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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ses from students confronted with a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For this purpose, we made a questionnaire that
would lead students to a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related with the concept of the mechanical
balance and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20 university students’ to the situ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students exhibited five types of responses to anomalous data: denial,
abeyance, choice, critical embrace, and non-critical embrace. Furthermore, the response types that
the students exhibited when confronted with a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could be divided into
four types: maintained, returned, changeable, and compromised. Most of the students’ responses to
the anomalous situation were determined with no rational basis or reason. Moreover, students with
low confidence in their own initial expectations tended to change their expectations more easily in
anomalous situations to accept evidence that confirmed their ideas more easily than evidence that
refuted their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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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평형에 관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대학생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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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인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학생에게 나타난 반응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역학적 평형 개념에 관한 지속적 불일치 상황을 유도할 수 있는 검사 문항을 제작하여 대학생
20명의 반응을 조사하고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불일치 자료에 대한 학생의 반응은 거부, 보류,
우선 선택, 비판적 수용, 무비판적 수용 등 5가지가 나타났으며,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불일치 자료에 대해
자신의 예상 변경 여부에 따라 나타난 응답 유형은 유지형, 회귀형, 변화형, 절충형 등 모두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학생들이 불일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은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동반하지 않은
채 정해졌다. 또한 처음 예상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불일치 상황에서 자신의 예상을 쉽게
바꾸며, 자신의 생각을 확증해주는 증거를 더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PACS numbers: 01.40.Fk, 01.40.Ha
Keywords: 불일치 상황, 불일치 자료, 응답 유형, 역학적 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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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Posner, Strike, Hewson & Gertzog는 학생의 기존 개념
이 새로운 현상을 성공적으로 이해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러한 보다
급진적인 개념변화의 형태를 조절 (accommodation) 이라
고 불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절이 일어나기 위한 4가지
조건을 언급하며, 그 첫 번째로 기존 개념에 대한 불만족을
들었다 [1]. Dreyfus, Jungwirth & Eliovitch는 개념변화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인지갈등 유발을 제안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선개념에 불일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자신의
선개념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2]. 즉, 불
일치 상황에 대면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선개념에 대한
불만족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불만족은 개념변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Kwon, Lee & Kim은
인지갈등과 개념변화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며 결론적으로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개념변화의 필요조건이 된
다고 보았으며 [3], 이러한 맥락에서 효과적인 개념변화를
위해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는 전략을 사용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다 [4–8].
하지만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는 것이 개념변화에 항상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9–11]. 불일치 상황
을 대면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불일치 상황을 받아
들여 기존의 이론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며, 불일치 자료가
제시되었을 때 기존의 이론을 폐기하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
들이는 경우도 있는 반면, 기존의 이론을 수정하여 자신의
이론을 지키는 경우도 있다 [12]. 불일치 상황을 대면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Chinn & Brewer
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들은 먼저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학생들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으로 7가지 반응 유형을 제
안하였고 [13], 실험적 연구를 통해 1가지 유형을 추가하여
무시 (ignoring), 거부 (rejection), 불확실 (uncertainty), 배
제(exclusion), 보류(abeyance), 재해석(reinterpretation),
이론 주변부의 변화 (peripheral theory change), 이론 변화
(theory change) 등 모두 8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14]. 그
외에도 불일치 상황을 대면한 학생들이 개념변화 이외에 다
양한 여러 반응을 보인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 [12,15–17].
또한 학생의 선개념은 매우 견고해서 [18–20] 한번 불일치
상황을 대면한다고 해서 과학적 개념으로의 변화가 잘 일
어나지는 않으며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한 경우에도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원래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다
[20–22]. 단순히 한 가지 불일치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는
개념변화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3], 불일치 상황을
거부하거나 재해석하는 학생들의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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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 자료 (multiple data)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13].
Seo는 하나의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는 단일불일치 상황
보다 다중불일치 상황 (multiple anomalous situations) 이
개념변화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기대하며, 다중불일치
상황에서 대면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3]. 여기서 다중불일치 상황이란 어떤 한 가지 개념구조에
대해서 선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이상의 현상들을 접
한 상황이다. 그의 연구에서는 간단한 전기회로라는 하나의
개념에 대해 제시한 7개의 상황에서 전구에 불이 켜질지를
예상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중불일치 상황을 접하도록
하였다.
Jeon, Noh & Park은 반복되는 (repeated) 불일치 상황에
서 학생들이 반응을 조사하였다 [24]. 즉, 처음 3개의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여 그 결과를 예상하게 하고, 현상 제시 또는
논리 제시 방법으로 불일 상황을 하나씩 제시하며 처음 한
예상을 바꿀지 유지할지 물어보고 불일치 상황의 결과를
확인시켜주며 학생들의 인지 갈등 정도를 조사하였다.
Lin 은 추가적인 실험이나 대안적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반복 가능한 (repeatable) 실험을 통해 얻은 불일치 자
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25]. 그 결과, Lin
은 Chinn & Brewer [14]가 밝힌 8가지 반응 유형 이외에
자료의 해석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반응하는 자료의 불확실
(uncertainty of interpretation) 을 추가하였다. 또한 학생
들이 실험 결과에 대한 불일치 자료를 대면했을 때 추가
적인 매개 활동 (mediator) 없이 단순히 최종 반응을 하는
경우와 추가적인 매개 활동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최종 반
응을 하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여기서 매개 활동은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처음 제시된 실험 결과를 검증하는
확증(confirmation)과 교사나 친구들과 불일치 자료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 (discussion) 등 2가지를 제시하였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선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여러
개 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Seo의 연구
[23]에서는 여러 개의 불일치 자료를 동시에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다중불일치 상황을 접하도록 하였고, Jeon, Noh
& Park의 연구 [24]에서는 유사한 과제에 대한 여러 개의
불일치 상황을 하나씩 제시하는 반복되는 불일치 상황을
제안하였다. Lin의 연구 [25]는 실험 상황이 반복 가능하
므로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추가 실험을 수행하거나 교사
및 동료와 토론함으로써 불일치 상황을 여러 번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이 연구에서는 제시한 불일치 상황에 대해
학생의 예상이 바뀐 경우에는 바뀐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은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이 대면
하는 불일치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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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상황을 다중불일치 상황이나 반복되는 불일치상황
등과 구별하여 지속적 불일치 상황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이라고 명명하였다. 즉, 지속적 불일치 상황이란
학생들의 예상이 변함에 따라 변화된 예상에 반하는 불일치
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예상
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학생들의 반응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효과적인 개념변화를 위해 중요한 일이다. 개념변화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은 과학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나 제시된
상황에 대해 옳게 응답한 학생 중에도 과학적이지 않은 개
념을 갖은 경우들이 있다 [9,26]. 따라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처음 응답과 배치되는 설명을 추가로 제시한다면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

Fig. 1. (Color online) The anomalous situation of this
study (a) The lever is maintaining equilibrium. (b)
When you place an object 3 on the right end of the upper
bar, in which direction will the lever lean?

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자신의 예상에 대한 불일치 자료를
접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과 그 특징에 대해

에서 지레 위쪽 막대의 오른쪽 끝에 물체 3을 올려놓으면

알아보고자 한다.

지레는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지 묻고 있다.
검사도구는 < 단계1>∼< 단계6> 의 여섯 개 단계로 구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마다 Fig. 1과 같은 상황에서 지레가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예상이 포함
되어 있다. 학생의 초기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 단계1> 과
최종적인 선택을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 단계6> 에서는
지레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에 대한 예상만으로 되어 있다.

이 연구는 편의 표집을 통해 선정한 물리교육 전공 대학생

반면, < 단계2>∼< 단계5> 에서는 바로 전 단계에 학생이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불일치 상황은

예상한 것과 다른 주장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학생이 이

역학적 평형에 관한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설명을 읽은 후 자신의 예상을 다시 결정하도록 구성하였

힘, 돌림힘, 무게중심 등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연구

다. 즉, 학생이 앞의 예상에서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대상자들은 모두 최소한 일반물리학 강좌를 수강하였음으

응답하면 왼쪽으로 기우는 것을 주장하는 설명을 제시하고,

로 이들 개념을 학습한 상태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설문

왼쪽으로 기울 것이라고 응답하면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을

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3명이며, Fig. 1과 같은 상태에서

주장하는 설명을 제시하므로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일치

지레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처음 예상하는 < 단계 1>

상황을 대면하도록 설계하였다. < 단계2> 에서는 체중계

에서 옳은 응답인 오른쪽을 선택한 학생은 20명이고 틀린

위에 선 사람이 체중계 밖으로 팔을 뻗은 채로 물체를 들

응답인 왼쪽을 선택한 학생은 3명이었다. < 단계1> 에서

었을 때 체중계의 눈금에 물체의 무게가 추가된다는 것을

틀린 응답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응답 유형을 분석하기에는

설명하며, < 단계4> 에서는 제시된 지레의 아래쪽 막대에

대상자가 너무 작아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즉, 이

작용하는 토크를 고려하는 경우를 설명하며 지레가 왼쪽으

연구는 < 단계1> 에 대해 옳은 응답인 오른쪽을 선택한 20

로 기우는 것을 주장한다. 반면, < 단계3> 에서는 무게중심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명의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14

의 이동을 설명하며, < 단계5> 에서는 지레의 위쪽 막대에

명, 여학생은 6명이다.

작용하는 토크를 고려하여 지레가 오른쪽으로 기운다고
주장한다 ([Appendix A] 참조).
학생의 응답에 따라 학생에게 제시되는 다음 단계가 달

2. 지속적 불일치 상황 및 검사도구 개발

라지므로 학생에 따라 제시되는 단계의 수가 다를 수 있다.
Fig. 2는 학생이 선택한 예상에 따라 제시되는 단계를 나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불일치 상황은 역학적 평형과 관련된

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연구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문제로, Fig. 1(a) 와 같이 지레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학생1은 < 단계1> 에서 오른쪽을 예상하였으므로 <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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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ss to present stages.
2> 를 거쳤다. 이 학생은 < 단계 2> 에서 다시 오른쪽을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 학생은 < 단계3> 이 아닌 < 단계4>
로 진행하였다. < 단계4> 에서 이 학생은 예상을 왼쪽으로
변경하였고 < 단계5> 가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 단계
6> 을 진행하며 이 학생이 최종 예상이 왼쪽임을 확인하
였다.
< 단계2>∼< 단계5> 에서 학생들은 전 단계에 자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주장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제시된 설명
이 이해 가능한가? ’ , ‘제시된 설명에 따른 답이 이전 단계의
자신의 답과 같은가? ’ , ‘제시된 설명이 타당한가?’ , ‘당신의
예상을 바꾸겠는가? ’ 등 네 가지의 질문에 대해 Yes나 No
로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질문인 ‘제시된 설명이 이해
가능한가? ’ 라는 질문은 학생이 자신의 예상과 반대되는
논리적 설명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
Posner et al. [1]이 제시한 개념변화 조건 중 두 번째인 ‘A
new conception must be intelligible.’ 에 해당한다. 제시된
설명을 이해할 수 없어 이 질문에 대해 No라고 응답한 학생
은 제시된 설명이 불일치 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연구의 대상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제시된 논리 설명은
항상 학생이 이전 단계에서 한 자신의 예상과 다르기 때문에
연구 대상자가 제시된 설명을 옳게 이해하였다면 두 번째
질문인 ‘제시된 설명에 따른 답이 이전 단계의 자신의 답과
같은가? ’ 에 대해 No라고 응답해야 한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Yes라고 응답한 학생은 현재 제시된 주장이나
진행되는 상황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각각 Yes, No라고 응
답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연구의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
이 연구에 참여한 20명은 모두 모든 단계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각각 Yes, No라고 응답하였으므로 불일치
상황에 대해 연구하는 이 연구의 대상자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질문인 ‘제시된 설명이 타당한가? ’ 는 학생이
제시된 논리적 설명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학생이 제시된 설명에 대한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때 설명이 타당하다고 믿는 것은 학생이 자신의

Fig. 3. (Color online) A part of the questionnaire.
예상을 바꾸기 위한 조건으로 볼 수 있어, 마지막 질문인
‘당신의 예상을 바꾸겠는가? ’ 의 응답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각 학생들이 세 번째 질
문의 응답에 따라 네 번째 질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즉
학생의 예상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3. 검사 시행
검사는 한 명씩 개인별로 진행하였다.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불일치 상황 및 각 단계는 PPT 파일로 제작하
여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하였다. 단계별로 학생이 예상한
결과를 화면에서 선택하여 클릭하면 하이퍼링크 기능을
사용하여 학생의 선택별로 다른 단계, 즉 학생의 예상과
다른 결과를 주장하는 단계로 이동하도록 구성하였다.
컴퓨터 화면으로 제시되는 단계 이외에 Fig. 3과 같이
별도의 질문지를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선택을 기록하게
하였으며, 컴퓨터에서 제시되는 검사도구와 질문지 사용에
대해 안내하는 간단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검사 시행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4. 면담
각 단계별로 학생이 자신의 예상과 다른 주장에 대한 설
명을 읽은 후 자신의 예상을 바꾸거나 바꾸지 않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한 20명 전원을 대상으로 반구조
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학생이 작성한 질문지의
결과를 토대로 검사 시행이 끝난 직후 실시하였다. 면담에
서 사용한 질문은 대체로 ‘그 단계에서는 왜 그렇게 예상하
였는가? ’ , ‘왜 제시된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였는가? ’ ,
‘왜 제시된 설명이 타당함에 불구하고 자신의 예상을 바꾸지
않았는가? ’ 등과 같다. 면담 과정은 녹음하여 그 내용을
전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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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불일치 상황에 대한 반응
<단계2>∼<단계5>의 각 단계에서 제시한 네 가지 질문
중 ‘제시된 설명이 타당한가? ’ 와 ‘당신의 예상을 바꾸겠는
가? ’ 에 대한 학생의 응답과 면담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이
각 단계에서 대면하는 불일치 상황에서 예상을 바꾸거나 예
상을 바꾸지 않은 이유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 학생들은 불일치 자료에 대해, 즉 이전 단계에서 한
본인의 예상과 반대되는 주장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였을
때, ‘거부’ , ‘보류’ , ‘우선 선택’ , ‘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등 5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반응은 해당 설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
만 이 연구의 대상인 학생의 ‘거부’ 반응에서 제시한 설명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보류’ 반응은 해당 설명이 현재까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
단한다. 하지만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Table 1. Students’ response to anomalous data.
Student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tage 2
D
D
D
D
E
U
D
E
A
E
E
D
D
A
A
U
U
A
D
A

Stage 3

E
U

Stage 4
D
U
D
U
C
A
A

C
U
C

U
U

U
A

Stage 5
U
�
U

C
C
U

D
D
A
D
U
C
D
D
D

C
C

예상하며, 자신은 현재 반박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타당해 보일 뿐, 옳은
설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지

D: Denial, A: Abeyance, C: Priority Choice, E: Critical
Embrace, U: Uncritical Embrace

않는다.
반면, ‘우선 선택’ 반응은 제시된 설명과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가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사
실 오른쪽으로 기우는 것과 왼쪽으로 기우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은 설명 자체는 둘 다 타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을 변경할 것인지

Table 2. Frequency by type of response.
Abey Priority Critical Uncritical
Total
ance Choice Embrace Embrace
Frequency 16
9
8
5
14
52
(%)
(30.8) (17.3) (15.4)
(9.6)
(26.9) (100)
Denial

변경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둘 중 어는 것을 더
타당하게 보느냐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때 학
생들이 선택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수용’ 반응은 제시된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
고,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이유와 해당 설명을
비교한다.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선
택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파악하고 새로운 설명을 수용하여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였다.
‘무비판적 수용’ 반응 또한 제시된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
단한다. 그러나 ‘비판적 수용’ 반응과 달리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선택 이유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새로운 설명이 타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반응 유형은 Chinn & Brewe의 연구 [13,14]와 유사
한 면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개념의 변화가 아닌 현상에
대한 예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반응 유형을 구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 단계2>∼< 단계5> 에서 각 학생들이 보인 반응 유형은
Table 1과 같다.
< 단계2> 는 20명 모든 학생에게 제시되었으며, < 단계
3> 은 7회, < 단계4> 는 18회, < 단계5> 는 7회 제시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이전 단계에서 한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불일치 자료를 대면한 횟수는 총 52회였다. 52차례의 불일
치 자료를 대면했을 때, 학생들이 보인 52회 반응의 유형별
빈도는 Table 2와 같다.
학생들이 대면한 52회의 불일치 자료에 대해 가장 많이
나타낸 반응은 ‘거부’ 반응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였
다. ‘무비판적 수용’ 반응이 26.9%, ‘보류’ 반응이 17.3%,
‘우선 선택’ 반응이 15.4% 나타났고, ‘비판적 수용’ 반응이
9.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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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학생들은 자신이 전 단계에서 한 예상에 따라 < 단계
2>∼< 단계5> 중 2∼4개의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마다 지
레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를 예상하였다. 각 단계마다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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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by responses pattern to the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RR LLR RLR LRR RLN LRLL LRLR Total
Frequency 10
2
2
3
1
1
1
20
(%)
(50) (10) (10) (15) (5)
(5)
(5) (100)

예상이 오른쪽인 경우는 R, 왼쪽인 경우는 L로 코딩하여
각 단계의 예상 결과인 R와 L의 조합으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학생 개인의 전체적인 응답을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학생1은 < 단계1>, < 단계2>, < 단계4>, <
단계5>, < 단계6> 등 5개의 단계를 거쳤는데, 각 단계에서
각각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을 예상하였다.
모든 연구 대상자가 < 단계1> 에서 오른쪽을 선택하였고 <
단계6> 에서의 예상은 < 단계5> 와 항상 같으므로 < 단계

Table 4. Frequency by responses type to the sustained
anomalous situation.
Type
Maintained
Returned
Changeable
Compromised
Total

Responses Pattern
RR
LLR, RLR, LRR
LRLL, LRLR
RLN

Frequency (%)
10 (50)
7 (35)
2 (10)
1 (5)
20 (100)

1> 과 < 단계6> 에서의 예상은 학생의 응답을 나타내는데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학생1
의 응답은 < 단계2>, < 단계4>, < 단계5> 에서의 예상인
오른쪽, 오른쪽, 왼쪽을 순서대로 연결하여 RRL로 나타내
었다. 한 명의 학생이 < 단계5> 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평형을 이룰 것이라고 응답하였는데, 평

제3의 선택을 한 경우이다.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대한
응답 유형별 학생 빈도는 Table 4와 같다.
‘유지형’ 이 전체의 50%인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귀
형’ 이 7명 (35%) 이었으며, ‘변화형’ 과 ‘절충형’ 이 각각 2
명 (10%) 과 1명 (5%) 이었다.

형을 이룬다는 응답은 N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20명 학생
들의 응답은 RR, LLR, RLR, LRR, RLN, LRLL, LRLR
등 총 7가지로 나타났다. Table 3은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응답별 학생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신의 예상과 불일치한 주장을 2번 대면하였으나 자신의
예상을 한 번도 변경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기울 것을 예상
한 RR이 전체의 50%로 가장 많았으며, 예상을 2번 변경한
LLR, RLR, LRR이 각각 2∼3명, 예상을 3번 변경한 LRLL
과 4번 변경한 LRLR이 각각 1명씩이었다. 처음 자신의 예
상과 다른 주장을 대면했을 때는 예상을 변경하지 않다가 또
다른 논리로 재차 예상과 다른 주장을 대면했을 때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고, 다시 그와 반하는 주장을 대면하였을 때는
평형을 이룬다고 응답한 RLN인 학생도 한명 나타났다.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인 응답은 크게 ‘유지
형’ , ‘회귀형’ , ‘변화형’ , ‘절충형’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지형’ 은 지속적 불일치 상황을 대면하였을 때 처음 <
단계1> 에서의 응답을 계속해서 유지한 경우이다. ‘회귀형’
은 < 단계1> 에서 한 예상을 중간 과정에 바꾸었다가 다시
예상을 바꾸어 최종적으로 자신의 처음 예상으로 돌아간

1) 유지형
‘유지형’ 은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응답이 RR 인
경우이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각 단계별 불일치 상황에서
모두 거부와 보류 반응만 나타냈다. 거부의 경우, 학생들은
제시된 불일치 상황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고, ’ 위쪽
막대의 오른쪽 위에 물체를 올렸기 때문에 아래쪽 막대에
작용하는 힘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 오른쪽에 올려
놓았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한다.’ 와 같이
불일치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였으며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보류는 대체로 불일치 상황이 타당해 보여 반박할
수는 없지만, ‘제시된 설명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잘못됐을 것 같다.’ 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
만 경험적인 부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와 같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한 경우이다. ‘유지형’ 인 학생들은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자신의 예상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예
상과 다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하였지만
자신의 처음 예상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우이다. 반면 ‘변화형’ 은 3번 이상 자신의 예상을 바꾼
경우이다. 마지막에 자신이 처음 한 예상으로 돌아간 경우라
도 지속적 불일치 상황을 대면하며 자신의 예상을 3번 이상
바꾼 경우는 ‘변화형’ 으로 분류하였다. ‘절충형’ 은 자신의
예상과 그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2) 회귀형
자신의 처음 예상을 중간 과정에 바꾸었다가 최종적으로
자신의 처음 예상으로 돌아간 ‘회귀형’ 에 속하는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한 응답은 LLR, RLR, LRR 등이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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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R와 같이 응답한 경우는 첫 번째 불일치 상황인 <
단계2> 에서 자신의 예상과 다른 설명을 읽고 보인 반응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 ‘처음
나의 예상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는데, 다른 설명을 들
으니 아닌 것 같았다.’ 등과 유사하였다. 즉, 학생들의 면담
내용을 살피면 처음 자신의 예상은 직관에 의존했으며, 그
러한 예상에 대한 확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응답
유형의 학생은 불일치 상황을 반박하지 못할 경우, ‘거부’
나 ‘보류’ 반응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우선 선택’
반응을 보이며 비교를 통해 더 그럴 듯해 보이는 설명을
선택하였다. 예를 들면, < 단계5> 에서 지금까지 오른쪽과
왼쪽을 주장하는 설명을 비교하며 ‘지금 설명이 (앞의 설명
보다) 더 그럴 듯한 것 같아요.’ , ‘두 생각을 비교했을 때,
지금 생각이 더 그럴듯해 보였다.’ 와 같이 선택한 이유를
말하였다. 불일치 상황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어떠한 불일치
상황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유지형’ 의 반응과는 차이를
보였다.
RLR의 응답을 보인 학생들은 < 단계2>, < 단계4>, <
단계5>에서 각각 ‘거부’ , ‘무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의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거부’ 반응은 ‘오
른쪽으로 기운다는 설명은 그럴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고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의
예상을 결정하였고, ‘무비판적 수용’ 반응은 ‘작용, 반작용을
이용해서 설명했으므로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다.’ , ‘힘을
표시해서 토크를 설명하였는데, 타당한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은 불일치 상황을 이전 자신의
예상과 비교해보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으며, 단순히 불일치
상황으로 제시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신의 예상을 변경할지를 결정하였다.
반면, LRR의 응답을 보인 학생들은 처음 < 단계1> 에서
의 예상이 직관에 의존했으며 이러한 자신의 예상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았다. 즉, 학생들은 면담에서 ‘단순하게 생각
했던 내 생각이 잘못된 것 같다.’ , ‘처음 나의 예상은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었는데, 설명을 들으니 아닌 것 같았다.’ 와
같이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 단계2> 에서 자신의 처음 예
상을 어렵지 않게 바꾸었다. 두 번째 불일치 상황인 < 단계
3> 에서 학생들은 모두 자신의 예상을 다시 바꾸어 처음
예상과 같은 오른쪽을 선택하였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오른쪽으로 기운다는 무게중심 설명은 처음 나의 설명과
비슷했다. 그래서 더 옳은 것 같았다.’ , ‘처음에 한 직관적인
나의 생각과 지금의 설명이 같아서 지지하게 되었다.’ 와
같이 진술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은 < 단계2> 의 첫 번째
불일치 상황에서의 설명과 <단계3>의 두 번째 불일치 상황
에서의 설명 중 두 번째 불일치 상황에서의 설명을 선택하여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두 번째 불일치 상황에서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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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처음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설명이었기 때문이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반증하는 증거보다 확증해주는
증거를 더 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 단계4> 에서 세
번째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 학생들이 예상을 바꾸지
않은 것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반증하는 증거보다
확증해주는 증거를 더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3) 변화형
LRLL과 LRLR과 같이 지속적 불일치 상황을 대면하며
자신의 예상을 3번 이상 바꾼 경우가 ‘변화형’ 에 속한다.
LRLL과 같이 응답한 학생은 < 단계2>∼< 단계5> 의 각
단계별 불일치 상황에 대한 반응이 각각 ‘무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 ‘우선 선택’ , ‘우선 선택’ 으로 나타났다.
반면 LRLR인 학생의 각 단계별 반응은 ‘무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 ‘우선 선택’ 으로 나타
났다.
‘변화형’ 의 특징은 처음에는 모두 자신의 이전 예상과
비교나 갈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불일치 상황으로
제시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예상을 변경
하였다. 하지만 불일치 상황이 거듭될수록 자신의 이전
예상들과 불일치 상황으로 제시된 설명을 비교하게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결국 자신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하
나의 설명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인 불일치
상황을 대면하면서 전반부에는 주어진 설명과 자신의 이전
예상을 비교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았지만 후반부에는 제시
된 불일치 상황을 자신의 이전 예상과 비교해봄으로써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절충형
‘절충형’ 에 속하는 응답은 RLN이다. 이 유형의 학생은
두 번의 불일치 상황까지는 ‘보류’ 와 ‘무비판적 수용’ 반
응을 보이며, 이전 자신의 예상과 비교하는 과정은 거치지
않고 단순히 불일치 상황으로 제시한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예상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 하지만 < 단계5> 의 세 번째 불일치 상황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설명 및 자신의 예상과 이 단계에서 제시한 설
명을 비교를 하였고, 두 설명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때 ‘우선 선택’ 반응을 보였는데, 다른 응답 유형에서는 두
설명 모두 타당하다고 여길 경우 둘 중 더 설득력이 있거나
포괄적인 설명 하나를 선택하는데 반해 이 유형의 학생은
그 두 설명의 절충안인 가운데 평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
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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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제언

등에 의존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설명을 제시하면 쉽게 자신의 옳은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대학생의
반응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불일치 자료에 대해 ‘거
부’ , ‘보류’ , ‘우선 선택’ , ‘비판적 수용’ , ‘무비판적 수용’
등 5가지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대해
학생들이 연속적으로 보인 응답 유형은 ‘유지형’ , ‘회귀형’ ,
‘변화형’ , ‘절충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와 개별 면담을 바탕으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면한 대학생의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학생들이 불일치 상황에 대해 보인 반응은 대부분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동반하지 않은 채 정해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불일치 자료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는 거부 반응이 전체
불일치 자료에 대한 반응의 30.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
타났으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시된 설명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였다. 비판적 수용의 반응을 모인 4
명은 모두 < 단계2> 에서 제시된 설명을 받아들이며 자신의
처음 예상을 바꾼 경우인데, 이들 모두는 처음 예상을 직관
에 의해 선택한 경우이며 < 단계2> 의 설명이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럴 듯하게 보여 이를
선택한 경우로 자신의 처음 예상이 왜 잘못되었는지 따져
보지 못한 상태이다. 나머지 보류나, 우선 선택, 무비판적
수용 반응 역시 불일치 자료에 대한 응답 선택에 대한 적절
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이다. ‘유지형’ 의 학생들은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변함없이 옳은 응답을 선택한 경
우인데, ‘유지형’ 의 응답 유형을 보인 학생들을 포함하여
‘회귀형’ , ‘변화형’ , ‘절충형’ 의 응답 유형 학생들도 모두
합리적이 근거나 이유 없이 자신의 응답을 선택한 것이다.
둘째, 처음 예상에 대한 확신 정도가 낮은 학생일수록
지속되는 불일치 상황에서 예상을 자주 바꾸는 경향을 보
였다. 각 불일치 상황에서 예상을 변경한 이유는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자신이 선택한 이유가 직관에 의존했거나 특별
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후에 제시되는 불일치
자료를 보고 자신의 기존 예상을 쉽게 바꾸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확증해주는 증거를 더 수
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참여자 20명 중 18명의 학생은
최종적인 선택에서 자신이 처음 예상한 것과 같은 예상을
선택하였다. 면담 내용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예상을 뒷
받침해주는 증거와 반증할 수 있는 증거 중 자신의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더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대면한 문제 상황에서 선택한
답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직관

선택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고 자신의 선택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택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
다. 즉, 학생들이 불일치 상황에 대해 옳게 예상한 경우에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완전하지 못하며 비과학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단일 불일치 상황을 제시한
경우 학생의 개념이 과학적이지 않더라도 제시된 상황에
대한 결과가 자신의 예상과 일치하면 그 상황은 더 이상
그러한 학생에게 불일치 상황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으며
학생이 자신의 불완전한 개념을 과학적으로 옳다고 여기게
끔 함으로써 개념변화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26]. 반면 지
속적으로 불일치 상황을 제시하였을 때는 처음에는 자신의
예상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불일치 자료와 자신의
이전 예상을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지속적 불일치 상황 제시는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더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제시된 자료와 일치하지만
불완전한 자신의 선개념을 다시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이 대학 일반물리 수준으로 어
렵지 않았으며 직관적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쉬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 제시된 상황에 대해 옳게 예상
하였다. 그래서 처음에 예상이 옳지 않은 학생들이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 대해 보이는 반응을 알아볼 수 없었다. 반면
제시된 상황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이 옳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합리적이고 논
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즉, 지속적
불일치 자료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다양하지 않고 몇
개의 유형으로 제한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제시된 불일치
상황에 대해 좀 더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적절한
난이도와 소재의 불일치 상황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처음에 예상이 옳지 않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불일치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살펴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하며 유형에
따른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그러한 유형의 반응
을 보이는 원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속적 불일치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이는 반응의 원인을
밝히는 후속 연구를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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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 단계2>∼< 단계5> 에서
제시한 설명
< 단계2>
질량이 60 인 사람이 체중계 위에서 팔을 앞으로 뻗어
3의 물체를 들고 있을 때, 체중계의 눈금은 63을 가리켜.
그것은 체중계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증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 이러한 상황을 문제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물체를
올렸을 때 사람 아래의 나무막대를 누르는 힘이 증가하여
왼쪽으로 기울어질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도 물체를 올렸을
때, 나무토막2가 아래의 나무막대 왼쪽을 누르는 힘이 커질
거야. 그래서 왼쪽으로 기울어져.
< 단계3>
위쪽 막대 오른쪽 끝에 나무토막3을 올리기 전에는 평형
을 유지하고 있었느니, 계의 무게중심이 받침점 위에 있었
어. 하지만 위쪽 막대 오른쪽 위에 나무토막3을 올리게 되면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이동해.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 단계4>
처음 상태에서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었으니, 아래쪽 막
대의 양쪽 끝에 작용하는 힘은 크기가 같고 모두 아래쪽
방향이야. 위쪽 막대 오른쪽 위에 나무토막 3 을 올리면,
작용반작용에 의해 그 나무토막이 위쪽 막대를 밀고, 위쪽
막대가 나무토막2를 밀거야. 그리고 나무토막2가 아래쪽
막대를 미니까 아래쪽 막대의 왼쪽에 작용하는 힘이 커지겠
지. 아래쪽 막대에 작용하는 토크를 계산해보면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단계5>
위쪽 막대에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오른쪽으로 기
울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위쪽 막대에 작용하는 힘은
나무토막3이 아래로 미는 힘,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 그리
고 나무토막2가 위로 미는 힘이 있어. 어떤 임의의 지점에
대해 토크를 계산해 보아도 토크의 합은 지면에 들어가는
방향이야. 따라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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