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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변칙사례 및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과불안, 주의집중, 노•력이 개념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선개념 검사를 실시하여 203명의 오개념을 지 

닌 학생들을 선발하였다. 변칙사례를 제시한 후, 대안가설 제시 전후에 각각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와 불안 

검사를 실시호였다. CAI 프로그램으로 밀도 개념학습을 실시호였으며, 사후 검사로 주의 집중 검사, 노력 검사, 개 

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사전 인지갈등）은 대안가설 제시 후 증가하 

였다. 사전 인지갈등은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사후 인지갈등）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사후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주었다.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불안（사전 불안）은 

대안가설 제시 후 감소하였다. 사전 불안은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불안（사후 불안）에만 직접적 인 

영향을 주었으며, 사후 불안은 노•력을 통해 개념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주의집중은 개념변화에 직접적 

으로 또는 노력을 경유하여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결과는 개념변화 수업에서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을 함 

께 제시하는 전략이 변칙사례만 제시하는 전략보다 인지갈등을 더욱 유발하거나 불안을 감소시켜 학생들이 개 

념학습 과정 에 보다 능동적 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념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을 시 사한다. 

주제어: 인지 갈등, 대 안가설, 불안, 주의 집중, 노력, 개념 변화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s of cognitive conflict and anxiety induced by a discrepant event and 
an alternative hypothesis, attention, and effort on conceptual change. Two hundred three students having misconceptions 
about density were selected from 462 seventh graders based on the results of a preconception test Tests of cognitive 
responses and anxiety to a discrepant event were administered before and after presenting an alternative hypothesis.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CAI） was then provided to students as a conceptual change intervention. Tests assessing 
attention and effort allocated to the CAI, and conceptual understanding were administered as posttests. Cognitive conflict 
induced by a discrepant event was found to increase after presenting an alternative hypothesis. Pre-cognitive conflict 
induced by only a discrepant event exerted a direct effect on post-cognitive conflict induced by a discrepant event and 
an alternative hypothesis. Post-cognitive conflict had a direct effect on conceptual change. Pre-anxiety decreased after 
presenting an alternative hypothesis. Pre-anxiety influenced post-anxiety, and this influenced on conceptual change via 
effort negatively. Attention had a direct effect as well as an indirect effect on conceptual change via effort. Thes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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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 that the strategy presenting both a discrepant event and an alternative hypothesis to students in concept learning 
could facilitate conceptual change by inducing more cognitive conflict or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through the 
decrease of anxiety than that presenting a discrepant event only.

Keywords: Cognitive Conflict, Alternative Hypothesis, Anxiety, Attention, Effort, Conceptual Change

서 론

과학 교육에서 변칙사례를 이용하는 인지갈등 전 

략은 대표적 인 개념변화 수업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 

으나,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 

이 보고되고 있다.，즉,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효과 

적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지만,2 변칙사례를 접한다고 

해서 반드시 인지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인지 

갈등이 반드시 개념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되기도 한다.3 이는 개념변화 과정에서 변칙사례 

나 인지갈등의 역할이 기대보다 크지 않으며, 인지 

갈등 전략을 통해 개념변화를 유도하는 과정 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새로운 개념이 학생들의 인지 구조 속에 올바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개념과 변칙사례의 갈등（갈등 

D뿐만 아니라 선개념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과 새로 

운 개념의 갈등（갈등 2）, 선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갈 

등（갈등 3）이 해소되어야 한다.4"6 그러나 대부분의 개 

념변화 연구와 같이 변칙사례만 제시할 경우, 변칙사 

례는 복잡한 인지구조 전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부 

분적 이거나 예외적 인 사례로 간주되 어 선개념 이 심층 

적으로 도전받지 않을 가능성 이 있다.V 또한, 학생들 

이 변칙사례를 접한 후 선개념을 대신할 만한 가설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갈등 2, 3이 잘 유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대안가설을 생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새로운 개념의 요소를 포함 

하고 있는 대안가설의 도입은 학생들에게 선개념과 새 

로운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학생들이 자 

신의 선개념을 수정하거나 정교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 

다.9 따라서 학생들에게 대안가설을 제공함으로써 개 

념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근 일부 연구자들은 기존의 개념변화 연구 

가 인지적 측면에만 치중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의적, 

동기적 변인 등의 비인지적 변인도 개념변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5 Keller 
는 인간 노•력과 수행에 관한 포괄적 모형을 통해 학습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하였는데, 이 모형에 의 

하면 동기의 지표인 노력은 학습자의 주의 집중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학업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념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개념학습에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으며；3 
여러 연구에서 주의집중이나노■력이 지식 구성 과정을 

촉진하여 개념변화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 

였다.또한, 자신의 선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에 직면한 학생들은 불안을 느낄 수 있으며,,3"，卩 학생 

들은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관련 정보를 탐색 

하거나 변칙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대안가설을 모색하 

거나 그 상황을 회피하는 반응을 보인다.心。대안가설 

을 모색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지갈등 상황에서 유발 

된 불안이 더욱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3끄 한 

편, 인지갈등에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이 혼합되 

어 있을 경우, 개념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조사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8 따라 

서 개념변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서는 개념변화 과정에서 인지갈등을 인지적 측면에 한 

정하여 정의하고 불안과 같은 정의적 변인이나 주의 

집중,노력과 같은 학습 과정 변인을고려할 필요가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지갈등 전략을 통한 개념변 

화 과정의 구체적인 경로모형과 대안 가설이 그 경 

로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변칙사례를 제시한 후, 대안가설을 제시하기 전 

과 후의 인지갈등 및 불안 정도를 비교하였다.

2） 변칙사례를 제시한 후, 대안가설을 제시하기 전 

과 후의 인지갈등 및 불안, 주의 집중, 노•력 , 개념변화 

의 인과관계를조사하였다.

연구 내용및 방법

연구 대상 및 절차

이 연구는 아직 밀도를 학습하지 않은 중학교 1학 

년 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밀도 개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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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개념을 지닌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선개념 검 

사를 실시한 후, 변칙사례에 의한 인지갈등(사전 인 

지갈등) 및 불안(사전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와 불안 검사를 실시하였 

다. 변칙사례의 원리에 대한 대안가설을 제시한 후, 

다시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사후 인지갈등)와 

불안 검사｛사후 불안)를 실시하였다. 이후 학생들은 

CA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분 동안 밀도 개념을 개 

별적으로 학습하였다. 사후 검사로 개념 검사, 주의 

집중 검사, 노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도구

선개념 검사지는，물에 뜨는 구슬과 재질은 같으나 

질량이 더 큰 구슬이 물에 뜨는가?，에 대한 답을 선 

택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声M 

인지갈등 유발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칙사례에 대 

한 반응 검사지는 인지갈등을 인지적 측면에 한정하 

여 정의하고 측정하는 선행 연구E의 검사지를 수정 

하여 사용하였으며 , 초기 이 론 제 시 부, 변칙사례 제 

시부, 반응 조사부의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초기 

이론 제시부에서는 학생들이 흔히 지니고 있는，가벼 

운 물체는 물에 뜨고,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는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생들의 동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변칙사례 제시부에서는 초기 이론과 모 

순되는 실험 결과를 중학생이 자신의 실험 결과를 설 

명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반응 조사부에서는 변 

칙사례의 타당성 인정 여부, 초기 이론과 변칙사례 

사이의 불일치성 인정 여부,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 

의 변화 정도를 표시하고 각각의 이유 및 학생들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변칙사례의 원리를 자세히 서술 

하도록 하였다. 사후 인지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검 

사지에는 대안가설 제시부로，물체가 물에 뜨고 가 

라앉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크기를 함께 고려 

해야한다.，와 같이 밀도 개념의 요소를 포함하는 대 

안가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안가설의 타당성 인정 

여부와 대안가설이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의 변화 정 

도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표시하고, 그 이유를 자세 

히 서술하도록 하는 문항들을 주가하였다. 개발한 검 

사지는 과학 교육 전문가 3인과 중학교 과학 교사 3 
인으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예비 검사를 통 

해 수정 • 보완하였다. 부록에 변칙사례 제시부와 대 

안가설 제시부를 제시하였다.

변칙사례 또는 대안가설에 의한 불안 정도를 측정 

하기 위한불안 검사지는 Spielberg^1 가 개발한 State

Trait Anxiety Inventoty(STAl) 40문항 중 상태 불안 

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이장호 등끄이 제작한 상태-특 

성 불안 한국어판을 참고하여 본 연구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 

도로 구성하였으며, 번안한 검사지는 과학 교육 전 

문가 3인과 중학교 과학 교사 3인의 검토 및 예비 검 

사를 통해 수정 • 보완하였다. 사전 불안과 사후 불안 

의 내적신뢰도(Cronbach's a)는 각각 .90, .92였다.

주의 집중 검사지는 Keller"가 개발한 학습동기 검 

사지 (1MMS: Instructional Materials Motivation Survey) 중 

학습 과정에 주의를 집중하는 정도를 즉정하는 주의 

집중 영역 12문항을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사 

용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신뢰도(Ctonbach's a)는 

.88 이었다.

학습 과정에 들이는 노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 

력 검사지는 Malpass?4의 State Effort Scale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5단계 리커트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내적신뢰도(Cronbach's a)는 .84였다.

학생들의 개념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 

구1의 개념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4 

문항이며, 각 문항은 4개의 답지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65였다.

밀도 개념학습

교사와 학습 환경이 개념학습 과정에 미치는 영향 

을 통제하기 위해 CA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념학 

습을 진행하였다. CAI 프로그램은 선행 연구&를 참 

고하여 수정하였으며, 개념변화 수업 모형에서 일반 

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학습 요소들을 고려하여 CA1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때,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하는데 중점 

을두었다.

분석 방법

선개념 검사에서，가벼운 물체는 물에 뜨고, 무거 

운 물체는 가라앉는다.，는 오개념을 지니고, 초기 이 

론에도 동의한 203명의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변칙사례에 대한 반응 검사지를 분석하 

여 학생들의 반응을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의 감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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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기준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변칙사 

례에 의한 인지갈등 유발 정도, 즉 선개념에 대한 불 

만족의 정도와 새로운 개념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7가지 반응 유형을 4단계(0〜3점)로 구분하여 

정량화하였다f 개념 검사는 각 문항을 학생들의 개념 

이해 수준에 따라 3단계(0점〜2점), 총 8점 만점으로 채 

점하였다. 반응 유형 분류와 개념 검사 채점에서는 2 

인의 분석자간 일치도가 90% 이상에 도달한 후, 분석 

자 중 1인이 모든 검사지를 분류하고 채점하였으며, 

애매한 부분은 분석자간 논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대안가설 제시 전•후의 인지갈등과 불안 정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해 종속 표집 t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다. 사전•사후 인지갈등, 사전•사후 불안, 주 

의집중, 노력, 개념변화 사이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 

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관분석 결 

과와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개념변화 과정에 대한 잠 

정적인 경로모형을 설정한후, 인과설정이 가능한 경 

로를 모두 포함시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모 

형의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 

를 제외하고 경로모형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모형을 결정하였다. 종속 표집 t 검증과 상관분 

석에는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경 

로분석에는 AMOS 4.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 

며, 공분산 구조분석에서 계수 추정 방법인 최대우 

도법 (maximum likelihood method)과 모형의 타당성 

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경험적 인 표본을 추출 

하는 부트스트랩핑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구 

축된 경로모형의 적합도는 AGFl(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CF1 (Comparative Fit Index), TLl(Tucker- 

Lewis Index), RMSEA(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다중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여 

평가하였다严 일반적으로 사는 p값이 .05이상일 때, 

RMSEA는 그 값이 .05이하일 때, 그 외의 적합도 지 

수들은 그 값이 .90이상일 때 경로모형이 적합한 것 

으로 판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12, n=203) 

값은 13.44(p=.338)였고, AGF1, CF1, TL1, RMSEA 값 

은 각각 .96, .99, .99, .02였다.

연구결과

대안가설이 인지갈등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각 검사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1에 제

2007, Vol. 51, No. 1

Table 1.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cognitive conflict 
and non-cognitive variables

Measures M SD
Pre-cognitive conflict (3)1 1.44 1.20
Post-cognitive conflict (3)1 1.80 1.22
Pre-anxiety (5)1 2.48 .63
Post-a莒xi 여 y (5)' 2.33 .63
Attention (5)' 3.54 .74
Effort (5)1 3.73 .69
Conceptual understanding (8)' 5.33 2.30

'full marks.

시하였다. 변칙사례를 제시한 후, 대안가설을 제시하 

기 전후의 인지갈등 점수의 평균(1.44, 1.80)이 인지 

갈등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0점보다 큰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을 접한 

후 조금이라도 인지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특 

히 학생들이 대안가설을 접한 후(1.80)의 인지갈등 

점수는 접하기 전(1.44)의 점수보다 높았으며, 그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82, p=.000). 학생 

들이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을 포기하는 정도가 대 

안가설의 도입으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불안 검 

사 점수의 평균(2.48, 2.33)은 대안가설 제시 전후 모 

두 중앙값(3점)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변칙사례나 대안가설을 보고 느끼는 불안 정도가 그 

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학생들이 대안 

가설을 접한 후(2.33)의 불안 점 수가 접하기 전(2.48) 

의 점수보다 유의미하게 낮았는데(t=3.70, p=.000), 학 

생들이 변칙사례를 본 후 느꼈던 불안 정도가 대안 

가설의 도입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안가설이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인지 

갈등을 더욱 증가시켜 초기 이론에 대한 신념을 포 

기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인지갈등 해소에 대한 기 

대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의집중, 노력 검사 점수의 평균은 모두 중앙값(3 
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대체로 개 

념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 

념 검사 점수의 평균이 중앙값(4점)보다 높았던 것으 

로 보아, 학생들이 인지갈등 전략을 통해 개념을 비 

교적 잘 이흐!］했음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각 검사 점수들 사이의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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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gnitive conflict and non-cognitive variables

Pre-CC Post-CC Pre-A Post-A Att Eff Con
Pre-CC 1.00
Post-CC .4（广 1.00
Pre-A .05 -.06 1.00
Post-A -.01 -.11 .55** 1.00
Att -.03 .10 .01 -.13 1.00
Eff -.02 -.06 -.04 -.18* .6（广 1.00
Con .10 .14* .09 .02 .31** .3（广 1.00

*p<.05,
Note. Pre-CC, pre-cognitive conflict; Post-CC, post-cognitive conflict; Pre-A, pfe-a莒xi여y; Post-A, post-anxiety; Att, attention;
E冗 effbrt; Con, conceptual understanding.

개념변화는 사후 인지갈등(t=. 14, pV05), 주의집중 

(t=.31, p<.01), 노력(t=.30, p<.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되는 인지갈등과 개념학습 과정에서 들인 주의 

집중 및 노력이 개념변화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의 집중은 노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 

(t=.6O, p<.01)가 있었는데, 이는 개념학습 과정에 주 

의를 집중하는 정도와 노력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력과 사후 불안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변칙사 

례 및 대안가설을 보고 불안을 적게 느끼는 학생일 

수록 개념학습 과정에서 더욱 노력하는 경향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전 인지갈등은 사후 인지갈등과는 유의미 

한 정적 상관관계(r=.4O, p<.01)가 있었으나, 그 외의 

변인들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전 불안 또한 사후 불안과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r=.55, p<.01)가 있었다. 이는 사전 인지갈 

등과 사전 불안은 각각 사후 인지갈등, 사후 불안과 

만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념학습 과정이나 개념 

변화와는 관련이 없음을 의미한다.

경로분석 결과

사전•사후 인지갈등, 사전•사후 불안, 주의 집중, 노•력, 

개념변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경로분석 

을 실시하였다<Kg. 1, Table 3). 사전 인지갈등은 사 

후 인지갈등(B=.4O)에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외에 다른 변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후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B=.14)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ig. 1. Path model of influences of cognitive conflict and 
non-cognitive variables on conceptual understanding.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을 접한 후 인지갈등을 많이 겪 

는 학생일수록 개념변화가 잘 일어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사후 인지갈등은 노력을 경유하여 개념변화에 

부정적인 영향B=.2O)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경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았고 사후 인지갈 

등과 노력 사이의 상관계수도 유의미하지 않았으므 

로, 사후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 

향은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사전 불안은 사후 불안(B=.56)에만 직접적인 영향 

을 주고, 그 외에 다른 변인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사후 불안은 노력을 경유하여 개념변화에 부 

정적인 영향B=.2O)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았지만 사후 불안은 

주의 집중(B=-.14, p=.O72)을 통해 개념변화에 부정 적 

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는 변칙사례 및 대안가 

설을 본 후 불안을 적게 느낄수록 개념학습 과정 에 

더욱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을 하게 되어 개념변화가 

잘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의집중은 개념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B=.17)을 

줄뿐만 아니라 노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IA.60,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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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ath analysis results: Standardized parameters with bootstrap standard errors

Wiables
— Standardized pamm여 ers Bootstrap SE p values

Independent Dependent
Path coefficients

Pre-A Post-A .56 .07 .000
Pre-CC Post-CC .40 .07 .000
Post-A Att -.14 .07 .072
Att Eff .60 .07 .000
Post-CC Eff -.13 .06 .018
Post-A Eff -.11 .05 .039
Eff Con .20 .08 .010
Att Con .17 .09 .047
Post-CC Con .14 .07 .035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Post-A .30 .08
Post-CC .16 .05
Att .02 .02
Eff .40 .08
Con .13 .04

B=.2O）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개념학습 

과정에 주의를 집중할수록 직접적으로, 또는 개념학 

습 과정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 게 되 어 개념변화가 촉 

진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에서 주목할 점은 사전 인지갈등이나 

사전 불안보다 사후 인지갈등이나 사후 불안이 개념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인지갈등과 불안이 개 

념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주의집중, 노력과 같은 학습 과정 변인이 개념변화 

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다. 이는 개념변화 과정에서 비인지적 변인들의 역 

할이 인지적 변인의 역할보다클가능성을 시사한다.,,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인지갈등 전략을 통한 개념변화 과 

정의 구체적인 경로모형을 규명하고 대안가설이 이 

경로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칙사례 

및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과 불안, 주의 

집중, 노력 이 개념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사전 

인지갈등）은 개념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인지 

갈등（사전 인지갈등）은 대안가설을 접한 후에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 인지갈등은 변칙사 

례와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사후 인지갈 

등）에만 긍정적 인 영향을 주고 다른 변인들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사후 인지갈등은 개념변 

화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에 의해 유발된 인지갈등 

은 노력을 경유하여 개념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 

기도 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인지갈등 전략에서처럼 변칙사 

례만 제시하는 것보다는 변칙사례와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설명 체계를 학생들에게 함께 제시하는 

이 연구의 전략이 인지갈등을 더욱 유발하여 개념변 

화를 촉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인지갈등이 개념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변칙사례에 의 

해서만 유발된 사전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런 결과는 변칙사 

례에 의해 인지갈등이 유발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념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선행 연구의 주 

장'办，과 일관된다. 이는 변칙사례만을 제시하여 인 

지갈등을 유발하는 기존의 인지갈등 전략은 학생들 

에게 자신의 선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직접적으로 비 

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중분히 제공하지 못하여 선개 

념과 새로운 개념의 갈등4이나 선개념으로 설명할 

2007, Vol. 51,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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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현상과 새로운 개념의 갈등4과 같은 인지갈 

등을 유발하는 데에는 기대만큼 효과적 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반면, 변칙사례와 함께 대안가설을 

제시하는 이 연구의 전략은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지갈등 유발 및 개념변화를 촉진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 나 사후 인지갈등과 개 

념변화의 상관 계수나 인지갈등이 개념변화에 미치 

는 경로의 영향력이 다소 작았고, 일부 선행 연구$에 

서는 사전 인지갈등과 개념변화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 

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므로, 이런 결론을 내리 

기 위해서는 추후 지속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적 어도 인지갈등이 개념변화 과정 에 

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선행 연구X3의 주 

장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적 및 동기적 변인이 개념변화 과정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생들 

에게 대안가설을 제시함으로써 변칙사례에 의해 유 

발된 불안을 감소시키며, 학생들이 불안을 적게 느 

낄수록 개념학습 과정에 좀더 주의를 집중하고 노력 

함으로써 개념변화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지갈등 전략에 대안가설을 도입하는 이 연구 

의 전략이 변칙사례에 의해 유발된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켜 학생들이 개념학습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 

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념변화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변칙사례나 새 

로운 개념에 의해 유발된 불안이 개념변화 과정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주장들이 제기 

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그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 

해 자신의 신념을 바꾸거나 관련된 정보를 탐색하거 

나 대안가설을 모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오히려 

자신의 신념을 더욱 고수하거나 변칙사례를 부정하 

거나 그 상황을 회피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주 

장이 모두 제기되고 있다.끄 그러나 지금까지 

그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진행된 연구는 

부족하였으며일부 진행된 연구，$에서도 정성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있어 불안이 어떤 경로를 통해 개 

념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총체적으로 알기 

는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경로 분석을 통해 

불안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학습 과정을 유도 

하여 개념변화를 저해하고, 대안가설을 제시하여 그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개념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 

는 경로모형을 밝혀낸 이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 

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개념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으며, 학생들에게 변칙사례와 대안가설을 함께 

제시하는 전략은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학생들이 개념학습 과정에 적극적 이고 능동적으로 

참여 할수록 개념변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결과는 주의 집중이나 노력과 같은 학생들의 동기 

와 의 지가 개념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관되는 것으로, 학생들이 

개념학습 과정에서 들이는 주의 집중이나 노력 정도 

가 개념변화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가 

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념변화를 좀더 효과적으 

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개념학습 과정에 적 

극적 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 

성해주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념변화 연구에서는 개념변화 과정에서 

정의 적 변인이나 학습 과정 변인과 같은 비 인지적 변 

인의 역할을 인지적 변인의 역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如璀 또한, 인지적 변인 

과비인지적 변인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어 개념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변인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변인도 개념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인지적 변인과 비인지적 변인 

이 개념변화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 

사한다. 따라서 개념변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서는 인지 적 변인뿐만 아니라 비 인지적 

변인의 영향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인지갈등이나 불안이 개념변 

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작게 나타났으므로, 변 

칙사례 및 대안가설을 통한 개념변화 과정의 구체적 

인 경로모형을 보다 분명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개 

념변화 과정에서 다른 변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변칙사례에 대해 흥미를 느끼 

는 경향이 있으므로,"，技"" 개념변화 과정에서 흥미 

와 같은 정의적 변인의 영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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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V변칙사례 제시부〉

回 중학생인 수환이는 나휘소 빅사의 주장을 듣고 

의문이 생겼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자.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수환입니다. 저희 반 

에서는 나휘소 박사님의 주장을 듣고 조별로 직접 실 

험을 해 보았습니다.

둥근 플라스틱 구슬과 쇠구슬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 

였습니다. 플라스틱 干슬의 질량은 100 g과 1000 g이고, 

쇠구슬은 작은 플라스틱 구슬과 크기는 같으나 질량은 

500 g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구슬과 쇠구슬을 물이 들어 있는 수조 

에 넣었더니, 플라스틱 구슬은 물에 뜨고 쇠구슬은 물 

에 가라앉았습니다. n러나 질량이 1000 g인 플라스틱 

구슬을 물에 넣었더니 나휘소 박사님의 주장과 달리 물 

에 떴습니다.

〈대안가설 제시부〉

回 수환이와 깉은 반 친구인 영희는 수환이의 실 

험을 지켜 논 후, 1000 g짜리 플라스틱 구슬이 뜬 이 

유에 대해 다음과 깉추측하였습니다.

영희의 주장

저는 이 세 개의 구슬을 가만히 살펴보다가, 한 가 

지 의 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1000 g짜리 플라스 

틱 구슬의 크기가 다른 두 개의 구슬과 다르다는 점입 

니다. 즉, 저는 어떤 물체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지를 알 

기 위해서는 크기가 똑같을 때의 질량을 비교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0 g짜리 플라스틱 구슬이 다른 두 개의 구 

슬처럼 크기가 작아진다면 질량도 작아지지 않을까라 

는 생각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렇다면 1000 g짜리 플 

라스틱 구슬도 100 g짜리 플라스틱 구슬처럼 물에 뜨

게 될 것입니다.

Q e Q
500g 
쇠구슬

100g 
플라스틱 

구슬

1000g 
플라스틱 

구슬

따라서 저는 臺체가 물에 뜨고 가라앉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크기를 함께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 

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조의 실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 다 

른 조의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런데 다른 

조도 모두 1000 g 짜리 플라스틱 구슬이 물에 뜬다는 실 

험 결과를 얻었더군요.

나휘소 박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가벼운 물체는 뜨고 

무거운 물체는- 가라앉으므로, 1000 g짜리 플라스틱 구 

슬은 물에 가라앉아야 합니다. 런데 왜 1000 g짜리 

플라스틱 구슬이 물에 떴을까요?

여러분은 저의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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