도 2. 연구자 3. 학술지명(발행처)
1989년부터 2016년 12월 

연구 대상
1. 학생 2. 교사

1) 초등학생 2) 중학생 3) 고등학생 4) 대학생 5) 예비 교사 6) 현직 교사

연구 분야 1. 물리 2. 화학 3. 생물 4. 지구과학 5. 과학

연구 설계 1. 양적 2. 질적 3. 혼합

연구 방법 1. 이론고찰/내용 분석 2. 인식조사 3. 프로그램 개발 4. 프로그램 적용 및 효과분석

자료 수집 1. 인터뷰(면담) 2. 설문지 3. 담화분석 4. 비디오촬  5. 연구자 관찰 6. 문헌수집
7. 수업활동

관련 과제
8. 기타

메타모델링 지식적 측면 1. 모델의 본성 2. 모델의 다양성 3. 모델의 목적 4. 모델링 과정(평가 및 수정과정 유무)

Table 3. Analytic Framework

Year Number(%) Year Number(%)
1989 1 (1.2) 2007 6 (7.0) 
1994 1 (1.2) 2008 6 (7.0) 
1995 1 (1.2) 2009 7 (8.2) 
1998 1 (1.2) 2010 1 (1.2) 
1999 1 (1.2) 2011 4 (4.7) 
2000 1 (1.2) 2012 10 (11.8) 
2002 2 (2.3) 2013 5 (5.9) 
2003 1 (1.2) 2014 5 (5.9) 
2004 5 (5.9) 2015 6 (7.0) 
2005 4 (4.7) 2016 12 (14.1) 
2006 5 (5.9) 

계 85 (100.0) 

Table 4. Number of research articles on model and modeling published in the journal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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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계 할 수 있고(Justi & Gilbert, 2002; van Driel & Verloop, 1999),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

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교육에서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 대상의 

경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 대상 

선정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분석 결과

모델 및 모델링과 관련된 과학교육 논문의 연구 분야에서 과학 

및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 다. 분야별 

논문 수와 비율은 지구과학 25건(29.4%), 화학 24건(28.2%), 생명과

학 17건(20.0%), 물리 11건(13.0%), 과학 8건(9.4%) 순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다(Table 6). 
연구 분야별로 구체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특정한 개념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 대한 연구

가 많았다. 계절변화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 달과 태양을 포함한 천체

와 관련한 연구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들의 정신 모델에 관련

된 연구와 과학 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있었다. 계절 변화

나 그 원인과 관련된 모델 연구가 7건(28.0%) 게재되었는데, 계절 

변화는 누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연 현상이지만,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없고 발생하는 인과적인 과정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개념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Kim, Yang, & Lim, 2013; Yoo 
& Oh, 2016). 또한 이에 대해 학생들과 초등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델을 적용하여 이들의 개념 변화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Chae, 
1998; Chae & Ha, 2002; Chae & Lim, 2011; Kim, Yang, & Lim, 
2013; Oh & Kim, 2016; Yoo & Oh, 2016). 천체는 우리에게 친숙하고 

호기심을 주지만, 그 운동은 매우 복잡하고 직접 관측하기 어려워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모델의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

한 점을 고려한 달의 위상 관련 모델에 대한 연구(Chae, 2008, Yu 

et al., 2012a)와 태양계 관련 모델에 대한 연구(Chae, 2004; Kim et 

al., 2008)가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연 현상이나 사건에 대해 예측

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정신 모델과 관련된 연구(Jeong, 
2007; Kim, Lee, & Lee, 2016; Lee, 2006, 2008; Park, 2009, 2011, 
2015)들이 있었다. 또한 과학 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모델링 

능력 변화를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6)와 모델을 이용한 사회적 

구성 수업과 관련하여 과학 재 학생들의 상호작용 역할 분석한 연

구(Yu et al., 2012b)가 있었다. 
화학은 거시적, 미시적, 상징적 수준에서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

한데(Yoon & Lee, 2014), 중등학교 이상에서 다루어지는 많은 화학 

개념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직접 관찰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추상

적인 개념이다(Osborne & Cosgrove, 1983). 이러한 추상성으로 인해 

학생들은 오개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Treagust, 
Chittelborough, & Mamiala, 2003),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 모델 및 

모델링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화학에서 이루어진 전체 연구 

중 11건(45.8%)이 물질의 입자인 원자 모델과 분자 모델에 대한 연구

이다(An & Kim, 2011; An, Shin & Kim, 2012; Chue, Tan, & Kim, 
2007). 또한 원자나 전자배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온과 전기

도금(Jang, Ko, & Kang, 2012; Kim et al., 2012) 그리고 기체의 확산 

등의 분자운동(Cho & Lee, 1994; Ha, Lee, & Kang, 2009)과 상태변

화와 에너지에 관한 연구(Kim et al., 2012)가 4건(16.7%), 화학반응

과 관련된 연구(Lee et al., 1989; Paik et al., 2010; Park et al., 2014; 
Shim et al., 2015)가 4건(16.7%) 이루어졌다. 특히 원자 모델은 시간

에 따라 모델이 변화한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학의 본성에서의 

잠정성, 주관성과 관련성이 깊으며, 모델 사용의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An & Kim, 2011). 그 다음으로 모델 및 모델링 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가 많았다.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연구(Ha, Lee, & Kang, 2009)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연구(Jang, Ko, & Kang, 2012)가 있었고, 초등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학생

초등학생 1 1 1 2 2  7(8.0)
중등학생 1 2 1 2 1 2 1 1 6 4 2 6 29(33.0)
고등학생 1 1 1 1 1 2 2 4 3 2 1 3 1 23(26.1)

대학생 1 1 2 1  5(5.7)

교사
예비 교사 1 1 1 2 1 3 1 1 1 2 14(15.9)
현직 교사 1 1 1 1 2 1 1 2 10(11.3)

계 1 1 1 1 2 1 2 1 6 3 5 6 6 7 1 4 11 5 5 6 13 88(100.0)

Table 5. Analysis about the research participants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물리 1 1 2 1 1 1 1 2 1 11(13.0)

화학 1 1 1 1 2 2 1 1 1 1 1 3 1 1 3 3 24(28.2)

생명과학 1 1 1 2 3 5 1 1 1 1 17(20.0)

지구과학 1 1 1 2 3 3 1 2 2 2 1 6 25(29.4)

과학 2 2 1 1 2  8(9.4)

계 1 1 1 1 1 1 2 1 5 4 5 6 6 7 1 4 10 5 5 7 11 85(100.0)

Table 6. Analysis about the research fields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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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Kim, Joung, & Jang, 2013)와 예비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An & Kim, 2011)가 있었다. 또한 모델의 사회적 구성과정에서 

소집단 활동을 분석한 연구(Park et al., 2014; Shim et al., 2015; Yang 
et al., 2016)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 모델에 대한 경험이 제한적이어

서 화학에서 사용되는 모델의 추상적인 이해를 어려워한다는 선행연

구에 근거하여(Ingham & Gilbert, 1991), 모델을 구성하고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모델링에서 대학생인 예비 교사들의 모델

링에 대한 인지과정을 분석한 연구(Lee, Cho, & Nam, 2015), 1년 

동안 예비 교사들의 논의-기반 모델링 수업을 진행하여 이들의 모델

링 능력 변화를 설명, 비교, 추상, 표식의 4개 역으로 분석한 연구

(Kang, Nam, & Cho, 2016)가 있었다.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특정 과학 개념에 대한 모델에 관한 연구가 

11건(64.7%)이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혈액 순환 개념과 관련

한 연구이며, 혈액 순환을 그림 등의 시각적 모델을 활용하여 제시한 

연구가 4건 있었다(Kim & Kim, 2007a, b; Lee et al., 2012; Kang 
et al., 2012). 혈액은 심장이나 혈관과 같은 기관 수준에서 모세혈관 

같은 미세한 수준까지 이르는 복잡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순환계

로 추상적이고 역동적인 물질 교환 기작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Kim & Kim, 2007a). 그 외 나머지 

7건은 확산과 삼투에 관한 실험 모델(Cho, 1995), 염색체 모델(Kim 
et al., 2002), 초파리 유전 실험 모델(Chang & Kim, 2014), 세포 분열 

모델(Lee & Kim, 2015), 눈에 관한 비유 모델(Hwang, Han, & Kim, 
2016)에 관한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중등 과학 교과서

의 생명 역에서 제시된 과학적 모델들의 유형 분석 연구(Kim & 
Kim, 2009), 모델을 활용한 생물 수업연구에서 경력 교사의 수업 전문

성 발달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인식조사 연구(Kang 
& Kim, 2009b), 경력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Kang 
& Kim, 2009a), 고등학교 모델 탐구 학습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을 

통한 효과 분석 (Kim, Moon, & Son, 2006), 모델 및 모델링이 생물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인식 조사 연구(Partosa, 
2012), 생물 모델 과정에서 지식과 창의성의 관계 분석 연구(Cho & 
Kim, 2012)가 있다. 

물리 분야에서는 사고 모델을 포함한 정신 모델 관련 연구(Lee, 
1999; Lee, 2015; Lee & Kim, 2008; Park et al., 2006; Park & Lee, 
2008)가 5건(45.5%) 진행되었다. 물리에서는 힘과 운동에 대한 기본

적인 이해와 가상적인 힘에 대한 개념적 지식과 고차원적 사고능력과 

같은 과정적 지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이용하여 정신모델로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Park & Kim, 2008). 그 외 모델 

수정 활동이 개념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Kim, Kim, & Kim, 
2009), 초등 예비 교사의 과학적 모델에 대한 이해의 변화 분석(Yoon, 
2011), 소집단 논의 과정에서 추론의 생성 수준과 설명적 모델 생성 

관계의 분석(Ko & Yang, 2013), 예비 초등 교사들의 과학 모델 평가

의 기준 선정(Oh & Lee, 2014), 원자 모델인 보어 모델에 대한 문헌 

연구(Kim, 2015),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델의 다중표상적 관점을 

위해 그리기의 그래픽 요소를 강조한 인포그래픽 수업이 과학적 모델 

사용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분석(Jung & Kim, 2016)이 있었다.
과학에서는 학생들의 개념 변화 연구(Park & Lee, 2004), 과학적 

모델에 대한 중⋅고등학생들의 인식 분석(Cha, Kim, & Noh, 2004), 
예비 초등 교사들의 인식 분석(Oh, 2009)이 있었다. 또한 과학 재 

프로그램에서의 과학적 모델 분석(Shin, Chun, & Choe, 2005)과 고등

학교 학생들의 모델 구성 활동이 과학의 본성에 미치는 향 분석

(Cho, Kim, & Hong, 2008),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그룹 

활동의 논의-기반 모델링 전략의 개발과 이 전략의 적용 후 효과 분석

(Cho, Nam, & Lee, 2014; Cho & Nam 2014) 등이 있었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연구 설계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질적 연구가 32건(37.7%)으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으로는 혼합 연구 29건(34.1%), 양적 연구 24건(28.2%)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는 모델 활동을 통한 정신 모델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Kim, Lee, & Lee, 2016; Kim, Yang, & Lim, 2013; Lee, 
2015; Lee & Kim, 2008; Oh & Kim, 2016; Park, 2009; Park et al., 
2006; Park & Lee, 2004)가 많았고, 양적 연구에는 모델 및 모델링 

활동 적용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Chae, 1998; Chae & Ha, 2002; 
Cho, 1995; Cho & Lee, 1994; Jung & Kim, 2016; Kim, 2000; Kim 
et al., 2002; Lim, 2005; Park & Paik, 2004; Shin & Woo, 2016)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식 조사 연구(An & Kim, 2011; Oh, 2009)가 

있었다. 많은 연구에서 실험, 문헌 고찰, 조사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

의 양적 통계 처리와 함께 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혼합 연구 방식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

다. 2004년 이후에 질적 연구가 매년 비교적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 혼합 연구 설계방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분석 결과

모델과 모델링과 관련된 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연구 방법은 이론고

찰 및 내용 분석, 인식조사, 프로그램 개발, 적용 및 효과분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적

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54건(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42건(33.9%),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가 20건(16.1%), 모델

과 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다룬 연구가 

8건(6.4%)이었다(Table 8).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양적 1 1 1 1 1 2 4 3 2 1 1 1 1 2 2 24(28.2)

질적 1 1 1 2 1 4 4 2 5 3 2 3 3 32(37.7)

혼합 1 1 4 1 2 1 1 3 2 3 3 7 29(34.1)

계 1 1 1 1 1 1 2 1 5 4 5 6 6 7 1 4 10 5 5 6 12 85(100.0)

Table 7. Analysis about the research design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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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내용 분석 연구에서는 교과

서에서 제시된 과학적 모델에 대한 유형 분석(Kim et al., 2012; Kim 
& Kim, 2009; Oh, Jon, & Woo, 2007)과 교과서의 특정 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Kim, 2003; Kim, 2015)이 있었으며, 재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모델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Shin, Chun, & Choe, 
2005).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

(An & Kim, 2011; Kim, Joung, & Jang, 2013; ; Lee, 2008; Seung, 
Lee & Yeo, 2016)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Cha, Kim, & Noh, 
2004; Park, 2009)가 있었다. 과학과 과학교육에서 사용되는 모델에 

관한 예비 초등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모델을 물리

적 실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가설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인식은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Oh, 
2009).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 후에 현직 교사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한 결과, 교사들은 모델을 가시화나 표상화의 도구로써 인식하고, 연
수 인원의 절반 정도만 모델의 사용이 과학탐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는 한계를 보 으나 연수 후 확장된 모델 및 

모델링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Kang, 201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을 활용한 효과적인 과학 수업을 위해서는 과학적 모델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에서 모델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는 5점 리커

트 척도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모델이 다중표상

으로 나타난 설명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하 으며, 과학 수업에서 모델

의 역할, 의미, 제한점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을 제안하 다(Cha, Kim, 
& Noh, 2004).

모델 및 모델링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프로그램 전략 개발

(Cho, Nam, & Lee, 2014; Lee, Nam, & Cho, 2015), 모델 및 모델링을 

위한 컴퓨터 애니메이션 교수자료 개발(Park & Paik, 2004), 홈페이지 

개발(Kim, Moon, & Son, 2006), 실험모델 제안(Chae, 1998; Chae 
& Ha, 2002; Jin et al., 2004; Kim et al., 2002),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Han & Kim, 2013) 연구로 구분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프로그램 

개발 후에 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가 같이 이루어졌으나 프로그램 제

안에서 끝나거나(Kim et al., 2008; Kim, Joung, & Jang, 2013; Lee 
et al., 1989), 기존에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실험모델을 탐구

활동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그 효과를 분석한 연구(Chae, 2004; Cho, 
Kim, & Hong, 2008; Ko & Yang, 2013; Yu et al., 2012a)가 있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자료 수집은 Table 9에서 보듯이 연구 

대상에 대한 면담이 32건(17.9%), 설문지 31건(17.3%), 검사지 31건
(17.3%),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보고서 22건(12.3%), 소그

룹 활동의 담화 녹음 및 전사 자료 21건(11.7%), 수업에서 전체 학급

이나 소그룹에 대한 비디오 촬  17건(9.5%), 연구자의 관찰 11건
(6.2%), 중간 또는 기말고사의 학업성취도나 교사수업 자료 등을 포함

한 기타 자료 7건(3.9%), 교과서 및 교사지도서의 문헌 7건(3.9%)의 

순서로 나타났다.
면담은 대부분 설문지, 검사지, 소그룹 활동의 담화 녹음 및 전사 

자료와 함께 수집되어 분석되는데, 면담만 이루어진 연구에는 지구과

학 개념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이해를 정신 모델을 통해 살펴본 연구

(Lee, 2008), 현직 교사의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델의 역할을 분

석한 연구(Oh, 2016),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모델링을 강조한 논의 

기반 수업에서 이들의 인지 과정을 분석한 연구(Lee, Cho, & Nam, 
2015)가 있었다. 

설문지는 모델링 과정에서 과학개념 이해의 조사(Chae, 2004; 
Kim, 2003), 과학적 태도의 조사(Cho, 1995) 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

되기도 하 다. 또한 모델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조사하기 위해 

SUMS(Students’ Understanding of Models in Science)의 5점 리커트 

척도 설문지를 활용하여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실재성, 설명 도구로

써의 모델, 모델의 유용성, 모델의 변화가능성의 5가지 범주에 대해서 

조사하 다(Cha, Kim, & Noh, 2004). 학생들의 모델과 모델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VOMMS(My View of Models and 
Modeling in Science) 설문지를 이용한 연구(Park et al., 2006)와 예비 

과학교사들의 과학의 본성에 대한 인식을 원자모델에 대한 지식을 

사용한 설문지를 분석한 연구(An & Kim, 2011)가 있었다. 모델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한 설문지를 통해 모델의 사용 능력을 알아

본 연구(Kim, Joung, & Jang, 2013; Kim, Lee, & Lee, 2016; Yoon, 
2011)가 있었다. 

또한 검사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한 연구는 주로 개념 검사지가 

많이 사용되었다(Chang & Kim, 2014; Cho, 1995; Cho & Lee, 1994; 
Cho & Nam, 2014; Jin et al., 2004; Kang, Nam & Cho, 2016; Kim 
et al., 2002; Kim & Kim 2007; Kim, Kim, & Kim, 2009; Lee, 2015; 
Lee & Kim, 2008; Lee & Shin, 2015; Park & Lee, 2008; Park & 
Paik, 2004). 그 외에는 흥미 검사지(Kang, Kwack, & Noh, 2006; 
Kim, Moon, & Sun, 2006), 창의성 검사지(Cho & Kim, 2012), 학습양

식 검사지(Park, 2011) 등을 이용하 다.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보고서의 경우 설명과 함께 그

림을 그리는 과제를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연구(Kim & Kim 2007;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이론고찰 및 내용 

분석
1 1 2 1 1 1 1 8(6.4)

인식조사 1 1 1 1 1 3 2 3 1 2 1 3 20(16.1)

프로그램 개발 1 1 1 1 2 2 1 2 2 2 2 1 3 3 4 4 4 6 42(33.9)

적용 및 효과분석 1 1 1 1 2 3 1 4 2 3 3 1 3 7 4 4 5 8 54(43.6)

계 1 2 2 2 1 1 4 2 7 5 7 8 7 9 2 7 13 9 8 10 17 124(100.0)

Table 8. Analysis about the research methods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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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2015; Park, 2009)와 서술형 및 실습 형태의 과제 수행을 통해 

자료 수집을 한 연구(Lee, 2006)가 있었다. 또한 수업활동 중에 보

고서를 통한 자료 수집은 모델링 능력 검사를 위해 다중표상을 포

함한 자신만의 설명을 보고서로 수집한 연구(Cho & Nam, 2014)와 

설명과 그림을 수집한 연구(Cho & Kim, 2012; Park, 2015)와 학습

자의 그림을 수집한 연구(Kang, Nam, & Cho, 2016; Park, 2011)가 

있었다. 

5.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 분석 결과

모델과 모델링 관련 연구를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모델의 목적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73건(57.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모델링 과정을 다룬 연구 22건(17.3%), 모
델의 다양성을 다룬 연구 17건(13.4%), 모델의 본성을 다룬 연구 15건
(11.8%) 순이었다(Table 10).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에서 모델의 목적은 

관찰한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또는 예측을 위해 자신이 가진 개념과 

현상을 연결지어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의 목적에 대한 연구는 모델과 모델링을 수업의 한 부분으로 적

용하여 과학지식을 포함한 개념의 변화를 보거나, 단편적으로 실험 

모델이나 분자 모델 등에 대한 학생들과 교사들의 모델의 목적에 대

한 인식을 조사하거나, 소그룹 활동에 이를 단편적으로 이용하여 담

화 양상, 규범 제정 등을 분석한 연구가 포함된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모델과 모델링의 목적 중 하나인 개념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로 37건(50.7%)이었다. 교사와 학생이 모델과 모델링의 목적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연구나 교과서에 모델의 

목적이 드러난 정도에 대해 분석한 연구도 8건(11.0%) 나타났다(An 
& Kim, 2011; Cha, Kim, & Noh, 2004; Han & Kim, 2013; Lee 
et al., 2005; Oh, 2009). 모델과 모델링을 소그룹 활동의 일환으로 

이용하여 논의 과정의 담화 양상을 분석하거나 규범 제정 등에 대해 

연구한 논문이 8건(11.0%)이었다. 이러한 논문들은 모델과 모델링을 

학습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소그룹 활동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

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모델과 모델링을 교수학습 전략으로 

도입하여 모델링 과정을 통해 모델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모델링 능력이나 수준을 평가하는 연구는 Yoon (2011)의 

연구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는 예비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과학

적 모델 중심 탐구 활동이라는 모델에 대한 평가 및 수정을 포함한 

모델링 과정을 통해 모델의 본성과 모델의 목적에 대한 이해의 변화

를 분석하 다(Yoon, 2011). 이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델링 탐구 

실험을 적용하여 과학자의 사고 과정을 경험하고 모델의 본성과 목적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생들의 모델링 사고 유형을 분석한 

연구(Jang, Ko, & Kang, 2012)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논의-기반 모

델링 전략을 통해 모델링 과정을 거치면서 명시적인 모델링을 통해 

학생들의 모델링 수준을 알아본 연구(Cho & Nam, 2014), 대학생들의 

일반화학실험 수업에서 모델링 과정을 적용한 연구(Lee, Nam, & 
Cho, 2015), 집단내의 협업을 통한 과학적인 개념과 자신들의 아이디

어에 대한 설명인 정신모델로 나타의 공유에 대한 연구(Lee, 2015),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적 모델의 사회적 구성 수업 적용 후 모델

링 능력 검사를 통한 모델링 능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Park et al., 
2016) 등이 이루어졌다. 

메타모델링 지식 요소의 모델링 과정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기본

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고, 수정하여 적용하는 GEM 과정

(Generation-Evaluation-Modification)으로 제시하 다(Clement, Rea- 
Ramı´rez, & Mimez-Oviedo, 2008; Gobert et al., 2011). 이와 같이 

모델링의 과정에는 모델을 만드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평가와 

수정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모델링 과정에 

대한 22건의 연구 중 14건(63.6%)은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과정을 통

해 자신의 모델을 평가하고 수정하면서 재구성하고 자신의 설명을 

바꾸는 것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8건(36.4%)의 연구는 평가 및 

수정의 과정이 포함되지 않은 연구로 모델을 이용한 소집단 활동의 

특징을 다룬 연구(Shim et al., 2015; Yang et al., 2016)나 실험 모델의 

제안(Cho, 1995; Lee et al., 1989)과 표현 모델의 제안(Han & Kim, 
2013)에 한정된 연구들이었다.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 중 모델의 다양성은 같은 현상에 대해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교과서와 프로그램을 다중 표상적 측면에서 분류한 연구(Cha, Kim, 
& Noh, 2004; Kim et al., 2012; Oh, Jon, & Woo, 2007)가 있고,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 후 다중 표상적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를 분석

한 연구(Ha, Lee, & Kang, 2009; Oh, 2009)와 중학생들이 보일 법칙

과 샤를 법칙에서 나타나는 물질의 입자성에서 그리기라는 다중표상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면담 3 5 3 5 1 5 3 1 6 32(17.9)

설문지 1 1 2 1 2 2 2 2 2 5 1 1 9 31(17.3)
검사 1 1 1 1 2 1 5 3 2 2 1 2 3 3 3 31(17.3)

수업활동 (과제, 
보고서) 1 1 2 2 1 3 5 2 2 3 22(12.3)

소그룹 담화 녹음 1 1 6 3 3 3 4 21(11.7)
비디오 촬 2 2 1 4 2 3 1 2 17(9.5)
연구자 관찰 2 2 2 3 1 1 11(6.2)
문헌 (교과서, 

지도서) 1 1 1 1 1 1 1 7(3.9)

기타 1 1 1 2 1 1 7(3.9)
계 0 1 2 1 1 2 1 2 6 5 10 13 7 18 1 10 31 14 14 11 29 179(100.0)

Table 9. Analysis about the data collection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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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정신모델을 분석한 연구(Kang, 
Kwack, & Noh, 2006)와 초등학생들의 먹이 그물에 대해 그림 등의 

표현 모델로 나타내는 연구(Han & Kim, 2013) 등이 있었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세포 분열이라는 과학적 지식에 대해 개념 이해 수준과 

모델링 수행 수준을 표상하는 능력으로 구분한 연구(Lee & Kim, 
2015)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교수학습 전

략의 개발에서 다중 표상적 측면을 포함하고 적용 후 효과를 본 연구

(Cho & Nam, 2014; Cho, Nam, & Lee, 2014)가 있었다. 
모델의 본성에 대해 다룬 논문은 크게 모델 및 모델링의 본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조사와 관련된 논문과 모델과 모델링을 

통해 개념, 모델링 능력, 수업 전문성에서의 본성의 변화를 포함한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모델의 본성에 

대한 인식변화를 살펴본 논문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Cha, Kim, & Noh, 2004),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Ha, 
Lee, & Kang,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ang, Ko, & Kang, 
2012; Partosa, 2012),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

(An, Shin, & Kim, 2012)가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An & Kim, 2011; Oh, 2009)가 있었다. 모델

과 모델링을 적용한 효과를 분석한 논문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

(Kim, Choe, & Kim, 2016; Oh, 2007)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Park et al., 2016)이 있고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Kang, 
Nam, & Cho, 2016; Yoon, 2011)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

(Kang & Kim, 2009a; Kang & Kim, 2009b)이 있다. 메타모델링 지식

은 과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데, 국내의 모델 및 모델

링 관련 연구들은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 측면, 즉 모델의 본성, 모델

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링 과정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이들 

중 일부 요소만 다룬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 경향,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경향,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경향, 메타모델

링 지식에 따른 경향을 분석하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예비 교사, 현직 교사의 연구 대상별로 

진행된 연구의 경향이 어떠한지, 과학의 어떤 분야에서 모델 및 모델

링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분야의 연구가 더 필요

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 설계 및 연구 방법과 이를 위한 

자료 수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느 연구가 더 필요한 지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따라 학술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검색된 1989년에서 2016년까지 27년간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 

총 85편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의 결론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약 3/4정도이고, 예비 교사를 포함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4정도 다.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 절반 이상은 중⋅고

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대상에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모델 및 모델링 활동을 통해 관찰한 자연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

도록 하여 학생들의 개념 변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과학 교육에

서 과학적 탐구 및 과학적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핵심 활동이 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Kim 
et al., 2013; Mandinach & Cline, 1993; Schwarz et al., 2009; Watson, 
Swain, & McRobbie, 2004). 과학 교사는 수업에서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생들의 모델링 활동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 교사 대상 연구에서 교사들은 과학적 모델이 과학적 본성이 아

니라고 여기고(Justi & Gilbert, 2002), 모델링 활동을 지도하는 방법

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거나 모델과 모델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과 능

력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교수활동에 모델 및 모델링 활동을 

적극적으로 반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van Driel & Verloop, 1999, 
2002)고 보고하고 있다. 초⋅중등학교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이들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인

식을 조사한 결과, 교사들이 모델을 활용한 수업 적용 계획을 세운다

는 결과(Kang, 2017)로부터 모델과 모델링을 학교 과학수업에 적극적

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본다.
모델과 모델링과 관련된 과학교육 연구의 분야에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과학 분야별 연구 중에서 절반이상이 지구과

학과 화학에서 이루어졌다.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쉽게 인식하고 여러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정 교과의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89 94 95 98 99 00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합계

(%)

모델의 본성 2 0 1 3 2 3 4 15
(11.8)

모델의 다양성 2 1 2 3 1 1 2 2 3 17
(13.4)

모델의 목적 1 1 1 1 1 2 1 4 3 5 4 5 7 1 4 8 5 4 5 10 73
(57.5)

모델링 

과정

평가

수정포함

x 1 1 1 0 1 2 1 1 8
(6.3)

o 1 2 1 1 4 1 4 14
(11.0)

계 1 1 2 1 1 1 2 1 8 4 7 9 6 13 1 8 13 7 10 9 22 127
(100.0)

Table 10. Analysis about the elements of metamodeling knowledge in the model and modeling-related researches in science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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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연구 설계 경향을 살펴 본 결과는 

질적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혼합 연구, 양적 연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혼합 연구는 모델과 모델링

에 대한 실험, 문헌 고찰, 조사 연구의 여러 논문들에서 연구 결과의 

양적 통계 처리와 함께 면담 등의 질적 연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 연구 방식을 사용하 다. 
모델과 모델링과 관련된 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연구 방법 별 논문 

수를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등에서 이미 개발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가장 많았으

며,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 모델과 모델링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다룬 연구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렇듯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연구 방법은 대부분 선행연구 등에서 개발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연구들이다. 그러나 메타

모델링 지식과 통합된 모델링 실습은 과학적 현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과학적 현상과 관련한 특정한 내용 역을 다루게 되

고, 이러한 내용 특이성은 학습에 결정적인 향을 미치게 된다(Tabak 
& Reiser, 2008).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을 위해서는 특정한 과학 현상

이나 개념에 대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자료 수집은 연구 대상에 대한 면담, 

설문지, 검사지,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보고서, 소그룹 활

동의 담화 녹음 및 전사 자료, 수업의 전 학급이나 소그룹에 대한 

비디오 촬 , 연구자의 관찰, 중간 또는 기말고사의 학업성취도나 교

사수업 자료 등을 포함한 기타 자료, 교과서 및 교사지도서의 문헌의 

순서로 나타났다. 과학교육에서 모델과 모델링의 적용은 교수학습 

전략으로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업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보고서 등을 활용한 결과 분석을 통하여 학생들의 가진 모델링 능력

을 분석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모델과 모델링 관련 연구를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필수 요소인데(Henze, van Driel, & Verloop, 2007), 이들 중 

일부 요소만 다룬 논문이 대부분이었다.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된 모델의 목적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모델과 

모델링을 교수학습 전략으로 도입하여 모델링 과정을 통해 모델의 

목적과 역할을 이해하도록 하기 보다는 소그룹 활동의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렇듯 모델의 목적을 모델과 모델링을 과

학의 본성을 키울 수 있는 과학의 과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수단으

로 활용하여 단순히 과학 개념이나 이해의 변화 정도를 알아보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는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에서 이제까지 이루어

진 대부분의 연구가 메타모델링 지식을 수업의 전략적 측면에서 고려

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메타모델링 지식을 모델과 모델링을 평가하기 

위한 요소로 이용하거나(Zhang, et al., 2006), 메타모델링 지식의 구

성요소 중 일부만을 언급하고 있다는 선행 연구와 일치한다(Gobert 
et al., 2011; Grünkorn et al., 2014; Justi & Gilbert, 2002; Krell, 
Reinisch, & Krüger, 2014; Schwarz, 2002; Treagust, Chittelborough, 
& Mamiala, 2002). 메타모델링 지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가장 

부족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렇게 메타모델링 

지식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으므로(Krell, Reinisch, & Krüger, 2014) 
과학 학습을 위한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해서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해야 한다(Cho, Nam, & Oh, 2017). 특
히 학생들은 모델의 목적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운데, 이를 돕기 

위해서는 모델링 활동을 통해 모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과학학습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

구에서 모델링의 교수학습 방법이 개념 변화만을 위해 활용하는데 

그치고 있다. 학생들은 모델과 모델링 활동을 통해 관찰한 자연 현상

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면서 자신의 사고를 

재구성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메타모델링 지식은 과학

적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교수학습을 위한 모델링 활동에서 학생들

이 과학을 이해하고(Lederman, 2007)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필수요

소이다(Schwarz et al., 2009). 또한 교사는 메타모델링 지식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학생들이 모델링 활동에서 가지는 아이디어를 이해

하고 활동을 도와줄 수 있게 된다. 실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메타모델링 지식이 학생과 교사 모두의 모델과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있고(Bogiages, 2014; Ha, Lee & Kang, 2009; 
Jang, Ko, & Kang, 2012; Yoon, 2011), 특히 교사의 교육학적 내용 

지식의 요소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료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되

었다(Davis et al., 2008). 이러한 점에서 모델과 모델링 활동을 위해서

는 메타모델링 지식과 그 구성요소인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링 과정, 모델의 평가 및 수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

어야 한다. 이를 통해 과학교육에서 과학적 탐구와 학생 중심의 학습

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의 하나로 모델과 모델링 활동을 제대로 적용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학생들의 모델 및 모델링

에 대한 이해 및 수업 전략으로써의 활용 측면 연구와 과학교사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국문요약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모델 및 모델링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1989년부터 2016년 까지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과학교육 분야의 모델과 모델링 관련 연구 문

헌들을 85편을 추출하 다. 이를 연구 대상, 연구 분야 및 연구 설계, 
연구 방법 및 자료 수집, 메타모델링 지식 측면에서 분석하 다. 연구 

대상 분석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적었으며, 학생 전체와 비교하여 교사를 대상으

로 한 연구는 적었다. 이로부터 교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할 수 있다. 연구 분야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및 과학 분야별 연구 중에서 절반이상이 지구과학과 화학에

서 이루어졌다. 과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모델과 모델링을 쉽게 인식하

고 여러 교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특정 교과의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 

설계 경향을 분석한 결과는 질적 연구가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혼합 

연구, 양적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방법을 분석한 결과, 선행연구 

등에서 이미 개발된 모델 및 모델링 관련 프로그램이나 전략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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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논문이 가장 높았다. 과학교육에서 성공적인 

모델링 실습을 위해서는 특정한 과학 현상이나 개념에 대한 모델과 

모델링을 적용한 수업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메타모델링 지식의 요소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모델의 목적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모델링 과정을 다룬 연구, 모델의 다양성을 다룬 연구, 
모델의 본성을 다룬 연구 순이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모델 및 모델

링에 대한 이해의 향상을 위해서는 메타모델링 지식과 그 구성요소인 

모델의 본성, 모델의 다양성, 모델의 목적, 모델링 과정, 모델의 평가 

및 수정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학수업에서 학생

들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이해 및 수업 전략으로써의 활용 측면 

연구와 과학교사의 모델 및 모델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방법,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들이 실질적으로 다양

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주제어 : 모델, 모델링, 메타모델링 지식, 문헌 분석, 연구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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