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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현황 분석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소고
송종숙(한양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수행된 개념변화 연구를 분석하여 개념변화 연구의
동향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 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2016
년 7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 1984년에서 2016년 5월까지 수행된 개념변화 연구 438
편을 연도별, 교과목별,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오개념 검사방법별, 오개념 교정방
법별로 분석 준거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변화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10년대에 다소 줄어들고 있다. 둘째, 교과
목으로는 과학 교과 연구가 가장 많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들어 새로운 교과목에
서의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셋째, 연구주제는 오개념 조사와 교정 연구가 가장 많
이 이루어졌다. 넷째, 대상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
중이 높았다. 다섯째, 검사방법은 2단계 검사를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마지
막으로 교정방법으로는 탐구수업모형과 변칙사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향후 연
구 과제로 오개념 및 개념변화 이론 탐색, 교사 대상의 오개념 조사 및 오개념 지도
연구, 연구대상에 따른 오개념 조사 및 교정 방법 모색 등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오개념, 개념변화, 연구 동향

Ⅰ

.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과학 이론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에서 등장한 개념변화(conceptual
change)는 오늘날 개념학습 연구의 주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개념변화 연구는 학습
자가 외부 사물이나 현상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일부 불완전하거나 오인된
개념을 밝혀내고 이를 올바른 개념으로 교정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분야1)이다.

1) ‘개념변화’(conceptual change)가 오개념을 올바른 개념으로 변화(또는 교정)시킨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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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과학 교과를 토대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수학, 언어, 경제,
역사 등 새로운 교과 영역으로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2).
개념변화 연구는 학습자의 사전지식이 학습에 도움을 준다는 구성주의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더 나아가 오개념(misconceptions)과 같은 형태의 사전개념은 오히려 학습
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본다. 오개념이란 체계적인 학습 이전에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습득한 잘못된 개념이다. 오개념은 일상과 학습과
정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보완 및 강화하는 기존의 교수방
법으로는 교정이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Carey, 1999; Chi, 2008; Vosniadou, 2013).
개념변화는 학습자의 사전개념이 현실의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Bransford, Brown, & Cocking, 2000) 학습자
의 사고과정이나 문제해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개념학습 분야의 핵심적
인 연구 과제이다.
지난 약 40년 간 개념변화 연구는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 여러 진전을 이루었
으며, 현재까지도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이론적 차원에서는 개념
변화에서 환경이나 학습자 동기와 같은 요소의 역할을 강조한 Pintrich, Marx,
Boyle(1993)의 연구를 시작으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개념변화 이론 및 모형
에 관한 연구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Dole & Sinatra, 1998; Gregoire, 2003).
오개념 진단 방식에 있어서는 초기에 지필검사나 인터뷰가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에는 관찰, 개념도, 자기설명 등으로 점차 그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권재술, 1992;
조희형 외, 2011; Brown & Hammer, 2013; Jonassen & Easter, 2013). 이 외에 컴
퓨터 기반 오개념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례가 등장하기도 하였다(Chang, Liu,
& Chen, 1998). 개념변화를 위한 처치는 학습자 오개념과 대립되는 변칙 자료
(anomalous data)를 제공하여 인지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비유(analogies)를 사용하
여 점진적인 개념변화 과정을 유도하는 교수자 중심 방식에서 관찰, 탐구, 토론, 실
로서 ‘오개념 교정’과 동일한 의미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개념변
화’ 용어를 사용하고, ‘오개념 교정’은 오개념을 교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용하였다(표2 참고).
2) 개념변화 연구는 과학교과 외에 점차 다양한 교과영역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
나 ‘개념변화’의 의미를 포함하여 해당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표현들은 과학교과를 기반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모든 교과에 그대로 통용시키기는 어렵다. 과학교과의 개
념들은 그 의미가 비교적 안정적이며 맥락의 영향을 덜 받는다. 반면, 인문이나 사회영역 교
과의 개념들은 오개념 또는 올바른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모호할 수 있으며,
때로는 학습자가 갖고 있는 어떠한 개념이든 ‘오’개념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연구들은 환경, 경제, 역사 등의 다양한 교과에서도 개념
변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Carretero & Lee, 2013; Lundholm & Davies, 2013).
다만, 이와 관련한 내용은 본 연구의 주안점이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개념변화 연구의 최근 동향과 과학교과 외 영역에서의 개념변화 연구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은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on Conceptual Change(2013)을 참고
하기를 바란다.

개념변화 연구 동향(1984-2016): 연구 현황 분석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소고

3

험 등과 같이 학습자 스스로의 반성과 성찰을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활동으로 변
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개념변화 연구는 새로운 교과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Carretero & Lee, 2014; Lundholm & Davies,
2013),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까지의 오개념 연구들을 분석하여 특정 개념에 대
한 학습자 오개념 모형을 정립하는 등(Shepardson et al., 2012) 새로운 시도들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개념변화 연구도 오인(誤認)에 대한 이론적 탐색을 시도한 조
희형(1984)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 영역에서의 오개념 연구 동향을 살펴본 이세영, 임영진, 정화숙(2006)의 연구 외
에는 오개념이나 개념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제까지의 개념변화 연구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기
존 연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조희형(1984)의 연구를 기준으로 2016년 5월까지 수행된 438편의 논문의
연도, 연구주제, 교과, 연구대상, 오개념 검사방법, 오개념 교정방법을 기준으로 개념
변화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사례가 거의 없으
며,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에서 이루어진 이제까지의
개념변화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연구 차원에서 본 연
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함으로써 보완이 필요한 연구 분야와 새
로운 연구 주제를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또한, 실제적 차원에서는 교수
자로 하여금 교실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변화 전략들을 탐색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Ⅱ

. 이론적 배경

1. 오개념의 의미와 특징

오개념은 일반적으로 각 학계의 합의로 정해진 개념과 대치되는 학습자 개념을 지
칭하는 용어로서(Byrnes, 2008; Clement, Brown, & Zietman, 1989), 오늘날 대다수의
개념변화 분야의 학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Bahar, 2003).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오개념을 다양한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예
로는 ‘수업 전 개념’(pre-instructional conceptions)(Duit & Treagust, 2003), ‘직관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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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intuitive ideas)(Gil-Perez & Carrascosa, 1990), ‘아동과학’(children’s science)(Gilbert,
Osborne, & Fensham, 1982), ‘대안적 개념’(alternative conceptions)(Hewson & Hewson,
1983) 등을 들 수 있다.
용어들의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수업 전 개념’은 오개념이 대체로 형식적
인 교육 이전에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유년적 개
념’(naive conceptions, Alvermann & Hynd, 1989), ‘아동개념’(children’s conceptions,
Vosniadou & Brewer, 1990), ‘선개념’(preconceptions, Hashweh, 1988) 등이 있다. ‘유
년적 개념’과 ‘아동개념’은 학교교육 이전 또는 체계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아
동 학습자가 주로 오개념을 많이 갖고 있다는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 선개념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오개념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의미로 보는 경우도 있
다(Clement et al., 1989). 그러나 오개념이 반드시 체계적인 학습 이전에 형성되는 것
만은 아니다. 교사나 교과서가 오개념 형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서(Yip, 1998) 오개념은 학습 과정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직관적 생각’은 오개념이 학습자의 직관적 경험으로 습득된다는 관점을 포함한다.
학습자의 제한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이 오개념 형성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온 바이다(Driver & Erickson, 1983; Yip, 1998). 이로
인해 일부 오개념은 학습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거나 경험하기 어려운 반직관적이거
나 추상적인 속성의 개념을 대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으로 ‘아동과학’은 ‘미니이론’(mini theories), ‘유년적 이론’(naive theories)(McCloskey,
1983) 등과 같이 학습자의 오개념이 어느 정도의 타당한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용어들은 학습자의 오개념이 과학자적 이론과 유사한 체계
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Brown & Hammer, 2013).
마지막으로 ‘대안적 개념’은 오개념 형성이 자연스러운 학습의 과정이자 결과물이
라는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개념변화 연구에서 오개념은 오랫동안 대체되거나 제거되
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오개념이라는 용어가 학습자의
개념이 잘못된 생각(wrong idea)라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점과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학
습자의 능동적인 지식구성 과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Bahar,
2003; Schoon, 1995) ‘대안적 개념’ 또는 ‘대안적 틀’(alternative frameworks)(Nussbaum
& Novick, 1982)이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어들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오개념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오개념은 체계적인 학습 전후로 형성될 수 있다. 둘째,
오개념은 학습자의 직관적 경험을 토대로 주로 형성되며, 그 대상 개념이 추상적이거
나 반직관적인 속성을 주로 가진다. 셋째, 일부 오개념은 과학자적 이론과 유사한 체
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넷째, 오개념은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외부와 상호작용
함으로써 얻은 자연스러운 학습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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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변화모형과 교수전략

개념변화모형과 관련 교수전략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인식론적 차원에서 오개념을
간략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오개념에 관한 인식론적 관점은 크게 일관성
(coherence) 관점과 파편화(fragmentation 또는 knowledge in pieces) 관점으로 나뉜다.
일관성 관점은 개념변화 연구에서 학습자의 지식이나 개념의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전
통적인 이론으로 학습자의 개념이 과학자적 이론과 유사하다고 보는 입장이다(Brown
& Hammer, 2013). 즉, 학습자의 개념은 단편적인 정보의 축적물이 아니라 대상 사물
이나 현상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설명하기 위한 나름의 체계와 구조를 갖추고 있
다. 이 관점에서의 개념변화 연구는 해당 개념의 요소 뿐 아니라 틀이나 구조 차원의
전면적인 변화를 강조한다. 반면, 파편화 관점은 일관성 관점에 비하여 다소 최근에 등
장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학습자의 개념은 구조화되지 않은 작은 요소 단위의
집합체로서 맥락성이 매우 높으며, 개념변화는 그와 같은 단위 요소들을 맥락에 따라
재구성하고 재조직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diSessa, 1993). 최근 파편화 관점을 지
지하는 여러 실증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념변화 연구는 일관성
관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Özdemir & Clark, 2007).
이제까지 등장한 대다수의 개념변화모형은 두 입장 가운데 일관성 관점을 기반
으로 하고 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일부 상이한 점이 있으나, 일반적인 개념변화모형
은 오개념 도출-오개념 재구성-적용 또는 응용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Gil-Pérez,
1996). 이때 가장 중요한 과정은 오개념 재구성 과정에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
이 가진 개념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권재술(1991)의 개념변화 인지적 모형을 기반으로 여러 연구가 수행되
었는데, 이 모형 역시 학습자의 인지적 갈등 경험을 개념변화의 핵심 요소로 다루
고 있다3).
각 모형은 오개념 진단과 오개념 재구성 단계에서 각기 다양한 교수전략을 활용하
고 있다. 예를 들어, Nussbaum과 Novick(1982)은 구두 질문과 그림 그리기 활동으로
학습자의 오개념을 진단하고, 토론을 오개념 재구성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Driver와
Oldham(1986)의 아동과학학습 모형(Children’s Learning in Science Project)의 경우,
작문, 포스터 제작 등의 방법으로 오개념을 진단하고 오개념과 대립되는 변칙 자료를
제공하여 오개념 재구성을 유도하였다. 이 외에도 오개념 진단에는 인터뷰, 지필검사,
작문, 개념도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념변화를 위한 주요 활동인 오개념 재구
성을 위해서는 실험, 관찰, 비유, 시뮬레이션 등의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권
3) 권재술(1991)은 인지적 갈등이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1)
학습자가 가진 오개념과 새롭게 배워야 할 개념 간의 갈등; 2) 학습자가 가진 오개념과 새롭
게 배워야 할 개념의 실제 현상 간의 갈등; 3) 학습자가 가진 오개념의 실제 현상과 학습자
가 새롭게 배워야 할 개념 간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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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술, 1992; Brown & Hammer, 2013; Chi, 2008; Mann & Treagust, 1998; Trundle
& Bell, 2010). 여러 개념변화모형 비교를 토대로 Limon(2001: 358)은 “변칙 데이터를
사용한 인지적 갈등 유도 전략”, “비유를 사용한 개념변화 유도 전략”, “협력학습이나
집단 토론 전략”으로 오개념 재구성 전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3. 선행연구

국내에서 오개념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사례는 이세영 외(2006)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는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생물 영역의 오개념을 다룬 학술지
및 학위 논문 141편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
에 있어서 분류 기준은 출처, 연구 주제, 출판 연도, 연구 영역, 연구 대상자, 오개
념 교정을 위한 수업 모형으로 크게 6가지 범주를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연구 주
제는 오개념 조사, 오개념 형성 원인, 오개념 교정의 3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
으며, 대상자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로 6개의 소범
주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구 영역은 동․식물 생리를 포함한 6개 영역으로 구분하
였고, 수업 전략은 시청각 매체 및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수업 전략은 공학적 수
업 모형으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각 논문에서 제시한 수업 모형을 그대로 개별 분
류 항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생물 영역의 오개념 연구의 주요 과제는 기존에
조사된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수업 전략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
이다. 또한, 연구 대상자에 있어서 유치원생, 대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하였으며, 연구 영역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연구가 동․식물 생리 영역에 편중
되어 나머지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수업 전략
에 있어서 여러 수업 모형 가운데 각 영역에 가장 적합한 모형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송판섭 외(1999), 신동희(2000), 박지영, 김희백(2007), 강경희(2010) 등은 과학 교과
영역의 오개념이나 개념변화 관련 연구의 동향의 살펴보았다. 송판섭 외(1999)는
1992년에서 1997년까지 학위논문, 과학 교과 관련 학술지 등에 발표된 2,011편의 논
문을 토대로 국내 과학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학습자의 사
전지식이나 오개념, 개념구조, 개념변화 등은 과학교육 연구의 주요한 연구 주제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신동희(2000)와 박지영, 김희백(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박지영과 김희백(2007)의 연구는 ‘과학학습, 이해, 개념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연구 주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해당 주제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중 하
나로 보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의 가장 최근 동향을 분석한 강경희(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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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과학교육학회지를 포함한 6종의 과학교육 관련 학술
지에서 발표된 연구들을 대상으로 과학 교육의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 본 토의법, 실험, 협동학
습 가운데 개념이해나 개념변화를 주제로 한 연구에서 토의법이 주된 교수학습 방법
으로 사용되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기존 동향 연구들은 과학 교과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다른 교과 영역의 개념변화 연구 사례를 아우르는 범교과적 차원의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세영 외(2006)의 연구를 제외한 다른 선행 연구들은 과학
교육의 연구 동향 전반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위 연구들은
오개념이나 개념변화가 과학 교과 영역의 주요한 연구 주제라는 점을 밝힐 뿐, 그
와 관련한 연구 주제나 연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지는 않
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오개념과 개념변화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범교과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개념변화 연구의 추이와 향후 연구를 위
한 시사점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Ⅲ

.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선정

분석 대상 선정을 위하여 2016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RISS)에서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였다. 먼저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키워드
검색을 실시하여 검색된 모든 논문의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등 기본
정보를 수집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개념을 지칭하는 용어는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인 ‘오개념’과 그와 유사한 ‘개념 오
인4)’, ‘선 개념’, ‘사전 개념’, ‘대안 개념’, ‘미니이론’, ‘아동과학’, ‘직관적 생각/이론/개
념’, ‘순진한 생각/이론/개념’, 마지막으로 ‘개념변화’를 포함하여 10개 용어를 검색 대
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개념변화 초기 연구 중 하나인 조희형(1984)의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1984년에서 2016년 5월까지의 KCI등재지와 등재후보지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
다. 키워드 검색은 전체 수준, 제목 수준, 주제어 수준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4) ‘개념 오인’은 ‘오개념’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여러 개념변화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어 본 키
워드로 포함하였다(조희형, 1984; Chi, 2013 참고). 특히, 우리나라 일부 개념변화 연구들은
‘개념 오인’이라는 표현을 오개념에 대한 영문 표기인 ‘misconceptions’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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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수집된 분석 대상을 토대로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주간 최종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용어에 해당하는 등재 유형 및 수준에
따라 6개 범주(등재-전체, 등재-제목, 등재-주제어, 후보-전체, 후보-제목, 후보-주제
어)로 논문을 분류하였다. 이후 각 범주 내에서 개념변화와 무관한 연구를 제외하였
으며, 이후에 각 용어별 수준 간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였다.
연구자와 영어교육 석사학위 소지자 1인(이하 연구 보조원)이 각 연구의 초록과
본문을 검토하였으며, 일부 특이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협의하여 최종 분석 대상을 선
정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교과서 분석 연구들(박상욱, 박교식, 김지원, 2014; 서민철,
2007)은 분석 결과로 교과서 내 오류 사항들을 지적하고 그와 같은 요소들이 학습자
의 오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교과서 분석 연구는 제외하였으며, 남가영(2013), 문명신(2011), 천은수
(2011) 등의 연구와 같이 오개념 형성 원인으로서 교과서 분석을 시도한 사례만을 분
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와 무관한 연구를 제외한 논문 수는
704편이었으며, 용어 간 중복 논문 266편을 제외하여 438편을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표 1> 키워드 검색 결과

전체 수준
구분
등재 등재후보
개념변화
113
7
개념오인
8
2
대안개념
12
2
미니이론
사전개념
28
4
선개념
57
6
아동과학
13
1
오개념
221
15
개념 1
순진한 생각 이론 개념 8
2
직관적 생각 4
1
이론 5
합계
최종 합계

제목 수준
등재 등재후보
121
15
4
1
7
3
17
1
7
1
115
6
-

주제어 수준
등재 등재후보
38
7
12
1
2
4
2
3
91
11
1
-

중복
(2)
(4)
(12)
(3)
(23)
(8)
(223)
(1)
(1)
(266)

합계
299
11
22
34
64
18
236
1
9
5
5
704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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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준거

본 연구의 분석 준거는 연도별, 교과별, 연구주제별, 연구대상별, 검사방법별, 교정
방법별로 구분하였다. 각 준거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 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우선, 1984년에서 2016년까지 각 연도와 연대별로 수행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았으
며, 연구대상은 주요 학교급(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과 연구의
특성 상 교사를 하위 범주로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개념변화 연구는 오개념 조사 연구와 오개념 교정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국내에서 수행된 이세영 외(2006)의 연구에서도 오개
념 조사, 오개념 교정을 연구주제의 주요 범주로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교과서 분석, 동기 구인 분석, 이론 탐색, 동향 연구, 교사 교육
의 범주를 추가하였다. 교과서는 오개념 형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교
과서에 나타난 오개념 요인들을 분석하는 연구는 개념변화 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Pintrich et al.(1993)의 연구를 시작으로 학습자의 흥미나
신념 등 학습자의 정서와 동기 측면에서 개념변화를 살펴보는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새로운 개념변화 이론들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들을 하나의 연구 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교사는 오개념 형성의
원인이자 동시에 학습자의 개념변화를 도와야 할 주체이다. 따라서 교사들이 학습자
의 오개념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교수적으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
는 것은 개념변화 연구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같
이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시사점을 제시하는 동향 연구를 세부 범주로 추가하였다.
다음으로 검사방법은 검사의 성격이나 특징으로 범주를 구분하기보다 각 연구가
단일 검사방법 또는 복수 검사방법을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박은희
외(1999), Arslan, Cigdemoglu, Moseley(2012) 등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오개념 검
사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오개념과 개념변화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
이다. 이에 일부 연구들은 단일한 방법으로 오개념을 검사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
들은 보다 정확한 오개념 검사를 위하여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방법은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일관성, 파편화 등으로 구분하는 것
이 가장 큰 범주가 될 수 있다. 비록 이제까지 개념변화 연구가 대부분 일관성 관점
에서 진행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관점의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아직까지
개념변화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검증된 이론이 부재한 상황이다(diSessa,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크게 수업모형과 개별 교수전략을 교정
방법에 대한 하위 범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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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석 준거
구분
연도

연구주제

교과
연구대상
오개념
검사방법
오개념
교정방법

세부 준거
연도별
1984년-2016년 5월
1980년대(1984-1989), 1990년대(1990-1999),
연대별
2000년대(2000-2009), 2010년대(2010-2016년 5월)
오개념 조사(오개념 유형 조사)
오개념 조사
오개념 조사방법 1(오개념 조사방법 비교)
오개념 조사방법 2(문헌분석을 통한 오개념 조사)
오개념 교정(교수적 처치를 통한 오개념 교정)
오개념 교정방법 1(문헌탐색을 통한 교정방법 제안)
오개념 교정
오개념 교정방법 2(전통적 수업 적용 후 개선점 제안)
오개념 교정방법 3(오개념 교정 프로그램 개발)
교과서 분석
오개념 원인으로서 교과서 분석
동기 구인 분석 학습자 동기 관련 변인의 영향 탐색
이론 탐색
오개념, 개념변화 관련 이론적 탐색
연구 동향
오개념, 개념변화 관련 동향 분석
교사 교육
교사 오개념 교정 및 오개념 지도 관련 연구
이과
과학, 수학, 컴퓨터
문과
사회, 국어, 역사, 영어
기타
기술․가정, 보건, 비교과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중학교(생), 고등학교(생), 대학교(생), 교사
단일 검사방법 선다형 검사, 2단계 검사, 면담, 자유응답 검사, 그리기
복수 검사방법 검사, 글쓰기, Think-aloud 등
수업모형
탐구수업모형, 순환학습모형, 과학사수업모형 등
단일 교수전략 변칙사례, 그리기, 비유물, CAI, 논변 등

3. 자료처리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과 8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약 4주간 438편의 논문들을 분
석 준거에 따라 코딩하였다. 먼저 연구자는 연구 보조원에게 분석 준거에 대하여 구
두로 설명하였다. 이후 두 연구자는 개별적으로 분석 준거에 따라 Excel에 코딩 결과
를 입력하였으며, 코딩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메신저를 통하여 코
딩 과정을 수시로 논의하였다. 두 연구자의 코딩 결과 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Cohen의 Kappa 계수를 구한 결과는 .9705)이었으며, 이는 Landis와 Koch(1977)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5) 분석 준거별 Kappa 계수는 연구주제가 .935, 오개념 검사방법이 .956, 오개념 교정방법이
.921이었으며, 교과와 연구대상은 모두 .10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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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연구 결과

1. 연도별 연구 현황

[그림 1]은 1984년부터 2016년까지 개념변화 연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
대부터 개념변화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 31편
(7.08%)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10년대 들어서 개념
변화 연구의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연도별 주제에 따른 연구 현황(1984-2016)
<표 3> 연대 및 연도별 연구 편수(438) 및 비율

1984-1989
1990-1999
연도 편수 (%) 연도 편수 (%)
1990 2 (0.46)
1991 3 (0.68)
1992 8 (1.83)
1993 10 (2.28)
1984 1 (0.23) 1994 13 (2.97)
1985 - - 1995 10 (2.28)
1986 1 (0.23) 1996 6 (1.37)
1987 2 (0.46) 1997 8 (1.83)
1988 3 (0.68) 1998 12 (2.74)
1989 2 (0.46) 1999 21 (4.79)
9

(2.06)

93 (21.23)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0-2009
편수 (%)
11 (2.51)
16 (3.65)
24 (5.48)
19 (4.34)
28 (6.39)
16 (3.65)
15 (3.42)
28 (6.39)
22 (5.02)
31 (7.08)

210 (47.9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0-2016
편수 (%)
28 (6.39)
29 (6.62)
20 (4.57)
20 (4.75)
13 (2.97)
13 (2.97)
3 (0.68)
126 (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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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438편의 개념변화 연구 가운데 1980년대는 9편,
1990년대는 93편, 2000년대는 210편,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구는 126편이었다.
2000년대(2000년-2009년) 연구가 전체의 47.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0년대 편수가 2016년 5월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개념변화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교과목별 연구 현황

교과목별 분석 결과, 비교과 4편의 연구를 제외하고 9개 교과목에서 434편의 오개
념 연구가 진행되었다. 9개 교과목은 과학, 수학, 국어, 영어, 사회, 역사, 기술․가정,
컴퓨터, 보건으로, 각 교과목에 따른 전체 연구 편수와 비율은 <표 4>와 같다. 전체
연구 가운데 과학 오개념 연구가 369편(84.2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
로 수학(9.13%), 사회(3.20%), 국어(1.14%) 등의 순으로 연구 비중이 높았다. 연대별로
는 1980년대에는 9편 모두 과학 교과 연구였으며, 과학 외 교과들은 1990년대 이후에
점차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93편의 연구 가운데 86편(92.47%),
2010년대에는 210편 연구 가운데 183편(87.14%), 2010년대에는 126편 가운데 91편
(72.22%)으로 과학 교과에서 여전히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교과목에 따른 연대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과학
수학
사회
국어
역사
영어
기술․가정
컴퓨터
보건
비교과

전체(438)
편수 (%)
369 (84.25)
40 (9.13)
14 (3.20)
5
(1.14)
2
(0.46)
1
(0.23)
1
(0.23)
1
(0.23)
1
(0.23)
4
(0.91)

1984-1989
편수 (%)
9 (2.44)
- - - - - - - - - -

1990-1999
편수 (%)
86 (23.31)
3 (7.50)
2 (14.29)
- - - - - - 2 (50.00)

2000-2009
편수 (%)
183 (49.59)
17 (42.50)
5 (35.71)
1 (20.00)
1 (50.00)
1 (100.00)
- - - 2 (50.00)

2010-2016
편수 (%)
91 (24.66)
20 (50.00)
7 (50.00)
4 (80.00)
1 (50.00)
- 1 (100.00)
1 (100.00)
1 (100.00)
- -

<표 4>의 교과목에 따른 연대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 교과는 전체 369편
가운데 1980년대 9편(2.44%)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이후로는 연구의 양이 큰 폭으
로 증가하며 2010년대에는 183편(49.59%)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수학 교과는 허혜자
(1992)의 연구를 시작으로 개념변화에 관한 연구의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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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외에 사회는 김진국(1998), 역사는 허신혜(2001), 영어는 이현노(2006), 국어는
김호정(2009), 기술․가정은 장기영(2010), 컴퓨터는 이은경(2011), 보건은 심재숙
(2013)의 연구를 기점으로 각 교과의 오개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주제별 연구 현황

연구주제 중에서는 오개념 교정 연구가 197편(44.9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오개념 조사 연구가 186편(42.4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5>에
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 분석(6.16%), 동기 구인 분석(2.51%), 이론 탐색(2.05%), 연
구 동향(1.14%), 교사 교육(0.69%) 순으로 연구 비중이 높았다.
<표 5> 주제에 따른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오개념 조사

편수(438)
186

오개념 교정

197

교과서 분석
동기 구인 분석
이론 탐색
연구 동향
교사 교육

27
11
9
5
3

(%)
세부 주제
오개념 조사
(42.47) 오개념 조사방법 1
오개념 조사방법 2
오개념 교정
교정방법 1
(44.98) 오개념
오개념 교정방법 2
오개념 교정방법 3
(6.16)
(2.51)
(2.05)
(1.14)
(0.69)
-

편수
183
1
2
175
16
3
3
-

(%)
(98.39)
(0.54)
(1.08)
(88.83)
(8.12)
(1.52)
(1.52)
-

연대별로 살펴보면, 개념변화 연구 초기인 1980년대에는 오개념 조사와 오개념 교
정 연구만 진행되었다. 두 주제는 이후로도 1990년대에는 93편 중 86편(92.47%),
2000년대에는 210편 중 174편(82.86%), 2010년에는 126편 중 114편(90.48%)으로 가장
많은 연구에서 다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교과서 분석, 이론 탐색, 연구 동향을 주제
로 한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후 2000년대에는 학습자의 동기 구인이 개념변화 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과 교사 교육 연구가 추가되었으나, 아직은 관련 연
구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다.
<표 6>의 연구주제에 따른 연대별 연구 현황을 살펴보면, 오개념 조사 연구는 186
편 가운데 1980년대 6편(3.23%)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점차 연구의 양이 크게 증가하
고 있다. 오개념 교정 연구는 197편 가운데 1980년대 3편(1.52), 1990년대 55편
(27.92%), 2000년대 96편(48.73%), 2010년대에는 43편(21.83%)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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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주제에 따른 연대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오개념 조사
오개념 교정
교과서 분석
동기 구인 분석
이론 탐색
연구 동향
교사 교육

전체(438)
편수 (%)
186 (42.47)
197 (44.98)
27 (6.16)
11 (2.51)
9
(2.05)
5
(1.14)
3
(0.69)

1984-1989
편수 (%)
6 (3.23)
3 (1.52)
- - - - - -

1990-1999
편수 (%)
31 (16.67)
55 (27.92)
3 (11.11)
- 3 (33.33)
1 (20.00)
- -

2000-2009
편수 (%)
78 (41.94)
96 (48.73)
17 (62.96)
10 (90.90)
6 (66.67)
2 (40.00)
1 (33.33)

2010-2016
편수 (%)
71 (38.17)
43 (21.83)
9 (33.33)
1 (9.10)
- 2 (40.00)
2 (66.67)

4. 연구대상별 연구 현황

연구 대상을 포함한 연구는 407편이었으며, 이 가운데 1편의 연구는 대상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352편(86.49%)은 연구의 대상이 단일 집단이었으며, 54
편(13.51%)은 두 집단 이상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한 연구였다. 연구 대상은 유치원
(생), 초등학교(생), 중학교(생), 고등학교(생), 대학교(생), 교사로 6개 주요 범주로 구
분이 되며, 세부적으로는 19개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선, 단일 연구대상에
따른 분석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단일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중학교(생) 고등학교(생) 대학교(생)
편수(352)
12
84
104
84
49
(%)
(3.41)
(23.86) (29.55) (23.86) (13.92)

교사
19
(5.40)

<표 8>은 둘 이상의 대상을 포함한 연구 편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집단
대상 연구 가운데 중학교(생)와 고등학교(생)(중/고) 대상 연구가 19편으로 35.19%
비중을 차지했으며, 두 집단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는 중학교(생), 고등학교
(생), 대학교(생)(중-대) 연구가 4편으로 4.71%를 차지하였다.
<표 8> 복수 연구대상에 따른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54)
(%)

유/초 유/초/중 초/중
2
1
6
3.70
1.85 11.11
중/교 중-대 중-교
2
4
2

3.70

7.41

3.70

초-고
3
5.56
고/대
5

9.26

초-대
1
1.85
고/교
4

7.41

중/고
19
35.19
대/교
4

7.41

중/대
1

1.85

․“/”: 제시된 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 예) “유/초”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생) 대상의 연구임
․“-”: 해당 범위의 모든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연구. 예) “초-고”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 대상의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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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 내에서 각 연구대상에 따른 연대별 연구 편수와 비율을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우선, 전체 407편 가운데 중학교(생)를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140
편(34.4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고등학교(생)(29.98%), 초
등학교(생)(23.59%), 대학교(생)(15.72%) 등의 순이었다. 중학교(생) 대상의 연구가 전
체 연구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2000년대에 들어 연구 수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생)과 교사 대상의 연구는 1990년대부터 등장
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교사 대상의 연구는 그 편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표 9> 전체 연구 내 각 연구대상에 따른 연대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사
미보고

전체(407)
편수 (%)
15 (3.69)
96 (23.59)
140 (34.40)
122 (29.98)
64 (15.72)
31 (7.62)
1 (0.25)

1984-1989
편수 (%)
- 1 (12.50)
4 (50.00)
5 (62.50)
1 (12.50)
- - -

1990-1999
편수 (%)
1 (1.15)
20 (22.99)
41 (47.13)
26 (29.89)
8 (9.20)
4 (4.60)
- -

2000-2009
편수 (%)
10 (5.24)
45 (23.56)
72 (37.70)
58 (30.37)
30 (15.71)
10 (5.24)
- -

2010-2016
편수 (%)
4 (3.31)
30 (24.79)
23 (19.01)
33 (27.27)
25 (20.66)
17 (14.05)
1 (0.83)

5. 오개념 검사방법별 연구 현황

오개념 검사를 실시한 377편의 연구 가운데 72편은 검사지 문항의 유형을 파악하
기 어려웠으므로 오개념 검사방법의 최종 분석 대상은 305편이었다. 이 중에 단일 검
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216(70.82%)편, 2개 이상의 복수 검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89편(29.18%)이었다.
<표 10> 단일 검사방법에 따른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216)
(%)

2단계 검사
113
(52.31)
성취도 검사
8
(3.70)
POE 검사
3
(1.39)

자유응답 검사
30
(13.89)
그리기
7
(3.24)
분류 검사
1
(0.46)

면담
22
(10.19)
선다형 검사
5
(2.31)
Think-aloud
1
(0.46)

․2단계 검사: 선다형 문항과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문항으로 구성
․자유응답: 주관식, 서술식 등의 문항으로 구성
․면담: 반구조화 면담, 심층면담 등으로 구성
․혼합형 검사: 선다형, 진위형, 서술식 등 둘 이상의 문항 유형으로 구성

혼합형 검사
19
(8.80)
진위형 검사
4
(1.85)
기타
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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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 검사: 수학능력시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등의 문제지로 구성
․그리기: 그림, 개념도 등의 그리기 활동으로 구성
․POE 검사: 예측(prediction), 관찰(observation), 설명(explanation) 과정으로 구성
․분류 검사: 단어카드, 그림카드 등을 분류하는 활동으로 구성
․Think-aloud: ‘소리내어 생각하기’ 활동으로 구성
․기타: 학생의 학습 활동지, 교사의 수업설계안 등
(선다형과 진위형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음)

먼저 단일 검사방법의 분석 결과는 위 <표 10>과 같다. 2단계 검사가 113편
(54.85%)로 가장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자유응답 검사(13.89%), 면
담(10.19%), 혼합형 검사(8.80%) 순이었다. 2단계 검사는 선다형 문항과 선택한 답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형태의 검사지이다. 혼합형 검사는 선다형, 진위형, 서
술형 등 둘 이상의 유형으로 검사를 구성한 경우를 말한다. 성취도 검사는 수학능력
시험이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문제지를 활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표 11>은 복수의 검사방법을 사용한 89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이다. 두 가지
검사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79편(88.76%)이었으며, 10편(11.24%)의 연구는 세 가지 방
법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지와 면담을 함께 사용한 연구가 55편으로 전체의
61.80%를 차지하였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지의 유형은 그리기 검사(18.18%)
였으며, 다음으로는 2단계 검사(16.36%), 분류 검사(5.45%) 등의 순이었다.
<표 11> 복수 검사방법에 따른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편수(89)

(%)

검사지+면담

55

(61.80)

면담+관찰
검사지+검사지

10
8

(11.24)
(8.99)

검사지+면담+관찰

7

(7.87)

검사지+관찰

5

(5.62)

검사지+POE+면담
검사지+평가지
기타

1
1
2

(1.12)
(1.12)
(2.25)

검사지 유형 연구 편수
그리기 검사
10
2단계 검사
9
분류 검사
3
자유응답 검사
2
진위형 검사
1
기타
30
그리기+자유응답
6
2단계+성취도
1
개념도+기타
1
그리기 검사
2
자유응답 검사
2
글쓰기 검사
1
기타
2
자유응답 검사
2
글쓰기 검사
1
그리기 검사
1
기타
1
2단계 검사
자유응답 검사
학습 활동지
-

(%)
(18.18)
(16.36)
(5.45)
(3.64)
(1.82)
(54.55)
(75.00)
(12.50)
(12.50)
(28.57)
(28.57)
(14.29)
(28.57)
(40.00)
(20.00)
(20.00)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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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전체 연구 내 각 검사방법에 따른 연대별 연구 편수 및 비율

구분
2단계 검사
면담
자유응답검사
그리기
관찰
혼합형 검사
성취도 검사
진위형 검사
선다형 검사
POE 검사
분류 검사
글쓰기
Think-aloud
기타

전체(377)
편수
(%)
124 (32.63)
95 (25.00)
64 (16.98)
44 (11.67)
22
(5.79)
9
(2.39)
8
(2.11)
6
(1.59)
5
(1.33)
4
(1.05)
4
(1.05)
2
(0.53)
1
(0.26)
107 (28.38)

1984-1989
편수 (%)
1 (0.81)
3 (3.16)
1 (1.56)
- - - - - - - - - - 5 (4.67)

․기타: 일반 검사지, 수업 설계안, 학습활동지 등이 포함됨

1990-1999
편수 (%)
34 (27.42)
15 (15.79)
16 (25.00)
5 (11.36)
3 (13.64)
1 (11.11)
1 (12.50)
- 2 (40.00)
4 (100.00)
- - - 20 (18.69)

2000-2009
편수 (%)
62 (50.00)
50 (52.63)
28 (43.75)
20 (45.46)
11 (50.00)
2 (22.22)
5 (62.50)
3 (50.00)
- - 1 (25.00)
1 (50.00)
1 (100.00)
50 (46.73)

2010-2016
편수 (%)
27 (21.77)
27 (28.42)
19 (29.69)
19 (43.18)
8 (45.46)
6 (66.67)
2 (25.00)
3 (50.00)
3 (60.00)
- 3 (75.00)
1 (50.00)
- 32 (29.91)

전체 연구에서 각 검사방법이 사용된 연구 편수와 비율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표
12>와 같다. 2단계 검사는 전체 377편 연구 가운데 124편(32.63%)의 연구에서 사용
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면담(25%)과
자유응답 검사(16.98%)가 가장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6. 오개념 교정방법별 연구 현황

학습자의 개념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175편의 오개념 교정 연구 가운데 69편
(39.43%)의 연구는 수업모형을 적용하였으며, 106편(60.57%)의 연구는 단일 교수전략
을 적용하였다.
수업모형을 적용한 69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수업모형은 14가지였으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25편(36.23%)의 연구에서 탐구수업모형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순환학
습모형(15.94%), 과학사수업모형(10.14%), 협동학습모형(7.25%) 등의 순으로 많은 비
중을 차지하였다. 연대별로 보면, 수업모형을 적용한 오개념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탐구학습모형, 순환학습모형 등이 가장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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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수업모형

구분
탐구수업모형
순환학습모형
과학사수업모형
협동학습모형
발생학습모형
초인지수업모형
SPACE수업모형
POE수업모형
Driver학습모형
개념변화모형
개념성장모형
PBL모형
발견학습모형
시스템수업모형

전체(69)
편수 (%)
25 (36.23)
11 (15.94)
7 (10.14)
5 (7.25)
4 (5.80)
3 (4.35)
3 (4.35)
3 (4.35)
2 (2.90)
2 (2.90)
1 (1.45)
1 (1.45)
1 (1.45)
1 (1.45)

1984-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6
편수 (%) 편수 (%) 편수 (%) 편수 (%)
- - 3 (12.00) 17 (68.00) 5 (20.00)
- - 4 (36.36) 4 (36.36) 3 (27.28)
- - 4 (57.14) 2 (28.57) 1 (14.29)
- - 1 (20.00) 4 (80.00) - - - 1 (25.00) 2 (50.00) 1 (25.00)
- - 1 (33.33) 2 (66.67) - - - 3 (100.00) - - - - - 1 (33.33) - - 2 (66.67)
- - - - 2 (100.00) - - - 1 (50.00) 1 (50.00) - - - - - 1 (100.00) - - - - - - - 1 (100.00)
- - - - 1 (100.00) - - - - - - - 1 (100.00)

<표 14>는 단일 교수전략을 적용한 연구들의 연대별 편수와 비율을 보여주고 있
다. 106편의 연구에서 19개의 교수전략이 사용되었으며, 변칙사례가 55편(51.89%)으
로 가장 많은 연구에서 사용한 교수전략이었다. 그리기 활동(10.38%)은 비중은 크지
않으나 개념변화 연구 초기부터 개념변화 전략으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각 연구에서 여러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단일 교수전략

구분
변칙사례
그리기
비유물
CAI
모형
애니메이션
논변
튜토리얼
오류 검토
놀이
그림
시범
오개념 연구

전체(106)
편수 (%)
55 (51.89)
11 (10.38)
7
(6.60)
5
(4.72)
5
(4.72)
3
(2.83)
3
(2.83)
3
(2.83)
2
(1.89)
2
(1.89)
1
(0.94))
1
(0.94)
1
(0.94)

1984-1989
편수 (%)
- 2 (18.18)
- - - - - - - - - - - -

1990-1999
편수 (%)
13 (23.64)
2 (18.18)
3 (42.86)
3 (60.00)
- 1 (33.33)
- - - 1 (50.00)
- 1 (100.00)
- -

2000-2009
편수 (%)
38 (69.09)
3 (27.27)
4 (57.14)
2 (40.00)
2 (40.00)
1 (33.33)
- 1 (33.33)
1 (50.00)
1 (50.00)
1 (100.00)
- - -

2010-2016
편수 (%)
4 (7.27)
4 (36.37)
- - 3 (60.00)
1 (33.33)
3 (100.00)
2 (66.67)
1 (50.00)
- - - 1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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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
교정 책자
상징화 주기
증거 제시
질문
가상교실
기타

1
1
1
1
1
1
1

(0.94)
(0.94)
(0.94)
(0.94)
(0.94)
(0.94)
(0.94)

-

-

- - - - 1 (100.00)
- - - - 1 (100.00)
- - - - 1 (100.00)
- - 1 (100.00) - 1 (100.00) - - - 1 (100.00) - - - 1 (100.00) - - - -

․기타: 김현재(1997)의 연구로 교수전략의 유형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기타로 구분함

Ⅴ

. 논의 및 결론

1984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발표된 개념변화 연구 438편을 분석한 결과, 각 분석
준거에 따른 주요 연구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념변화 연구는 1980년대부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만
2010년대 들어서 다소 연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대별로는 210편으로
2000년대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93편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1990년대와 비
교할 때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연구의 양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2010년대 연구는
2016년 5월까지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적인 연구의 현황이나 경향을 판
단하기는 이르다. 단, 현재까지는 연구의 양의 다소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둘째, 교과목 중에는 과학 교과의 연구가 369편으로 전체 연구의 84.25%를 차지하
고 있다. 마찬가지로 연대별로 살펴보아도 과학 교과 연구가 개념변화 연구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과학 교과 내 연구는 연대별로 점
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1980년대에 진행된 9편의 연구는 모두 과학 교과에 기
반을 둔 연구였다. 1990년대에는 전체 93편 가운데 86편(92.47%)이 과학 교과 연구였
으며, 2000년대에는 210편 가운데 183편(87.14%), 2010년대에는 126편 가운데 91편
(72.22%)이었다. 즉, 최근에 와서 과학 외에 새로운 교과 영역 내 개념변화 연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주제는 오개념 조사 연구와 오개념 교정 연구가 전체의 87.45%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대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는 모두 오개념 조사 연구와 오개
념 교정 연구로 진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주제의 연구들이 등장하였는데, 그
럼에도 불구하고 오개념 조사 연구는 전체 가운데 꾸준히 연구의 비중이 늘어가고
있다(1980년대 33.33%, 1990년대 37.14%, 2010년대 56.35%). 반면, 오개념 교정 연구
는 1990년대에 전체의 59.14%를 차지하였고 2000년대에는 45.71%, 2010년대에는
34.13%로 연구의 비중이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개념변화 연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대상은 전체의 29.4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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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생)였으며, 동일하게 23.86%를 차지한 초등학교(생)와 고등학교(생)를 대상으
로 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각각 3.41%와 5.40%
를 차지한 유치원(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다섯째, 오개념을 진단하기 위한 단일 검사방법으로는 2단계 검사(52.31%), 복수
검사방법으로는 검사지와 면담(61.80%)을 사용한 연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전체 연구 내에서 각 검사방법이 사용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2단계
검사(32.63%)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면담(25.00%), 자유응답 검사
(16.98%), 그리기 검사(11.67%) 순이었다. 연대별로는 2단계 검사, 면담, 자유응답 검
사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사용되었고, 최근에 들어 분류 검사, 글쓰기 검사,
Think-aloud 등의 새로운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정방법별로 연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수업모형에서는 탐구수업모
형이 전체의 36.2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단일 교수전략으로는 변칙사
례가 51.89%로 전체 연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상 개념변화 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몇 가지 주요 이슈와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과목에 따른 연도별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
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새로운 교과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과학과 수학으로 대표되는 이과 교과목들이 개념변화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외의 교과에서 개념변화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의 오개념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김호정(2009)의 연구와 같이 해
당 교과에 적합한 개념변화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된다. 다시
말해, 기존의 개념변화 이론들은 과학 교과 연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와 다른 교과
를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오개념과 개념변화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 있다(Leinhardt
& Ravi, 2013; Lundholm & Davies, 2013).
마찬가지로 연구주제에 있어서도 이론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통적으로 일관성 관점이 개념변화 연구를 대표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 이론들 가
운데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지거나 실증적으로 검증이 된 이론은 현재까지 부재한 상
황이다(diSessa, 2014). 이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는 국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들
을 빠르게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이론 및 실증 연구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기존과 유사한 연구들은 답습하기보다 국내에서
도 개념변화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는 것도 국내 개념변화 연구의 중요한 연
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많은 연구가 교사를 오개념 형성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교사 대상의 오개념 조사 연구나 학생 오개념 교정을 위한 교사 교육에 대한
연구들은 미비한 편이다. 비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수의 연구들이 사범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만, 현직 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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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정숙, 여승현, 최병훈(2015)의 연구와 같이 학생의 오개
념 진단에서 교정까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교사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로 된다.
학습자의 오개념 조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교과서 및 편람개발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개념 단위(예. 광합성, 유전 등)로 기존 연구 결과를 종합
하고, 나아가 학교급 및 교과 단위의 교과서와 편람을 제작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교
실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생물 과목의 오개념 편람
제작 연구를 수행한 하민수, 차희영(2006)의 연구 외에 이러한 시도는 거의 드물다.
오개념 검사방법과 교정방법은 연구대상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부 연구들
은 유치원(생)에 대한 오개념 검사방법으로 분류 검사나 관찰을 진행하였다(곽향림,
2004; 송연숙, 2011; 임수진, 2009). 이는 검사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의 지적 수준 등을 고려한 대상별 적합한 검사방법을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각각의 오개념 교정방법의
효과를 종합하기 위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교실 현장에서 개념변
화 수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유사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범교과적으로 이루어진 개념변화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에 연구대상에 따라 사용된 오개념 검사방법의 현황과 같이 세부적인 동향
은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주제, 교과, 연구대상,
오개념 검사방법과 교정방법으로 연구 범위를 좁혀 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구
체적이고 세부적인 연구 동향과 방향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제까지의 오개념이나 개념변화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
하여 분석의 준거가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다. 특히, 오개념 검사방법이나 교정방법과
관련한 더욱 세부적이고 체계화된 분석 준거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념변화 이론의 두 가지 관점(일관성과 파편화)이 오개념 교정방법의 기본적인 분류
의 틀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2010년대 연구는 2016년 5월까지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해당 연대별 연구의 동향이나 경향성을 논의하기에 주의가 필
요로 된다. 나아가 개념변화의 파편화 관점이나 정의적 차원에 관한 연구들은 현재까
지 연구가 미비한 편이므로 관련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수행된 이후에 그 동향과 특
징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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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Conceptual Change Research(1984-2016):
Current Trend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Song, JongSuk(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the recent trends and future
prospects of conceptual change research. 438 studies were analyzed according to
publication years, school subjects, research topics, research subjects, diagnostic methods
and conceptual change methods of misconceptions(Jul. 21, 2016-Sept. 2, 2016). First, the
results show that conceptual change research has been conducted consistently since the
1980s, with a slight decrease in the 2010s. Second, a majority of the studies were
conducted in the science subjects. Third, most studies aimed at identifying the students
or teachers’ misconceptions and change them. Fourth, studies mostly involved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college students. Finally, in order for
conceptual change, inquiry-based learning models and anomalous data were employed
most frequently in the studies. The last part of the discussions contain limitations and
several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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