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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 개념변화에서 인지갈등, 비판적 사고 기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성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부산에 소재하는 3개 중학교 316명을 대상으로 과학적 
개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오개념을 가진 것으로 판명된 157명에게 인지갈등 유발과제, 비판적 사고 기능, 그리고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를 실시하였다. 예측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도구로는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 번역본, California 비판적 사고 성향 검사(CCTDI), 그리고 Lee, Kwon, Park, Kim(2003)이 개발한 
인지갈등 검사를 사용하였다. 사후검사는 과학적 개념 측정 도구를 재사용하였다.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분석적 성향만 인지갈등에 영향을 주고,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요
인인 가정만 개념변화에 영향을 주며,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 성향의 
하위요인인 분석적 성향이 인지갈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과학적 태도가 인지갈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를 지지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 기능의 하위요인 중에서 가정만 개념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가설생성이 
신념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Peirce(1931)의 주장과 일치한다.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는 상관이 없다
는 결과는 Piaget의 인지발달이론과 상반되는데, 두 가지 이유를 통해 상반된 결과를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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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오개념은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과정에 부정  향을 주기(Glynn, Yeany, & Britton, 

1991; Osborne & Freyberg, 1985) 때문에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개념변화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오원근, 2003; 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Posner, & 

Strike, Hewson, & Gertzog, 1982; Thagard, 1992). 권재술 등(2003)은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

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인지갈등 경험과 불일치 상 찰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먼 , 인지갈등은 개념변화를 한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Piaget(1952, 1963, 1985)에 따르면, 사람들은 기존의 인지구조에 없는 새로운 정보(불일치 

상)를 찰하게 되면 평형 상태가 깨어지고 인지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런 인지갈등을 경험한 

사람들은 조 을 통해 새로운 인지구조를 형성하면서 다시 평형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 개념

변화는 기존의 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여 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 이루

어진다.  

그러나 Piaget(1985)는 인지  갈등을 경험한 후에도 사람들이 불일치 상을 무시해 버리거

나 거부하여 개념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인지갈등을 충분

히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은 개념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Dreyfus, Jungwirth, & 

Eliovitch, 1990), 때로는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Limon, 2001). 응 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인지갈등을 경험한 다음 자신의 인지구조

를 바꾸지만, 부 응 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인지갈등을 경험한 뒤에 기존의 신념을 그 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찰한 상을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인지갈등을 경험하

다고 해서 반드시 개념변화를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Dole, & Sinatra, 1998). 인지  

갈등 경험 없이는 개념변화가 발생하지 않지만, 인지  갈등을 경험하 다고 모두 개념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재술 등(2003)과 Hanato와 Inagaki(1991)는 인지갈등을 

개념변화를 한 필요한 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고 보았다. 

둘째, 불일치 상의 찰은 인지갈등을 한 필요조건이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불일치 상은 기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실로 다가온다

(Peirce, 1931). 불일치 상을 찰한 사람은 기존의 오개념에 해 회의를 느끼게 되면서 인

지갈등을 경험하게 된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Chinn, & Brewer, 1993). 그 지만 불일

치 상 찰이 무조건 인지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학생은 불일치 상을 찰하

거나 경험한 후에 인지갈등을 느끼지만, 다른 학생은 인지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일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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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하고도 인지갈등을 느끼지 않는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노태희, 정은희, 강석

진, 한재 , 2002). Limon(2001)에 따르면, 학생이 불일치 상을 찰하여 인지갈등을 경험하

려면 그 상에 한 흥미, 사  지식, 신념, 논리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더 나아

가 불일치 상을 주의를 집 하여 찰하여야 하고, 자기가 찰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며, 찰한 사실이 기존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Lee & 

Kwon, 2002). 이  어느 한 가지 과정이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인지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권재술 등(2003)은 불일치 상의 찰, 인지갈등, 그리고 개념변화 사이의 역동 인 

계를 “불일치 상의 찰은 인지갈등을 한 필요조건이고, 인지갈등은 개념변화를 한 

필요조건”이지만, “불일치 상의 찰은 인지갈등을 한 충분조건이 아니고, 인지갈등은 개

념변화를 한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정리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어떤 새로운 변인들이 인

지갈등과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려는 연구를 발시켰다. 과학교육자들과 교

육심리학자들은 학습자의 특성이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 다. 불일치 상을 찰

한 뒤에 인지갈등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인지갈등을 경험한 뒤에도 개념변화를 겪지 않는 이유

는 능력이나 성향(태도)과 같은 학습자들의 개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인지갈등과 개념변화를 경험하는데 향을 주는 학습자 특성  부분의 학자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Kalman, 2002; Kowalski & Taylor, 2004; Limon, 2001)이 공통 으로 

요하게 여기는 능력은 추론능력 는 논리  사고력이다. 불일치 상과 련이 있는 사  지

식을 극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는 능력과 둘 사이의 논리  계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Limon(2001)도 추론능력이 인지갈등  개념변화

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 다. 추론능력 는 논리  사고력은 비  사고 기능

의 요한 요소이므로 비  사고 기능이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비  사고 기능은 텍스트나 자료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추론하며 설명하는 능력

이다(김정섭, 2005). 비  사고 기능은 귀납  추론, 연역  추론, 찰 능력, 가설 생성 능력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Ennis, 1985),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한 사실과 부 한 사실을 

구분하고, 타당하고 충분한 근거를 이용하여 의견을 만들고, 숨겨진 의미와 가정을 확인하고, 

합리 으로 단하는 능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허경철, 김홍원, 임선하, 김명숙, 양미경, 

1991; Facione, 1990; Paul, 1992). Galileo와 Copernicus 등과 같은 한 과학자들도 비  

사고 기능을 효율 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개념을 뒤엎는 놀라운 과학  발견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Kalman, 2002). Kowalski와 Taylor(2004)도 비  사고 기능 검사에서 높은 

수를 받은 학생들이 그 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심리학  오개념을 더 많이 버리고 과학

 개념을 더 많이 획득하 음을 발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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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갈등과 개념변화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 주목받는  다른 요인은 학생의 심리  성향

(psychological disposition)이다. 김 희, 김연수, 권재술(2005)은 학습자의 귀인성향이 인지갈

등과 개념변화에 주는 향을 연구하 는데, 노력에 귀인을 한 학생들이 높은 인지갈등을 경

험하며, 개념변화도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 다. 최 , 홍윤희, 이재남, 권미랑, 서상

오, 김지나, 김 태, 권재술(2005)은 학습자의 성격유형이 인지갈등 정도에 미치는 향을 연구

하 는데, MBTI 성격검사에서 사고형(T형)으로 정된 고등학생들이 불일치 상을 찰하

을 때 감각형(F형)인 고등학생들보다 더 높은 인지갈등을 느낀다는 것을 밝혔다. 

다양한 종류의 성향이 인지갈등과 개념변화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비  사고 

성향(critical thinking disposition)도 인지갈등과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한

다. 비  사고 성향은 비 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의  특성으로 질문을 명

료하게 탐색하고, 정보원을 충분히 가지려고 하고, 마음을 개방하고, 체 상황을 고려하는 태

도이다(Ennis, 1991). 즉, 비 으로 생각 하는 사람은  진리와 정의 추구성향, 객 성, 

철 성  체계성, 그리고 열린 마음(유연성) 등의 성향들을 보인다. 이와 같은 비  사고 성

향은 인지갈등과 개념변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증거가 제시되

고 있다(권난주, 권재술, 2004; Merenluoto & Lehtinen, 2004). Merenluoto와 Lehtinen(2004)은 

인지갈등을 경험한 후에 발생하는 모호한 상태를 잘 견디는(tolerance of ambiguity) 사람이 

개념변화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 Jonassen(2004)도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려는 

학습자의 성향은 학습자가 지식을 재구성하는 과정(개념변화)에 향을 다고 주장하 다. 따

라서 철 하게 분석하려는 비  사고 성향은 학생들이 불일치 상을 찰하 을 때 그 원

인을 분석하려는 노력의 수 을 높이기 때문에 인지갈등을 더 강하게 경험하도록 만들 것이

며, 기존의 오개념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개념을 생성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개념변화가 발생하

게 만들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와 주장을 종합해 보면, 비  사고 기능과 비  사고 성향은 인지갈

등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인지갈등

에서 더 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강석진 등(2002)은 비  사고 기능의 하 요인

인 추론능력만 인지갈등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고, 권난주와 권재술(2004)

은 추론능력보다는 학습자의 성격과 과학  태도와 같은 사고성향이 불일치 상의 찰과 인

지갈등을 연결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 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비  사고 기

능과 비  사고 성향을 동시에 측정하여 인지갈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연구결과로는 비  사고 기능과 비  사고 성향  어느 것이 인지갈

등에 더 요한 역할을 하는지 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비  사고 기능과 비  사고 성

향을 동시에 측정하여 이들  어느 것이 인지갈등을 경험하는데 결정 인 역할을 하는 지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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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개념변화는 개 인지갈등을 경험한 다음에 발생한다. 앞에서 언 한 것처럼 인지  갈등은 

개념변화에 충분한 조건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꼭 필요한 조건이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이는 인지  갈등이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하며 서로 유의미한 상 을 가진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 비  사고 기능의 하  역인 추론능력이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이 밝 졌다(강석진, 신숙희, 노태희, 2002; 권난주, 권재술, 2004). 그러나 비  사

고 성향도 개념변화에 향을 주는지를 밝힌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인지  갈등, 비  사

고 기능, 그리고 비  사고 성향  어느 것이 개념변화에 더 요한 역할을 하는 지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 은 인지갈등, 비  사고 기능, 그리고 비  사고 성향이 새로운 과학  

개념을 형성하는 개념변화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

구 목 을 달성하기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제가 제기하 다. 

첫째, 비  사고 기능과 비  사고 성향은 인지  갈등에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가? 

둘째, 인지  갈등, 비  사고 기능, 그리고 비  사고 성향은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

을 수행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내에 있는 3개 학교 1학년 316명이 과학  개념 사 검사에 응답하 다. 학교 1

학년 학생을 연구 상으로 정한 이유는 연구에서 사용한 과제가 거리, 속도, 시간 사이의 계

에 한 것이고, 연구 상 학생들이 이것을 이미 학습한 상태여야 하기 때문이었다. 과학  개

념 측정 결과, 연구 상  146명은 과학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70명은 하나의 물체는 하나의 속도를 가진다는 오개념을 가진 것으로 명되었다. 따라서 

170명 학생에게만 인지갈등 유발 과제를 수행하고 인지갈등 검사, 비  사고 기능검사, 비

 사고 성향검사,  사후 과학  개념 검사를 실시 받았다. 이들 학생들  개인 인 사정으

로 한 가지 검사라도 참여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명의 자료들은 제외하고 157명

의 자료만 최종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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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 도구

1) 비  사고 기능 검사

학생들의 비  사고력을 측정하기 해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 번역본

을 사용하 다. 이 검사는 Ennis, Millman, Tomko(1985)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Ennis (1985)의 

비  사고 이론에 합한 비  사고 검사이다. 이 검사는 귀납  추론, 연역  추론, 찰 

능력, 가설 생성 능력이라는 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용될 수 있는 것으로 .60 - .90의 신뢰도를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 상들로부터는 .59 - .85

의 신뢰도가 나왔다.  

2) 비  사고 성향 검사

학생들의 비  사고 성향을 측정하기 해 Facione와 Facione 그리고 Sanchez(1994)가 

제작한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를 사용하 다. 이 검사는 

황지연(1988)에 의해 번역되어 사용되었고, 이 주(2002)에 의해 45문항으로 수정되고 축소되

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는 여섯 가지 비  사고 성향, 즉, 진실추구(8문항), 분석성(6문

항), 체계성(6문항), 비  사고 자신감(7문항), 호기심(12문항), 성숙(6문항)의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용어로 번역된 문항이 많이 있었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선 교사와 교육 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문항

으로 재수정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 66 - .88이다. 

3) 과학  개념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   사후 과학  개념 측정 도구는 윤 희(2003)와 Levin과 

Druyan(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제들이다. [그림 1]의 상단에 있는 3개의 문제들은 움직이

는데 걸린 시간은 같은데 움직인 직선거리가 다르면 속도가 달라야 한다는 과학  개념을 알

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같은 시간에 먼 거리를 움직인 물체가 빨리 달렸

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는 ‘거리=속도×시간’이라는 공식을 학습한 학생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의 하단에 있는 3개 문제들은 ‘거리=속도×시간’ 원리를 

용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다. 하지만, ‘하나의 물체는 움직일 때 항상 같은 속도를 가진다’라

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아래 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 오개념을 용하여 

‘두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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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답을 찾으면 1 을 얻게 되고 타당한 이유까지 제시하면 추가로 1 을 더 얻게 된

다. 따라서 각 문항의 수 범 는 0-2 이며, 6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  범 는 0-12

이다. 사후 과학  개념 수에서 사  과학  개념 수를 뺀 값을 개념변화 수로 사용하

다. 

[그림 1] 사 검사도구

4) 인지갈등검사

Lee, Kwon, Park, Kim(2003)이 개발한 인지갈등 검사지를 이용한다. 인지갈등 검사는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  척도로 되어 있다. 인지갈등 검사는 모순 인식(3 문

항), 흥미(3 문항), 불안(3 문항), 상황에 한 인지  재평가(3 문항)의 4개 하 역으로 구성

되어 있다. Lee 등(2003)이 제공하는 인지갈등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86-.91이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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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인지갈등 유발 과제 1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인식 .73, 흥미 .74, 불안 .74, 재평가 .75이며, 검사 체의 신

뢰도는 .85이다. 

3. 인지갈등 유발 과제

인지갈등은 자신의 기 와 찰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학생들이 인지갈등을 

유발하기 해서는 오개념과 불일치하는 상을 찰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상 

학생들에게 자신들의 오개념과 불일치하는 상황을 제시해도 학생들이 그것을 불일치 상황으

로 인식하지 못하면 인지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권재술, 이경호, 김연수, 2003). 

학생들이 불일치 상황을 인식하도록 도와주기 해서는 불일치 상을 보여주기 에 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실질 으로 오개념)을 용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 지를 

측해 보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어떤 상의 결과에 한 학생의 기 를 먼  분명

하게 형성시킨 후, 그 기 와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인지갈등을 느끼도록 

만들게 된다. 

학생들이 불일치 상을 찰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

해 제작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이용하 다. 인지갈등을 유발하기 해 고안된 과제는 세 가

지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1에서는 당구  2개로 당구공 2개를 동시에 치면, 두 개의 당구공이 굴러가 동시에 정

지되어 있는 두개의 당구공과 추돌하는 그림을 학생들에게 보여 다([그림 2] 참조). 추돌한 다

음 정지되어 있던 두 당구공(A와 B)들  어느 것이 더 멀리 굴러갈 것인가를 측하도록 하

도록 시킨다. 두 공이 동시에 출발하여 동시에 반 편의 공과 추돌하 기 때문에, 바깥쪽 트랙

의 공이 더 먼 거리를 같은 시간에 더 빠른 속도로 굴러갔고, 그 결과 정지되어 있는 공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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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게 부딪친다. 따라서 에 있는 B공이 더 멀리 굴러 갈 것이라고 측한다. 이것은 오개념과 

계없기 때문에 부분 학생이 정답을 찾게 된다. 애니메이션의 결과를 보여  다음, 측한 

것과 찰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과제 2에서는 자동차 한 가 트랙을 달리고 있는 그림을 보여 다. 먼  한 의 자동차가 

회 하고 있을 때 왼쪽 거울(A)과 오른쪽 거울(B)  어느 것이 더 빠른 지를 측하도록 시킨

다([그림 3] 참조). 하나의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만 움직인다는 오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A와 B 

거울의 속도는 같다고 측한다. 이런 측이 끝난 다음 두 거울의 속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인지갈등을 발하기 해 과장되게 큰 속도 차이를 숫자로 보여 다. 애니

메이션의 결과를 보  다음 측한 것과 찰한 결과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과제 3에서는 당구공 2개가 끼어 있는 막 기가 트랙에서 회 하다가 정지되어 있던 2개의 

당구공을 치는 그림을 제시한다. 과제 1은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의 두 공이 굴러가 정지되어 

있는 공을 치는 것이었지만, 과제 3은 두 공이 막 기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의 물체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물체는 하나의 속도로만 움직인다는 오개념을 가진 학생은 

과제1에서는 정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과제 3에서는 A공과 B공 둘 다 같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거리만큼 굴러 갈 것이라고 측한다. 이런 측이 끝난 다음 애니메이션을 

통해 결과를 보게 된다. 결과는 B공이 더 멀리 굴러 간다. 측과 결과가 다르면 인지갈등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으로 기 하 다.

[그림 3] 인지갈등 유발 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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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인지갈등 유발 과제 3

4. 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상 학생들이 선정된 뒤 이 학생들에게 오개념 측정 도구, 비  사고 검사, 비  

사고 성향 검사를 실시하 다. 이런 검사들 모두는 지필검사 형식이기 때문에 집단검사로 실

시하 다. 오개념의 수 을 측정하기 해서는 12분(문제 당 2분)을 제공하 으며, 비  사

고 검사와 비  사고 성향 검사는 각 검사에서 정해 놓은 시간을 제공하 다.  

1개월이 지난 뒤에 인지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해서 인지갈등 유발 과제를 제시하 다. 이 

과제들은 빔 로젝트와 워포인트를 이용하여 제시되었다. 인지갈등을 유발하기 해서 먼

 학생들이 자신들의 개념이나 지식을 이용하여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측하도록 한 

다음 애니메이션을 통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었다. 불일치 상을 찰한 다음 인

지갈등 검사를 실시하 다. 

학생들의 응답을 채 하는 것은 훈련된 박사학  소지자 1명과 석사학  소지자 1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사용한 통계  분석 방법은 상 분석과 Stepwise 

회귀분석이다. 

Ⅲ. 연구결과 및 해석

1. 인지적 갈등에서의 비판적 사고 기능과 비판적 사고 성향의 역할

비  사고의 하  요인인 비  사고 기능과 성향  어느 것이 불일치 상을 찰 한 

뒤에 느끼는 인지  갈등에 련이 높은 지 확인하기 상 분석과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먼  비  사고 기능, 비  사고 성향, 인지갈등, 개념변화 사이에 어떤 련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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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납 1
관찰
신뢰
2

연역
3

가정
4

기능
총점
5

진실
추구

6
분석
7

체계
성
8

자신
감
9

호기
심
10

성숙
11

성향
총점
12

인식
13

흥미
14

불안
15

재평
가
16

인지
갈등
17

개념
변화
18

1 - .33** .16* .10 .65*** .08 .04 .12 .15 .10 .06 .16* .18* .21* -.038 .05 .14 .05
2 - .35** .14 .69*** .15 .14 .09 .19* .13 .16* .23** .15 .19* -.033 -.06 .08 .11
3 - .13 .68*** .09 -.08 -.15 -.11 .04 .26** -.00 .03 .12 .01 -.03 .05 .16*

4 - .51*** .02 .06 .09 .15 -.05 -.05 .07 .03 -.00 -.02 -.14 -.05 .20*

5 - .13 .05 .04 .14 .09 .18* .17* .15 .21** -.03 -.06 .09 .20*

6 - .44** .44** .33** .50** .17* .73*** .04 .32** -.10 .21** .17* .01
7 - .39** .54*** .54** .14 .78*** .20** .28** .11 .32** .33** .08
8 - .73*** .15 -.41** .65*** .10 .28** -.29** .27** .119 -.00
9 - .24** -.41** .70*** .17* .32** -.23** .29** .19* .05
10 - .36** .74*** .08 .18* .11 .13 .18 .00
11 - .15 -.01 -.14 .26** -.11 .01 -.04
12 - .16 .33** -.06 .29** .26** .02
13 - .32** .31** .32** .68*** .12
14 - .03 .52*** .67*** .19*

15 - .25** .60*** -.07
16 - .77*** .07
17 - .10
M 3.80 4.13 5.12 2.93 15.99 26.68 18.38 22.73 25.01 41.22 18.87 152.90 6.40 7.22 4.75 6.29 24.67 3.16
SD 1.68 1.40 1.76 1.43 3.98 3.84 3.22 5.65 6.70 6.52 4.64 19.20 2.02 2.19 2.46 2.41 6.20 2.63
*** p < .001 ** p < .01 * p <.05

<표 1> 변인들 사이의 상 표 (N = 157)

확인하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이다. 

<표 1>에 따르면, 인지갈등과 유의미한 상 을 가지는 요인은 비  사고 성향 총 (r= 

.26, p < .01), 분석  성향(r= .33, p < .01), 그리고 진실추구((r= .17, p < .05)이다. 비  사고 

기능은 인지갈등과 상 이 없고 비  사고 성향만 유의미한 상 을 가진다는 것이 특징이라

는 것을 보여 다. 

반면에 개념변화와 유의미한 상 을 가지는 요인들은 비  사고 기능 총 (r= .20, p < 

.05), 가정하는 능력(r= .20, p < .05), 연역추론 능력, 그리고 인지갈등의 하  요인인 흥미(r= 

.19, p < .05)이다. 여기서는 비  사고 성향이 개념변화와 유의미한 상 이 없다는 것이 특

징이다. 

 

비  사고 성향과 비  사고 기능  어떤 요인이 인지갈등을 많이 느끼도록 만드는 지

를 확인하기 해 비  사고 성향 총 과 비  사고 기능의 총 을 측변인으로 하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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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2 F
인지갈등 성향총점 .08 .26 3.30** .26 .07 10.87**

** p < .01

<표 2> 비  사고 성향  기능이 인지갈등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2 F
인지갈등 분석적 성향 .64 .33 4.34*** .33 .11 18.85***

*** p < .001

<표 3> 비  사고 성향  기능의 하 요인들이 인지갈등에 미치는 향 

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 다. 구체 으로 어떤 하  요인

이 인지갈등에 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해 비  사고 기능과 성향의 각 하  요인들 

 유의미한 상 을 가지는 요인들을 측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 다. 

<표 2>는 비  사고 성향 총 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진입되어 7%의 설명력을 가지

고 있으며(F=10.87, R2 = .07, β = .26, p < .01), 비  사고 기능 총 은 인지갈등에 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 다. 이 결과는 비  사고 기능이 아니라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

인 분석  성향만 인지갈등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은 비  사고 성향의 하 변인인 분석  성향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진입되어 

11%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18.85, R2 = .11, β = .33, p < .001), 비  사고 성향의 나

머지 하 변인들과 비  사고 기능의 모든 하 변인들은 인지갈등에 향을 주지 않음을 보

여 다. 이 결과는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인 분석  성향만 인지갈등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일치하는 상을 찰한 뒤에 이것을 분석하려는 태도가 높을 때 학생들

은 인지갈등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념변화에서의 인지적 갈등, 비판적 사고 기능, 비판적 사고 성향의 역할

개념변화에 향을 주는 변인을 찾기 해 먼  비  사고 성향 총 , 비  사고 기능 

총 , 인지갈등 총 을 측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 다. 구체 으로 어떤 하  요인이 개념변화에 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해 

비  사고 기능, 비  사고 성향, 그리고 인지갈등의 각 하  요인들을 측변인으로 하여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 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비  사고 기능 총 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진입되어 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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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2 F
개념변화 가정 .37 .20 2.55* .20 .04 6.51*

 * p < .05

<표 5> 비  사고 성향, 기능, 그리고 인지갈등의 하 요인들이 개념변화에 미치는 향

종속변인 독립변인 b β t R R2 F
개념변화 기능총점 .13 .20 2.59* .20 .04 6.68*

* p < .05

<표 4> 비  사고 성향, 기능, 그리고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미치는 향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6.68, R2 = .04, β = .20, p < .05), 비  사고 성향 총   인지갈

등 총 은 개념변화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비  사고 성향이나 

인지갈등이 아니라 비  사고 기능만 개념변화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는 비  사고 기능의 하 변인인 가정만 유의미한 설명변인으로 진입되어 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F=6.51, R2 = .04, β = .20, p < .05), 비  사고 기능의 나머지 하

변인들과 비  사고 성향  인지갈등의 모든 하 변인들은 개념변화에 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 다. 이 결과는 비  사고 성향이나 인지갈등이 아니라 비  사고 기능의 하 요인

인 가정만 개념변화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불일치하는 상을 찰한 다음에 인

지갈등을 경험한 것과 상 없이 가설을 히 만들 수 있는 학생들만 개념변화를 더 자주 경

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Ⅳ. 논의 

본 연구에서 비  사고 성향의 하 요인  분석  성향만 인지갈등에 향을 주고, 비

 사고 기능의 하 요인인 가정만 개념변화에 향을 주었으며,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와 상

이 없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첫째, 비  사고 기능이 아니라 비  사고 성향이 인지갈등에 향을 다는 연구의 결

과는 권난주와 권재술(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권난주 등(2004)은 학습자의 정서  특성

과 과학  태도가 인지갈등에 향을 주고 인지  능력인 지능은 개념변화에 향을 다는 

것을 밝혔다. 비  사고의 성향은 진실을 추구하고 분석하고 객  태도를 유지하려는 태

도(Ennis, 1985)이기 때문에 과학  태도와 마찬가지로 인지갈등을 유발하는데 향을 다. 

특히 찰한 것과 기존 개념이 다를 때 그 이유를 분석하려는 태도가 인지갈등을 느끼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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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다는 사실은 논리 으로 타당하며 수 할 수 있는 결과다.    

그러나 이런 연구결과는 권재술, 이경호, 김연수(2003)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 한 추론

능력이 인지갈등에 요한 역할을 한다는 Limon(2001)의 주장과 상반되며, 논리  사고력과 

인지갈등 사이의 상 이 유의미하다는 Kang, Scharmann, 그리고 Noh(200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Kang 등(2004)은 학교 2학년 학생 350명을 상으로 불일치 상을 찰

한 뒤에 나타나는 인지갈등, 논리  사고력과 개념변화 사이의 계를 연구하 다. 그 결과, 

논리  사고력과 인지갈등 사이의 상 계수가 .154이었으며,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논리  사고력이 높은 학생들이 인지갈등은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논리  사고를 포함하는 비  사고 기능의 모

든 하 요인들은 인지갈등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차이

는 상 계수의 유의성은 피험자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Kang 등

(2004)의 연구에서 논리  사고력과 인지갈등 사이의 상 계수(r=.154, p<.05)는 피험자수

(N=350)가 많아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지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추론하는 능력보다는 찰한 불일치 상을 상세히 분석하려는 비  사고 성

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두 번째 결과에 따르면, 가설을 만드는 추론능력만 개념변화에 요한 향을 주

며, 비  사고 성향과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와 련성이 없었다. 이런 결과는 비  사고 기

능이 학생들의 심리학  오개념을 과학  개념으로 변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을 증명한 Kowalski와 Taylor(200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한 추론능력이 개념변화를 

래하는 것과 유의미한 상 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강석진, 신숙희, 노태희(2002)의 연구결

과와도 일치한다. 

더 나아가 비  사고 기능의 하 요인인 가정이 개념변화와 유의미한 상 을 가진다는 연

구 결과는 가설을 만드는 추론능력이 개념변화에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Peirce(1931)의 가추  추론(Abductive reasoning)이 새로운 이론이나 

신념을 형성하는데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Peirce(1931)에 따르면, 사람

들은 불일치 상을 찰한 다음 아무런 안 없이 기존의 신념을 버리기만 하는 것은 자연스

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신념을 형성하기 해 가추  추론을 이용하여 먼  가설을 생성한

다. 따라서 불일치 상 는 놀라운 사실을 찰한 뒤에 가추  추론을 용하여 한 가

설을 생성해야만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셋째,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 상 이 없고 설명변인으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본 연

구의 결과는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Piaget(1963)는 인지갈등을 경험해야

만 개념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 즉, 인지갈등은 개념변화를 한 필요조건(권재술 등, 200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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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간주한 것이다. 김지나와 권재술(2005)은 학생들이 경험한 인지갈등 정도가 높을수록 개

념변화가 더 많이 발생함을 증명하 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인지갈등을 겪는 정도와 개념변화 사이에 상

이 낮다는 연구결과도 많이 있다. Dreyfus 등(1990)은 인지갈등을 충분히 경험하더라도 개념변

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고, Limon(2001)은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 다. 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으로 실시한 노태희, 임희연, 강석진, 

김순주(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 이 없는 것으

로 밝 졌다. 이것은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한 필요조건이 아니거나 직 인 련이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노태희, 임희연, 강석진, 2000). 학생을 상으로 한 강훈식, 김민경, 노

태희(2007)의 연구에서도 인지갈등과 개념 변화 사이의 상 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인지갈등과 개념 변화 사이의 상 이 일 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

,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 다른 매개변인이 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 

강훈식 등(2007)은 이런 가정을 검증하기 해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 상황흥미, 주의집

력, 그리고 노력이라는 세 가지 매개변인을 투입한 후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매개변인

이 있어야만 인지갈등을 경험한 학생들이 개념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 다. 인지

갈등이 개념변화에 향을 주기 조건을 찾는 추후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인지갈등과 개념변화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김정섭

(2006)에 따르면, 학생들이 수행한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인지갈등을 경험한 뒤에 개념변화를 경험하

는 정도가 달랐다. 를 들어, 종이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인지갈등을 경험하도록 만든 추상과제를 

수행한 학생들보다는 돌고 있는 물체를 손으로 직  만져보고 속도의 차이를 피부로 느끼면서 

인지갈등을 경험한 학생들이 더 자주 과학 인 개념을 형성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인지갈등 

유발 과제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추상과제를 수행한 학생들과 같은 수 의 인지갈등

과 개념변화를 경험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제의 특성이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이끌어 내는 

정도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는 추후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찰한 상과 기존의 오

개념이 다를 때에 학생들은 인지갈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 의 인지갈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분석  사고 성향이 강한 학생이 더 많은 인지

갈등을 느낀다. 인지갈등을 느끼는 것과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것 사이에는 련성이 없기 

때문에 인지갈등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오개념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기 해서는 가설을 만드는 비  사고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이 주는 교육  시사 은 비  사고 교육이 과학  개념 형성을 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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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라는 것이다. McPeck(1981)에 따르면, 비  사고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  사고는 교육을 한 필요조건이다. 비  사고의 요성은 모든 과학자들이 비  

사고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는 을 통해 알 수 있다. 비  사고가 충

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오개념과 불일치하는 상을 

찰하도록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학생들은 과학  개념을 형성하기

보다는 다른 형태의 새로운 오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긴다(Vosniadou, 2007; 

Vosniadou, & Brewer, 1992). 따라서 인지갈등을 충분히 느끼고 과학  개념을 형성하도록 도

와주기 해서는 찰한 것을 면 히 분석하려는 성향과 한 가설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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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oles of critical thinking in cognitive conflict and 

conceptual change

1)Jungsub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oles of critical thinking skil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ognitive conflict in the process of conceptual change. An one 

group pretest-posttest study was conducted. The subjects were 157 seventh-grade students 

who enrolled in three middle schools located in Busan. They took a pre-test for measuring 

their preconception on speed of an object. They also responded on three scales, including 

the translated version of Cornell Critical Thinking Test Level X,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CCTDI), and a cognitive conflict scale. The results showed that 

analytic disposition of critical thinking explain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portion of 

variance in students' cognitive conflict level and that hypothesis of critical thinking skill 

explained conceptual change. These results supported Peirce's (1931) theory of abductive 

reasoning which is a logic for generating a new hypothesis. However, the result showed 

that cognitive conflict had no correlation with conceptual change. So I provided two reasons 

to explain why this result was not consistent with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 theory. 

Key words: critical thinking skill,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ognitive conflict, 

concep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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