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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과학 교과의 내용은 과학 용어를 매개로 기술되며, 
학습자는 용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Jeong et al., 
2007). 따라서 학습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과학 용어가 
제시될 경우, 학습자는 용어로 인해 학습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Ham et al., 2011). 뿐만 아니라 과학 용
어에 대한 이해도는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이 있다(Lim et al., 1999).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제시되는 용어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설명은 감소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용어
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며(Lee & 
Choi, 2000),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중학교 이후의 
과학 수업에서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Oh et al., 
2004).

과학 교과는 교과 특성 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
는 거시적 현상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경
우가 많다(Kim et al., 2008). 특히 지구과학의 경우 
매우 큰 시간과 공간 개념을 다루며(Lee & Kwon, 
2010), 대기과학, 지질학, 천문학, 해양학 등 독립된 
분야들 간의 상호 연결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타영역
에 비해 추상적 용어들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Jeong et al., 2007; Lee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순우리말 용어와 일부 영어 용어
가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의 한자어에서 유래
했으며, 일본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까지 그대로 
남아있다(Lee et al., 2011). 특히 천문 영역은 학생들
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동시에 어려워하는 영역으로, 3
차원 공간 능력을 요구하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많고
(Kang, 2004) 외래어 기반 용어가 많기 때문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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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생각된다(Choi et al., 2008). 
학습자의 과학 학습 과정에 대해서, 구성주의적 관

점에서 살펴보자면 학습자는 자연 현상과의 개인적 
상호작용, 주위 친구들과 어른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을 통해 그들 자신만의 지식을 구성한다. 그 결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학습하기 전에 자연이 어
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이미 가지게 
된다. 학생들의 오개념은 대개 쉽게 포기되지 않으며, 
학생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에 더해 일부분
의 과학 지식을 학습하거나 통합시키게 된다. 학생들
은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전
에는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포기하지 않
는다(Ausubell, 1968). 선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본인이 자신의 오개념을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적절한 비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어 사용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교사가 충분히 고려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으로써 학생들의 개념 형성 과정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15). 이러한 교사의 적
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과학 용어를 어
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오개념
을 갖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제시되는 모형이나 실험할 수 없는 지
구 공전과 자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전등과 탁구공, 
그리고 지구본을 사용하여 설명하는 것처럼, 어떤 추
상적 개념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을 쉽게 설명하
기 위해서 비유가 주로 사용된다(Kwon, 2008). 비유
는 크게 직유와 은유로 구분되는데, 비교의 대상이 명
확하게 제시되는 직유와 달리 은유는 본질적으로 비
교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
습자가 그 비교의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
험하게 된다. 과학에서의 은유는 새로운 과학 개념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도입하여 새로운 과학적 대상을 지시하는 것을 의미
한다(Hwang, 2004). 이와 관련하여 Lakoff & Johnson 
(1980)은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과학에서의 은유를 시적 은유와 구
분했다. 감정에 근거한 설득이 목적인 문학에서의 은
유와는 달리 과학에서의 은유는 논리에 근거한 설명
이 목적이므로 논리성과 정확성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은유의 원천과 목표 대상 모두 사실적이어야 한다
(Kim et al., 2013). 예를 들어, 우주 공간에 있는 수
많은 별들 중에서 특정한 속성을 가진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을 ‘블랙홀(Black hole)’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추정되지만 실제로 측정할 수조차 없는 
과학적 대상을 지시한다. ‘블랙홀’은 단순한 검은 구멍
이 아니라 구멍 혹은 동굴과 별의 유사성에 의존하여 

그 별의 특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별의 존재와 특징
을 이해하게 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또한 우주의 시작
을 뜻하는 ‘빅뱅(Big bang)'이라는 용어에서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갑작스럽고 짧게 그리고 크게 나는 소
리인 'bang'으로 부르는 것은 은유적 사고의 산물이
다. 즉, 우주는 하나의 커다란 굉음을 내는 폭발과 동
시에 생성되었다고 믿고 있고, 그 폭발음을 사용하여 
우주 시작이라는 전체 사건을 지시하는 것이다(Won, 
1998). 이처럼 은유적 표현은 과학 공동체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그러나 은유는 본질적으로 비교의 근거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수용자가 비교의 근거를 스스
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또한 비유
의 속성이 목표 개념의 속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못하
기 때문에 오히려 오개념을 강화하거나 유발할 수 있
다(Osborne, 1983). Kim et al. (2013)에 의하면 특
히 과학 교과에서는 은유의 의미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를 과학 개념에 접목시켜야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
게 어려움이 가중된다. 사용된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 은유적 용어들의 경우, 
그 은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
며, 과학 용어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용어인 경우
에는 과학 개념보다는 생활 경험을 먼저 떠올리게 되
기 때문에 해당 과학 개념을 학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Kim & Hwang, 2016). 또한 그리스어
를 어원으로 하는 음극(cathode), 양극(anode) 등과 
같이 은유적 표현이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기반으로 할 경우, 이중의 은유적 표현을 이해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국내 과학 교육에서 은유에 대한 연구는 과학 개념
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영재 학생들의 과학 개
념 이해도 분석 방법 및 창의성 계발 방법 제안(Kim 
& Hwang, 2016), 은유적 과학 용어들에 대한 고등학
생들의 인식 및 이해도 조사(Kim et al., 2013), 과학
적 은유의 특성과 실례 분석(Won, 1998), 자연과학 
텍스트에 나타난 유추와 은유(Shin, 2009) 등으로 초
보 단계에 머물러 있다(Jung, 2018). 이 중에서도 
Won (1999)와 Shin (2009)의 연구는 과학 교육의 
맥락보다는 언어학적 연구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에서 
과학 교육에서의 은유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은유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 비유적 표현으로 인한 오개념 연구를 참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지구과학 교과서에 제시되는 
천문 영역의 과학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살펴
보고, 과학 용어로 인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과 그 
예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문제에 대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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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천문 용어의 특성에 따른 오개
념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2018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대학교에서 주관
하는 주말 과학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울 시내 
중학교 3학년 학생들 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
다. 주말 과학 교실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수업 중 해당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지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교 
과학 교과 성취 수준은 다양했다. 과학 용어 검사지에 
제시된 과학 용어는 2009 개정교육과정 과학3 교과서 
8종의 부록에 정리된 용어 목록 중 천문 영역 과학 
용어 113개를 대상으로 했다. 과학 용어 검사는 총 8
차시에 걸쳐 매 차시 수업 전에 해당 차시에서 다룰 
내용에 대한 용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가 시작
된 2018년에는 연구 대상인 중학교 3학년에게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2009 개정 교
육과정 교과서를 활용했다. 

2. 자료 수집

학생들의 과학 용어에 대한 인식과 오개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는 은유적 과학 
용어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및 이해도를 조사한 
Kim et al. (2013)의 연구와 지구과학 용어에 대한 
중학생들의 용이도와 실제 이해 정도를 분석한 Ham 
et al. (2011) 연구를 참고하여 개발했다. 학습 전 용
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같이 학습 전 이해
도 혹은 친숙도를 묻는 문항은 제외했으며, 제시된 용
어에 대해 자신이 인식한 난이도와 자신의 이해 수준
을 스스로 평가하는 문항을 제시했고,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용어의 정
의를 기술하도록 Table 1과 같이 구성했다. 

검사 실시 후, 학생들에게 제시된 과학 용어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작성
한 검사지를 함께 살펴보고, 어떤 맥락과 의미에서 검
사지를 작성했는지 논의하며 면담을 진행했다. 이러한 
자료를 모두 녹화 및 전사하여 과학 용어와 그에 따
른 학생들의 이해도와 오개념을 보다 심도 깊게 분석
할 수 있는 추가 자료로 활용했다. 

3. 자료 분석

1) 과학의 본성 관련 연수 및 분석 훈련

(1) 체감 난이도와 이해 확신도
학생들이 용어를 보고 느끼는 난이도의 수준을 알

아보기 위해 학생들이 용어의 난이도를 스스로 평가
하여 “아주 쉽다”부터 “매우 어렵다”에 이르기까지 5
단계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스스로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전혀 모르겠다”부터 “잘 이해하고 
있다”까지 5단계로 구분해 답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느끼는 용어의 난이도와 스스로 평가
하는 용어 이해 정도, 그리고 용어에 대한 실제 이해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했다. 10학년 과학 
교과서 지구과학 용어의 경우 높은 등급의 어휘일수
록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Choi et al. 
(2008)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용어의 실제 난이도와 
학생들의 용어에 대한 체감 난이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정의 수준에 따른 유형 분류
학생들의 정의 수준을 정답과 낮은 수준의 이해, 오

답 등의 3가지의 수준으로 구분했다. 과학적으로 오류
가 없고 해당 개념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제시했을 
경우 정답, 과학적인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과학
적 정의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낮은 수준의 이해, 
그리고 중요한 과학적인 오류가 있거나 제시된 용어
에 대한 정의가 아닌 경우를 오답으로 분류했다. 낮은 

용어

제시된 용어의 난이도 이해 확신도 해당 
용어의 
정의를 
쓰세요

아주 
쉽다

약간 
쉽다

그저 
그렇다

약간 
어렵다

매우 
어렵다

전혀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그저 
그렇다

이해하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다

유성우

태양풍

Table 1. An example of developed tes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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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이해는 다시 상위 개념의 정의 서술, 개념의 
미분화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상위 개념의 정의 서술
은 단순하게 해당 용어의 글자 풀이를 하거나 정확한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과학적 정의를 제시한 경우다. 
개념의 미분화는 해당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과학적 
특성을 제시하거나,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함하
지 못하는 일부분에 대해서 서술한 경우다.

오답은 다시 오개념에 의한 방해와 사전 지식 미비
로 분류되었는데, 오개념에 의한 방해는 해당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오개념
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고, 사전 지식 미비의 경우 해
당 개념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다. 
오개념에 의한 방해에 은유적 용어들이 포함되는데, 
지구과학 교과에 사용되는 용어는 여러 정보와 의미
를 최대한 함축하여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한 비유, 특
히 은유적 표현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합
성어가 많이 활용되는 한자 용어의 특성으로 인해 합
성된 두 단어의 관계를 유추하는 데에서 오개념이 유
발되는 경우, 용어를 보고 생긴 오개념이라고 보기 어
렵기 때문에 선행 오개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되었다. 사전 지식 미비의 경우에는 일상 생활에
서 주로 활용되는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 모양이 비
슷한 글자와 혼동한 경우, 동음이의 한자가 있는 경
우, 영어 동음이의어가 있는 경우, 아예 빈 칸을 제시
한 경우들이 포함되었다. 

2) 면담 및 수업 내용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이해 수준과 그 오개념
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검사지를 바탕으로 간략
한 면담을 실시했으며, 수업 중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와 학생들이 작성한 여러 활동지등의 자료를 모두 분
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수업 및 면담 내용을 모두 
녹취 및 전사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나가면서 중요한 
내용을 범주화하는 반복적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 analysis)을 실시했으며, 그 절차는 첫
째, 연구자는 전사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며 분석과 메
모 작업을 실시하여 용어의 의미 구성 또는 교정 관
련 문장을 선정했다. 선정한 문장을 반복 검토하여 의
미 단위를 도출했다. 둘째, 도출된 의미 단위에서 공
통의 속성과 기능을 찾아내고 이를 기준으로 의미단
위를 1차 범주화했다. 셋째, 의미 단위가 가진 속성과 
기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반복
적으로 원자료와 비교, 대조하여 범주를 수정, 삭제, 
재생산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여 분류했다. 이와 같이 검사지를 바
탕으로 얻은 양적 결과에 대한 면담 분석을 실시함으
로써 학습자들의 오개념 유형과 그에 대한 학습자들
이 인식 등을 확인했다.

이해 유형 세부 분류

정답 과학적 서술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해당 개념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제시했을 경우 

낮은 
수준의 
이해

상위 수준의 
정의 서술

단순한 글자 풀이: 해당 용어를 단순히 풀이한 것으로, 완전한 오답은 아니나 정확한 과학적 
정의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너무 포괄적인 과학적 정의: 해당 개념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경우

개념의 미분화
너무 세밀한 정의 및 예시 제시

정의가 아닌 특성 및 예시 제시

오답

오개념에 의한 
방해

은유적 용어: 용어의 은유적 특성으로 인한 오개념이 나타나는 경우

한자 합성어 특성: 두 단어간의 관계 유추가 필요한 경우. 예) 발광 성운 - 성운이 발광하는
지, 발광해서 성운이 발생하는지 등

선행 오개념: 용어를 보고 가지게 되는 오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사전 지식 
미비

과학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뜻풀이: 일상생활에서의 동음이의어 등이 있어, 
과학적 맥락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용어의 뜻풀이를 제시한 경우  

모양이 비슷한 글자와 혼동한 경우

한자어의 동음 이의

영어의 동음 이의

해당 없음(빈 칸 제시)

Table 2. Classification of types by defini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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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연구 대상인 113개의 용어에 대해 5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을 바탕으로 총 565개의 분석 대상이 추
출되었다. 즉, 하나의 용어에서도 학생에 따라 여러 
이해수준이 나타났다.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고 해당 
개념의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제시했을 경우 정답으로 
분류했는데, 정답은 전체 답안의 약 20 %로 나타났다
(Table 3). 정답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별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낮거나 이해 확신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이 아닌 
나머지 80 %의 답안의 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낮은 수준의 이해

1) 상위 수준의 정의 서술

 단순하게 해당 용어를 풀어서 제시했거나 정확성
이 부족하지만 포괄적인 과학적 정의를 제시한 경우
가 포함된다.

(1) 단순한 글자 풀이
제시된 용어를 단순하게 풀이한 것으로, 완전히 오

답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동시에 정확한 과학적 정의

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다. 홍염(紅焰)의 한
자를 그대로 풀이하면 붉은 불꽃이라는 뜻이나, 천문 
영역에서의 홍염은 태양의 가장자리에 보이는 불꽃 
모양의 가스를 뜻한다. 연구 대상자가 서술한 붉은 불
꽃이라는 정의는 천문이라는 맥락이 반영되지 않은 
용어의 단순한 한자 뜻풀이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
라고 볼 수 없어 이 분류에 포함된다. 또 다른 예시
로, 금환식이란 금환일식이라고도 하는데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들어가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 중 달
이 태양의 한복판을 가려 태양의 테두리부분만 관측
되어서 태양이 반지와 같이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관
측된 모양을 강조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금
환식의 형태는 유추했으나 그것이 태양과 달의 관계
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용어에서 유추하지 못하여 
나타난 이해라고 해석된다. 이 밖에도 암흑 성운을 
‘어두운 성운’, 광구를 ‘빛나는 구체’, 금환식을 ‘금색 
고리가 나타나는 일’ 등의 답안이 있었다. 

(2) 포괄적 과학적 정의
제시된 용어의 상위 개념에 대해 기술했거나, 제시

된 용어의 중요 특성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포괄적 
과학적 정의를 제시한 경우다. 망원경이란 먼 곳에 있
는 물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렌즈나 거울을 조합하
여 만든 광학 기기로, 학생이 제시한 ‘멀리 있는 물체
를 크게 보고 싶을 때 쓰는 물체’라는 정의에는 렌즈

이해 
수준 분류 기준 세부 분류 기준 체감 난이도

(표준편차)
이해 확신도
(표준편차) 개수 비율 

(%)
정답 3.01 (1.69) 3.05 (1.73) 112 19.79

낮은 
수준의 
이해

상위 수준의 
정의 서술

단순 글자 풀이 3.60 (1.57) 3.73 (1.55) 62 10.95

너무 포괄적인 과학적 정의 3.41 (1.62) 3.57 (1.57) 38 6.71

개념의 
미분화

너무 세밀한 정의 및 예시 제시 2.74 (1.80) 2.89 (1.80) 19 3.36

정의가 아닌 특성 및 예시 제시 2.31 (1.57) 2.50 (1.62) 16 2.83

오답

오개념에 
의한 방해

은유적 용어 4.21 (1.37) 4.21 (1.45) 25 4.42

한자 합성어 특성 4.21 (1.66) 4.29 (1.61) 14 2.47

선행 오개념 3.17 (1.43) 3.36 (1.48) 47 8.30

사전 지식 
미비

과학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
생활에서의 뜻풀이 4.25 (1.25) 4.32 (1.24) 57 10.07

모양이 비슷한 글자와 혼동 3.59 (1.64) 3.84 (1.54) 44 7.77

한자어의 동음이의 4.14 (1.35) 4.17 (1.35) 93 16.43

영어의 동음이의 3.38 (1.87) 3.38 (1.87) 8 1.41

해당 없음(빈 칸) 4.84 (0.51) 4.97 (0.18) 31 5.48

계 565 100.00

Table 3. Students' tendency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astr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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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울이라는 소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
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분류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은하를 ‘우주의 여러 행성과 별들이 무리지어 
몰려있는 것’, 조차를 ‘바닷물의 높이 차이’등의 답안
이 있었다. 

2) 개념의 미분화

제시된 과학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과학적 특성을 
제시하거나, 해당 용어의 정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
는 일부분에 대해 서술한 경우다. 남중 고도란 천체가 
남쪽 자오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뜻하며, 천체의 고도
는 하루 중 남중할 때 가장 높아진다. 그러나 대부분
의 학생들은 남중 고도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태
양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점’ 식으로 태양의 남중 고
도에 대한 정의를 제시했다. 자전축을 ‘지구가 자전축
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이라고 서술한 답변도 여기
에 해당된다. 

해당 용어의 정의가 아니라 해당 개념이 가지는 특
성, 혹은 예시를 제시한 답안으로 지구, 수성 등 행성
의 이름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명명적 특성을 가지는 
개념들의 경우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 어떠한 대상
을 용어로 명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특성들 
중의 몇 가지를 정의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목성
형 행성이란 태양계의 행성들을 크게 구분하는 기준
으로,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밀도가 작으며 자전 주
기가 짧고 주로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을 뜻한다. 학생
들의 응답은 대부분 이 중 ‘기체로 이루어진’, 혹은 
‘밀도가 낮고 크기가 큰’ 등 몇 개의 특성을 정의로 
서술했다.

2. 오답

1) 과학적 오개념에 의한 방해

과학 용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나 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은유적 용어와 한자의 함
축적 특성으로 인한 오개념,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었
던 선행 오개념 등으로 분류된다.

(1) 은유적 용어로 인한 오개념
은유적 과학 용어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체감 난이

도가 낮았으며, 학생들 스스로도 은유적 과학 용어가 
용어 본질적으로 목표 개념을 설명하기 때문에 좋은 
어휘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은유적 과학 용어
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인식은 학생들이 해당 용

어가 은유적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자: 반사 성운에 대해서는 너희 대부분 맞
게 썼더라. 이 내용은 배운 적 있어?

D: 아니요,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반사하는 성운이겠구나 이렇게 이해
하게 되던데요?

C: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성운도 조금 
더 풀어서 써서 빛을 반사하는 별의 무리? 
이런 식으로 썼던 것 같아요.

D: 과학 단어들이 다 이런 식이면 배우기 전에
도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
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은 딱 들었을 때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는 어려운 단어들
이 너무 많은데, 이런 단어들로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 2차시 수업 중

반면, 은유적 과학 용어로 인해 오개념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도 있었다. 학생들은 은유적 과학 용어로 
자신이 가졌던 오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오개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특별한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다.

D: 그런데 이런 쉬운? 보면 뜻을 알 수 있는 
단어들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단
어를 딱 보고 생각하는 단어 뜻이 틀리기도 
하더라고요.

연구자: 예를 들면?
A: 음...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이거 때문

에 시험에서 틀린 적 있어요. 이거를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찾아볼 생각도 안 
했는데, 시험에 나오니까 딱 틀리더라고요. 
그니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
는 거 같아요.

-2차시 수업 중

빅뱅, 은하수 등 과학 용어로 도입된 지 오래되어 
일상에서도 활용되는 은유적 과학 용어들의 경우, 학
생들의 오개념 정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해당 용어를 학교에서 학습한 것 보다는 일
상생활에서 자주 노출되어서 알게 된 용어들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과학적 의미보다는 대략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오개념
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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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일상에서도 활용되는 은유적 과학 용

어들을 제시하며) 이 용어들의 특성이 뭔지 
알겠어?

C: 음. 쉬운 단어?
연구자: 왜 쉽다고 느낄까?
A: 이전에도 많이 들어봐서요.
연구자: 그렇지. 평소에도 쓰는 단어들이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는 너희가 맞게 쓴 것 같
아?

A: 네. 아마도? 거의 맞게 쓴 것 같아요.
연구자: 그럼 만약에 이 단어들을 평소에 전혀 

안 쓴다고 생각하면 어때? 그 검사지에서 
이 단어를 처음 봤다면 뭐라고 썼을 것 같
아?

B: (‘은하수’를 가리키며) 이 단어는 처음 봤으
면 비 종류 중 하나인가? 라고 생각했을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막 신문이나 뉴스 같은 
데에서 많이 봐서 별 관련이라고 안 것 같
아요.

- 1차시 수업 중

태양풍을 ‘태양에서 부는 바람’, 소행성대를 ‘소행성
들이 이어져있는 줄’, 유성우를 ‘별을 포함한 비’, 자
기 폭풍을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폭풍’ 등으로 
답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한자 합성어 특성으로 인한 오개념
은유적 용어 뿐만 아니라 한자 합성어 특성으로 이

한 오개념도 해당 분류에 포함했다. 과학 교과서에 제
시된 지구과학 용어의 경우 한자 기반 용어가 약 
80%를 차지하며(Kim et al., 2003), 과학 용어의 특
성상 대부분 명사 형태의 용어들이 활용되기 때문에 
단일어와 합성어(중에서도 특히 복합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학습자는 합성어의 정의를 생각할 
때 합성된 단어들의 관계를 스스로 유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개념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반
사 성운이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는 않으나 주위로
부터 받은 빛을 반사하여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처럼 보이는 성운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반사’라는 단
어와 ‘성운’이라는 단어의 관계를 스스로 유추해야 하
며 그 과정에서 ‘성운 중 빛을 반사하여 ’생기는‘ 성
운’ 등의 새로운 오개념을 형성한다. 이는 빛으로 인
해 성운이 발생한다는 오개념을 줄 수 있는 용어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명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
어가 아니라 접사와 어근으로 이루어진 파생어의 경
우에도 비슷한 오개념이 확인되었다. 지구형 행성을 
‘지구와 같은 모양의 행성’, 나선 은하를 ‘은하계가 나

선으로 이동하는 것’, 반사 성운을 ‘성운 중 빛을 반
사하여 생기는 성운’ 등으로 답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
다. 이러한 용어들은 교육 시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
한 시사점을 준다.

(3) 선행 오개념
부가적인 설명 없이 과학 용어를 제시하고 해당 용

어의 정의를 기재하는 형식의 검사지 특성 상 제시된 
과학 용어로 인한 오개념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학생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오개념으로 판단되는 정의
를 제시한 용어들, 즉 선행 오개념이 나타나는 용어들
이 해당된다. 왜소행성을 들 수 있다. 왜소행성(dwarf 
planet)이란 행성처럼 보이나 행성보다 작은 태양계 
천체로 1)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며, 2) 자체 중력으
로 거의 구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질량을 가지고 있
고, 3) 공전 궤도를 독점할 정도로 질량이 크지는 않
으며, 4) 위성이 아니어야 한다. 이 왜소행성에 대한 
정의로 한 학생이 ‘매우 작고 궤도가 일정치 않은 행
성’이라는 정의를 제시했는데, 해당 용어만으로는 ‘궤
도가 일정치 않은’ 이라는 특성은 유추해내기 어렵다. 
또한 행성의 정의가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천체이므
로, 궤도가 일정하지 않은 행성은 있을 수 없기 때문
에 해당 학생은 행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이
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소행성의 정의
가 보통의 천문 용어보다 엄격하고 인위적이라는 점
에서 독특하지만, 이러한 왜소행성의 정의적 특성과는 
별개로 학생이 제시한 정의에서는 학생이 선행 오개
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위성
을 ‘행성 근처에서 돌고 있는 행성’, 초신성을 ‘나이가 
많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라고 쓴 답안이 해당
된다. 

2) 사전 지식 미비

사전 지식 미비는 제시된 용어에 대한 과학적 이해
가 없는 경우다. 크게 과학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뜻풀이와, 모양이 비슷한 글자와의 혼
동, 동음이의어, 전혀 정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등
으로 분류된다.

(1) 과학적 맥락이 드러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의 
뜻풀이

일상생활에서의 자주 쓰이는 동음이의어가 있어 과
학적 맥락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용어의 뜻풀이를 제
시한 경우이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동음이의어
가 있는 경우는 황도와 백도, 망 등이 있었다. 천문에
서의 백도란 지구의 공전으로 나타나는 천구에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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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겉보기 운동 경로를 말하는데, 학생들은 복숭아의 
한 종류, 물의 끓는점, 윷놀이에서의 백도의 정의를 
서술했다. 은하수는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우
리은하의 모습으로 천구를 가로지르는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은하수의 정의를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곳’이라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경을 ‘대충 
관찰하는 것’, 망을 ‘실을 일정 간격으로 교차시켜 엮
은 것’ 등도 이에 해당된다.

(2) 모양이 비슷한 글자와 혼동
글자 모양이 비슷하여 학생들이 혼동하기 때문에 

오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다.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난 것은 행성과 항성이다. 항성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며, 행성은 항성 주변을 
일정한 궤도로 회전한다. 따라서 항성은 행성이 될 수 
없으며 행성 또한 항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항성과 
행성의 용어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항성
과 행성을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항성의 정의를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라고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일식과 월식 현상을 혼동한 답안도 이에 
해당된다. 

(3) 한자의 동음이의 혹은 동음이의어
용어에 포함된 한자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여 학

생들에게 익숙한 동음이의한자가 있는 경우와, 해당 
용어와 다른 한자를 쓰는 동음이의어가 있어 과학적 
맥락 안에서 동음이의어로 인한 오개념을 가지는 경
우가 해당된다. 용어에 포함된 한자 중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동음이의 한자의 대표적 예시로는 유성
(meteor, 流星)이 있다. 유성이란 유성체가 지구의 대
기를 매우 빠르게 통과하면서 대기 상층부의 공기와 
충돌 및 가열되어 밝은 내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연
구 대상자는 흐를 유(流)가 아닌 기름 유(油)를 떠올려
서 ‘기름이 나오는 행성’이라는 정의를 제시했다. 

해당 용어와 다른 한자를 쓰는 동음이의어의 대표
적인 예시는 시차다. 시차(parallax, 視差)란 관측자가 
어떤 천체를 동시에 두 지점에서 보았을 때 생기는 
방향의 차를 뜻한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시차(time 
difference, 時差)가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별의 시차
에 대한 정의를 별들 간의 시간 차이라고 제시한 경
우가 많았다. 특히 최근 천문 관련 영화들의 영향으로 
각 행성의 중력의 크기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오개
념이 더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더 익숙한 동음이의어
가 있는 경우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연구자: (절대등급에 대해서) 이거는 답 ‘등급의 
부호를 없앤 값’이라고 쓴 친구 있던데.

D: 네. 그거 저인 거 같아요.
연구자: 이게 무슨 뜻이야?
D: 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매겼는데, 그 값

을 절대값을 취해서 등급을 없앤 거에요.
연구자: 아, 그러면 절대등급은 무조건 양수인

거야?
D: 네. 아니에요?

- 3차시 수업 중

절대등급은 별의 거리를 지구에서 10pc으로 고정했
을 시에 별의 밝기를 나타낸 값으로, 겉보기등급과 반
대되는 개념이다. 절대등급은 음수와 양수값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수학에서의 ‘절대값’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오개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초신성을 ‘새로 만들
어진 별’이라고 한 답안도 이에 해당된다. 

(4) 영어의 동음이의어
Hong et al. (2010)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 능력, 

수학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읽기·쓰기·표현 능력, 
기초 과학 지식, 과학 이외의 교양 지식 중 과학 학습
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자연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학생들은 영어 능력과 기초 과학 지식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서구화(westernization) 정도가 과학 학습에 
영향을 미치며(Lynch et al., 1985), 영어에 익숙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효율적 과학 학습이 가능하다는 
선행 연구 또한 제시되었다(Tobin & McRobbie, 
199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 분류에 해
당하는 용어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영어 
용어가 전체 용어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았고, 또한 
영어 용어들의 대다수에 대해 학생들이 정의를 제시
하지 못하고 빈 칸으로 제출한 경우가 많아 해당 분
류는 약 1.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플레어를 ‘스커
트의 종류’라고 한 답안이 이에 해당된다.

(5) 해당 없음(빈 칸)
학생들이 빈칸으로 제시한 용어들은 대부분의 경우 

영어 용어였는데, 지구과학 용어의 약 80 %가 한자로 
이루어진 만큼, 검사지에 제시된 영어 용어의 수가 많
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특이할 만하다. 영어 용어들
은 대부분 한자 혹은 우리말 용어로 변환하여 사용되
는데, 그렇지 않은 영어 용어의 경우 새로운 현상을 
명명했기 때문에 한자 혹은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려
워 영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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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용어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어를 보고 
어떤 뜻일지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해석되며, 정의를 쓰는 란에 명시적으로 영어 용어이
기 때문에 한자어와 달리 뜻을 유추할 수 없다고 기
재한 답변도 있었다.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 결과 용어로 인해 발생하는 오개념과 선행 
오개념이 구분되었다. 오개념은 학생 스스로도 자신이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학생이 
가지는 오개념을 밝혀내고 명시적으로 고치지 않는 
이상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개념의 생성 
원인과 오개념의 유형에 따라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활용해야 하는 비계와 교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용어로 인해 발생하는 오개념
은 용어를 변경한다는 방법을 통해 오개념 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처방이 될 수 
있다. 

용어로 인한 오개념의 경우, 학생들은 은유적 과학 
용어의 효용성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으
며, 따라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유 혹은 은유의 활용이 효율적인 과학 교육
을 위한 한 방법이라는 많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들이 은유적 과학 용어
의 단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또
한 학생들이 용어에 따라 체감하는 용어의 난이도와 
자신의 이해 수준을 스스로 평가한 값은 통계적으로 
< 0.01 수준에서 r = .994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이해 수
준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연구 결과와 같이 자신의 이해 정도를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고, 은유적 과학 용어가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오개념을 인지하는 것이 오개념 수정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임을 고려할 때 매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에서의 은유는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면 효율적 
학습을 위한 훌륭한 도구가 되지만, 부주의하게 사용
하면 학습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과학 교육에서의 
용어는 항상 중요한 논의의 대상으로, 시대에 따라 적
합한 용어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 용어
가 바뀌기도 한다. 지질학에서의 과도한 한자 표현을 
수정하기도 하고,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들을 
고치기도 한다. 과학 용어가 은유적 성격을 띠는 경우
가 많고, 과학에서의 은유는 시적 은유와 달리 개념 

구성적 은유이기 때문에 과학 용어를 만들고 선정할 
때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은유적 성격이 짙어 오
개념 유발의 주요 원인이 되는 용어의 경우에는 이 
연구의 결과가 용어의 수정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연
구는 지구과학에서 은유적 과학 용어에 대한 학생들
의 인식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용어의 
특성에 따른 학생들의 인식과 오개념을 연관지어 살
펴보았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연구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과학 용어에 대해 5인의 연구 
대상자들의 오개념 분류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났
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학습자의 수준이 다양한 경우
에도 하나의 용어에 대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이해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나의 용어에 대
해 동일한 오개념 수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
라고 예상되므로 더 많은 용어 유발 오개념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국 문 요 약

이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지구
과학 교과서에 제시되는 천문 영역의 과학 용어 
113개에 대한 중학교 3학년 학생 5인의 용어에 대
한 체감 난이도, 이해 확신도와 정의를 검사지를 통
해 살펴보고, 추가 면담을 통해 천문 용어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과 그 대표적인 용어 - 오개
념의 예시를 분석했다. 학생들이 제시한 용어의 정
의는 크게 정답과 낮은 수준의 이해, 오답으로 분류
되었으며, 낮은 수준의 이해는 상위 수준의 정의 서
술, 개념의 미분화로 하위 분류되었고, 오답은 과학
적 오인에 의한 방해, 사전 지식 미비 등으로 하위 
분류되었다. 용어로 인한 오개념과 선행 오개념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용어로 인한 오개념은 용
어 변경이라는 방법을 통해 오개념 형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 처방이 될 수 있다. 또
한, 은유적 용어로 인한 장점과 단점을 학생들이 인
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이해 수준을 잘 파악하고 있
다는 점은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오개념을 인지
하는 것이 오개념 수정의 첫 번째 단계임을 고려할 
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
학 교육에서의 용어는 중요한 논의 대상으로, 시대
에 따라 적합한 용어의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
며 과학 용어가 바뀌기도 한다. 이 연구 결과가 용
어의 수정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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