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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ientific model refers to a conceptual system that can describe, explain, and predict a particular physical phenomenon. The 

co-construction of the scientific model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w teaching and learning strategy in the field of science 

education and various studies. The evaluation and modification of models compared with the predicted models of data from the 

real world is the core of modeling strategy. However, there were only a limited data provided by the teacher in many studies 

of modeling comparing the students’ predictions of their own models. Most of the students we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the model with the data in the real worl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program that can evaluate the model by directly comparing the predicted models with the observed data from 

the real world. Through a collaborative discussion between teachers and researchers for 6 months, a 5-session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program on the subject ‘image formation by convex lenses’ for secon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as 

developed. Eighty (80) students in 3 classes and a science teacher with 20 years of service from general public co-educational 

middle school in Gyeonggi-do participated in this 2-week program. After the class, students were asked about the helpfulness 

and difficulty of the class, and whether they would like to recommend this class to a friend. After the class, 95.8% of the students 

constructed the scientific model more than the model using the construction rule. Students had difficulties to identify principles 

or understand their friends, but the result showed that they could understand through model evaluation experiment. 92.5% of the 

students said that they would be more than willing to recommend this program to their friends.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program will be applied to the school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tudents’ modeling ability and co-construc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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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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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모형은 특정한 물리적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할 수 있는 개념 체계를 말한다.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은 과학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교수 학습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모형을 통한 예상과 실제 세계에서 

얻은 자료와의 일치, 불일치에 따라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모형을 수정해 가는 것이 모형 구성 수업의 핵심이다. 하지만 

많은 모형 구성 수업에서는 교사가 제공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모형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에 그쳤으며, 스스로 실험을 

통해 얻은 실제 세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수업은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모형을 통한 예측과 직접 비교하여 모형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개월간 교사, 연구자 간의 협력적 논의를 통해 중학교 2학년 빛과 파동 단원 중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라는 주제에 대해 총 5차시의 모형 구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경기도 남녀 공학 중학교 2학년 3개 반 80명의 일반 학생

과 20년 경력의 현직 과학 교사가 2주간 개발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수업의 어떤 점이 좋거나 어려웠는

지, 이 수업을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지를 질문하였다. 수업 후 95.8%의 학생이 구조 규칙을 사용한 모형 이상의 과학적 모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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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원리를 찾아내거나 친구들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지만 이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을 

실험을 통한 모형 수정 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고, 학급 친구들끼리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된다는 점이 좋았다는 등의 응답

이 나타났다. 참여 학생 중 92.5%가 본 프로그램을 보통이상으로 친구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학생의 모형 구성 능력 및 사회적 구성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모형, 사회적 구성, 상, 볼록렌즈

OCIS codes: (000.2060) Education; (080.3630) Lenses

I. 서    론

모형은 복잡한 현상에 대한 기술 또는 단순화를 말하며[1]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연 현상의 특정한 유형을 특정한 이론

의 맥락에서 표상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 체계[2]를 의미한

다.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 본성을 깊게 탐구하기 위해 다

른 사람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모형을 공동으로 생성 ․ 평가 ․

수정하는 과학적 모형 구성 과정은[3,4] 과학 탐구의 본질로 

여겨진다[5]. 모형은 추상적인 이론을 구체화하여 실제 세계

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4] 과학 교육 분야의 새

로운 교수-학습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6-11]. 학습을 개인의 

내적 ․ 인지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사회적 실행과 상호작

용을 통한 공동 구성의 관점으로 변화함에 따라[12] 국내에서

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수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13-15].

그림 1과 같이 학습자는 문제 상황에 직면 할 때 행동과 

사고를 통해 정신 모형[16]을 구성한다. 학습자의 개념 세계는 

학습자 나름의 지식과 이론으로 구성되며[17] 학습자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을 인지하여 이상화한 뒤 개

념 세계의 지식과 이론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선정

하여 정신 모형으로 표상한다[10,17]. 학습자는 이렇게 표상된 

개념들을 서로 조직화하여 모형을 구성하고, 구성한 모형을 

통해 목표 현상을 기술, 설명 및 예측할 수 있다[10]. 이 과정

에서 학습자는 여러 학생의 비판적, 반성적인 상호작용을 통

해 모형을 평가 및 수정하며 연속적으로 중간 모형을 생산하

게 되고 정신 모형은 목표 모형에 가깝게 발달된다[3]. 이러한 

일련의 모형 구성(modeling)을 통해 구성된 “정신 모형”은 

가정이 명확해지고[18] 과학 지식과 가까워지면[16] “개념 모형”

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모형 발달을 통해 학습자의 개념 세

계는 더욱 구조화되고 확장된다[7].

모형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형의 생성(Generation), 평

가(Evaluation) 및 수정(Modification) 과정은 그림 2와 같다
[19]. 학습자는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모형을 생성하고 

이러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론하거나 계산을 통해 얻은 예상

은 관측과 측정을 통해 얻은 실제 세계의 자료와 비교된다. 

예측과 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 모형은 설명력을 얻으며 예

측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모형은 수정된다[19]. 이처럼 

모형 구성 과정에서는 실제 세계의 관측과 평가를 통해 얻은 

자료와 예측을 비교함으로써 모형을 평가하는 것을 강조하

지만[19], 많은 모형 구성 수업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실제 세계의 관측과 측정을 통해 자료를 얻는 과정이 결여되

어 있는 경우가 많다. 심장을 비유한 펌프 모형[13], 지각을 

비유한 종이 모형[20], 여과를 비유한 주사기 모형[14]등 실제 

세계가 아닌 비유 상황을 관찰하여 학생의 모형을 평가 하게 

하거나 흑점 사진[11]이나 달 사진[21]등 이미 측정된 자료를 

제공하여 모형을 평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는 모형 

구성 시간 확보를 위해 실험을 시범 실험 영상 관찰로 대체

하기도 하였다[15]. 따라서 국내의 모형 구성 수업은 모형의 

생성, 평가 및 수정의 GEM 순환[3] 중에 주어진 자료를 통해 

모형을 생성하는 과정이 강조된 수업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평가 및 수정 부분이 강조된 수업이 잘 나

타나지 않는 이유는 모형 구성을 위해 제한적인 자료가 제공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모형의 평가 및 수정 

과정의 강조를 위해 학습자가 다양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실

Fig. 1. Modelling dimension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concept[7,10]. Fig. 2. Model testin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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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실험 상황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모형의 평가 

및 수정 과정이 강조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은 학습자의 개념 세계가 과학적 이론에 기반 하여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적 이론에 대한 합치 평가와 모형 정합 

평가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념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현상을 관찰, 측정하여 자료를 얻는 과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모형 구성 수업의 사례를 개발 및 적용하고, 수업

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수업의 효과는 학생의 최종 모

형과 수업에 대한 학생의 평가의 두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 개념 세계: 지식

렌즈에는 광선의 진행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6개의 

특이점(cardinal point)이 존재 하는데 2개의 초점(focal point), 

2개의 주요점(principal point), 2개의 마디점(nodal point)이 

특이점에 해당한다[22]. 렌즈의 양쪽이 같은 매질로 둘러싸여 

있을 때 마디점과 주요점은 일치한다[23]. 이 점은 얇은 렌즈

에서 렌즈의 광심(optical center)과 일치하므로 얇은 렌즈에

서 광심을 지나는 빛은 근사적으로 직진한다[23]. 이와 같이 

얇은 렌즈의 특이점은 3개의 점(두 초점과 광심)으로 볼 수 

있으며 그림 3과 같이 얇은 렌즈의 두 초점과 광심을 지나는 

세 광선을 이용해 물체의 상을 찾는 방법을 평행광법(parallel 

ray method)이라고 한다[22].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이 3개의 

광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4].

∙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빛은 볼록렌즈를 통과한 후 

초점을 지난다.

∙ 볼록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빛은 굴절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 볼록렌즈의 초점을 지나는 빛은 굴절한 후 광축에 평행

하게 나아간다.

뉴질랜드의 15-19세 학생을 대상으로 광선의 굴절 개념을 

조사한 연구에서 98%의 학생이 광축에 나란하게 광심을 지

난 빛은 직진한다고 응답한 반면 71%의 학생은 광축에 비스

듬히 광심을 향하는 광선이 꺾인다는 비과학적인 설명을 하

였다[25]. 따라서 볼록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한 모형

을 구성하기 이전에 볼록렌즈를 지나는 광선의 굴절에 대한 

지식이 먼저 습득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멀티미디어 CAL 

프로그램에서 볼록렌즈에서의 빛의 굴절 시뮬레이션 이후에 

볼록렌즈에서 상의 형성, 볼록렌즈에서 상의 형성 관찰, 볼

록렌즈의 초점 거리 측정의 순서로 시뮬레이션을 제안한 

Tao[26]의 연구와 그 순서가 일치한다. 

2.2. 개념 세계: 이론

중학교에서 다루는 볼록렌즈는 얇은 렌즈이며 근축광선만

을 다루고 있다.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는 한 책에서는 그

림 4와 함께 상의 형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22].

∙ 물체의 Q점에서 나오는 모든 광선은 Q’으로 모이고, 다

른 점 M에서 나온 광선은 M’으로 모인다. 이러한 이상

적인 조건과 공식은 근축광선 즉, 광축과 가깝고 광축과 

작은 각을 이루는 광선에서만 유도된다[22].

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망막 상 형

성에 관하여 총 9종 중 4종의 교과서는 물체의 한 점에서 나

온 한 개의 광선이, 9종 중 나머지 5종의 교과서는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두 개 이상의 광선이 진행하여 수정체에서 

굴절한 후 망막의 한 점에서 상을 맺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27]. 2009 교육과정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도 그림 5-7과 

같이 교과서에 따라 2개, 3개 또는 여러 개의 광선을 사용하

여 상의 형성을 설명한다.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 3. The parallel-ray method for graphically locating the image 

by a thin lens[24].

Fig. 4. Image formation by an ideal thin lens[22].

Fig. 5. Image formation by 2 rays[28].

Fig. 6. Image formation by 3 ray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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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은 물체의 한 점에서 나온 두 빛이 만나는 곳에 생기거나 

두 빛을 반대쪽으로 연장한 선이 만나는 곳에 생긴다[24].

∙ 물체위의 한 점 P에서 사방으로 퍼져 나간 빛 중 볼록렌

즈를 통과하여 굴절된 빛들은 한 점 P’에서 만난다[28].

Galili[29]는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학생의 모

형을 표 1과 같이 전체적 개념(Holistic conceptualization), 상 

투영 개념(Image projection conceptualization), 과학적 개념

(Formal conceptualization)으로 분류 하였다. Tao[26]는 표 1과 

같이 전체적 모형(Holistic model), 바늘구멍 모형(‘Pin-hole’ 

model), 구성 규칙(Construction rule)을 사용한 모형, 점대 점 

대응 모형(Point-to-point mapping model)의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학생의 4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Galili[30]에 의하면 상의 형성에 대한 이론은 역사적으로 영

혼이 이동한다는 광선과 무관한 이론에서 시작하여 하나의 

점에서 나온 하나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지나 한 

점에서 나온 광선 다발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발달해

왔다. 이렇게 몇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발달

해온 상 형성 이론의 역사적 발달 과정은 앞의 Galili[29] 및 

Tao[26]의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의 모형 발달 과정과 유사하

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세계 내에 위치한 

학생의 이론을 상 형성에 필요한 광선의 수와 연관지어 한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두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세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여러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등

으로 정의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2.3. 실제 세계: 문제 상황

첫 번째로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볼록렌즈에 의한 

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문제 상황에서 학생은 

그림 8과 같이 개념 세계 내의 지식과 이론을 사용하여 볼록

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초기 모형을 생성(Generate)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물체에서 나온 하나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가진 학생은 광축에 평행한 빛이 렌

즈를 지나 초점을 향한다는 지식을 통해 전체적 모형(Holistic 

model)을 구성하거나 렌즈의 중심을 지난 광선이 직진한다

는 지식을 통해 바늘구멍 모형(‘Pin-hole’ model)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체에서 나온 두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

한다는 이론을 가진 학생은 광축에 평행한 빛이 렌즈를 지나 

초점을 향한다는 지식과 렌즈의 중심을 지난 광선이 직진한

다는 지식을 통해 구성 규칙(Construction rule)을 사용한 모

형을 생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물체에서 나온 하나

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가진 학생은 첫 번째 문

제 상황인 볼록렌즈에서 도립 실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른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드러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볼록렌즈를 반 가

렸을 때 나타나는 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Galili[29]

는 비과학적 모형을 가진 학생에 대한 학습 전략으로 반 가

린 렌즈의 상을 관찰 하는 활동을 제안한다.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박현덕 등[31]의 연구에서 강의 수업을 듣는 34%, 실

험 수업을 듣는 88%의 학생이 수업 전에 상의 반이 사라진

다고 응답하였다. 반이 사라진다고 예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볼록렌즈의 아래쪽 반을 가릴 경우에 전체적 모형을 

가진 학생의 경우는 그림 9(a)와 같이 상의 반만 보인다고 

예상할 것이고, 볼록렌즈의 위쪽 반을 가릴 경우에는 그림 

9(c)와 같이 그 반대쪽 반만 보인다고 예상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상이 어두워지긴 하지만 상의 전체가 다 

나타나며 학생은 실험을 통해 이를 관찰 할 수 있을 것이다. 

모형의 정합성을 유지 하는 학생의 경우[17] 자신의 이론을 

수정하지 않으면서 상의 전체가 다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물체의 아래쪽에서 나와 상에 도달하는 선을 추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가림판을 치울 경우 두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학생의 이론을 물체에

서 나온 두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한다. 결과적으로 두 번째 문제 상황을 설명하지 

못하는 모형을 가진 학생은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광선

Table 1. Students’ models of image formulation in convex lens

Students’ model

Galili[29]
Holistic 

conceptualization
Image projection conceptualization -

Formal 

conceptualization

Tao[26] - Holistic model ‘Pin-hole’ model Construction rule
Point-to-point 

mapping model

No. of the rays 

of one point
0 1 1 2-3 many (flux)

Fig. 7. Image formation by many rays[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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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 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학생의 이론을 상의 형

성을 위해 더 많은 광선이 필요하다는 이론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그림 9(b)와 그림 9(d)와 같이 두 개의 광

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구성 규칙을 사용한 모형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학생의 이론 변화는 볼록렌

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한 학생의 모형을 좀 더 과학

적 모형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공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은 볼록렌즈의 중앙

이나 주변을 가렸을 때의 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렌즈의 모양은 결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볼록렌즈

의 중앙이나 주변을 가렸을 때에도 상 전체를 관찰할 수 있

다. 학생은 모형을 통한 예상과 실험의 관찰 결과를 비교하

여 이론과 모형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3.1.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개발

경력 20년의 교사가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관

한 과학적 모형 구성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참여하였다. 참여 교사는 수업 전략 수립부터 활동지 구성까

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은 6개월간의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협력적으로 구

성되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모형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학생

의 개념 세계 내에 위치한 지식과 이론이 고려되었으며, 학

생의 이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3.2. 수업의 개요

본 연구에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고려한 학생의 개념 세계와 실제 세계는 그림 10과 같

다. 개념 세계 내의 지식으로는 볼록렌즈를 지나는 광선의 

굴절에 대한 지식을 고려하였으며,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

는 광선은 볼록렌즈를 통과한 후 초점을 지난다.’, ‘볼록렌즈

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간다.’, 

‘볼록렌즈의 초점을 지나는 광선은 굴절한 후 광축에 평행하

게 나아간다.’는 지식으로 구분하였다. 개념 세계 내의 이론

은 몇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하는지에 따라 ‘한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두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세 개의 광선

이 상을 형성함’, ‘여러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함’ 등으로 구

분하였다.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은 볼록렌즈에 의한 상, 볼

록렌즈를 반 가렸을 때 나타나는 상, 볼록렌즈의 중앙이나 

주변을 가렸을 때의 상을 예상하고 관찰하는 것을 제안하였

다. 이를 고려하여 총 5차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

한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2와 같다.

1차시에는 2차시 모형 생성에서 사용될 지식을 획득한다. 

광축에 나란하게 들어오는 광선, 렌즈의 중심을 지나는 광선, 

렌즈의 초점을 지나는 광선이 어떻게 굴절하는지 굴절 규칙

을 통해 그려보고 실험을 통해 확인하여 볼록렌즈에서 광선

의 굴절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다. 세 가지 이외의 다른 광선

의 굴절을 관찰할 기회도 자유롭게 제공한다. 이 지식은 2차

시 모형 생성에 사용된다. 2차시에는 첫 번째 문제 상황 즉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초기 모형을 생성한다. 

초를 물체로 사용하는 경우 촛대 부분의 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취침등을 물체로 사용하였으며, 광축에

Fig. 8. Students’ model construction in situated problem 1.

(a) (b) (c) (d)

Fig. 9. Prediction of half covered convex lens by holistic model (a, c) and construction rule (b,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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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떨어져있는 물체의 상을 예시로 사용한 Heikkinen등[32]의 

연구를 참고하여 물체를 광축에 위치시키지 않은 그림 11과 

같은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다. 3차시에는 2차시에 생성한 초

기 모형을 사용하여 두 번째 문제 상황 즉, 볼록렌즈의 위나 

아래를 반 가렸을 때 나타나는 상을 예상하고 관찰을 통해 

모형을 평가 및 수정한다. 4차시에는 모둠 모형을 학급 내에

서 공유하고 논의를 통해 학급 모형을 구성한다. 5차시에는 

학급 모형 또는 학급 논의를 통해 수정한 모둠 모형을 사용

하여 세 번째 문제 상황 즉, 볼록렌즈의 위나 아래를 반 가

렸을 때 나타나는 상을 예상하고 관찰을 통해 모형을 평가 

및 수정한다. 각 차시는 모둠 논의를 통한 모둠 모형 구성 

과정을 포함한다.

3.3. 수업의 적용 및 분석

연구진이 개발한 과학과 학교교육프로그램은 2017학년도 

5월중 경기도 모범 혁신 남녀 공학중학교 2학년 3개 반 80명

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수업은 정규 수업 중에 일반 학생

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한 반은 3-4명으로 이루어진 8개 

모둠으로 구성되었다. 수업의 효과는 학생의 최종 모형과 수

업에 대한 평가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활동 후 

Fig. 10. Knowledge and theories in the conceptual world and situated problems in real world that we considered in this program.

Table 2. Teaching and learning sequence of developed scientific model co-construction program

Session Strategy Activities

1 Knowledge construction

1. Drawing rays passing through the convex lens by using law of refraction

2. Refraction experiment by using a laser pointer

3. Construction knowledge of Refraction in the convex lens

Group Model 

Construction 

by Discussion

2 Model generation in situated problem 1

1. Observing objects by using convex lens

2. Observing images in the convex lens

3. Model Generation about image formulation in the convex lens

3
Prediction about situated problem 2 and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1. Prediction about images in the half covered convex lens by using 

their own model

2. Observing images in the half covered convex lens

3.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4 Class model construction by discussion
1. Evaluating other group models

2. Group model modification

5
Prediction about situated problem 3 and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1. Prediction about images in the center or edge covered convex lens by 

using their own model

2. Observing images in the center or edge covered convex lens

3.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Fig. 11. Object is not lied on optical axis in this situated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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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록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관한 24개의 모둠 모형이 

분석되었으며 활동 후에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였다. 수업 평가에 대한 설문은 ‘1. 수업의 어

떤 점이 도움이 되었나요?’, ‘2. 수업의 어떤 점이 어려웠나

요?’, ‘3. 이런 방식의 수업을 친구에게 추천할 것인가요? 추

천의 정도를 아래에서 선택해주세요. 위와 같이 선택한 이유

는 무엇인가요?’, ‘4. 본 수업과 관련하여 건의할 사항이 있

나요?’의 네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3번 문항은 5단계 리커

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4.1. 최종 모형

학생의 구성한 최종 모둠 모형은 표 3과 같다. 총 5가지의 

모형이 나타났으며 2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유형1)이 1개 모둠(4.2%), 3-4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유형2)이 3개 모둠(12.5%), 

4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유형3)이 

18개 모둠(75.0%), 5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

용한 모형(유형4)이 2개 모둠(8.3%)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등

학교 학생의 볼록렌즈 상 개념을 한 점과 단일광선, 여러 개

의 단일 광선, 한 점과 두 개 이상의 광선으로 분류한 권경

필[33]의 연구에서 학생의 65.2%만이 가장 과학적인 모형인 

한 점과 두 개 이상의 광선으로 볼록렌즈에서 상의 형성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모형은 모두 물체의 

두 점에서 나온 두 개 이상의 광선을 사용하여 볼록렌즈에서 

상의 형성을 설명한다. 이는 중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권경필[33]의 연구에서 나타난 과학고등학교 학생의 가장 과

학적 모형보다 더 과학적인 모형을 가지는 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형2-4 (23개 모둠, 95.8%)에서 평행광법에

서 사용하는 세 개의 광선 이외의 다른 광선이 나타났다. 이

는 23개 모둠(95.8%)의 모둠이 Tao[26]의 연구에서 나타난 구

Table 3. Students’ final group model about image formulation in the convex lens

Students’ model
Students’ theory in 

a conceptual world
No. of students

Type 1 2 rays formulate images
1

(4.2%)

Type 2 3-4 rays formulate images
3

(12.5%)

Type 3 4 rays formulate images
18

(75.0%)

Type 4 5 rays formulate images
2

(8.3%)



210 한국광학회지 제28권 제5호, 2017년 10월

성 규칙(Construction rule)을 사용한 모형보다 과학적인 모형

을 최종적으로 구성하는데 성공하였음을 의미한다. 모든 학

생이 유한한 수의 광선을 사용했지만 이중 일부 학생은 여러 

개의 광선 즉, 광선 다발(flux)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가

지고 점대 점 대응 모형(Point-to-point mapping model)에 가

까운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학생의 설명은 다음

과 같다.

∙ 이 반을 가렸을 때 이 점에서는 세 가지 빛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빛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 

초점을 지나서 이 가림판에 닿지 않는 빛이 여기에 들어

가서 상이 다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 여기 이렇게 가렸을 때, 어쨌든 상이 다 보였으니까 여기

서는 하나의 빛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빛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여러 빛이 있어서 결국엔 여기 한 점, 한 

점에 모여서 상이 완성이 됩니다.

4.2. 수업에 대한 평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모형을 생성하거나, 평가 

및 수정을 위해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을 관찰하며 자료를 

획득하였다. 학생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자신

의 예상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자신의 모형 구성 과

정 또는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제공된 

다른 문제 상황 즉, 볼록렌즈의 반을 가릴 때의 상을 예상하

고 설명하는 것이 자신의 모형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학생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직접 실험해보지는 못하고 실험하는걸 보거나 설명만 들

어왔는데, 직접 실험하고 관찰해서 좋았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빛의 굴절까지 모

두 안 것 같아서 뿌듯하다. 

∙ 볼록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볼록렌즈 중간으로 빛이 가

도 굴절할 거라 생각 했는데, 직진한다는 것을 알았다.

∙ 이론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실험을 통해 쉽게 알

게 됨.

∙ 말로 빛이 이동하는 방향을 배웠는데 직접 레이저로 직

접 쏴서 이동방향을 더 잘 알게 되었다. 

∙ 빛이 초점을 지나고 렌즈를 지나면 나란히 나오고 이런 

3가지 이동방향을 알고 있었는데, 가림판으로 반을 가리고 

한 실험 덕분에 빛은 한 곳으로 모이는 걸 알게 되었다.

자유롭게 관찰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을 제공한 

것은 교수자가 의도한 실험만이 아니라 학생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직접 설계하고 실험을 통해 예상을 확인해 볼 수 있

었다는 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있었다. 

∙ 상이 직접 맺히는 실험, 볼록렌즈 실험, 직접 가설을 세

우고 실험을 하면서 더 잘 이해가 되었다. 

∙ 그리고 궁금했던 것도 직접 실험을 하니까 좋았다. 

∙ 수업의 재미와 이해속도를 up하게 해주었고, 궁금한 점

은 실험으로 해소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흔히 접해 보지 않은 어려운 문제 상황이었지만 모둠 논의 

및 학급 논의를 통한 공동 구성과정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도 나타났다. 

∙좀 더 집중하고 모둠끼리 더 협력을 잘하게 혼자서는 좀 

어려운 주제를 주었던 거 같다. 그리고 해결하고 뿌듯했

었고 볼록렌즈 빛을 쏴서 한 곳에 모이는 것도 새로 알

게 되었다. 

∙ 각 모둠끼리 볼록렌즈 그림 모형을 그리고 후에 다른 모둠 

것들도 다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게 도움 되었다. 나의 생

각과 다른 친구들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그걸 비교해 보

면서 최종적으로 모형을 그린 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 우선은 이론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한 가지의 일에 집중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

했고 어려운 문제를 협동하여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학생들은 비교적 어렵고 접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한 모형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거나 모둠원과의 논의를 통하여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실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실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

거나 모둠활동 중에 타인을 이해시키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

었다. 충분히 명확하게 안내하였지만 일부 학생에게는 부족

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수업 중에 실험 과정 및 

모둠의 논의 과정을 좀 더 명확히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어려운 점이 없거나 있었더라도 잘 해결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학생의 응답은 아래와 같다. 

∙ 볼록렌즈에서 반쪽을 가렸을 때, 상이 맺히는 이유가 궁

금했다. 원래 내 의견으로는 안 보일 줄 알았지만 보여서 

약간 충격을 받았다. 우리가 배운 3개의 규칙으로 그려보

니 한쪽은 그 빛이 만나 상이 맺혔지만 한 쪽은 한 빛이 

부족했다. 거기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다. 

∙ 스크린에 상이 생기도록 스크린과 모형의 거리조절이 힘

들었다. 

∙친구들을 이해시키며 같이 하기가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 실험이 매우 재밌어서 어려운 것이 없었다. 여러 가지 어

려운 점이 있었지만 실험을 해 봄으로써 어려운 점이 없

어졌다.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본 수업의 추천 정도를 물어본 결

과는 표 4와 같다. 80명 중 79명이 응답하였으며, 매우 그렇

다 26명(32.5%), 그렇다 31명(38.8%), 보통 16명(20.0%), 그

렇지 않다 2명(2.5%), 매우 그렇지 않다 4명(5.0%), 무응답 1

명(1.3%)로 나타났다. 추천 정도에 대한 평균은 3.92±1.05로 

나타났으며 92.5%의 학생이 보통 이상으로 본 수업을 친구

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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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추천하는 이유로는 모둠활동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

줄 수 있었던 것,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것, 친구와의 

관계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꼽았으

며, 직접 실험 하며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는 응답 등

이 나타났다. 

∙막상 수업을 해보니 이해가 가 신기해서

∙ 모두가 다 같이 경쟁가자 아닌 동반자가 된다는 것이 좋

았다. 

∙토론도 하고 공유 하는 방식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하며 

상의를 할 때, 친구의 다른 생각도 알게 돼서 유익한 방

식인 것 같다. 

∙듣고 보는 것보다 직접 만지고 실험해보는 게 좋은 방법 

같다. 

∙ 교과서 공부 말고 레이저를 직접 쏴서 직접 눈으로 보면 

빛의 이동방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볼록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대하여 

학생의 개념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며 실제 현상을 관찰 및 

측정하여 자료를 얻는 과정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모형 구성 

수업의 사례를 개발 및 적용하고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전 연구를 통해 볼록렌즈에서 광선의 굴절에 대한 지식과 

몇 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학생 나름의 이론을 

학생의 개념 세계로 정의하고 볼록렌즈에 의한 상, 볼록렌즈

를 반 가렸을 때 나타나는 상, 볼록렌즈의 중앙이나 주변을 

가렸을 때의 상을 예상하고 관찰하는 문제 상황을 제공하였

다. 학생은 각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광선을 더 추가하

며 모형과 이론을 좀 더 과학적으로 발달시킬 것으로 기대하

였다. 과학교육 전문가와 경력 20년의 교사가 6개월간의 지

속적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협력적으로 구성하였다. 프로

그램은 2017학년도 5월중 경기도 남녀 공학 중학교 2학년 3

개 반 80명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수업의 효

과는 학생의 최종 모형과 수업에 대한 평가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볼록렌즈에서 상이 생기는 원리에 관한 24개의 모둠 모형

을 분석한 결과 2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

한 모형이 1개 모둠(4.2%), 3-4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유형2)이 3개 모둠(12.5%), 4개의 광선

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유형3)이 18개 모둠

(75.0%), 5개의 광선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사용한 모형

(유형4)이 2개 모둠(8.3%)으로 나타났다. 23개 모둠(95.8%)이 

Tao (2004)의 연구에서 나타난 구성 규칙(Construction rule)

을 사용한 모형 이상의 모형을 최종적으로 구성하는데 성공

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여러 개의 광선 즉, 광선 다발(flux)이 

상을 형성한다는 이론을 가지고 모형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획득한 자료

를 자신의 예상과 비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자신의 모형 구

성 또는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볼록렌즈의 

반을 가리는 다른 문제 상황을 예상하고 설명하는 것이 자신

의 모형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자유롭게 관찰

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의 문제 상황을 제공하여 교수자가 의

도한 실험만이 아니라 학생이 궁금해 하는 상황을 직접 설계

하고 실험을 통해 예상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 도움

이 되었으며, 흔히 접해 보지 않은 어려운 문제 상황이었지

만 모둠 논의 및 학급 논의를 통한 공동 구성과정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나타났다. 비교적 어렵고 접해보지 않은 상

황에 대한 모형 구성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포

기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거나 모둠원과의 논의를 통하여 어

려움을 해결하였다. 실험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실험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모둠활동 중에 타인을 이해시키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생도 있었지만 어려운 점이 없

거나 있었더라도 잘 해결되었다는 응답도 다수 나타났다. 5

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본 수업의 추천 여부를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 26명(32.5%), 그렇다 31명(38.8%), 보통 16명

(20%), 그렇지 않다 2명(2.5%), 매우 그렇지 않다 4명(5%), 

무응답 1명(1.3%)으로 나타났다. 추천 정도에 대한 평균은 

3.92±1.05로 나타났으며 92.5%의 학생이 보통 이상으로 본 

수업을 친구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볼록렌즈가 상을 만드는 원리에 대한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구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모형과 

이론을 과학적으로 변화시키고 수업에 대한 참여 학생의 긍

정적인 평가를 얻는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는 과학적 모형의 사회적 수업의 설

계에 있어서 선행 연구를 통해 학생의 개념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의 지식과 이론을 추출하고 학생의 이론을 변

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 체계적인 프로

그램 설계의 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효과성을 검증하였

다. 개발된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구체적이며 체계적인 구

성 안은 학교 현장에 적용되어 학생의 모형 구성 능력 및 사

회적 구성 능력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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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degree of recommendation of this program

Response n (%)
Mean ± SD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No response

26 (32.5) 31 (38.8) 16 (20.0) 2 (2.5) 4 (5.0) 1 (1.3) 3.92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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