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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ecological concepts, epistemological reasoning and reasoning pro-
cesses through constructing 'food web and food pyramid' in ecology. We conducted classes which involved a 
'food web and food pyramid' for 6th grade students. Each class is constructed of small groups to do modeling 
and epistemological reasoning through communication. The researcher had videotaped and recorded each class 
and have made transcription about classes. We analysed patterns of 'food web and food pyramid models' and 
reasoning processes according to scientific epistemology using transcription data and student outputs. As a result, 
students represented phenomenon-based reasoning, relation-based reasoning and model-based reasoning in scien-
tific epistemology from their modeling. Students usually did relation-based reasoning and model-based reasoning 
in food web which explains ecological phenonenon, while they usually did model-based reasoning in food 
pyramid which expects ecological phenomenon. Student's reasoning can be limited when they have misconception 
of scientific knowledge and are limited by fragmentary knowledge. This represents that students has to do 
relation-based reasoning and model-based reasoning is beneficial in their ecological model. It also suggests that 
students need to define correct-conception related to ecological modeling(food web, food pyra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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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형 구성하기(Modeling)란 과학에서 구성한 지식
을 적절하게 표상해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과학 지식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역동적인 과정

의 핵심으로 여겨지고 있다(Justi & Gilbert, 2002a). 
또한, 학생들이 과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과학자들
에 의해 사용된 모형을 이해하는 것이며(Harrison & 
Treagust, 1996), 모형 구성하기는 실제 과학의 핵심

적인 특징을 담고 있으므로 과학교육에서 모형 중

심의 탐구활 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

되고 있다(Schwartz et al., 2009; Windschitl et al., 
2008). 따라서 학생들은 모형 구성하기를 하면서 과
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교

육에서중요한 목적이 될수 있다(Ford, 2008; Kawa-
saki, Herrenkohl, & Yeary, 2004; Newton, Driver, & 
Osborne, 2004).
이와 같이 과학 교육에서 모형과 모형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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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학과 과학 교육의 핵심적인 요소로 과학적 이

해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며, 그들의 학습
에 대한 통찰(초인지)을 제공한다고 한다(White & 
Frederiksen, 1998). 또한, 탐구 활동 중심의 과학 교
수․학습에서 많은 과학적 현상들 중 관찰이 어렵

거나 교실에서 재생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데, 모
형이나 모형 구성하기를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러한 모형 기반 수업을 사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과학 개념들에 쉽게 접근하며, 흥미로워 한다고 알
려져 있다(김희백 등, 2001; Tayler et al., 2003). 이와
같이 과학교육에서 모형 기반 학습의 강조와 더불

어 Thagard(1992)는 개념변화적인 측면과 구성주의
적 측면에서 모형-기반 학습은 사회적 구성주의 이
론과 결합하여 모형-기반 공동 구성(Model-based 
Co-construction)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Clement, 
1993; Glynn, 1991; Harrison & Treagust, 1996). 따라
서 모형-기반 수업은 과학 학습의 개념적이고, 과정
적 지식 발달의 도구이며, 학생들의 과학 지식 발달
에 대한 초인지적 지식과 과학적 이해를 고찰해 보

는 도구 및 과학의 본성을 학습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iu & Lin, 2005; Coll et al., 2005; Duit 
& Treagust, 2003; Gobert, 2000).     
과학 교수․학습 전략에 있어 모형의 역할과 모

형 구성하기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Chiu, Chou & Liu, 2002; Gilbert & Builter, 1998; 
Gobert & Berkley, 2000; Schnotz & Preub, 1999), 아
직까지도 학생들이 어떻게 목표 개념에 대한 정신

모형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명확한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며, 모형 기반 학습
의 세부적인 이론에 대한 연구와 정립이 요구되는

실정이다(Clement, 2000; Gobert & Buckley, 2000). 
그러므로 우리는 2011년에 적용하고 있는 과학 교
과서 내용 중 6학년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과정
-평형 범주에 속하는 생태계 개념을 모형과 모형 구
성하기를 통하여 학습할 때 학생들이 어떠한 추론

과 사고 과정을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고, 먹이 피
라미드 모형을 활용한 문제 해결을 함에 있어

서 어떠한 추론과 사고 과정을 드러내는가?
2. 학생들이 모형 구성과 모형을 통해 학습하면
서 습득할 수 있는 생태계의 개념은 어떤 것인

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과 수업 내용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ㅅ’ 초등학교 6학년 6개
반 총 36모둠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수업을 담당
한 선생님은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경력 4년차의 교
사로 현재 6학년 과학을 전담 과목으로 맡고 있다. 
학생의 학업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고, 학업적인 측
면에서 우수한 학생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정서적
으로 안정되어 있어 대체로 선생님의 지시에 잘 따

르는 편이었다. 수업은 초등학교 6학년 ‘생태계와
환경’ 단원에서 ‘먹이 그물과 먹이 피라미드’ 내용
을 총 2차시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1차시는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는 활동’을
하였고, 2차시는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학습한 뒤
먹이 피라미드 상의 변동 상황이 주어졌을 때 학습

한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통해서 생태계의 변화를

예측하는 활동’을 하였다. 
1차시 수업은 학생들이 ‘6-1 실험관찰 p. 121-128, 

부록 8’의 자료를 참고하여 교과서 먹이 카드로 먹
이 사슬을 만들어 보게 하였다. 그리고 먹이 카드를
배열하여 화살표로 연결한 뒤 먹이 그물을 만들어

보게끔 하였다. 또한 먹이 그물을 구성하면서 나타
나는 먹이 그물의 특징도 적어보게끔 하였다.

2차시 수업은 교사가 먹이 피라미드의 정의를 설
명하고, 먹이 피라미드의 모형이 변동될 수 있는 상
황을 제시, 설명한다. 교사가 예로 제시한 상황이
아닌 다른 상황을 파워포인트 형태로 제시하고 변

동된 상황에 대한 먹이 피라미드의 모형 변화와 모

형 변화에 따른 특징을 각각 적게 하였다.
모든 활동은 학생들이 모둠별로 의사소통을 통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학생들
은 본 수업의 전 차시에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학습한 상태이며, 
학생들은 수업을 시작할 때 ‘생태계송(http://www. 
lg-sl.net/)’을 부르면서 ‘생태계와 환경’에서 주로 사
용하는 용어들을 노래를 통하여 반복 학습하였다.

2. 자료 수집과 분석

모든 수업 내용에 대한 녹화 및 녹음을 하였으며, 
특히 소집단의 모형 구성을 분석하기 위해 모둠별

로 이루어진 활동을 각각 녹화하고 녹음하였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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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장면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언어와 행동을 모

두전사하였으며, 학생들이수업시간에구성한모형
산출물과 모형에 대한 특징을 적은 내용들도 분석에

포함하여 분석 자료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학생들
의 대화는 전사본으로 만들어져 대화 내용을 분석

하였으며, 학생들의 모형 산출물과 모형에 대한 특
징을 적은 내용들은 범주화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전사한 내용과 학생들의 산출물들은 학생들의 ‘먹
이그물과먹이피라미드’에대한모형과추론유형및
사고과정을 분석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되었다. 

Driver et al.(1996)은 과학에서 학생의 인식론적
인 추론의 형태가 크게 3가지(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로 나뉜다고 설명하였는
데(표 1), 과학에서 인식론적 추론 형태는 학생들이
공동으로 모형을 구성해 나가거나 모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때 추론 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분석

도구로써 사용하였다.
본 논문의 초안을 작성한 후에 수업을 담당하였

던 교사에게 읽도록 하여 자료의 신빙성과 해석의

표 1. 과학에서 학습의 인식론적 추론 형태 (Driver et al., 1996)

추론유형 과학적 탐구의 형태 설명의 본성 설명과 묘사와의 관계

현상 기반

추론

현상에 초점 두기

․현상의 관찰이 탐구가 됨. 즉, ‘관
찰하고 보기’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여 그 결과

행위를 관찰할 수 있다.

기술로서의 설명

․현상의 기술; 기술과 설명 간의

구별 없음.

구별 안함

․현상에 대한 기술과 설명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없음.

관계 기반

추론

변수와의 상관관계 짓기

․설명을 찾아내기 위해 현상들의

행위에 관여하거나 계획된 관찰

이 필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
-현상에 대하여 조절된 관여
예)fair test

-영향력 있는 변수들의 정의
-조건들과 연관된 산출물

경험주의적 일반화

․관찰 가능한 현상의 특징들 사이

의 관계가 설명.
이런 관계의 형태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선형적 인과 계열
․대안적 가능 변수들 인정. 그러나
하나의 관계성만진실이라고 간주. 
상황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연

적 혹은 대안적 변수들은 고려할

수없음. 결과적으로상관관계가인
과관계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음.

귀납적인 관계

․기술과 설명은 구별된다고 인식

하지만 둘 다동일한범주의 언어

사용 즉, 관찰 가능하고 / 가질 수
있는 특성을 언급

․설명은 데이터로부터 출현되는 것

으로 보고 ; 데이터와 동일한 범주
의 언어로 표현되고 상황들의 특

성간의 관계성을 표현.
․이론과 증거 사이의 관계는 문제

시하지 않으며, 이론은 ‘증명될수
있는’것으로 본다.

모형 기반

추론

이론을 평가하기

․탐구는 증거에 기반을 둔이론 혹

은 모형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함.
․이론적 지식과 자연 현상간의 관

계성이 문제시됨을 인식함.

모형 만들기(Modeling)
․이론과 모형은 결합됨.
․일관성 있는 스토리로서의 설명

은 이론적 실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포함

․설명은 관찰과 이론적 실체 사이

의 불연속성을 포함한다.
․다중적 모델의 가능성 인정됨

가설-연역적 관계
․기술과 설명 사이의 명확한 구분

․설명을 제한하는 것은 관찰되고

확실한 상황의 특성과는 다른 범

주에 속하는 이론적 실체에 관한

추측이 포함됨을 인식

․설명은 관찰된 데이터로부터 논

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음.
․이론의잠정적지위의인식; 이론이
맞는다고 결코 확신할 수 없음.

타당성을 검토 받았으며, 학교 교사 경력이 각각 7, 
9년차인 과학교육전공자의 검토를 통해 내적 타당
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연구 목적에 적합
한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분석 결과가 현장을 잘 반
영하였다고 동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 학교에 국한되어 진행한 질적 사례

연구이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목적을 두기 보

다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자세한 기술을 함으로써

현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의의를 둔다. 

III. 연구 결과

1. 먹이 그물 모형 구성 및 인식론적 추론

학생들은소집단활동을통하여먹이그물을만들

어 보는 모형 구성하기 활동을 하였고, 구성한 먹이
그물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는 먹이 그물의 특징을

4절 도화지에 표현하였다. 학생들이 구성한 먹이 그
물은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 생물 관계의 복잡
성, 생산자, 소비자의 개념화에 따라 크게 3가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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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슬형 모형, 그물
형 모형, 위계적 그물형 모형으로 나뉘었다(표 2).

1) 사슬형 먹이 그물 모형

사슬형 먹이 그물 모형은 먹이 사슬 여러 개를

합친 형태와 유사하다. 사슬형 먹이 그물 모형은 먹
이 카드들이 단선적으로 연결되었으며, 먹이 카드
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화살표가 1～2개 정도로 단
순하였다. 또한 모형 안에서 나타난 화살표의 총량
이 가장 적었다. 즉, 사슬형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
은 생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

고 있다는 먹이 그물의 모형을 적절하게 구현하지

못하였다(그림 1).

(1) 단편적 지식을 확인함에 그침

사슬형 모형을 구성한 학생들은 모형 구성이나

추론에 필요한 선행지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사
슬형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는 모둠의 구성원들

은 1차시 수업 4반 3모둠 담화 중에서 ‘인호’의 경
우와 같이 모형의 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선행 지

식이 결여된 상태였고, 이들은 주어진 소책자에 의
지해 생물들 사이의 한 두 개의 화살표를 표시하는

정도에서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였다. 또한, 사슬
형 모형을 구성할 때 학생들의 추론은 현상기반 추

표 2.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 형태와 학습한 개념 및 추론

모형형태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 생물 관계의 복잡성 생산자, 소비자의 개념화

사슬형, 7모둠(20%) 현상 기반 추론

그물형, 10모둠(29%)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위계적 그물형, 17모둠(51%) 현상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관계 기반 추론

* 6개 반 총 36 모둠 중 2 모둠의 먹이 그물 자료를 소실하여 총 34 모둠의 자료를 수집함. 
 

 

그림 1. 사슬형 먹이 그물 모형의 예

론에 국한되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
을 현상 기반 추론을 통해서 생물들의 단선적인 상

호작용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관계 기반 추론이나
모형 기반 추론을 하지 않았다. 제시된 대화와 같이
학생들은 생물의 단편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다가

곧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민영 : 야, 토끼는 토끼풀을 먹지?

진수 : 응.

민영 : 근데 꿀벌도 토끼풀을 먹어?

진수 : ...

민영 : 꿀벌도 토끼풀을 먹냐구.

진수 : 몰라.

인호 : 토끼는 나비를 잡아먹어?

...이하 중략

(1차시 수업 4반 3모둠 담화 중에서)

(2) 복잡하게 그물처럼 얽혀 있는 생물의 상호작

용을 추론하지 못함

사슬형 모형은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을 한 그림에

나타낸 형태이지만, 먹이 사슬 사이의 관계는 표현
되지 않았다. 즉, 모형은 하나의 그물모양이 아닌
여러 개의 띠 모양이 단절되어 있는 형태에더 가깝

다. 먹이 그물 모형에서 학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개
념은 과정-평형 범주의 개념(Chi, 1992)으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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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물처럼 얽혀

있다는 개념을 학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사슬형 모
형을 구성한 모둠들은 특정 생물이 무엇을 먹는지

를 알아내기 위한 대화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증
거들은 먹이 그물 모형 구성에서 학생들의 선행지

식에 대한 점검과 오개념에 대한 진단이 모형 구성

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윤미 : 개구리는 꿀벌을... 아니 무당벌레를 먹지 않아?

정희 : 먹겠지? 그리고 무당벌레는 진딧물을 먹고.

성균 : 진딧물은 꿀벌을 먹지.

정희 : 그 작은 게 어떻게 꿀벌을 먹냐? 어차피 진딧물은 

안 나와 있어.

성균 : 우선 개구리를 붙여보자.

윤미 :근데 개구리가 무당벌레를 먹으면 무당벌레가 진

딧물을 먹어야 되고 진딧물이 풀을 먹어야 돼.

정희 : 근데 그거를?

성균 : 참 길지? 기차처럼 참 길어. 어떻게 붙여야 할까?

(1차시 수업 1반 4모둠 담화 중에서)

2)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은 배열된 먹이 카드들이

무작위적으로 배열한 형태이다. 배열된 먹이 카드
에 인쇄된 생물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화살표

들은 일정한 순서나 질서가 없이 무작위로 그려졌

다. 또한 화살표의 수가 양적으로 사슬형 모형에 비
해 늘어났으며, 유난히 길이가 긴 화살표들이 다른
모형들에 비해 많았다(그림 2).

(1)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럼 만

들어진 것임을 추론함

다음에 제시된 1차시 수업 6반 5모둠 담화에서처

 

그림 2.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의 예

럼 학생들은 그들이 구성한 먹이 그물 모형을 보면

서 여러 사실들을 확인하였다. ‘혜진’은 완성된 먹
이 그물 모형을 보고 ‘먹이 사슬에 비해 화살표가
많다.’고 이야기했으며, ‘선종’은 ‘먹이 그물은 화
살표가 수없이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
다. 차츰 모둠 토의가 진행되는 대화 후반부에서
‘혜진’은 ‘먹이 그물이란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
럼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라는 먹이 그물의 특징을
이야기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소집단,활동을 통
하여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할 때 그들의 정신 모

형(mental model)속에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획득한
것이다. 즉, 학생들은 공동으로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하면서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얽혀 그물처
럼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모형 기반 추론을 하였
다.  

혜진 : 먹이 그물에 대한 특징 뭐 적지?

선종 : 만든 거 보고 적으라고 했잖아.

혜진 : 오케이(웃으며)

유진 : 흠...이거 뭔가 복잡하다.

선종 : 야, 뭐 있냐.

혜진 : 먹이 사슬에 비해 화살표가 많다?

상문 : 이거 써?

혜진 : 잠깐. 그대로 쓰기엔 좀.

선종 : 뭐래.(핀잔을 주며) 아니면 먹이 그물은 화살표

가 수없이 연결되는 것이다.

대한 : 그게 사슬이 얽혀 그물이 된 거잖아.

혜진 : 이렇게 쓰는 거는.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얽

혀 그물처럼 만들어진 것을 뜻한다. 오케이?

상문 : 써. 써.

(1차시 수업 6반 5모둠 담화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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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먹이 그물 모형을 통해 생태계가 쉽게 파괴

되지 않는 구조임을 추론함

5반의 2모둠과 2반의 4모둠의 학생들은 ‘먹이 하
나가 사라져도 다른 먹이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4절 도화지에 기술하였다. 5반의 2모둠에서는
개구리가 무엇을 먹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관

계 기반 추론을 통해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먹이로

취할 수도 있고, 진딧물도 먹이로 취할 수 있기 때
문에, ‘개구리의 먹이는 곤충이다’라는 결론을 내렸
다. 그리고 학생들은 완성한 먹이 그물 모형을 보면
서 개구리의 먹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종류라는

것을 확인하며, 개구리의 먹이 중 하나가 사라지더
라도 개구리는 멸종하지 않기 때문에, ‘먹이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먹이를 먹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이론’을 기술하였다. 한편, 2반의 4모둠에
서는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한 뒤그들이 완

성한 모형을 통해 ‘먹이 그물의 특징’을 기술하였
다. 즉, 2반의 4모둠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형을 구
성하면서 그들의 정신모형(mental model) 속에 있는
‘먹이 그물은 생물들이 그물처럼 서로 얽혀 있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모형 기반 추론의 과정으

로 먹이 그물의 특징을 추론하였다. 비록, 2반의 4
모둠의 ‘영기’와 ‘민욱’은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멸망한다.’라는오개념을드러냈지만곧상호적인의
사소통을통해 ‘먹이그물은쉽게무너지지않는다.’
라는 개념을 확립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학생
들이 ‘먹이 그물은 먹이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쉽
게 파괴되는 구조가 아님’이라는 개념을 추론하기
까지 추론의 방법과 과정은 달랐지만, 상호적인 의
사소통을통해먹이그물에대한과학적개념에도달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특정 생물들
이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단편 지식의 확인과 먹이

그물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개념 학습의 차원을 넘

어서서 모형을 통해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

로운 사실을 추론했다는 점은 옳지 않은 개념을 가

지기도 했다가도 결국 그들의 과학적 개념으로 생

태계 개념을 발전시켜 나간 것으로 학생들이 마치

과학자가 하는 것처럼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발견

해 나가는 과정과 기본적인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은 모형 기반 학습
이 보여줄 수 있는 강점으로써 주목할 만하다.  

상훈 : 잘 봐.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먹지? 근데 진딧물

도 먹을 수 있어. 곤충 먹어.

형구 : 개구리는 곤충을 먹는다? 이거 적을까?

우진 : 야, 그러면 아마 풀무치는 풀을 먹는다는 왜 안 

적는데?

상훈 : 개구리가 먹는 무당벌레가 죽어도 개구리는 안 

죽잖아.

정민 : 근데 그게 뭐.

형구 : 개구리는 쉽게 죽지 않는다.

우진 : 개구리의 먹이가 하나 사라져도 멸종하지 않는

다. 어때?

형구 : 적을까?

상훈 : 개구리가 무적이냐?

우진 : 무당벌레도 쉽게 멸종하지 않는다.

(1차시 수업 5반 2모둠 담화 중에서)

건형 : 먹이 그물의 장점은 뭘까?

유성 :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영기 : 4번.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모두 멸망한다.

윤호 : 그거 진짜 쓰게?

영기 :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생태계는 멸망한다.

민욱 : 아, 그 중 하나라도 사라지면 생태계는 무너진

다.

윤호 : 야, 그건 먹이 그물이 아니라 먹이 사슬이지. 다

른 게 채워지잖아.

유성 : 야, 2번에 이거 써. 무당벌레는 개구리에게 잡아

먹힌다.

민욱 : 미안, 몰랐음!(당당하게)

유성 :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과 다르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건형 : 쓸까? 이거? 

(1차시 수업 2반 4모둠 담화 중에서)

3)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

본 모형을 구성한 모둠들은 그물형 모형을 구성

하면서 나타나는 특징들(생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
는 관계에 있다.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나타나는 것이다.)을 모두 추론하였다. 한편, 
사슬형 모형이나 그물형 모형과 달리 위계적 그물

형 모형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먹이 그

물 모형의 형태가 위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의 모형에서 학생들은 생산자에서 하위
소비자 그리고 최상위 소비자까지 단계별로 먹이

카드들을 배열하였고, 먹이 카드 사이에 나타나는
생물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화살표는 방향이 일

정하게 한쪽으로 향하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주

었다(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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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의 예

(1) 초식동물은 생산자를 먹이로 하고 육식동물

은 초식동물을 먹이로 함을 추론함

Hodson(1992)은 과학교육의 목적을 과학의 본성
을 가르치고자 하는 견지에서 모형과 관련지어 다

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로, ‘과학 내용의 학
습'은 과학적 혹은 역사적 모형을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진행 중인 중요한 과학적 모형의 본

성과 범위, 제한점을 아는 것이며(Justi & Gilbert, 
2002a), 둘째로, '과학 본성의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
금 모형의 본성에 대한 적절한 견해를 가지고 과학

적 탐구의 결과를 인정받고 전달하는 모형의 역할

을 이해하는 것이다(Justi & Gilbert, 2002b). 셋째로, 
'과학방법의 학습'은 학생들이 자신의 모형을 만들
고, 표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Gre-
ca & Moreira,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a). 이 중 세 번째로 제시한 ‘과학방
법의 학습’은 학생들이 주어진 지식을 수동적으로
학습하는 객체가 아닌 지식 생산의 능동적인 주체

로서, 자료를 변환하고 해석하며 검증하는 능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위계적 그물형 모형을 구성한 모
둠들은모형을구성하기위해모형공동구성초반에

먹이 카드들을 배열하여 화살표를 나타내려고 하였

지만, 이내 곧 화살표를 연결하는 작업이 그림으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복잡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

만의 전략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먹이 카드를 식물
과 동물로 구분한 뒤 동물에 해당하는 먹이 카드들

을 상위 소비자와 하위 소비자로 구분하여 먹이 카

드들을 위계적으로 재배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제시된 대화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먹이 그물 모

형에서 먹이 카드의 능동적인 재배치로 먹이 그물

자체를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만들었고, 학생들은

먹이 그물을 구성하면서 알 수 있었던 사실들(토끼
는 풀을 먹는다. 진딧물도 풀을 먹는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는다.)을 확인한 뒤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하여 ‘초식동물은 풀을 먹는다.’라는 결론을 도출
하였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족제비도 토끼를 먹고, 
뱀도 토끼를 먹으며, 개구리도 풀무치를 먹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하여 ‘육식
동물은 초식동물을 먹는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
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공동으로 주어진 자료를 변
환하는 것은 과학자가 하는 일과 큰 틀에서는 동일

한 것으로 학생들에게 ‘과학방법의 학습’하는 방법
을학습하게한다는점에서모형기반학습이과학의

본성을 학습하는 데도 유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정권 : 진딧물도 풀 먹냐?

정갑 : 뭘?

지영 : 초식동물은 풀을 먹는다.

현호 : 그건 좀 쉽지 않냐?

지영 : 맞잖아. 토끼 풀 먹어. 진딧물 풀 먹어. 다람쥐 

도토리 먹어. 풀무치 풀 먹어.

정권 : 특징으로 쓸까? 

지영 : 초식동물은 풀을 먹는다.

정갑 : 아놔, 우선 쓰고 다른 것도 그렇게 우선 써봐.

정권 : 초식동물은 풀을 먹는다. 쓰자.

현호 :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는다. 왜냐하면 족제비

는 토끼를 먹고, 뱀도 토끼를 먹고, 개구리도 풀

무치를 먹기 때문에.

정갑 : 뭔가 좀. 뭔가 좀. 뭔가 좀.

정권 : 그림도 옆에다가 그리면 되지.

(1차시 수업 5반 1모둠의 담화 중에서)

(2) 생산자는 모두 식물임을 추론함

위계적 그물형 모형을 구성한 모둠에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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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한 내용은 ‘모든 생산자는 식물이다’라는 사실
이다. 위계적 그물형 모형에서 학생들은 다른 모형
의 형태에 비해 학생들이 모형 구성을 함에있어 주

어진 자료를 능동적으로 가공, 변환하여 문제를 해
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학생들은 생물들이 계층적으
로 질서정연하게 구성된 모형에서 모형 형태를 보

고 ‘생산자는 모두 식물이다’라는 개념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것은 학생들이 잘 구조화된 먹이 그물 모
형에서 관계 기반 추론을 통해 귀납적으로 학습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영 : 야, 이거 점점 복잡해져.

영심 : 원래 그런 거야.

정미 : 생산자는 모두 식물이다...

영심 : 채식하는 동물은 모두 생산자를 먹는다.

정미 : 솔직히 식물이어야지 모두 생산자지.

우영 : 아, 그리고 개구리는 송충이를 먹어.

영심 : 왜냐하면 개구리는 곤충을 먹으니까.

선미 : 모든 생산자는 식물이다. 이렇게 적자. 어차피 

식물 중에 먹는 애들 없으니까.

(1차시 수업 2반 6모둠의 담화 중에서)

2. 먹이 피라미드 변동 모형 및 학생들의 예

측 결과

학생들은 먼저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학습한

후 먹이 피라미드 변동 상황에 대한 예시를 선생님

의 설명을 통해 이해하였다. 그런 다음 학생들은 예
시와 비슷하지만 다른 문제 해결 상황(그림 4)을 해
결하였다. 그리고 본 문제 상황을 해결할 때 ‘먹이
피라미드 변동 모형’과 그에 따른 추론과정을 4절
도화지에 기술하였다. 아래 그림에 제시된 학생들
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 상황은 2011년에 적용된 6
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 p.132에 제시된 ‘더 탐구해
볼까요’와 유사한 문제로 예시가 다를 뿐 문제의 수
준과 형태는 같다.

2차시 수업의 목표는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통
해 학생들이 먹이 피라미드 변동 상황에 대한 모형

표 3. 학생들이 구성한 모형의 종류와 추론한 개념

모형 종류 생태계는 변동한다.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변동한다. 생태계는 변동을 거듭하여 평형에 이른다.

1차 변동, 1모둠(3%) 모형 기반 추론

2차 변동, 28모둠(78%) 모형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3차 변동, 7모둠(19%) 모형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

그림 4. 학생들이해결해야하는문제상황(학생들에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쇼 형태로 제시함)

을 구성하고 추론을 하여 ‘생태계는 평형을 유지한
다.’라는 개념을 학습하는 것이었다. 2차시 수업에
서는 먹이 그물 모형을 학생들이 공동으로 구성하

는 수업과는 달리 학생들이 ‘먹이 피라미드 모형’에
대해서 학습한 뒤, 학습한 모형을 가지고 문제 상황
을 해결하도록 수업이 구성되었으며, 수업을 설계
할 때 학생들이 배운 모형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떠한 추론과 사고과정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1) 1차 변동 모형

1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은 2차 소비자인 뱀
이 증가했을 때 먹이 피라미드 모형에 이에따른 생

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변동을
화살표로 한 번씩 나타냈다(그림 5). 또한 이러한 모
형 기반 추론 과정을 4절 도화지에 글로써 표현하
였다. 
나타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2차 소비자인 뱀의

증가로 그 위 단계 생물인 참매는 늘어나고아래 단

계 소비자는 줄어든다는 추론을 하였다. 그러한 결
과로 학생들은 2차 소비자인 뱀이 늘어났을 때 1차
소비자는 줄고, 생산자는 증가하며, 3차 소비자는
증가한다는 모형 기반 추론을 하였다. 이러한 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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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1차 변동 모형과 그에 따른 추론

은 위 단계의 생물이 증가하면 아래 단계의 생물은

감소하고, 위 단계의 생물이 감소하면 아래 단계의
생물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 사고의 밑바탕에 깔

려 있는 것이다. 

희철 : 뱀이 몇 차 소비자지?

종국 : 2차 소비자.

수정 : 뱀이 늘어났다는 거야?

진호 : 어, 늘어났다는 거야.

수정 : 선생님, 뱀이 몇 차 소비자인거에요?

선생님 : 2차 소비자.

종국 : 3차 소비자는 참매이고, 1차 소비자는 줄어들고 

3차 소비자는 늘어나지 않아?

희철 : 그러니까 얘(3차 소비자)는 얘(2차 소비자)를 잡

아먹고 얘(2차 소비자)는 개(1차 소비자)를 잡

아먹어.

종국 : 얘(3차 소비자)네들은 얘네(2차 소비자)를 많이 

잡아먹잖아. 그러니까 얘네들(2차 소비자)은 더 

줄어들죠. 얘(2차 소비자)네도 줄고 얘(1차 소

비자)네도 줄고 얘네(생산자)는 늘어나고.

  

그림 6. 2차 변동 모형과 그에 따른 추론

희철 : 얘네(3차 소비자)가 잡아먹으면 얘네(2차 소비

자)도 줄어들어요. 얘네(1차 소비자)도 줄어들

어요. 이것도 그러니 줄겠지.

중략...

(2차시 수업 5반 3모둠의 담화 중에서)

2) 2차 변동 모형

2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은 4절 도화지의 왼
편에 먹이 피라미드를 하나 그린 뒤, 2차 소비자인
뱀의 증가로 인해 변동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증감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오른편에 왼편의 먹이 피라미드 이후의 상

황을 나타내는 피라미드를 그린 뒤 변동하는 생산

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까지의 증감
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2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들도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추론하였다(그림 6). 
즉, 2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들은 먹이 피라

미드를 2개를 그려 생물량의 변동을 설명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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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 피라미드 모형이 생산자나 소비자의 생물량

증감에 의해 생산자나 소비자가 또 다시 변동할 수

있다는 개념을 모형 기반 추론을 통해서 학습하였

다. 이 모형 역시 위 단계 생물이 증가하면 아래 단
계 생물은 감소하고, 아래 단계 생물이 감소하면 위
단계 생물은 감소한다는 것이 학생들의 사고의 밑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은정 : 2차 소비자가 늘어난다. 1번, 2차 소비자가 늘어

난다. 2번은 2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1차가 줄

어든다.

지혜 : 2차 소비자가 늘어나니까 3차가 많아진다.

은정 : 어, 둘 다 써야 돼.

지혜 : 3차가 많아지고 1차 소비자는 줄어들고.

지혜, 성철 : 3차는 늘고 1차는 준다.

은정 : 1차는 줄어든다.

지혜 : 더불어 생산자는...

은정 : 준다.

성철 : 1차 소비자가 줄면 생산자는 많아진다.

아름 : 3번, 3번

지혜 :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생산자는 줄어든다.

성철 : 이번에는 두 번째 피라미드... 2차 소비자가 늘

어나면 3차가 늘어난다. 

아름 : 3차가 2차를 먹으면 2차 소비자는 줄어든다.

은정, 성철 : 3차가 많아지면 ... 2차는 줄어든다.

아름 : 3차 소비자도 줄어들어.

성철 : 너 지금 2차 소비자인데 3차라고 했어. 크크.

아름 : 괜찮아.

은정 : 1차는 늘어난다. 1차 소비자는 늘어난다.

미진 : 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생산자는 줄어든다.

중략...

(2차시 수업 6반 1모둠의 담화 중에서)

3) 3차 변동 모형

3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들은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3개를 그렸으며, 초반에 제시된 상황인 2차
소비자인 뱀의 증가를 시작으로 생산자, 1차 소비
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생물량 변동을 각각
의 먹이 피라미드 모형에 나타내었다(그림 7). 먹이
피라미드 모형에 제시된 생산자에서부터 3차 소비
자까지의 생물량의 변동은 첫 번째 피라미드 모형

에서 세 번째 피라미드 모형에 이르기까지 순차적

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1차 변동
모형, 2차 변동 모형을 구성한 모둠과 동일하게 모
형 기반 추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제시된 대화와 학생들이 그린 먹이 피라미드 모

형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먹이피라미드 모형에

서는 학생들은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3차 소비자
가 증가하며, 1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
한다고 하였다. 이어 순차적으로 두 번째 먹이 피라
미드 모형에서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한 상태에서 다
시 생산자는 증가하며, 2차 소비자는 감소하게 되고
3차 소비자도 역시 감소하게 된다고 하였다. 마지막
으로 세 번째 먹이 피라미드 모형에서는 1차 소비
자는 새끼를 많이 낳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게 되며, 
생산자는 감소하게 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되
어 결국 다시 3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된다고 하였
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으로 순차적인 생물들의
증감을 표현하였으며, 자신들이 구성한 먹이 피라
미드 모형과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설명하는 자료

를 분석하면서 3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였다가 감
소하고,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임을 확인하게 되
었다. 학생들은 이러한 모형 기반 추론들을 종합해
서 ‘결국 생태계는 변동을 거듭하여 평형에 이른

다.’라는 개념을 획득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보인 이러한 3차 변동 모형도 기본적인

속성은 1차 변동 모형이나 2차 변동 모형과 별 차이
가 없다. 즉, 아래 단계 생물이 증가하면 위 단계 생
물이 증가하고, 위 단계 생물이 감소하면 아래 단계
생물이 증가한다는 것이 모형의 기본적 내용이다. 
이러한모형의속성은 Chi(1992)가제시한 ‘사건(event)’ 
속성을 반영한다. 한 사건 이후에 다른 사건이 일어
나며, 이러한 순차적 사건은 시작과 끝이 명확하다
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생태계의 평형은 이보다
는 훨씬 복잡하면서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닌다. 한
영양 단계 안에 수많은 생물종과 개체들이 속해 있

으며, 이들 간의 먹고 먹히는 과정은 동시에 무작위
적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과정의 시작과 끝은 명확
하지 않다. 생태계 평형은 수많은 포식과 피식 과정
이 동시에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에 영양 단

계별로생물량이평형을이룬다는것으로, Chi(1992)
가제시한 ‘평형(equilibrium)’ 범주에해당한다. 본연
구에 참여한 학생들이 3차 변동 모형을 가지고 생
태계의 평형을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형은 생
태계를 설명하는 모형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태계의 평형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모형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가르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에 대
한 심도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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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학생들이 구성한 평형모형과 그에 따른 추론

정현 : 1차 소비자가 줄었으니까 생산자가 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

영선 :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늘어난다고 해야 하나?

정현 : 어, 다 늘어나네. 무조건 늘어나게 되어 있어.

우재 : 얘도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니까 

얘도 늘어나고.

소희 : 생산자가 늘어나면 결국은 다 늘어나나?

영선 : 그런데 얘(1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결국 얘(생산

자)는 더 적어지는 거 아니야?

소희 : 생산자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의 문제냐? 그런데 늘

어났잖아. 그러면 얘도 늘어날꺼 아니야.

정현 : 그런데 2차가 얘를 또 먹잖아. 그럼 쌤쌤 아니

야. 똑같잖아.

영선 : 결국 다 는다는 거야?　마지막에?

소희 : 아니 근데 요건 똑같은 거지. 1차는 왜냐면 2차가 

1차를 먹고 2차가 엄청 늘어났는데 1차를 먹잖아.

정현 : 여기다가 똑같다고 이렇게 쓰면 될까?

...중략

(2차시 수업 6반 2모둠의 담화 중에서)

IV. 결론 및 제언

생태계 개념은 과학 개념 중 복잡하고 추상적이

며 역동적인 개념으로 시작과 끝이 없고, 동시적이
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평형 범주를 가지고 있어서
학생들의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초등학생
이 과학 교수․학습에서의 사회적 구성주의 철학에

따라 소집단 활동과 문제 해결 학습을 통해 ‘먹이

그물’과 ‘먹이 피라미드’에 대한 개념에 대해 모형
구성하기를 하면서 생태계 개념을 학습할 수 있도

록 조력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모형을 구성하면서 학습에 대

한 인식론적 측면에서 추론과 사고 과정을 보여주

었고, 그 결과로 먹이 그물과 먹이 피라미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를 정성적으로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먹이 그물’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사슬형, 그물형,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의
형태를 나타냈으며, 사슬형 모형을 구성한 모둠은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 대한 사실들을 추론
하였다.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을 구성한 모둠에서
는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계, 생태계는 생물들이
먹이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히고 얽힌 관계이다.’라
는 개념을 추론하였다.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
형을 구성한 모둠에서는 ‘생물들의 먹고 먹히는 관
계, 생태계는 생물들이 먹이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
히고 얽힌 관계이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개념화’에
대한 개념을 추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사슬형 먹이 그물 모형을 나타낸 모둠에서는 먹
이 사슬 여러 개를 이은 듯한 모형형태를 나타냈으

며,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은 무작위적인 배열의 형
태, 위계적 그물형 먹이 그물 모형은 생산자에서 소
비자까지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위계적인 먹이 그물

의 형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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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생들의 ‘먹이 그물’을 구성하는 활동에서
사슬형 먹이 그물을 구성한 학생들은 선행 지식의

부족으로 모형을구성하는데 어려움을겪었으며, 생
물들 사이의 관계도 적절하게 연결 짓지 못하였고

관계기반추론이나모형기반추론이일어나지않았

다. 한편, 그물형먹이그물모형과위계적그물형먹
이그물모형을구성한학생들은현상기반추론, 관
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과 사고과정을 드러내
며, 그들의모형을구성하는 것을확인할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먹이 피라미드’ 모형을 통해 ‘생태

계는 평형에 이른다.’라는 개념을 학습한 학생들도
위 단계 생물이 증가하면아래　단계 생물이감소하

고, 아래 단계 생물이 증가하면 위 단계 생물이 증
가한다는 제한된 모형을 통해 생태계의 평형을 설

명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평형을 설명할 수 있
는 모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초․중․고 교육과정을 통틀어 공통적으로 생태

계에 대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은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생태계와 환경’에 국한되어 있다. 따
라서 교사 및 연구자들에 의해 생물 교육과정에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발견된다

면 초등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학생들

이 생물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생태계 개

념을 올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과서나

교수․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생태
계 개념 획득에 모형 구성과 모형 구성에서 나타나

는 추론과 추론 과정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확

인할 수 있었는데,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생태계 개념에 대한 학습을 위해 학생

들이 모형을 구성할 때 선행지식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사전 학습이 필요하다. 선행 지식이 부족
한 경우에 학생들이 만드는 모형은 본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사슬형 먹이 그물의 형태로 나타났

으며, 이에 따른 추론과정도 현상 기반 추론으로 한
정되었음을 인지한다면 학생들의 선행지식을 교사

가 확인하여 이를 올바른 모형 구성에 도움을줄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
두 번째로 과정-평형 범주에 있는 생태계 개념을

모형을 통해 학습할 때는 현상 기반 추론뿐만 아니

라 관계 기반 추론, 모형 기반 추론이 잘 일어나도
록 해야 한다. 이러한 추론의 형태가 고루 나타날

때 목표하는 개념을 잘 학습할 수 있으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모형 구성에서 나타나는 추론이 현상 기

반 추론에서 관계 기반 추론과 모형 기반 추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단, 먹이 피
라미드 모형 학습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학생들이 모

형 기반 추론을 할 때는 학생들이 학습한모형이 학

생들이 학습해야 하는 목표 개념을 잘 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태계는 평형에 이른다.’라는 개념

이 생태계의 수많은 요소들이 동시적이고 무작위로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
지만 ‘생태계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때는 현재로
는 6학년 과학 교과서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초
등학생의 인지적 수준을 고려하면서도 과정-평형
범주에 있어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생태계 개
념’을 더 쉽고도 잘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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