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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d scientific 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the 

concept of ‘separation of mixtures’ Understanding level of students was different by 

the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and the highe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the 

more exactly they understood scientific concept. Misconception was observed at all the 

achievement level. The higher the achievement level, the common misconception was 

associated with concept definition. And the lower the achievement level, the common 

misconception was associated with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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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 한국과학창의재단, 2011; 교육부, 2015)에서는  

부분의 학생들이 도달하기를 기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는 교육과정의 성취수 에 따라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 하는 교육과정의 기본 내용을 

80% 이상 이해한 학생들을 우수학력, 50%~80%를 이해한 학생들을 보통학력, 20%~25% 이

해한 학생들을 기 학력, 그리고 기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을 기  학력 미달로 

구분하고(이인호 외, 2016) 학생들의 성취수 별 특징을 악하여 성취수 별 학생들에게 도

움을 주기 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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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부진은 정상 인 학교학습이 가능하지만 선수 학습의 결손으로 인해 성취하기를 기

하는 교육과정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의미하는데(이상로, 1971; 박성익 외, 2003), 학생

의 지능발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상 인 지능수 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백병

부, 김정숙, 2009), 학습 결손에 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다. 학습부진의 원인은 크게 개

인  요인, 가정배경 요인, 학교 련요인으로 보고되며, 개인  요인에는 학습자의 능력이

나 학습능력의 결함 등이 있고 가정배경 요인에는 부모의 사회경제  치나 가정학습의 방

법, 양육 방식 등이 있으며 학교 련 요인은 학교의 환경, 수업, 교사의 교수 방법 등이 있

다(Preckel, et al., 2006). 이  학교 요인에 을 맞춰,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학습부진을 해소하고자 학교의 자율에 맡겨 학생수 에 맞는 수 별 수업이 가능

하도록 하 으며(교육인 자원부, 2007), 이에 따라 각 학교들은 정기 고사를 결과로 수 별 

수업을 분반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수 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김혜 , 유정문, 2000). 그런

데 우리나라의 지역, 학교, 학 마다 교육에서의 학력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김 엽, 김정

은, 2013.), 기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교육이 이 지는 등 기 학력 학생들의 학력에 한 

심이 소홀한 실정이다(백병부,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 과학에서 다루는 개념에서 학생들의 성취수 별 이해 수

을 조사하여 학교 장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만드는 기  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학교 학생의 과학 개념 이해도를 조사하기 하여 인천 지역 특정 학교 3

학년 9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학생들은 설문을 실시하기 직  정기 고사 

성 을 기 으로 상  20%를 우수학력, 20-60%를 보통학력, 60-95%를 기 학력, 95% 이

하를 기 학력 미달 수 으로 구분하 다.

2. 검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실시한 2004-2013년도까지의 국가수  학업성취

도 평가 학교 화학 역 문항  내용 역이 혼합물의 분리에 해당하며, 행동 역이 지

식 역인 문항과 탐구 역인 문항을 각각 한 개씩 선정하 으며, 선정된 그림1의 문항은 

성취 기 이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한다.’에 해당하며 행동 역이 지식의 용에 해당하

고 성취 수 은 보통학력 표 문항에 해당한다(이인호, 2014). 그림2의 문항은 성취 기 이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다.’에 해당하며 행동 역이 탐구 설계  수행에 

해당하고 성취 수 은 보통학력 표 문항에 해당한다(김동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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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개의 비커에 각각 물과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 있다. 두 액체를 

구별 할 수 있는 실험 방법으로 하지 않은 것은?

① 액체의 색을 찰한다.

② 가열하여 끓는 을 측정한다.

③ 냉각시켜 어는 을 측정한다.

④ 불꽃 반응으로 나타나는 색을 찰한다.

⑤ 증발 시에서 액체를 증발시켜 남는 물질을 찰한다. 

[그림 1] 문항 1번

2. 어떤 원숭이들은 모래가 섞인 낱알을 바닷물에 던져서 뜨는 낱알을 먹

는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는 혼합물을 <보 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a. 소 물

b. 물과 식용유

c. 모래와 설탕

d. 스티로폼 조각과 모래

① a, b ② a, c ③ b, c ④ b, d ⑤ c, d

[그림 2] 문항 2번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검사지의 문항에 정답을 고른 학생  ‘답을 고른 이유’가 과학 으로 옳은 

설명을 포함한 학생을 상으로 문제에 한 이해 수 을 분석하 다. 그리고 정답을 골랐

더라도 ‘답을 고른 이유’가 과학 으로 옳지 않거나, 옳지 않은 설명을 일부 포함한 경우, 그

리고 정답을 고르지 못한 경우의 답안을 상으로 학생들이 문항의 내용에 하여 가지고 

있는 오개념 수 을 분석하 다. 이 때, ‘답을 고른 이유’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답 유무와 상 없이 해석 불가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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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성취기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에서 학생 개념

표 1은 문항 1의 정답을 옳게 고르고, 그 설명이 옳은 학생들의 응답을 2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것이다.

유형구분 응답유형 우수 보통 기
기

미달
소계

유형1

끓는 , 

어는 , 

불꽃반응색

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

․끓는 , 어는 , 불꽃반응

색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

․겉보기 성질이 물질의 특

성이 안됨을 이해

․증발 후 염이 남음을 이해

3 2 5

․끓는 , 어는 , 불꽃반응

색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

․겉보기 성질이 물질의 특

성이 안됨을 이해

1 2 3

․끓는 , 어는 , 불꽃반응

색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
1 1

유형2

용액의 

색과 

련된 

이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용

매인 물의 색이 투명하거나 

같음

14 29 22 65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용

매인 물이 색으로 구별이 

안됨

2 2 4

합계 18 36 24 0 78

<표 1>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에 한 학생들의 이해 수

유형1은 끓는 , 어는 , 불꽃 반응색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하고 응답한 경우로 3가지 수

이 존재했다.

첫째, 겉보기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음을 이해하고 증발 후 염이 남음을 이해하는 

수 의 응답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우수학력 3명, 보통학력 2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증발 후 염에 한 언  없이 겉보기 성질이 물질의 특성이 되지 않음만을 이해하

는 수 의 응답을 한 유형이다. 이 경우에는 우수학력 1명, 보통학력 2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히 끓는 , 어는 , 불꽃 반응색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한 유형이다 이 경우에

는 보통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즉, 우수학력 수 일수록 여러 물리  성질을 물질의 특성으로 이해하더라도 이해 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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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고 복잡한 수 까지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2는 용액의 색과 련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2가지 종류가 존재했다.

첫째, 수용액과 용매의 색이 투명하거나 같다고 응답한 경우는 우수학력 14명, 보통학력 

29명, 기 학력 22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용액과 용매가 색으로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보통학력 2명, 기 학

력 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분의 학생이 색이 투명하거나 같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다고 응답했고 일부 보

통학력 학생과 기 학력 학생들만 단순히 구별이 안된다고 응답하 다. 즉, 낮은 성취수 의 

응답에서 단순한 내용 주의 응답이 나타났다.

표 2는 문항1에 한 학생응답 유형  혼합물의 분리에 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

유형이며 유형을 크게 6가지로 구분하 다.

유형구분 응답유형 우수 보통 기
기

미달
소계

유형1 ․액체의 증발속도를 물질의 특성으로 오해 1 1

유형2 ․증발 후 염이 남음을 모름 1 1 1 3

유형3
물질의 

특성 련

․어는 , 불꽃반응색이 물질의 

특성임을 모름
2 2

․끓는 , 어는 , 불꽃반응색이 

물질의 특성임을 모름
3 3

유형4
불꽃 반응 

련

․염화 나트륨 수용액이 부분 

물이라서 불꽃반응을 하지 않는

다고 오해

1 1

․물이 불꽃반응 한다고 오해 3 3

유형5 ․소 을 무색으로 오해 1 1

유형6 ․소 물과 물의 색이 다르다고 오해 1 1 2

합계 2 7 6 1 16

<표 2>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에 한 오개념

유형1은 액체의 증발속도를 물질의 특성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우수학력 1명

으로 나타났으며 물질의 특성의 정의인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에서 다른 물질과 구별되

는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모르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수학력

에서도 증발과 같은 물질의 특성이 아닌 상을 물질의 특성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2는 증발 후 염이 남음을 모르는 유형으로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 학력에서 각 1명

씩 나타났다. 증발 후 염이 남음을 모르는 경우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염화나트륨이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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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되어 있는 상태임을 모르거나 수용액을 증발시키면 용매인 물만 증발한다는 것을 모

르는 경우로 단된다. 

유형2도 유형1과 같이 우수학력 학생  증발 후 염이 남는 것에 해 오해를 하고 있는 

학생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 지필평가로 우수학력으로 평가가 된 학생이더라도 우수학

력수 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할 개념을 제 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술하는 학생이 존

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형1, 2의 오개념을 보면 우수학력 학생  일부는 증발속도를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

유한 성질인 물질의 특성이라고 생각한 정의 인 부분에서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기 학력과 기 미달학력의 학생들은 찰이 가능한 상 인 내용을 오개념으로 갖고 있

다. 이는 기 학력 학생들의 오개념과 우수학력 학생들의 오개념의 수 이 다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유형3은 물질의 특성과 련된 응답 유형이다. 물질의 특성에서 끓는 , 어는 , 불꽃반응색 

 2가지(어는 , 불꽃반응색) 특성을 모르는 경우와 3가지(끓는 , 어는 , 불꽃반응색)특성을 

모르는 경우로 나 었다. 2가지(어는 , 불꽃반응색) 특성이 물질의 특성임을 모르는 응답유형

은 보통학력 2명으로 나타났고 끓는 , 어는 , 불꽃반응색 3가지 특성이 물질의 특성임을 모

르는 응답유형은 보통학력 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4는 불꽃반응과 련된 응답 유형이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부분 물이기 때문에 

불꽃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응답유형과 물이 불꽃반응을 한다고 오해하는 응답유형

으로 세분화하 다.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부분 물이기 때문에 불꽃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고 있는 응답은 보통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물이 불꽃반응을 하지 않음은 알고 있으

나 염화나트륨 수용액이 물과 거의 같다고 인식하고 나트륨 이온이 극소량이 존재하여 불꽃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다. 이와 반 로 물이 불꽃반응을 한다고 오해하는 응

답유형은 기 학력 3명으로 나타났다. 

유형5는 소  자체를 무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이며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소  자

체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백색을 띠고 있으나 유형5의 응답은 소  자체의 색이 물처

럼 투명하거나 무색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는 경우이다.

유형6은 소 물과 물의 색이 다르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기 학력 1명, 기 미

달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문항1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끓는 , 어는 , 불

꽃 반응색, 증발, 겉보기 성질을 이용하여 순물질과 혼합물을 구분하는가를 묻는 문항이다. 

하지만 유형6은 색이 같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는 겉보기 성질을 색이 다르다고 인식하여 구

분되는 겉보기 성질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2.  성취기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학생 개념

표 3은 문항 2의 정답을 옳게 고르고 그 설명이 옳은 학생들의 응답을 4가지 유형으로 분

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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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구분 응답유형 우수 보통 기
기

미달
소계

유형1

도 를 

이 용 해 

혼 합 물

의 분리

를 설명

․주어진 상황이 도 차이 때문에 

발생함을 알고, 혼합물에서 각 물

질의 도 크기를 비교하며, 가라

앉는(뜨는) 물질을 구분함

3 2 5

․주어진 상황이 도 차이 때문에 

발생함을 알고, 혼합물에서 각 물

질의 도가 달라 분리됨을 이해

5 2 1 8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도가 달

라 분리됨을 이해
2 5 1 8

유형2

무 게 를 

이 용 해 

혼 합 물

의 분리

를 설명

․뜨고 가라앉는 물질을 구체 으

로 지 하고, 그 이유를 무게로 

설명

6 2 8

․뜨고 가라앉는 물질의 구체  지

없이 가벼운 것이 뜬다고만 설

명

2 1 1 4

․무게가 달라 분리된다고 설명 1 1 2

유형3

․뜨고 가라앉는 원리에 한 설명 없이 혼합물 

 뜨는(가라앉는) 물질을 경험  수 에서 지

함

2 9 8 19

유형4
․각 물질이 분리됨을 알지만 분리되는 이유

를 설명 안함(못함)
1 4 4 9

합계 15 30 18 0 63

<표 3>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학생들의 이해 수

유형1은 본 문항이 도와 련되어 혼합물을 분리함을 이해하는 학생의 응답으로, 응답 

수 에서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 다. 

첫째,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도 크기를 비교하며, 가라앉는(뜨는) 물질을 구분한 경우이

다. 이는 우수학력 3명, 보통학력 2명으로 나타났다.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이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는데, 기 학력 학생들은 우수학력과 보통학력의 응답처럼 문제에 한 악을 

하고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과학 으로 분석하며 서술하는 응답은 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수 이 낮을수록 과학 , 분석 으로 서술하지 못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습하는 도

 학습결손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유형1의 첫째 응답으로 보아 학습결손에 기 학력 이하

의 학생들에 한 학습결손 해소 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둘째, 주어진 상황이 도 차이 때문에 발생함을 알고,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도가 달라 

분리됨을 이해한 경우이다. 이는 우수학력 5명, 보통학력 2명,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혼합물에서 각 물질의 도가 달라 분리됨을 이해한 경우이다. 이는 문항에서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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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상황 즉, 모래가 물보다 도가 크고, 낱알이 물보다 도가 작아 혼합물이 분리됨을 이

해하고 있는지는 응답 이유만으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학생들이 고른 답지의 혼합물은 각 

물질이 도가 달라 분리할 수 있음을 알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우수학력 2명, 보통학력 5

명,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유형1의 둘째와 셋째 응답 유형은 이해 수 은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응답 이유

를 쓰는 형태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문항에서 주어진 혼합물 분리 상황

이 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지를 먼  설명한 후, 답지의 혼합물  도 차이가 나타나

는 답지를 고른 경우이다. 셋째 응답 유형은 주어진 문제 상황이 도 차이 때문에 나타나

는 것임을 설명없이 답지를 고른 경우이다. 이 게 두 유형에서 응답 수 에 차이가 나타나

는 것은 이해 수 은 유사하나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구체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2는 물질의 특성인 도를 언 하지 않고 단순히 무게에 따라 물체가 뜨고 가라앉음

으로써 혼합물의 분리를 이해하는 학생의 응답으로, 응답 수 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

다. 

첫째, 뜨고 가라앉는 물질을 구체 으로 지 하고 그 이유를 무게로 설명하며 혼합물을 

분리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보통학력 6명, 기 학력 2명으로 나타났다. 

둘째, 뜨고 가라앉는 물질의 구체  지 없이 가벼운 것이 뜬다고만 설명하며 혼합물을 

분리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이다. 이는 우수학력 2명, 보통학력 1명,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셋째, 단순히 무게가 달라 혼합물이 분리된다고 설명하며 혼합물을 분리 할 수 있다고 응

답한 경우이다. 이는 보통학력 1명,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둘째 응답유형에서 우수학력 학생들이 무게의 개념으로 응답을 한 것으로 보

아 우수학력 학생들 에서도 도의 개념을 제 로 정립하지 못하고 무게 개념 수 에서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  수 의 학생들도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된 학생도 있

다고 할 수 있다.

유형3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체가 뜨고 가라앉는 원리에 한 설명 없이 

혼합물  뜨는(가라앉는) 물질을 경험  수 에서 언 하고 있는 응답 유형이다. 이는 우수

학력 2명, 보통학력 9명, 기 학력 8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과학  정의보다

는 경험  사실을 가지고 문제를 근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형4는 혼합물이 분리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이유에 한 내용설명을 못하거나 

안한 경우이다. 이는 우수학력 1명, 보통학력 4명, 기 학력 4명으로 나타났으며 보통학력과 

기 학력 학생들이 부분의 비 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가능하다. 하지만 우수학력 학생도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수학력 에서도 보통학력이나 기 학력 혹은 그 이하 수 의 유형의 

이해수 으로 단순히 상이 일어남은 알고 있으나 상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과학 개념: 혼합물의 분리 개념을 심으로

- 111 -

표 4는 문항2에 한 학생응답 유형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해 오개

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유형이며 유형을 4가지로 나 었으며  그 안에서 응답 수 에 따라 

세분화 하거나 유형은 비슷하지만 독립 인 응답유형에 따라 구분을 하 다.

유형구분 응답유형 우수 보통 기
기

미달
소계

유형1

도 크기에 

따른 뜨고 가

라앉음을 반

로 오해

․ 도가 크면 뜬다고 오

해
1 1

․스티로폼이 무거워 가라

앉는다고 오해
1 1

유형2

도차로 분

리가 불가능

한 혼합물을 

도나 무게

차로 분리할 

수 있다고 오

해

․설탕이 모래보다 도가 

작기 때문에 모래와 설탕

은 물에서 분리가 가능하

다고 오해

1 1

․설탕과 모래는 무게가 

달라 설탕은 물에서 분리

가 가능하다고 오해

1 2 1 4

․소 과 물이 무게가 달

라 분리될 수 있음으로 

오해

1 1

유형3

과학  원리

제시가 없고, 

경험  상

과 배되어 

설명

․모래와 설탕이 소 물에 

모두 뜬다고 오해
1 1

․소 물이 물 에 뜬다

고 오해
1 1

․모래와 설탕이 섞이지 

않아 분리된다고 오해
1 1 2

․식용유는 물에 녹는다고 

오해
1 1

․액체 혼합물은 분리가 

안되지만 고체 혼합물은 

분리가 된다고 오해

1 1

유형4

․ 도차에 의해 혼합물 분리 상을 단순

히 혼합물의 분리로 오해(문제를 잘못 이

해한 경우)

2 2 1 5

합계 4 10 5 0 19

<표 4>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 학생들의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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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은 도 크기에 따른 뜨고 가라앉음을 반 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두 가지의 경우가 

나타났는데 도가 크면 뜬다고 오해하는 응답과 스티로폼이 무거워 가라앉는다고 오해하는 

응답이다. 두 응답에 보통학력 1명이 각각 나타났다.

도가 크면 뜬다고 응답한 경우는 도의 개념을 제 로 숙지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경우

이다. 도는 질량 개념을 포함하고 질량과 비례 계에 있는데, 이를 모르고 혼동한 경우이다. 

스티로폼이 무거워 가라앉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표3에서 유형3의 오개념으로 도의 개념

도 제 로 학습되지 않고, 경험 인 지식조차도 혼동하고 있는 경우이다.

유형2는 도차로 분리가 불가능한 혼합물을 도나 무게차로 분리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응답으로, 응답수 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 다. 

첫째, 설탕이 모래보다 도가 작기 때문에 모래와 설탕은 물에서 분리가 가능하다고 오

해하는 경우는 우수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는 도의 개념은 있으나 설탕과 모래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도차를 이용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이다. 물에 넣어 설탕

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경험  상에도 배가 되는데 우수학력에서도 이런 응답유형

이 나왔다는 것은 학습을 일상생활과 연  짓지 못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둘째, 설탕과 모래는 무게가 달라 설탕은 물에서 분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우

수학력 1명, 보통학력 2명, 기 학력 1명으로 나타났다. 첫째 응답보다 하  수 인 무게 개

념을 이용하여 응답한 경우로 첫째와 같이 경험  상에 배된다. 여기서 시사 은 상  

응답수 과 마찬가지로 우수학력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보아 학력이 높더라도 일상생활의 경

험  상을 학습에 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소 과 물이 무게가 달라 분리될 수 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로 보통학력 1명으

로 나타났다. 소 과 물의 혼합물의 분리방법은 증발을 이용하여 물을 증발시킨 후 소 을 

얻는 방법을 이용하여 분리가 가능한데, 단순히 무게차로 분리가 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는 소 이 물에 녹아 이온화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음으로 단된다.

여기서,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는 과학과 일상생활을 양방향으로 용하지 못하는 우수학

력 학생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주목할만하다.

유형3은 과학  원리가 없고 경험  상과 배되어 설명한 경우이다. 유형3은 5가지로 

세분화 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각 유형들에 한 세분화는 응답수 에 따라 상 수

일수록 상 에 하 수 일수록 하 에 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유형3의 경우에는 응답들이 

수 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각 응답이 독립 으로 나타났으나 공통 으로 묶을 수 있는 

요인이 있어 하나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세분화 한 것이다. 유형3에 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래와 설탕이 소 물에 뜬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기 학력 1명이 나타났다. 이 경우

는 문항2의 의도 악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인데, 보기에서 두 개를 섞었을 때 시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자의 으로 단하고 고른 것이라 상된다. 이는 과학 인 원

리도 없고 소 물에 뜨지 않는 모래를 소 물에 뜬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소 물이 물 에 뜬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보통학력 1명이 나타났다. 이 경우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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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소 에 의해 뜬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문제에 제시된 시와 보기에 나타난 원리와 

소 물을 분리하는 원리의 연 성을 만들기 해서 서술한 것으로 단된다. 

셋째, 모래와 설탕이 섞이지 않아 분리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보통학력 1명, 기 학력 1

명이 나타났다. 모래와 설탕을 분리하는 방법은 물을 넣어 설탕이 물에 녹은 후에 모래를 

걸러내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모래와 설탕이 마치 물과 식용유처럼 층이 나뉘는 혼합물로 

오해하는 경우이다.

넷째, 식용유는 물에 녹는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보통학력 1명이 나타났다. 이 경우는 물에 

녹지 않는 식용유가 물에 녹는다고 오해하는 경우이다. 일반 으로 실생활에서 물과 식용유

를 섞었을 때 섞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와 반 되는 응답을 하고 있다.

다섯째, 액체 혼합물은 분리가 안되지만 고체 혼합물은 분리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로 

기 학력 1명이 나타났다. 이 경우에는 고체 혼합물의 경우에는 분리가 된다고 알고 있지만 

물과 식용유같이 층이 나뉘는 액체 혼합물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경우이다. 

유형4는 도차에 의해 혼합물 분리 상을 단순히 혼합물의 분리로 오해하는 경우로 우

수학력 2명, 보통학력 2명, 기 학력 1명이 나타났다. 이는 문제에서 묻고 있는 도차에 의

한 혼합물의 분리를 단순히 혼합물의 분리로 악하고 보기를 고른 경우이다. 그 게 때문

에 답으로 고른 보기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유형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순물질과 혼합물의 구분’과 ‘물질의 특성을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서의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교 학생들의 이해수 과 오개념 그리고 그 이유에 해서 조사하

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오개념이 다양하고 모든 성취수 에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이해 수 을 조사한 결과에서 우수학력일수록 더 높은 수 의 이해 수 을 보이

기는 하 지만, 오개념을 나타난 결과에서 보듯이 우수학력 학생들도 교육과정에서 요구하

는 수 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이 존재하 다. 즉, 성취수 별로 나타나는 오개념의 수 에 

차이가 있었지만 기 학력, 보통학력뿐만 아니라 우수학력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오개념이 

존재하 다.

둘째, 우수학력 학생들의 오개념과 기 학력 학생들의 오개념의 종류가 달랐다.

우수학력은 개념의 정의와 련하여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기 학력과 기 미달학력 학

생들은 상 인 내용과 련하여 오개념이 나타났다. 즉, 성취수 이 낮을수록 과학 , 분

석 으로 서술하지 못하 고, 학습결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우수학력에서 

나타나는 오개념의 경우는 선다형 주의 지필 평가 결과에서 우수학력 수 으로 분류된 학

생들 에는 실제 학력 수 이 부족하여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개념에 한 이해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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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포함되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 단한다.

셋째, 도와 무게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이 많았다.

우수학력 학생들의 비율이 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도와 무게의 개념을 구분하지 못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일부는 무게의 개념도 부족한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 

개념과 련해서 우수학력 학생 에서도 과학 개념을 일상생활의 경험에 용하여 이해하

지 못하는 학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수학력 수 의 학생 에도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이해보다는 암기 주의 학습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학교 3학년을 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만을 이용하 지만 추후 학생들과의 

심층 면담을 추가하여 학생 개념에 한 심층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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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혼합물의 분리 개념과 련하여 학교 학생들의 과학 개념을 조사한 것이다. 학

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 은 성취수 별로 달랐으며, 성취수 이 높을수록 더 정확하고 복

잡한 수 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모든 성취수 에서 오개념이 나타났으며, 성취수 이 높을

수록 개념 정의와 련된 오개념이 많았고, 성취수 이 낮을수록 상과 련한 오개념이 

많았다.

     주제어 : 성취수 , 혼합물의 분리, 오개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