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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understanding improvement program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Fifteen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vided into the five small groups were tested, by using a questionnaire,
on the concep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The degree of understanding and the levels of the concept were defined as a quantitative change and
a qualitative one, respectively, to inspect more minutely the effects of the program in this study.
Then, the changes in the concepts had by the teachers before and after implementing the program
were analyzed based on the defini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understanding
improvement program was effective in improving the concept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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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Electric circuit,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Characteristics of current,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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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눈 초등학교 교사 15명에게 프로그램 실행 전과 후에 전류의 특성에
대한 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개념의 이해
정도와 개념의 이해 수준을 각각 개념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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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프로그램 실행 전과 후의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류의 특성에 대한 개념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류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양적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ACS numbers: 01.40.eg
Keywords: 전기 회로, 전지의 연결 방법, 전류의 특성, 초등학교 교사,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

I. 서 론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대한 개념은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시작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서 계속적으로 다루어진다.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한 후 전구의 밝기를 통해 전
류의 크기 비교를 정성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전류와 전압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량적으로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따른 전류의 크기를 비교
하게 된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서는 중학교에서 나온
전지의 연결에 대한 전류의 크기에 대한 개념을 반복하고
심화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1].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해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전지의 수에 따라 전류
가 증가하지만, 병렬 연결하면 전지의 수에 관계없이 전류
는 일정하다 [2]’ 라고 학습하게 된다. 이는 전기 회로에서
전구를 부하로 사용하여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전기 회로의 경우에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이 학습되어 온 내용과 일치하므로 Hyun과 Shin [3]은
이를 ‘학습 개념’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기 회로에서 다
중 고리 전선을 부하로 사용하여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작은 전기 회로의 경우에는 ‘전지를 직렬 연결하
면 한계 전류에 빠르게 수렴하여 거의 일정해지지만, 병렬
연결하면 전류가 증가하다가 한계 전류에 수렴하게 된다.
이때 한계 전류는 부하 저항의 크기에 대한 전지의 기전력
크기의 비율이다 [2]’. 이는 과학과 교육 과정에서 분화된
개념으로 Hyun과 Shin [3]은 이를 ‘분화 개념’ 이라고 하였
고,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을 포함하는 개념을 ‘확장 개념’
이라고 하였다.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
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었고 [4,5],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지에 대한 이해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6]. Hyun과 Shin [3]은 전지의 연결 방법
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도를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경우인 학습 개념
과 작은 경우인 분화 개념으로 나누어 알아본 결과, 학습
개념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분화 개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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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 회로를
구성하는 전지의 내부 저항이나 부하 저항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2, 7], 전지의 연결
방법이나 연결하는 전지의 수에만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지의 연결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분화 개념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 과정의 전류와 자기장
관련 실험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였다 [8–13].
Hyun과 Shin [14]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
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오개념 유형과 그 일관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전류의 특성을 연결하는
전지의 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유형,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을 혼동하는 유형, 전지의 직렬 또는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을 저항의 직렬 또는 병렬 연결에 대한 개념으로
혼동하는 유형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학습 개념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분화 개념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게 오개념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Hyun과 Shin [1]은 중등 과학 교사를 대상으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물리
전공 교사는 전선 저항이나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비물리 전공 교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습 개념에 대해서는 물리
전공과 비물리 전공 교사 모두 잘 이해하고 있었으나, 분화
개념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류와 자기장 관련 실험수업에서 발생하는 문제
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초등학교 교사 뿐만 아니라 중등
과학 교사에게도 필요하다 [8–13]. 이에 Kang 등 [15]은 전
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
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저항에 대한 인식, 학습 개념, 그리고
분화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Kang 등 [15]의 후속 연구로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
으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사전과 사후에 개념 검사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을 투입한
후 이해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는 양적
개념 이해도 변화인 이해 상태의 변화와 질적 개념 이해도
변화인 이해 수준의 변화 두 가지 측면으로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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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pre-test for testing the concep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in simple electric circuits.
Content of question
The region of resistance cognition
The cognition of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region of the larg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prediction 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connected a bulb
and from 1 battery to 6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prediction 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connected a bulb
and from 1 battery to 6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region of the small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prediction 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connected only
the wire without a bulb and from 1 battery to 6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prediction 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connected only
the wire without a bulb and from 1 battery to 6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No.

Type of question

1

Descriptive (Number)

2, 3,
7, 11
2, 5,
9, 11

Descriptive
(Number)

2, 4,
8, 12
2, 6,
10, 12

Descriptive
(Number)

3. 프로그램의 내용
Kang 등 [15]은 발견학습의 단계를 이용하여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향상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교사들의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살펴보면,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위해 J 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1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선 주변에 있는 나침반 자침의 편항각을 예상하게 한 후

연구대상자 중 여교사는 9명, 남교사는 6명으로 여교사가

관찰하고, 관찰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그 이유나 원인을

많았고, 교육 경력은 1∼5년이 9명, 6∼15년 5명, 16년 이상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인식한다. 자료 제시 및 탐색

이 1명이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출신 계열은 이과가 6명,

단계에서는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영역에

문과가 9명으로 문과가 많았다.

서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하였을 때 나침반 자침의
편향각을 예상한 후 실험을 통해 결과를 관찰하여 예상과
결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확인한다. 추가 자료 제시 및

2. 프로그램의 진행

관찰 탐색 단계에서는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 연결하였을 때 나침반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구성된 실험 활동에서 전기 회로의

자침의 편향각을 예상한 후 실험을 통해 결과를 관찰하여

전류, 전압, 나침반 자침의 편향각 세 가지를 동시에 측정해

예상과 결과의 일치 또는 불일치를 확인한다. 규칙성 발견

야 하고, 실험 결과를 이용해 동료 토론을 활발하게 할 수

및 개념 정리 단계에서는 전지의 기전력, 전기 회로의 부하

있도록 교사 3인이 1팀을 이루도록 하여 총 5팀으로 구성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개념 및 계산식을 파악하고,

하였다. 그리고 실험 과정에서 동료 토론의 시간을 충분히

측정결과를 근거로 계산된 전지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의

확보하여 작성된 자료로부터 관찰 현상을 일반화할 수 있도

크기를 확인한다. 적용 및 발전 단계에서는 부하 저항이

록 프로그램 워크시트를 엑셀 파일로 구성하였는데, 엑셀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크거나 작은 상황에서 전지의 연결

파일은 측정값만 입력하면 다른 값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방법에 따른 전류의 크기에 대해 전지의 기전력과 전기 회

그래프도 자동으로 그려지도록 하였다 [15]. 프로그램을

로의 총저항의 관점에서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한다.

수행하기 전에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저항에 대한 인식, 학습 개념과 분화

한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수행

개념을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교육

후에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프로그램을

전문가 3인과 물리 교육 전문가 1인에 의해 내용 타당도를

수행하는데 1팀당 약 3시간이 소요되었다.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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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mposition of the post-test for testing the concep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in simple electric circuits [15].
Content of question
The region of resistance cognition
The cognition of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cognition of the resistance of electric wire

Connection
No.
method
1
2

The region of the larg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Series
3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Parallel
5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Series
7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Parallel
9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in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 with
Series/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11
Parallel
in parallel connection
The region of the small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Series
4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 with
Parallel
6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Series
8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Parallel
10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Series/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12
Parallel
parallel connection

4. 개념 검사 도구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프로그램 수행 전과 후에 초등학
교 교사를 대상으로 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 개념
검사지로는 Hyun과 Shin [3]이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던 검사지를 이용하였고, 사전 개념 검사지는
사후 개념 검사지를 기준으로 동형 검사지를 개발하여 사
용하였다.

Type of
question

Note

Descriptive
Multiple
-choice

Resistance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Learned
concept
Learned
concept
Learned
concept
Learned
concept

Multiple
-choice

Learned
concept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Multiple
-choice

Differentiated
concept
Differentiated
concept
Differentiated
concept
Differentiated
concept

Multiple
-choice

Differentiated
concept

Resistance

실시해야 하므로 동일 검사지를 사용할 수 없어서 사후 개념
검사지에 대한 동형 검사지를 개발하여 사전 개념 검사지로
활용하였다. 사전 개념 검사지는 물리 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 교육 전문가 3인의 내용 타당도 검증과 현직 초등학교
교사 4인의 검토를 통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사전 개념 검사지는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한 인식영역을
묻는 1 번 문항 1 개,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 보다
큰 영역에서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크기를 묻는 3, 5, 7, 9, 11번 문항 5개,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 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1) 사전 개념 검사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은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되는데, 프로그램
수행 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3시간 후에 사후 검사를

연결했을 때 전류의 크기를 묻는 4, 6, 8, 10, 12번 문항 5
개,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에 모두 관련된 전선 저항에 대한
인식을 묻는 2번 문항 1개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개념 검사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사전 개념 검사
지는 사후 개념 검사지에서 측정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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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framework for the levels of the concept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in simple electric circuits.
Factor

Level

S
PS1
P
PS2
PS3
PS4
PS5
F
PS6
M

Concept
Generalization
Low
Middle
High
Low
Middle
High
The magnitudes
The magnitudes
The magnitudes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
Generalization
of the voltages
of the internal
of the resistance
through
through the
through detailed
according to the
resistances according
of load and the
phenomena
understanding of
cause
connection methods
to the connection
internal resistance
the cause of the
understanding
of batteries
methods of batteries
phenomen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Pass, F: Fail, S: Scientific Concept, PS: Partial Concept, M: Misconception.

측정하지만, 응답을 수치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수치를 통해 사후 개념 검사지의 각 문항의 보기로 변환할
수 있다.

5. 개념 이해 수준 분석틀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초등학교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프로그램을 예비 투입하였다 [15]. 프로그램의

동형 검사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J대학교 교육대학생 27

예비투입 및 본투입에 참여했던 27명의 교사들의 자료를

명을 대상으로 예비 투입한 후 결과를 분석하여 문제 상황을

분석하여 개념 검사지의 각 문항별 분석틀과 전체문항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문구로 문항을 수정하였다.

포괄하는 이해 수준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각 문항별 분석

동일대학교 교육대학생 61명에게 사후 개념 검사지와 개

틀과 전체 문항 분석틀은 물리 교육 전문가 1인과 과학 교육

발한 사전 개념 검사지를 풀게 한 결과 동형 검사 신뢰도는

전문가 3인의 타당도 검증과 현직 교사 4인의 검토를 통해

Cronbach α 가 0.83이었다.

수정 보완하였다. Table 3은 전체문항을 포괄하는 이해
수준 분석틀이다.

2) 사후 개념 검사지

이해 수준 분석틀을 살펴보면, 요소에는 개념과 일반화가
있는데, 개념 요소는 검사지의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드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개념이고, 일반화 요소는 검사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 개념 검사지로

지에서 묻고 있는 개념을 어떤 수준에서 이해하여 해결하고

Hyun과 Shin [3]이 개발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사후 개념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개념 요소와 일반화 요소는 각각

검사지는 저항에 대한 인식영역을 묻는 1, 2번 문항 2개,

3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지고, 전체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 보다 큰 영역에서 전지를

으로 갈수록 좀 더 높은 수준의 개념 이해를 하고 있다는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전류의 크기 (학습 개념) 를

것을 나타낸다.

묻는 3, 5, 7, 9, 11번 문항 5개,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류기호에서 P는 Pass의 의미로

저항 보다 작은 영역에서 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정답을 선택했다는 것이고, F는 Fail의 의미로 정답을 선택

때 전류의 크기 (분화 개념) 를 묻는 4, 6, 8, 10, 12번 문항
5개로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able 2). 사후 개념
검사지는 1번 문항만 서술형이고, 나머지 문항은 모두 선다
형으로 구성되었고, 선다형 문항은 답안 선택 후에 이유를
기술하도록 되어있다.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험 결과 현상을
기억하고 있다면, 즉 현상을 통한 일반화가 되어있다면 현
상의 원인이나 세부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정답
을 선택할 수 있고 (PS2), 현상을 통한 일반화가 되어있지
않다면 현상의 원인까지는 파악하더라도 세부적인 원인을

Effects of Understanding an Improvement Program for the Characteristics of · · · – Minseog Kang · Aekyung Shin

Table 4.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concepts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in simple electric circuits.
Test
Average∗
∗

Pre-test
4.67

Post-test
8.20

Gain score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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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화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을 우연히 선택한
경우도 M 수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분화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에서는 PS2 수준이 나오지 않았다. 저항 개념에 해당
하는 문항에서 2번 문항은 정답을 선택하면 현상의 원인
파악을 통한 일반화가 된 것으로 판단하여 S 수준으로 보
았고,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면 M 수준으로 보았다.

Full marks: 11

파악하지 못해서 틀리게 된다 (PS4). S는 관련 개념을 모두
이해하고 정답을 선택한 가장 과학적인 개념 이해 수준으로
보았다. PS 수준은 개념 이해 수준이 부족한 부분 과학
개념 수준으로, PS1, PS2, PS3 수준은 내려오면서 점점
개념 이해 수준이 부족하지만 정답을 선택한 이해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문제를 틀리더라도 현상의 원인까지는 파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의
평균 점수로 양적 개념 이해도 변화인 이해 상태의 변화를
알아보았고, 교사 응답의 유형을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로
질적 개념 이해도 변화인 이해 수준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악했는데, 데이터 해석이 매우 까다로워 현상의 세부 원
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현상을 통한 일반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사정답에 가까운 수준에서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
이해 수준은 PS4 수준으로 보았고, PS5, PS6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개념 이해 수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답을
선택하는 수준으로 보았다. 그리고 M 수준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압의 크기와 내부 저항의 크기라는 하위
개념요소도 모르는 매우 낮은 개념 수준 상태에서 정답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로 보았다. 결국 이해 수준 분석틀에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상위 이해 수준에서 하위
이해 수준으로 낮아진다. 문항마다 분석틀의 모든 수준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문항에서 묻는 개념의 내용에
따라 몇 개의 수준만으로 분석틀이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분석틀은 사후 개념 검사지의 분석 결과를 중
심으로 제작하였고, 각 문항별 분석틀에 대한 설명은 ‘연구
결과 및 논의’ 부분에 기술하였다. 사전 개념 검사지는 사후
개념 검사지와는 달리 응답 이유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1번 문항인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개념을 인식하는지 여부를
통해 사전 개념 이해 수준을 분석하였다. 사전 개념 검사에
서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개념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학습 개념
과 분화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이해 수준 분석틀에서
S 수준은 나올 수 없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사 모두 1번
문항에서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개념에 대해 응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개념 검사지의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에서 S 수준은 없었다. 학습 개념에 해당하는
문항의 정답을 선택한 경우에는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개념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분석틀 (Table 3) 의 단계에서 가장
비슷한 수준인 현상을 통한 일반화 단계에 해당하는 PS2
수준으로 보았으며, 정답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M
수준으로 보았다. 학습 개념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

1.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초등
학교 교사의 이해도 변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 이해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전구의 밝기 차이의 원인을 전지의 내부 저항으로 인식하
는지 여부’ 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형 문항인 1번을 제외한
11개 문항에 대해서 정답을 선택한 경우 1점, 오답을 선택한
경우 0점 처리하여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를 측정한 결과
사전 검사에서는 평균 4.67점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평균 8.20점으로 사후에 점수가 약 3.53점이 높았다. 전지
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 이해도 향상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초등학교 교사들은 평균적으로 3∼4문항 정도를
더 이해하였다. 따라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의 양
적인 이해도 향상인 이해 상태의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개념 이해 수준 분석틀을 이용해 초등학교 교사
들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 각 개념 이해 수준별 평균 빈도는
Table 5와 같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 수준은 S, PS2, M 수준의 평균이 각각 0.73회, 3.80
회, 6.47회로 나타났으나 다른 이해 수준은 나타나지 않았
다. 사후 개념 검사에서는 문항별로 다양한 이해 수준이
나타났고, S 수준이 6.80회로 가장 높았고, PS3 수준이 0.07
회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증가량을 보면 S 수준은 6.07회
늘어났고, M 수준은 6.00회 감소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들
은 평균적으로 현상의 원인과 세부 원인까지 이해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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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levels of the concep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concepts of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methods of batteries in simple electric circuits.
P

Level
Average
of
frequency

S
0.73
6.80
6.07

Pre-test
Post-test
Gain

PS1
0.00
0.40
0.40

F
PS2
3.80
0.93
-2.87

PS3
0.00
0.07
0.07

PS4
0.00
0.40
0.40

PS5
0.00
0.67
0.67

PS6
0.00
1.27
1.27

M
6.47
0.47
-6.00

Total
11.00
11.00

Table 6. The response type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cognition of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Response type
•
•
•
•
∗

The
The
The
The

type
type
type
type

related
related
related
related

to
to
to
to

the
the
the
the

internal resistance of batteries∗
life times of batteries
difference in the voltages of batteries
loads like the electric light bulbs

Frequency (%)
Pre-test
0 (0.0)
9 (60.0)
3 (20.0)
3 (20.0)

Post-test
9 (60.0)
1 (6.7)
2 (13.3)
3 (20.0)

Correct response

정확한 개념인 S 수준의 개념이 사전에는 약 0.7회 정도였
으나 사후에는 약 6.5회 정도로 늘어나 질적으로 이해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상적 일반화 수준인
PS2는 사전에는 약 3.8회 정도였으나 사후에는 약 0.9회
정도 줄어들었고, 줄어든 개념들은 S 개념 수준으로 향상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장 비과학적인 M 수준의
개념은 사전에는 약 6.5회 정도였으나, 사후에는 약 0.5회
정도로 줄어들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의 교사들이
M 수준에서 거의 모두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 이해도 향상 프로그
램은 초등학교 교사의 질적인 이해도 향상인 이해 수준의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하위
영역별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변화
이 프로그램의 질적 개념 이해도 변화인 이해 수준의 변
화를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의
각 문항별 응답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저항에 대한 인식 영역
①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한 인식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지는 1개의 서술형 문항과 11개의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서술형 1번 문
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이 문항은

저항에 대한 인식 영역 중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해 묻는
것으로, 규격이 같은 전지와 전구 그리고 규격과 길이가
같은 전선을 사용하여 전구에 불을 켠 전기 회로에서 한 전
기 회로의 불빛이 다른 전기 회로의 불빛보다 밝은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응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는 전지의
수명과 관련하여 응답하였고, 몇몇 초등학교 교사는 전압의
차이나 전구와 같은 부하 저항과 관련하여 응답하였으며,
정답을 기술한 초등학교 교사는 없었다. 이러한 응답 유형별
비율은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해 알아본 Hyun과 Shin [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고, 이는 전구들의 밝기 차이의 원인을 일차적으로
전지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6–20].
그러나 프로그램이 실시된 후의 사후 개념 검사에서는
많은 초등학교 교사가 정답을 기술하였고,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전지 수명, 전압의 차이, 전구와 같은 부하
저항과 관련하여 응답하였다. 이런 결과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을 통하여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지에 대한 부정확한 개념이 전지의 내
부 저항이 전기 회로에서 전류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정확한
개념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준다.
② 전선 저항에 대한 인식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전선 저항에 대해 인식하는
지를 묻는 2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응을 정답
과 오답으로 분류하고, 또한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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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levels of the concep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cognition of the resistance of electric
wire (Frequency (%)).
Content of question
The cognition of the
resistance of electric wire

No.

Test

2

Pre-test
Post-test

P
PS1
·
·

S
11 (73.3)
15 (100.0)

PS2
·
·

PS3
·
·

PS4
·
·

PS5
·
·

F
PS6
·
·

M
4 (26.7)

Table 8. The levels of the concep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region of the larg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Frequency (%)).
Content of Ques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in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No.

S

PS1

PS2

PS3

PS4

PS5

F
PS6

M

·

·

14 (93.3)

·

·

·

·

1 (6.7)

·

3 (20.0)

·

·

·

3 (20.0)

1 (6.7)

·

15 (100.0)

·

·

·

·

·

·

2 (13.3)

1 (6.7)

·

·

3 (20.0)

·

·

·

·

·

·

·

15 (100.0)

Post-test 8 (53.3) 3 (20.0)

·

·

2 (13.3)

·

·

2 (13.3)

·

·

14 (93.3)

·

·

·

·

1 (6.7)

·

3 (20.0)

·

·

·

3 (20.0)

·

·

14 (93.3)

·

·

·

·

1 (6.7)

·

3 (20.0)

·

·

·

3 (20.0)

1 (6.7)

Test

Pre-test

P

3
Post-test 8 (53.3)

Pre-test

·

5
Post-test 9 (60.0)
Pre-test

·

7

Pre-test
9

Post-test 9 (60.0)

Pre-test

·

11
Post-test 8 (53.3)

수준별로 분류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 문항은 같은
규격의 전기 소자를 사용하는 두 전기 회로에서 한 전기
회로에는 전구를, 다른 전기 회로에는 전선을 연결했을 때
어느 회로에서 큰 전류가 흐르는지 물어보는 내용이다. 2번
문항의 이해 수준 분석틀은 S와 M으로 2가지 이해 수준으
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인 ‘전선의 저항이 전구의 저항보다
작다’ 는 것을 인식하여 ‘전구의 저항이 전선의 저항보다
커서 전류가 작아지므로’, ‘전구를 제거하여 부하 저항이
크게 감소하여 전류가 커지므로’ 와 같이 작성한 경우에 해
당한다. 그리고 M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떤 부하 저항을 연결해도 전지에서 나오는 전류는 일정

하므로’, ‘전구가 연결되지 않은 전기 회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정답을 선택한 초등학교 교사가
73.3%였으나, 사후 개념 검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초등학교 교사가 정답을 선택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선이 전구보다 부하 저항이 작기 때문에, 전선을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 전류가 더 크게 나온다’ 는 S 수준으로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프로그램의 활동 중
전구를 연결한 단일 전지 전기 회로에서 측정된 전류값이
매우 적고 나침반 자침의 각도변화도 매우 적게 일어나는데
비해, 전구를 연결하지 않은 단일 전지 전기 회로에서는
측정된 전류값도 약 3 A 로 크고, 나침반 자침의 각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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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경험한 것이 초등학교 교사들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에서 전구가 연결된 전기 회로에서 계산된 부하 저항
의 크기와 전선만으로 구성된 전기 회로에서 계산된 부하
저항의 크기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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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5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
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
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까지 잘 알고 있었던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전류의

2)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경우인 학습
개념 영역
이 영역은 전구와 같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부하 저
항을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학습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
과 사후 개념 검사지의 문항 중 학습 개념에 대한 문항은 3,
5, 7, 9, 11번 문항으로, 5개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① 단일 전지와 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
류의 크기 비교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구를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단일 전지와 전지 2개의 직렬 연결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3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PS6, M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
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총저항이 거의 일정한
상태에서 전지의 기전력이 커지므로 전류는 증가하므로’,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이 총저항 증가량보다 커서 전류는
증가하므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부하 저항이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저항보다 큰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므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기전력 증가
량과 내부 저항 증가량의 크기가 비슷하므로, 내부 저항
이 늘어나서 전류의 크기가 비슷해진다’,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보다 내부 저항 증가량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늘어나서 전류의 크기가 작아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M 수준은 전지의 직렬 연결시
전압이 커지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M 수준을 나타낸 1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PS2 수준을 나타냈으나, 프로
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53.3%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PS2 수준에 있던 교사 중 일부는 사후에 PS6 수준
으로 오히려 이해 수준이 낮아졌다.

크기는 커진다’ 는 학습 개념에 대하여 현상의 원인을 파악
하는 수준으로 개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② 단일 전지와 전지 2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
류의 크기 비교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구를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단일 전지와 전지 2개의 병렬 연결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5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PS3, PS6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
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
하고 총저항이 일정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비슷해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부하 저항이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저항보다 큰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므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3 수준은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저항의 크기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으나,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작용하지 못하므로 인해 정답을 선택한 수
준으로 ‘부하 저항이 훨씬 큰 상황에서 전압은 같고 내부
저항의 증가가 미미하여 총저항은 일정하여 전류의 세기가
비슷하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하고 내부 저항의 감소로 인하
여 총저항이 감소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PS2 수준을 나
타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60.0%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PS2 수준에 있던 교사 중 일부는 사후
에 PS3와 PS6 수준으로 오히려 이해 수준이 낮아졌다.
이 프로그램은 60%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
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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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교사들이 지금
까지 잘 알고 있었던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전류의 크기는
일정해진다’ 는 학습 개념에 대하여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준으로 개념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③ 전지의 다중 직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구를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다중 직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을 묻는
7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1, PS4, M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과 세부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지
만 전지를 직렬 연결할수록 점점 커져서, 기전력 증가량만
큼 총저항의 증가량도 커지므로 전류는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1 수준은 내부 저항의 증가가 총저항 증가
의 원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수준으로 ‘기전력
증가량만큼 총저항의 증가량도 계속 커지므로, 기전력이
커지면 전류는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증가하
지 않는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4 수준은
현상의 원인은 파악하지만 세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전력 증가량보다 총저항의 증가량이 작으므로,
기전력이 커지면 전류는 비례하지는 않지만 계속 증가한다’
라고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M 수준은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와
전압은 직렬 연결하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M 수준을 나
타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53.3%로 과학
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S1수준에 20.0%, PS4 수준에 13.3%의
초등학교 교사가 분포하였으나, 여전히 13.3%의 초등학교
교사는 M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73.3%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
또는 과학적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1개에서부터 6
개까지 직렬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전류 증가량이
전지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경험하는 활동과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
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전지의 다중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구를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다중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을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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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PS6으로 3
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
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총저항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지의 기전력과 총저항이 거의 일정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일정하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부하 저항이 전지 1
개의 평균 내부 저항보다 큰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
게 나오므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하고 내부 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총
저항이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므로, 전류의 크기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다’,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하고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감소로 인하여 총저항이 감소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비례하여 커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M 수준을 나타낸 1명의 초등학교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PS2 수준을 나타냈으나, 프로
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60.0%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S2 수준에 20.0%, PS6 수준에 20.0%의 초등학교 교사가
분포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사전에 비해 사후 개념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반대로 인식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60%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
를 1개에서부터 6개까지 병렬 연결하여 전류를 측정하면서
전지 수에 상관없이 전류는 일정하다는 현상을 경험하는
활동과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
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⑤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비교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구를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 2개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했을 때
전류의 특성을 묻는 11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PS6, M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
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총저항이 비슷한 상황에서
전지의 기전력이 2배로 커지는 전지의 직렬 연결 회로가
기전력이 일정한 전지의 병렬 연결 회로보다 더 큰 전류가

1498

New Physics: Sae Mulli, Vol. 67, No. 12, December 2017

Table 9. The levels of the concepts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region of the smaller resistance of load
than the internal resistance of a battery (Frequency (%)).
Content of Ques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 with one battery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The magnitudes of the currents
in the electric circuits with
more than three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The comparison of the magnitudes
in the currents of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series connection and the
electric circuit with two
batteries in parallel connection

No.

Test

Pre-test

S

P
PS1

PS2

PS3

PS4

PS5

F
PS6

M

·

·

·

·

·

·

·

15 (100.0)

·

·

·

·

·

·

·

·

·

·

15 (100.0)

·

1 (6.7)

·

·

·

·

1 (6.7)

·

·

·

·

·

·

15 (100.0)

·

·

·

·

·

·

·

·

4
Post-test 10 (66.7)

Pre-test

·

3 (20.0) 2 (13.3)

·

6
Post-test 13 (86.7)
Pre-test

·

8
Post-test 10 (66.7)
Pre-test

·

Post-test

4 (26.7)

Pre-test

·

·

·

·

·

Post-test

8 (53.3)

·

1 (6.7)

·

·

2 (13.3) 2 (13.3)
·

1 (6.7)

·

15 (100.0)

·

1 (6.7)

·

15 (100.0)

10
3 (20.0) 1 (6.7)

·

4 (26.7) 2 (13.3)

·

12
3 (20.0) 3 (20.0)

·

흐른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현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부하 저항이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PS2 수준에 20.0%, PS6 수준에 20.0%, M 수준에 6.7%의

저항보다 큰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오므로’ 와

초등학교 교사가 분포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사전에 비해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사후 개념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하 저항과 전지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반대로 인식하여 나타난 현상이었다.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를 직렬로

이 프로그램은 약 5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연결하면 전지의 기전력은 커지나 내부 저항도 증가하게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되고,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 기전력은 그대로이나 내부

직접 전지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저항은 작아지므로 전류의 크기는 비슷하거나 비교할 수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

없다’,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정도로 크고, 부하 저항이 동일한 상태에서 전지를 직렬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결하면 내부 저항이 증가하여 전류의 크기가 작아진다’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큰 전기 회로에서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M 수준은 전지의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내용은 교육

연결 방법에 따른 전압의 크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학습된 개념이다. 학습 개념

해당한다.

에 대한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은 PS2 또는

사전 개념 검사에서 M 수준을 나타낸 1명의 초등학교

M 수준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수행

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PS2 수준을 나타냈으나, 프로

후에는 각 문항에서 5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53.3%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개념을 형성하여 개념 수준이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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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사들은 오히려 더 낮은 개념 수준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확고한 학습 개념과 새로운 분화
개념이 서로 혼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는 개념 변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의 갈등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1–25].

3) 부하 저항이 전지의 내부 저항보다 작은 경우인
분화 개념 영역
이 영역은 전구 대신 50 cm의 전선을 부하 저항으로 사용
하여 내부 저항보다 작은 부하 저항을 연결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분화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지의 문항
중 분화 개념에 대한 문항은 4, 6, 8, 10, 12번 문항으로, 5개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반응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① 단일 전지와 전지 2개를 직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
류의 크기 비교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선을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단일 전지와 전지 2개의 직렬 연결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4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5, PS6으로 3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과 총저항의 증가량이
비슷하므로, 전류의 크기는 비슷해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5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는 인식하지만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보다 총저항의 증가량이
크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가 작아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
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이
총저항의 증가량보다 크므로, 전류의 크기는 증가한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초등학교
교사가 M 수준 나타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
이 66.7%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PS5와
PS6 수준의 개념 이해에 그쳐 과학적 개념과는 거리가 먼
개념 수준에서 여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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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그램은 6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
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직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
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② 단일 전지와 전지 2개를 병렬 연결한 전기 회로의 전
류의 크기 비교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선을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단일 전지와 전지 2개의 병렬 연결시 전류의
크기를 비교하는 6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M으로 3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하고 내부 저항의 감소
로 인하여 총저항이 감소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커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부하 저항이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저항보다 작
은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M 수준은 저항은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M 수준을 나타
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86.7%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PS2 수준에 1명의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고,
여전히 M 수준에 머물러 있는 초등학교 교도 1명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약 8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병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부하 저
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
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③ 전지의 다중 직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선을 사용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다중 직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을 묻는
8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5, PS6, M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
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과 내부 저항의 증가로 인한 총저항의
증가량이 비슷하므로 전류의 크기가 비슷해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5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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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저항의 크기는 인식하지만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PS2 수준은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수준으로 ‘부하 저항이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보다 크기는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저항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실험 결

하지만,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이 내부 저항으로 인한 총저항

과가 그렇게 나온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4

증가량보다 크므로 전류는 비례하지는 않지만 증가한다’

수준은 현상의 원인은 파악하지만 세부 원인을 파악하지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의 기전력이 일정하고, 전지를 병렬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연결 할수록 전지의 내부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류는 비례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작아서, 전지의

하지 않지만 증가한다’ 라고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5

기전력 증가량보다 총저항의 증가량이 작으므로, 기전력이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는 인식하지만

커지면 전류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전지의 내부 저항의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의 기전력이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작은 상황에서,

일정하고, 전지를 병렬 연결 할수록 내부 저항이 줄어들어서

전지의 기전력 증가량보다 총저항의 증가량이 작고 전지의

전류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

내부 저항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전지의 기전력이 커지면

다. M 수준은 저항은 병렬 연결하면 감소한다는 것에 대한

전류는 커지다가 수렴한다’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M 수준은 저항은 직렬 연결하면 증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M 수준을 나타
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26.7%로 과학적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M 수준을 나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일부 생겨났고, 과학적 개

타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66.7%로 과학

념과 유사한 PS1 수준의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20.0%였다. 그리고 PS4, PS5, M 수준에도 일부의 초등학

수 있다. 그리고 PS5수준에 13.3%, PS6 수준에 13.3%의

교 교사가 분포하였다.

초등학교 교사가 분포하였으나, 여전히 6.7%의 초등학교
교사는 M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과학적 개념 또는 과학적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46.7%로 다른 문항들보다

이 프로그램은 약 6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그 비율이 저조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가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

직접 전지를 1개에서부터 6개까지 직렬 연결하고 전류를

램에서 직접 전지를 1개에서부터 6개까지 병렬 연결하고

측정하면서 전류가 거의 일정하다는 현상을 경험하는 활동

전류를 측정하면서 전류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현상을

과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경험하는 활동과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

전력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④ 전지의 다중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선을 사용

보인다.
⑤ 전지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 비교

한 전기 회로에서 전지의 다중 병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을

사전과 사후 개념 검사에서 부하 저항으로 전선을 사용한

묻는 10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분석

전기 회로에서 전지 2개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시 전류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1, PS2,

특성을 묻는 12번 문항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

PS4, PS5, M으로 6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이 문항의 분석틀은 S, PS2,

선택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

PS5, PS6으로 4가지 이해 수준으로 구성되었다. 답안 선택

인과 세부 원인을 인식하여 ‘전지 1개의 평균 내부 저항의

이유를 이해 수준별로 살펴보면, S 수준은 현상의 원인을

크기가 부하 저항보다 커서 총저항에 영향을 많이 주고,

인식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많이

전지를 계속 병렬 연결했을 때 전지의 기전력은 일정하나

주고, 전지의 직렬 연결시 내부 저항의 크기가 증가하여 전

전지의 내부 저항은 감소량이 점점 줄어들다가 일정해져서

류가 일정하고, 전지를 병렬 연결시 내부 저항의 감소로 전

전류의 크기가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

류가 커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2 수준은

우에 해당한다. PS1 수준은 전지의 내부 저항의 감소율에

현상을 통하여 일반화한 수준으로 ‘부하 저항이 전지 1개의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평균 내부 저항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실험 결과가 그렇게

일정한 전압에 비해 내부 저항이 감소하여, 전류의 크기는

나온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5 수준은 부하

증가하다가 일정해진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는 인식하지만 현상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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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파악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가
총저항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고, 전지를 직렬 연결하면
기전력 증가율이 내부 저항의 증가율보다 커서 전류가 증
가하고, 전지를 병렬 연결하면 기전력은 그대로이나 내부
저항은 작아지므로 전류가 증가하여 두 전기 회로의 전류의
크기는 비슷하거나 또는 비교할 수 없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PS6 수준은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여 ‘전지의 내부 저항이 부하 저항에
비해 매우 작아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총저항이 비슷한 상
황에서 전지의 기전력이 2배로 커지므로, 전지의 직렬 연결
회로가 전지의 병렬 연결 회로보다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와
같이 기술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전 개념 검사에서 초등학교 교사 모두 M 수준을 나타
냈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S 수준이 53.3%로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초등학교 교사가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S5 수준에 20.0%, PS6 수준에 20.0%의 초
등학교 교사가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약 50%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었는데, 이는 프로그램에서
직접 전지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면서 전류를 측정하고,
부하 저항과 전지의 내부 저항, 전지의 기전력 자료를 해석
하는 과정을 통해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는 활동이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 향상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실시한 사전 개념 검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지의 다중 직렬 연결시 전류의 특성을
비교하는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학습 개념 문항에서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정답을 기술하였다. 그러나
분화 개념 문항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교사들은 오답을 기
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도를 조사한 Hyun 과
Shin [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후 개념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통해 분화 개념 문항에서 많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정답을 선택하였고, 초등학교 교사가
형성한 개념 수준도 향상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 프로
그램이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을 초등학교
교사가 이해하는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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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교사의 개념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Kang 등 [15]이 개발한 프로
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3인 1조로 총 5개 조에 이 프로그
램을 투입하였다. 프로그램을 투입하기 전과 후에 개념
검사를 실시하여 양적으로 이해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았고,
질적으로 이해 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적인 이해 상태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
램을 초등학교 교사에게 투입한 결과 사전보다 사후 개념
검사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어 이 프로그램은 초
등학교 교사의 이해 상태를 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
둘째, 질적인 이해 수준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과학적
개념의 평균빈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크게 증가하였고,
오개념은 사전에 비해 사후에 크게 감소하여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도
효과가 있었다.
셋째, 질적인 이해 수준의 변화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개념 검사지의 내용 영역별로 이해 수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저항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 전지의 내부 저항에 대해
인식을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사전에는 없었으나 사후에는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게 되었고, 전선을 저
항으로 인식하는 교사는 사전에는 73.3%였으나 사후에는
모든 초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 개념 영역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를 살펴
보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이미 많은 초등학교 교사
들이 학습 개념에 대해 알고 있으나 과학적 개념을 형성한
경우는 없고 주로 현상을 통한 일반화 단계에 대부분 속해
있었으나, 프로그램 수행 후에는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교
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였고, 나머지 초등학교 교사들도
이해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일부 초등학교 교사들은 여전히
낮은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이 서로 혼동이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념 변화
과정에서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섯째, 분화 개념 영역에 대한 이해 수준의 변화를 살

IV. 결론 및 제언

펴보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초등학교 교사는 모두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수행 후에는 10 번 문항을

이 연구는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 및 중등 과학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고, 초
등학교 교사의 개념 이해를 분석한 결과 오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오개념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는 Hyun과
Shin [1,3,14]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항에서 절반 이상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을 형성하였다. 10번 문항에서는 절반 수준의
초등학교 교사가 과학적 개념 또는 유사 과학적 개념의 이
해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일부 초등학교 교사는 낮은 이해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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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내부 저항과 부하 저항의 크기를 혼동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6] E. Choi, S. Hong and K. Lee, Sae Mulli 53, 263

따라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
해도 향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교사의 이해 상태 및 이해
수준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다. 이는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7] D. Hyun and S. Park, New Phys.: Sae Mulli 62,

학교 교사가 예상하고 직접 실험한 후 예상과 실험 결과를
비교하고, 실험 데이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해도가 향
상된 것으로 여겨진다.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학습 개
념과 분화 개념은 전자기 관련 실험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학습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개념이므로 초등학교 교사와 초등 예비교사 뿐만 아니라
중등 과학 교사와 중등 예비 과학 교사에게도 필요한 과학
내용 지식이다. 따라서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류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은 초· 중등 교사 또는 초·
중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기 관련 교사 전문성
프로그램 개발에 이용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적용 후 그
효과를 알아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교사의 개념 이해 변화만을 다루었지만, 교사들의
개념 변화가 학생들의 학습 개념과 분화 개념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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