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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과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면 자연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표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모델은 자연을 표상하

기 위한 특정한 알고리즘을 갖는다. 그러므로 과학 모델에 대한 이해는 자연을 표상하기 위한 특정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

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다른 현상의 예측과 설명을 위한 도구로 본 

논문은 스크래치를 활용하였다. 또한 과학의 모델에 대한 이해의 소재로 대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교사 조차도 대안개념에 

머물러 있는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K대학원 교육대학원 멀티미디어와 과학교육을 수강한 17명의 과

학교사이며, 스크래치를 통해 기본 알고리즘 3시간, 응용 알고리즘 3시간을 투입하였다. 모델에 대한 이해를 위해 뜨거나 가라

앉는 현상에 때한 LP설문지를 사전, 사후검사에 실시하였다. 1차적으로 양적변화를 통해 이 현상에 대한 개념의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았으며, 2차적으로 인터뷰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모델에 대한 이해를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과학교사

들은 현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수준이 상승하였으며, 질적자료 분석 결과, 모델에 대한 깊은 이해(depth)와 전이능력(transfer)이 

증가하였다. 이는 스크래치를 통해 과학 모델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키워드: 스크래치(scratch), 과학 모델(scientific model), 알고리즘(algorithm)

I. Introduction

과학 모델에서 사용하는 모델은 자연 그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복잡한 자연을 단순화하여 규칙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특정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모델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면 과학에서 모델은 실제 사물이나 사건에 대응하는 

임시적인 스키마이거나 구조이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과학 모델에 대한 이해는 모델이 갖는 특정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Grosslight et al., 1991). 학생의 

모델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러한 모델을 가르치는 과학교사의 

모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학 모델 중에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가르치는 과학교사까지도 대안개념에 

머물러 과학교사들 조차도 대안개념에 머물러 있는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에 대해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모델의 알고리즘 교육이 과학 

모델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II. Exploring algorith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5권 제2호 (2017. 7)

381

1. Related principle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의 주된 과학적 원리는 중력이다(Kim et 

al., 2017).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 없는 공간에서 이 현상은 관찰될 

수 없다. 중력은 지구가 질량을 가진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말한다. 

모든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기지만, 상대적으로 더 큰 중력이 작용한 

물체가 아래에 위치하며, 반대로 상대적 더 작은 중력이 작용한 물체는 

위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체 속에 물체의 중력과 물체의 동일한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중력을 비교하여 더 큰 중력이 작용한 것이 

아래로(가라앉고), 작은 중력이 작용한 것이 위로 위치한다(뜬다)(Fig. 

1).

Fig. 1. Core Principle

또한 떠오르는 물체는 유체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가 줄어듦에 

따라 경쟁하는 유체의 중력이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부력의 변화에 

해당한다(Fig. 2). 그러므로 이 현상은 부력의 크기 변화까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2. Magnitude of Buoyancy for Floating Object

2. Algorithm implementation of model through scratch

스크래치를 통한 모델의 알고리즘의 구현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개발되었다. 1개의 스크래치는 물에 밀도가 다양한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의 밀도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왜 밀도가 물체의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은 이에 대한 스크래치 스크립트와 

이를 실행한 장면이다.

Fig. 3. Script and Implementation Scene on Algorithm 1

두 번째는 보다 복잡한 상황을 스크래치 구현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스크래치는 단순히 물체의 밀도에 따라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구현하였다면, 이제는 유체의 밀도가 달라짐에 따라 이 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찐달걀은 물에 가라앉는데, 여기에 

소금을 일정량 넣음으로써 달걀의 위치변화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는 이에 대한 스크래치 스크립트와 이를 

실행한 장면이다.

Fig. 3. Script and Implementation Scene on Algorithm 2

III. Methodology

1. Participant

본 연구의 대상은 2016학년도 K대학교 교육대학원 여름강좌의  

‘멀티미디어와 과학교육’을 수강한 17명의 과학교사이다. 이들의 

세부 과학전공은 Table 1과 같다.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인 과학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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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특정한 전공으로 쏠려있기 보다는 다양한 전공으로 분포하고 

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학교사들의 모델에 대한 이해로 

해석하는데 특정 전공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Major Number(%)

Elementary Science 6(35.3%)

Physics 1(5.9%)

Chemistry 4(23.5%)

Biology 3(17.6%)

Earth science 3(17.6%)

Total 16(100%)

Table 1. Participant

2.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는 스크래치를 이용한 교사교육이 과학교사의 모델에 대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과학교사들의 사전에 

선정된 모델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다. 이때 사용한 검사도구는 

송그론(2016)이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에 대한 설명수준을 1단계부터 

4단계로 구분한 것으로 기존의 설문지와 다르게 개방형 답변을 요구하

기 때문에 실제로 현상에 대한 질적 이해를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전검사 종료 후 6시간에 걸쳐 스크래치를 이용한 모델의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처음 스크래치 3시간은 밀도의 크기가 물체의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유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탐색이었다. 2번째 스크래치 역시 3시간으로 투입되었으며, 이때는 

유체의 밀도 변화에 따라 물체의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 왜 달라지를 

구현하는 알고리즘으로 진행하였다. 처치가 종료된 이후, 사전검사와 

동일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사후검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스크래치를 

이용한 교사교육이 교사들의 과학 모델의 알고리즘 이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질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와 자기보고식 

설문지가 함께 진행되었다.

Fig. 4. Research procedure

3. Data Analysis

데이터 분석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양적자료의 경우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통해 얻어진 각 교사의 모델 이해에 대한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는 30명 이하므로 

추리통계를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양적자료 분석

은 기술통계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술통계를 이용한 결과 

해석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질적자료를 활용하였다. 

수행된 인터뷰는 모두 녹화 및 전사하여 분석하였다(Miles & 

Huberman, 1994). 인터뷰 자료에 대한 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참여자로부터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반적이

며 추상적인 진술을 만들어 의미를 구성하여 주제 묶음으로 범주화한 

후 인식의 본질적 구조를 기술한다. 본 Colaizz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양적자료의 제한된 해석을 보조하는데 질적자료를 활용하였

다.  분석된 질적자료에 대한 결과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4명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교차검증을 진행하였다(Creswell and 

Miller, 2000; Golafshani, 2003).

IV. Result and Discussion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측정된 사전, 사후 교사들의 현상에 대한 

설명 수준의 변화는 Fig. 5와 같다.

Fig. 5. Quantitative Data Analysis Result

상당수의 교사가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에서 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전검사 평균은 4점 만점에 3.4점을 기록하였으며, 

사후검사 평균은 3.75점을 기록하였다. 사전검사에서 4점 만점을 

기록한 교사는 3명(17.6%)에 불과한데 비해, 사후검사에서 4점 만점

을 기록한 과학교사는 9명(52.9%)로 급격하게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 기술통계에 대한 결과를 통대로 질적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Diagnosis of algorithm understanding

과학교사들은 스크래치를 통해 과학 모델을 알아보는데 스크래치라

는 도구가 과학 모델이 갖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임을 인식하였다. 스크래치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과학 

모델을 구현하면서 시뮬레이션 이후 자신이 알고 있는 모델의 알고리

즘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스크래치의 알고리즘 이해의 진단 기능이 모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알고리즘을 잘못 이해하면 스크립트가 틀리게 되요. 그

러면 잘못된 결과가 나오게 되요. 나 자신이 이 모델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단하는 도구로 좋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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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pth understanding of model

스크래치를 이용한 교육을 하기 이전에는 단순히 이 현상을 부력이

나 밀도차를 이용한 예측(problem solving)을 하였으나 근본적인 

이 현상의 원리가 중력임을 간과하였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스크래

치를 이용한 알고리즘의 학습은 모델이 가진 핵심 과학 원리를 반영하

여 스크립트를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스크래치가 현상에 대한 

근본 원리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델을 보다 

더 깊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뜨거나 가라앉는 현상이 중력의 차이라는 것은 처음 알

았어요. 기존에 부력이나 밀도를 이용한 방법이 이것을

설명하는 지도요. 스크래치를 적용하면서 이것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말 단순하게도 중력의 크

기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3. Improvement of transfer applicability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육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 다양한 맥락상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처치로 적용한 새로운 

상황맥락은 소금을 물에 넣었을 때 물체의 뜨고 가라앉는 현상의 

변화였다. 교사들은 이 상황이외의 다른 상황에 대해 스크래치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실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다양한 상황을 

올바르게 예측하였다.

“스크래치를 이용하면 여러 상황에 적용하기 좋아요. 실

제 모든 걸 실험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스크래치를 활용한 교사교육이 과학교사의 모델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 결과는 교사뿐만 아니라 스크래

치라는 도구가 학교 수업장면에서 과학 모델을 이해하는데 강력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과학 모델은 구체적인 

형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 모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 하지만 스크래치는 그러한 무형의 과학 모델이 

갖는 알고리즘을 눈에 보이는 형상의 코딩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학 모델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스크래치를 

활용한 과학 모델 교육이 학교 현장에 적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와 관련된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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