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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에서는 5개 사범대학의 화학교육과 4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중학생들

의 오개념에 대한 지식과 인식, 그리고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 검사 도구는

학생들의 화학 오개념에 대한 지식 검사지 및 인식 검사지와 학생들의 오개념

을 접한 경험과 관련 교육요구에 대한 교육요구 검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

식 검사에서 대부분의 예비 화학교사들은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다. 인식 검사에서는 학생 오개념에 대

한 지식의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이를 수업에서 활용하려는 의지가 컸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오개념 활용 방안을 제시한 예비 화학교사들은

적었다. 학생들의 오개념은 주로 사범대학 화학 교과교육학 강의 및 강의 자

료를 통해서 접했으며,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연 및 교육실습에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과 대처 방안에 대한 지식 및 관련 교수-학습 자료 등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오개념 관련 강의 및 실행에 대한 교육요구

가 높았다. 이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주요어: 오개념, 예비 교사, 교육요구

학 번: 2009-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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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과학 수업 이전에 학습할 내용과 관련된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선개념은 과학적인 개념과 의미가 다른 오개념인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오개념은 쉽게 변화하지 않고(Griffiths & Preston,

1992) 잘못된 선행 지식으로 작용하여 후속 학습을 방해할 수 있다(Nussbaum

& Novick, 1982). 이에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악하고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Driver et al., 1985).

화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이 많이 보고된 개념 중 하나로 물질의 입자

성을 들 수 있다(Abraham et al., 1994). 물질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개념

은 물질의 상태, 화학 반응 등의 화학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지

식이다. 입자성에 대한 과학적 개념이 정립되지 않을 경우 상태 변화, 확산,

용해 등의 화학 주제에서 다양한 화학 오개념이 발생할 수 있다(Ayas et al.,

2010). 따라서 화학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효과적인 개념 학습을 위해 물질의

입자성에 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숙지하고 이를 교정하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국ㆍ내외의 많은 현직 중등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과학

오개념의 유형을 잘 알지 못하고(Berg & Brouwer, 1991; 박지애 등, 2010) 학

생들의 오개념을 과학 개념 학습을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박지애 등, 2010; Gomez-Zwiep, 2008). 또한, 현장에서의 과학 교

수 경험만으로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오

개념을 파악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orrison & Lederman, 2003).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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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직 교사의 재교육과 장차 교사가 될 예비 교사의 교사 양성 교육에서 학

생들의 오개념 및 그 활용 방법을 강조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교

사 양성 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뿐 아니

라 모든 교사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학생 오

개념에 대한 이해 향상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교사 양성 교육에서 실시할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재 예비 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Otero & Nathan, 2008). 또한,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예

비 교사들의 인식은 실제 과학 수업에서의 오개념 활용 의지와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예비 교사들의 학생 오

개념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예비 화학교사들에게 물질의 입자성에 대해 중학생들이 가질 만한

오개념의 유형과 그 중에 실제로 많이 나타날 유형을 예상하도록 함으로써 학

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지식의 필요성과 활용 의향 및 활

용 방안에 대한 견해를 분석함으로써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한편,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

과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 수요자인 예비 교사들

의 필요와 요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혜숙, 2003).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 양성 교육의 개혁을 위한 연구는 주로 사범대학 교육과

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하거나(이정우, 2004) 교

육과정 전반에 대한 예비 교사와 현직 교사의 평가 견해를 조사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황원철, 김정규, 1993). 이에 비해 교과교육학 영역의

특정 프로그램에 대한 예비 교사들의 교육요구를 조사한 경우는 드물었다. 그

러므로 학생들의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예비 화학교사들의 어려움이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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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하는 중학생들의 오개념과 예비 화

학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인식 및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하는 학생 오개념 유형의 종류 및 순위를 분석

하여 선행연구에 보고된 중학생들의 오개념 유형 및 비율과 비교함으로써 예

비 화학교사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다.

(2)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및 오개념을 교수에 활용하려는 의

향에 관한 응답을 분석하여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3) 예비 화학교사들이 학생 오개념을 알게 된 경로와 사범대학 교육과정

에서 오개념과 관련하여 겪은 어려웠던 점 및 오개념에 대한 교육유형에 대한

요구정도를 조사한다.

1.3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1) 이 연구는 서울, 충북, 대구, 부산, 광주 지역에 각각 위치한 5개

사범대학교의 4학년 과정에 재학 중인 예비 교사 중 화학교육이 전공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 학과의 전반적인

분위기, 대상 예비 화학교사들의 특성 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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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예비 교사에게 일반화하기

어렵다.

(2) 이 연구는 사범대학교의 교육과정이 학교별로 큰 차이가 없으리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별 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배경변인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3)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과학의 ‘분자의 운동’ 단원에서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에 대해 예비 교사의 학생

오개념 이해 검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대상 단원의 내용이나 특성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화학 단원 및 과학 교과로

일반화하여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1.4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선개념(preconception)과 오개념(misconception)

학습자가 학습 전에 스스로의 경험과 외부와의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한 개념을 선개념(preconception)이라 한다. 선개념은 형식적인 학습 후에

올바른 개념으로 변화되기도 하나 학습 후에도 자신의 인지 구조 속에 잘못된

개념으로 형성되어 있기도 한다. 이처럼 선개념 중 과학자들이 공인하는 개념

과 다른 비과학적 개념을 오개념(misconception)이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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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오개념

2.1.1 구성주의 학습이론

현대 과학 학습이론은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구성주의는 경험주의,

실증주의 등 전통적 과학철학을 거부하고 현대의 과학철학 또는 후실증주의에

따라 수행되는 과학교육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학생들은 백지 상태가 아니라 자연 세계와의 상

호작용으로 형성된 선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이란 학생의 선개념이 수업

에서 배우는 지식과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과정이다(Pine &

West, 1986). 따라서 구성주의적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학습자

의 선개념이며(Ausubel, 1968),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과학 교수의 핵심적인 목

표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과학적인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생들이 과학 내용을 학습하기 이전에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지니고 있는 오개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과

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공통적인 어려움의 인식론적․심리학

적 원인을 추적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또한 구성주의적 교수-학습 과정에

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밝히는데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실시되었다.

2.1.2 오개념 형성의 원인

학생 오개념 형성 요인은 학습자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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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습자 요인

아동들은 처해진 상황 안에서 관찰에 의하여 지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하여 공기 중으로 퍼져 나

갈 때 아동은 더 이상 수증기가 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아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관찰 가능한 특징만을 받아들여 생각하므로 쉽게

감지되지 않는 현상을 다루는 학습 내용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Gilbert

et al., 1982).

또한 어떤 현상에 대하여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에만 주의를 집중하여 현상에 대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Gilbert et al., 1982). 예를 들어, 한 회로 안에서 저항, 전류, 전압의 변화

에 의한 결과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전 체계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아

동들은 회로 내 어느 한 부분만을 생각한다. 저항의 증가에 의한 전류 감소를

해당 부분에서만 전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고려할 뿐 상호작용에 의한 전체

회로의 전류 감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변화하는 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개념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아동들

은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는 상태에만 관

심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Driver et al., 1985). 예를 들어, 탁자 위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아동들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물체가 움

직이고 있을 때는 관성은 생각하지 못하고 운동하는 쪽으로 힘이 있다고 생각

한다.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과제에 적정한 수준의 인지발달이 요구된다. 만일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아동

의 인지조작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오개념이 나타날 수 있다. 논리적인

조작 능력이 미숙할 때 자신의 인지구조에 맞게 해석하여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조희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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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현상을 설명할 때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인과관계에 따라 설명한

다. 즉, 사건의 동시성을 깨닫지 못하고 순차적으로 지각하여 시간의 방향성을

고집한다(Driver et al., 1985). 뉴턴의 작용․반작용 법칙에서 작용을 파악하나

동시에 반작용이 존재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이러한 예이다.

아동의 의식 속에는 관념들의 통합이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근접하

게 연관되어 있는 관념들 간에 쉽게 일어난다(Driver et al., 1985). 따라서 사

건들이 시․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했을 때 이와 일치하는 관념들 사이에

연합이 형성되어 오개념이 형성되기도 한다. 우주선 안에서 진공인 상태로 무

중력의 효과를 나타내는 장면을 보고 진공과 무중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밀착

시켜 놓는 경우가 그 예이다.

또한 아동들은 비분석적이거나 비조건, 통제적인 관찰 결과에 대해서 심사

숙고함이 없이 상식적인 생각에 의존하여 나타난 현상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

을 도출하거나 과도하게 일반화함으로써 그릇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가역

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하나의 결과에는 하나의 원인만이 작용한다고 생각

한다. 예를 들어, 고체가 열을 흡수하여 액체, 기체가 되는 현상은 이해하지만,

기체가 열을 방출하여 액체, 고체가 되는 현상은 이해하지 못한다(김찬종 등,

1999).

이 외에도 아동들이 언어의 의미가 명확해지기 전에 일상 경험에 대해 나

름의 기대체계를 가지고 개념을 직관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오개념을 형성하기

도 한다(조희형, 1984).

(2) 환경적 요인

과학자들의 지식 체계의 구조는 아동들의 지식 체계와는 다르다. 따라서 과

학자들에 의해 진술된 교과서의 개념 구조는 아동의 지식 체계에는 쉽게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설사 받아들여졌다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원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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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개념 구조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교과서 내용에서 관련 있는 개념

들이 서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나 개념에 관한 설명

이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들이 오개념의 원인이 될 수 있

다.

학생들은 과학 내용을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교사

와 학생간의 교수-학습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획득한다. 따라서 학생의 인지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는 직접적으로 학

생의 개념 획득에 영향을 주게 된다(Berg & Brouwer, 1991).

과학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의 단어를 그대로 대체하여

사용된다. 이때 언어 자체의 은유적 의미와 단어가 지닌 개념에 대한 불명확

한 표현으로 인하여 아동은 과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를 자신이 가진 개

념체계 내에서 일상적인 의미로 동화하려고 한다(Gilbert et al., 1982). 예를

들어, 아동은 힘에 관하여 학습할 때 과학에서 말하는 힘의 의미와 일상생활

언어로 사용하는 힘의 뜻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운동의 법

칙을 학습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과학적인 의미가 특별할 때 자주 일어난다.

2.1.3 학생 오개념의 특징

오개념의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의 오

개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최병순 등, 1993).

첫째, 오개념은 개인 특유의 것이지만 동시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성

이 있다. 학생들은 현상을 관찰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대

혹은 경험적으로 획득한 개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자신의 방식대

로 의미를 구성하기 때문에 형성한 오개념은 개인 특유의 것이다. 그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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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형성한 오개념들이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오개념은 상황 의존적이다. 학생들은 동일한 여러 현상을 통합할 수

있는 과학적 모형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동일한 성격이나 내용에 관련된 현

상에 대해서도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설명하는 상황 의존성을 나

타낸다.

셋째, 오개념은 매우 안정하다. 자연 현상에 대한 학생의 개념은 자신의 경

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과 대립되는 실험적 증거를 제시

해도 자신의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으며, 설사 바꾼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원

래의 생각대로 되돌아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의 오개념은 변

화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보인다. 특히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형성된 오개념

은 격리된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견해로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일련의 개

념적 구조로서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구조와 모순되는

과학적 개념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개념변화를 위한 수업모형

2.2.1 개념변화의 조건

Posner 등(1982)은 개념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만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 현재의 개념에 불만족스러워야 한다. 즉, 학생들의 기존 개념과 일치하

지 않는 많은 모순된 상황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2) 새 개념을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기계적 암기로는 개념 변화

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학습 과제가 논리적이면서 학습자의 언어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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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개념이 그럴 듯해야 한다. 학생이 가진 믿음, 경험, 생각과 연관된 것

일수록 학생들은 그럴 듯하다고 느낀다.

(4) 새 개념이 유용해야 한다. 기존 개념보다 새로운 개념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고 변칙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Piaget(1985)는 학습을 인지구조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으며, 그 상

호작용을 조절과 동화로 설명하였다. 조절과 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구

조와 환경의 불일치 상태를 인지적 비평형이라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인지 갈

등이라고 표현한다. Piaget는 인지발달이 평형화 과정이며, 비평형 상태가 없

다면 인지구조의 변화가 생길 수 없으므로 인지구조의 발달에는 인지적 비평

형 상태의 유발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지 불일치 사례의 제시만으로는 인지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충분하

지 못하다(권재술 등, 2003). 불일치 사례가 제시되면 인지 갈등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인지 갈등이 일어나면 개념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

지만, 불일치 사례와 마주해도 인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거나 인지 갈등이 일

어나도 개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Kuhn 등(1988)은 대부분의 사

람들은 불일치 사례를 앞에 두고도 고집스럽게 기존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다고 지적했으며, Vosniadou(1999)는 학생들이 인지 갈등 상황에서도 개념 변

화에 도달하는 일 없이 부분적으로 불일치하는 부분을 수정하기 때문에 교수

전략으로서의 인지 갈등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모순되는 경험의 제

시가 반드시 학생들로부터 인지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는 보고들이 있다

(Chinn & Brewer, 1998; Gorsky & Finegold, 1994; Shepardson & Moje,

1999; Tirosh et al., 1998).

그러나 Popper(1959)는 과학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불일치 상황이 출현하면

자동적으로 기존 이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Kuhn(1970)은 위기

상황의 출현이 새로운 이론의 출현에 선행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보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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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Lakatos(1970)는 대안 이론의 등장이 기존 이론의 폐기에 필요조건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새로운 이론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출현해야 하고, 이 상황의 출현으로 상당한 혼란과 고

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학생의 개념 변화 과정에 적용한

다면, 인지 갈등이 없는 개념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지 갈등이 유발되었다고 개념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

니라 적절한 학습 과정이 있어야 한다. 즉, 인지 갈등은 개념 변화를 위한 기

반을 조성하는 것이지 개념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그림 Ⅱ-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권재술 등, 2003).

불일치

상황
인지 갈등 개념 변화

<그림 Ⅱ-1> 불일치 상황, 인지 갈등, 개념 변화 사이의 관계

2.2.2 개념변화를 위한 수업 모형의 예

개념변화를 위해서는 개념에 대해 인식(meta-conceptual awareness)하게 한

후 기존 개념과 새로운 개념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전략이

필요하다(Vosniadou & Ioannides, 1998). 개념에 대한 인식이란 학습하고자

하는 개념과 관련된 학생의 선개념을 드러내고 이를 학생이 알게 하여 새 개

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개념변화

수업에서는 이 경험이 교수-학습 방법의 핵심이며, 인지갈등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Eaton et al., 1983). 이론과 실제의 연구를 통해 인지갈등 전략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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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방법에 이용한 모형들은 다음과 같다.

Osborn과 Freyberg(1985)가 제안한 발생학습 수업 모형은 친숙한 소재에

대한 능동적 탐색과 선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 및 토론 활동을 통해 과학개념

을 학생의 인지구조에 포섭시키거나 재조직하도록 한다. 발생학습 수업모형의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예비 단계(preliminary phase)로서 가르칠 내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어떤 선입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배적인 선입개념이 무엇인

지 조사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점 단계(focus phase)로서 학습과 관

련하여 학생의 오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보여 주거나 직접 활동에

참여하게 하여 학생들의 생각을 끌어낸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도록 하거나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인식

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 단계는 도전 단계(challenge phase)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다른 학생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

지 비교하게 되고 오개념을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단계이다. 이때 교

사는 과학자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 단계는 적용 단계

(applicaton phase)로서 학습한 과학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

운 상황에 보다 쉽게 적용해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Lawson(1995)은 탐구 과정을 거치면서 개념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수업 전략으로 순환 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순환 학습은 세 단계인 탐

색, 용어 도입, 개념 적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환 학습의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탐색 단계로 학생 중심의 탐색 활

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발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최

소한의 안내가 주어지고, 새로운 현상에 대해 스스로 탐색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의 사전 지식을 이용하면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해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비평형 상태를 제공한다. 비평형

상태의 학생들은 토론을 거치면서 자신의 사전 지식이 노출되고 이를 다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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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과 공유한다. 교사는 현상의 규칙성이 가지는 유형을 확인하도록 이끌어

야 하며 관찰적인 기술, 가설 제안, 기술의 검증에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개인

적인 방법으로 현상과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한다. 두 번째 단계는 용어 도입

단계로 교사가 탐색 단계 동안 발견된 현상의 유형을 언급하는데 사용되는 용

어를 소개한다. 세 번째 단계는 개념 적용 단계로 학생들에게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는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필요하다.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개념의 재조직

화가 늦게 일어나는 학생들이나 교사의 설명을 그들의 경험과 적당하게 연결

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순환 학습의 세 단계는 <그림 Ⅱ-2>에서 보이는 것처럼 나선형으로 이루어

져 있다. 연속해서 진행되는 세 단계의 순서는 바뀌어서도 안 되며, 이 단계들

중 어느 한 단계도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교사도 과학 수업을 할 때 이 순서를

따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Lawson, 1995)

<그림 Ⅱ-2> 순환학습의 나선형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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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Lawson(1995)은 관찰 및 실험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새로운 개념

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탐색 단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Nussbaum과 Novick(1982)도 학습 경험을 통해 개념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

수 전략을 고안하였다. 이 수업 모형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학생들로 하여금 자

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을 인식하게 하는 토의 단계이다. 이 단계는 학습

자들에게 일련의 사건이나 현상을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언어나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여 그들의 생각을 분명하게 밝혀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단계

이다. 두 번째 단계는 학생들이 자신의 개념에 내재되어 있는 갈등을 느낌으

로서 자신의 선개념에 불만을 느끼고 인지적 갈등을 의식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들 사이의 갈등을 느낌으로서 이미 파지하고

있는 개념들이 조절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존의 개념들이 변화되어

처음보다 더 복잡하고 과학적 의미를 갖는 구조로 조정된다.

이 외에도 사회적 구성주의의 접근 방법을 통한 수업(Driver et al., 1994),

학생의 선개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개념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비유 수업

모형(Brown & Clement, 1987),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토론법을 이용한 수업

등이 있다.

2.3 오개념 관련 선행연구

2.3.1 학생 오개념에 관한 연구

Driver 등(1984)은 영국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이해

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50%이상의 학생들이 입자론을 사용하여 주어진 현

상을 설명하였지만, 전체의 20%만이 수업 중 교사가 의도한 방식으로 올바르

게 설명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입자가 수축하거나 팽창한다’, ‘입자가 녹거나

뜨거워진다’라고 표현하여 거시적 물질의 성질을 미시 세계에 그대로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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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개념을 나타냈다. 또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입자 모형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거시적으로만 설명하는 학생도 전체의 25%였다.

Gabel 등(1987)은 물질의 입자성을 가르친 경험이 없는 초등학교 예비 교사

를 대상으로 물질의 입자성에 대한 이해 정도를 조사하였다. 검사 도구로는

원자와 분자를 원으로 표현한 그림을 제공한 후,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가 일

어난 후의 결과를 그림을 통해 표현하도록 하는 “Nature of Matter

Inventory” 14문항을 이용하였다. 그림을 통한 응답은 9가지 관점-입자의 보

존, 입자의 근접성, 입자 배열의 규칙성, 용기 안의 입자 위치, 입자 크기와 모

양의 일관성, 입자의 불연속성, 화학적 구성, 생성물의 배열, 결합-에서 분석되

었다. 학생들이 그린 그림에서 많이 나타나는 오류는 ‘액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의 입자 크기 변화’, ‘액체의 상단을 입자를 통해 표현하지 않고 경계선으로

표현’, ‘기체의 규칙적 배열’, ‘분자의 분해 후에도 원래의 분자와 동일하게 표

현’ 등이었다.

Novick과 Nussbaum(1981)은 물질의 입자성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

한 후 학년이 올라가면서 입자 모형에 관련된 정보를 습득함에 따라 학생들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입자 모형의 특성 중에서

학생들이 가지는 감각적 물질관과 크게 다른, ‘입자 사이의 진공’, ‘입자의 고

유 운동’, ‘입자간 상호 작용’ 등에 대한 오개념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입자론

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도 새로운 현상을 접하게 되면 더욱 많은 입자나 먼지

등이 공간을 꽉 채운다고 생각하거나 입자의 운동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

다. 즉, 새로운 상황을 접하면 물질을 연속적으로 보는 입장으로 돌아가는 경

향을 나타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생들이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이해하

는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균일한 입자의 분포가 입자의

운동 때문이라는 답을 고른 학생 비율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중에서도 50%

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37%만이 입자 사이의 진공을

인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물질을 연속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 16 -

수 있었다.

박성미(1990)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

에 따른 분자 운동 개념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검사 문항에

대하여 분자 운동 개념을 바르게 이해한 학생은 절반 이하였으며 이 개념에

대해 처음 학습한 후에는 개념 이해도가 크게 증가하지만 추가적으로 학습한

후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학년이 높아지면서 가열과 냉각 현상을

분자 운동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학생들은 증가하지만, 분자의 균일한 분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열에 의한 부피 증가를

공기의 이동 또는 분자 수의 증가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가열 후 부

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미영(1991)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

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분자 운동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여 학생들이 가지

고 있는 오인의 유형과 수업을 통해서 과학적 개념을 배우게 될 때 그러한 오

인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를 학년별로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

과정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실험에 의해 쉽게 갈등 상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내용은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전 학년에 걸쳐서, 분자 운동 개념을 받아들인 학생은 소수(평균 9%)였고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분자를 거시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기체의 부피 변화에 관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조사한 이

광재(199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기체 부피의 입자적 관점과 기체 확산의

원인을 분자운동에서 찾지 못하고 공기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오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체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화되는 사실의

근원을 분자운동에서 찾는 학생의 비율이 수업 전 8%에서 수업 후 24%로 수

업 후에도 크게 향상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배태수와 최병순(1991)이 분자 운동에 관한 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한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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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체의 부피 변화를 분자 운동에 의해 설명하지

못하고,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형성된 자신의 생각에 바탕을 두고 물음

에 응답하는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 ‘고무풍선

을 끼운 플라스크를 얼음물 속에 넣었을 때 고무풍선이 오므라들었다. 이때

공기 입자 모형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일부 학생들은 온도가 내려갈 때 기

체의 부피가 줄어드는 이유는 기체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이거나 기체

입자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장 많은 비율의 학생

들은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승아 등(1999)은 중학교 3학년 100명, 고등학교 2학년 150명을 대상으로

물질의 상태 변화, 분자의 운동, 기체 법칙 등 기체의 성질과 관련된 학생들의

오개념의 유형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기체의 성질에 대해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 오개념은 (1) '기체 분자들끼리 부딪혀 에너지

를 방출한다', '기체 분자들 사이에 공기가 채워져 압력이 나타난다', '압력이

작용하는 방향은 중력 방향과 관련이 있다', (2)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에서 '

분자가 열을 받으면 분자의 크기가 커져 부피가 증가한다', '분자수가 증가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다', (3) ‘지상에서 높이 올라감에 따라 압력이 낮아지

는 것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체 분자의 압력은 기체 분자의 충돌수

에 반비례한다', (4) '분자의 크기가 다르므로 같은 부피에 존재하는 분자수가

다르다' 등으로 나타났다.

노태희 등(1995)은 중학교 여학생 134명, 고등학교 여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주관식 및 객관식 개념 검사지를 이용하여 화학양론, 기체 법칙, 확산 개념을

조사하였다. 객관식 검사 결과 화학양론에서는 고등학생이 옳은 개념을 더 많

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 기체 법칙과 확산에서는 중학생이 옳은 개념을 더 많

이 보유하고 있었다. 화학양론에서는 고등학생의 개념 이해 정도가 월등히 높

았으나 기체 법칙과 확산에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중학생이 더 높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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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순(2005)은 중학생들의 분자 수준의 개념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개념

이해도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기체의 확산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

념은 <그림 Ⅱ-3>과 같다. 즉, <유형 1>, <유형 2>와 같이 학생들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가진 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공간 속에

고르게 퍼져있는 것이 아니라 병 주위에 몰려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

다. 또는 <유형 3>과 같이 문을 열었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는 냄새

를 가진 분자들이 문 앞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 유형 1 > < 유형 2 > < 유형 3 >

<그림 Ⅱ-3> 기체의 확산에 대한 오개념 유형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분자들이 공간에서 고르게 퍼져 있다는

분포에 대한 오개념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대표적

인 오개념 유형은 <그림 Ⅱ-4>과 같이 기체 분자들끼리 모여 있다고 생각하

거나(유형 1), 기체 분자들이 풍선을 밀어낸다는 관점에서 기체들이 풍선 벽에

바짝 붙어 있다(유형 2)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외에 기체 분자들의 크기가

제각기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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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1 > < 유형 2 >

<그림 Ⅱ-4> 기체의 압력에 대한 오개념 유형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대표적인 오개념 유형을 살

펴보면(그림 Ⅱ-5), <유형 1>에서와 같이 피스톤을 눌러 외부 압력이 커

지면 기체의 부피가 작아져서 분자들이 모여 있거나 또는 붙어 있게 된다

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형 2>와 같이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작아져서

고체처럼 일정한 배열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외에

기타 오개념 유형으로는 분자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모양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압력이 커져서

부피가 줄어들면 분자수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 유형 1 > < 유형 2 >

<그림 Ⅱ-5>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한 오개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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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서는 과학적 개념을 지닌 학생의 비율이 매우 낮

게 나타났다. 특히, 온도가 변하게 될 때 기체 분자들의 크기나 모양이 보존되

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오개념 유형은 <그림 Ⅱ-6>과 같다. <유형 1>은 가열

전에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하지 않고 플라스크의 아래쪽에 분포한다는

것이다. <유형 2>는 가열하면 기체가 상승하여 위쪽에 분포하고 기체 분자들

이 풍선을 팽창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유형 3>은 가열하

면 바닥에 있는 일부의 기체 분자들만 활발히 운동하여 풍선 쪽으로 들어간다

는 관점이고, <유형 4>는 가열하면 대부분의 기체 분자들이 풍선 속으로 이

동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기타 유형으로는 온도가 올라가면 분자의 크기가

커진다고 생각하거나 입자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 유형 1 > < 유형 2 > < 유형 3 > < 유형 4 >

<그림 Ⅱ-6>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오개념 유형

박지애 등(2010)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 중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을 조사하였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오개념을 나타냈는데, 특히 분

포 범주의 오개념이 많이 나타났다(그림 Ⅱ-7). 특히 ‘액체 상태에서 분자 간

거리가 고체와 기체 상태의 중간 정도이다’라는 오개념이 가장 많았으며(유형

1), ‘액체 상태에서 분자들은 2～3개씩 붙어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유형 2),



- 21 -

‘액체 상태에서 분자 배열이 불규칙하고 부자 간 거리가 매우 멀다’(유형 3)라

는 오개념도 많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기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분자 수가 줄

어든다’ 혹은 ‘기체로 상태가 변화할 때 분자 크기가 커진다’는 보존 범주의

오개념도 나타났다.

<유형 1> <유형 2> <유형 3>

<그림 Ⅱ-7>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오개념 유형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85%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

으며 추를 하나 더 올려 두면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또는 ‘분자 운동이 빨라

진다’와 같은 운동 범주의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자들이 용기

가운데 규칙적으로 배열된다’는 오개념도 가지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학생들의 주요 오개념 유형은 김경순(200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서는 전체 학생의 87.1%가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

장 많이 나타난 오개념 유형은 ‘분자들이 모두 풍선으로 이동하여 퍼져있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 ‘분자들이 플라스크의 위쪽과 풍선에 퍼져있다’, ‘분자의 크

기가 커진다’는 오개념도 나타났다.

물질의 입자성에 대해 학생 오개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오개

념 유형들이 유사하여 학생들의 오개념이 보편적임(Driver et al., 1994)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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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예비 교사 및 현직 교사의 학생 오개념 이해에 관한 연구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학습자의 오개념은 교수-학습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

요한 요소이므로, 효과적인 개념 지도를 위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오개념과 오

개념 교정에 효과적인 수업 전략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박지

연, 이경호, 2004; Bennett, 2003). 이에 교사 교육에서는 중요 주제들에 대한

학생들의 공통적인 오개념들과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업 전략들에 대한 지

식, 학생들의 오개념을 진단하거나 학생 반응을 통해 오개념을 파악할 수 있

는 능력 등에 교사 교육에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Smith &

Anderson, 1984).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과학 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

들이 학생들의 오개념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가르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

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Meyer, 2004).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오

개념과 오개념 교정을 위한 수업 전략에 대한 현직 교사와 예비 교사들의 인

식을 조사하거나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선행되어 왔다.

Berg와 Brouwer(1991)는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힘과 중력에 대한 학

생의 반응과 이에 대처하는 교수 전략에 대해 조사하였다. 교사들은 많은 학

생들이 옳은 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과대평가하고 대부분이 학생 오개

념을 예상하지 못했다. 학생들의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주된 교수 전략으로

는 절반 이상의 교사가 ‘설명’을 사용하였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생각을 제안하

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증명’이나 ‘유추’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오개념에 맞추어 ‘질문’과 ‘토론’ 전략을 사용하고자 계획한 교사는 10%미만이

었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들의 오개념의 세기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개

념 변화 연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다.

Meyer(2004)는 초임교사와 경력교사가 학생 선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초임교사들은 선개념과

효율적으로 구성주의를 수행하기 위한 오개념의 역할에 대해 불충분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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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었다. 반면, 경력교사들은 선개념에 대한 복잡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

고 수업에 학생들의 선개념을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비

교사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선개념에 대해 인지하게 하는 메타인지 활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alim과 Meerah(2002)는 12명의 말레이시아 예비 중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오개념과 오개념 교정을 위한 수업 전략에 관한 지식을 조사하였는

데, 교사들의 과학적 개념의 이해 수준과 무관하게 세 가지 형태의 결과가 나

타났다. 첫째, 학생 오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다. 둘째, 학생 오개

념을 알지만 그것을 고려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 이런 경우 구두의 설명으

로 개념을 가르치거나 교사 자신이 이해한 바를 재진술한다. 셋째, 학생에게

과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 자세한 교수 전략을 제시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 교

수 전략은 학생 오개념의 제시, 실험의 제안, 유추 사용, 관련된 생각의 표현

등의 풍부한 설명을 제시하는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교사들

이 학생 오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교수 전략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또한 학생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

을 제안하는 것과도 관련성이 없었다.

Morrison과 Lederman(2002)은 중등교사 4명을 대상으로 학생 선개념을 파

악하기 위한 전략과 학생 진단을 통해 얻은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조

사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교사가 학생 선개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

고 개념도, 인터뷰 등의 전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4명의 교사 모두 선개

념의 진단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수업에서는 단 한 명만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또한 3

명의 교사들이 학생 선개념의 진단에서 얻어진 정보를 교수 활동에 활용한다

고 하였으나, 교실에서 그러한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 즉, 교사들의 학생 선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과 얻어진 정보의 사용, 그리고 실제 교수 활동 사

이에 불일치를 나타냈다. 또한, 가장 경력이 적은 교사는 내용 영역 안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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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개념 지식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가장 경력이 많은 교사는 학생

선개념의 지식이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Gomez-Zwiep(2008)은 30명의 초등 교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 오개념

의 유형 및 원인, 수업에의 활용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교사

의 43%이상이 학생 오개념의 예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오

개념 형성의 외적 요인만을 언급한 반면, 10%의 교사만이 학생의 인지적 구

조 등의 내적 원인을 제시하였다. 수업을 계획할 때에는 2명의 교사만이 학생

선개념을 확인하여 교수 전략을 토의하였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려하지

않았다. 교사들은 오개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부분의 방법에서 인지적 충돌

을 포함하였는데 20명이 필수적 요소로서 실험이나 탐구의 형태를 언급하였고

10명은 증명이나 토론을, 8명은 시각 자료와 설명을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학

생 오개념을 예시나 정의를 통해 수업 준비 과정에서 노출시키는 것은 그들이

수업에서 오개념을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준비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들

은 오개념의 존재를 인지하지만, 수업에서 오개념의 효과에 집중하지 않으며

오개념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초등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장명덕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예비 초등 교사들은 오개념의 정의나 예, 오개념의 변

화에 대한 저항성 및 오개념이 수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는 비

교적 양호하였다. 그러나 오개념의 형성 원인으로써 학습자의 외적 요인에 대

한 인식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예비 교사들은 수업 전에

해당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 오개념의 사전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양호하였으나 오개념을 조사하는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많은 예비 교사들이

부적절한 응답을 하였다. 오개념의 확인 방법에 대해서도 지필 형태의 설문지,

면담, 문제 상황 제시 후 발문, 퀴즈, 대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현장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인 기존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

을 언급한 예비 교사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예비 교사들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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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교정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수업 모형들의 명칭이나 개발된 수업 모형들

의 공통된 핵심 수업 전략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오개념의 확인 시기와 방법

에 대한 응답 결과를 고려할 때 이들 예비 교사들이 알고 있는 수업 전략들을

장차 일선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하였

다.

윤지현 등(2010)은 중등 예비 교사들의 PCK 요소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실

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예비 교사들은 과학 수업

을 계획하면서 일반적인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특성에 대해서는 고려한 반

면에, 학습 주제에 포함된 과학 개념에 대한 학습자의 오개념에 대해서는 거

의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 교사들은 가르칠 학습 주제에

대해 학습자가 지닐 수 있는 오개념의 중요성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지식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교사들은 학습자가 지닌 선지식 파악의 어려움

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수업을 계획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박지애 등(2010)은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오개념 유형과 그 유형이 실제

학생들의 오개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예상한 교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사의 지식을 조사하였다. 교사들의 전체 응답은 실제 학생들

의 유형을 거의 모두 포괄하였지만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날 것

으로 예상한 오개념 유형은 실제 학생들의 주요 오개념과 차이가 있었다. 즉,

각 교사들은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학생들의 주요 오개념을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과학 개념 학습 지도에서 학생 오개념 파악의 필요성에 대해

서는 65.5%의 교사가 ‘필요하다’, 27.6%의 교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으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오개념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언급하지 못하

였다. 또한, 수업 중 학생 오개념을 이용하는 빈도에 관한 문항에서는 ‘가끔

이용한다’ 64.4%,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25.3%였다. 학생 오개념을 이용한다

고 응답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학생 오개념을 수업에서 예시로 사용하여 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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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질문을 통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

는 방식으로 수업에 이용하고 있었다.

2.3.3 오개념 교정을 위한 수업 전략에 관한 연구

학생들의 오개념은 학교 교육 이후에도 지속되어 새로운 교수 방법을 활용

하여도 오개념이 변화하거나 개념 이해 수준이 완전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형성하고 그들이 가진 오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예를

들면, 개념 변화 접근법(conceptual change approach)이나 협동 학습 전략

(cooperative learning; Basili & Sanford, 1991), 분자 모형이나 비유를 사용하

는 구체적인 방법(Stavy, 1991) 또는 개념도(concept map)의 활용 등이 그것

이다. 이와 더불어 개념에 대한 추상성을 낮추어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개발한 코스웨어의 효과를 조사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Russell과 Kozma(1997)는 실험 동영상, 분자 수준 애니메이션, 화학식, 그

래프 또는 다이어그램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미시적, 거시적, 상징적 수준의 화

학을 강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4M:CHEM)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그 효과를

29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화학 평형과 관련된 사전 검사와 사

후 검사를 과학적 개념과 오개념의 측면에서 채점한 결과, 두 검사 점수 사이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사전 검사에 비해 사후 검사에서

과학적 개념을 진술한 학생 수가 더 많았고, 오개념을 드러낸 학생 수는 더

적었다.

정완호(1997)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삼투’에 대한 오개념의 처

치로서 인지갈등 수업모형, 순환학습 수업모형, 가설 검증 수업모형을 3시간씩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실험집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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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업 처치의 효과가 있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없는 교사 중심의 전통적인

수업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검사의 결과에서 학습의 지속

효과는 가설 검증 수업모형이 다른 수업모형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갈등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에서 개념을 올바르게 적

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모형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NOVA 검증

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F=5.90, p<.001). 이는 개념

변화 학습에 가설 검증 수업과 인지갈등 수업이 전통적인 교사 중심의 수업이

나 순환학습보다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김병인(2000)은 CD-ROM title, web 상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CAI프로

그램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적용하여 세포분열에 대한 오개념이 교정되

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개별 학습을 적용한 CAI수업은 전통적 수

업에 비하여 오개념을 교정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나 학업 성취수준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오개념이 강한 영역에 대한 문제풀이형 CAI를

적용한 결과는 오개념 교정에 높은 효과가 있었으며 성취 수준이 높은 학생들

에게 특히 효과적이었다.

장주은(2004)은 중학교 과학실험 전후에 오개념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실험과 같은 능동적인 학습 자세가 필요한 수업이 강의식 수업보다 오개념 해

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오개념 해소를 위한 실험

수업 방법의 한 부분으로서 모의실험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영민(2004)은 웹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의 정도

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이를 통하여 오개념을 진단 할 수 있었

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수업이 학

생들의 과학 개념 형성에 효과적이며, 전통적인 강의법에 의한 오개념 교정수

업보다 개념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오개념 해소에 대한 방안으로

컴퓨터 활용 수업이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영직(1998)은 면담법을 이용하여 인지갈등 유발 소재, 인지갈등 유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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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전 개념에 대한 확신도가 인지갈등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인지 갈등 관련 요인이 인지갈등 유발 정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논

리제시 방법보다는 현상제시 방법이 효과적이었고 사전 개념에 대한 확신도가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보다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권난주(2000)는 학습자 특성이 인지갈등에 의한 중학생의 개념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능과 인지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오개념에 불일치한 현상을 보았을 때, 개념 변화를 많이 하였으며, 갈등을 많

이 일으킨 집단일수록 개념 변화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태희 등(1998)은 중학교 여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분자 수준의 애니메이

션을 이용한 컴퓨터 보조 수업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분자의 운동 단원에 대

해 5차시 동안 수업을 진행한 결과, 처치 집단의 학생들(n=42)이 분자의 운동

에 대한 오개념을 적게 나타내었으나, 개념 이해도 검사 점수에서는 처치 집

단과 통제 집단(n=42)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컴퓨터 보조 수업

이 과학 수업에 대한 태도와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업에 대한 인식 검사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 보조 수업에 대해 전반적

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은 어수선한 수업 분위기를 지적

하였고, 화면에 제공된 내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 29 -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3.1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 대상 학교는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않도록 수도권, 충청도, 경상도, 전

라도에 위치한 총 5개의 사범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학의 화학교육과

또는 과학교육학부 화학 전공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습을 비롯한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이 거의 끝난 2학기에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한 예비 화학교사들은 총 87명이었다(표 Ⅲ-1).

대학 남 녀 계

A 6 24 30

B 5 14 19

C 6 9 15

D 4 6 10

E 4 9 13

계 25 62 87

<표 Ⅲ-1> 연구 대상 대학별 사례 수

3.2 검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 검사지, 인식 검사지, 교육요구 검

사지를 사용하였다. 지식 검사지는 박지애 등(2010)의 연구에 사용된 검사 문

항 중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예상해 보는 2개 문항을 선택하고, 추가적으로 과학적 개념을

설명하도록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의 온도와 부

피 관계는 학생들의 개념 이해 정도를 조사한 선행연구(김경순, 2005)에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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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자성에 관한 오개념이 많이 보고된 주제이다. 이에 대한 중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가능한 많이 기술하고 그 중 실제 중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하게 함으로써 예비 화학교사들

이 알고 있는 오개념 유형의 종류와 순위를 조사하였다. 또한, 각 주제에서 목

표로 하는 과학적 개념을 분자 수준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자세히 글로 설명하

도록 함으로써 예비 화학교사들에게 오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인식 검사지는 박지애 등(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학생 오개념 지식의 필

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은 5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오개념을 교수에 활용하려

는 의향 문항은 4단계의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오개념을 활용할

의향이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고, 활용 의향과 관계없이 오

개념을 활용한 교수 방법을 아는대로 모두 서술하도록 하였다.

교육요구 검사지는 사범대학에서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경험과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오개념에 대한 경험은 학생들

의 오개념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한 3개 문항과 오개념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연 및 교육실습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한 1개 문항으로 조사

하였다. 각 문항은 모든 연구 대상 대학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선다형으로

구성하고 복수 응답과 제시된 항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응답도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예비 화학교사들의 경험에 대한 응답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경험을 얻게 된 화학 교과교육학 강의명과 시수를 서술형으로 조

사하였다.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는 주영 등(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범대

학에서 가능한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교육 유형을 10개 문항으로 제시하고,

각 문항에 대한 요구 정도를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문항에 제시된 유형 이외의 교육요구 사항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검사지는 과학교육 전문가 3인 및 중등 과

학 교사 2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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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석 방법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기 위해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한 학생

오개념 유형의 종류와 순위를 분석하고, 선행연구(김경순, 2005; 노태희 등,

1998; 박지애 등, 2010)에 보고된 중학생들의 오개념 유형 및 비율과 비교하였

다. 오개념 유형의 종류 분석에서는 예비 화학교사들의 응답을 박지애 등

(2010)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분포, 보존, 운동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다시

이를 세분하였다. 즉, 주어진 공간에 분자들이 퍼져 있는 정도에 관한 오개념

들은 분포 범주로, 분자의 크기와 수, 모양 등의 불변에 대한 오개념들은 보존

범주로, 분자의 운동성 및 운동 속도 변화에 대한 오개념들은 운동 범주로 분

류한 후 범주 내에서 다시 세분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

2인이 각자 그림으로 표현된 오개념 유형을 글로 작성된 설명을 참고하여 분

석하고, 분석자 간 일치도가 90% 이상에 도달한 후 연구자 1인이 모든 답안

지를 분석하였다. 오개념 유형의 순위 분석에서는 중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순서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된 대표 순위를 이용

하였다. 대표 순위는 1순위로 예상된 유형에 300%, 2순위로 예상된 유형에

200%, 3순위로 예상된 유형에 100%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유형별로 가중치

를 합산하여 계산되었다(우수명, 2007). 한편, 지식 검사의 분석 대상은 정확한

결과 분석 및 해석을 위해 오개념을 지니지 않은 예비 화학교사들로 한정하였

다. 이를 위해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와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한

지식 검사 문항에서 과학적 개념으로 예비 화학교사들이 제시한 응답을 ‘과학

적 이해’, ‘오개념이 없는 부분적 이해’, ‘오개념이 포함된 부분적 이해 및 비과

학적 이해’로 분류하고(김경순, 2005), 각 문항별로 ‘오개념이 포함된 부분적

이해 및 비과학적 이해’에 포함된 응답을 한 20명과 10명을 분석 대상에서 제

외하였다. 예비 화학교사들의 오개념의 예로는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기체의 압력이 증가하면 분자들이 가운데로 모이거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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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다’,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이 용기의 벽에 붙는다’ 등이 있었다.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오개념에 대한 지식의 필요

성, 오개념을 교수에 활용하려는 의향에 관한 응답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또한, 교육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 학생 오개념에 대한 경험에서

오개념을 알게 된 경로, 오개념과 관련된 사범대학 교육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에 대한 응답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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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및 논의

4.1 예비 화학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

4.1.1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

기체가 들어 있는 용기 위에 추를 더 올려서 부피가 감소한 현상을 분자

수준으로 설명하는 지식 검사 문항에서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은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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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오개념의 유형
응답수

(N=67)a 순위

분포

분자들이 위로 떠있다 17(25.4)b 18(5)c

분자들이 아래로 가라앉는다 34(50.7) 45(3)
분자들이 모이거나 붙는다 12(17.9) 13(8)
분자들이 용기 가운데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7(10.4) 16(6)
분자들이 용기에 꽉 찬다 8(11.9) 16(6)

기타 4(6.0) 4(15)

보존

분자 수가 줄어든다 47(70.1) 88(2)
분자 크기가 작아진다 50(74.6) 111(1)
분자 모양이 납작해진다 19(28.4) 20(4)
기타 5(7.5) 2(16)

운동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 4(6.0) 9(11)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4(6.0) 7(12)
기타 4(6.0) 0(17)

기타

물질의 상태가 액체 또는 고체로 변한다 5(7.5) 5(13)
물질은 연속적이다 5(7.5) 5(13)
분자들끼리 결합한다 12(17.9) 12(9)
기타 11(16.4) 12(9)

무응답 1(1.5)
a오개념을 가진 예비 화학교사를 제외한 수
b빈도(백분율)
c가중치 값(평균 순위)

<표 Ⅳ-1>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에 대해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하는 학

생들의 오개념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오개념 유형의 종류로는 ‘분자 크기가 작아진

다’(74.6%), ‘분자 수가 줄어든다’(70.1%), ‘분자들이 아래로 가라앉는다’(50.7%)

등을 예상한 예비 화학교사들이 많았다. 범주별로는 분자의 크기나 수 등이

일정한지에 대한 보존 범주의 응답이 많았다. 오개념 유형의 순위에서 중학생

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대표 순위 1위부터 3위까지는 오개념 유형

의 종류에서 응답 빈도가 높았던 3가지와 동일했다. 즉, 예비 화학교사들은 많

은 중학생들이 분자 크기나 수, 배열 위치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

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사한 문항으로 중학생들의 개념 이해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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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선행연구(김경순, 2005; 박지애 등, 2010)의 결과에 따르면, 실제 중학

생들은 예상과 달리 ‘분자 운동이 느려진다’, ‘분자 운동이 빨라진다’, ‘분자들

이 용기 가운데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등의 분자의 운동 속도와 배열의 규칙

성에 대한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한편, 예비 화학교사 1명당 평균 3.8

개씩 예상한 오개념 유형을 모두 종합하면 실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포괄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예비 화학교사들은 중학생들이 가질만한 오개념의

유형의 종류는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로 많은 중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

적인 오개념 유형은 잘 모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교사가 되어 오개념을 고려한 수업을 할 때에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여 기대한 교수-학습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예비 화학교사들이 중학생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분자 운동에 대한 오개념을

거의 예상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교사 양성 교육에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

지 못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오개념 관련 연수 후

학생에 대한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Smith & Neale, 1989) 결과에 비

추어 볼 때, 화학교사 양성 교육에서 오개념에 관한 교육이 예비 화학교사들

의 학생 오개념 지식 수준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원인으로 개

념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보편적인 학생 오개념의 예상을 방해했을 수도 있

다(Halim & Meerah, 2002). 예비 화학교사들이 기체의 압력과 부피 관계의

과학적 개념으로 제시한 응답의 분석 결과, 분자의 충돌 횟수 증가 또는 운동

속도 불변 등과 같은 운동 범주에 대한 목표 개념의 언급이 없어 ‘오개념이

없는 부분적 이해’로 분류된 응답을 한 예비 교사들이 14명(20.9%) 있었다. 이

와 같이 현상 설명에 분자 운동 개념을 적용하지 않은 예비 화학교사들은 학

생들이 분자 운동에 대한 오개념을 가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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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

기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 위쪽에 풍선을 연결하고 가열하였을 때 풍선의

부피가 커진 현상을 분자 수준으로 설명하는 지식 검사 문항에서 예비 화학교

사들이 예상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은 <표 Ⅳ-2>와 같다.

오개념 유형의 종류에서 예비 화학교사들의 응답 빈도가 높았던 유형은 ‘분

자들이 모두 풍선으로 이동하여 퍼져있다’(74.0%), ‘분자 크기가 커진

다’(64.9%), ‘분자 수가 늘어난다’(49.4%) 등이었다. 이 오개념들은 오개념 유형

의 순위에서 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 대표 순위 1위부터 3위까

지의 오개념과 동일했다. 실제로 선행연구(김경순, 2005; 노태희 등, 1998; 박

지애 등, 2010)에서 보고된 중학생들에서 많이 나타난 오개념은 ‘분자들이 모

두 풍선으로 이동하여 퍼져 있다’, ‘분자들이 플라스크 위쪽과 풍선에 퍼져 있

다’, ‘분자 크기가 커진다, ‘분자 수가 늘어난다’로, 예비 화학교사들이 높은 순

위로 예상한 오개념 유형과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예비 화학교사들이 1인

당 평균 3.3개씩 제시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종합했을 때 그 유형의 종류가 매

우 다양하여, ‘모든 분자들이 풍선 안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플라스크의 아

래쪽과 풍선의 벽에 기체 분자가 분포한다’, ‘기체 분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

해 있다’ 등의 실제 학생들에게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유형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한 오개념이 학생들의 특성이나 오개념

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직관적 판단

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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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오개념 유형
응답수

(N=77)a 순위

분포

분자들이 모두 풍선으로 이동하여 퍼져있다 57(74.0)b 121(1)c

분자들이 풍선 벽에만 붙어있다 5(6.5) 7(8)

거의 모든 분자들이 풍선으로 이동하여 퍼져있다 1(1.3) 3(13)

분자들이 플라스크 위쪽과 풍선에 퍼져있다 13(16.9) 24(4)

분자들의 일부는 풍선으로 이동하고, 나머지는 플

라스크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
4(5.2) 3(13)

모든 분자들이 풍선 안에 한 곳에 치우쳐 있다 5(6.5) 7(8)

모든 분자들이 플라스크 안에 분포한다 16(20.8) 24(4)

플라스크의 아래쪽과 풍선의 벽에 기체 분자가

분포한다

4(5.2) 8(7)

기타 12(15.6) 4(11)

보존

분자 수가 늘어난다 38(49.4) 76(3)

분자 크기가 커진다 50(64.9) 87(2)

기타 4(5.2) 2(17)

운동

가열해도 분자 운동 빠르기는 변함없다 2(2.6) 2(17)

열을 가해야 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3(3.9) 2(17)

기체 분자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다 4(5.2) 7(8)

모든 분자들이 벽면을 향해 운동한다 2(2.6) 4(11)

기타 5(6.5) 3(13)

기타

물질은 연속적이다 2(2.6) 0(20)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3(3.9) 3(13)

기타 11(14.3) 11(6)

 무응답 3(3.9)
a오개념을 가진 예비 화학교사를 제외한 수
b빈도(백분율)
c가중치값(평균 순위)

<표 Ⅳ-2> 기체의 온도와 부피 관계에 대해 예비 화학교사들이 예상하는 학

생들의 오개념



- 38 -

4.2 예비 화학교사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인식

예비 화학교사들이 인식하는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과 학생 오

개념을 활용하려는 의향은 <표 Ⅳ-3>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예비 화학교사

들은 교수 활동에서 학생 오개념에 대해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98.8%),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전혀 없었다. 이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학생들의

오개념을 화학 개념 지도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오개념에 대한 지식을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차 교사가 되면 교수 활동의 준비나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생 오개념을 자

주 활용하겠다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많았다(58.6%). 가끔 활용할 것으로 응답

한 예비 화학교사(40.2%) 중 일부는 ‘학생들의 과학 개념이 안정되지 않은 상

태에서 오개념을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거나

‘오개념을 활용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

학생 오개념을 아는

것이 과학 개념

지도에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저

그렇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미응답 Total

63

(72.4)a

23

(26.4)

0

(0)

0

(0)

0

(0)

1

(1.1)

87

(100)

교사가 되면 학생

오개념을 얼마나

자주 활용할 것입

니까?

자주

활용한다

가끔

활용한다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미응답 Total

51

(58.6)

35

(40.2)

0

(0)

0

(0)

1

(1.1)

87

(100)
a빈도(백분율)

<표 Ⅳ-3> 학생 오개념 지식의 필요성 및 활용 정도에 대한 예비 화학교사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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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예비 화학교사들이 알고 있는 오개념을 활용한 교수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표 Ⅳ-4>와 같다.

교수-학습 활동에서 학생 오개념 활용 방안
응답수

(N=87)
오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인지갈등을

일으킨다

37(42.5)
a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수업을 한다 8(9.2)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르친다 4(4.6)

과학적 개념을 제시한다 3(3.4)

다양한 오개념을 제시한다 2(2.3)

오개념의 잘못된 점을 설명한다 4(4.6)

오개념을 고려하여 수업 방향 및 수업 방법을 선택한다 8(9.2)

과학적 개념과 오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5(5.7)

기타 20(23.0)

미응답 4(4.6)
a빈도(백분율)

<표 Ⅳ-4> 예비 화학교사가 인식하는 오개념 활용 방안

42.5%의 예비 화학교사들이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해 오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여 인지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인지

갈등은 오개념에 대한 불만을 야기함으로써 개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할 수는 있지만, 대안인 과학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거나 과학적 개념

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개념 변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

다(권재술 등, 2003). 한편, 13.8%의 예비 화학교사들은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

으로 변화시키는 수업을 한다’(9.2%), ‘오개념을 갖지 않도록 주의해서 가르친

다’(4.6%)와 같이 교수 목표만 진술하고 오개념의 활용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

다. 이는 오개념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학적 개념을 제시한다’(3.4%),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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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오개념 유형들을 제시한다’(2.3%), ‘오개념의 잘못된 점을 구체적으로 설

명한다’(4.6%) 등과 같이 응답한 예비 화학교사들도 있었다. 이러한 응답들은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제시하거나 오개념이 틀린 것임을 알려준다면 학생들이

무리 없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는 학습을 백지

상태의 학생들이 교사에 의해 전달되는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라고 보는 전통주의적 교수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Gomez-Zwiep, 2008).

반면에 ‘오개념을 고려하여 수업 방향 및 수업 방법을 선택한다’(9.2%)는 응답

은 막연하지만 오개념을 수업 계획에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오개념을 과학적인 개념과 비교ㆍ대조하여 설명한

다’(5.7%)는 응답은 학생들에게 오개념과 과학적 개념을 동시에 평가하게 함

으로써, 오개념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고 과학적 개념의 타당성과 유용함을 이

해하게 하므로(조정일과 윤수미, 2002)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한 23%의

예비 화학교사들의 응답은 ‘오개념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제작한다’, ‘오개념

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토론의 주제로 사용한다’ 등 다양하였다.

전반적으로 예비 화학교사들은 학생 오개념 지식의 필요성과 활용에 매우

긍정적이었지만 이들이 제시한 오개념 활용 수업 방안은 현대 과학교육자들이

제안하는 구성주의적 교수 전략과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직 중등교사들을 대

상으로 한 선행연구(Morrison & Lederman, 2003) 결과와 유사한데, 선행연구

에서는 이러한 결과의 원인으로 교사들이 구성주의적 교수에 반대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구성주의적 신념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수업에 전이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교사의 교수 신념은 교수 방법이나 수업 결과를 결정

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조정일과 윤수미, 2002), 추후 연구를

통해 예비 화학교사들의 교수 신념과 오개념에 대처하는 수준과의 관계를 알

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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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예비 화학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

4.3.1 학생 오개념에 대한 경험

예비 화학교사들이 화학 교과교육학 관련 강의나 활동, 관련 자료, 개인적

인 경험 등에서 학생들의 오개념을 알게 되는 경로는 <표 Ⅳ-5>에 정리하였

다.

항목
응답수

(N=87)
화학교육 관련 강의나 실습
① 이론 강의 46(52.9)a

② 수업 자료 제작 29(33.3)
③ 수업 시연 활동 28(32.2)
④ 교생 실습 29(33.3)

⑤ 연구 논문을 통한 학습 26(29.9)
관련 자료를 통해서
① 화학교육 관련 강의 자료 52(59.8)
② 과학 교육학 관련 전공 서적 34(39.1)
③ 인터넷 자료 11(12.6)
④ 중학교 과학 교과서 7(8.0)

⑤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19(21.8)
⑥ 연구 논문 39(44.8)
⑦ 기타(설문조사) 1(1.1)

개인적인 경험에서 20(23.0)
기타 1(1.1)

a빈도(백분율)

<표 Ⅳ-5> 학생 오개념을 알게 된 경로

화학 교과교육학 강의나 활동 범주에서는 화학 교과교육학 이론 강의

(52.9%), 학습 활동지와 지도안 등의 수업 자료 제작 활동(33.3%), 수업 시연

(32.2%), 교육 참관 및 실습(33.3%), 연구 논문(29.9%)을 통해 학생 오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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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제공한 화학 교과교육학 강의

는 학교별로 평균 1.0～2.6개 정도였다. 관련 자료 범주에서는 화학 교과교육

학 강의 자료(59.8%)를 통하여 학생 오개념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다. 이상의 결과는 예비 화학교사들에게 사범대학에서의 화학 교과교육학

강의나 활동이 학생 오개념을 접한 경험의 큰 부분을 차지하며, 학생 오개념

에 대한 지식 및 인식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화학 오개념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연 및 교육실습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한 응답에서 예비 화학교사들은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43.7%)이나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한 교수 전략(39.1%)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된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하다(41.4%)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사범대학의

화학교사 양성 교육에서 학생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이 시도되고 있지만, 이러

한 교육이 예비 교사들의 학생 오개념 이해 및 이에 기초한 교수 실천을 가능

하게 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4.3.2 학생 오개념 관련 교육요구

학생들의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요구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표 Ⅳ-6>에 제시하였다. 평균은 5점 만점에 3.82～4.48로 예비 화학교사들은

모든 교육 항목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는 기존의 교육과정이 예비 화학교

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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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균(편차)
(N=87)

순

위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오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학생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수업 전략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4.48(.53) 1

학생의 오개념 자료나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

이 필요하다

4.28(.52) 2

다양한 화학 개념에 대해 학생의 오개념을 소개하는 강의가

필요하다

4.25(.51) 3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3.91(.77) 7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학습 이론 등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3.86(.70) 8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다루는 강의가 필요하

다
3.82(.84) 9

학생의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시연(모의 수업) 또는 교생 실

습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지도교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4.21(.63) 4

오개념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활동지, 지도안 등)를 제작해

보는 실습이 필요하다

4.09(.67) 5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시연(모의 수업) 또는 교생 실습 경험

이 필요하다

3.95(.81) 6

오개념을 활용한 현직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동영상으로

시청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86(.81) 8

계 4.07(.34)

<표 Ⅳ-6> 예비 화학교사의 학생 오개념 관련 교육요구

특히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수업 전략이나 오개념을 활용

하는 교수 방법에 관한 강의’(4.48), ‘학생 오개념 목록이나 이를 활용한 교수-

학습 자료의 제공’(4.28), ‘다양한 화학 개념에 대한 학생 오개념 소개’(4.25)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 항목들은 학생 오개념에 대한 경험의 조사 결과에서

예비 화학교사들이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연 및 교육실습을 하면서 겪는 어려

움들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예비 화학교사들은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교육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오개념을 다루는 수업 시연이나 교육실습 과정에서 지도 교사나 지도 교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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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4.21),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자료를 제작하는 활동’(4.09) 등에 대한

교육요구도 높았다. 이는 예비 화학교사들이 수업 설계나 교수-학습 활동 등

에서 오개념과 관련된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지식을 원하며, 이를

얻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시된 교육

항목 이외의 요구로는 ‘학생 오개념 발생 원인에 대한 이론 교육’, ‘예비 화학

교사나 현직 교사들이 가지는 오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의 소개’, ‘오개념이 많

이 보고된 주제의 과학적 개념에 대한 교육’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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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예비 화학교사들을 대상으로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 그 지식의 필요성과 활용 의지 및 활용 방안

에 대한 인식,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

예비 화학교사들은 화학 개념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오개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았고 학생 오개념을 활용하려는 의지가 강하였다. 그러

나 화학에서 핵심적인 개념인 물질의 입자성과 관련된 학생들의 보편적인 오

개념을 예상하지 못하거나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오개념을 제시하는 등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적절한 오개념 활용

방법을 제안한 예비 화학교사들도 적었다. 대부분의 예비 화학교사들이 사범

대학의 화학교사 양성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오개념을 알게 되었다고 응답

하였으므로,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적절한 대처 방안을 제시하

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화학교사 양성 교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

제로 예비 화학교사들은 오개념과 관련된 과제 수행이나 수업 시연 및 교육실

습에서 일반적인 학생 오개념의 유형이나 교수-학습에서의 오개념 활용 방법

및 실례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개념과

관련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현행 사범대학의 화학교사

양성 교육에서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육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예비 화학교사들의 교육요구를 포함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화학 개념에 대한 학생 오개념과 이를 수정하기 위한 교수 전

략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오개념을 아는 것은 구

성주의적 교육의 기초로서 학생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수업 설계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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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교사 자신이 학생들과 비슷한 오개념을 갖고 있는지 점검하게 한다. 또

한, 오개념의 발생 원인이나 특징 등과 같이 학생들의 오개념 형성 과정을 심

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여 화학 개념 학습에서 나타날 만한

다양한 오개념을 예상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의 내면화를 위해 예비 화학교사들이 수업

시연이나 교육실습을 통해 직접 학생들의 오개념을 검사하고 진단하거나 과학

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교수 전략을 실행해보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으므로, 학생 오개념과 관련된 실

제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오개념에 대한 지식과 활용 방안 등의 지식

을 적용하고 반성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 예비 화학교

사들의 요구가 높았던 지도 교수나 교사의 멘토링을 도입한다면, 예비 화학교

사들의 부족한 지식이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장과 관련

된 맥락적인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예비 화학교사들이 현장에서 장차 가르치게 될 주요 화학 개념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일부 예비 화학교사들은

물질의 입자성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는 학생들의 오개념을 인

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Halim & Meerah, 2002). 또한, 지식

검사에서 과학적 개념으로 예비 화학교사들이 제시한 응답 중에는 오개념이

적지 않았다. 오개념을 가진 교사는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전달할 우려가 있고

(Berg & Brouwer, 1991), 동일한 오개념을 가진 학생들에게 오개념을 수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사는 학생들의 과학적

개념 구성의 안내자 역할을 담당하므로 개념에 대한 교사 본인의 이해는 필수

적이다(Yager, 1991). 따라서 중등 교육과정의 화학 개념에 대한 예비 화학교

사들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개

선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예비 화학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의 활용 방안이 구성주의적 관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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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던 원인으로 이들의 과학 교수 신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

성적인 방법의 선행연구 결과(Morrison & Lederman, 2003), 학생 오개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의 사용 여부는 구성주의적 교수 신념과 관련이 있

었다. 그러나 예비 화학교사들의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과 그 적용이 교수

신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으므로, 추

후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예비 화학교사의 학생 오개념

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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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부     록

<부록 Ⅶ-1> 학생 오개념에 대한 지식 검사지

※ 다음은 중학생들의 화학 오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안 작성 방법>

1) 각 문제(1~2번)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그림과 글로 적어 주십시오.

2) 각 문제에 대해 중학생들이 응답할 경우, 나올만한 오개념을 가능한 많이 그림 또는 글로 적어 

주십시오.

3) 여러분이 적은 오개념 중에서 많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3가지만 골라, 가장 많이 나올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예시 답안>

과

학

적

 개

념

예

상

되

는

 중

학

생

들

의

 오

개

념

    

순 위
중학생에게 많이 나올 오개념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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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체의 압력과 부피의 관계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

학

적

 개

념

<그림 1>과 같이 산소 기체가 들어있는 용기 위에 추를 하나 더 올려놓았더니, <그림 2>와 
같이 되었다. 용기 속에는 산소 분자가 8개 들어 있고, 이 분자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자. 추를 
더 올려놓기 전 용기의 내부 상태를 <그림 1>에, 추를 하나 더 올려놓은 후 용기의 내부 상태를 
<그림 2>에 각각 그려보자.

             <그림 1>                             <그림 2>

추를 하나 더 올려놓은 후

○ 산소 분자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낸 산소 분자의 분포와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자.
 *설명:

  예

상

되

는

 중

학

생

들

의

 오

개

념

순위
중학생에게 많이 나올 오개념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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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과

학

적

 개

념

<그림 1>과 같이 질소 기체가 들어 있는 플라스크의 가지에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고무풍선을 
매달았다. 가지에 달린 조절 마개를 열고 플라스크를 가열하였더니, 고무풍선이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다. 플라스크 안에 10개의 질소 분자가 들어 있으며, 이 분자를 볼 수 있다고 가정하자. 
가열하기 전 질소 분자의 분포를 <그림 1>에, 가열한 후 질소 분자의 분포를 <그림 2>에 각각 
그려보자.

○ 질소 분자

조절마개를 열고
플라스크 가열

조절마개

  <그림 1> 가열 전                         <그림 2> 가열 후  

<그림 1>과 <그림 2>에 나타낸 질소 분자의 분포와 상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자.
*설명:

  예

상

되

는

 중

학

생

들

의

 오

개

념

순위
중학생에게 많이 나올 오개념 순서대로 
적어주세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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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2> 학생 오개념에 대한 인식 검사지

※ 다음은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과학 오개념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묻는 

문항입니다. 

1.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과학 오개념을 아는 것이, 과학 개념을 지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과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과학 오개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아는대로 

적어 주십시오.

3. 여러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오개념을 얼마나 자주 수업 준비 또는 

수업에 활용할 것입니까? 

① 자주 활용한다 ② 가끔 활용한다

③ 별로 활용하지 않는다 ④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 위 3번 문항에서 ③, ④를 선택하신 분들만 응답해 주십시오.

3-1. 학생들의 과학 오개념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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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Ⅶ-3> 학생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 검사지

 

중학생의 화학 오개념에 대한 교육요구 검사지

※ 다음은 여러분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v 성          별: ① 남        ② 여     

v 나          이: 19     년 생

v 학          과:                 과

v 교생 실습 여부: ① 있다 ( 중학교 / 고등학교 )     ② 없다

v 졸업 후 교직에 진출할 의향: 

   ① 있다        ② 아직 고민 중이다        ③ 다른 진로를 계획 중이다  

v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에 대한 내용을 화학교육 관련 강의나 실습(모의 

수업이나 교생 실습 등)에서 접한 경험:      ① 있다            ② 없다  

Ⅰ. 다음은 여러분이 학생들의 화학 오개념을 접한 경험을 묻는 문항입니다. 

 과학적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학생의 생각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과학적 개념과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오개념’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였습니다.

1.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 오개념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화학교육 관련 강의나 실습(교생실습 포함)  

③ 개인적인 경험에서  

② 관련 자료를 통해   

④ 기타                     

2.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 오개념에 대해 배웠거나, 화학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진행 또는 참관을 해 본 화학교육 관련 강의명과 대략의 시간을 모두 적어주십시오.

예) 화학교육론 (1.5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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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 오개념을 화학교육 관련 강의나 실습을 통해 알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이론 강의

③ 수업 시연(모의 수업) 활동

⑤ 연구논문을 통한 학습(과제 또는 발표 등)  

② 수업 자료(활동지, 지도안 등) 제작

④ 교생 실습(수업 진행 또는 수업 참관)

⑥ 기타                     

4.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화학 오개념을 관련 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알게 되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화학교육 관련 강의 자료

③ 인터넷

⑤ 중학교 과학 교사용 지도서 

⑦ 기타                      

② 과학 교육학 관련 전공 서적

④ 중학교 과학 교과서 

⑥ 연구 논문 및 오개념 

5. 화학 오개념과 관련된 과제나 실습(모의 수업, 교생 실습)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① 다양한 화학 개념에 대해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오개념을 모름

② 오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오개념을 변화시키는 수업 전략에 대해 잘 모름

③ 오개념을 설명하는 학습 이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

④ 학생의 오개념 자료나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가 부족함

⑤ 오개념 관련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 모름

⑥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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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항목

전혀 
필요
하지 
않다

필요
하지 
않다

보통
이다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1
다양한 화학 개념에 대해 학생의 오개념을 소개하는 강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2
과학 수업에서 학생의 오개념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학생의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는 수업 전략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3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학습 이론 등의 이론적 내용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4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다루는 강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5
학생의 오개념 자료나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자료의 제공이 
필요하다.

1 2 3 4 5

6
학생의 오개념과 관련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1 2 3 4 5

7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시연(모의 수업) 또는 교생 실습 경험이 
필요하다.

1 2 3 4 5

8
오개념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활동지, 지도안 등)를 제작해보는 
실습이 필요하다.

1 2 3 4 5

9
학생의 오개념을 활용한 수업 시연(모의 수업) 또는 교생 실습 
과정에서 지도교수나 지도교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1 2 3 4 5

10
오개념을 활용한 현직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거나 동영상으로 
시청 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1 2 3 4 5

※ 다음은 화학교육 관련 강의에서 다룰 수 있는 화학 오개념 관련 교육 항목입니다. 

각 항목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도를 ○로 표시해 주십시오.

*위에 제시된 교육 항목 이외에, 화학교육 관련 강의에서 화학 오개념과 관련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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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ived Educational Needs

Younok Park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Major in Chemist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pre-service chemistry teachers'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middle school students' misconceptions and their

perceived educational need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87 seniors at

the department of chemistry education of five colleges of education. The

instrument was consisted of a test for their awareness and perceptions of

students' misconceptions on chemistry topics and an educational need test

for their experiences and needs for learning them. Analyses of the results

revealed that most pre-service teachers were not thoroughly aware of

students' misconceptions related to the particulate nature of matter. The

perceptions of a necessity of knowing misconceptions and a willingness to

deal with them were positive. However there were few pre-service

teachers addressing them according to the constructivism. The pre-service

teachers encountered misconceptions through chemical education courses,

and had difficulties in practicing teaching strategies addressing

misconceptions because of limited examples of misconceptions and

insufficiencies of methods/materials in teaching. They also needed l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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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actices related to students' misconceptions.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Key words: Misconcepti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al need

Student Number: 2009-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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