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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 흐름에 대한 소집단
모델 발달 유형과 추론 과정 탐색

Exploring the Patterns of Group model Development about Blood Flow in
the Heart and Reasoning Process by Small Group Inte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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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tterns of group model development about blood flow in
the heart and reasoning process by small group interaction. The subjects were 14, 8th graders in a Science Gifted
Center. The group discussion was made possible by using triggering questions that can be answered based on
experiences of hands-on activities such as a siphon pump analogy model activity and a dissection of pigs' hearts.
Despite participating in same activities, the groups showed different model development patterns: unchanged,
persuasive, and elaborated. Due to the critical revising, the group's explanatory model was elaborated and developed
in the added and elaborated pattern. As critical revising is a core element of the developing model, it is important to
promote a group interaction so that students become critical and receptive. The pedagogical analogy model and
conflict situation enabled students to present elaborated reasoning. The Inquiry activity with the pedagogical analogy
model promote students' spontaneous reasoning in relation to direct experience. Therefore offering a pedagogical
analogy model will help students evaluate, revise and develop their models of concerned phenomena in science
classroom. Conflict situation by rebuttal enable students to justify more solid and elaborate a model close to the target
model. Therefore, teachers need to facilitate a group atmosphere for spontaneous conflict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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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모델링이란모델을만들고수정하는동적인과정이
며(Justi & van Driel, 2005), 과학자들에의한과학
지식의 발달에 있어서 역동적인 과정의 핵심으로 여
겨지고 있다(Justi & Gilbert, 2002). 모델링이 과학
교육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학생들
이 모델링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을 능동적으로 구성
할수있기때문이다(Ford, 2008; Greca & Moreira,
2000; Harrison & Treagust, 2000; Justi &
Gilbert, 2002; Kawasaki et al., 2004; Newton et
al., 1999). 실제현상에대해학생이내적으로구성하
는 표상을 정신모델이라고 한다(Johnson-Laird,

1983).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의 정신 모델과 과학
적 추론 과정이 드러나게 된다(Gobert & Buckley,
2000; Justi & van Driel, 2005). 학생들은 복잡하
고 어려운 개념을 행동, 언어, 쓰기 등의 형태로 외
적으로 표상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해 이해한 정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다(Chittleborough et al.,
2005). 
학생 개인이 자신의 모델을 구성하고 수정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학생들이 모델링 과정에
참여하여 공동의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모델 기반 학
습의효과를증진시킬수있을것이다. 여러학생들이
공동의 모델을 구성하고, 수정하고, 발달시키는 과정
을소집단모델링이라고할수있는데, 소집단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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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소집단구성원들사이의상호작용이나타나
게된다. 이것은학생들사이의언어적상호작용이학
교 과학에서 지식을 형성할 때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한다고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관점과 부합한다
(Lemke, 2001; Moll & Whitmore, 1993; Sfard &
Kieran, 2001; Vygotsky, 1978). 사회문화적인 관
점에서 학습은 공유된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료 토론
을 통해 나타난다(Lave & Wenger, 1991).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지식 내용을 공
동으로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으
로 구성한 지식 내용을 개인의 것으로 습득한다는 것
이다. 여러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하면
서과학지식형성에서주체자가될뿐만아니라학생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에 긍정적인
향을미치게된다는것을확인하 다(Bennett et al.,
2010; Cohen, 1994; Linn & Burbules, 1993;
Nastasi & Clement, 1991; Qin et al., 1995;
Slavin, 1990). 그러나 모든 소집단 활동이 학생들에
게 협력적인 지식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
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료 토론이 잘 일어나도록 하
는특별한교수설계를제공해야한다(Hogan, 1999).
비유가 학생들의 자발적 추론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고려할때(Coll et al., 2005; Duit, 1991), 비유교수
모델을 이용하여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에 대한
설명 모델을 구성하는 교수 설계는 학생들의 언어적
인상호작용을촉진할수있는특별한모델기반교수
방법이될수있다.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변 활동을 통

한 추론을 하게 된다(Sampson & Clark, 2009). 논
변활동은과학자들이과학적논쟁해결, 과학적이론
형성을하면서나타나는사회적인의사소통활동이므
로(Kuhn, 1962), 모델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른 사
람들에게자신의설명모델을제시하고정당화하면서
자연스럽게모델의적합성을판별할수있다. 또한논
변 활동을 하면서 부적합한 모델을 버리고 더 적합한
모델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모델을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Bȯ̇ttcher & Meisert, 2010).
학생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형성한 모델을 사회적 차
원에서 다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정
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좀 더 논리적인 추
론과정을거치면서설명모델이더공고해질수있다
(Berland & Reiser, 2009). 

모델링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
행되고 있지만 개인의 정신 모델을 탐색하거나 이를
통해 개념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김미 , 2007; 박지연과 이경호,
2008; 정구송, 2007; 오준 과길유신, 2006). 또한,
학생들의 상호작용이나 논변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
해서과학적인의사소통의중요성을강조하기도하
지만(강석진외, 2002; 김희경과송진웅, 2004; 김찬
종 외, 2005; 이고은 외, 2010; 이봉우와 임명선,
2010; 이지 과 김희백, 2011; 조현준 외, 2008) 학
생들이 소집단 활동을 통해 과학적 모델을 공동으로
구성해가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 과정을 질적
으로탐색해보는연구는이루어지지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과학 재원 학생들이 석유

펌프 비유 모형 활동과 실제 심장을 해부하는 소집단
활동을통해심장내혈액의흐름에대한설명모델을
협력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 다. 생
물학에서자연선택, 확산, 유전, 순환등은직접눈으
로 관찰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추상적 속성을 지니
는데, 그 중순환계는혈액이나조직세포와같은조직
수준에서 심장이나 혈관과 같은 기관 수준까지 복잡
하고 다양한 수준의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김미 과 김희백, 2006;
Buckley, 2000). 석유 펌프는 심장의 비유 모델로서
미시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기 때
문에 학생들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Duit, 1991). 이러한교수전략을통해학
생들이순환에대한설명모형을구성하는것을돕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추론 과정과 모델의
변화를살펴볼수있을것이다.
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문제는다음과같다.
1) 소집단모델링과정에서상호작용에따른소집단

모델발달유형은어떠한가?
2)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추론 과정의 차이가 나

타나는 원인과 그것이 모델링에 미치는 향은 무엇
인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의 한 재원에 소속되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

806 이신 ·김찬종·최승언·유준희·박현주·강은희·김희백



들 14명(남학생 9명, 여학생 5명)이 참여하 다. 이
학생들은 해당 지역 교육청에 소속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특별한 선발 방법, 해당 학교 교사의
추천서와 심층 구술 면접을 통해 재교육원에 선발
되었으며, 2010년 5월에 입학하여 6개월간 같은 반
에서여름방학집중교육, 여름캠프, 2주에한번 6시
간씩 가을 학기 수업 등 재 수업을 받았다. 학생들
의성적은대체로학교내에서상위 10% 이내 으며,
과학에 대한 흥미는 높은 편이었다. 학생들은 총 4개
의 소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소집단 당 3명이
나 4명의 학생들로 구성되었다. 대체로 친분이 있는
학생들을중심으로임의로소집단을구성하 다.

2. 수업 과정

수업은 4단계의일련의순서에따라총 3시간동안
1회 진행되었다. 수업 초반부에는 심장구조 모식도를
보고 각 구조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전
에배웠던내용을상기시키는것이목적이었다. 두번
째 단계에서는 소집단별로 석유 펌프를 직접 조작해
보고석유펌프내에서물이한방향으로흐르는메커
니즘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 다. 석유 펌프는 교사
가 학생들에게 비유모델로 제공한 것으로써, 심장과
구조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고 쉽게 조작 관찰이 가능
하기 때문에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는 매
개물이 되었다. 활동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논의하고
적어가면서석유펌프내의물의한방향흐름에대한
모델링을하 다. 세번째단계에서학생들은실제돼
지심장을해부하 다. 석유펌프는비유모델로서많
은장점을갖고있지만실제심장과구조적, 기능적으
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한계점을 갖기 때문에 비유 교
수모형활동을보완하기위해심장해부활동을하도

록 하 다. 그리고 돼지 심장을 해부 한 후에 학생들
은소집단토의를하면서실제심장내에서혈액의흐
름에대한모델링을하 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학생들은 소집단별로 비디오녹화와 녹음을 하 으
며, 개별적으로사후설문지를작성하 다. 수업장면
에서의학생들의언어와행동들은전사되었으며, 모델
의발달과정을구성하는과정을표현하 던Nu'ñez-
Oveido 등(2008)의 방법을 변형하여 학생들의 상호
작용과 모델의 발달 과정을 분석하 다. 초기 모델,
중간모델, 최종모델로발달하는과정을리더와비리
더 학생의 담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림 2는 모
델발달과정분석틀의예시로소집단 1의모델링 1단
계과정을나타내었다. 리더의발화는윗부분, 모델의
변화과정과 교사의 발화는 가운데 부분, 리더가 아닌
학생의 발화는 아랫부분에 나타내었다. 사각형은 발
화를 의미하고, 발화에서 생략된 구문이나 의미 있는
행동을 연구자가 판단하여 괄호 안에 제시하 다. 가
운데 부분의 둥근 사각형은 모델을 의미하며, 모델이
발달되어가는 순서대로 M0, M1, M2, M3, M4 등으
로나타내었다. 경쟁하는모델이2개이상일경우M2
와M3처럼일렬로배치하고모델이기각될때에둥근
사각형 안에 X로 표시하 다. 학생들의 담화 속에서
나타나는 설명 모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담화의 맥락을 고려하여 추정한 내용을 설명 모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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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소집단의 구성

성별
소집단 남 여 총합

1 0 3 3

2 3 0 3

3 2 2 4

4 4 0 4

총합 9 5 14

그림 1 수업 과정



나타내었다. 사각형 주변부에 있는 작은 사각형 안에
는발화자와순서를나타내었다. 예를들면학생2가 8
번째로말한발화는‘St2-8’로나타내고, 교사가 4번
째로말한발화는‘Tr-4’로나타내었다. 굵기가얇은
화살표는 학생의 발화와 그것을 통해 추정하여 나타
낸 모델을 가리키거나 이어지는 발화를 연결한다. 그
리고굵은화살표는모델의변화과정을나타낸다. 모
델발달분석틀을통해모델구성과모델수정과정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기여하는 발화나
발화자를알수있다. 
학생들이 구성한 모델이 적절한지 판별하기 위해

목표 모델을 설정하 다. 교사가 의도하는 목표 모델
은다음과같으며, Buckley & Boulter(1996)가 목표
모델을 표상화한 방식으로 나타내었다(그림 3, 그림
4). 사물의 구조를 상자 안에 나타내고 화살표 위의
설명으로행위를표시하 으며이들의일련의과정을
큰 사각형 안에 묶음으로써 메커니즘을 나타낼 수 있
다. 1단계 목표모델은비유모형활동에서석유펌프
내에서물이한방향으로흐르는것을석유펌프마개
의 수축 이완과 석유 펌프 내의 두 가지 막의 움직임
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2단계 목표 모델은 심
장의 수축 이완과 여러 판막의 작용을 인과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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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델 발달 과정 분석틀 예시 - 소집단 1의 1단계 모델링

그림 3 1단계의 목표모델 그림 4 2단계의 목표모델



해하고 혈액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메커니즘에 대한
것이다. 소집단모델내에목표모델의3가지요소-석
유펌프나심장근육의수축과이완관계, 물이나혈액
의흐름, 판막의개폐-가존재하는지동정하여소집단
모델이목표모델에도달하 는지를판단하 다.
그리고 학생들의 추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Sampson & Clark(2009)이 사용하 던 과학적인 논
변 분석틀을 참고하여 추론 과정 분석틀을 구성하
다. 이들은 학생들의 논변 질을 판단하기 위해
Toulmin(1958)의 논변 분석틀을 참고하여 과학적인
논변분석틀을만들었다. 이것은 3가지의구성요소-
설명, 증거, 추론이 상호 연관되어 있는 과학적인 논
변을 개념화하 다. 설명은 탐구를 안내하는 연구 질
문에 대한 답변이고, 증거는 설명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 제시하는 측정물이나 관찰 사실이다. 그리고 추
론은 증거가 어떻게 설명을 지지하고 왜 증거가 중요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 모델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Sampson & Clark(2009)의과학적인논변분석틀을
Toulmin의 논변 요소와 대응시켜 보면 그림 5와 같
다. 이틀을보고학생들이모델링을하면서나타나는
추론과정을분석하 다.
모든자료분석은연구자 1인에의해먼저이루어진

후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 검토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부분은논의를통해분석결과에대해합의를거
쳐조정하 다.

Ⅲ. 연구 결과

1.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모델 발달 과정 유형

Vygotsky(1978)의 발달심리 이론에 기초를 둔 사
회적 구성주의에서는 학습 과정을 학습자가 교사나
더 뛰어난 동료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보며, Lave와 Wenger(1991)은
특정 활동, 상황, 문화 내의 행위 공동체에서 구성원
들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관
점으로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유무와 주체, 모델 제시
자, 소집단 내에서의 리더의 사회적 특성이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다양한
소집단 상호작용에 의한 소집단 모델 발달 과정은 3
가지유형-정체형, 첨가형, 정교형이나타났다(표 2).
모델 발달 과정에서 여러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때 소집단 모델이 목표 모델에
가까워지거나추론과정에서논리적인정당화가나타
나면서처음의모델은좀더설득력있는설명모델이
되었다.
소집단 모델 발달 과정은 소집단별 학생들의 상호

작용특성에따라달라졌는데, 비판적검토는모델발
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 상호작용 특성이었다. 모델
링 과정에서 학생들은 제시된 모델의 적합성을 판단
하여모델을수정하거나재구성하면서주어진상황을
잘설명할수있도록모델을되돌아보게된다(Gobert
& Buckley, 2000). 비판적 검토란 학생들이 기존의
모델을 검토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델을 비판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미 구성된 모델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
면모델이비판적으로검토되고, 이로인해기존의모
델은 거부되어 다른 사람들의 모델이 단순히 더해지
거나 새롭게 재구성되는 모델 정교화가 일어났다
(Hafner & Stewart, 1995). 
대부분의 소집단 모델링에서 초기 모델 제시자는

주로 리더 지만 리더가 아닌 학생들도 추가적으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 다. 소집단 토의를 하면서 여
러 학생들이 개인의 설명 모델을 제시하면서 소집단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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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모델링에서의 추론 과정 분석틀



모델이 제시된 이후 여러 학생들에 의해 다양한 모델
이제시되고, 여러개인모델들은암묵적으로혹은명
시적으로 비교되고 평가되어 소집단의 합의된 공동
모델을구성하게되었다.
소집단 리더는 여러 소집단 구성원들이 상호작용

과정에 참여하는 데에 향을 미쳤다. Richmond &
Stirly(1996)는 사회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소집단
내의 리더 유형을 배타적, 설득적, 포용적 리더로 나
누었는데, 배타적(alienating) 리더는 강력한 신념을
지니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설득적(persuasive) 리더
는자신의의견을제시하되, 다른사람들이다른관점
을 제시하면 자신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설득하려는사람이다. 포용적(inclusive) 리더는자신
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요청하
며, 다른이들이논의의과정에참여하도록이끄는사
람이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학생일
수록 소집단 학습에 기여를 많이 하고 소집단 내에서
의위치가더높다는 Bianchini(1997)의 연구결과에
따라 소집단의 리더를 판별한 이후에 리더의 유형을

파악하 다.

1) 정체형(unchanged) 모델 발달
한 소집단에서 학생 개인의 모델이 수정되거나 발

달되지 못하고 최초에 제시되었던 모델이 소집단의
최종 모델이 되는 경우이다. 리더만 모델을 제시하고
다른 학생들은 리더의 의견을 듣고만 있거나 단순한
동조만할뿐제시된모델에대한비판적인검토가일
어나지 않았다. 리더는 배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모델
만을 강조하 기 때문에 소집단 모델 발달을 위한 상
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6에서 배타적 리더
인학생3은 2단계모델링에서심장내의혈액의흐름
에 대해 목표 모델과 가까운 설명을 하면서 단정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St3-1). “우리 얘기 끝났지?”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 표출 기회를 차단하 는데(St1-
3), 이를 거부하거나 항의하는 학생들은 없으며 학생
3의 설명 모델을 소집단의 최종 모델로 잠정적으로
합의하고 모델링을 마치고 있다(St4-4). 학생 3의 설
명모델에서는수축의의미로‘짜낸다’라는표현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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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소집단 모델 발달 유형과 상호작용 특성

상호작용 특성
소집단
모델발달유형

비판적검토 모델제시자 리더유형 사례

정체형

나타나지않음 리더만참여 배타적 2조-2단계

첨가형

다른소집단구성원에
의해나타남

리더외의
학생들도참여

설득적 3조-1단계

정교형

모델제시자나다른소집단
구성원에의해나타남

설득적

1조-1단계
2조-1단계
3조-2단계
4조-1단계
4조-2단계

포용적 1조-2단계



고 심장이 수축되었을 때의 혈액의 흐름만 설명하고
있지만, 비판적인 검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용
어의 수정이나 이완되었을 때의 혈액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초기모델이정교화되지못했다.

2) 첨가형(added) 모델 발달
한 학생만이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모

델제시자외의다른학생이새로운설명모델을단순
히 추가하여 소집단 모델을 구성하고 발달시키는 경
우이다. 한명이상의학생들이처음에제시되었던모
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인 설명 모델을 제
시하는 상호작용이 나타났으며, 여러 사람들이 모델
을 첨가함으로써 소집단 모델이 목표 모델에 가깝게
발달되었다. 소집단 토의를 이끄는 리더는 다른 사람
들의 모델을 고려하되 자신의 모델을 합리적으로 설
득하려는 성향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모델
이나 자신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모델을
추가적으로 제시하 다. 그림 7을 보면, 학생 3은 물
의 흐름과 막의 움직임만 언급하는 초기 설명 모델
M0, M1을 구성하 다(St3-2, St3-4). 학생 4는
M0, M1을비판적으로검토하여, 펌프의수축과막의
움직임을설명한M2를제시하 다(St4-7). M2는펌

프가 수축했을 때의 막의 개폐만 설명하 지만 학생
3이 비판적 검토를 하면서 이완했을 때 물이 들어온
다는 M3를 제시하여 M2를 보완하게 되면서 소집단
모델은목표모델에도달하게되었다(St3-9). 학생 4
는 자신의 모델만을 고집하려고 하지 않고 학생 3의
모델을비판적으로수용하여보완하는모델을제시하
다. 결과적으로소집단의최종설명모델은여러학

생들이 연쇄적인 비판적 검토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목표모델에가까운모델로발달하 다.

3) 정교형(elaborated) 모델 발달
한 학생의 최초 모델에 다른 학생들의 모델이 단순

히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융합되어 소집
단 모델을 발달시키는 경우이다. 타인이 비판적 검토
를 하거나 모델 제시자가 자기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정하기도 하 다. 그
리고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제시하 고, 리더는 타인
의의견을수용하는설득적이거나포용적인유형이었
기 때문에 소집단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났다. 소집
단 학생들 사이에서 비판적 검토가 나타나지 않는 경
우에는 교사가 개입하여 학생들이 소집단 모델을 비
판적으로바라볼수있도록하 다. 정교형모델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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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체형 모델 발달 예시 - 소집단2의 2단계 모델링



유형은 여러 명의 소집단 구성원의 참여가 소집단 설
명 모델을 구성하고 발달하는 데에 기여하 으므로
협력적인 모델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가장많이관찰되었다. 

그림 8을보면학생 2는M0를제시하면서학생 1이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
다(St2-1). 학생 2는학생 1과함께혈액의이동경로
에 대한 모델, M0~M4를 함께 구성하 다. 학생 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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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첨가형 모델 발달 예시 - 소집단3의 1단계 모델링

그림 8 정교형 모델 발달 예시 1 - 소집단1의 2단계 모델링



심장 내의 혈액의 흐름뿐만 아니라 체순환을 생각할
수있는M3를제시하 다. M3는최종모델M6를구
성하는 데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혈액
의흐름을판막과연관지어서생각할수있는발판이
되어학생2가자기반성을하도록자극하 다. 학생 2
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면서 답을 얻어가는 자기반
성을 통해 기존의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판막
으로인해혈액이한방향으로흐른다는M5를구성하
다. 그리고연이은자기반성에의한비판적검토과

정을 통해 심실의 수축과 판막의 개폐를 연결하여 혈
액의 흐름을 설명하는 최종 모델 M6을 구성하 다
(St2-12, St2-13, St2-14). 리더인학생 2는포용적
인 유형이었으며, 자신의 모델을 다른 학생들에게 주
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참여, 즉 설명
모델을제시하도록독려하는분위기를암묵적으로조
성하면서다른소집단구성원들과협력적으로모델링
을하 다. 
그림 9를 보면 학생과 교사에 의해 비판적 검토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 4는 판막 때문에 물
이 역류하지 않는다는 설명모델 M0를 제시하 다
(St4-3). 학생 3은학생 2의모델을수정하여석유펌
프에서는판막이막이라고정확하게표현을바꾸었으
며, 용어뿐만 아니라 펌프의 기능 즉, 펌프의 수축관

계, 막의 개폐에 대해 설명하는 M1을 제시하 다. 물
의 흐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교사가 발표
해보라는 말에(Tr-6, 8) 물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설
명하는모델인M2를제시하여목표모델에가까운설
명 모델을 구성하 다(St3-9). 그러나 M2는 펌프의
수축과이완관계를목표모델과 반대로설명하 는데,
교사가 M2에 대한 평가적인 질문을 하면서(Tr-10)
학생 3은 목표 모델에 적합하게 이완과 수축을 반대
로 수정하 다(St3-11). 학생들은 소집단 토론을 하
면서 협력적인 모델링을 통해 최종 모델을 구성하
지만 여전히 목표 모델에 도달하지 못하 다. 이 때,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모델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결정
적인 역할을 하 다.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을 모니
터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목표 모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모델링을 안내해주는 교사의 안내자 역할
이 중요하게 작용하 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구성
하는탐구수업일경우, 교사의적절한안내가없다면
학생들은 잘못된 목표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다
(Crawford, 2000).
소집단 모델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개인적 차원뿐

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협력적으로 모델을 구성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형 모델 발달에서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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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교형 모델 발달 예시 2 - 소집단4의 1단계 모델링



의모델이그대로소집단의모델이되어, 협력학습이
아닌 단순히 집단 내에서의 개인 학습에 그치고 말았
다. 그러나첨가형과정교형모델발달유형에서는여
러 학생들이 비판적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모델을 제
시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소집단 모델을 구성하고
목표 모델에 가깝게 정교화되었다. 첨가형 모델 발달
에서 비판적 검토는 여러 학생들이 추가적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나타났고, 정교형 모델 발달에서 비판
적 검토를 통해 여러 모델이 새롭게 융합하면서 사회
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나타났다. 다른 소집단 구성원
의비판적검토뿐만아니라모델제시자자신의자기
반성이 일어나면서 초기 모델은 목표 모델에 가깝게
정교화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모델 제시자가 자신
이 어떻게 정당한지 밝히는 추론 과정이 나타나서 기
존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풍부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결과2에서자세히알아볼것이다.

2.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의 추론 과정

기존모델에대해서비판, 평가, 수정하려는비판적
검토로 인해 갈등 상황이 조성되면 초기 모델 제시자
는 자신의 설명 모델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하 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논변의 형태로 자신과 다른 생
각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정당화하 으며, 이러한 과
정은 과학적인 담화 공동체의 담화 형태를 띤다고 볼
수 있다(Ritchie, 2001). 학생들은 소집단 모델링을
하면서 논변 요소 중 보장, 지지, 반증이 나타나는 추

론 과정을 나타냈으며 이로 인해 초기 모델의 부적절
성에대한통찰력을갖게되고, 더나은모델을구성하
기 위해 비판적 검토를 하 다(Bȯ̇ttcher & Meisert,
2010). 
Sampson & Clark(2008)은증거를이용하여설명

모델을만드는추론과정을 Toulmin(1958)이 제시한
논변 요소로 설명하 다. 이들은 증거가 어떻게 설명
을지지하고왜증거가중요할수밖에없는지설명모
델을 정당화하는 과정을 추론으로 보았다. Sampson
& Clark(2009)의 과학적인 논변 분석틀을 Toulmin
(1958)의논변요소와대응시켜서만든모델링추론과
정 분석틀(그림 5)을 이용하여 모델링 과정을 분석해
보았다. 이 때, 다양한 논변 요소가 드러나는 추론 과
정은 여러 사람들의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정교
형 모델 변화에서 잘 나타났다(표 3). 다양한 논변 요
소가드러나는추론과정의경우, 학생들은자신의설
명 모델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한 것이므
로 수준 높은 추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소집단 토
론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의 주장이 도
전을받게되면학생들은증거에기반하여초기모델
을재구성하는경향이있었다. 증거는주로이전에가
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이나 석유 펌프를 조작하거나
돼지 심장을 해부했던 수업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 주를 이루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구성한
모델의 타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러한 증거들을 바
탕으로추론을하 다. 
소집단 모델링 과정에서 구성한 대부분의 소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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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모델링에서 나타나는 추론 수준의 차이

1조 2조 3조 4조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증거의출처
배경지식 O O O O O O O

석유펌프활동과
돼지심장해부 O O O O O O

추론과정

보장(warrant) O O O O O O O O

지지(backing) O O

한정어(qualifier)

반증(rebuttal) O O

모델의목표모델에도달여부 O O O O O O

소집단모델발달유형 정교형 정교형 정교형 정체형 첨가형 정교형 정교형 정교형



설명모델은교사가미리정해놓은목표모델에도달
하 으나 2조의 1단계와 3조의 2단계모델은목표모
델에 도달하지 못하 다. 2조의 2단계 모델링에서는
배타적 리더에 의해 제시된 불완전한 모델이 비판적
검토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소집단의 공동모델이 되
었기 때문이다. 3조의 2단계 모델링에서는 비판적 검
토에 의해 초기 모델을 수정하도록 요구하 으나 모
델 제시자는‘혈액이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 폐동맥으
로간다.’는목적론적인추론을함으로써초기모델을
정당화하 다. 이 과정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추론
과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모델은 목표 모
델에도달하지못하 다. 
논변 요소의 출현 여부로 추론 과정을 살펴보면 학

생들은 동일한 목표 모델을 가지고 동일한 탐구 활동
을 하 으나 모델링 과정에서 나타난 추론의 수준 차
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모델링에서 보장(warrant)
만 있는 낮은 수준의 추론이 나타난 것에 반해 1조와
2조의 1단계 모델링에서는 다양한 논변 요소가 존재
하는 높은 수준의 추론이 나타났다. 1조와 2조의 1단
계 모델링에서 높은 수준의 추론이 나타나게 된 원인
과 이들이 학생들의 모델링에 미친 향을 자세히 알
아보겠다.

1) 모델 기반 수업의 탐구 활동 과제 특성에 따른
추론 과정의 차이
Toulmin(1958)의 논변 요소로 소집단 모델링에서

의추론과정을분석해보았을때, 1조와 2조의 1단계
모델링에서 다양한 논변 요소가 나타나는 높은 수준
의추론과정이일어났다(표 3). 이러한원인을 1단계,

2단계의탐구활동과제특성에서찾아보았다(표 4).
1단계 모델링에서 학생들은 비유 모델인 석유 펌프

를직접조작하는탐구활동을하면서모델구성을하
다. 석유펌프는심장의구조와기능이유사하여심

장의 혈액 흐름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비유 모델이다. 비유 모델은 실제 목표 개념과
학생들의 설명 모델 간의 중개자 위치를 갖는 현상과
개념의 단순화된 표상들이다(Coll et al., 2005). 석
유 펌프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부분적으로 표상하
으며 3차원비유모델로써학생들이직접조작하면

서 구조를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모델링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 있게 제시하는
자발적 추론을 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
어났다. 그 결과 학생들이 구성한 대부분의 1단계 설
명 모델은 석유 펌프 내에서의 물의 흐름 메커니즘을
펌프의 수축·이완 관계, 막의 개폐, 물의 흐름을 논
리적으로 설명하는 목표 모델에 도달하 다. 학생들
은 펌프 내에서의 물의 흐름이라는 역동적인 과정을
구조측면에서정교하게설명하 다.
2단계모델링은돼지심장을해부하여실제심장을

관찰하는탐구활동을한후에이루어졌다. 석유펌프
는펌프하나와관 2개, 막 2개의비교적단순한구조
로되어있지만돼지심장은2개의심방과심실, 4개의
혈관, 2개 이상의 판막으로 구성된 복잡한 구조이다.
복잡한 심장 구조를 관찰하는 활동이었지만 실제 혈
액의 흐름을 관찰할 수는 없었다. 목표 모델은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과 같이 역동적인 과정을 설명
해야 하지만, 2단계 모델링 탐구 활동에서는 심장 구
조만 관찰이 가능할 뿐 조작을 할 수 없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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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모델링 1단계와 2단계의 특성 차이

1단계모델링 2단계모델링

탐구활동속성

석유펌프조작
- 간단한구조
- 조작가능
- ‘펌프의구조’직접관찰
‘물의흐름’직접관찰가능

실제심장해부
- 복잡한구조
- 조작불가능
- ‘심장의구조’직접관찰
‘혈액의흐름’직접관찰불가능

추론과정속성 직접관찰한경험과연결하는자발적추론 석유펌프 탐구 활동 경험과 과학적 지식, 심장
해부구조관찰에의존한간접적추론

소집단설명모델
속성

대부분이목표모델에도달
- 펌프의수축과이완, 막의개폐, 물의흐름을
연결해서설명

일부소집단모델은목표모델에도달하지못함
- 혈액의 흐름 순서는 언급하 으나 판막의 개
폐와연결시켜서논리적으로설명하지못함



은 석유 펌프 조작을 통해 알게 된 물의 흐름 메커니
즘과이전에배웠던과학지식과돼지심장구조를관
찰한것을연결짓는간접적인추론과정을통해소집
단 설명 모델을 구성하 다. 그 결과, 일부 소집단 학
생들의 설명 모델은 혈액의 흐름 순서 과정을 구조와
연결하여설명하 지만판막의개폐와연결하여논리
적으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는 못하 다. 또한 2단계
모델링의 목표 모델인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은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기 때문
에 학생들은 배경 지식을 이용하여 목표 모델에 가까
운설명모델을모델링초반에제시하기도하 다. 이
것은 다른 학생들이 제시한 모델을 반박하거나 이에
도전할만한설명모델을구성하지못함으로써학생들
이 활발한 논변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합의를 통해 공고화 된 과학 지식
을 논변의 대상으로 할 경우, 학생들 자신의 주장이
과학 지식에 도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활발한 논변
활동이 일어나기 힘들다는 Millar(1998)의 주장을 지
지한다. 

2) 갈등 상황의 출현에 따른 추론 과정의 변화
갈등 상황은 Toulmin(1958)의 논변 분석틀 요소

중 반증(rebuttal) 형태의 발화에 의해 조성되었다.
반증이란 논변에 대한 자료, 보장, 지지, 한정어에 대
해 반하는 진술이다(Simon et al., 2006). 최초 모델
은 설득하려는 성향을 지닌 리더에 의해 제시되었으
며, 반증도입은이들의사고를자극해서모델링과정
에서다양한논변요소가드러나도록하 다(Berland
& Reiser, 2009). 모델제시자는반증에대해논박하
고 초기 모델을 정당화하면서 활발한 논변 활동을 하
으며, 초기모델에대한이론적근거를풍부하게하
고, 스스로비판적검토를하면서목표모델과가까

운모델로발달시켰다. 

① 정당화 과정에 의한 정교한 추론
학생들의 소집단 모델링을 살펴보면, 반증이 나타

나는 추론 과정에서 갈등 상황이 유발되었다. 이지
과김희백(2011)은소집단구성원들사이에서서로다
른 의견이 형성됨으로써 나타나는 내부 갈등을 논변
발달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 다. 소집단 모델링 과
정에서도 내부 갈등은 모델 제시자로 하여금 처음에
제시된 설명 모델을 정당화하도록 자극하여 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풍부하게 해주는 요인이었다. 정당화
과정에서 다양한 논변 요소가 드러나게 되었는데 이
는 1조의 1단계 모델링에서 잘 드러났다. 그림 10을
살펴보면 학생 2는 석유 펌프를 조작하고 관찰한 사
실을바탕으로목표모델에가까운M0을구성하 다.
학생 1은석유펌프내에서의물의흐름이스포이트의
원리와비슷하다는질문형태로설명모델M1을제시
한다(8). M1은M0에경쟁모델이며내부갈등을일으
키는반증의역할을하 다. 학생 2는M1에서설명하
는 스포이트 모델이 2개의 펌프가 동일한 펌프를 사
용했기 때문에 압력만으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처음에 주장한 M0의 지지
(backing) 역할도 동시에 하 다(9, 11). 또한 추가적
으로펌프내부공간에서의물의저장능력을막의유
무와 개폐와 연결하여 설명하면서(13) M0에 대한 이
론적 근거를 풍부하게 제시하 다. 이와 같은 예시를
보면경쟁모델에의한내부갈등으로인해초기모델
제시자가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하고 자신의 모델을
방어하며 경쟁 모델을 논박함으로써 모델에 대한 이
론적인근거를풍부하게하 다.

② 설명 모델의 발달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설명 모델에 대한 이론적 근거

가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설명 모델은 목표 모델에
가깝게발달하기도하 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학생
1은 A펌프가 B펌프에 비해 물을 잘 이동시키는 것은
A펌프가 막을 2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단순히 막이 있어서 물이 잘 흐른다는 설명 모델 M0
를 제시하 다(2). 이 때, 학생 2는 B펌프도 A펌프만
큼 물을 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반증을 제시함으로써
내부 갈등이 나타났다(5). 학생 1은 이를 논박하면서
펌프 내의 물 저장량을 고려하는 M1을 제시하 다.
학생 3은판막역할이빠진것같다는질문을하여학
생 1이 메타인지적인 사고를 하도록 자극하 다(10).
그 결과 학생 1은 목표 모델에 더 가까운 모델 M2를
구성하게되었다(11). 학생 1의질문은주제에대해이
해하고 있는 사실을 분명히 해주고, 논의에 사용하여
의심되었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다른 사고를 자극하
는 인지 과정을 안내하여 발산적인 견해를 자극하
다(Chin & Osborne, 2008). 학생 3이 M2와 가까운
모델 M3을 제시하면서 M2가 소집단 구성원들의 합
의를통해소집단의최종모델이되었음을알수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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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조의 1단계 모델링에서의 추론과정

그림 11 2조의 1단계 모델링에서의 추론과정



다(12). 반증에 의한 갈등 상황과 여러 학생들의 질문
을 통한 참여가 일어남으로써 모델 제시자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논박하고, 자기반성을 통해 초
기설명모델을명확히인지하여초기모델은목표모
델에가깝게발달하 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비유 교수 모델을 이용한 모델 기반
수업에서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 흐
름에대한소집단모델발달과정과추론과정을탐색
해보았다. 소집단모델링수업을분석한결과, 학생들
의 소집단 모델 발달 유형은 정체형, 첨가형, 정교형
이나타났다. 소집단모델발달유형은학생들의상호
작용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많은 사례에서 정교형이
나타났다. 정교형 모델링이 나타나는 경우에 다양한
논변 요소가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추론 과정이 일어
났으며, 비유 모형 활동과 내부 갈등이 수준 높은 추
론 과정이 일어나도록 하여 초기 모델을 정당화하고
소집단모델이목표모델에도달할수있도록하 다.
정체형 모델 발달은 리더만 모델을 제시하여 최종

적인 소집단의 모델이 되므로 비협력적인 모델링
(non-collaborative modeling)이며, 첨가형, 정교형
모델발달은두사람이상의참여를통하여초기모델
이보다정교화되므로협력적인모델링(collaborative
modeling)으로 볼 수 있다. 비협력적인 모델 발달에
서는 배타적 리더가 설명 모델을 제시하고 강요할 뿐
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참여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
에 비판적 검토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목표
모델에 도달하는 모델로 발달할 기회가 없이 개인적
차원에서만 모델링을 하 다. 정체형 모델 발달 과정
에서는 제시된 모델이 정교화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잘못된 설명 모델을 그대로 학습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에 반해 협력적 모델링을 할 때에는
여러 학생들이 최초 모델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하면
서최종적인설명모델구성에기여하게된다. 첨가형
모델링의 경우에는 모델 제시자가 아닌 사람에 의해
비판적 검토가 나타났고, 그 결과로 두 사람 이상의
설명 모델이 더해지면서 발달하 다. 정교형 모델 발
달에서는 모델 제시자가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모델
제시자의 자기반성에 의한 비판적 검토도 일어나게
되면서 초기의 모델은 목표 모델에 가깝게 발달하

다. 협력적인모델링은여러학생들이모델제시와비
판적검토, 추론과정에참여를통한사회적상호작용
으로 인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모델링
이모두일어나모델이발달할수있다.
소집단 모델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추론 과정을

Toulmin(1958)의 논변 요소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았
을때정교형모델발달이나타나는 1단계모델링에서
높은수준의추론과정이일어났다. 1단계모델링에서
는석유펌프를비유모델로사용하 는데, 이는실제
심장 구조보다 단순하면서 구조와 기능이 비슷하여
학생들이구조와물의흐름을관찰할수있었다. 이러
한 직접 경험에 의한 자발적 추론으로 인해 학생들에
게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맥락이 조
성되었다. 또한 반증(rebuttal) 형태로 내부 갈등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논변 요소가 출현하는 높은 수준
의 추론이 이루어졌다. 갈등 상황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을 정교화 하도록 촉진하여 다양한 논변 요소가
등장하는 등 수준 높은 논변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
다. 뿐만아니라내부갈등을일으키는반증을제시하
거나확인질문을하는것과같은여러학생들의참여
로인해초기모델이목표모델에부합하는설명모델
로 진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모델의 질이 향상
되었다. 
소집단 모델링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 학습이 일어나도록 해주어 모델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학습 형태이다. 이 때에 학생들이 상호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교수 도구나 과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협력적인
과제나 교수 도구를 제공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학
생들이 협력적인 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 다. 학생들이 활발한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할수있는사회적인맥락을조성해주어야한다. 여러
학생들의 비판적 검토는 모델이 발달할 수 있었던 계
기가 되었으므로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허용
적, 비판적으로수용할수있는소집단분위기가형성
되어야 한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
는 것은 아니므로 교사는 평소 교실 수업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학생들을 독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리더의 성향도 학생들의 참여에 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소집단 구성을 할
때에 학생들의 성향을 고려하여 배타적 성향의 학생
들만구성되지않도록해야한다. 또한소집단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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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은 여러 학생들이 함께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탐구 수업이지만 연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소집단
내에서비판적검토가나타나지않을때, 교사의개입
이없을경우소집단모델이목표모델에도달하지못
하 다. 따라서 학생들의 토론을 중재하고 안내하는
교사의적극적인역할이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장 내에서의 혈액의 흐름에 대

한학생들의소집단모델발달과정을알아보았다. 여
러 학생들이 함께 모델링을 하면서 목표 모델에 근접
하는 설명 모델을 구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
만 소집단 설명 모델이 개인에게 적절히 내면화가 되
었는지 알 수 없었다. 추후에 소집단 모델링 학습이
개인의내면화에어떠한 향을미쳤는지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심장 내 혈액의
흐름은 순환계에 대한 개념을 알기 위한 핵심 내용이
지만 순환계에 대한 수업까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심장 내 혈액의 흐름에 대한 모델링 수
업이 순환계에 대한 개념 학습에 미치는 향 즉, 기
관 수준의 학습과 개체 수준의 학습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필요할것이다. 

국문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소집단 상호작용에 따른 심장 내
혈액흐름에대한모델발달유형과추론과정을탐색
해보는 것이다. 서울 소재의 지역 구청 재원 8학년
학생들 14명이 3명이나 4명으로 한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탐구 활동을 하 다. 이들은 비유 모델 활동을
하면서석유펌프내에서의한방향물의흐름에대한
공동모델을구성하고, 돼지심장을직접해부하여실
제심장내에서의혈액의흐름에대한공동모델을구
성하 다. 소집단 상호작용은 학생들이 공동 모델을
구성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모델의 비판
적 검토, 모델의 제시자, 리더의 유형이 상호작용에
향을 미쳤으며, 모델 발달 유형은 정체형, 첨가형,

정교형이 나왔다. 정교형 모델 발달에서는 모델 제시
자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
토하 으며, 여러 학생들이 모델을 제시하고, 설득적
이거나 포용적인 리더가 존재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모델링에 참여함으로써 모델이 정교화 되거나 목표
모델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소집단 모델링에서의 추
론과정을분석한결과 1단계모델링에서높은수준의

논변이나타났다. 탐구활동의속성상비유모델인석
유펌프는심장구조보다단순하고, 구조와물의흐름
이 관찰 가능하여 학생들이 직접 경험에 의한 자발적
추론을할수있어서논변활동이활발하게나타났다.
또한, 높은 수준의 추론 과정에서 내부 갈등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정교화하 으며, 초기설명모델이목표모델에가깝
게되면서모델의질이향상되었다. 그러므로석유펌
프와 같은 비유 모델 활동은 협력적인 모델링이 나타
나게 해주는 좋은 학습 도구이므로 교수 학습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공동으로 모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생각이 정교화 되고, 설
명 모델이 과학적으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므로 적
절한 소집단 모델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
용해보는것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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