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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래프는 자료를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 교과

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의 전체적인 특징과 경향성을 분석하거

나 그래프의 목표 개념을 이해하는 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Dori 

& Sasson, 2008; Kim, Ko, & Kim, 2005). 그래프의 활용 방식은 

크게 그래프의 의미를 이해하는 해석과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Seçken & Yörük, 2012). 이 중 그래프의 구성

은 과학 탐구의 기본이 되는 자료의 측정, 분류, 예측, 전환 등의 활동

을 수반하며, 공간지각력, 논리적 사고력, 과학적 사고력, 추론 능력 

등의 종합적인 활용을 요구하므로 그래프의 해석보다 고차원적인 활

동이라 할 수 있다(Berg & Smith, 1994; Canham & Hegarty, 2010; 

Friel, Curcio, & Bright, 2001; Hipkins, 2011). 이에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수준(Kim &　Kim, 2002; Lim, Kim, & Kim, 2010; Ploetzner 

et al., 2009; Yang & Jang, 2012) 및 그래프 구성에 향을 주는 

인지적, 정의적 변인(Beaumont-Walters & Soyibo, 2001; Potgieter, 

Harding, & Engelbrecht, 2008)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다수

의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은 과학 그래프의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

우가 많고, 학생들이 구성한 그래프에서도 여러 가지 오류가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eichner, 1994; Kim & Kim, 2002; Kim, 

Choi, & Noh, 2009; Kim et al., 2009; Lapp & Cyrus, 2000).

과학 교과에서 그래프 구성의 목적은 주어진 자료를 단순히 점과 

선으로 바꿔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통해 자료의 과학적 의

미를 나타낸다는 데 있다(Gültepe, 2016). 학생들은 과학 그래프를 

구성할 때 주어진 자료의 특징 및 관련된 과학 개념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의 유형, 축의 변수와 단위, 눈금의 간격과 범위, 

점찍기와 추세선 구성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Brasell, 1990). 즉, 그래프 구성 문제는 주어진 자료로부터 그래프 

구성이라는 최종 목표에 즉시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Byun, 

2012; Park, 2018)이라 할 수 있고, 과학 그래프를 구성하는 과정은 

문제 상황과 관련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활용하여 최종 

목표를 향해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문제 해결 과정(Hong & Park, 

1994; Park & Kwon, 1994)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 관점에

서의 접근은 주어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학생들이 거치는 일련

의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에서 검토에 이르는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실패한 학생들과 비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제 해결 방

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won & Lee, 1988).

지금까지 과학 교과에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관련 연구에서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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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화학양론, 도, 용해도, 역학 등 학생들이 필요한 개념이나 공

식 등을 상기한 후 계산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하는 정량적 문제가 

주로 제시되었다(Atwater & Alick, 1990; Byun, 2012; Gabel, 

Sherwood, & Enochs, 1984; Hong & Park, 1994; Noh et al., 1996; 

Park & Cho, 2005). 이러한 정량적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개념을 이해

하지 못하더라도 암기한 공식에 값을 대입하는 경우와 같이 간단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Chiu, 2001; 

Jeon 1999; Zoller, Dori, & Lubezky, 2002). 그러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는 문제와 관련된 원리, 공식, 개념 등에 관한 명제적 지식과 축, 

기울기, 변수 등 그래프 구성 요소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아우르는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므로(Park, 2002), 정량적 문제와는 달리 

단순히 알고리즘을 이용해서는 문제 해결에 성공하기 어렵다. 이는 

학생들이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해결할 때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

과 다른 특징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하나, 문제 해결 관점에서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단계에 따라 심층적으로 조사

함으로써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그들

의 그래프 구성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한편,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하는 표상은 문제에 제시된 

정보나 상황을 알기 쉽게 표현하거나 재조직하고 사고를 구조화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Hong, 

1995; Madden, Jones, & Rahm, 2011). 특히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주 활용되는 용어나 수, 그림, 화학식 

등의 표상 외에도 순서쌍, 표, 부등호, 방정식 등 보다 다양한 표상의 

활용 능력을 요구한다(Choi & Heo, 2013). 따라서 문제 해결 단계에 

따른 학생들이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

하면 그래프 구성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전문가와 초보자가 활용하는 표상의 유형 및 표상이 활용되

는 순서와 방식의 차이(Kohl & Finkelstein, 2008), 동일한 과제를 

서로 다른 형태의 표상으로 제시할 때 학생들의 문제 해결 방법 비교

(Ibrahim & Rebello, 2012), 학생의 표상 사이의 전환 능력과 과학적 

이해 수준 사이의 관계(Cooper et al., 2010; Vermaat et al., 2003)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과학 그래프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표상 중 하나인 상황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과정을 조사하고자 학생

들이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대로 소리 내

어 직접 드러내도록 하는 발성사고법(think-aloud method)을 활용하

다. 발성사고법은 학생들의 사고 과정에 관한 정보를 회상에 의존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Ferguson, 

Braten, & Stromso, 2012). 하지만 자동화된 사고 과정의 경우 발성사

고법을 통해 표현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그래프 구성 과정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반구조화된 사후 면담을 함께 

실시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단계

에 따라 조사하여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 및 활용한 표상의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 관점으로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들의 그래프 구성 능력의 함양과 효과적 지도

를 위한 구체적 교수 방안을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남학생 5명, 여학생 

5명)이 연구에 참여하 다. 과학 교사에게 평소 수업에서 발표 또는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언어 능력이 뛰어나 발성사고를 효과

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과학 성적이 평균 정도인 학생들을 추천받았

다. 그 후 연구자는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연구를 안내하여 그 중 자발

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 다. 모

든 연구 참여자는 무작위로 S1-S10으로 표기하 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참여 학교가 사용하

는 과학 교과서를 수집하고 과학 교사를 통하여 실제 수업 내용을 

확인하 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의 

‘화학 반응의 법칙’ 단원에서 다루는 앙금 생성 반응은 반응물의 양에 

따라 생성된 앙금의 양을 그래프로 표현하기에 적절한 개념이다. 교

사는 자료 수집 시점을 기준으로 약 2주 전에 해당 단원에 대한 수업

을 하 으며, 앙금 생성 반응과 기체 발생 반응을 예시로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 화학 반응식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개념 

수업을 주로 하 다. 이때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실험 활동이나 그래

프 구성 활동은 하지 않았고 교과서에도 앙금 생성 반응과 관련한 

그래프는 직접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즉, 자료 수집 당시 학생들은 

비교적 최근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한 개념 학습을 하 으나 이를 주제

로 과학 그래프를 접하거나 구성한 경험은 없었다. 이에 앙금 생성 

반응을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의 목표 개념으로 선정하고, 학생들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을 묘사한 그림의 눈금을 읽고 그래프를 구성하

도록 그래프 구성 문항을 개발하 다(Kim et al., 2009). 구체적으로,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 용액을 혼합하여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 세 개를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자료로 제시한 

다음, 지문을 통하여 눈금 실린더로 제시된 그림을 보고 염화칼슘의 

양을 일정하게 하 을 때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 

앙금의 양을 그래프로 나타내도록 하 다. 먼저 연구 참여 학교가 

아닌 다른 중학교 3학년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예비연구를 시행하

다. 예비연구 결과, 학생들은 문제에 제시된 지문만으로는 각 눈금 

실린더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물

질의 화학식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그래프를 너무 작게 

그리거나 그래프 구성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 최종 개발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Appendix 1)에서는 

각 눈금 실린더 그림 아래에 눈금 실린더에 들어있는 물질의 종류와 

반응 전후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기호를 추가하 고, 지문에는 각 

물질의 화학식을 괄호 안에 제시하 다. 그리고 그래프 구성 공간에

는 1 사분면에 x축과 y축만 표현된 그림을 제시 한 후 학생들이 축과 

눈금을 포함하여 그래프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 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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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한 점을 파악하고자 그래

프 아래에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자세히 적도록 하 다. 

또한, 과학교육 전문가와 현직 과학교사가 참여한 세미나를 거쳐 지

시문과 그림 자료의 명료성을 점검받았다.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그래프 구성에 앞서 학생들이 발성사고법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실시하 다. 연구자는 먼저 이 연구와 

무관한 문제로 연구자가 직접 발성사고를 하는 시범 상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후 다른 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는 발성사고 연습을 두 차례 실시하 다. 학생들이 본 문제 

해결을 수행할 때는 연구자가 학생을 한 명씩 전담 관찰하면서 학생

이 그래프를 지우거나 수정할 때, 활동지에 그래프 외에 다른 내용을 

기록할 때, 사고 과정이 발성사고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와 같이 특징적인 점들을 관찰 노트에 기록하고 추후 면담에 활용

하 다. 또한,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발성사고 없이 생각만 할 때는 

학생의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학생의 발성사고를 촉진하 다. 발성사

고법을 활용한 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에는 5-20분(평균 1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두 녹음 및 녹화하 다.

과학 그래프 구성이 끝난 직후, 각 연구자는 자신이 관찰한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에서는 학생들에게 그

래프 구성 과정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의도를 파악하 고, 이때 연구자가 관찰 노트에 기록한 내용에 대해

서 질문하 다. 또한, 과학 교과에서의 그래프 구성 경험,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이해 정도와 오개념 여부, 그래프 구성 과정에

서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 는지 여부와 고려

한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 다.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교육 요구에 대해서도 질문하 다. 면담에는 25-40분(평균 

30분)이 소요되었으며 모든 과정은 녹음하 다. 모든 자료 수집은 

발성사고법과 면담법을 활용한 연구 경험이 있는 과학교육 전공 박사

과정 1인과 예비연구 및 예행연습을 통하여 추가로 연습을 실시한 

석사과정 2인이 함께 수행하 다.

발성사고 및 면담 과정을 녹음한 자료는 모두 전사하 다. 이후 

연구자는 그래프 구성 과정을 녹화한 상과 발성사고 전사 자료를 

함께 보면서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행동들을 전사본의 

해당 위치에 추가적으로 기록하 다. 예를 들어, 학생이 그래프의 추

세선을 구성하는 경우 발성사고 전사본의 해당 위치에 ‘(원점부터 

외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와 같이 괄호를 넣고 구체적인 행동을 

기록하 다. 이를 통해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발성사고

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순차적 문제 

해결 단계에 따라 조사하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한 표상 및 표상

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 및 활용한 표상의 수준을 자료 해석의 방향으로 설정하 다.

가. 자료 분석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 과학 교과의 일반적인 순차적 문제 해결 과정인 ‘이해-계획-수행-

검토’의 네 단계(Byun, 2012; Noh et al., 1996)를 설정하 다. 연구자 

1인이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Byun, 2012; Hong & Park, 

1994; Kwon & Lee, 1988; Larkin, 1978; Noh et al., 1996)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모든 학생의 전사본을 예비 분석하 고, 이를 통해 단계별 

하위 요소를 그래프 구성 문제 유형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예비 분석

틀을 개발하 다. 이후 2인의 연구자가 학생 3인의 전사본을 무작위

로 추출하여 각자 분석한 뒤 분석 결과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최종 분석틀(Table 1)을 확정하 다. 분석자 간 일치도가 

.93에 도달한 후에 1인의 연구자가 모든 전사본을 분석하 다. 과정 

요소의 분석 단위는 개별 발화 단위가 아닌 학생의 사고 과정에 따른 

하나의 의미 단위로 하 으며, 발성사고만으로 명확하게 분류하기 

어려운 과정 요소의 분류는 면담 전사본을 함께 분석하여 보완하 다. 

축에 관한 행동은 x축과 y축에 대하여 각각 한 번씩 나타났으므로 

작은 첨자 x와 y를 추가하여 구분하 고, 축에 숫자를 표기하면서 

곧바로 점을 찍는 경우와 같이 행동이 연달아 나타난 경우는 대괄호

로 묶어서 표시하 다.

다음으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이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분석하 다. 1인의 연구자가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 분석을 완료한 발성사고 전사본 자료와 녹화 상, 

활동지를 함께 보면서 학생들이 이 연구의 문제에서 제공한 표상인 

그림을 최종 표상인 그래프로 전환하기까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표상

을 활용하 는지 기록하 다. 이때, 학생이 활동지나 연습지에 필기

한 것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 으며, 이들이 활용한 표상은 표상 관련 

선행 연구(Larkin, 1981; Rau, 2015)에 제시된 것을 참고하여 기록하

다.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앞에 썼던 표상을 뒤에서 다시 읽거나 

계산 등에 활용한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상을 연결하여 이러한 연계 

활동을 표시하 다. 2인의 연구자가 분석 기준을 합의한 후 1인의 

A Understanding
  A1 Reading the problem
  A2 Rereading the problem
  A3 Retrieving information
  A4 Writing value of variables
  A5 Paraphrasing a self-term

B Planning
  B1 Setting graph type
  B2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B3 Thinking about concepts, principles, and laws
  B4 Fi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of variables

C Implementing
  C1 Plotting dots 
  C2 Selecting axes variables
  C3 Scaling axes
  C4 Constructing a trend line
  C5 Plotting an origin

D Revising
  D1 Checking the scientific meaning of graph
  D2 Checking the processes of graph construction

Table 1. Components of problem solving process in the scientific graph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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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가 모든 학생의 응답 원안을 분석하 으며, 이후 다른 연구자

가 응답 원안과 표상 분석 결과를 모두 검토한 후 이견이 있을 경우에

는 논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 다.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에 관한 

학생의 발성사고 및 면담 전사본,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포함하여 학생이 활동지에 작성한 내용, 활동 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삼각측정법(triangulation)을 활용하 다. 또한 과학 교

육 전문가와 현직 과학 교사가 참여한 세미나를 수차례 실시하여 연

구 방법 및 결과 해석의 타당도를 점검받았다.

나. 자료 해석

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순차적 문제 해결 단계와 활용한 

표상 및 표상의 전환 과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사용하

는 문제 해결 전략과 활용하는 표상의 수준에서 과학 그래프 구성에 

나타난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문제 해결 전략은 문제 

해결 방향과 성공 여부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Atwater & Alick, 1990; Byun, 2012; Hong & Park, 1994), 일반적으

로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의 활용 여부에 따라 구조적 전략과 

임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Hong, 1995). 또한, 적절한 표상의 활

용도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에 큰 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활동 중 

하나로 볼 수 있다(Hong, 1995).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구조적 전략(structural strategy)은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과 그래프 자체의 구성 과정에 관한 절차적 

지식을 모두 활용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으로 정의하 다. 

구조적 전략의 경우, 학생이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는 시점에 따라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전략과 수단-목적(mean-end) 전

략의 두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Hong &　Park, 1994; Larkin et al., 

1980; Park & Cho, 2005). 지식-개발 전략은 수행 단계 이전에 충분한 

이해와 계획 단계를 거치면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

련 개념을 추출한 후, 개념과 그래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맺어줌으

로써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명 전진 전략이다. 수단-목적 전

략은 최소한의 이해 및 계획 단계를 거친 후 바로 수행을 시작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다시 이해 또는 계획 단계로 돌아와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련 개념을 하나씩 차례로 찾아 나가며 문제를 비순차적으로 

해결하는 일명 역진 전략이다. 임의 전략(random strategy)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는 지식을 임의로 떠올리거나 제시된 자료만 보면서 

그래프를 구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으로 정의하 다.

한편, 학생들이 과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하는 표상은 문제의 

지문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핵심어를 숫자나 문자로 나타내는 언어

적 표상, 문제에 제시된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그림 표상, 문제에

서 추출한 정보 또는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물리적 표상, 문제 

해결에 관련된 반응식이나 방정식 등을 만드는 수리적 표상의 네 단

계로 나눌 수 있다(Larkin, 1981).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학생

들이 과학 그래프 구성에서 활용한 표상을 그 수준에 따라 고차원 

표상과 저차원 표상으로 구분하 다. 고차원 표상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거나 숨어있는 정보를 드러낼 때 활용하는 표상을 의미하며, 주로 

물리적 표상과 수리적 표상이 이에 해당한다. 문제의 목표 개념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거나 표시하는 방정식, 반응식, 부등식 등의 표상, 

수학적인 계산 과정에서 활용되는 순서쌍, 부등호, 등호, 기울기 등을 

고차원 표상의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저차원 표상은 문제에 이미 

제시된 표상을 그대로 또는 일부만 변형하여 반복하는 수준에서 활용

되는 표상을 의미하며, 주로 언어적 표상과 그림 표상이 이에 해당한

다. 문제에 제시된 화학식이나 용어, 단어나 문장 형태의 진술문 중 

핵심어를 그대로 쓰는 언어적 표상, 문제에 포함된 그림을 그대로 

또는 일부만 수정하여 다시 그릴 때 활용하는 그림 표상 등을 저차원 

표상의 예로 들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과학 그래프 구성에서 나타난 문제 해결 단계별 하위 요소

학생의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의 유형에 따라 단계별 하위 요소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도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선행 연구(Hong & Park, 1994; Kwon 

& Lee, 1988; Noh et al., 1996)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단계별 

하위 요소의 종류 및 빈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해 단계에서는 주어진 문제와 지시문 등을 읽는 문제 읽기(A1), 

문제의 약 60% 이상을 그대로 다시 읽는 문제 다시 읽기(A2), 문제에

서 핵심구나 문장을 추출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정보 끌어내기(A3), 

그림으로 제시된 자료의 눈금을 읽는 변인의 값 적기(A4), 화학식이

나 물질의 이름 등을 자신에게 편한 용어로 바꿔 사용하는 자기 용어

로 의역하기(A5)의 다섯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이는 모두 정량

적 문제 해결 과정의 이해 단계에서도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났던 과

정 요소이다.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추가로 미지수 확인하기 

요소가 포함된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프 구성 문제는 주어진 자료를 

그래프로 전환하는 문제로서 별도의 미지수를 확인하는 과정은 불필

요하므로 해당 요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해 단계에서 나타났던 하위 요소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 읽기(A1)와 변인의 값 적기(A4)의 두 가지 하위 요소는 각각 

문제와 그림에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에게서 나타났다. 정보 끌어내기(A3)는 

문제 읽기나 변인의 값 적기 과정이 나타난 직후, 문제에 제시된 정보

를 요약하는 형태로 다섯 명에게서 나타났다. 다음은 S6이 문제를 

읽은 후, 문제에 제시된 그림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림의 눈금을 읽으

며 수를 추출하기까지 거쳤던 이해 단계의 과정을 나타낸다.

(문제를 그대로 읽으며) 철수는 일정한 양의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

륨 수용액을 넣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고 있다. 철수는 왼쪽 그림과 같이 

왼쪽 그림과 같이 넣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의 

양을 측정하였다. 철수의 실험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A1). (그림을 

보며)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반응한 결과가 3가

지인데(A3), (변인의 값을 적으며) 염화칼슘 수용액이 80mL 있을 때와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 50mL가 있을 때, 반응한 게 50mL가 됐어. 그리고 음 염화

칼슘 수용액 80mL, 탄산나트륨이 20mL일 때는 반응은 25mL가 됐고. 염화

칼슘 수용액이 80mL일 때는 탄산나트륨 40mL 둘을 더해서 반응하면 50mL

가 되었네(A4-A4-A4). 

[S6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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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 다시 읽기(A2)와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A5)는 각각 

한 명, 두 명에게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 이해 단계에서 주로 활용된 

요소는 아니었다.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이 요소들은 드물게 

나타났으며, 문제 다시 읽기는 문제 읽기에, 자기 용어로 의역하기는 

정보 끌어내기에 각각 통합된 예도 있었다(Hong & Park, 1994). 즉, 

이해 단계의 하위 요소는 종류 및 빈도가 정량적 문제 해결 연구와 

대체로 유사하 다.

계획 단계에서는 막대그래프, 선 그래프 등 그래프의 유형을 선택

하는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B1), 여러 가지 변인들의 종속, 독립, 통제 

관계를 분석하는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B2),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을 고려하는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하기(B3), 구체적

인 자료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B4)의 네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이 중에서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는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위 

요소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은 문제를 읽는 즉시 또는 암묵적으

로 그래프의 유형을 선 그래프로 결정하 기 때문에 그래프 유형 설

정하기는 한 명의 학생에게서만 나타났다.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리면 될 것 같으니까(B1). (중략)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거기 때문에. 아니 꺾은선 그래프로 그릴 필요

가 없나?(B1)  

[S1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그래프 유형 설정하기를 제외한 하위 요소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반 되어 요소의 의미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예를 들

어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B2)의 경우,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문제에 제시된 조건 사이의 비례 또는 대응 관계를 분석할 때 주로 

나타났지만,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변인들의 독립, 종속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 적용할 개념, 원리, 법칙 생각하

기(B3)는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와 같게 나타난 과정 요소이다. 

학생들은 그래프의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올바르게 고려하는 

때도 있었지만,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 등 주변 개념만 고려하거나 

포화/불포화 개념 등 목표 개념과 무관한 개념을 잘못 고려하는 때도 

있었다. 이에 그래프에 제시된 구체적인 앙금 생성 반응의 상황 즉, 

염화칼슘의 양이 일정하므로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

칼슘 앙금의 양이 어느 지점을 지나면 일정해진다는 것에 대해 올바

르게 고려한 경우를 밑줄(B3)로써 구분하 다(Cho, 1993).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B4)는 자료의 구체적인 수치를 비교하며 관계를 

찾는 것으로,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났던 ‘유도해 낸 물리량 

사이의 관계 찾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계획 단계의 

하위 요소별 특징이 잘 드러난 S7의 예시이다. S7은 염화칼슘, 탄산나

트륨, 탄산칼슘 수용액이라는 세 변인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변인 

사이의 관계 찾기 과정을 거쳤고, 각 수용액의 구체적인 양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 찾기 과정도 거쳤다. 또한, 

이때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함으로써 적용할 개

념, 원리, 법칙 생각하기 과정도 함께 나타났다.

(그림을 보며) 염화칼슘 수용액과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합하면 반응 후엔 

앙금이 생성 돼. 탄산나트륨 양을 좀 적게 하면 반응 후가 이렇게 되고…. 

탄산나트륨 수용액 양을 계속 변화하면서 앙금이 생성되는 총량을 보는 거니

까(B4-B2) (중략) (그래프 옆에 단서 조항을 쓰며) 단, 염화칼슘 수용액은 

80mL로 고정되어 있음(B4). (다시 그림을 보며) 앙금의 양이 두 쪽 다 영향을 

받으니까 한쪽만 고정을 해놓은 거지(B2). 염화칼슘 수용액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넣으면 나트륨이온은 염소랑 반응하지 않고 탄산칼슘 앙금이 생성

되겠지(B3).

[S7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수행 단계는 학생들이 직접 그래프를 구성하는 단계로서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의 수행 단계와는 달리 그래프 구성 문제 유형에 맞는 

새로운 하위 요소 설정이 필요하 다. 이에 그래프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Kim, Choi, & Noh, 2009; McKenzie & Padilla, 1986)에 제시된 

축, 점, 추세선 등의 그래프 구성 요소를 바탕으로 점찍기(C1), 축 

변수, 단위 표기하기(C2), 축의 숫자, 간격 표기하기(C3), 추세선 그리

기(C4), 원점 표시하기(C5)의 하위 요소를 설정하 다. 추세선 그리기

는 학생들이 예상하는 자료 사이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점과 

점 사이만을 연결하는 내삽과 주어진 자료 범위를 넘어서 추세선을 

확장하는 외삽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Kim, Choi, & Noh, 2009).

수행 단계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축을 설정하고 축에 숫자 및 간격

을 표기한 후 점을 찍고 추세선을 그리는 순서로 수행 단계를 거쳤으

며, 1명의 학생은 추세선을 먼저 그리고 축을 설정한 후 점을 찍고 

축의 숫자 및 간격을 설정하 다. 다음은 전형적인 수행 단계 과정을 

거쳤던 S5의 예시이다.

(축 변수를 쓰며) 그래프의 가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고 세로

축을 앙금의 양이라고 잡으면(C2x-C2y), (x축 척도 및 숫자를 쓰며) 20, 

40, 50mL가 있을 때(C3x), (y축 척도 및 숫자를 쓰고 점을 찍으며)두 번째 

그림 탄산나트륨 20mL일 때 앙금은 25mL. 세 번째 그림 40mL일 때, 앙금의 

양은 50mL, 첫 번째 그림 50mL일 때 50mL(C3y-C1-C1-C1). (외삽으로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며) 이 그래프는 증가하다가 평행

을 이루는 그래프인 것 같다(C4). 

[S5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한편, 원점 표시하기는 두 명의 학생들에게서만 나타났으며, 모두 

추세선을 외삽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추가 좌표의 의미로 함께 표현

된 경우 다.

(원점부터 증가하다가 내삽으로 일정해지는 반외삽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

며) 그러기 때문에 이제 0 콤마 0에서 20 콤마 25로 가서, 거기서 40 콤마 

50으로 가야지(C5-C4).

[S9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검토 단계에서는 그래프가 앙금 생성 반응을 잘 나타내

고 있는지 검토하는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 확인하기(D1)와 그래프에

서 점찍기, 축의 숫자와 간격 설정하기, 추세선 그리기 등이 잘 수행되

었는지 검토하는 그래프의 구성 과정 확인하기(D2)의 두 가지 하위 

요소가 나타났다. 검토 단계에서도 문제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반

되어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하위 요소와 비교할 때 그 

의미나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었다.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 확

인하기(D1)는 ‘유도해 낸 물리량의 의미 파악하기’에, 그래프의 구성 

과정 확인하기(D2)는 ‘계산 과정 훑어보기’에 각각 대응한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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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공통적으로 전자의 경우는 자신이 수행했던 내용을 과학적 

측면에서 검토하는 과정이고, 후자의 경우는 절차적 측면에서 검토하

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증가하다 일정해지는 형태의 추세선을 그리며) 앙금이 생성되는 거를 

보면(C4), 우선은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일정량을 더하면 앙금의 양이 많아질 

순 있지만,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아, 이게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이제 

더 이상 앙금이 더 생성되진 않는 걸 알 수 있지(D1).

[S10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구성한 그래프를 보며) 염화칼슘 수용액이 80mL(D2x), 근데 y축은 앙금

의 높이야(D2y).

[S1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 연구에서 검토 단계를 거친 학생은 모두 8명이었고 이중 그래프

의 과학적 의미를 확인한 학생은 2명, 구성 과정을 확인한 학생은 

4명, 두 가지 하위 요소가 모두 나타난 학생은 2명이었다. 이와 관련하

여 정량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학생이 수행 단계에 이른 다음 다시 

이해 또는 계획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검토 단계로 이동

하는 경우는 드물고, 검토 단계를 거치더라도 단순히 계산상의 오류

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Jeon, 1999; Park 

& Cho, 2005; Park & Kwon, 1994). 이와 같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정량적 문제에서 도출된 정답은 문제 해결의 목표로서만 기능

하는 반면,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구성된 그래프는 문제 해결의 

목표일 뿐 아니라 자료를 파악하고 목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

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이다(Bing & Redish, 2006, 2009; 

Meredith & Marrongelle, 2008; Tuminaro & Redish, 2004). 즉, 학생

들은 그래프를 구성한 다음 자연스럽게 그래프가 자료의 경향성이나 

과학적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지 확인하 으며 이 과정에서 검토 

단계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유형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에서 학생들이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과 활용

한 표상의 수준은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에 매우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3명의 학생이 

구조적 전략을 활용하 으며, 이 중 2명은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

고, 1명은 수단-목적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적 전략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문제 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전

략이다(Hong, 1995). 이 연구에서도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3명의 학

생은 모두 문제 해결에 성공하 다. 임의 전략의 경우,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고자 시도하 으나 성공하지 못하여 그래프 자체의 구성 과정

에 관한 절차적 지식만을 활용하거나, 처음부터 절차적 지식만을 활

용하여 그래프를 구성한 경우가 나타났다. 임의 전략을 사용할 경우 

대체로 시행착오를 함께 겪으며 문제 해결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큰데

(Park & Cho, 2005), 이 연구에서도 임의 전략을 사용한 7명의 학생 

중 2명은 문제 해결에 성공하 으나 5명은 문제 해결에 실패하 다.

한편, 표상 측면에서 저차원 표상 수준을 넘어 고차원 표상을 활용

한 학생은 3명이었는데, 이들이 활용한 고차원 표상은 순서쌍, 기울

기, 반응식, 계수비, 계산식, 부등호 등으로 매우 다양하 다. 또한 

이들은 모두 그래프 구성에 성공하 다. 반면, 7명의 학생은 그래프 

구성 과정에서 저차원 표상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활

용한 표상은 수와 문장 표상이었다. 이들 중 2명은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하여 문제 해결에 성공하 으나, 5명의 학생은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하지 못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유형을 구조

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의 

4가지로 분류하 다.

가.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1명의 학생(S3)이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에 해당하 으

며, 이 학생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Table 2와 같다.

S3는 이해 단계에서 문제를 읽은 후(A1),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

면서(A4) 각 그림 옆에 ‘50mL 앙금’과 같이 수와 수의 단위, 과학 

용어를 함께 기술하며 처음 제시된 그림 표상을 수와 단어 표상으로 

전환하 다. 계획 단계에서는 먼저 양이 일정한 염화칼슘 수용액이 

통제 변인에 해당함을 확인하 다(B2). 그리고 수와 단어 표상으로 

전환했던 자료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염화칼슘 수용액의 

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이 계속 증가해도 

앙금의 양은 증가하다 어느 시점 이후에는 일정해진다는 점을 파악하

고, 이를 앙금 생성 반응이 멈춘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목표 개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 다(B4-B3). 이를 바탕으로 S3는 탄산나

트륨 수용액의 양을 독립 변인으로, 탄산칼슘 앙금의 양을 종속 변인

으로 결정하는 축 설정을 하며(B2) 계획 단계를 마쳤다. 다음은 S3가 

계획 단계에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축을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그러면 이게 염화칼슘 수용액이 다 같고(B2), (써놓은 눈금 값들을 위에서 

아래로 손으로 훑으며) 탄산나트륨 수용액 양만 변화한 뒤 탄산나트륨 수용액

이 40mL와 50mL일 때 변화가 없으니까, 40mL일 때 반응이 멈추었다

(B4-B3). 그럼 탄산나트륨 수용액의 양이 변해서 앙금의 양도 변하니까 이걸 

x와 y로 놓으면 되나(B2)?

[S3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Student Problem solving processes & utilized representations

S3

A           B           C                                   D    C     D C
A1-[A4-A4-A4]-B2-[B4-B3]-B2-C2-C3x-[C3y-C1-C3y-C1-C3y-C1]-[C2y-C2x]-C4-D2-D2-C5-C4-D1-C4

그림-[수+단어]----------------------------------[순서쌍-그래프]---------------------------기울기-------반응식--
      ┗------------------------------------------┛┗----------------------------------------┛

A: Understanding, B: Planning, C: Implementing, D: Revising

Table 2.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the student with structural strategy-higher order represent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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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단계에서는 축의 변수와 단위를 지정하고(C2) x축의 눈금을 

지정한 다음(C3x), y축의 눈금을 지정하면서 한 번씩 점을 찍는 과정

(C3y-C1)을 반복하 다. 이때, S3은 점을 찍을 때마다 ‘(40, 50)’과 

같이 점의 좌표를 함께 표시하 고, 이 과정에서 수 표상이 순서쌍 

표상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S3는 점과 점 사이만을 연결하는 내삽으

로 추세선을 구성하 다(C4). 그러나 바로 이어진 검토 단계에서 S3

는 순서쌍을 이용해 각 직선의 기울기를 계산하고 해당 앙금 생성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쓴 다음 자신이 그린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검토 단계(D1)를 거쳤고, 이때 내삽만으로 표현했던 추세선

을 자료 범위 바깥까지 연장하는 외삽을 하며(C4)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하 다. 다음은 추세선을 내삽으로 표현했던 S3가 검토 단계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앙금의 양이 일정할 것임을 파악한 후 추세선을 

외삽으로 수정하는 과정이다.

(내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 이런 그래프가 생겼다(C4). 탄산나트륨 수용

액. (점의 좌표를 순서쌍으로 빈 곳에 다시 쓰면서)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하나도 안 넣었을 때는 0일 텐데(D2). 그러면 기울기를, (순서쌍을 이용해 

기울기를 계산하며)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는 기울기를 구해보면(D2),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러니까 (추세선의 왼쪽을 영점과 연결되게 외삽으로 나타내며) 

직선으로 나타내야 해(C5-C4). (화학 반응식을 쓰며) 앙금 이게 탄산나트륨 

수용액을 40mL 위로 계속 넣어도 변화가 없으니까(D1) (추세선의 오른쪽을 

외삽으로 나타내며) 앞으로도 계속 직선으로 나타날 것이다(C4).

[S3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 전략 측면에서 나타난 S3의 주요 특징은 계획 단계에서 

자료를 분석할 때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그래프의 목표 개념(B3)

과 연결지어 생각하 다는 점이다. S3는 제시된 자료 분석과 축 변인 

설정, 목표 개념의 고려에 이르는 충실한 계획 단계를 거쳐 수행 및 

검토 단계로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계획 단계로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서 S3의 문제 해결 전략은 구조적 전략 중 지식-개발 전략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프의 절차적 구성 과정

을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생각하 다는 특징

이 있었다.

표상 측면에서는 그림으로 제시되었던 정보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까지 수와 단어, 순서쌍 표상을 활용하 고, 검토 단계에서도 기울기, 

반응식 등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 다. 이때 수와 단어 표상은 문제에

서 그림의 설명과 눈금을 통해 나타난 정보를 정리하여 표현한 것으

로 저차원 표상에 해당하고, 순서쌍과 기울기, 반응식 표상은 문제에 

제시되지 않은 정보를 표현한 것이므로 고차원 표상에 해당한다. 또

한, 기울기는 여러 순서쌍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여 나타낸 표상이고, 

순서쌍은 서로 관련이 있는 수를 묶어서 나타낸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울기 표상은 수 표상을 순서쌍 표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나타

나기 어려운 표상이다. 그러므로 S3의 표상 전환 과정은 전 단계의 

표상이 계속해서 다음 표상으로 전환되는 의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

이었으며, S3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으로 그래프를 구성하

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에는 2명의 학생(S5, S7)이 해당

하 으며, 이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을 

Table 3에 제시하 다.

S5는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면서 그림 표상을 수 표상만으로 

전환하 다(A4). 이어서 계획 단계에서는 수 표상으로 전환한 자료의 

수치를 비교하 고(B4), 이때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여 수가 가지는 

의미를 목표 개념과 연관 지은 후(B3) 이를 바탕으로 축의 변수를 

추출하 다(B2). 다음은 S5가 자료의 수치를 비교하며 탄산나트륨의 

양에 따라 탄산칼슘 앙금의 양이 바뀌는데, 어느 지점 이후로는 앙금

의 양이 일정하게 제한됨을 파악하고 축을 설정하기까지의 과정이다.

세 그림 모두 전부 염화칼슘 수용액은 80mL로 같고(B4), 첫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은 앙금의 양이 같고(B4), 그러니까 이거는 탄산나트륨 수용액 

변화에 따라 앙금의 양이 바뀌는 것 같은데(B3-B2)? (축 변수 쓰며) 그래프의 

가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고, 세로축을 앙금의 양이라고 잡으면

(C2x-C2y).

[S5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처럼 S5는 계획 단계에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 고, 수행 단계에서는 축의 변수와 단위를 지정하고(C2) 축의 

눈금과 수를 표시한 다음(C3), 점을 찍고(C1) 내·외삽을 하여 올바른 

추세선을 구성함으로써(C4) 그래프 구성을 완료하 다. 수행 단계 

이후 검토 단계는 거치지 않았다. 즉, S5는 계획 단계에서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을 추출한 후, 개념과 그래프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 다.

S7은 문제를 읽으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파악하고 축 변수

를 추출한 다음(B2), 곧바로 그래프 축의 변수를 지정(C2)하 다. 그

리고 다시 계획 단계로 돌아와 그림을 보면서 ‘CaCl2의 양은 80mL로 

고정되어 있음’과 같이 그림에서 파악되는 내용을 문장 표상으로 정

리하 으며(B4), 이때 S5와 유사하게 이를 앙금 생성 반응과 연결 

짓는 과정(B3)을 거쳤다. 이후 각 그림의 눈금을 읽으면서 곧바로 

Student Problem solving processes & utilized representations

S5
A           B           C 
A1-[A4-A4-A4]-B4-B4-[B3-B2]-[C2x-C2y]-[C3x-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7

A B     C       B         A        B        C                   D
A1-B4-B2-[C2x-C2y]-B4-B2-B3-B3-[A4-A4-A4]-B4-B3-B3-[C3x-C3y]-C1-C1-C4-C1-C4-D1

그림-------그래프---------문장---------그래프-----------------------------------------------------------
 ┗--------------------------┻--------------┛

A: Understanding, B: Planning, C: Implementing, D: Revising

Table 3.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the student with structural strategy-lower order represent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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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축의 눈금 구성과 점찍기를 수행하 고, 다른 학생과 달리 

그림 표상을 수 표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검토 

단계에서는 그래프의 추세선에서 외삽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

정을 거쳤다(D1).

(점을 찍고, 원점부터 외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 20에서 25까지는 계속 

넣어주고(C1-C1-C4) (점을 찍고, 추세선을 연장해서 그리며) 40까지는 넣어

주면 계속 증가하다가 (점을 찍고 추세선의 오른쪽을 외삽으로 나타내

며)(C1-C4) 40이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

(D1). 

[S7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즉, S7은 문제에서 그래프 축 설정에 필요한 정보만을 찾아 먼저 

축을 구성하고, 다시 이해 단계로 돌아와 그래프 구성에 필요한 목표 

개념과 관련 개념을 하나씩 차례로 찾아 나가는 수단-목적 전략으로 

그래프를 구성하 다.

면담 결과, 이들은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올바르게 이해하

고 있었으며 문제에 제시된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림을 비교했을 때 처음에 염화칼슘 수용액은 딱 용량이 같고 탄산나트륨 

수용액만 50mL, 20mL, 40mL로 다른데, 반응 후에는 이 더한 값이 당연히 

용액이 되었고 앙금의 양이 변한 것을 보았을 때,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앙금

의 비교하려고 해서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변함에 따라서 앙금의 양도 변하기 

때문에 가로축을 탄산나트륨 수용액 잡고 세로축을 앙금으로 잡아서 넣었어

요.

[S5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얘는 앙금의 양, 여기 염화칼슘을 보면 염화칼슘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얘는 탄산나트륨이 50mL, 얘는 40mL인데 앙금 나온 게 45mL

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때 칼슘이 없어졌단 얘기고 이다음부터는 앙금의 양이 

똑같겠죠. 이 전까지는 더 많이 부어주면 그만큼 더 늘어나니까 점점 정비례

하는 그래프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앙금의 양이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

게 그렸어요.

[S7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뿐만 아니라 S7은 과학 그래프를 구성할 때에는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학 그래프의 구성은 어려울 것이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면담자: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과학 개념이 그래프 그리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S7: 네. 없으면 힘들겠죠. 그리기는 했었겠지만 그리면서도 이게 맞나 

하면서 그렸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얘는 앙금을 안 배웠으면 아마 그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앙금 같은 거 배우면서 한 거지, 만약에 앙금의 

개념을 몰랐으면 아마 이 그래프 자체를 못 그렸을 거예요.

[S7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개념적 이해가 높은 학생이 문제 해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Chiu, 2001), 또한 그래프 구성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Gültepe, 

2016)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목표 개

념에 대한 일관되고 구조화된 명제적 지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은 사용 전략과 무관하게 계획 단계에서 각 수치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을 파악(B4)할 때 명제적 지식을 연관 지어 생

각(B3)하 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같은 수 또는 

눈금이 두 번 나타난 것을 확인할 때 이를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목표 개념과 연결하여 ‘이것은 반응물의 양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앙

금의 양이 일정해졌음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이해하 다.

하지만 이 유형의 학생들은 표상 측면에서 전 과정에서 수 또는 

단어 표상만 활용하는 등 저차원 표상만을 활용하 다. 즉, 이들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지 않았지만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의 활용만으로도 올바른 그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다.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은 2명(S2, S10)이었다. 이 

중 S2는 목표 개념에 대한 고려를 시도하 으나, 오개념을 갖고 있어 

올바른 목표 개념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후 절차적 지식만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 다. S10은 처음부터 명제

적 지식에 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래프 구성에 관한 절차적 지식만

을 활용하 다. 이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Table 4와 같다.

S2는 이해 단계에서 문제와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으며 수와 단어

로 표상을 전환한 후, 계획 단계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자 하 다. 그러나 S2는 50mL의 탄산칼슘

은 50/3mL의 Ca2+와 100/3mL의 Cl-로 이루어져 있다는 등의 오개념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어와 계수비, 계산식과 같은 다양한 표상

을 활용하여 문제 분석을 시도하 음에도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정확

히 파악하는 데 실패하 다. 이에 S2는 오개념을 활용한 그래프를 

구성했다가 모두 지우는 시행착오를 거친 후, 자신은 목표 개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자료에만 기초하

여 절차적으로 그래프를 구성하기로 하 다. 그리고 수와 단어 표상

Student Problem solving processes & utilized representations

S2

A           B              C     B  C           D   C    B  C     B   A           C           D C D C D
A1-[A4-A4-A4]-A3-B3-B3-B4-B2-B4-B3-{[C2x-C2y]-B4-[C3-C1-C3-C1]-C4-D2-D2-C4}삭제-B2-[C2x-C2y]-B3-B4-A3-B3-B4-B3-B4-[C3-C1-C3-C1]-C4-D2-C4-D1-C4-D1

그림-[수+단어]---단어-계수비----계산식-그래프------------------------------------------그래프-----------------------------[순서쌍-그래프]------------------
     ┗--------------------┻---------------------------------------------------------------------------------------------------------┛

S10
A            B  A        B     A        B  C D  C                     
A1-A4-A3-A5-A3-B2-[A4-A4-A4]-B4-B4-[A4-A4-A4]-B4-C4-D1-[C2x-C2y]-[C1-C3x-C3y-C1-C3x-C3y-C1-C3x-C3y]

그림-------단어---------수-------------부등호-수----------------그래프------------------------------------------------------------

A: Understanding, B: Planning, C: Implementing, D: Revising

Table 4.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the student with random strategy-higher order represent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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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환했었던 자료를 순서쌍의 형태로 전환한 다음, 이에 기초하

여 점을 찍고 내삽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구성하 다. 이후 검토 

단계에서는 점찍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확인(D2)하 을 뿐 아니라 

시행착오 과정에서 활용했던 표상을 되돌아보며 구성했던 그래프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D1)을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S2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의 추세선의 양쪽을 각각 외삽하여 연장(C4)함으

로써 올바른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다.

(20, 25)를 지나고 그다음에 (40, 50)을 지나는데(D2), (원점부터 추세선의 

왼쪽을 외삽하며) 일단 40까지는 일차함수로 쭉 가는데(C4), 40을 넘어섰을 

때부터는 염화칼슘이 한정되어 있으니까(D1) (가로 직선으로 추세선의 오른쪽

을 외삽하며)(C4) 그 다음부터 앙금의 양은 어차피 일정하게 되는 구나(D1).

[S2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한편, S10은 문제를 읽은 후 먼저 그림 자료를 보면서 그림이 나타

내는 물질의 화학식을 단어로 작성하 고, 이후 눈금을 읽고 수를 

씀으로써 S2의 경우와 같이 이해 단계에서 수와 단어를 모두 활용하

여 표상을 전환하 다. 계획 단계에서는 부등호를 활용하여 변인의 

값을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하면서 각 수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

(B4)하 다.

수용액 양을 서로 비교해보면, 얘의 숫자를 2, 3, 매겨 놓으면 (부등호로 

숫자들을 크기순으로 재배열하며) 1번이 50mL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번, 

그다음이 2번이지(B4). 그다음에 앙금의 양도 보면, 이제 탄산나트륨 수용액

이 가장 많은 1이랑 2번째로 많은 2랑, 양이 50mL로 같고. 응? 50. 근데, 

여기 밑에 가라앉은 게 앙금인 건가? 이게 앙금이고, 1이랑 3이 앙금의 양이 

똑같고, 이게 2의 앙금의 양은 한 25? 25정도로 제일 적어(A4-A4-A4-B4).

[S10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수행 단계에서는 추세선을 먼저 그린 다음 S2와 마찬가지로 검토 

단계에서 추세선의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D1)을 거쳤다. 이후 

축의 변인을 설정하고 점찍기와 눈금 설정을 번갈아 하며 그래프 구

성을 마쳤다.

면담 결과, S2와 S10은 공통적으로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주어진 자료를 분석하여 절차적으로 

접근하여 그래프를 구성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 다.

좀 어려웠던 게, 과학 지식 같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게(앙금이) 정확히 언제부터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런 걸 모르겠어서 그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프 그리기 자체만 봤을 때는 괜찮았어요.

[S2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제가 처음에 앙금을 한번 보면서 중간에 잠깐 헤맸었는데, 우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니까. 그래프도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알고 분석해서 

그리는 거잖아요.

[S10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문제 해결 전략 측면에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명제적 

지식의 활용 없이 절차적으로 접근하 으나, 수행 단계 이후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를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한 그래프 개형이 가지

는 과학적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표상 측면에서 이들은 부등호, 순서쌍 등의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며 수치 사이의 경향성과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

다. 이들이 활용했던 표상 중 일부는 시행착오 과정에서 활용되기도 

하 으나, 수와 단어, 순서쌍, 부등호 등의 표상은 자료의 특징을 체계

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파악하는 과정에 유의미하게 활용되었으며, 표상 사이의 연관성도 

높았다. 특히 이들은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를 절차적으로 해결하는 

임의 전략을 사용하 기 때문에 저차원 표상뿐만 아니라 고차원 표상

의 활용과 표상 사이의 유의미한 전환이 올바른 과학적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 다(Cooper et al., 2010; Hill & 

Sharma, 2015; Lemke, 1998; Vermaat et al., 2003). 즉, 학생들이 명제

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극복하는 데 표상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

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tudent Problem solving processes & utilized representations

S1

A        B A B  C B   C        D    B C      B   C D          C  D   B C    D C       B C      D C 
A1-[A4-A4-A4]-B4-A3-B2-{C2x-B4-B2-C3x-C2y-C3-C1-D2}삭제-B1-{[C1-C1-C1]-B1-B4-C4-D2x-D2y-D2x-D2y-C2y-D2}삭제-B1-[C3-C1]-D2-[C3-C1-C3-C1]-B4-[C1-C1-C1]-D2-C4-C4

그림-수-----------------[막대그래프-문장]--------------------[선그래프]-------------------------------------------[막대+선그래프]------------------------------
    ┗---------------------------------------------------------------┛

S4
A           B  C          D  C B C     
A1-[A4-A4-A4]-B2-[C2x-C2y]-C3x-D2-C3-B4-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6
A             B           C                  
A1-A3-[A4-A4-A4]-B2-B4-B2-B2-[C2x-C2y]-[C3x-C3y]-[C1-C1-C1]-C4

그림----수-----------------------------그래프------------------------------------

S8
A             B  A B  A  B             C       B          C      B  C          D  
A1-A2-A3-A1-[A4-B4-A4-B4-A4-B4]-B3-B4-B4-B2-[C2x-C2y]-B4-B4-B3-B4-C3-C3-C3-B4-[C1-C1-C1]-C4-D2-D2

그림------------수-------------------------------------------그래프------------------------------------------------------------------

S9
A          B       C              B   C       B  C    D     
A1-A5-A4-A4-B4-B4-B2-[C3x-C2y]-[C3x-C3y]-B4-[C1-C1-C1]-B4-C5-C6-D2

그림---수--------------------그래프----------------------------------------------------

A: Understanding, B: Planning, C: Implementing, D: Revising

Table 5.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the student with random strategy-lower order representation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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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 및 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은 5명(S1, S4, S6, S8, S9)이

었다. 이들 중 3명(S1, S6, S9)은 축 설정과 점찍기까지 올바르게 수행

하 으나 추세선을 내삽으로만 구성하 다. S4는 그림 자료에서 잘못

된 수를 추출하여 그래프의 개형을 꺾은선 형태가 아닌 비례하는 직

선형으로 잘못 구성하 다. S8은 x축과 y축의 변수를 반대로 설정하

고, 점찍기와 그래프의 개형 구성도 올바르게 하지 못했다. S4와 

S8도 모두 내삽으로 추세선을 구성하 다. 이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과 활용한 표상은 Table 5와 같다.

S4, S6, S9는 유사한 그래프 구성 과정을 거쳤다. 이들은 공통적으

로 문제를 읽은 후(A1) 그림 자료의 눈금을 수 표상만으로 전환하

다(A4). 계획 단계에서는 수치들을 읽어보거나 비교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자료를 분석하며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를 파악(B4)한 다음, 

축 설정에 필요한 두 변인을 추출(B2)하 다.

(그림 자료를 읽고 수로 쓰며) 첫 번째 것, 그 다음 두 번째 것의 염화칼슘 

수용액은 80mL 똑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탄산 20mL밖에 안 넣었네. 

그러면 전체 더한 양은 100mL지. 근데 앙금은 25mL네?(A4) (그림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자, 50mL에선 50, 20에선 25. 그랬다가 40mL에서는 

50mL가 됐네(B4).

[S9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들은 수행 단계에서 내삽으로 추세선을 구성하 다. 검토 단계에

서 S9은 점과 점 사이를 추세선으로 잘 연결하 는지 확인하는 그래프 

구성의 절차적 과정에 대한 간단한 검토(D2) 단계를 거쳤고, S4도 축

의 눈금 간격을 확인하는 과정(D2)을 거쳐 눈금의 간격과 숫자를 일

부 수정하 지만 그림 자료의 눈금을 읽는 과정에서 수를 잘못 추출하

다는 점은 인지하지 못하 다. S6은 검토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S1의 경우에는 복잡한 문제 해결 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표상 측면에서 보면 그래프의 유형을 막대그래프로 해야 할지, 선 

그래프로 해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유형을 바꾸는 두 

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친 것이었다. S1은 결국 막대그래프와 선 그래

프를 동시에 그리기로 하고 수행 단계를 거쳤으며,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프의 유형에 관한 확인(D2)만을 하 다. 즉, 그래프 유형 설정에 

관한 시행착오를 제외하면 S1의 그래프 구성 과정의 특징은 S4, S6, 

S9와 매우 유사하 다. S8의 경우 명제적 지식의 활용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 유형의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되지만, 목표 개념인 앙금 

생성 반응과 무관한 포화/불포화 개념을 고려하 고, 이는 축 변수 

설정부터 점찍기, 그래프 개형 구성까지 모두 잘못 수행하면서 최종

적으로 2개의 옳지 않은 그래프를 구성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면담에서도 S8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명제적 지식에 관한 고려 

없이 주로 눈금 자료에서 전환했던 수 표상들의 수치 관계를 분석하

여 그래프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제가 생각해낸 와중에서 신기했던 게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20mL이

었을 때 앙금이 25mL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2배로 늘어서 40mL이었을 때는 50mL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비례인 거예요.

[S9의 사후면담 내용 중에서]

이 유형의 모든 학생은 수행 단계에서 점찍기를 한 다음 단순히 

점들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추세선을 내삽으로 구성

하 다. 이는 수학 교과에서 추세선을 내삽으로 구성했던 학생들이 

대체로 거점을 기계적으로 잇는 방식으로 추세선을 구성하고, 추세선

의 의미에 대해서도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Lee, Ryu, & 

Chang, 2009)과 유사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눈금까지 그린 그래프에 점을 하나씩 찍으며) 20mL 일 때는 25mL(C1), 

그리고 탄산나트륨 수용액이 40mL일 때는 50mL였다고(C1)…, 그다음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 50mL일 때도 탄산칼슘의 양이 50mL였다(C1). (내삽으로 

추세선을 그리며) 이 점들을 다 이으면 그래프가 되겠지(C4)?

[S6의 발성사고 내용 중에서]

이 유형의 학생들은 계획 단계에서 자료 사이의 관계와 경향성을 

분석할 때 공통적으로 수 이외의 표상을 활용하지 않고 간단한 수치 

비교와 축 설정 활동만을 하 다. 또한, 검토 단계에서도 눈금, 축, 

추세선 등 그래프의 구성 요소에 대한 절차적 측면의 점검 과정(D2)

만을 수행하 다. 이를 임의 전략 및 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이 

모두 올바른 그래프 구성에 성공했던 결과와 비교하면 그래프를 구성

할 때 이해, 계획 단계에서는 저차원에서 고차원 수준에 이르는 다양

한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검토 단계에서는 

그래프가 내포하고 있는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발성사고법을 사용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 다. 그동안 과

학 그래프 구성에 관한 선행 연구(Kim, Choi, & Noh, 2009; Kim 

& Kim, 2002; Kim et al., 2009)에서는 주로 그래프의 구성 요소에 

따라 학생들이 구성한 과학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분석하 다. 

이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래프 구성 요소에 대한 정보와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알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종합적인 그래프 

구성 능력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또는 전략에 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 연구는 문제 해결에 성공한 학생들에

게서 나타난 특징을 바탕으로 과학교사들에게 학생들이 과학 그래프

를 효과적으로 구성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또한, 과학교육 연구

자들에게는 그동안 계산 위주의 정량적 문제가 주로 제시되었던 문제 

해결 관련 연구의 역을 통합적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그래프 구성 

문제로 범위를 확장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유형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용한 전략과 활용한 표상의 수준에 따라 구조적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 구조적 전략-저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고차원 표상 유형, 

임의 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두 유형의 학생들은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

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활용한 표상의 

수준과 무관하게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하 다. 임의 전략-

고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명제적 지식의 활용 없이 그래프 구성

에 대한 절차적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 지만, 문제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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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서 다양한 저차원 및 고차원 표상을 활용하 고 표상의 전환도 

활발히 수행하 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료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거치며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임의 

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단순히 점을 연결하는 수준에서 

그래프를 구성하 고 검토 단계에서도 그래프를 과학적 맥락에 접목

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채 그래프 구성 과정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며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상황에서도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는 구조적 전략의 활용은 성공적인 문제 해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의 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진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의 고려는 학생들이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고, 축 변수 설정과 추세선 구성 등 수행 단계의 그래프 

구성 요소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이 계획 단계에서 명제적 지식을 활용하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그래프 구성의 계획 단계에서 변인 사이의 관계 

또는 변인의 값 사이의 관계를 찾을 때 올바른 명제적 지식을 고려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획 단계에서 

문제 상황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반응식 속에서 독립, 종속, 

통제 변인을 추출하고 변인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목표 개념에 관한 명제적 지식을 떠올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때 학생이 오개념 또는 목표 개념과 무관한 지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이 오히려 시행착오를 유발하는 등 성공적

인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생들이 오개념을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에 활용하려 할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가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한 표상의 수준도 문제를 이해하고 성공적

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다. 특히, 고차원 표상의 

활용은 명제적 지식을 고려하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 해결 성공 여부

에 결정적인 향을 미쳤다. 고차원 표상을 활용한 학생들은 공통적

으로 이전 단계에서 활용한 표상을 다음 단계의 표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의 단계별로 다른 표상을 활용하 고, 이

를 통해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에서 과학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사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상을 안내하여 학생들이 저차원 표상에 머물지 않고 고차

원 표상까지 활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이해 단계에

서는 제시된 그림에서 측정값을 기록할 때 단순히 숫자로만 기록하기

보다 수의 단위 표상을 함께 기록하여 수가 가지는 과학적 의미를 

고려하도록 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부등호, 계수

비, 표 등의 표상을 활용하여 자료 사이의 관계 및 경향성을 파악하도

록 할 수 있다. 수행 단계에서는 이해 단계에서 기록한 수를 순서쌍의 

표상으로 전환해 축의 척도를 설정하고 점을 찍을 때 활용하도록 유

도할 수 있고, 검토 단계에서는 기울기 등 그래프가 나타내는 자료의 

경향성을 점검할 수 있는 표상을 활용함으로써 구성한 그래프에서 

과학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이끌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구조적 전략 및 고차원 표상의 활용을 강조한 

교수법이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

록 그래프의 목표 개념, 제시되는 자료의 개형, 실험과 관련된 변수 

등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 과정이나 표상의 

활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학교급이나 목표 개념의 종류를 달리하

여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제 해결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 논리적 사고능

력, 학습 접근방식, 공간 능력 등 다양한 변인을 대상으로 문제 해결 

과정 및 성공 여부의 차이를 비교하 다(Hong, 1995; Hsu et al., 2004; 

Noh et al., 1996). 효과적인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전략은 문제의 

특성뿐 아니라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학 

그래프 구성 문제 상황에서도 이러한 학생 변인과 문제 해결 과정 

및 결과 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국문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과정을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하 다. 중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이들은 앙금 생성 반응을 묘사한 그림 자료를 바탕으

로 과학 그래프를 구성하 다. 학생들이 그래프를 구성할 때 거치는 

사고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발성사고법을 활용하 고, 

그래프 구성 과정에 대한 녹화 및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유형은 사용한 문제 해결 전략

과 활용한 표상의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구조적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은 그래프의 목표 개념에 대한 명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경향성을 파악함으로써 활용한 표

상의 수준과 무관하게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하 다. 임의 전략-고

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해 자료의 특징을 체

계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이 구성한 그래프의 의미를 과학적 맥락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과학 그래프 구성에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임의전략-저차원 표상 유형의 학생들은 단순히 점을 연결하는 방식으

로 그래프를 구성하 고, 과학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래프 구성 

과정만을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며 올바른 과학 그래프 구성에 실패하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과학 그래프 구성 능력을 효과

적으로 함양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주제어: 그래프 구성, 문제 해결, 표상, 발성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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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test item used in this study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mL) (mL) (mL)

염화칼슘 

수용액

탄산나트륨 

수용액
 반응 후

철수는 일정한 양의 염화칼슘(CaCl2) 수용액에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

을 넣는 앙금 생성 반응을 하고 있다.

 1) 철수는 왼쪽 그림과 같이 넣은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의 양에 

따라 생성되는 탄산칼슘(CaCO3) 앙금의 양을 측정하였다.

철수의 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자.

2) 그래프를 위와 같이 그린 이유를 적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