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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세계에 대하여 각자 상대적이지만 안정된 표

상을 형성하는 개념적 지식 체계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지식 체계는 매우 풍부하고 적응력이 있어서 혼란

스러운 상황에서도 정합성을 지각하고 일관성 있는 방

식으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한 편으로 

인간은 때때로 불안정하고 상황 의존적(context-bound)

인 지식을 갖고, 정합성을 세우는데 혼란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특히 수업을 통해 발생하는 학생과 교사사이의 의사소

통의 실패는 개념변화의 문제와 연결이 된다(Kaufman 

et al, 2000). 의사소통의 문제는 이를 다루는 학문분

야와 구체적인 주제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나 

교실 수업과 같은 교수 학습 상황에서 개념변화의 문

제로 볼 수 있다. 

개념변화는 과학철학과 인지 발달 심리학 뿐 아니라 

과학교육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들 분야에서 이루

어진 개념변화이론은 상호보완적이다. 따라서, 과학교

육에서 개념변화이론은 과학철학과 인지 발달 심리학

의 개념변화이론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

자들이 과학철학과 인지 발달 심리학의 개념변화이론

으로 과학교육에서의 개념변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

다(diSessa et al, 2004; Vosniadou, 2002; Gentner 

1997; Chi et al, 1994; Nussbaum, 1989; Posner et 

al, 1982)

개념변화에 대한 이론을 확립하는 것은 학습자가 외

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개념을 형성할 때 사고의 양

상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중

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학습자들의 개념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변

화가 일어나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제안하

였는데, 예를 들어, Posner 등(1982)은 개념생태를, 권

재술(1989)은 지식의 구조로 한정된 인지구조를, Minstrell 

(1992)은 지식의 일면(facet)을, Chi 등(1994)은 존재

론적 범주를, Schnotz 등(1999)는 정신모형을, diSessa 

(2002)는 현상학적 원형과 통합체를, Voniadou(2002)

는 특정이론, 틀이론, 정신모형을 개념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보았다. 개념변화에 대한 시각 또

한 학자들이 무엇을 분석 대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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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데 크게 혁명적 개념변화와 진화적 개념변화로 분

류된다. 

과학교육자들이 말하는 개념변화를 위한 방법들은 

교실에서 개념변화가 일어나는 수업을 돕기 위해 설계

된 하나의 접근이며 이런 의미에서 개념변화는 학습의 

또 다른 의미가 되기도 한다(Vosniadou, 1999; Duit; 

1999). 교실에서의 과학 수업 내용은 대부분 학습자들

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것을 통해 구성한 지식의 체

계나 내용과 다르며 교수 학습과정을 통해 학습자들

은 인지 갈등을 경험한다. 인지 갈등이 개념변화에 효

과적인지를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개념변화의 필요조건

이 될 수 있다(권재술 등, 2003)는 것은 이론적으로 거

론된 바 있다. 

개념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 대상과 변화과정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지만 교실 수업에서 인지갈

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권재술 등

(1989)은 인지갈등을 설명하기 위해 학습자의 인지구

조와 자연현상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았다. 이 때 자연 현상과 상호작용하는 인지구

조의 범주에 대한 의견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한 

예로, 박종원(1992)은 지식의 구조 뿐 아니라 형이상학

적 신념이 첨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Hashweh 

(1986)는 인지구조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으나 Posner 

등(1982)의 개념변화이론을 수용하면서 좀 더 보완된 

개념변화 모형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개념생태계의 범

주에 해당되는 인지구조를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또한 Lee 등(2003)은 인지 갈등이 크게 보면 과학

적 개념과 학생의 오개념간의 갈등, 오개념과 환경간의 

갈등, 과학적 개념과 환경간의 갈등으로 나뉘며 좁게 

본다면 틀이론 수준의 갈등, 신념수준의 갈등, 정신모

형 수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고 보았으

나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가 경험하는 학

습과정을 알아보고 그것으로부터 효과적인 교수 학습

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필요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많은 개념변화이론이 있으나 그것의 옳고 그름을 

논하여 어느 하나의 이론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주

장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지구조가 체계를 갖고 

있지만 개념변화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지식구조에 한

정된 인지구조보다 더욱 확장된 분석대상이 필요하다

고 보며, 개념변화 과정은 학습자가 맥락을 구분하고 

적절하게 그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이라는 Halldén 

등(2002)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갈등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데 정교화작업과 모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지 갈등이 개념변화의 필요조건이라는 이론적 

논의가 있었지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학습자가 과학

적 개념을 획득할 것인가 또는 인지 갈등을 경험한 학

습자의 개념변화과정에서 과학적 개념을 획득하는 경

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과정을 탐색하여 원인을 알아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지적 모형으로 나타낸 인지갈

등은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

생들의 개념변화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 대상을 기

존 이론을 바탕으로 제안하고 인지 갈등에 대한 새로

운 모형을 설명하고자 한다. 

본 론

개념구조를 기존 문헌에서 어떻게 나타냈는지 간략

히 기술하고 개념구조의 한 구성요인으로서 정신모형

이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고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수 학습상황

에서 학습자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구조를 제안하고, 이 개

념구조를 이용하여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에 나타난 

인지갈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개념구조의 구성요인으로서 정신모형에 대한 

논의 

Halldén 등(2002)은 개념변화과정이란 학습자가 맥

락(contexts)을 구분하고 각 맥락에 대하여 적절한 개

념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학습

자의 개념은 맥락을 고려하여 분석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제 이러한 주장의 근거와 여기서 주장하는 

‘맥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한다. 

Piaget는 학습과 발달이 다른 것임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지식의 발달은 자발적인 과정으로 지식 구

조의 총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학습은 단

일한 문제나, 단일한 구조로 제한되며 상황의존적인 과

정으로 보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학습이란 학습과정의 

맥락을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식

이나 능력(skill)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았다. 사고 능력

(thinking skill)이 과제의 맥락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

과는 많이 있다. 이것은 학습자의 과제에 대한 해석과 

과제에 나타난 특징으로 지식과 추론을 이끌어내는 방

식에 의해 학습자의 사고능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다. (Caravita & Halldén, 1994). 예를 들어 한 아동

에게 지구의 모양이 어떠냐고 질문을 하면 일상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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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바탕으로 팬케익 모양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지

구에서 똑바로 걸어가면 멈추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다

는 정보에 접한다면 아동은 공이나 풍선 모양의 지구

가 적절하다고 바꾸게 된다. 따라서 개념변화란 학습자

가 맥락을 구분하고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문제를 적

절한 맥락과 연결시킬 때 발생하며(Halldén, 1999), 이

러한 변화는 점진적인 과정이다. 

맥락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

게 거론해야 할 것으로 개념적 맥락(conceptual contexts) 

즉, 학습자의 개념적 체계(conceptual systems)가 있다. 

예를 들어 Tiberghien은 개념적 체계가 이론, 모형 그

리고 실험적 참조 분야의 수준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였

으며, Vosniadou는 틀이론, 특정이론 등의 수준들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수준들을 구분하는 것

이 개념적 맥락을 구분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한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 틀이론과 특정이론

간의 관계, 이론, 모형, 실험적 참조 분야사이의 관계는 

정합적이어야 한다 (Halldén et al., 2002)). 이것은 구

체적으로 학습자가 면담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

의 틀이론과 특정이론을 바탕으로 정신모형을 구성한

다고 보았을 때 개념변화를 위해 학습자가 자신의 틀

이론과 특정이론을 자각하고, 면담을 통해 주어진 과제

와 이들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메타개

념적 자각이 필요하다(Vosniadou, 1998)는 주장과 일

맥상통한다. 즉, 틀이론과 특정이론이 학습자의 개념에

서 수직적인, 어떤 설명적 관계에 있는 구조를 가지며,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를 파악하고 틀이론과 특정

이론을 적절하게 상황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자각이 학

습과정에서 필요함을 의미한다. 

과학 교육 연구자들은 학생의 개념(idea)이 갖고 있

는 여러 가지 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용어들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용어들 중에 Vosninadou 

등(1994)의 ‘정신모형’은 인지 심리학자들이 정보처리

이론의 관점에서 사람의 기억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

든 용어와 같은 이름을 나타내고 있어 혼란스러움을 

야기한다(Lee et al, 2005). 이제 지식의 표상을 나타

내는 용어로서 ‘정신모형’(Vosniadou & Brewer, 1994; 

Vosniadou & Ioannides, 1998; Vosniaou, 2002)을 

사용한다는 Vosniadou의 주장과 인간의 개념적 지식

이 표현된 것을 정신적 표상이라고 할 때 이 정신적 표

상은 명제적 표상과 ‘정신모형’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Schnotz와 Preuβ(1999)의 주장을 기술할 것

이다. 또한 과학 교육에서의 ‘정신모형’과 인지심리학

에서의 ‘정신모형’에 대한 관점을 통합하고, 정의적 영

역이 정신모형의 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Lee 등(2005)의 정신모형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1) Vosniadou의 정신적 표상으로서의 정신모형

Vosniadou는 학습 결과로서의 지식 또는 획득된 지

식을 설명하기보다 지식의 습득과정 또는 학습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개념을 구조적(structural) 시

각에서 기술하고 있다(Vosniadou & Brewer, 1994; 

Vosniadou & Ioannides, 1998; Vosniadou, 2002). 

즉,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 해결 상황에서 초기의 개념

구조인 틀이론과 특정이론을 바탕으로 정신모형이라는 

구체적 표상을 생성하는 과정을 학습을 설명하는 중요

한 단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이 때 틀 이론은 존재론적 전제와 인식론적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의식적으로 자각할 수 없으며 

가설 검증적이지도 못하다. 이 틀이론은 과학적 이론의 

발달을 구속하는 연구 프로그램과 패러다임처럼 물리

적 세계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구속한다. 

존재론적 전제는 우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실체

의 종류와 그 실체들이 범주화되는 방식에 대한 전제

들이라고 볼 수 있다. 존재론적 전제의 예를 들자면 다

음과 같이 가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물리적 대상과 같

은 실체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물리적 대상들은 움직이

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범주화된다고 보는 것

이다. 또한 물리적 대상은 속성을 갖고 있으며, 힘은 

물리적 대상과 같은 속성으로서 개념화된다고 가정하

는 것도 존재론적 전제의 예가 될 수 있다. 인식론적 

전제는 지식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전제이다. 이 범주

에서 우리는 설명의 본성, 학습의 본성과 관련 있는 전

제, 학습자로서의 자아(self)에 대한 전제를 포함할 수 

있다. 

특정 이론은 정신의 표상인 정신모형을 불러일으키

는 신념으로 구성된다. 이 신념은 상호 관련 있는 명제

들의 집합이다. 신념은 틀이론의 구속아래 문화에 의해 

제시된 정보를 통해 또는 관찰을 통해 생성된다. 예를 

들어 ‘어떤 대상은 다른 대상을 밀거나 잡아당기는 것

을 방해한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관찰 이후 학습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 

지금까지 설명한 틀이론과 특정이론은 문제를 해결

하는 상황에서 정신모형이라는 구체적인 정신적 표상

을 발생시킨다. 이 정신모형은 개인의 인지가 기능을 

하는 동안 생성하게 되는 상사적(analog) 표상이며, 물

리적 현상을 인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역동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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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적인 표상으로 가정된다. 대부분의 정신모형이 문

제 해결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에 생성된다고 가정하지

만 과거에 유용했던 것으로 입증된 정신모형의 일부는 

장기기억에 저장되거나 장기기억에서 인출되기도 한다. 

다음 그림 1은 Vosniadou 등(1998)이 내재된 힘이

라는 정신모형의 근간이 되는 틀이론, 특정이론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도식화 한 것이다. Vosniadou 등 

(1998)은 ‘어떤 것은 다른 것을 밀수/잡아당길 수 있으

며 그것들에 변화를 유발한다’는 정보는 관찰의 형태

로 나타나며 ‘지구는 둥글다’와 같은 정보는 문화적 맥

락에서 언어적 진술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

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힘은 무겁다고 느끼는 

물리적 대상의 속성이다’라는 정신모형을 가정된 신념

으로 기술하면서 이것은 존재론적 전제와 인식론적 전

제 아래 관찰이나 문화적 맥락의 정보를 근간으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 

1 

(Vosniadou et al., 1998) 

이와 같이 구조적 관점에서 Vosniadou의 정신 모형

관련 이론은 전제, 신념, 정신모형에 대한 정의를 나름

대로 내렸으나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개념을 분석하

고자 할 때 좀 더 명확한 구분의 준거가 필요하다(박지

연과 이경호, 2004; 박종원, 2002). 틀이론과 특정이론

과의 관계가 모호한 가운데 특정이론이 틀이론이라는 커

다란 범주에 종속되었고 학생의 오개념 구성의 원인이 

틀이론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

다(박종원, 2002). 또한 기억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정신

모형, 전제, 신념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들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외에 사고전략(thinking strategy), 

동기(motivation) 그리고 결단력(volition)과 같은 정신

모형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요인들

을 간과하여(Lee et al., 2005) 학습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2) Schnotz와 Preuβ(1999)의 정신적 표상의 한 종

류로서 정신모형

Schnotz와 Preuβ(1999)는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면

한 학습자가 형성하게 되는 정신의 표상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이것은 Vosniadou 등(1998)의 이론에서 학습

자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당면하여 정신모형을 구성하

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지식의 상황의존성(situated-

ness)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Schnotz

와 Preuβ(1999)의 정신모형이론의 이론을 앞에서 언급

한 Vosniadou의 정신모형이론과 다음에 전개될 Lee 

등(2005)의 정신모형이론과 대략 비교하고자 한다. 

Schnotz와 Preuβ(1999)는 특정 과제에 직면하여 정

신적 표상이 작동 기억에서 구성될 때 개념적 지식과 

과제가 중요한 기초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개념적 

지식은 고립되어 존재하는 실체(entity)가 아니며 언제

나 의사교환의 도구가 된다. 학습자는 과제에 당면하여 

인지도식(cogntive schemata)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념

적 지식을 활성화하는데 이때 상의 하달식(top-down)

과 하의 상달식(bottom-up) 인지과정이 발생하면서 과

제에 알맞은 도식 윤곽의 형성을 시도한다. 이런 도식

윤곽은 작동기억에 여러 종류의 정신적 표상을 구성하

는 기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는 Schnotz와 

Preuβ(1999)의 설명을 시각화 해 본 것이다. 

앞으로 전개가 되겠지만, 이렇게 도식윤곽을 형성하

는 단계는 Lee 등(2005)이 정신모형에 관한 통합된 이

론 구조를 설명할 때 장기기억의 지식과 작동기억의 

입력정보가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단계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작동 기억에 형성

된 정신적 표상은 명제적 표상과 정신모형으로 구분된

다. Schnotz와 Preuβ는 Lee 등(2005)이 인간의 마음에 

표상된(represented) 것과 면담이나 과제, 시험을 통해 

표현된(expressed) 것 사이에 차이를 둔 것과는 달리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Vosnidaou 역시 정신

적 표상으로서의 ‘정신모형’이 학습자의 마음속에 표상

된 것인지 아니면 면담 등을 통해 표현된 것인지를 구

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Schnotz와 Preuβ(1999)는 정신적 표상의 한 근원으

로서 개념적 지식이 인지적 도식의 형태를 띤다고 하

였다. 학습자가 구성한 개념에 표면과 심층을 이루는 

구조가 있다고 보았을 때, 용어가 표현하는 바대로 정

신적 표상은 개념의 표면을 이루며 심층에는 개념적 

지식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그림 2). Vosniad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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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chnotz (1999)

(1998)는 틀이론을 기반으로 특정이론이 구성되며 이 

특정이론을 바탕으로 정신모형이 구성되는 개념구조를 

주장한 바 있다. Schnotz와 Preuβ(1999)는 개념적 지

식만이 정신적 표상의 기반이 된다고 하면서 동기적 신

념과 인식론적 신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식 윤곽은 정신적 표상을 창출하는 기반이 되는데, 

이 정신적 표상은 크게 명제적 표상과 정신모형으로 

나뉜다. 즉 Schnotz와 Preuβ(1999)의 이론에서 정신모

형은 정신적 표상을 이루는 두 가지 성분 중 하나일 뿐

이지만, Vosniadou(1998)의 이론에서 정신모형은 곧 

정신적 표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다르다. Schnotz

와 Preuβ(1999)가 주장하는 명제적 표상은 자연적 언

어로 된 문장과 구와 비슷하며, 특정한 구문 규칙에 의

한 간단한 상징들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명제적 표상에 대비되는 정신모형은 가설적인 내

적 준-객체이며 이것은 구조 또는 기능적인 면에서 객

체나 시나리오와 유사하다. 

정신 모형은 표상된 물체의 이미지일 필요는 없으며, 

국제 무역 관계와 같이 지각할 수 없는(not perceivable) 

주제를 나타낼 수 있다. 정신모형은 표상이 되는 대상

이나 시나리오가 갖는 내재적인 구조와 기능면에서의 

유사성으로 특징이 매겨지므로 개별적인 주제와 밀접

한 관련이 있다. 정신모형은 장기기억에 저장되지 않는

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특정한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기억에서 구성된 일시적인 아날

로그적 정신적 표상이라고 생각되어야 한다. 그림 3은 

지구상에 여러 지점의 시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학습자가 인식하기 위해 구성한 두 가지 정신모형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은 Schnotz와 Preuβ(1999)

가 그들의 연구에서 학습자에게 지구위에서 동시에 왜 

다른 시간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하라고 하였을 때 구성

한 정신모형들을 나타낸다. 

명제적 표상과 정신 모형의 구성은 선형상의 순서로 

수행되지 않는다. 명제적 표상과 정신 모형은 새로운 

명제의 형태로 명백하게 형성되는 새로운 정보를 읽어

내는데 사용되므로 정신 모형은 명제적 표상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거나 정교화되고, 다른 한 편으로 명제적 

표상이 정신 모형을 기초로 하여 구성되거나 정교화된

다. 

3) Lee 등(2005)의 정신모형

Lee 등(2005)의 이론에 나타난 정신모형은 Vosniadou 

(1998)의 이론, Schnotz와 Preuβ(1999)의 이론에 나타

난 정의와 다르다. 하지만 시험과 같은 사건, 상황에 

접하여 학습자의 개념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표상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식의 상황의존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 다음 그림 4

3 ; (a)

; (b) /

(Schnotz et al., 1999) 



364 문성숙 권재술

4 (Lee et al., 2005)

는 Lee 등(2005)의 정신모형에 관한 이론적 통합구조

를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은 과학교육의 개념을 이루는 구인으로서 지

식, 신념, 정신모형이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과정에서 

설명하는 작동기억과 장기기억의 저장소중 어디에 저

장되고 어떻게 인출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사건을 접

한 학습자의 장기 기억에 있는 지식과 신념이 모두 활

성화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기기억에 저장된 

지식과 신념이 동일하게 정신모형으로 표상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즉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문제

에 따라 일부 지식과 신념에 선택적 활성화가 일어나

며 활성화 된 신념과 지식은 정신모형의 근원이 된다. 

이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Vosniadou(1998)

의 주장과 Schnotz와 Preuβ(1999)의 주장에 나타난 정

신모형과 비교하며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학습자의 장기기억에는 많은 지식과 신념이 저장되

어 있으며 이 지식과 신념은 정신모형을 구성하게 되

는 근원이 된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정보 또는 환경에 

대한 지각도 정신모형을 구성하게 되는 좋은 근원이 

된다. 학습자는 외부 정보 또는 환경에서 주어진 해결

해야할 문제에 당면하여 문제 처리에 사용될 지식과 

신념을 장기기억에서 적절하게 선택하고 입력 정보를 

지각하여 작동기억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선택

적 활성화라고 한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활성화된 단계

에서 메타인지와 사고전략이 작용하여 활성화된 지식

과 신념, 정보를 구조화시켜 정신모형을 마음속에 표상

(representation)하게 된다. 이 정신모형은 말하기, 쓰기

와 같은 활동을 통해 정신모형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

것을 표현된 정신 모형(expressed mental model)이라

고 부른다. 한편 입력된 정보가 작동기억에서 처리될 

때 뿐 아니라 부호화되어 장기기억으로 저장되는데 메

타인지와 사고전략을 필요하며 그러므로 메타인지와 사

고전략의 역할은 쌍방향의 화살표로 나타내어진다.

Lee 등(2005)의 정신모형은 Vosniadou의 정신모형

과 달리 마음속에 표상된 정신모형과 표현된 정신모형

을 구분하고 있으며, Schnotz와 Preuβ가 정신모형관련

이론에서 정신적 표상은 명제적 표상과 정신모형으로 

구성된다고 한 것과도 구별된다.

또한 Schnotz와 Preuβ(1999)는 학습자가 외부정보

를 인식하고, 개념적 지식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면

서 ‘도식윤곽’을 형성하며 이것이 정신적 표상으로 작

동기억에 나타난다고 보았으나 정신적 표상이 구성되

는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에 반해 

Lee 등(2005)은 외부정보를 인식한 학습자가 지식과 

신념을 선택적으로 활성화시키고 메타인지와 사고전략

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직화 하면서 정신모형을 구성한

다고 하였다.

Lee 등(2005)의 정신모형이론이 개념변화, 인지적 발

달인지이론과 같은 인지 영역뿐 아니라 상위인지, 동기 

등을 포함하는 정의적 영역을 통합할지라도 지식과 신

념에 대해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요

구된다. 장기기억 속의 존재론적 신념과 인식론적 신념

은 개념적 지식을 구속하며 동기적 신념은 정신모형의 

구성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지만 신념과 지식사

이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학습과정을 기술하고 논의하

는데 있어서 좀 더 규명되어야 한다.

2. 지식과 신념

Lee 등(2005)의 정신모형이론에서 지식과 신념의 정

의와 그들 사이의 관계가 설명되지 않았다. 정신모형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주는 지식과 신념사이의 관계에 대

해 관련 연구자들의 주장을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실에서의 교수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개념변

화를 설명하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서 개념구조를 설명

할 때 지식을 신념에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제안할 것이

다. 

지식과 신념에 대한 연구는 교육연구와 교수실제 영

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념은 주위의 세계

를 개인이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며 특히 교사가 학습 

환경을 구성하거나 특정한 교수 자료를 정의하고 접근

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지식과 신념, 앎과 

믿는다는 용어에 대해 명백한 정의나 설명이 잘 제시

되지 않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교육 공동체에 속한 개

인들도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지면이나 말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지만 그들은 매우 다른 의미를 의도하기

도 한다 (Alexnader, 1995).

Alexander 등(1995)이 유럽과 미국의 성인들을 대

상으로 지식과 신념에 대한 개념을 조사한 결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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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속한 문화와 교육정도에 따라 지식과 신념사이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냈다. 피험자 중 미국인은 

신념과 지식이 확실하게 구분되며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모든 응답자의 41%는 지식과 신

념이 겹치는 구인이 있다고 하였다. 응답자 중 중등수

준 이상의 교육을 받은 네덜란드인들 중 40%는 지식

이 신념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지식과 신념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응답에는 이 외에도 신념이 지식의 하위집합

이라는 의견과, 지식과 신념은 비슷하다는 의견, 지식

은 신념망(beliefs network)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신념망은 개인이 획득하고 생각하는 지식에 영향을 준

다는 의견, 앎과 신념사이이 상호작용에서 의문과 질문

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개인이 생각하는 지식과 신념사이의 관계

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며 이것은 개인의 지식과 신념

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신념과 지식사이의 포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논의는 인지심리학과 철학의 심오한 영역에 속하므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신념은 불가사의한 것이라서 명확

하게 정의 될 수 없거나 매우 유용한 주제가 될 수 없

다고 하였다. 하지만, 교육분야의 연구에서 신념에 대

한 연구는 필요하며, 신념이 구체적이고 주의 깊게 조

작되며 연구를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선택될 때 신념

에 대한 연구는 실효성을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념과 지식을 구분하는데 혼란스러움이 있으며 신념

에 대한 정의와 본성을 규명하는 것은 지식에 대한 정

의와 본성을 규명하는 것을 동반한다. 지식과 신념이 

전혀 다른 종류로 구분이 된다기보다 어떤 점에서 차

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조

작하는가에 달려 있다 (Pajares, 1992). 

여러 연구자들이 정의한 신념은 조금씩 다른데 이러

한 정의를 간단하게 나타내면 다음 표 1과 같다.

Dewey(1933)는 몇 가지 사실, 원리 또는 법칙에 대

한 주장이 신념이라고 하였으며, Rokeach(1968)는 신

념은 간결한 명제이며,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 부터 추론되는 것이

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신념의 내용이 대상에 대해 참

이나 거짓인 것으로, 옳거나 틀린 것으로, 또는 어떤 

특정한 행동과정이나 존재의 상태를 바람직하거나 그

렇지 못한 것으로 주장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

는 신념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첫 번째는 기술적

이거나 존재적인 신념, 두 번째는 평가적인 신념, 세 

번째는 처방적 또는 권고적인 신념이다. 

Nisbett과 Ross(1980)는 신념이란 대상이나 대상 집

단에 대한 그럴 듯한 명제들로 이것은 하나의 지식구

조를 이룬다고 하였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사회와 자

연의 세계에 대하여 이론가들이며, 인간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로부터 그들 자신과, 그들의 환경, 그리고 그

들의 주변상황에 대하여 추론을 창조한다. 경험은 판단

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데, 최종적인 판단은 바뀌기가 

매우 어려운 신념으로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로

운 신념이 기존의 신념의 구조와 일찍 결합할수록 그 

신념은 변경되기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신념은 연속적

으로 인식과 새로운 정보 처리 과정에 매우 강하게 영

향을 준다. 오래되고, 많이 사용한 신념일수록 그것은 

더욱 튼튼해지며, 과학적으로 옳은 설명들이 개인에게 

제시된 후에도 바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지식에 기초한 

신념은 유지된다.

Nespor는 신념 체계는 지식 체계와 달리 집단에서 

수렴된 보편적인 타당성과 적절성을 필요로 하지 않으

며 일관성있는 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

고 Abelson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필요한 환경에 처했을 때 다루는 지식을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 (Pajares, 1992). 

신념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장이 조금씩 다른 가운데 

신념과 지식간의 관계에 대한 주장도 하나로 수렴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식이 신념에 포함된다는 주장, 신

념이 지식에 포함된다는 주장, 신념은 지식의 기초로 

지식 선택의 근거로 작용한다는 주장 등 다양하다. An-

1 

연구자 신념의 정의

Dewey(1933) 몇 가지 사실, 원리 또는 법칙에 대한 주장

Rokeach(1968)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추론된, ‘나는 믿는다...’

라고 하는 어구가 앞에 제시될 수 있는 어떤 간결한 명제. 

Nisbett과 Ross(1980) 대상이나 대상 집단에 대한 그럴듯한 명제들

Abelson(1979; Pajares[1992]

에서 재인용)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는 필요한 환경에 있을 때 다루는 

지식



366 문성숙 권재술

derson은 지식을 선언적 지식이나 절차적 지식으로 분

류하였다. 선언적 지식이란 무엇의 지식에 해당하는 것

이다. 즉 하루 중 이 시간을 아는 것 또는 페루의 수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절차적 지식이란 사물이나 체

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다. 사람은 지금

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지만 시계 내부의 작동에 있어서 

복잡함을 염두하지 않는다. 교사는 기하학에 대한 지식

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녀의 학생이 그런 지식을 어떻

게 획득하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지식을 어떻

게 획득하는가에 대한 지식이 절차적 지식이라고 볼 

수 있다. Paris 등은 제 3의 지식유형으로 조건 지식을 

도입하였다. 어떤 교사는 교실 수업을 관리하는 절차를 

알 수 있으며 어떻게 실행해야하는 지를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떤 조건에서 하나의 특정한 지식이 적당한지를 

확신하지 못할 수 있다(Pajares, 1992). 

Pajares(1992)는 이와 같이 문헌을 통해 나타난 지

식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신념이 지식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선언적 지식은 권위, 응답자의 논리, 

응답자 나름의 감각이 바탕이 된다고 보았다. 교사가 

열등한 학생과 함께 문제를 풀 때 교사는 어떻게 가르

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학생, 맥

락, 상황을 평가한다. 이것은 신념이 절차적 지식의 바

탕이 되는 것을 보여 주는 한 예라고 보았다. 그러나 

신념과 지식이 이와 같은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기술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한 설명

이 필요하다. 

Hammer와 Elby(2000)는 지식과 신념이 무엇인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으나 지식과 학습에 

대한 신념인 학습자의 인식론적 신념은 고정적이지 못

하다고 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학습자는 학문적 영역

에 따라, 또는 같은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맥락에 따라 

인식론적 신념을 다르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직관적 물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diSessa

가 p-prims를 이용한 것과 같이 상황에 무관한 인식론

적 신념 대신 인식론적 자원이라는 새로운 모형을 도

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Griffin 등(2001)은 지식과 신념이 질적으로 다르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명제나 아이디어를 이해

하거나 인지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

람이 ‘인류는 초기 영장류로부터 진화했다는 주장을 나

는 이해한다’라고 하였을 때 이 사람은 명제에 대한 지

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명제를 알고 

난 후,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할 수 있으며 판단을 유보할 

수 있다. 명제를 진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나는 ... 라는 주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명제

가 거짓이라서 거부하는 사람은 ‘나는 ... 라는 주장을 

믿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Griffin 등(2001)

은 신념은 명제와 관련된 참-가치(truth-value)에 대한 

표상이라고 정의하였다. 

Griffin 등(2001)은 지식과 신념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사후의 

존재를 믿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러한 믿음의 

여부는 정의적인 이유(affective reasons)와 지식적인 이

유(knowledge reasons)에 의해 가능하다. 정의적인 이

유의 예에는 ‘내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이 그것을 믿기 

때문이야’, ‘그것을 믿으면 기분이 좋아져’와 같은 진

술이 있으며 지식적인 이유의 예에는 ‘내 신념은 현재 

과학적 지식에 의해 지지되고 있어’, ‘내 신념은 내가 

인지하고 가장 확신하는 설명이라고 인지한 증거들을 

점검한 결과야’와 같은 진술이 있다. 즉 지식은 명제에 

대한 표상이며, 신념구성의 이유가 되고 참이나 거짓의 

어떤 판단보다 우선시된다. Griffin 등(2001)은 지식에 

근거를 둔 신념이 정서에 근거한 신념보다 일관성이 

큰 개념망 조직을 이루므로 개인은 새로운 개념도식의 

증거나 논리적 의미가 지식에 근거한 신념과 갈등을 

일으킬 때가 정서에 근거한 신념과 갈등을 일으킬 때

보다 더욱 잘 인지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식과 신념과의 관계에 대해 지식은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주장(김광수, 1999; Losee , 1997)이 있다. 

인간은 어떤 종류의 믿음도 가질 수 있다. 구미호가 아

름다운 여자로 둔갑하여 남자를 유혹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고, 달나라에 토끼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

고, 죽은 남편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있다. 그

러나 이 믿음이 지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믿음의 내용이 참이어야 

한다. 나아가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참을 말하

고 있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김광수, 1999). 

신념은 충분히 정당화되거나 완전하게 참일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 참이어야 한다. 신념은 어떤 지지

(support)에 의해 개인이 주장하는 개념(idea)이다. 올

바르지 않거나 약한 신념은 문제에 대한 논리적 공식

화가 부과됨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 신념은 내적으로 

받아들여진 진술이며 관찰 결과이며, 관찰된 사실이 추

론 과정과 결합하면서 생긴 연역적 산출물이다 (Losee, 

1997). Losee(1997)는 정보라는 용어가 개인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면서 범영역적으로 통합된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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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의를 내렸다. 그들에 의하면 정보란 입력된 것이 

처리과정을 거쳐 출력된 것이다. 예를 들어 χ라는 언어 

소리가 화자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하자. 이 행위를 

phoneme(χ)라고 나타낼 수 있다. phoneme 함수에 의

해 보내진 것들은 듣는 이에게 정보가 된다. 그리고 이

러한 정보는 의사소통과정에서 처리 과정의 위계에 따

라 지각, 관찰, 신념, 지식이 된다고 보았다. 

과학 교수 학습상황에서 지식이 정당화된 참된 믿음

으로 신념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더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운동하는 방향

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자. 이 

학생이 자신의 주장이 정당화된 참된 것이라고 생각한

다면 이 주장은 정의에 의해 지식이 된다. 그러나 현재 

받아들여진 정당화의 방식에 의해 참되다고 인정된 ‘물

체의 가속도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다’와 비교할 때 학

생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따라서 지식이냐 아니냐를 결

정하는 것은 판단 주체에 따라 달라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운동 상태를 고려하여 관

찰자를 지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관성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관성계와 비관성계를 구

분하여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며 이러한 구분을 필요하

다고 본다. 이와 마찬 가지로 과학사를 고려할 때 정당

화된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의 존재 여부를 논하는 

것은 논쟁거리이다. 하지만, 과학 교수 학습 상황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한정된 물리적 현상과 관련

된 것으로 ‘강의가 진행될 때 현재 받아들여진 정당화

의 방법에 의해 참이라고 생각되는 믿음’인 지식이 무

엇인지는 주장될 수 있다. 따라서 ‘과학 교수 학습 상

황’에서 ‘현재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지식’이라고 한다

면 지식은 신념의 범주로 볼 수 있음을 제안한다. 

지식의 종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Anderson은 지식을 선언적 지식과 절차

적 지식으로 분류하였다. Beatty 등(2002)은 개념적 지

식, 조작적이고 절차적인 지식, 문제-상태 지식, 전략적 

지식이라는 네 가지 지식의 범주로 나누어 물리지식을 

나타내는 것이 유용하다고 하였다. Baroody는 학습과 

인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은 인간의 행동이 최소한 다

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지식에 의해 형성됨을 주장

하였다. 하나는 어떤 영역에서의 지식의 조각들 사이의 

원리와 관계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풀도록 하는 

것이다. 수학학습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서 전자

는 개념적 지식으로 자주 명명되며, 반면에 후자는 절

차적 지식으로서 명명된다(Schneider et al., (2005)). 

그런데 개념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구분하는 것은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을 구분하는 것과 비슷하다. 

개념적 지식을 특별한 상황에서의 사례와 기억의 지식

과 같은 예들 중에 나타나는 선언적 지식과 같은 종류

로서 생각할 수 있다(Schneider et al., (2005)). Darian 

(1998) 역시 개념적 지식은 주로 선언적이며 틀, 의미

적 연결망이나 선언적 지식의 표상과 관련 있는 다른 

형식들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

학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과학적 현상과 관련지

어 수업을 받을 때 또는 과제를 해결할 때로 한정시킨

다면 지식이 선언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받아들여진 정당화된 참된 믿음으로서 선언적 

지식을 생각할 때 지식이 신념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고래는 포유류이다’

라는 명제는 선언적 지식에 해당한다. 고래가 바다에 

사는 어류라는 명제를 믿고 있는 학생은 수업시간에 

제시된 ‘고래는 포유류이다’라는 명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때 ‘고래는 포유류이다’라는 명제는 

학습하기 이전의 학생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명제

이다. 그러나 고래가 포유류라는 명제가 정당화된 것이

며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과학 교육연구자들

에게 이것은 참된 것으로 인정된 믿음이다. 즉, 교수 

학습상황에서 학생은 다른 사람들이 참되다고 믿는 정

당화된 사실에 접하게 되고 이 명제는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부 될 수도 있으며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런데 교수 학습상황에서 고래는 어류라고 믿고 있는 

학생이 ‘고래는 포유류이다’라는 명제를 믿으려면 학습

이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과정은 학생이 이 

명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학

습을 받기 이전에 ‘고래가 어류이다’라는 명제는 학생

에게 신념화되었으며 지식으로 인정을 받지만 연구자

가 볼 때 고래가 어류이다라는 명제는 학생이 믿는 바

이다. 

이 때 생각할 점은 이러한 명제들이 그 주체가 학생

이건 아니면 연구자를 포함하여 학생외 다른 사람이건 

‘믿는 바’라는 것이다. 현재 받아들여진 정당화된 참된 

믿음인 지식은 보편타당한 믿음이며 신념에 포함된다

고 볼 수 있다. 교수 학습상황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갈

등을 일으키는 명제는 학생에게 제시되자 마자 확신정

도가 높은 명제가 될 수 없지만, 외부 정보로서 정신모

형의 구성에 영향을 준다. 

Polanyi는 절차적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신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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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과학자로

서 중요한 기능인 과학적 탐구 과정에는 개인의 판단

이 개입된다고 하였다. 이 판단은 과학자의 직관과 통

찰을 요구하며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과학자는 자신의 

직관과 비판적 억제사이의 차이를 조절해야 하지만 과

학적 확신의 궁극적 정당화는 과학자 자신 안에 존재

한다. 왜냐하면 과학자는 ‘나는 그런 식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든 객

관적 지식은 개인의 신념에서 출발한다(김만희 등, 2003). 

과학적 탐구과정은 많은 절차적 지식을 필요로 하며, 

개인의 믿음에서 출발함을 이야기한다. 이것은 절차적 

지식이 신념에 포함될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 교수 학습상황에서 학습자의 개념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절차적 지식이 신념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선언적 명제로 표상하는 신념과 

다른 신념으로 대체하여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물리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어떤 물체

의 질량과 가속도가 주어졌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하여 질량과 가속도의 곱할 줄 아는 것’

은 절차적 지식을 학습자가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어떤 학습자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질량과 가속도

의 곱이다’라는 선언적 명제를 기술하였다고 해서 절

차적 지식을 소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절차적 

지식의 소유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선언적 명제에 대

한 학습자의 신념은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절차적 지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학습자에게 주어진 상황’

에서 학습자가 절차적 지식과 관련하여 선언적 명제를 

기술할 때 선언적 명제를 단순하게 옳다고 받아들이는 

경우와 선언적 지식의 내용을 ‘할 줄’ 아는 경우로 나

눌 수 있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인식론적 신념은 권위

에 의해 학습을 한다는 신념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지

식을 수용한다는 동기적 신념을 내포할 것이며 후자는 

학습에 있어서 학습자의 비판적 이해가 중요하다는 인

식론적 신념을 내포할 것이다. 또는 후자인 경우 적어

도 권위에 의한 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이 동반되

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절차적 지식이 신념에 포함되는가, 또

는 신념과 본질적으로 다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것

은 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수 학습상황에 처한 학습자의 개념변화 과정을 알

아보는 과정에서 학습자가 절차적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의 여부는 선언적 명제를 믿는지의 여부와 함께 어떤 

인식론적 신념과 동기적 신념이 연결되어 있는가로 판

단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 이것은 지식은 현재 받아들

여진 정당화된 참된 믿음임을 전제로, 수업 중 어떤 과

제나 문제 상황에서 선언적 명제에 대한 신념체계를 

통해 학습자의 절차적 지식의 수준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

3. 개념구조적 갈등 모형

본 연구는 교수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개념변화

를 어떻게 기술할 것인지에 필요한 이론적 논의이다. 

학습자가 수업을 받은 후 결과적으로 구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성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초점을 둘 것이므로 수업 후 결과적으로 구성된 

것이 신념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논의하거나 기술하

지 않을 것이다. 

학습자의 정신모형을 기술하기 위하여 Lee 등(2005)

은 인간의 마음속에 표상된 정신모형과 지면이나 면담

을 통해 표현된 정신모형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음속에 표상된 정신모형이 구성되

기까지의 과정과 이것이 명제적 형식으로 마음속에 표

상된 것인지 아니면 시각화된 형식으로 표상된 것인지

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정리하고자 한다. 이제 지금까

지의 고찰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 수용할 정신모형을 

구성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학습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개념변화의 인

지적 모형(권재술, 1989)에 나타난 인지 갈등을 설명하

고자 한다. 개념이 내부적 구조를 갖는다고 보았을 때 

학습자의 인지 갈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

념구조적 갈등 모형을 제안할 것이다.

1) 학습자의 정신모형과 개념구조

정신모형이란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대면한 외부정

보를 상황에 따라 활성화시킨 신념을 바탕으로 작동기

억에 구성하는 일시적인 표상이다(그림 5). 그림 5는 

Vosniadou의 정신모형 관련이론, Schnotz와 Preuβ

(1999)의 정신모형 관련이론 그리고 Lee 등(2005)등의 

정신모형 관련이론을 참고하여 교실 수업과 같은 교

수 학습상황에서 외부 정보와 학습자의 기존 신념에 

의해 정신모형이 표상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제 

정신 모형이 표상되는데 영향을 주는 신념에 대한 설

명을 하고 어떻게 정신모형이 표상되는지에 관한 논의

로 이어질 것이다. 

지식과 신념사이의 포함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철

저한 논의는 인지심리학과 철학의 심오한 영역에 속하

므로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여기서는 과학 지식이

란 ‘현재 받아들여진 정당화된 참된 믿음’이라는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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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할 때 지식이 신념의 일부라는 것에 동의하면

서 신념과 정신모형으로 이루어진 개념구조를 제안할 

것이다. 또한 이 개념구조는 나중에 설명하게 될 개념

구조 갈등 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신념을 철학적 관점과 동기 심리학적 관점에서 생각

할 때 존재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 그리고 동기적 

신념으로 구성된다(Lee et al., 2005). 우리는 이것을 

개념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정으로 삼을 것이

다. Lee 등(2005)은 학습자의 장기기억에 저장된 지식

과 신념이 시험과 같은 사건의 맥락에 당면하여 일부 

지식과 신념이 활성화되고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정신

모형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또한 마음속에 표상된 정

신모형과 표현된 정신모형을 구분하였으며, 표현된 정

신모형은 언어적, 시각적, 지각적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는 지식이 신념에 포함

된다고 가정하였으며 학습자가 강의 내용과 같은 외부 

정보에 접했을 때 장기기억속의 신념은 활성화되면서 

입력된 정보와 함께 조직화되어 작동 기억에 ‘새롭게’ 

구성되는 정신모형의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구성된 정신모형이 마음속에 표

상된 것과 지면이나 언어를 통해 표상된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만 마음속에 표상된 정신모형

에 좀 더 초점을 둔다. 즉, 학습자가 면담이나 활동지

에 표현한 것을 통해 마음속에 표상한 정신모형이 명

제적인 것인가, 시각적인 것인가와 그 내용이 무엇인가

에 초점을 둔다. 

정신모형을 마음속에 표상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내

면 그림 5와 같다. 만일 강의를 듣고 있는 학습자라면, 

학습자는 강의내용이라는 외부 정보를 지각하여 작동

기억에 입력시키고, 지각된 정보와 관련된 신념을 장기

기억으로부터 선택하여 활성화한다. 입력된 정보와 활

성화된 신념은 작동기억에서 정신모형이 구성되도록 

5 

한다. 정신 모형은 명제적 형태나 시각적 형태로 마음

속에 표상되는데 마음속의 표상방식이 지면이나 면담

을 통해 표현하는 방식과 동일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

을 때도 있다. 

과학교육 연구자, 과학 교육자는 정신모형을 통해 학

습자 개념의 일부를 파악한다. 이 정신모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학습자가 듣는 강의 내용 또는 면담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된 신념들의 영향을 받

는다. 이렇게 활성화된 신념은 학습자의 장기기억으로

부터 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작동 기억에서 하나

의 정신모형이 구성된다. 그러므로 신념들을 심층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고 정신모형은 신념들 위에 표층적인 

위치에 구성된다고 볼 수 있는 조직화된 개념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물리수업시간에 교사가 

위로 물체를 던지며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

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자. 학생

은 ‘물체가 위로 던져진 상황에 대하여 힘은 윗 방향이

다’라고 정신모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정신모형

은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는 존재론적 신

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학생 자신이 경험한 것은 

과학 지식이 된다’는 인식론적 신념과 여타 동기적 신

념이 영향을 줄 것이다. 만일 수업이 이 상태로 끝나지 

않고 교사가 중력을 고려하면서 위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 방향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하자. 

학습자는 이 정보를 완전히 신념화 하지 못하고 정신

모형을 새롭게 구성한다. ‘위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

는 힘이 아랫방향이다’ 라는 정신모형은 ‘이해하지 못

한 강의 내용은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

식론적 신념과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동기적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될 수 있

는 것이다.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

당기는 힘이다’라는 중력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이 바

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언급한 정신모형과 이 

정신모형은 서로 모순된 것이며 이들 정신모형들의 바

탕이 되는 존재론적 신념과 인식론적 신념, 그리고 동

기적 신념들은 모순된 관계들을 생성하지만 학습자에 

따라서 일부 모순 관계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으며, 아예 정신모형간의 모순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림 4에 의하면 Lee 등(2005)은 작동기억에 표상

된 지식과 신념을 모두 정신모형을 이루는 구성 요인

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작동기억에 위치한다. 하지만 

개념구조 갈등 모형을 설명하기 위한 본 연구에서의 

정신모형은 조금 다르다. 정신모형은 수업과 같은 학습 



370 문성숙 권재술

과정에서 ‘새롭게’ 구성된 것으로, 장기기억에서 활성

화되어 작동기억에 나타난 신념, 그리고 정신모형과 관

련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한 신념이 근거가 되며 외부

정보와 결합되어 명제의 형태를 띠거나 시각화된 형태

를 띠는 것이다. 학습자는 정신모형을 구성하면서 일부 

신념을 의식할 수 있지만 일부 신념에 대해서는 그렇

지 못할 수 있다. 후자는 연구자가 학습자와의 면담을 

통해 추론하거나 학습자가 면담 중에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다.

표 2는 매 번 수업이 끝나고 난 후 구성된 학습자의 

개념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틀을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이 틀은 수업을 들으면서 또는 듣고 난 후 형성된 생성

질문, 정신모형과 신념으로 이루어진 개념구조, 강의 

내용과 관련된 외부 정보로 구성된다. 그리고 신념들은 

존재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 동기적 신념으로 구성

되어 있다. 

동기적 신념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구분된

다. 내재적 동기는 기술된 바와 같이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요인에 의해 유래된 동기이다. 만일 학습자가 수

업을 듣고 인지 갈등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미 내재적 

동기가 발현된 것이다. 따라서 동기적 신념은 외재적 

동기가 작용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는 것이 효

표 2 

학습자의 개념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틀

구분 설명

생성 질문
수업을 듣고 학습자가 구성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학습자가 갈등하고 있는 내

용이 잘 나타난다.

개념

구조

신

념

인식론적 

신념

지식과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신념으로 학습자, 강의자의 역할에 대한 신념도 포

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지식, 과학학습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

인식론적 신념의 예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과학 지식은 과학자들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지식이다.

  ② 강의에 의해 나타나는 물리지식은 과학적 법칙에 근거를 둔 설명을 하므로 타

당하다. 

  ③ 물리를 배울 때 학생은 그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존재론적 

신념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실체의 종류와 이들을 범주화 시키는 방식에 대한 

신념이다(Vosniadou, 1998).

힘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의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

  ② 뉴튼의 운동 제 2법칙 법칙 뿐 아니라 뉴튼의 운동 제3법칙까지 모두 만족해

야 힘이 된다. 즉 작용과 반작용의 주체가 있어야 힘이 된다. 

동기적

신념

행동을 유발하고 유지시키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적 상태에 대한 신념이

다(Woolfolk, 2001). 

동기적 신념은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에 근거를 둔 신념이 있다. 

내재적 동기는 흥미나 호기심과 같은 요인들에서 유래된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는 보상, 사회적 압력, 처벌과 같은 요인에서 유래된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와 관련된 신념의 예: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풀이 방식을 외운다. 

정신

모형

명제적

정신

모형

자연적인 언어로 마음속에 표상되는 정신모형이다. 

특정한 구문 규칙에 의해 구성되며 명제들로 구성된다.

명제적 정신모형의 예: 가속 운동 하는 버스안의 물체는 관찰자의 가속운동상태

와 상관없이 언제나 ma(m은 물체의 질량, a는 가속되는 계의 가속도)만큼의 힘을 

빼준다.

시각적

정신

모형

객체의 시각화된 정신모형일 수 있고, 시나리오나 각본과 기능이나 구조가 비슷

한 준-객체일 수 있다.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구성하는 시각적 정신모형의 예는 다양하지만,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지로 나타난 것도 시각적 정신모형이 된다. 

시각적 정신모형의 예: 일기도

외부

정보

강의 내용을 통해 접하게 되는 정보이다. 신념과 함께 정신모형 구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정신모형과 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연구자의 재량으로 수업을 통해 제시된 자연

현상에 국한 시켜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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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적이다. 학습자가 수업을 들으면서 강의 내용과 자신

의 생각사이에 불일치를 느끼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동기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개

념변화의 욕구를 불러일으키기(Hynd, 2003) 때문이다.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표현된 학습자의 인지 갈등은 그 

자체로서 학습자에게 내재적 동기가 존재함을 의미한

다.

정신모형은 명제적 정신모형과 시각적 정신모형으로 

구분된다. 시각적 정신모형은 Schnotz와 Preuβ(1999)

가 주장한 정신모형에 해당된다. 즉, 물체의 이미지

(image)일 필요는 없으며, 표상이 되는 대상이나 시나

리오가 갖는 내재적인 구조와 기능면에서의 유사성으

로 특징이 매겨지므로 개별적인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업시간에 중력가속도로 낙하하는 돌을 교사가 

설명하였다면 학습자는 이것에 대해 시각화된 정신모

형을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는 수업을 듣고 수업 시간

에 거론된 자연현상과 관련하여 수없이 많은 시각적 

정신모형을 구성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개념구조에서 다

루는 시각적 정신모형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

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각적 이미지에 초점을 

둔다. 

2) 인지구조와 개념구조

권재술 등(2003)은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Posner(1982), Hashweh(1986)나 권재

술(1989)이 제안한 다양한 인지갈등이 존재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그림 6).

즉, 인지갈등이 개념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원인 중

에는 이러한 세 가지 인지갈등 중에서 단순히 어떤 한 

가지 유형의 인지갈등의 효과만을 찾으려 한데서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6에서 갈등 3은 Hashweh(1986)

와 Posner 등(1989)이 주장한 것으로 인지구조와 환경

과의 갈등이 아닌 소위 메타 인지적 갈등이다 (권재술 

등, 2003). 이 갈등은 동일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

한 두 가지 인지구조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권재술(1989)은 이 인지구조를 Ausubel이나 Novak

이 말하는 위계적 내부구조를 갖는 지식의 구조로 국

한시켰다. 표 3은 권재술(1989)이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을 바탕으로 설명한 과학 개념 변화의 유형과 각

각의 유형에서 예로 든 인지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인지구조의 구체적인 예시는 인지구조가 무엇인

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재술(1989)은 인지구조가 학습자의 마음속에 어떤 

내부적인 위계구조를 갖고 있다고 기술하였으나 표 3

에서 제시된 예시에 의하면 무엇과 무엇 사이의 위계

구조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위계 구조

를 이루는 구성요인이 무엇이며 구성 요인들은 어떤 

관계로 위계를 이루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학습자의 

사고를 구체화하여 나타내는데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

였다. 표 3에 제시된 인지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는, 정신모형과 신념이 개념의 표층과 심층을 이룬다는 

개념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정신모형에 대응되거나 정

신모형의 근거가 되는 존재론적 신념에 해당된다. 하지

만 예시의 내용은 인지 ‘구조’라는 용어가 나타내는 것

만큼 자연현상에 대해 학습자가 어떤 근거를 갖고 명

제를 기술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 구조적이지 못하다. 

6 ( , 1989) 

3 

( , 1989)

과학 개념 

변화

C1과 C2의 

관계

인지구조의 예

C1 C2

확장형 C1 ⊂ C2

무거운 물체 쪽으로 기운다. 

(시이소오 놀이)

무게 × 거리가 큰 쪽으로 기운다. 

(시이소오 놀이)

상호 전환형 C1  C2

쿨롱의 법칙인 

E=
πε

(정전기 현상)

가우스의 법칙인 

ρ

ε
(정전기 현상)

혁명형 C1 → C2

시공간의 절대성 시공간의 상대성

천동설 지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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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술(1989)은 확장형 개념변화와 상호 전환형 개념 

변화, 혁명형 개념변화의 사례에 대해 각각 시이소오 

놀이, 정전기 현상, 천체의 운동이라는 자연 현상에 대

해 학습자의 인지 구조를 구성하는 명제를 기술하고 

있으나 학습자는 과학자와 달리 자연현상만을 직접적

으로 다루지 않는다. 학습자는 수업을 통한 교사의 교

수지도, 친구와의 토론, 교과서 등을 통해 생각을 구성

한다. 학습의 맥락에서 상황의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박종원(1992)은 직접 경험 뿐 아니라 간접 경험

에 의한 사건 즉, 아직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학습되

지 않은 교사의 설명이나 동료의 주장, 교과서에 제시

된 진술문, 그림이나 표 또는 그래프를 모두 포함하여 

외부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 외부 정보와 인지구조와의 

갈등을 제안한바 있다. 이것은 학습의 상황 의존성을 

고려한 관점에서 나온 제안이다. 또한 박종원(1992)은 

인지 구조를 이루는 것에 명제 뿐 아니라 형이상학적 

믿음이 포함된다고 하여 명제와 형이상학적 믿음을 구

분하는 시도를 하였지만, 인지 구조에서 구조적 맥락의 

의미를 구현하지 않았다. 그리고 권재술(1989)과 박종

원(1992)의 인지갈등 이론에 나타난 인지구조의 구인

은 동기적 신념과 인식론적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

다. 

따라서, 인지 갈등에 관한 기존 연구는 학습자가 학

습과정을 거친 후 구성한다고 본 인지 구조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사례들 속에서 ‘구조’의 의미가 

구현되지 않았으며, 인지 구조를 구성하는 구인들이 구

분되어 잘 정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학습자가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과제나 교사의 수

업에 제시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신념과 정신모형으로 구성된 개념구조를 구성한다고 

보았으며 정신모형의 구성에는 존재론적 신념 뿐 아니

라 과학지식과 과학학습에 대한 인식론적 신념 그리고 

동기적 신념이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3) 개념구조적 갈등 모형의 제안

학습자가 개념구조를 구성한다면 그림 6에 제시된 

인지 갈등은 인지 구조를 이용하여 갈등 상태를 나타

내기보다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인지 

구조와 인지 구조 사이의 갈등은 개념구조와 개념구조

사이의 갈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인지구조와 자연현상

간의 갈등은 개념구조와 자연현상간의 갈등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인지 갈등 2와 인지 갈등 3은 모두 

인지 구조와 자연현상간의 갈등을 나타내지만 갈등을 

하게 되는 과정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 갈등 모

두가 개념구조와 자연현상간의 갈등으로 표현하지만 

구분할 필요는 있다. 이제 인지 갈등 1, 인지 갈등 2, 

인지 갈등 3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낸다면 구체

적으로 어떤 양상을 띠는지 설명할 것이다. 

기존의 메타 인지적 갈등은 인지구조와 인지구조의 

갈등이라고 하지만 신념과 정신모형이 심층과 표층의 

관계를 갖는 개념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개념구조

들 사이의 갈등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는 두 개의 인지구조가 갈등하고 있는 

메타 인지적 갈등(권재술 등 2003)을 개념구조를 이용

하여 그림 7과 같이 모형으로 표시해 보고자 한다. 개

념변화의 인지적 모형에 나타난 인지갈등은 인식론적 

신념과 동기적 신념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지식과 신념

이 구분되거나 정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구조에 

상응하는 인지구조간의 갈등만을 다루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러한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신념과 정

신모형으로 이루어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갈등 모형

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R1은 실제 자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실

선의 일방향 화살표는 지지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

어, 동기적 신념(motivational belief) M1, 존재론적 신

념(ontological belief) O1,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

gical belief) E1은 정신모형(mental model) MM1의 바

탕이 되며 이 정신 모형 MM1은 자연현상 R1을 지지

한다. 자연현상 R1은 정신모형 MM2로도 지지되며 동

기적 신념 M2, 존재론적 신념 O2, 인식론적 신념 E2는 

정신모형 MM2의 바탕이 된다. 즉 학습자는 두 개의 

개념구조로 하나의 자연현상을 설명하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림 7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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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은 학습자가 의식한 모순이기 보

다 면담이나 과제를 통해 연구자나 과학교육자가 발견

할 수 있는 신념들 사이, 신념과 정신모형 사이의 모순

이다. 이러한 모순은 점선으로 이루어진 양방향의 화살

표로 연결되었는데 학습자가 모순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은 인식론적 신념(epistemological 

belief) E2와 정신모형(mental model) MM1간의 모순

이고, 는 존재론적 신념(ontological belief) O2와 정

신모형(mental model) MM1간의 모순이다. E1과 MM2

사이의 모순, O1과 MM2사이의 모순 역시 인식론적 신

념과 정신모형간의 모순, 존재론적 신념과 정신모형간

의 모순이지만 반복되므로 그림 7에서 화살표로 나타

내기는 하였으나 지목하지 않았다. , 는 차례대로 

인식론적 신념들 사이, 존재론적 신념들 사이의 모순이

다. 와 은 차례대로 동기적 신념(motivational belief)

과 정신모형(mental model) 사이, 동기적 신념들 사이

의 모순을 나타낸다. 이러한 모순을 만일 학습자가 의

식 한다면 그것은 실선의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하며 

이러한 의식상태는 인지 갈등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때 모순 , , , , , 은 모든 개념구조에서 언

제나 동시 다발적으로 존재한다기 보다 학습자가 접한 

정보에 대해 구성된 개념구조에 따라 다르며, 외재적 

동기를 동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신모형 간의 모순 은 실선의 양 방향 화살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순관계를 학습자가 의식하고 있

는 것을 나타내며 직접적인 갈등상태를 보여준다. 이 

때 정신모형은 명제적인 형태, 시각적인 형태로 마음속

에 표상될 수 있다. 그리고 명제적인 형태와 시각적인 

형태가 동시에 구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주제

로 한 수업에서 수업내용과 같은 정보와 활성화된 신

념에 의해 구성된 정신모형과, 제시된 자연현상과 관련 

신념에 의해 구성된 정신모형간의 갈등을 생각해 보자.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는 존재론적 신념 

O1과 ‘과학지식은 인간이 경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

다’라는 인식론적 신념 E1을 바탕으로 구성된 ‘물체가 

위로 던져진 상황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윗 방향이다’라는 정신모형 MM1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다’라는 중력에 대한 존

재론적 신념 O2, ‘이해하지 못한 수업 내용은 권위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론적 신념 E2와 ‘강의 

내용을 받아들이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동기

적 신념 M2를 바탕으로 구성된 ‘위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아랫방향이다’라는 정신모형 MM2와 모

8 

순된 내용이다. 학습자는 이 정신 모형 MM1과 MM2

간의 모순을 인식하여 인지갈등을 일으키고 이러한 갈

등은 흥미와 호기심과 같은 내재적 동기를 동반하기도 

한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 학습자가 수업을 듣고 구성한 정신 모형 

중 하나인 ‘위로 던져진 물체는 위로 힘이 작용하고 있

다’는 외재적 동기가 작용하지 않고 존재론적 신념과 

인식론적 신념의 지지를 받아 구성되었다. 또 다른 정

신 모형 ‘위로 던져진 물체는 아래로 힘이 작용하고 있

다’ 는 외재적 동기, 존재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의 

지지를 받아 구성되었다. 학습자는 이 두 가지 정신모

형은 내용이 반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고민할 것이다. 그러나 ‘중력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

이라는 중력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이 ‘위로 올라가는 

물체에는 힘이 위로 작용한다’는 정신모형과 모순된다

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 에 해

당한다. 또한 힘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동일하다는 힘

에 대한 학습자의 존재론적 신념이 강의를 들으면서 

구성한 ‘위로 던져진 물체에 아래로 힘이 작용한다’는 

정신모형과 모순된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은 모순 이다. 학습자는 ‘과학 지식이란 경험한 

것을 설명해야’하는데 ‘위로 던져진 물체에 아래로 힘

이 작용한다’는 정신모형은 자신의 경험과 맞지 않는

다. 이들이 모순관계 에 해당하며 학습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모순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

다. 

만일 학습자가 정신모형간의 모순을 의식하지 못한 

채 두 정신모형이 공존하고 있다면 그림 7은 그림 9와 

같이 표현될 것이다. 

이 때 학습자는 개념구조상 모순이 존재하지만 이러

한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인지 갈등을 일으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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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것을 나타낸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모

형간의 모순 이 존재할 때 에서 까지의 모든 모

순들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자연 현상

에 대한 정신모형을 구성하는데 어떤 신념들이 바탕이 

되는가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모순 관계에 있을 수 있

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개념구조와 개념구조 

간의 갈등 뿐 아니라 나중에 전개 될 개념구조와 자연

현상간의 갈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개념구조들 간의 갈등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

들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능력에 따라 양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일 학습자가 인식론적 신념들과 정

신모형들 간의 모순과 정신모형들 사이의 모순 그리고 

인식론적 신념들 사이의 모순을 자각하고 있다면 그림 

7은 그림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신모형들 간의 모순, 인식론적 신념들 간의 모순, 

인식론적 신념과 정신모형간의 모순을 학습자가 인식

하게 되므로 이들 모순은 학습자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며 개념구조를 이용한 인지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중 학습자에 의해 일부 파악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들은 모두 양방향의 실선 화살표로 나타내

고 차례로 갈등 , , 이라고 표현한다. 반면에, 인

식하지 못하는 모순 , , , 은 양방향의 점선 화

살표로 나타낸다. 존재론적 신념간의 모순을 학습자가 

인식한다면 는 양방향의 실선 화살표로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

에는 메타 인지적 갈등 외에 다음 두 가지 갈등이 더 

있다. 하나는 학습자의 사전 인지구조 C1이 R1을 무리 

없이 설명하지만 새로운 자연현상 R2를 설명하지 못하

는 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으로 갈등 1이다. 다른 하나

10 , 

11 

는 C1의 인지구조로 R1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학습자가 C2를 학습한 이후 C2로 R1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심리적 갈등으로 갈등 2이다. 먼저 그림 6의 

인지갈등 1을 개념구조를 이용한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11과 같다. 

학습자는 R1과 R2를 같은 정신모형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신모형 MM1과 R2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때 학습자는 자

신의 정신모형으로 자연현상 R2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과 같이 실선의 양방향 화살표로 갈등을 표시하였다. 

정신모형은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학습자의 

정신모형과 자연현상사이의 갈등 또는 모순은 인식론

적 신념, 존재론적 신념, 동기적 신념과의 모순으로 연

결될 수 있다. 학습자의 개념구조와 자연현상간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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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순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개념변화의 중요한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자연현상에 직면

한 학습자의 갈등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로 설명할 수 있겠다. 빛을 금속판에 쏘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 교사의 질문이 있었다고 

하자. 어떤 학습자가 빛이 에너지를 가진 파동이라는 

빛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과 과학지식은 자연현상을 설

명한다는 인식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진동수를 고려하

지 않고 빛의 세기가 세다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

나올 것이라는 정신모형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준비된 여러 종류의 금속판 중 빛을 받은 일부의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고 일부의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튀어 나오지 않을 때 학습자는 갈등을 일으킬 

것이고 이것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

림 12와 같다. 

학습자는 빛이 파동이므로 빛을 받은 금속판에서 전

자가 튀어나와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학습자의 개념

은 한정지을 수 없으므로 면담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개념구조가 구성될 것이다. 어떤 학습자는 빛이 파동이

므로 에너지를 받은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 나올 것이

라는 것을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잠정

적으로 권위와 외재적 동기에 의해 구성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외재적 동기에 의해 학습자가 

정신모형을 구성하기보다 그림 12와 같이 빛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과 인식론적 신념을 바탕으로 정신모형

을 구성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파동의 성질을 가

진 빛을 받은 금속에서 전자가 튀어나올 것이라는 정

신모형은 한계진동수 이하의 빛을 받은 금속에서 전자

가 튀어나오지 않는 현상을 관찰하였을 때 갈등 을 

일으키지만 그림 12에 의하면 학습자는 존재론적 신념

12 

과 자연현상 간의 갈등 , 인식론적 신념과 자연현상

간의 갈등 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

라서 갈등 를 인식할 수도 있다. 

다음 그림 13은 학습자가 정신모형과 자연현상사이

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를 나타내고 있다. 

이 상태는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와 자연현상 사

이에 불일치를 깨닫고 있는 상태가 아니며 갈등을 인

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인지갈등이 개념 변화의 필요조

건(권재술 등, 2003)이라는 이론적 논의에 기초한다면 

학습자가 과학적 개념구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적어

도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모순을 깨닫고 갈등화 시

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13과 같은 상태의 학

습자가 과학적 개념구조를 획득하기 위해 을 인식하

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인식은 모순 , , 을 

동반할 것임을 제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들을 학습

자뿐 아니라 교사나 강의자와 같이 교수자(instructor)

가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과학적 개념구조를 학습

자가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그림 6에서 갈등 2를 개념구조적 갈등 모형으

로 설명하고자 한다. 갈등 2는 C1의 인지구조로 R1을 

무리 없이 설명할 수 있는 학습자가 R2를 설명하는 C2

를 학습한 이후 C2로 R1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느끼는 

심리적 갈등이다. Hashweh(1986)는 C2가 C1보다 포괄

적인 개념일 때 갈등 1을 해결한다면 갈등 2도 쉽게 

해결되므로 갈등 2에 별로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그

는 선개념(preconception)이 후개념(postconception)의 

특별한 사례가 되는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고 생각

하였으며 제한된 경험에 근거한 선개념보다 과학적 개

념이 훨씬 더 일반적인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C2가 

C1보다 포괄적인 개념이 아닌 경우 갈등 2가 존재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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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술 1989). 이때 학습자가 C1과 C2사이의 갈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등 2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러한 인지갈등 상태는 그림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림에서 학습자는 정신모형 MM1과 정신모형 

MM2사이의 갈등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신모형과 자

연현상간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학습자

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원운동한다는 천동설

의 정신모형으로 지면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연현상

을 잘 설명한다. 동일한 학습자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

구를 포함한 행성들이 운동한다는 지동설의 정신모형

으로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잘 설명한다. 이 경우 천동

설과 지동설의 정신모형의 바탕이 되는 인식론적 신념

과 존재론적 신념, 동기적 신념은 개인에 따라 수업상

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이런 차이들은 면담을 통해 더

욱 구체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는 연구자가 가

능한 예를 들어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갈등을 설명해 

보기로 하겠다. 

수업시간에 교사가 천동설에 대한 설명을 한다고 하

자. 교사는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설명하면서 태양 주

변을 지구와 다른 행성들이 공전한다고 설명하였다. 학

습자는 수업에 임하기 전부터 지구 주변에 태양과 다

른 행성들이 있으며 이들이 지면의 동쪽에서 떠서 서

쪽으로 진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

습자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별들이 움직인다는 정신

모형을 구성하면서 땅이 요동하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는 상태다. 학습자는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한다는 

인식론적 신념과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별이 움직이며, 

땅과 바다는 지구를 구성한다는 존재론적 신념을 바탕

15 

으로 지구는 정지해 있어서 땅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학습자는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은 자연현상을 설명

한다는 인식론적 신념과 태양과 지구 그리고 화성의 

배치를 권위와 외재적 동기에 의해 받아들이면서 지구

와 화성의 상대적인 운동에 대한 시각적 정신모형을 

구성하게 된다. 이 정신모형은 화성의 겉보기 운동을 

무난하게 설명하지만 땅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

명하지 못하므로 갈등을 하게 되며 이것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그림 15와 같다. 

학습자는 행성과 태양의 운동에 대한 존재론적 신념

과 과학지식은 자연현상을 설명한다는 인식론적 신념

을 바탕으로 지구가 별들의 중심에 있으며 정지해 있

다는 정신모형으로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연현상

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또한, 화성의 겉보기 운동에 대

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화성

간의 상대적인 운동에 대한 시각적 정신모형을 구성하

고 이것이 화성의 역행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인정

하지만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연현상을 생각하면

서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갈등 을 구성한다. 학습

자는 기존의 천동설을 완전하게 버리지 않았으며 지동

설을 완전히 받아들인 것도 아니다.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습자는 수업 내용을 권위와 외재적 동기에 의

해 인정하면서 태양 중심설의 시각적 정신모형을 구성

하였고 이 정신모형은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자연현

상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학습자는 자신이 

구성한 시각적 정신모형이 천동설 초점을 둔 정신모형

과 서로 갈등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자

는 두 개의 상반된 정신모형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나

타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모형과 자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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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모순을 인식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그림 15

는 나타내고 있다. 

한편 MM2로 R1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갈등

을 하고 있는 학습자가 만일 MM1과 MM2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자. R1을 설명하는 MM1과 R2를 설

명하는 MM2의 정신모형을 동시에 비교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학

습자가 땅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하는 천

동설의 정신모형 MM1과 행성의 겉보기 운동을 잘 설

명하는 지동설의 MM2를 비교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

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학습자는 정신모형 MM1과 

정신모형 MM2에서 지구가 운동하기도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예를 개념구조적 갈등모형으로 표시하면 그

림 16과 같을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상 존

재하는 모순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념구조간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를 띨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를 이루는 신념이나 정신모형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지를 파악하는 메타 개념적 

자각이 발달 한 정도와 개념구조의 구인을 비교하는 

정도에 따라 그림 16에서 ~ 의 모순 중 일부는 실

선의 양방향 화살표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며, 개인의 

개념구조에 따라 모순관계가 아닌 신념과 신념간의 관

계가 있을 수도 있다. 

교실 수업에서 강의와 교재 내용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은 다양해서 과학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학습자가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

로 또는 교사의 의도에 의해 갈등을 일으키는 학습자

16 , 

가 있을 것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키도록 

의도 했던 교사는 학습자가 경험한 갈등을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냄으로서 교육자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하거나 의도하지 못했던 모순관계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개념변화를 촉진하는 수업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교사가 수업시간에 갈등을 의도하지 

않았을 지라도 동일한 학습 내용에 대하여, 어떤 학습

자는 갈등을 경험하고 개념변화로 연결되지만, 비과학

적 개념을 가진 어떤 학습자가 갈등을 일으키지 못할 

때, 개념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교수활동을 하

도록 하고 학습자의 개념변화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실 수업에서 발생하는 학습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개념변화과정으로서 학습과정을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를 논의하였다. 주어진 과제나 강의 내용

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개념은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하

고 정신모형과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학습자의 개념변화과정은 맥락을 구분하는 과정이

다. 이 때 맥락을 구분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주어진 문

제의 상황을 구분하는 것 뿐 아니라 개념적 맥락을 파

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의 개념은 구조 또는 체

계를 갖는 것이며 이러한 체계를 이루는 내용들이 주

어진 상황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한

다. 여기서 학습자의 개념구조의 요인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자연현상이나 외부 정보에 대

해 신념을 근거로 정신모형이 구성되며 신념과 정신모

형은 개념구조의 구인이 된다. 

‘현재 정당화된 참된 믿음을 지식’이라고 할 때 지

식은 신념의 범주안에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지식이 신념에 포함된다고 가정하고 학습자가 강

의 내용과 같은 외부 정보에 접하여 장기기억속의 신

념이 활성화되고 이것을 근거로 작동 기억에 ‘새롭게’ 

구성한 것을 정신모형이라고 한다. 이 정신모형은 작동

기억에 어떤 방식으로 표상되느냐에 따라 시각적 정신

모형, 명제적 정신모형으로 나뉘는데 시각적 정신모형

은 물체의 이미지일 필요는 없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이미지로 나타난 것도 시각적 정신모형이 

된다. 신념은 존재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 동기적 신

념을 포함한다. 이들 신념과 명제적, 시각적 정신모형

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예시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



378 문성숙 권재술

4 

구분 특징 갈등 모형 예시

개념

구조적

갈등 I

어떤 한 자연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의 

개념구조로 새로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학습자에게 나타나는 갈등 유형이다.

학습자의 메타 개념적 자각 능력과 개념구조를 이루

는 구인을 비교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갈등 모형 예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습자에 따라

서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모순을 인식할 수도 있

고 못할 수 있다. 

갈등 모형 예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습자에 따

라서 자신의 개념구조를 이루는 인식론적 신념이나 

존재론적 신념과 자연현상간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

다. 

개념

구조적 

갈등 II

자연현상 R1을 무리 없이 설명하는 개념구조를 갖고 

있는 학습자가 자연현상 R2를 설명하는 개념구조를 

구성한 후 후자의 개념구조로 R1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갈등 유형이다. 

학습자의 메타 개념적 자각 능력과 개념구조를 이루

는 구인을 비교하는 정도에 따라 개념구조와 자연현

상 간 개념구조와 개념구조 간에 존재하는 모순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르다. 

주어진 갈등 모형 예시는 공통적으로 정신모형과 자

연현상간의 모순을 인식한다. 그러나 학습자에 따라 

정신모형간의 모순을 인식하는 정도가 다른데 갈등 

모형 예시는 이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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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습자의 개념변화를 설명하고 촉진하기 위해 개념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갈등은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표현할 때 더욱 

구체적일 수 있다. 때때로 학생들은 질문을 형성하면서 

갈등을 인식하지만 이러한 표면적 갈등인식만으로 개

념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갈등은 

정신모형간의 갈등,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갈등으

로 기존 연구에서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에 제시된 

세 가지 인지 갈등과 관련 있다. 이러한 갈등을 개념구

조적으로 살피면 학습자가 해결해야할 또는 가르치는 

사람이 간과할 수 없는 드러나지 않은 모순관계를 내

포하고 있다. 표 4는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갈등을 분류

하였을 때 유형과 특징을 보여준다.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권재술, 1989)에 제시된 갈

등 1을 신념과 정신모형으로 구성된 개념구조를 이용

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개념구조와 자연현상간의 

갈등으로 개념구조적 갈등 I로 나타낼 수 있다. 학습자

가 갈등을 인식할지라도 이러한 갈등은 개념구조를 이

용하여 살펴볼 때 단순하게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모순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개념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학습자와 교수자 모두 정신

모형의 근거가 되는 신념을 알고 이들의 적절성과 자

연현상을 설명할 때의 모순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4 

Continued

구분 특징 갈등 모형 예시

개념

구조적 

갈등 III

하나의 자연현상을 학습자가 두 가지 개념구조로 설

명하면서 겪게 되는 갈등 유형이다. 

학습자의 메타 개념적 자각 능력과 개념구조를 이루

는 구인을 비교하는 정도에 따라 정신모형간, 정신모

형과 신념간, 그리고 신념간에 존재하는 모순관계를 

파악하는 정도가 다르다. 

주어진 갈등 모형 예시는 순서대로 정신모형간의 모

순만을 인식한 경우, 두 가지 개념구조 간의 어떤 모

순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정신모형간의 모순 뿐 아

니라 인식론적 신념간, 인식론적 신념과 정신모형간

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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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에 제시된 갈등 2는 개념구

조와 자연현상간의 갈등이지만 개념구조적 갈등 I과 구

분되어야 하며, 신념과 정신모형을 이용하여 개념구조

적 갈등 II로 나타낼 수 있다. 개념구조적 갈등 II는 자

연현상 R1을 무리 없이 설명하는 개념구조를 갖고 있

는 학습자가 자연현상 R2를 설명하는 개념구조를 구성

한 후 후자의 개념구조로 R1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나

타나는 갈등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하면 개

념변화를 위해 단순히 정신모형과 자연현상간의 갈등

만을 의미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모형간의 모순을 

이해할 필요성, 그리고 이들의 근간이 되는 신념들의 

적절성과 신념과 신념들간의 모순이나 신념과 정신모

형간의 모순을 파악할 필요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개념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갈등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갈등을 본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안이 된다.

개념변화의 인지적 모형(권재술, 1989)에 제시된 갈

등 3 역시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한 가지 자

연현상을 두 가지 개념구조로 설명하게 되면서 갈등하

게 되는 개념구조적 갈등 III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과학교육자나 연구자들은 활동지나 면담을 통해 나타

나는 학생의 질문에서 볼 수 있는 정신모형들 간의 갈

등 이면에 내포된 개념구조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순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갈등하고 있는 정신모

형들의 근간이 되는 신념과 정시모형간의 모순 또는 

신념과 신념간의 모순을 파악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

은 정신모형간의 갈등 해소를 촉진하고 개념변화로 이

어질 것이다.

개념구조적 갈등 모형 I, II, III과 같이 개념구조를 

이용하여 나타낸 모든 갈등 유형에서 학습자의 메타개

념적 자각 능력은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

황에 맞는 개념구조의 구인들을 구성하고 모순 관계를 

파악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구조

적 갈등 모형은 학습자가 자신의 개념구조 안에 존재

하는 모순을 얼마나 인식하는가에 따라 동일한 정신모

형간의 갈등, 정신모형과 현상간의 갈등을 나타내더라

도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표 4는 개념구조적 갈

등 I, II, III에 여러 가지 갈등 모형 예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개념구조상에 나타난 모순관계

의 다양성은 기존의 인지적 모형으로 나타낸 인지 갈

등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모순관계와 갈등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학 교육연구자나 학습

자가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변화를 일으키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과학 교육자가 개념구조의 

변화과정을 이해하여 효과적인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으로 과학 교수 학습에서 인지 갈등을 개념구

조간의 갈등으로 나타냄으로서 이론적 논의에 한정되

었던 인지갈등과 관련된 논의들이 경험적 연구로 확장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문 요약

다양한 개념변화이론이 존재하는 만큼 학습자들의 

개념변화과정을 기술하기 위해 각각의 개념변화 이론

에 열거된 분석대상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변화이론의 옳고 그름을 논의하지 않는

다. 다만, 교실에서 일어나는 개념변화를 학습이라고 

할 때 학습 과정을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기 위해서 기

존의 이론을 고찰하여 정교화 시킬 필요성이 요구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이란 과제와 같은 주어진 맥락에 

반응하여 학습자들이 갖고 있던 신념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개념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이끌어내었다. 틀이론과 특정이론을 바탕으로 구

성되는 정신모형에 대한 이론, 정보처리 이론에 바탕으

로 둔 정신모형이론과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요인들을 

통합한 정신모형 이론을 개략적으로 살피고 교실 수업

에서 학습자가 구성하는 개념구조의 틀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인지갈등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개념구조적 갈등 모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 이것

을 이용하여 교실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과

학적 개념구조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들과 인지갈등을 

포함한 개념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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