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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은 미래 교육을 위한 변화의 요구에 따라 과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 양성을 목표로 차세대 과학기준(NGSS: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을 발표하였다(National Research Council, 2013). 

NGSS의 기반은 NRC(2012)에서 제시한 과학교육 틀(A Framework 

for K-12 science education)에 있다. NGSS는 ‘과학과 기술공학적 활

동(scientific and engineering practices)’, ‘학문 내 핵심 개념

(disciplinary core idea)’, ‘학문 간 교차 개념(crosscutting concepts)’의 

세 가지 차원을 가지며 수업 후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행기대(performance expectation)’로 제시된다. 미국의 이전 교육

과정 ‘국가 과학 교육 기준(NSES: National Science Education 

Standard)’이 교육 내용에 기준을 두고 있다면, NGSS는 학생의 지식 

및 이해의 적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행기대를 제안하면서 수행기

준적인 특징을 가진다(NRC, 2012; Paik, 2014). 수행기대는 자연과학

의 탐구 및 기술공학적 설계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

한다(NGSS Lead States, 2013). 과학과 기술공학적 활동은 자연 현상

을 관찰 및 조사하고 모델과 이론을 구축하는 활동으로 기존의 탐구

보다 지식과 기술의 융합을 강조함으로써 인지적, 사회적, 물리적 측

면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진다. 과학과 기술공학적 활동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정의하기(asking questions and defining problems)’, 

‘모형을 제작하고 사용하기(developing and using models)’, ‘탐구방

법을 계획하고 수행하기(planning and carrying out investigations)’,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기(analyzing and interpreting data)’, ‘수학적⋅
분석적 사고를 활용하기(using mathematics and computational)’, ‘해

결 방법을 모색하고 고안하기(constructing explanations and 

designing)’, ‘증거를 바탕으로 토론하기(engaging in argument from 

evidence)’, ‘정보를  선별하고 전달하기(obtaining, evaluating, and 

communicating information)’가 있다. 학문 내 핵심 개념은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공학적 영역의 중심적인 구성 개념이다. 학문 내 핵심 개념은 학생들

의 흥미 및 경험과 관련되어 있고 과학과 기술공학적 지식이 요구되

며 사회적이거나 개인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학문 간 교차 개념

은 ‘물상과학’, ‘생명과학’, ‘지구와 우주과학’, ‘기술 공학 및 응용과

학’ 영역의 통합개념 및 공통주제(unifying concepts/common themes)

이다. ‘패턴(patterns)’, ‘원인과 결과(cause and effect)’, ‘척도, 비율과 

양(scale, proportion, and quantity)’, ‘시스템과 시스템 모델(systems 

and system models)’, ‘에너지와 물질(energy and matter)’,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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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structure and function)’과 ‘안정성과 변화(stability and change)’

라는 일곱 가지의 학문 간 교차 개념은 서로 다른 영역의 주제들을 

연결하여 학문 내 핵심 개념의 이해와 적용에 도움을 준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과학의 학문 내 핵심 개념을 중심으

로 과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Plummer 

& Krajcik, 2010), 그 중 대표적인 방향이 학습발달과정(LP: Learning 

Progression)을 이용한 교육과정의 설계이다. 미국의 이전 과학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과 과학적 활동에 대한 이해과정이 시간

이 지남에 따라 점층적으로 더 깊고 넓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개발되지 

않았으며(NRC, 2007), 우리나라의 과학 교육과정 또한 교육 내용의 

구성과 제시 순서 등에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여 교육 내용 재구

조화가 제안되었다(Bang et al., 2013; Lee et al., 2010; Lee, 2013; 

Lee et al., 2014; Paik, 2006).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동안 

변화하는 복잡한 개념의 이해 과정을 파악하여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교육과정의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Stevens, 

Delgado, & Krajcik, 2010). 교육과정 개발 측면에서 학습발달과정은 

과학 내용과 과학적 탐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한다(Songer, Kelcey, & Gotwals, 2009). 또한 

교육 평가적인 측면에서도 학습발달과정은 학생들의 이해 과정을 평

가하는데 폭넓은 범위에서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의미 있는 평가를 설계하기 위한 틀로 제시된다(Alonzo & 

Steedle, 2008; Songer, Kelcey, & Gotwals, 2009). 교육 평가에서 학

습발달과정의 사용은 NRC에서 발간한 Knowing What Students 

Know의 주요 권고 사항이었다(NRC, 2001). 이어 NRC의 Systems 

for State Science Assessments(NRC, 2006)와 Taking Science to 

School(NRC, 2007), 그리고 NAGB(National Assessment Governing 

Board)의 the 2009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NAEP)를 위한 Science framework(NAGB, 2008)와 Science 

assessment and item specifications(NAGB, 2007)를 통해 학습발달과

정이 과학 평가를 위한 것으로 승인하였다(Alonzo & Steedle, 2008). 

교사의 입장에서는 교육 목표에 따라 교실에서 사용할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 

및 그에 적합한 교육 지원 방법과 같은 교육적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Alonzo & Steedle, 2008; Berland & McNeill, 2010; 

Corcoran, Mosher, & Rogat, 2009).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학습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자신에게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받아 더 

효과적인 학습결과를 얻을 수 있다. 

NRC는 과학적 아이디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가는 이해 과정에 

중요성을 두고 학습발달과정을 ‘학생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학습하는 

동안 이해의 과정이 연속적으로 더 정교해지는 것’으로 정의했다

(NRC, 2007, p. 217). 이 후 Mohan, Chen, & Anderson(2009)과 

Corcoran, Mosher, & Rogat(2009)에 의한 연구에서도 ‘학습발달과정

은 과학의 핵심 아이디어와 과학적 활동에 대한 이해과정을 논리적이

고 순차적인 단계로 정교하게 기술한 틀이다’라고 명시하였다. 

Berland & McNeill(2010)은 여러 교육학자들에 의한 학습발달과정의 

정의를 (1) 이해 수준의 발달 과정, (2) 학문적 지식과 활동의 단계적

인 변화, (3) 학생들의 학습 경로와 같이 다양하게 정리하였다. 학습발

달과정의 최근 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면 과학의 학문 내 핵심 개념

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이해 과정을 조사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Alonzo & Steedle(2008)의 ‘힘과 운동’, Lee & Liu(2009)의 ‘에너지’, 

Stevens, Delgado, & Krajcik(2010)의 ‘물질’, Smith et al.(2011)의 

‘원자/분자 이론’, Duncan, Rogat, & Yarden(2009)의 ‘현대 유전학’, 

Songer, Kelcey, & Gotwals(2009)의 ‘종다양성’ 등 물리, 화학, 생명과

학, 지구과학의 영역뿐만 아니라 환경과학 및 일반 과학 영역에서도 

다양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 이러한 학습발달과정의 연구 방향에 맞추어 이 연구에서는 

생명과학 영역의 학문 내 핵심 개념으로 ‘생태계(Ecosystems)’에 대

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였다. 생물은 세포-조직-기관-개체의 단계

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히 구성요소들 사이의 복합체라고 정의 내릴 

수 없다. 생물은 생물의 구성요소 뿐만 아니라 생물을 둘러싼 주변 

환경요소와도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적 구

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Bertalanffy, 1968), 생물과 그 생물의 생명현

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사고가 필수적이다

(Boersma, Waarlo, & Klaassen, 2011; Mayr, 1997). Kwon et 
al.(2011)과 Ben-Zvi Assaraf & Orion(2005)의 연구에서 정의된 시스

템 사고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한 사고로, 탐구 대상의 다양한 구성 요소와 관련된 여러 요소들

에 대해 상호작용을 파악하고 순환적 피드백 관계를 고려하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인 사고 과정으로는 생명현상

의 복합적인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생물과 그 

생물의 생명현상을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시스템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스템 사고를 적용하는 것이다(Lee et al., 2013; 

Ben-zvi Assaraf & Orion, 2005; Boersma, Waarlo, & Klaassen, 2011; 

Maani & Maharaj, 2004). 특히, 생태계는 세포로부터 출발하여 하나

의 개체, 개체군, 군집,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환경 등 다양한 

차원의 구성요소를 가지는 거대한 생명 시스템이므로(Ben-Zvi 

Assaraf & Orpaz, 2010; Odum, 1992; Westra, 2008), 생명과학의 연

구내용으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이번 학습발달과정 연구의 

내용 주제로 과학의 학문 내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생태계

(Ecosystems)’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및 적용 

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학적인 측정 방법으

로 Rasch 분석을 적용하였다. Rasch의 문항반응이론(IRT: The Item 

Response Theory)은 특정 응답자가 특정 문항에 반응할 확률을 추정

하는 동시에 응답자의 능력과 문항의 난이도를 모두 고려한다(Rasch, 

1980). Rasch 분석은 설문지의 문항에서 각 항목들을 수치화하여 여

러 하위 척도 사이의 합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점수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Rasch 분석은 응답자의 능력 추정 값과 근접

한 난이도 수준을 가진 항목에 반응하는 Infit statistics와 응답자의 

능력 추정 값에 현저하게 다른 난이도 수준을 가진 항목에 반응하는 

Outfit statistics를 통해(Rittle-Johnson et al., 2011), 매개변수의 추정

과 측정 모델 사이의 적합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문항의 척

도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하여 Rasch 분석은 모델의 기대치에 맞추어 

처음부터 항목이 설계된 새로운 척도의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Gilworth et al., 2004). 그리고 연구에서 의도한 범위에 따라 항목이 

제작된 경우 그 범위의 변경이 가능한 심리적인 특성을 측정하고 검

토하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Tennant & Conaghan, 2007). 또한 

순서가 있는 척도의 차원을 가진 구조에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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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nant & Conaghan, 2007). Rasch 분석의 산출 결과는 흔히 Wright 

map이라고 불리는 변수로 된 지도의 형태로, 응답자의 잠재적인 능력

과 문항의 항목 난이도 사이의 함수 관계로 나타낸다. Wright map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 항목과 항목 사이, 그리고 항목

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같이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로 설정하고, 변수 

사이의 간격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 표현한다(Tennant 

& Conaghan, 2007; Callingham & Bond, 2006; Wilson, 2005). Rasch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framework 내의 일차원성, 

척도의 순서, DIF(differential item functioning)와 같은 중요한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척도를 설계할 때 검토대상의 수정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Rasch 분석에서 측정 대상을 하나의 특성

으로 일차원성을 가정할 때, 한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선택은 상호 

독립적이므로 함수 관계의 분석은 응답자의 잠재적 능력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Rasch 분석 결과는 테스트 문항, 교육과정의 결과 

척도, 문제 해결 도구, 태도 조사와 같은 연구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Rasch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Rasch 분석이 응답

자와 항목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를 사용하여 응답자 및 항목의 공통

된 척도 비율을 산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응답자의 반응으

로 응답자가 속한 특정 그룹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에게 

내재된 개념 발달뿐만 아니라 역량 개발과 같은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Callingham & Bond, 2006). 

학습발달과정은 과학의 핵심 개념과 과학적 활동과정을 논리적이

며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한 틀이다(Mohan, Chen, & Anderson, 

2009; NRC, 2007; Smith et al., 2011; Stevens, Delgado, & Krajcik, 

2010). 과학 교육에서 학습발달과정의 개발은 교육과정, 평가 및 교실 

수업 등 다양한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Corcoran, Mosher, & Rogat, 

2009). 개념적으로 일관되고 경험적으로 검증된 학습발달과정은 학

생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결정적인 도구가 된다(Mohan, Chen, & Anderson, 2009). 더 향상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학습자의 이해 과정을 고려한 학습발달과

정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문 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발달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과학기준(NGSS)에서 제시한 생명과학 내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생태계’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그

리고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적용으로 교육 내용, 방법, 평가가 연계

된 교육과정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주제

미국의 차세대 과학기준(NGSS)에서 제시한 생명과학(LS: Life 

Science)의 핵심 개념은 LS1: From Molecules to Organisms: 

Structures and Processes, LS2: Ecosystems: Interactions, Energy, and 

Dynamics, LS3: Heredity: Inheritance and Variation of Traits, LS4: 

Biological Evolution: Unity and Diversity으로 구분된다(Table 1, 

Table 2). 이 연구는 LS2: Ecosystems에 초점을 맞추어 생태계 핵심 

개념으로 다음의 4가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LS2.A: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 LS2.B: Cycles of Matter and Energy 

Transfer in Ecosystems, LS2.C: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 LS2.D: Social Interactions and Group Behavior. 하지

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LS2.D에 대한 학습은 생명과학Ⅱ 교과에

서 주로 다루어지므로 제외하였다(Table 3).

2. 연구 대상

S중학교 1학년 학생 96명, 2학년 학생 87명, 3학년 학생 85명, 총 

26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효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 반응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대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과 2012년에 개발되어 보급된 교과

별 성취기준에 맞추어 학습하고 있다. Table 3을 보면 연구 대상은 

모두 LS2.A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에 대하여 3-4

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두 차례 학습하였다. 3-4학년군에서는 종속 

영양 생물의 동물과 독립 영양 생물의 식물에 대해 학습하고, 생물은 

물, 햇빛, 토양 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환경에 적응하

고 살아감을 학습한다. 그리고 5-6학년군에서 생태계가 생산자, 소비

자, 분해자의 생물적 요소와 빛, 온도, 물 등의 환경요인으로 구성됨을 

알고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 학습한다. LS2.B Cycles of Matter 

and Energy Transfer in Ecosystems에 대하여 5-6학년군에서 먹이사

슬에 따라 생물의 수나 양을 표시하는 생태피라미드의 모양을 학습하

며 물질이 이동하는 방향과 물질의 이동량을 학습하고 LS2.C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에 대하여 5-6학년

군에서 생태계 평형을 배우며 자연 재해나 자연 파괴로 생태계 평형

이 깨어지면 원래대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수행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 절차

Table 4에 제시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분석하였다(Table 5).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는 절차를 상세하게 기

술한 Jin, Zhan, & Anderson(2013)의 연구에서는 탄소 순환 개념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 과정을 framework로 제작한 다음, 

그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고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검증하는 세 단계로 진술하였

다. Mohan, Chen, & Anderson(2009)의 연구는 동일한 탄소 순환 개

념에 대해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4단계로 기술하였다. 학생의 

이해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는 workbooks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실시한 평가의 응답 샘플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를 통해 학생의 이해 

과정을 정교화하며,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검증하는 과정을 

수행한다. Songer, Kelcey, & Gotwals(2009)과 Wilson(2009) 등 여러 

학자들도 학습발달과정 개발 절차에 대한 표현 방법은 달리하였지만, 

논리적인 순서는 거의 일치한다. 여러 문헌연구를 통해 학습발달과정 

개발에 필수적인 수행 요소와 수행요소의 논리적인 진행 절차를 선정

하였다. 학습발달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필수 수행요소

는 Development, Assessment, Analysis, Amendment으로 추출하였으

며, 논리적인 진행 절차를 네 가지 수행요소의 순차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으로 설정하였다(Figure 1). 첫째, 교육 내용의 범위인 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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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Life Science ESS: Earth and Space Science PS: Physical Science 
ETS: Engineering, Technology and the 

Application of Science

LS1: From Molecules to Organisms: 
Structures and Processes 

LS2: Ecosystems: Interactions, 
Energy, and Dynamics 

LS3: Heredity: Inheritance and 
Variation of Traits 

LS4: Biological Evolution: Unity and 
Diversity 

ESS1: Earth’s Place in the Universe 

ESS2: Earth’s Systems 

ESS3: Earth and Human Activity 

PS1: Matter and Its Interactions 
PS2: Motion and Stability: Forces and 

Interactions 
PS3: Energy 
PS4: Waves and Their Applications 

in Technologies for Information 
Transfer 

ETS1: Engineering Design

Table 1. The Disciplinary Core Ideas (DCI) for Science of NGSS

LS1: From Molecules to 
Organisms: Structures and 

Processes

LS2: Ecosystems: Interactions, 
Energy, and Dynamics

S3: Heredity: Inheritance and 
Variation of Traits

LS4: Biological Evolution: Unity 
and Diversity 

LS1.A: Structure and Function
LS1.B: Growth and Development 

of Organisms 
LS1.C: Organization for Matter 

and Energy Flow in 
Organisms 

LS1.D: Information Processing 

LS2.A: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 

LS2.B: Cycles of Matter and 
Energy Transfer in 
Ecosystems 

LS2.C: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 

LS2.D: Social Interactions and 
Group Behavior 

LS3.A: Inheritance of Traits 
LS3.B: Variation of Traits 

LS4.A: Evidence of Common 
Ancestry and Diversity

LS4.B: Natural Selection 
LS4.C: Adaptation 
LS4.D: Biodiversity and Humans 

Table 2. The Disciplinary Core Ideas (DCI) for Life Science of NGSS

Components of Core Ideas
Grades

3-4
Grades 

5-6
Grades 

Middle 7-9
Grades

High 10
Grades

High 11
LS2.A: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

○ ○ △ ○
LS2.B: 
Cycles of Matter and Energy Transfer in Ecosystems

△ ○ ○ ○
LS2.C: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

○ ○ △ ○
LS2.D: 
Social Interactions and Group Behavior

○

Table 3. The presence or absence of grade levels for Disciplinary Core Ideas in the curriculum

Author Topic & Contents Feature of Method 

Alonzo & Steedle
(2008)

Force and motion
Item Format

Consistency with which students respond 
Comparison of ordered multiple-choice (OMC) and open-ended 

(OE) items

Berland & McNeill
(2010)

Scientific Argumentation
5th, 7th & 12th students
Three dimensions of the Learning Progression (Instructional 

context, Argumentative product, Argumentative process)

Briggs & Alonzo
(2012)

Earth in the Solar System (ESS)
1,088 high school students (grades 9-12) 
Diagnostic classification model AHM(Attribute Hierarchy 

Method) to OMC item responses 

Draney
(2009)

Carbon Cycle
The Berkeley Evaluation and Assessment Research (BEAR) 

Assessment System

Four-step process of learning progression development
1. Construct Maps
2. Items Design
3. Outcome Space
4. Measurement Model

Duncan, Rogat, & 
Yarden.
(2009)

The big ideas in modern genetics

Distinction of level(grades 5-10)
1. Level 1 : 5th, 6th students
2. Level 2 : 7th, 8th students
3. Level 3 : 9th, 10th students

Table 4. The Lists of Literature reviewed on Learning Pro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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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ak
(2012)

Natural Selection
Formative assessment questions

Teacher participants(These six had backgrounds in biology, had 
between 0 and 11 years of classroom teaching experience)
Method(interviews, classroom videotapes, stimulated recall 

interviews)

Gunckel et al.
(2012)

Water in Socio-Ecological Systems 
Water and substances in water moving through atmospheric, surface, 

and soil/groundwater systems, including human-engineered 
components of these systems

Iterative process of model design, assessment, and interpretation

Gotwals & Songer
(2013)

Validity argument 
Core disciplinary ideas in ecology and scientific practice

A progression of core disciplinary ideas in ecology a 
progression for the scientific practice of developing 
evidence-based explanations 
Rasch measurement(Wright map)

Jin & Anderson
(2012)

Energy in Socio-Ecological Systems
Empirical validation arguments for a Learning Progression 

Framework

Elementary(4th students), Middle(7th, 8th students), High 
School(9th, 10th & 11th students) 

Clinical interview and Written assessments(included 18 
open-ended and two-tier multiple-choice items)
(a) 48 interviews conducted before and after instruction with 

students ranging from fourth grade through highschool
(b) 1,961 pre-written and 1,942 post-written assessments from 

students in the same grade range. 

Jin, Zhan, & 
Anderson

(2013)
Organic carbon transformation Processes

Four-phase of learning progression development
 1. Development of the learning progression framework
 2. Teaching intervention and assessments
 3. Analyses of assessment data

Johnson & Tymms
(2011)

Matter/Chemistry
Computer-based assessment instrument

Rasch modeling
4,450 students, aged 11–14, across 30 secondary schools in 

England

Lee & Liu
(2009)

Energy concepts(across physical, life, and earth science contexts)
The Knowledge Integration Perspective

Middle school grades(2,688 middle school students, 29 teachers 
in 12 schools across 5 states.)
Rasch partial credit model analysis : ConQuest

Mohan, Chen, & 
Anderson

(2009)

Carbon Cycling in Socio-Ecological Systems
1. Generate organic carbon (photosynthesis)
2. Transform organic carbon (biosynthesis, digestion, food webs, 

carbon sequestration)
3. Oxidize organic carbon (cellular respiration, combustion).

Cross-Age Study of Children’s Knowledge of Apparent 
Celestial Motion(Interview to 1th, 3th & 10th Students)
Elementary Students’ Development of Astronomy Concepts in 

the Planetarium

Neumann et al.
(2013)

Energy Concept Assessment (ECA)
(i) forms and sources, (ii) transfer and transformation, (iii) 
degradation, and (iv) conservation.

Three different grade levels(6th, 8th & 10th students)
Rasch measurement(Wright map of the ECA)

Plummer & Krajcik
(2010)

Celestial Motion
Development of the Learning Trajectories

(1) The sun’s path is a smooth arc across the sky that slowly 
changes in length and altitude across the seasons.

(2) The moon moves across the sky on a daily basis in a similar 
path to the sun, sometimes during the day and sometimes at 
night.

(3) The pattern of stars remains the same but appear to move across 
the sky nightly. The stars visible after sunset change slowly 
across the seasons.

(4) The appearance of the moon changes slowly in a cycle that 
lasts about a month.

Study A: A Cross-Age Study of Children’s Knowledge of 
Apparent Celestial Motion(1th, 3th & 8th students)

Study B: Elementary Students’ Development of Astronomy 
Concepts in the PlanetariumPlummer(2014)

Roseman et al.
(2006)

Molecular Basis of Heredity
Design the Map of ideas that leads to an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DNA in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n organism 

Rutstein
(2012)

Bayesian inference networks(BIN)
Markov Chain Monte Carlo (MCMC) estimation 

Model 1. classical test theory (CTT)
Model 2. item response theory (IRT)
Model 3. multidimensional item response theory (MIRT)
Model 4. Latent class analysis (LCA)

Schwarz et al.
(2009)

Scientific Modeling
Two Dimensions 

1. Elements of practice : constructing models, using models to 
explain and predict, evaluating models, revising modeling

2. Metamodeling knowledge: models change to capture, improved 
understanding built on new findings, models are generative tools 
for predicting and explaining

Grades 5th, 6th students
Modeling practice as the interaction of the elements of the 

practice and metamodeling knowledge. The two types of goals, 
sensemaking and communicating understanding, each emerge 
from the use of the practice elements and metamodeling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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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Development Process for the Learning Progressions

Jin, Zhan, & Anderson
(2013)

Phase 1. Development of the learning progression framework
Phase 2. Teaching intervention and assessments
Phase 3. Analyses of assessment data

Mohan, Chen, & Anderson
(2009)

1. Development of exemplar workbooks.
2. Analysis of a larger sample of written responses.
3. Refinement of Levels and reliability checks.
4. Coding of interview data.

Songer, Kelcey, &
Gotwals(2009)

Step 1: First Content and Inquiry Reasoning Progressions 
Step 2: Curricular Activities That Manifest Content and Inquiry Reasoning Progressions 
Step 3: Learning Progression-Mapped Development of Assessment Items 
Step 4: Research Studies to Evaluate Student Achievement
Step 5: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Learning Progressions into 3-Year Sequences

Schwarz et al.
(2009)

Constructing models
Using models to explain and predict
Evaluating models
Revising models

Talanquer
(2009)

Phase 1: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ventory 
Phase 2: Various analyses
Phase 3: Reconstruction of the model

Wilson
(2009) 

A Developmental Perspective(Construct Maps)
Match Between Instruction and Assessment(Item Design)
Management by Teachers(The Outcome Space)
Evidence of High-Quality Assessment(Wright Maps)

Draney
(2009)

Table 5. The Lists of Development Process for the Learning Progressions

Songer, Kelcey, &
Gotwals
(2009)

Biodiversity
Empirically Driven Development of a Learning Progression Focused 

on Complex Reasoning 

Five-step process of learning progression development
Step 1: First Content and Inquiry Reasoning Progressions
Step 2: Curricular Activities That Manifest Content and Inquiry 

Reasoning Progressions
Step 3: Learning Progression-Mapped Development of Assessment 

Items
Step 4: Research Studies to Evaluate Student Achievement
Step 5: The Revision and Expansion of Learning Progressions 

into 3-Year Sequences

Steedle & Shavelson
(2009)

Force and Motion(Physical science)
Cognitive development

Comprison of item responses from 7-12 grade students(Middle 
school science)
Confirmatory Model & Exploratory Model 
Latent class analysis

Stevens, Delgado, & 
Krajcik
(2010)

Nature of Matter
Multi-dimensional hypothetical learning progression (HLP)

Grade 7–14 students’ models of the structure, behavior and 
properties of matter, as it relates to nanoscale science and 
engineering (NSE).

Based on empirical research and standards documents

Smith et al.
(2011)

Matter and the Atomic-Molecular Theory
Key Questions and Big Ideas

1. Matter and material kinds
1AM. Atomic-molecular account of matter and material kinds.
2. Conservation and transformation of matter and material kinds.
2AM. Atomic-molecular explanation of conservation and 
transformations.
3. Epistemology.
3AM. Epistemology of the atomic-molecular theory.

Big Ideas, Learning Performances, and Assessment Suggestions 
Young elementary(K-2), Older elementary(3-5), Middle(6-8)

Talanquer
(2009)

Structure of matter
Constraints on Categories, Structure, Properties, Dynamics and 

Interactions

Three-phase of learning progression 
  Phase 1: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inventory 
  Phase 2: Various analyses
  Phase 3: Reconstruction of the model

Wilson
(2009)

BEAR Assessment System(BAS)

Four-principle of learning progression development
1. A Developmental Perspective(Construct Maps)
2. Match Between Instruction and Assessment(Item Design)
3. Management by Teachers(The Outcome Space)
4. Evidence of High-Quality Assessment(Wright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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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hor와 upper anchor를 설정하고 anchor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갖도

록 세부 수준을 구분하는 Development 단계로, 학생들의 과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이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framework를 구성한다. 

둘째,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에 적절한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Assessment 단계를 통해 특정 발달 수준에 속한 학생들의 경험적 증

거를 수집한다. 셋째, 학생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Analysis 단계에서 응답자와 항목 

사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응답자의 잠재적 능력을 추론한다. 마

지막으로, 학습발달과정 개발에 반복적인 과정을 위해 개발된 학습발

달과정의 framework와 평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Amendment 

단계에서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정교화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 학습발달과정의 Development 단계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순서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동일한 

교육 환경이 제공되더라도 일정한 성취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

로(Duncan, Rogat, & Yarden, 2009), 학습발달과정은 학생의 개인적

인 학습 경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습발달과정의 

Development 단계에서는 모든 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공통적이고 일

반적인 표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초⋅
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초⋅중등학교

에서 편성 및 운영하여야 할 공통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그래서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에 진술된 핵심 성취

기준을 Development 단계의 표준으로 설정하였다. 핵심 성취기준은 

각 교과에서 가르치고 배워야 할 내용과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능력

과 특성을 명료하게 진술한 것으로, ‘교육 목표에의 부합성’, ‘교육 

내용의 중요성’, ‘교육 내용의 연계성’, ‘교수⋅학습 활동의 실행 가능

성’을 바탕으로 선정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4). 핵심 성취

기준은 각 교과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

육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핵심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수⋅학습 과정

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평가 과정에서 무엇에 도달해야 하는지

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발달과정의 표준 개발에서 핵심 성

취기준은 수월성을 제공할 수 있다. 

학습발달과정에 의해 다루어지는 교육 내용의 범위는 lower 

anchor와 upper anchor에 의해 규정된다(Mohan, Chen, & Anderson, 

2009). 학습발달과정에서 제안하는 lower anchor는 학습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는 개념의 단계이며 학습의 결과 궁극적으로 사회

적인 기대와 과학 능력의 목표인 upper anchor라는 학습의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을 기대한다. 학습발달과정은 학생들이 lower anchor에서 

upper anchor를 향해 나아가는 학습의 과정에서 개념의 이해가 질적으

로 발전되어 가는 경로를 설명한다(NRC, 2007; Mohan, Chen, & 

Anderson, 2009; Stevens, Delgado, & Krajcik, 2010). 따라서 교과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핵심 성취기준을 이용하

여 생태계 핵심 개념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의 lower anchor와 upper 

anchor을 규정하는 것은 framework를 구성하는 데 효과성을 극대화한다.

나. 학습발달과정의 Assessment 단계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된 표준으로서의 학습발달과정은 교

육과정 및 평가의 개발을 위한 필수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효과적이

고 유용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표준 개발의 원칙적인 전략은 (1) 

big ideas에 입각한 표준을 조직하고, (2) 학습자의 지식과 방법이 연

관된 학습에 대하여 (3) 학생의 경험적인 증거와 표준을 연결하는 것이

다(Smith et al., 2011).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표준을 학생의 경험적

인 증거와 연결하기 위해 Assessment 단계에서 학생의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한다. 이러한 평가의 진단 결과는 학생들

의 학습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과학 교육과정의 결함을 해결하

고 조정할 수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

Briggs et al.(2006)는 평가 방법으로 Ordered Multiple-Choice 

(OMC) items을 제시하였다. OMC 문항들은 객관적으로 채점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응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Open-ended 문항

에서 나타낼 수 있는 학생 응답의 질적인 표현력과 기존의 Multiple- 

choice 문항이 가지는 효율성을 포함하고 있다. OMC 문항의 각 항목

Figure 1. The Development Process of Learning Pro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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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적으로 학습발달과정의 lower anchor와 upper anchor 사이의 

구별된 개별 수준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학생의 응답을 분석하

여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Steedle & Shavelson(2009)도 

OMC 문항은 인터뷰와 유사한 반응을 도출할 수 있어 학생의 이해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수집의 도구로 유용함을 주장하였다. 그

리고 학생의 발달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항목들을 짧은 시간 

동안 평가하는데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연구에서는 OMC 문항의 각 항목을 학습발달과정의 각 수준을 반영

할 수 있는 선택 가능성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다. 학습발달과정의 Analysis 단계

학습발달과정 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에서 Analysis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Rasch 문항 반응 분석을 이용하였다(Lee & Liu, 

2009; Neumann et al., 2013; Johnson & Tymms, 2011; Gotwals & 

Songer, 2013; Maeng & Lee, 2015; Maeng, Seong & Jang, 2013). 

Assessment 단계에서 학생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을 개발하여 실시한 평가 결과를 Analysis 단계에서 WINSTEPS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WINSTEPS는 교육적인 평가, 태도 조사 

및 평가 척도 분석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Rasch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Windows 기반 소프트웨어이다. WINSTEPS는 Georg Rasch의 

dichotomous model 뿐만 아니라, polytomous model로 Andrich의 

“rating scale”, Masters의 “partial credit”, Bradley-Terry의 “paired 

comparison”, Glas의 “success model”, Linacre의 “failure model”을 

포함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WINSTEPS를 이용하여 문

항의 항목과 그 항목에 반응하는 응답자 사이에 관계를 통해 응답자

의 잠재적인 능력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었다.

라. 학습발달과정의 Amendment 단계

Smith et al.(2011)은 학습발달과정의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언급하

였다. 첫째, 학습발달과정은 학생이 받는 교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이해 수준에 도달하기까

지 다양한 경로가 있다. 이전의 경험, 개인차, 현재의 교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일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셋째, 실제 학습은 상호 

연결된 다양한 방법들 사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태학적

인 연쇄 반응과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학습발달과정은 개별 학생의 

오랜 기간 동안 종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분적으로 가설 

또는 추론이다. Stevens, Delgado, & Krajcik (2010)도 모든 학습발달

과정은 경험적으로 검증된 경우에도 가설임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학습발달과정의 기준 및 평가 방법 개발은 반복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학습발달과정

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정교화하게 된다. 

Ⅲ. 연구결과

1. 생태계 학습발달과정의 Development

Development 단계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2012년

에 개발되어 보급된 초⋅중⋅고등학교 핵심 성취기준을 이용하여 

lower anchor와 upper anchor를 설정하고 그 사이의 세부 수준을 구분

한다.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전문가, 

현장 교사, 정책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에 의해 도출한 핵심 

성취기준을 사용하였다. 핵심 성취기준은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 각 

교과에서 추구하는 교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중요하고 

필수적인 교육 내용을 다루는 성취기준’이다(MEST, 2011). 

Development 단계에서 핵심 성취기준을 이용하여 framework를 

구조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의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생태계와 관련된 모든 학습 내용을 추출하

고 그에 따라 핵심 성취기준을 정리하였다(Table 6). 그리고 생태계 

핵심 개념의 요소 LS2.A, B, C, D로 세분화하였다. 이어 각 요소 

별 핵심 성취기준을 학년군을 기준으로 lower anchor 및 upper anchor

와 그 사이의 세부 수준을 구성하여 Level 1∼4로 조직화 된 기초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기초 framework의 성취기준을 학생들의 이

해 및 사고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교직경력 7년 이상의 초⋅중⋅고

등학교 교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

다. 1차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framework의 각 수준이 학생의 이해 

수준으로 적절한지를 검토하였다. Table 6은 개발된 생태계 학습발달

과정의 일부분으로 LS2.A의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세부 수준을 설정

한 것이다. 학습의 출발점에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

하는 lower anchor는 초등학교 3-4학년군의 핵심 성취기준을 중심으

로 설정하였다. 3-4학년에서 학습하게 되는 교육 내용을 기준으로 

에너지를 얻는 방법에 따라 동물과 식물로 구분할 수 있고, 동물과 

식물 모두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Level 1의 학생들이 가

지는 이해 수준으로 표현하였다. 5-6학년군의 학생들이 앞서 배운 

동물과 식물을 생산자와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고, 동물과 식물 외에 

분해자에 대하여 이해하게 되는 핵심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와 이를 둘러싼 환경이 생태계의 요소임을 Level 2의 

이해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Level 3은 Level 1∼2의 학생들이 가지는 

생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생물요소와 환경요소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표현

하였다. Level 4는 upper anchor로 11학년의 핵심 성취기준을 이용하

여 생물과 생물, 생물과 환경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 즉, 상호작용

에 초점을 두고 개체군, 군집, 그리고 생태계의 관계에 대하여 이해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2. 생태계 학습발달과정의 Assessment

OMC 문항을 개발하기 위한 Assessment 단계에서 전문가 집단의 

2차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2차 세미나의 주안점으로 ‘문항에서 생태

계 핵심 개념의 요소에 따라 묻는 것을 정확하게 질문하고 있는가’와 

‘문항을 구성하는 각 항목이 학습발달과정의 이해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가’로 규정하였다. 즉, 문항의 타당도와 항목의 대표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 문항 제작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에서 설정한 다음의 

유의사항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대표

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한다. 학습발달과정의 평가 문항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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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한 수준에 적합한 문항을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유의사항

(Anderson et al., 2007)에 따라 각 수준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낮은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나친 과학적 용어를 사용

하지 않는다. 낮은 수준의 학생들이 단지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여 선택지의 매력도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문장을 적절하게 인용한

다.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성취기준에 따라 학습발달과정을 설계

하였으므로 평가 문항이 학습발달과정을 가장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참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학생이 문항에 대한 

친 도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

■ 질문1.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그림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① 생물 종이 다양한 생태계에서는 한 종의 생물이 갑자기 감소해도 그 기능을 대신할 다른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②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하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종 다양성도 증가하여 평형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③ 생태계 평형은 여러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 또는 양이 균형을 이루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④ 자연재해나 사람들에 의한 자연 파괴로 생태계 평형이 깨어지면 원래대로 회복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수와 양은 주로 생물 간의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조절된다.

Figure 2. A Sample of OMC item for Ecosystem Dynamics, Functioning, and Resilience

Level Description

Grade 11
⋅생태계의 구성과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등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주고받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개체군의 특성을 알고 밀도, 생장곡선, 생존곡선, 주기적 변동,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 등을 설명할 수 있다.

Grade 
10

⋅생태계가 생물 요소와 환경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단위임을 설명할 수 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 사례를 조사할 수 있다.

Grade
5-6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말할 수 있다.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생태계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환경 요인들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생물 간 먹고 먹히는 관계를 먹이사슬이라 하고,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마치 그물처럼 보이는 것을 먹이그물이라 설명할 수 있다.

Grade
3-4 

⋅흙과 생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동물은 종속 영양 생물이고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감을 이해할 수 있다.
⋅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감을 이해할 수 있다.

Table 6. Level of Core Achievement Standard for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

Level Description

4

⋅일정한 지역에 살아가는 동일한 종의 개체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한다.
⋅여러 개체군이 모여 군집을 형성한다.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과 그 주위 환경을 생태계라고 한다.
⋅작용은 비생물적 환경 요인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반작용은 생물들이 생활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상호작용은 비생물적 환경 속에서 생물과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3

⋅생태계는 생물 요인과 환경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생물요인은 생태계 내의 모든 생물을 말하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다.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요인에는 온도, 물, 공기, 토양 등이 있다.
⋅빛, 온도, 물 등과 같은 환경 요인이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2
⋅생태계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비생물적 환경 요인들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녹색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준다.
⋅녹색식물이 광합성을 하여 산소를 생산하는 것은 대기의 성분 조성에 영향을 준다.

1
⋅동물과 식물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간다.
⋅동물은 종속 영양 생물이다.
⋅식물은 엽록소를 가지고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0 증거가 없거나 벗어남.

Table 7. A Learning Progression for Student Understanding of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in Ecosystems(dr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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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단계에서는 OMC 문항의 각 항목이 framework의 

lower anchor와 upper anchor 사이에 질적인 차이를 갖는 개별 수준에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LS2.C에 대한 

OMC 평가 문항의 예시를 보면(Figure 2), 문항의 각 항목은 정답과 

오답이 없으며, 학생이 하나의 항목을 고르면 그 항목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예를 들어 1번 항목을 

선택한 학생은 level 3, 2번 항목을 선택한 학생은 level 4임을 확인함

으로서 학생의 잠재적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발

달과정의 framework와 OMC 문항은 초안의 상태이므로, 학생의 수준

과 적절하게 매칭이 된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학생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 문항을 병행하여 조사하였다.

3. 생태계 학습발달과정의 Analysis

Analysis 단계에서는 Assessment 단계에서 수집한 학생들의 경험

적인 증거를 Rasch 모델 중 하나인 Winsteps(WINSTEPS 3.91.0)를 

이용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학생들이 OMC 문

항에 응답한 결과에 따라 학생들의 Level을 Figure 3과 같이 정리하였

다. 학생들은 LS2.A에 대하여 여러 Level에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상

대적으로 LS2.B, LS2.C에 비하여 상위 Level 3∼4의 분포가 높았다. 

그리고 LS2.B에 대하여 하위 Level 1∼2의 분포가 높은 편이며, 

LS2.C는 극단적으로 Level 2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생태계에 대한 

세부 핵심 개념들은 Table 3과 같이 학년에서 학습하는 경험의 유무

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각 세부 핵심 개념을 통합하여 LS2: 

Ecosystems에 대한 Level의 변화를 학년별로 비교하였다(Figure 4). 

그 결과 Level 1에서 7학년의 빈도가 높고, 8학년과 9학년 순이었으며

(Grade 7>8>9), Level 2에서 8학년(Grade 8>7>9), Level 3에서 9학년

(Grade 9>7>8)의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Level 4에서 학생의 

분포는 9학년이 가장 높고 7학년이 가장 낮았다(Grade 9>8>7). 이를 

통해, LS2: Ecosystems에 대하여 학년이 낮을수록 하위 Level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상위 Level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Development 단계의 Framework와 Assessment 단계의 OMC 

평가 문항이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

다. 또한 학생들이 응답하는 정도에 따라 문항의 각 항목을 분석함으

로써 문항의 난이도와 학생 Level 사이 관계를 분석한 Figure 5를 

보면, 학생의 성취능력이 낮을 경우 하위 Level을 선택하고, 높을 경

우 상위 Level을 선택하도록 제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은 중학교 7, 8, 9학년 학생들의 LS2: Ecosystems에 대한 

문항 반응을 분석한 Wright map으로, 이를 통해 문항의 난이도와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Wright map을 해석하기 

위한 방법은 MEASURE, PERSON, ITEM, M의 네 가지를 동시에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첫째, MEASURE은 map의 가장 왼쪽 -5에서

Figure 4. Distribution of level by grade for Learning 
Progression in Ecosystems

Figure 5. Category probability curve for the responses 
in four-category item

Figure 3. The Outcome of the Assesment for Learning Progression in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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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4와 같이 숫자로 제시되며 문항의 난이도와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 사이의 상대적인 위치이다. 둘째, PERSON은 연구 대상의 수로 

‘#’과 ‘.’와 같이 표현되며, MEASURE의 숫자 사이에서 분포되어 

있는 정도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한다. 셋째, 

ITEM은 평가 문항을 의미하여, MEASURE의 숫자 사이에서 분포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Wright map의 기준이 

되는 M은 PERSON과 ITEM에 대한 평균이다. Figure 6의 경우를 

보면, PERSON의 ‘#’은 4명, ‘.’은 1∼3명으로 MEASURE의 –5에서 

3까지 분포되어 있고, -0.5정도의 M을 가지며 -2와 2 사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ITEM은 크게 LS2.A, B, C의 3가지이지만, 

7, 8, 9학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년에 따라 9개로 구분하였으

며, MEASURE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학생들의 높은 능력을 

요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MEASURE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아 아래쪽에 위치하면 난이도가 낮은 문항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문항의 난이도는 LS2.C문항의 난이도가 가장 높으며, B, A 순임을 

알 수 있었다. ITEM의 평균인 M은 MEASURE의 0에 위치하며, M을 

기준으로 각 항목이 일정한 간격을 가지며 Level이 4, 3, 2, 1 순으로 

학생의 높은 능력을 요구되는 문항임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9학년, 8학년, 7학년 순으로 잠재적인 능력을 

보였으며, LS2.B 문항에서 8학년, 7학년, 9학년 순으로 차이가 있었

다. 연구 대상 학생의 교사 면담 결과 LS2.B에 대한 학습이 7학년에서 

진행 중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7학년 학생들이 최근 학습한 

내용에 대한 인지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8학년은 9학년에 

비해 학습한 시간 간격이 가깝다고 유추하였다. 이는 앞으로의 학습

발달과정 연구에서 학습시기와 측정시기 사이의 변인통제 혹은, 결과

에 대한 새로운 해석 방법을 고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는 핵심 

성취기준이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는 가능성이 

있으며, 핵심 성취기준 및 교육과정에 학습 제시 순서를 조정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비교해보면, LS2.C와 LS2.B 문

항은 상대적으로 LS2.A 문항에 비하여 높은 난이도를 가진다. 그것은 

LS2.A에 대하여 초등학교 3-4학년군과 5-6학년군에서 2차례 학습하

였음을 감안한다면(Table 3), 다른 문항에 비하여 학생들이 더 높은 

성취 수준을 갖는 것은 적합한 결과이다. 

Winsteps를 통해 확인한 학생들의 상대적인 능력 범위에서 학생들

의 분포 정도를 보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 능력이 증가하는 결과

를 얻었다(Figure 7). 학생의 상대적 능력 추정치는 7학년의 많은 학생

들이 –2에서 0까지 고루 나타났으며, 8학년 학생들은 정상 분포 곡선

Figure 6. Wright map of the Assesment for Learning Progression in Ec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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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리며 –1부터 0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고 7학년에서 나타나지 않

은 최대 3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다. 9학년 학생의 상대적 능력 

추정치를 보면 일부 –3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 있었지만, 이 학생을 

제외하면 –1에서 최대 4의 범위에 학생들이 분포하였고 7학년과 8학

년에서 나타나지 않은 4의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있다. 이를 통해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와 OMC 문항이 학생들의 이해 수

준에 적절하게 제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중학교에서 유용성을 

검증한 이 학습발달과정의 적용 범위를 넓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게 검사를 실시한다면 교육 전반에 걸쳐 학습의 출발점과 종착

점을 포함할 수 있는 학습발달과정으로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4. 생태계 학습발달과정의 Amendment

Amendment의 기준은 학생의 상대적인 능력인 Ability와 Outfit과 

Infit사이의 관계인 MNSQ이다(Table 7).

첫 번째 기준으로서 Ability는 Level 1, 2, 3, 4 순으로 일정한 간격

을 가지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Ability의 수정 방향은 단순히 Ability

가 높고 낮음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각 Level

의 Ability가 7학년/8학년/9학년 및 LS2.A/LS2.B/LS2.C 사이에서 일

정한 변화폭을 가지는지를 비교하여야 한다. 변화폭이 너무 작을 경

우 같은 이해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다른 항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

지며, 변화폭이 너무 넓을 경우 다른 이해 수준에 속한 학생들이 같은 

항목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각 학년별로 간격의 차이

는 보였지만, 모든 문항에서 Level 1, 2, 3, 4 순으로 Ability는 일정한 

간격을 가져 Ability에 의한 수정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앞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부 수정하였다. LS2.C 문항은 

LS2.A와 LS2.B 문항에 비하여 Level 1 항목의 Ability가 높아 초등학

교에 적용에 곤란함을 확인하였으며 문항의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였

고, LS2.A와 LS2.B 문항은 LS2.C 문항에 비하여 Level 4 항목의 

Ability가 낮아 고등학교에 적용하였을 때 많은 학생이 Level 4일 가

능성이 있어 문항의 난이도를 상향 조정하였다. 

두 번째 기준으로 학생들의 능력과는 다르게 항목이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인 Misfit의 Outfit과 학생들의 능력에 적절하게 선택될 수 

있는 확률인 Infit 사이의 관계에 대한 MNSQ를 고려해야 한다. 

MNSQ(mean square value)는 Outfit과 Infit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

되며 1.0을 기준으로 적합한 문항은 .5∼1.5의 값으로 나타난다

(Wright & Linacre, 1994). 그 결과 9학년의 LS2.C 문항 Level 4의 

값이 .3이므로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발달과정 개발에서 중학

9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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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

Figure 7. Frequency of ability estimates by grade level

Item
Ability

MNSQ

Grade Item Level Infit Outfit

9

LS2.A

1 -2.58 .9 .9

2 -1.08 .9 .9

3 -.24 .8 .9

4 1.30 .6 .7

LS2.B

1 -3.22 .8 .9

2 .79 .9 .9

3 .42 1.1 1.2

4 2.08 .6 .6

LS2.C

1 -1.96 .7 .7

2 .44 1.0 1.3

3 .70 1.1 1.1

4 2.73 .3 .3

8

LS2.A

1 -1.78 1.1 1.1

2 -1.30 .6 .6

3 .31 .7 .7

4 .87 .7 .7

LS2.B

1 -1.42 1.1 1.1

2 .76 1.2 1.2

3 .55 .8 .7

4 .68 1.2 1.1

LS2.C

1 1.33 1.0 1.1

2 .71 1.5 1.5

3 .20 1.0 1.0

4 .83 1.3 1.2

7

LS2.A

1 -2.13 1.1 1.1

2 -1.03 1.0 1.0

3 .25 .9 .9

4 1.05 .7 .7

LS2.B

1 -1.94 1.2 1.2

2 .65 1.2 1.2

3 .08 1.6 1.6

4 1.30 .9 .9

LS2.C

1 -1.57 1.0 1.1

2 -.82 1.1 1.3

3 .33 .9 .9

4 1.18 1.1 1.1

Table 8. Ability and misfit order of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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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므로 초등학교의 저학년 학생

을 대상으로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Level 0의 학생

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모든 문항에 추가하였다.

Ⅳ. 결론 및 제언

생명과학의 핵심개념 중 하나인 생태계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선정하고 생태계를 주제

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과 함께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하여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Development, Assessment, Analysis, Amendment의 순차적이고 반복

적인 과정으로 선정하고 수행함으로써 생태계에 대한 학습발달과정

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Songer, Kelcey, & Gotwals(2009)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였다. 그 개발 절차는 생물 다

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과정을 설정하여 그에 따라 교육 경험을 

가지게 한 다음, 개발된 평가 문항을 통해 학생의 성취도를 평가하고, 

학습발달과정을 수정 및 확장하는 연속적인 과정을 제안하였다

(Figure 4). Talanquer(2009)은 여러 문헌 연구를 통하여 물질의 구조

에 대한 학생의 이해 과정을 인벤토리로 구축하고, 그 이해 과정을 

발달심리학, 과학교육, 인지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방법을 이용

하여 분석한 다음 분류와 코딩 등의 방법으로 모델을 재구성하는 단

계를 제시하였다(Figure 4). 여러 학자들의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선정하였다(Jin & 

Anderson, 2013; Mohan, Chen, & Anderson, 2009; Schwarz et al., 
2009; Wilson, 2009). 그 결과 Development 단계에서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를 구성하고, 평가 문항을 제작하는 Assessment 단계를 통

해 학생의 경험적 증거를 수집한다. 그리고 Analysis 단계에서 응답자

와 항목 사이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수정 

보완하는 Amendment 단계를 통해 학습발달과정을 정교화하며 순차

적이고 반복적인 과정을 거친다. 

학습발달과정 개발 연구에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로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 구성 시, 공통적이며 일반적인 

표준으로서 핵심 성취기준의 이용을 제안한다. 지금까지 학습발달과

정에 대한 여러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동일한 교육 경험을 가지지 

않은 여러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해 학습발달과정의 정교화를 위한 반복적인 과정

을 요구하게 된다.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때,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수⋅학습 및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인 핵심 성취기준을 표준으로 이용한다면 반

복적인 학습발달과정의 개발에 수월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학습발

달과정의 방법적인 측면으로 OMC 문항 형식과 Rasch 분석의 이용

을 제안한다.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가 구조화되면 학생의 경

험적 증거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 학습발달과정은 학생의 이해과

정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문항이 개발되어야 하며, 수집된 학생의 

경험적인 증거를 통해 문항의 난이도와 함께 학생의 능력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OMC 문항의 각 항목은 학습발달과정의 다양한 

이해 수준에 대응하도록 구성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

을 파악하기에 적절하다(Steedle & Shavelson, 2009; Anderson et 
al., 2007). 그리고 Rasch 분석은 항목에 응답하는 학생의 확률에 

따라 상대적인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학습발달

과정의 개발 절차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핵심 성취기준

을 이용한 Framework의 개발, OMC 문항 형식 및 Rasch 분석을 

이용한 평가와 분석 방법을 제안함으로 앞으로의 학습발달과정 개

발 연구에 효율성을 기대한다. 

둘째, 개발된 생태계에 대한 학습발달과정의 분석 결과 학습발달

과정에 기반을 둔 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과학의 학문 내 핵심개념에 대하여 학생이 가지

는 이해의 순차적이며 논리적인 과정을 Framework로 구조화하였기 

때문에 이 Framework를 표준으로 개발된 문항을 이용한 평가는 학

생의 이해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Songer, Kelcey, 

& Gotwals(2009)은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는 실증적인 연구로 

특정 교육 내용에 초점을 둔 표준화된 평가 척도보다 학생들의 다양

한 능력을 식별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한다

고 하였다. Schwarz et al.(2009)는 교육과정의 새로운 척도 개발에 

교사와 교육기관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학습자를 참여한 결과가 

더 결정적이라고 하였다. 학생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의해 경험적

으로 검증된 학습발달과정은 교육 자료와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지침이 될 수 있다(Mohan, Chen, & Anderson, 2009; 

Smith et al., 2011). 이것은 학습발달과정 자체가 가지는 평가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역할을 포함한다.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적용으로 교육 내용, 교수 방법, 교육 평

가가 연계된 교육과정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학습발달과정은 실제 

교육 현장인 교실에서 교사가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등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학생의 교육 진행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공 또는 어려움을 겪을 때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Alonzo & Steedle, 2008; Berland & McNeill, 2010; 

Corcoran, Mosher, & Rogat, 2009). 학습발달과정의 Framework를 

이용하여 교육 목표를 계획하고, 학습발달과정을 평가의 도구로 사

용하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며, lower anchor와 upper anchor 

사이에서 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교육 내용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학습발달과정은 새로운 평가척도로 개발된 

것이며, 수집된 학생의 경험적 증거에 의해 검증한 것이므로 반복적

인 과정을 통해 학습발달과정을 계속 정교화 하는 작업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으로 정교화 된 학습발달과정은 질 높은 

교과정과정 개발에 표준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에 대한 방법적인 측면을 제안

하며 학습발달과정을 통한 교육과정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

에서 학습발달과정의 개발 절차를 규정하고 각 절차에서 수행해야 

할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서 앞으로 학습발달과정 개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습발달과정의 연구는 지

구과학 영역의 ‘천문시스템’, ‘판구조론’, ‘물의 순환’, 화학 영역의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것이 전부였다(Maeng et al., 2014; Maeng 

& Lee, 2015; Seong, Maeng, & Jang, 2013; Shin et al., 2014). 아직 

국내에서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은 연구된 범위가 좁고 일부 과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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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되어 있어,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표준으로서의 역할을 

위한 학습발달과정 연구는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국문요약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과학의 학문 내 핵심 개념을 중심으

로 과학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으며 그 중 대

표적인 변화가 학습발달과정을 이용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것이다. 

학습발달과정은 과학의 핵심 개념과 과학적 활동과정을 논리적이며 

단계적으로 정교하게 기술한 틀로서 학생이 학습하는 동안 연속적이

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가는 이해의 과정을 설명한다. 미국의 차세

대과학기준(NGSS)에서 제시한 생명과학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생태계

에 관하여 학습발달과정을 개발하고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을 평가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개발 

절차를 Development, Assessment, Analysis, Amendment의 네 단계

로 설정하고 순차적이며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생태계에 관한 학습발

달과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분석 결과 학습

발달과정에 기반을 둔 평가는 학생의 능력을 파악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발달과정

의 개발 과정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핵심 성취기준을 이용한 

Framework의 개발, OMC 문항 형식과 Rasch 모델을 이용한 평가와 

분석 과정을 제안한다. 또한 경험적으로 검증된 학습발달과정을 이용

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평가가 연계된 교육과정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국내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 이 연구

를 통해 제안된 학습발달과정 개발 절차를 활용하여 학습발달과정의 

개발에 수월성을 제공하고, 개발된 학습발달과정의 적용으로 교육과

정의 표준과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학습발달과정, 생태계, 학문 내 핵심 개념, 핵심 성취기준, 

순위 선다형, 라쉬 분석, 차세대 과학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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