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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만든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비유를亙석하여 비유의 유형, 학 

업 성취 수준에 따른 차이, 그리고 오개념 유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 

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나 상황을 비유물로 선택하여 부연 설명과 함께 이 야기하듯 서술하는 비유를 만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입자 배열을 변화시키는 잠열의 출입이나 분자의 운동 등의 인과 관계를 고려한 비유는 만들지 

못했다. 성취 수준에 따라서는 하위 학생들보다 상위 학생들이 분자의 배열과 운동을 모두 포함하고, 설명을 곁들인 

이야기식 비유를 더 많이 만들었다. 한편, 학생들은 고체 상태에서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상태에 따라 입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오가］념을 유발할 수 있는 비유를 만들었다.

주제어: 비유, 비유 만들기,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성취 수준, 오가］념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ypes of analogies that 7th graders generated to explain three states of matter, 
the difference of analogies by achievement level, and the misconceptions that might be induced from the analogies. The 
results revealed that many students made the enriched and storytelling analogies with concrete materials or events from 
their everyday experiences. However, they made analogies without considering causal relationship such as the change 
of particular arrangement based on latent heat or molecular movement. The students of high achievement level con
sidered the arrangement and the movement of molecules and made the enriched and storytelling analogies more than the 
students of low achievement level. The students made the analogies that might induce misconceptions such that the mol
ecules don't move in solid state or the particles c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states.

Keywords: Analogy, Student-Generated Analogy, Three States of Matter, Achievement Level, Misconception

서 론

비유는 추상적인 정보를 구체적인 것으로 변환함으 

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한다.1 특히 과학 교과는 추상적 

이고 복잡한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비유의 

사용이 자주 제안된다.2,3 그러나 교사나 연구자가 제시 

하는 비유물에 대하여 학습자가 친숙하지 않을 경우 비 

유물에 대한 설명 이 먼저 이루어져 야 하므로 바람직하 

지 못하다. 또한 학습자가 비유물의 비공유 속성에 주 

목하거나 학습할 내용에서 비유를 분리해내지 못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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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전이가 일어나 오개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 

유의 사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4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비유 

만들기 활동을 들 수 있다. 비유를 만드는 과정 에서 학 

생들은 자신의 선지식을 확인하고, 이를 새로운 상황과 

연결하여 사고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5 그 

결과 비유 만들기는 과제를 이해하고 회상하'는데 도움 

이 될 뿐만 아니라6,7 학생들의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 

력, 문제 해결력 등을 신장시킨다.8 또한 교사가 목표물 

과 비유물 사이의 비공유 속성에 대한 질문을 하여 비 

유를 수정하도록 함으로써 개념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5,9 이렇게 비유 만들기 활동이 학습자의 인 

지능력 향상과 개념 변화에 유용하다고 보고 되고 있지 

만,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10 비유 만들기를 효과적인 교 

수-학습 전략의 하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 이 

나 수업 모형에 대한 연구에 앞서 학생들이 만든 비유 

의 특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유 만들기는 학생 중심 활동으로, 학생의 사전 지 

식과 경험이 비유의 출처가 된다.*11 이에 선행 연구들 

은 비유 만들기를 통한 과학 개념 이해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 변인의 하나로 사전 성취 수준을 들고 있다.3,12 

사전 성취 수준에 따라 목표 개념과 비유물을 연결짓는 

비유 추론 과정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만든 비유가 각 

기 다른 내용과 형식으로 구성될 것이라 예상되며, 이 

런 차이가 개념 이해에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따 

라서 사전 성취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만든 비유에 차 

이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학생들이 만든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분석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 

는 현상을 다루므로 학생들에게는 친숙하지만, 입자 개 

념의 미시적 관점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를 배우 

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입자 개념은 화학 학습에서 강 

조되는 내용이지만 입자 모형에 대한 올바른 과학적 관 

점으로 상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적으며,13 

많은 학생들이 대안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 하거나 

비과학적 관점을 가지고 입자 모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비유 만들기에 사용된 소재는 학생들의 선 

지식과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가］념 

과 잘못된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3 그러므로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특 

징을 분석하면 목표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파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해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유형과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비유 유형의 차이 , 비유가 담고 있는 오개념 유발 가능 

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서울시에 위치한 남녀 공학 중 

학교 1학년 학생 256명을 대상으로 비유 만들기 검사 

를 실시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교사나 교과서에서 제시 

한 비유를 단순히 회상하여 응답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 

해, 대상 단원인 중학교 과학 1의 ‘4.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학습한지 월이 지난 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이 비유를 만드는데 익숙해지도록 산과 염기의 

중화반응에 대해 교사가 간단히 설명한 후, 학생들은 

15분 동안 스스로 비유를 만들어 활동지에 기록하고, 

만든 비유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얜분 동안 가졌다. 

본 연구의 목표 개념인 물질의 세 가지 상태에 대한 비 

유 만들기 검사는 교사의 부연 설명 없이 2哓 동안 진 

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 

할 것을 강조하였다.

검사 도구. 비유 만들기 검사지에는 목표 개념 인 물 

의 세 가지 상태를 설명한 문장과 그림을 제시하였다. 

얼음, 물, 수증기가 모두 물분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 

태에 따라 입자 사이의 거리와 움직임이 다르다는 내용 

을 문장으로 기술하였고, 같은 크기의 입자를 이용하여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 그림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학 

생들에게 세 가지 상태에서의 물 분자 배열을 설명하는 

비유를 만들어 서술하도록 하였다. 비유 만들기 검사지 

는 과학 교육 전문가 3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았으며, 중학교 1학년 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 

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자료 분석. 학생들이 만든 비유는 Thiel点卜 Treagust 
가15 교과서에서 사용된 비유의 유형 분석을 위해 사용 

한 공유 속성, 추상도, 대응 정도에 대한 준거와 상황의 

작위성이라는 준거를 추가한 노태희 등16의 분석틀에 

서술방식3과 체계성17 준거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공 

유 속성은 목표 개념이 지니는 여러 가지 속성 중 외양 

이나 구조적 유사성에 주목하는지, 기능이나 행동적 성 

질의 유사성에 주목하는지에 따라 분류되며, 비유물이 

구체적인 수준인지, 추상적인 수준인지에 따라 비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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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도는 달라진다. 대응 정도는 비유물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언급 정도로 결정되며,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이나 상황을 비유물로 선정하여 목표물에 

맞게 의도적으로 구성했는지에 따라 상황의 작위성 여 

부가 달라진다. 서술방식은 하나의 사건이나 상황을 선 

정하여 변화 과정을 기술하려 하는지에 따라, 체계성은 

목표 개념의 인과 관계에 대응되는 구조를 비유물이 포 

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분류된다. 덧붙여 오개념을 유발 

할 수 있는 비유 유형도 분석하였다. 비유의 일부를 선 

정하여 분석자 2인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일치도를 

구하고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분류 기준 

을 수정 • 보완하였다. 분석자간 일치도가 .9(网 이른 

毛 분석자 중 1인이 모든 비유를 분석하였다.

사전 성취 수준에 따른 비유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들의 직전 학기 과학 성 적의 중앙값을 기 준으로 집 

단을 상 •하로 나눈 후, X2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업 성 

취도 검사 중 목표 개념과 관련된 문항만을 선정하여 

집단을 구분하면 사전 지식수준에 따른 비유의 특징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각 문항별 

성취 여부에 대한 자료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일선 학교에서 통용되는 과학에 대한 사전 성취 

수준이 높고 낮음을 판별하는 통합적 인 과학 성적을 사 

용하였으며, 과학 성적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시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다.

결과 및 논의

비유 유형별 빈도. 표집된 학생들은 6차 교육과정 

6학년 과학 교과서에서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운동장 

으로 나가 표현해보는 활동과 7차 교육과정 중학교 1 
학년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올림픽 장면, 합창을 하는 

사람과 농악을 하는 사람, 구슬을 흔들어 상태 변화를 

설명한 비유 등 학습 과정에서 목표 개념에 관련된 비 

유를 경험했다. 그러나 이상의 교과서에 실린 비유 내 

용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표현한 학생들은 전 

체 학생의 3%로, 본 연구에서 염려한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를 단순히 회상하여 검사지에 응답하는 사례 수는 

소수에 불과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유형별 빈도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공유 속성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학생들은 입자간 

거리와 배열을 기술한 구조적 비유(47.3%)를 가장 많 

이 만들었고, 35.5%의 학생들은 분자의 운동까지 함께

Table 1. Number of analogies by category

Criteria Frequency (%)
Shared attribute

Structure 121 (47.3)
Function 44 (17.2)
Structure/Function 91 (35.5)

Artificiality
Everyday 252 (98.4)
Artificial 4 ( 1.6)

Abstraction
Concrete 242 (94.5)
Abstract 14 ( 5.5)

Mapping
Simple 74 (28.9)
Enriched 150 (58.6)
Extended 32 (12.5)

Systematicity
High 33 (12.9)
Low 223 (87.1)

Type of story
Storytelling 198 (77.3)
Isolation 58 (22.7)

고려한 구조勿능적인 비유를 만들었다. 일부의 학생들 

(17.2%)이 만든 비유는 입자의 움직임만을 나타내었는 

데, 이러한 학생들은 제시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를 인지해내는 능력과 정보를 종 

합하는 능력이 부족하여18 입자의 배열 상태를 간과했 

을 가능성이 있다.

상황의 작위성에 따른 분류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 

(98.4%)이 다음의 예오卜 같이 학교생활이나 여가 활동 

등 학생들에게 친숙한 일상적인 소재와 상황을 이용하 

는 비유를 만들었다. 과반수의 교사들이 비유물을 목표 

물에 맞게 각색하여 제시하며,19 교과서에 사용된 비유 

의 30% 정도가 작위적 비유인16 반면 학생들은 목표물 

에 대 한 자신의 이 해를 바탕으로 이와 흡사하다고 생각 

되는 현상을 찾아 그대로 비유에 사용하였다. 비유 소 

재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의 실제 경험에 기초한 친숙한 

영역에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4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소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교 체육 시간에 4열로 질서 정연하게 서로 붙어 줄 

을 서 있는 모습이 바로 딱딱한 고체의 분자 모습과 비 

슷합니다. 질서 정연한 줄을 깨 버리고, 서로 양팔을 벌 

려 체조를 하면 거리가 약간 멀어져서 액체 상태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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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축구나 발야구를 하 

러 가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와 비슷하 

게 됩니다.

비유물의 추상도에 따른 분류에서도 대부분의 학생 

들（94.5%）이 구체적인 비유물을 사용하였지만, 일부의 

학생들（5.5%冷 성장에 따른 가치관이나 인간관계의 변 

화 등 추상적 비유물을 선택하여 물질의 상태를 설명하 

였다. 비유는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이 유용하다 

고 알려져 있지만, 추상적 비유물이라도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 경우에는 비유의 사용이 학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19 다음에 제시한 비유는 함께 하는 시간 

이 줄어듦에 따라 친구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과정을 

거리에 따른 분자간의 인력에 대응시킨 추상적 비유의 

예이다.

학급에서는 친구들과 거의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지 

내기 때문에 고체와 비슷하다. 하지만 다른 반이 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멀리 떨어져 있게 되므로, '안녕 ’이 

란 인사만 할 뿐 그리 친하지 않게 된다（액체）. 늙어가 

면서 보지 못하여 서로를 잊어버리게 되면 어디선가 마 

주치더라도 그냥 지나치게 되므로 기체와 같다.

대응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목표물과 비유물의 공 

유 속성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는 부연 비유가 58.6%로 

가장 많았다. 일부의 학생들（12.5%）은 확장 비유를 만 

들었는데 , 하나의 비유물로 여러 개념을 서술적으로 설 

명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각각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여 

러 개의 비유를 만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상당수 

의 학생들（28.9%）이 다음과 같이 비유물에 대한 부가 

설명 없이 단지 목표물이 비유물과 비슷하다고 언급하 

는 단순 비유를 만들었다. 비유를 제시할 때에는 비유 

물과 목표물 간의 공유 속성 을 명 확히 부각시 키고 제한 

점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19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 이 만든 비유에 대 해 설명하는 기 회를 부여할 필요 

가 있다.

고체는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때, 액체는 영 화가 끝나고 나갈 때, 기체는 밖으로 나가 

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이다.

체계성 정도에 따른 분류에서는 개별 속성만을 나열 

한 체계성이 낮은 비유가 많았다（87.1%）. 체계성이란 

비유물이 목표물의 인과 관계에 대응되는 구조를 체계 

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도로 '표면적 유사성 과는 상 

반된 개념이다. 즉 학생들이 만든 체계성이 낮은 비유 

는 인과 관계에 대한 언급 없이 표면적인 유사성만을 

포함하는 비유를 말한다.17 이런 비유에서는 열을 공급 

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 

고 인력이 약해지는 등의 속성간의 관계는 포함되지 않 

았다. 비유 수업에서 학생들은 표면적인 유사성에 주목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20 비유를 만든 후 교사의 안내에 

따라 자신이 만든 비유를 평가해보도록 하거나5 소집단 

학습 등으로 비유의 제한점 찾기 활동을 도입하면9 체 

계성이 높은 비유를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서술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77.3%의 학생들이 상 

황에 따라 움직 임 이나 배열 상태가 달라지는 하나의 비 

유물을 목표 개념에 대응시킨 이야기식 비유를 만든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열의 출입에 따른 분자 배열의 변 

화를 언급한 체계성 이 높은 비유는 상황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잠열에 대응시켜 이야기 형식으로서술하는 경 

우가 많았다. 다음에 소개한 비유는 교사의 지시에 따 

라 학생들의 행동과 배열이 달라지는 모습을 목표 개념 

에 대응시킨 이야기식 비유이다. 또한 영화를 볼 때와 

나갈 때의 상황 변화에 대한 비유와는 달리 “선생님이 

〜라고 했기 때문에，라는 원인이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 

라 학생들의 행동이 변한다는 인과 관계를 포함하고 있 

기 때문에 체계성이 높은 비유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데 선생님께서 목적지까지는 다 

닥다닥 붙어서 가라고 하셨다（고체）. 목적지에 다다르 

자 선생님께서 밥을 먹자고 하셔서 조금씩 떨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멀리 가지는 말라고 하셨 

다（액체）. 밥을 먹고 나서는 선생님께서 자유 시간을 주 

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자유롭게 움 

직일 수 있었다（기체）.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전체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 

하여 분류 준거를 조합한 유형별 빈도를 Table 2에 제 

시하였으며 빈도수가 작은 유형은 생략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Type 6과 같이 상태에 따른 분자 간 거리와 배 

열 상태를 표현하고, 친숙하며 구체적인 소재를 비유물 

로 사용하되 억지로 꾸며내지 않은 비유를 바람직한 비 

유로 두었다. 또한 비유물과 목표물간의 공유 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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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umber of analogies by pattern

Type -
Pattern Frequency

(%)Shared attribute Artificiality Abstraction Mapping Systematicity Type of story

1 Structure Everyday Concrete Enriched Low Storytelling 48 (18.8)
2 Structure Everyday Concrete Simple Low Storytelling 26 (10.2)
3 Structure/Function Everyday Concrete Enriched Low Storytelling 25 ( 9.8)
4 Structure/Function Everyday Concrete Simple Low Storytelling 17 ( 6.6)
5 Function Everyday Concrete Enriched Low Storytelling 14 ( 5.5)
6 Structure/Function Everyday Concrete Enriched High Storytelling 12 ( 4.7)

대해 설명하려 하고, 속성간의 인과 관계를 기술하며, 

상태 변화 시 입자가 보존되므로 상태에 따라 비유물을 

바꾸지 않는 비유가 바람직한 비유가 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비유는 소수의 학생들(4.7%)만이 제시하였다. 

다음은 사람을 분자에 비유하여 목표 개념 인 물 분자의 

배열뿐만 아니라 상태에 따른 분자 운동의 변화, 인력 

의 개념까지 설명한 바람직한 비유의 전형적인 예이다.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붙어 있을 때는 거리가 서로 

매우 가까워 잘 움직 이지 못하지만(고체), 손만 잡고 있 

을 때에는 손을 뗄 수 없을 때까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서 움직인다(액체). 하지만 서로 손도 잡 

지 않고, 껴안지도 않으면 아무 곳이나 다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활발히 움직인다(기체).

한편 목표 개념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습한 교과서 

에 제시된 비유들은 구조勿능적인 속성을 모두 고려하 

고, 구체적 이고 일상적 인 상황과 소재를 사용하여 목표 

개념을 설명하였으나 목표 개념이 갖는 인과 관계는 기 

술하지 못하였다. 서술방식에서도 나열식 비유와 이야 

기식 비유가 혼용되어 제시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비유 

가 토의나 탐구 활동에 소개되어 학생들의 비유 학습 

활동에 활용되므로 교과서 본문에는 공유 속성에 대한 

언급이나 보충 설명 이 제시되지 않거나 약간 나타나는 

대응 정도를 보였다.

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만든 비유는 Table 2의 Type 
1, 2, 3, 4, 5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재나 상황을 비유물로 선택하였지만, 교과 

서에서 사용된 비유와는 달리 목표 개념이 갖는 구조/ 

기능적 속성 중 한 가지 속성만을 고려하는 비유를 만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한 비유물과 목표 개념과의 

공유 속성을 언급하며 이야기하듯 서술하는 비유를 더 

많이 만들었다. 하지만 분자 운동에 의한 거리의 변화 

나 잠열 출입에 따른 입자 배열의 변화 등 속성 간의 

인과 관계를 고려하지 못한 체계성 이 낮은 비유를 만들 

어 교과서에 제시된 비유와 비슷한 특징을 보였다. 이 

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비유 학습 활동에 필요한 상관 

적 사고 (correlational thinking)21 능력이 부족하여 외부 

의 지적이나 도움 없이는 자신이 만든 비유를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 

음의 비유는 가장 많이 발견된 유형인 Type 1(18.8%) 
의 예로, 물질의 상태에 따른 분자 배열을 기차 안에 있 

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 

으나, 속성 간의 인과 관계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에 기차를 타면 출근길이라서 사람들이 많아 빽 

빽 이 서 있는 모습은 고체와 같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 

나면 사람들이 내 려 조금은 공간의 여유가 있어 액체의 

성질과 비슷하다. 또 늦은 저녁에는 사람들이 거의 타 

지 않아서 남은 공간이 넓고 아침의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므로 기체의 성질과 같다.

사전 성취 수준에 따른 비유의 특징. 학생들의 기 

말 고사 과학 성 적의 중앙값을 기 준으로 집단을 상하로 

나눈 후, 사전 성취 수준과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유형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3), 공유 속성, 대응 정도, 서 

술 방식에서 상 •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 

났다 (p<.05). 즉 하위 학생들보다 상위 학생들이 공유 

속성에서는 구조勿능적 속성을 모두 고려하였고, 대응 

정도에서는 자신이 만든 비유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부 

연 비유를 선호하였으며, 서술 방식에서는 이야기식 비 

유를 더 많이 만들었다. 선행 연구 결과 비유 만들기 수 

업은학생들의 개념 이해와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알려 

져 있다.5,9 교사 중심의 비유 수업이 학습자의 인지 발 

달 수준이 낮거나 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유용 

한21 반면 비유 만들기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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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Number of analogies by category and achievement 
level

Criteria
Achievement level

x2
High Low

Shared attribute 7.62*
Structure 60 61
Function 15 29
Structure/Function 54 37

Artificiality 0.00
Everyday 127 125
Artificial 2 2

Abstraction 1.14
Concrete 120 122
Abstract 9 5

Mapping 7.49*
Simple 32 42
Enriched 74 76
Extended 23 9

Systematicity 1.58
High 20 13
Low 109 114

Type of story 4.57*
Storytelling 107 91
Isolation 22 36

*p<.05

결시키는 시각적 상상력이나 유추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므로 하위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유 만들기를 통해 하위 학생들의 과학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공유 속성, 대응 정도, 서술 방식 

등에 대한교사의 단계적인 지도가포함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오개념 유발 가능성이 있는 비유. 오개념 유발 가 

능성 이 있는 비유를 오개념 유형별로 분류하면 Table 4 
와 같다. 많은 학생들(28.1%)이 상태에 따라 비유물이 

바뀌는 나열식 비유를 만들어 상태 변화 시 분자의 크 

기나 모양이 변할 수 있다는 오개념14을 보였다. 다음에 

제시한 비유와 같이 비유물이 상태에 따라 바뀌는 경우, 

상태 변화에서 입자의 크기나 모양이 변한다는 오개념 

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새는 여러 곳을 활발히 날아가니까 기체이고, 엘리베 

이터는 움직이지만 천천히 움직여서 액체에 비유 할 수 

있다. 나무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할 뿐 움직이지 않아서 

고체에 비유할 수 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고체라고 생각하면, 10원짜리 

10,000원 어치는 액체이고, 50阀짜리 10,00阀 어치는 

듬성듬성 있기 때문에 기체이다.

25.0%] 학생들은 고체를 움직이지 않는 사물에 비 

유하고,，꼼짝하지 않는다’,，움직이지 않는다’ 등의 표 

현을 사용하여 입자의 움직임을 무시하는 비유를 만들 

었다. 이것은 많은 학생들이 입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액체 및 기 

체 상태에서는 일정한 운동을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는 

움직 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 

한다.14 분자의 운동성을 무시한 비유의 예는 다음과 같다.

고체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고, 액체 

는 발이나 손만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기체는 온 몸 

을 다 움직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 

습니다'라는 놀이에서 술래가 뒤를 돌아보았을 땐(우리 

를 볼 때) 고체이고, 술래가 말을 하는 동안 앞으로 나 

아가는 것은 액체이고, 술래를 치고 도망칠 때는 기체 

가 되는 것이다.

바위는 고체, 중간 돌은 액체, 조약돌은 기체 이다. 왜 

냐하면 바위는 움직이지 못하고, 중간 돌은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고, 조약돌은 자유로이 우리가 다룰 수 있 

기 때문이다.

7.8%의 학생들은 상태 변화 결과 입자들이 분해되거 

나 재결합한다는 오가]념을 유발하는 비유를 만들었다. 

이와 같은 비유는 고체에서 기체 상태로 갈수록 동일 

공간에 존재하는 분자의 수가 적어지는 것을 기체 상태 

에서의 분자에 대응하는 비유물이 사라진다고 표현하 

였다. 이는 미시적인 현상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자 자체 

Table 4. The frequency of analogies that might induce misconceptions

Pattern Changing analog Motionless Decomposition Continuity

Frequency (%) 72 (28.1) 64 (25.0) 20 (7.8) 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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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에 제시한 비유처럼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과정 이 

상태 변화라는 식의 비유를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비 

유는 각설탕 분쇄를 이용한 비유 수업22에서 Tsai2'가 지 

적한 바와 같이 상태마다 구성 입자들이 크기가 다르다 

는 오개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깍두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선 맨 처음 덩어리는 단 

단한 고체에 비유할 수 있다. 하지만 입안에 넣고 씹으 

면 몇 등분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액체와 같다. 그리 

고 나중에 많이 씹 어 잘게 부수어 지 면 기 체 상태 가 된다.

분필을 가지고 있을 때, 분필은 고체, 쓰다가 부러지 

면 액체, 누가 밟고 지나가면 가루가 되어 기체가 된다.

6.6%] 학생은 물질이 연속적이라는 오개념을 유발시 

킬 수 있는 비유도 만들었는데 대표적 인 예는 다음과 

같다.

스웨터는 실로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평소엔 규칙 

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지만 조금 힘을 가하면 연결되었 

던 실들이 느슨해진다. 그런 상태에서 더 힘을 가하면 

실은 완전히 풀어져 스웨터는 사라져 버린다. 즉 정상 

인 스웨터는 고체, 느슨해졌을 때는 액체, 풀어졌을 때 

는 기체상태이고 힘을 가하는 것은 열을 준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목표 개념으로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유형을 분석하고, 학업 성취 수 

준에 따른 차이와 오개념 유발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구체적 인 소재나 상황을 비유물로 선정하여 부연 설명 

과 함께 이 야기 하듯 서술하는 비유를 만드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목표물의 속성을 고려하 

지 못하거나, 속성 사이의 인과 관계를 기술하지 못하 

는 등 낮은 수준의 비유를 만들었으며,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이 결 

과는 비유 만들기 활동에서 교사의 체계적 인 안내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5 즉 학생들이 만든 비유의 제한점을 

평가하고, 수정하는 반성적 사고 단계가 필요하다.

오개념 유발 가능성 이 있는 비유는 목표 개념이 갖는 

공유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상태에 따라 비유물을 

바꾸어 사용할 때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비유는 고체 

가 움직 이 지 않는다고 표현하거나 상태 변화 시 입자의 

수나 크기 , 모양 등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포함하였다. 

이것은 상태 변화 시 입자에 대한 Pereira와 Pestana14 

의 오개념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상태 변화를 

학습한 후에도 학생들이 입자 개념에 대한 올바른 과학 

개념을 갖지 못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비유는 대부분 낮은 수준으로 이 

비유를 교육 현장에 직접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비유의 소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것이므로, 학 

생들의 경험에 기초한 비유 개발 자료로 이용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비유물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비유물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하는 사례를 줄임으 

로써 목표 개념을 이해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한편 비유 만들기는 인지 수준 

이나 언어 추론 능력, 표현 능력 등 다른 변인에 의한 

영향도 클 것이므로 비유 만들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비유 만들기 수업 방안 등에 대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비유를 그림 

으로 그리게 하거나 자신이 만든 비유에 대 해 설명하는 

시 간을 갖는 등 비유 만들기 활동을 학생들의 선개념을 

파악하는 하나의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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