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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체의 성질에 관한 오개념 비교
1)윤회정*․우애자**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기체의 확산과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화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의 종류와 학년 간에 나타나는 오개념의 차이점을 조사하
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대학생은 고등학생에 비하여 기
체의 성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른 이해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은 고등학생보다 적은 종류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학습
을 통하여 일부 오개념이 수정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체에 관한 입자적 수준에서의 이해에 대
한 부족으로 생긴 오개념은 학습에 의해 일부 올바른 개념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고등학생과 대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쉽게 수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은
수업에서 많이 사용되는 익숙한 내용의 문항에는 공식이나 암기한 지식들을 그대로 이용하여 설명
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향은 고등학생들보다 대학생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주제어 : 오개념, 기체의 성질, 기체의 확산

I. 서 론
현대 과학 학습이론은 구성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심리학으로서 구성주의는 학습을 의미의 재
구성, 또는 인지구조의 변화로 정의한다(조희형과 최경희, 2005). 구성주의 학습의 기본 가정은 학
습자가 자신의 인지구조를 바탕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식을 구성해
간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구성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과학교육학자들은 학습자가 학습해
야 할 내용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으며, 과학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연구해왔
다. 이들은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학습하기 이전에 이미 경험적으로 자연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를 사전개념(preconception), 대체 개념 (alternative co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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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적 관념(intuitive belief), 오개념(misconception) 등으로 정의했다.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다
면 학생들은 학습을 통해서 이미 형성된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교
사가 수업 전략을 세울 때 이러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업 계획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오개념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화학분야에서는
열, 온도, 물질의 입자성, 공유결합, 전기화학, 물질의 상태변화, 화학반응, 화학평형, 화학양론, 몰
농도 등에 관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들이 연구되었다(Wandersee, Mintzes & Novak,
1994). 조희형(1984)에 의하면 오개념은 개인의 다양한 감각적 경험, 은유, 유추, 논리적 조작 능력
의 미숙 등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원천으로부터 형성된 오개념은 격리된 것이 아니라 아동
자신의 견해로 세계를 이해하게 하는 일련의 개념적 구조로서 그 자체의 법칙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
에 그 구조와 모순되는 과학적 개념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Viennot, 1979).
오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과 형성원인, 오개념 수정을 위한 교수
학습 전략 개발과 새로운 학습 전략이 오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오개념
의 유형과 형성 원인에 관한 연구는 화학의 다양한 개념들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체의 성질에 관한
이해는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의 성질에 관한 개념과 그 이해 정도가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개념들이 보고되었다(조정일과 이현욱, 1994; 류승아 외 3인, 1999; 노태희,
임희준과 우규환, 1995; Niaz, 2000).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늘 공기를 접하고 있지만, 기체 자체가 보이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형식적 사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다. Stavy
(1988)는 학생들이 기압 같은 기체의 성질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기 어려워 하는 이유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기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Novick과 Nussbaum(1981)
은 기체의 성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의 입자적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데 이것이 추상적 개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Driver(1985)는 학생들의 일상적인 경험에서 얻어진 물질관에 바탕을 두고 생기는 화학평형과 기
체의 상태 개념에 관한 오개념을 논의하였다. 학생들은 기체 분자 운동과 관련하여 따뜻한 공기는
찬 공기보다 가볍고, 용기에 열을 가하면 용기 안 공기의 양이 늘어나며, 기체는 한쪽 방향으로만
힘이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학생들은 확산을 분자 스스로의 운동으로 생각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확산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백남훈(1994)은 학생들이 확산을 공기의 운동으로 생각하는 오개념
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조정일과 이현욱(1994)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확산 개념의 유형과
이해 정도를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확산 현상을 분자 운동으로 설명하고 농도 차이에 따른 확산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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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언급한 학생은 전체의 14% 정도였고, 기체의 균일한 분포를 언급한 학생은 8%에 그친
다. 노태희(1995)는 많은 학생들이 확산 현상을 설명할 때 확산 속도와 분자량 사이의 관계 즉, 균일
한 상태가 되기까지의 확산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기의 팽창, 공기의 냉각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오개념들이 나타나는데 학생들은
이들을 분자 운동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박성미(1990)의 연구에 의하면 학년이 높아지면서 가열과 냉각 현상을
분자 운동의 관점으로 파악하는 학생들은 증가하지만, 분자의 균일한 분포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지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열에 의한 부피 증가를 공기의 이동 또는 분자수의 증가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가열 후 부피가 늘어나는 쪽으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오개념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 분포의 이해 정도를 조사한 노태희(1995)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하며, 학생들이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줄어든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해는 올바르게 하고 있으나 이러한 거시적 관점을 미시적인 입자계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오개념을
갖게 되고, 따라서 입자적 수준에서의 기체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
히, 학생들은 가열 현상보다는 냉각 현상에서 물질의 입자적 성질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다.
학생들의 화학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Nurrenbern과 Pickering(1987)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식에 주어진 조건들을 대입하여 계산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문제들은 잘 해결하는데, 개념을 설명하
는 문제들은 잘 풀지 못한다. 문제 해결 특성과 전략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수리 문제
들을 잘 해결한다는 것은 그들이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들은 학생들이 기체의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관한 개념을 조
사하기 위한 정성적인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과 대학교 1,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체의 확산과정과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를 포함한 기체의 성질에 대한 개념을 조사함으로써 집단 간의 오개념 유형의 차이점과 학
습에 따른 오개념 유형의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오개념
의 종류와 학습에 따른 오개념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교수자들이 수업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고
려해야 할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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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자연계열 2학년 4개 학급 114명과 서울
시 소재 대학교 학생들 1학년 63명과 3학년 32명이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반화학에서 기체 단
원을 학습했고,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2학년 때 물리화학에서 기체 단원을 학습하였다.

2. 연구 절차
고등학생의 경우 기체 단원의 학습 전에 검사를 실시했다. 대학생들도 고등학생에게 사용했던 것
과 동일한 검사지를 이용하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일반화학 강의에서 기체 단원을 학습한 후에
대학교 3학년 학생들은 1학년과 동일한 시기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3. 검사지
기체의 성질에 관한 검사지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1과 문항2는 각각 Nurrenbern
과 Pickering(1987)과 노태희(1995)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던 것을 사용하였고, 문항3은 문항2를 수정
하여 제작했다. 문항1은 학생들이 확산 현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분
자량과 확산 속도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2는 압력이 일정할
때 강철탱크라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에 담겨있는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기체 분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묻는 것이다. 문항3은 문항2와 유사한데 차이점은 강철탱크 대신 풍
선 안의 기체에 대한 변화를 묻는 것으로 기체의 온도,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 충돌횟수, 부피변화
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검사지의 응답 그림과 내용을 분석하여 비슷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기체의 확산 현상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 유형 분석
문항1은 분자량에 따른 확산속도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절 마개로 연결된 두 용
기 안에 분자량이 다른 기체들을 혼합하여 넣고, 조절 마개를 열고 완전히 평형에 도달하기 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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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시점에서 기체 분포를 예상하여 그리게 한 것이다. 학생들의 대표적인 응답그림과 내용, 해석, 그
리고 학년에 따른 각 응답 유형별 빈도수를 <표 1>에 나타내었다. 학생들의 응답을 분류할 때, 과학
자적인 개념(Scientific concept)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을 S, 오개념(Misconception)을 나타내고 있
는 응답들을 M으로 표시했으며, 오개념들을 유형별로 M1∼M3로 나타내었다.

<표 1> 확산에 대한 주관식 응답 유형 및 분자 분포 그림과 빈도수

응답자수, 명 (%)
분류

응답그림

응답내용

응답해석

고등

대학교 대학교

학생

1학년

3학년

26

39

16

기체의 확산속도는 분 분자량과 확산속도
S

자량이 가벼울수록 빠 와의 관계를 이해하
르므로 H2가 가장 빠르 고 응답하였다.

(22.8) (61.9)

(50.0)

고 SO2가 가장 느리다.
1시간 후에 균일해지므 1시간 후에 균일해
로 30분 후에는 균일 진다는 개념만 생각
M1

해지는 중간 상태에 있 하고 확산속도와 분
을 것이다.

자량을 고려하지 않

44

8

(38.6) (12.7)

7
(21.9)

았다.
분포가 균일하므로 양 확산 속도를 고려하
M2

쪽에 같은 개수의 분자 지 않고 균일하게
것이다.

다. 또는 균일해지고 는 의미를 제대로 파
있는 중간 상태이다.

기 타
무응답
전 체

15

7
(21.9)

각하였다.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 균일하게 분포한다
M3

16

가 골고루 퍼져 있을 분포한다는 것만 생 (14.0) (23.8)

악하지 못하고 있다.

17

1

(14.9)

(1.6)

2
(1.8)
9
(7.9)
114

0

0
2
(6.2)

0

0

63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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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화학Ⅰ의 ‘기체’ 단원을 배우기 이전이므로 중학교 때까지 배운 확산에 대한 지식만
을 가지고 있다. 중학교 1학년 과학 교과서(이성묵 외, 2003, pp.106-110)에는 ‘확산이란 분자들이 스
스로 운동하여 주어진 공간에서 퍼져 나가는 현상이며, 확산 속도는 분자가 작고 가벼울수록 빠르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무거운 기체가 가벼운 기체보다 확산속도가 느리다는 과학자적
개념(S)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대학생의 경우 그레이엄의 법칙을 이용하여 분자량과
확산 속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서 분자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는 과학자적 개념(S)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고
등학생의 22.8%, 대학교 1학년생의 61.9%, 대학교 3학년생의 50.0%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의 확산에 관한 오개념들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노태
희(1995)의 연구에서 보고된 오개념 유형들과 유사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오개념들은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표 1>을 보면 대학생들의 오개념도 중・고등학생의 것과 크
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차이점은 대학생들은 M3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학생이 한 명도 없었
다는 것과 M1과 M2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다른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고
등학생의 경우, 분자량과 확산 속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1시간 후에 균일해지므로 30분 후에
는 반만 균일해 질것이라는 M1 유형의 오개념을 가진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산의
과정은 고려하지 않고 결과만을 설명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여 진다. 대학생들의 경우는 M2 유형
의 오개념을 가진 학생들의 비율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M2 유형의 오개념은 다
른 개념들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문제에서 주어진 기체는 균일한 분포를 가진다는 점에만 집중한 것
이다.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응답내용이 증가한 이유는 기체의 확산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르다
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마개가 열리는 순간 균일하게 분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예측된다.
기체 분자의 균일한 분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M3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14.9%
는 기체가 균일하게 분포되거나 균일해지는 중간 과정이라는 설명은 하고 있지만 그림으로는 균일한
분포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무거운 기체가 아래로 배치된다거나 그냥 같은 기체끼리 순서대
로 그린 응답들이 있었다. 따라서 균일하게 섞인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고체의 경우처럼
순차적인 배열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이 기체가 균일하게 분포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기타의 응답에서 균일한 분포란 분
자량을 계산해서 양쪽에 같은 분자량만큼의 분자가 분포하는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들을 분석해 본 결과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들의 일부를 대학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 번 형성된 오개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
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과학자적인 개념(S)을 가진 대학생들의 수가 고등학생들의 수보다 많이 증
가한 것으로 보아 학년이 올라가면서 확산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M1의 비율이 더 높고, 대학생의 경우 M2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오개념이
형성된 후의 학습의 영향으로 오개념이 과학자적인 개념으로 변화되지 않고 다른 형태의 오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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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될 수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2. 부피가 일정한 용기에서 온도와 기체의 부피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 유형 분석
문항 2는 온도변화에 따른 부피변화가 거의 없다고 가정되는 강철 탱크 안에 있는 수소 기체들의
분포가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변하는가를 묻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응답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
다. 기체들의 분포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고등학생 29명(25.4%), 대학교 1학년생 44명
(69.8%), 대학교 3학년생 16명(50.0%)들을 S로 분류하고, 응답내용에 따라 S를 세 가지 유형(S1∼
S3)으로 세분화하였다.
S1은 가장 과학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로서 온도에 따른 운동에너지와 기체의 속도 변
화를 설명하고, 에너지나 속도 변화에 상관없이 기체의 분포는 균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S로 분류된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생 15명(13.1%), 대학교 1학년생 28명(44.4%), 대학교
3학년생 9명 (28.1%)에 불과했다. S1으로 분류된 고등학생의 경우, 응답한 전체 고등학생의 13.1%로
선행연구 결과(노태희, 1995)와 유사하다. S1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의 비율은 고등학생보다 높아서
과학자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는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경우, 1학년생들 중에서 S1으로 분류된 학생들의 비율이 3학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
가면서 과학자적인 개념을 가진 학생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S2와 S3는 S1의 응답 중 일부분의 내용만을 언급한 응답들이다. S2 응답자들은 온도와 부피는 비
례하는데 부피변화가 없는 용기이므로 기체분자의 배열에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온도에 따른
입자들의 변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S3로 분류된 학생들은 상태 변화는 없는 채로 그대로 기체 상태
이므로 탱크안의 기체 분포는 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는 입자들의 운동에너지와 충돌 속도 등
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응답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오개념들을 7가지의 형태(M1∼M7)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학생들
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M1으로 온도가 내려가면서 분자들의 활동이 둔화되어 분자들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인력이 증가하여 분자들끼리 모여 있다는 개념이다. 이는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의 운동
속도가 감소하고 부피가 줄어든다는 개념은 알고 있지만, 이를 분자들의 충돌횟수의 감소와 이에 따
른 내부 압력의 감소로 이해하기 보다는 부피가 줄어들어서 기체 분자들 전체가 차지하는 면적이 작
아지고, 이에 따라 분자간의 인력이 증가하여 서로 뭉쳐있다고 이해하고 있는 오개념으로 고등학생
의 55.2%, 대학교 1학년생의 22.2%, 3학년생의 46.9%가 이에 해당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M1에 해
당하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S로 분류된 25.4%의 학생보다 약 2배 정도 많다. 대학생들의
경우, S가 M1보다 많은 것으로 보아 고등학생들보다는 과학자적인 개념을 가지게 된 학생들이 증가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 3학년들에게 M1이 1학년보다 높게 나타나므로 대학생들 내에서는
학년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과학자적인 개념이 오개념으로 되돌아 갔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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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온도 변화 시 강철 탱크 안의 기체 분포 변화에 관한 응답 유형과 빈도수

응답
그림

분
류

응답내용의 예

S1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여 분자의 속
도는 느려지지만, 강철탱크의
부피는 일정하므로 기체의 분
포는 변하지 않는다.

응 답 해 석

응답자수, 명 (%)
고등 대학교 대학교
학생 1학년 3학년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동에너
지가 감소하더라도 용기 안의
15
28
9
기체의 운동 속도만 느려지는
(13.1) (44.4) (28.1)
것이고, 균일한 분포는 유지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15
7
하는데 부피변화가 없으므로 에만 집중해서 온도, 운동에 10
S2
너지, 운동 속도 등을 고려하 (8.8) (23.8) (21.9)
기체분자 배열은 일정하다.
지 않고 응답했다.
상태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기체의 분포는 이해하고 있지
분포는 그대로이다.
만, 온도변화에 따른 속도,
4
S3
압력 등의 관계는 고려하지 (3.5)
않고 있다.
온도가 낮아져 분자의 움직임
이 작아지나 부피는 변하지 않
M1 으므로 분자간 거리가 줄어들
어 분자들이 가까이 모여 있게
될 것이다.

0

온도가 낮아지므로 부피가 작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들 간
2
아져서 밀도는 커진다.
인력이 증가한다는 개념과 더
M3
불어 밀도에 관하여 잘못된 (1.8)
개념을 가지고 있다.

1
(1.6)

0

-5℃이면 끓는점 아래로 내려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들 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력이 증가한다는 개념과 더
1
M4
불어 온도에 대해서 잘못 이 (0.9)
해하고 있다.

0

0

끓는점에 더 가까워져 운동이 온도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4
활발해진다.
가지고 있다.
(3.5)

0

0

0

0

1
(1.6)

0

2
(3.2)

1
(3.1)

0

0

63

32

M6
M7

무응답
전 체

온도가 내려가면 기체들의 부
피가 감소하여 분자간의 거리
63
14
15
가 가까워져서 인력이 증가한
(55.2) (22.2) (46.9)
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1
(1.6)

M5

기 타

0

온도, 부피, 압력과의 관계를
1
잘못 이해하고 있다.
(0.9)

M2

온도가 낮아지면 압력이 커진다.

1
(1.6)

얼어 있기 때문이다.
기체분자는 선호하는 방향이
없으므로 균일하게 분포한다.

온도에 관하여 잘못된 개념을
1
가지고 있다.
(0.9)
0
5
(4.4)
8
(7.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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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은 M1 외에 다양한 오개념을 보이는데 이들은 온도, 부피, 압력, 밀도 등의 관계를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온도에 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M4, M5, M6의 응답이 온도에 관한 잘못된 개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M4나 M6는 영하의 온
도는 항상 끓는점 이하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고, M5는 끓는점에 가까워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진다는
생각으로 두 응답 모두 학생들이 액체의 경우를 그대로 기체 분자들에게 적용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들처럼 다양한 사전개념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온도, 부
피, 압력 등의 관계나 온도에 관한 오개념(M2∼M7)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쉽게 고쳐질 수 있지만, M1
유형의 오개념은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학교 3학년의 M1 비율이 1학
년보다 높은 것은 1학년 때는 기체 단원을 다루는 일반화학을 배우지만, 3학년에서는 2학년 때 물리화
학에서 기체 단원을 학습한 이후로 기체를 다루는 과목을 학습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부피 변화가 가능한 풍선에서 온도와 기체의 부피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 유형 분석
문항3에서는 온도와 기체 부피사이의 관계를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온도를 낮추면 수소기체로 채워진 풍선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리게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
였다. 학생들의 응답결과는 <표 3>에 정리하였다.
낮은 온도에서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분자들의 운동속도도 느려지며 충
돌횟수도 감소하므로 풍선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외부 압력과 같아질 때까지 풍선의 부피가 감소
한다는 응답을 S1으로 분류하였다. 대학생의 41.3% (1학년)와 40.6% (3학년)가 S1에 해당하였는데
이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에 해당하는 19.3%보다 약 2배 정도 높았다. 이는 문항 2에서와 같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과학자적인 개념을 가진 학생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문항 2의 응답과는 달리 학년
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S2로 분류된 학생들은 풍선의 부피가 감소하는 이유를 단순히 온도와 부피가 비례한다는 샤를의
법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풍선의 부피 감소라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언급만 있을 뿐 기체들의
입자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46.0%(1학년)와 34.4%(3학년), 고
등학생의 11.4%가 이러한 응답을 하였는데,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공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는 경
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들의 운동이 느려져서 분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므로 기체들의 부피가 감소
하는데 풍선은 부피가 변할 수 있는 재질이므로 기체들의 부피에 맞추어 풍선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응답을 M1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문항2에서 M1으로 분류한 응답의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고등학생의 49.1%, 대학교 1학년의 12.7%, 대학교 3학년의 21.9%가 M1에 해당하는 응답을 했
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을 비교해 보면 대학생들 중 M1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고
등학생들보다 적은 것으로 보아 학습이 반복됨에 따라 오개념이 많이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

576 교과교육학연구 제11권 2호

내에서 3학년들의 M1비율이 1학년보다 높은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기체와 관련된
수업을 수강했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생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S나 M1
에 해당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좀 더 다양한 오개념이 나타나는 것을
<표 3>에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온도, 부피, 압력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다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온도 변화 시 기체의 부피에 관한 질문에 대한 주관식 응답 유형과 빈도수

응답
그림

응답자수, 명 (%)
분류

응 답 내 용

응 답 해 석

S1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감소하고,
충돌수가 감소하여 풍선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며 외부 압력과 같
아질 때까지 풍선의 부피가 감소
한다.

온도가 낮아졌을 때, 분자들
의 충돌수가 감소하며 그 변
22
26
13
화를 압력으로 생각하고, 외
(19.3) (41.3) (40.6)
부 압력과의 평형 관계를 설
명하였다.

S2

온도가 감소하여 부피가 감소한다.

13
29
11
(11.4) (46.0) (34.4)

고등 대학교 대학교
학생 1학년 3학년

운동에너지가 감소하여, 분자들의 온도가 낮아져서 분자들이
8
7
평균거리가 감소하여 서로 모여 서로 붙어 있게 되므로 풍선 56
M1
있게 되어 부피가 감소한다.
의 크기가 이에 맞춰 작아진 (49.1) (12.7) (21.9)
다고 생각한다.
M2

온도가 증가하면 압력이 증가해서 온도, 부피, 압력과의 관계
3
풍선이 쭈글쭈글해진다.
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2.6)

0

0

기체의 분포는 이해하고 있
2
지만, 온도와 부피관계를 생
(1.8)
각하지 못하고 있다.

0

0

부피가 줄어들면서 기체가 액체처럼 분자간의 인력으로 기체의
1
M4 간격이 줄어들고 밑으로 모인다.
분포가 변한다고 이해하고
(0.9)
있다.

0

0

M5

끓는점에 가까워져서 부피가 증가 온도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3
한다.
가지고 있다.
(2.6)

0

0

M6

온도감소로 기체의 운동이 더 활 온도와 기체의 운동을 잘못
1
발해져서 부피가 증가한다.
이해하고 있다.
(0.9)

0

0

기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므로 기체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
1
M7 풍선 안에서 수소는 위로 올라가 고 있다.
(0.9)
려는 성질을 나타낸다.

0

0

기 타

12
(10.5)

0

1
(3.1)

전 체

114

63

32

기체 상태이므로 분포는 같다.
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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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도와 기체의 부피 변화에 관한 학생들의 개념
문항3의 M1과 문항2의 M1을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보고, 이 두 문항의 M1비율을 학년별로 비교
하여 보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M1이 문항2에서는 55.2%, 문항3에서는 49.1%였다. 대학교 1학년생
은 문항2에서 22.2%, 문항3에서 12.7%, 대학교 3학년생은 문항2에서 46.9%, 문항3에서 21.9%가
M1에 해당하는 내용의 응답을 했다.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M1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문
항3보다 문항2에서 더 높았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항2와 3의 응답자 비율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온도에 따른 기
체의 부피변화를 설명할 때 기체가 담긴 용기와는 상관없이 이미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그대로 이용
하여 이유를 설명하였다고 분석되어진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응답을 보면 문항3의 M1비율이 문항2
의 절반에 불과했다. 문항3의 내용은 교과서의 기체 단원에서 보일과 샤를의 법칙을 배울 때 항상
예로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풍선과 온도, 부피를 보면 샤를의 법칙을 떠올리게 되고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기체 단원에 대하
여 반복하여 심도 있는 수업을 받았으므로 자동적으로 공식을 떠올리는 것에 익숙해진 상태라고 예
상된다. 그러므로 기체들 간의 거리와 인력으로 부피변화를 설명한 M1의 비율은 낮아지고, 학생들에
게 익숙한 S1과 S2내용을 서술한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4>의 분석결과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문항2에서 M1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학생들의 73.0%가 문
항3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현상을 설명한 반면, 대학생들의 42.9%와 40.0%만이 오개념을 그대로 설
명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 대신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강철탱크라는 상황에서는 M1으로 설명하
고, 풍선이라는 익숙한 상황에서는 S1이나 S2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표 4> 문항2에서 M1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문항3에서의 응답변화

개념변화 (문항2→문항3)

고등학생, 명 (%)

대학교 1학년, 명 (%)

대학교 3학년, 명 (%)

M1→S1

4 ( 6.3)

3 (21.4)

4 (26.7)

M1→S2

8 (12.7)

4 (28.6)

4 (26.7)

M1→M1

46 (73.0)

6 (42.9)

6 (40.0)

M1→기타

5 ( 8.0)

1 ( 7.1)

1 ( 6.6)

63

14

15

전

체

IV. 결론 및 제언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많은 경우, 학생들의 오개념이 수업 후에도 크게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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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기체의 성질 단원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은 나타나는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체의 확산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때 학생들은 그냥 기체가 퍼져나가서 고르게
섞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수업 시간에 배웠던 확산 속도와 분자량을 고려하여 확
산 현상을 설명한 학생들은 예상보다 적은 수임을 알 수 있다. 온도와 기체의 부피 관계를 묻는 질문
에 관해서는 고등학생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입자적 관점에서 오개념을 나타냈으며 대학생의 경우에
도 이러한 오개념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교재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황이나 예가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입자적 관점에서의 오개념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학생들이 공식이나 수업시간에 배운 설명들을 그대로 인용하기 때문이지 실제로 학생들의 오개념이
수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부 오개념은 수정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
다. 그러므로 교사가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단순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체의 온도와 부피관계
를 설명하는데 치중하기 보다는 입자적인 관점에서 학생들이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을 이해할 수 있
도록 수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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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sconception regarding Gas Properties: Comparative Studies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Yoon, Heojeong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Woo, Ae Ja (Professor, Dept. of Scienc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concept regarding the diffusion of gas and the change of volume and behavior of gas
at different temperature has been examined to investigate types of misconception that students
have on gas properties. Several differences in type of misconception betwee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have been found. The result shows that college students have scientific concept
more than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difference among the college students depending on
their grades is insignificant. College students have fewer misconception comparing to high
school students because of the learning effect. The misconception caused by lack of
understanding gas as a particle is found both in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lthough it
is not easily changed, for some students it is partially converted to scientific concept as their
grade become higher. College students have the higher tendency than high school students to
use formular or memorization to explain the phenomenon especially, in familiar content which
is often seen in textbook or used by instructor.
Key words : misconception, gas properties and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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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기체의 성질에 대한 검사지

1. 강철로 만든 두 상자가 조절마개로 닫힌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다. 두 상자의 압력은 모두 1기압이다. 상온
에서 A는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SO2, CH4, H2의 혼합기체로 채워져 있고, 상자 B는 H2로 채워져 있다.
조절마개를 연 후 1시간이 지나면 두 상자 안의 기체 분포는 균일해진다(SO2, CH4, H2의 분자량은 각각
64, 16, 2이다).

[그림 1]

1a. [그림 2]에 조절마개를 연 후 30분이 지났을 때의 분자 분포를 예상하여 그리시오.

[그림 2]

1b. 기체의 분포를 [그림 2]처럼 그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2. 20℃, 1기압에서 수소 기체로 채워진 강철 탱크가 있다. 수소기체는 탱크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이 때
탱크 안의 수소 기체의 분포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수소의 끓는점은 -252.8℃이고, 수소분자 10개가
탱크 안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 1]
20℃

[그림2]
-5℃

2a. 온도를 -5℃로 낮추었을 때, 강철 탱크와 수소 기체의 분포를 [그림 2]에 그리시오.
2b. -5℃에서 강철 탱크 안의 수소 기체 분포를 [그림 2]처럼 그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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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 1기압에서 수소 기체로 채워진 풍선이 있다. 수소 기체는 풍선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풍선 안에 들어 있는 수소 기체의 분포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수소분자 10개가 풍선 안에 있다고 가정
하자).

[그림 1]
20℃

[그림 2]
-5℃

3a. 외부 압력을 일정하게 하고, 현재 온도인 20℃에서 -5℃로 낮추었을 때, 풍선의 모양과 풍선 안의 수소
기체 분포를 [그림 2]에 그려라.
3b. -5℃로 낮추었을 때, 풍선의 모양과 풍선 안의 수소 기체 분포를 [그림 2]처럼 그린 이유를 자세히 설명
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