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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cepts that middle school students have about
vision. We analyzed the students’ concept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achievement level by
using the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most students do not understand why they can see objects.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about 30%,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alyzing the data according to
achievement level, we found that the majority of the advanced-level students understood vision, but
the below-proficient-level students answered less than 50% correctly.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male students had a higher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than female students, especially regarding
the types of concepts, which are shown mostly by achievement level. As a result of analyzing several
concept types, we could classify 9 major concept types based on the method of explanation using
object, reflection and the ey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implications for teaching and
learning about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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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학생들의 시각에 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시각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유형과 성취수준별 개념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답률이 선행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30% 정도로 중학생의 물체가 보이는 이유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였다.
성취수준별로 살펴보면 우수학력 학생은 대부분 시각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으나 보통학력 이하는 50%
이하의 정답률을 나타내었으며, 남학생의 정답률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개념 유형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매우 다양한 개념 유형을 보였는데, 물체, 반사, 눈을 이용한 설명 방식에 따라 9가지 주요 개념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성취수준에 따라 주요하게 나타나는 개념 유형이 서로 달랐다.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각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PACS numbers: 01.40.ek, 01.40.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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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jblee@kice.re.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28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7, July 2019

I. 서 론
과학교육에서 학생 개념 연구는 오랜 연구 주제였다. 특
히 구성주의 관점에 따르면, 교사가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
은 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은 학습 이
전에 이미 자신의 인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습을 통해
기존의 인지구조를 새롭게 구성한다.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
원리에 따른 개념 변화 모형에서는 학생의 선개념과 교사가
제시한 개념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습득한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Driver와 Oldham에 의하
면, 학생은 과학적인 개념과 자신의 개념을 비교하면서 두
개념의 차이를 인식하고, 두 개념이 상충하는 상황에 노출
하게 되면 자신의 개념이 가진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새로운
개념을 습득한다 [1].
따라서 어떠한 개념을 학생에게 학습시키기 전에 학생이
가진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교수 · 학습 과정의 출발점이라
고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가진 개념 상태에 따라 학생
에게 맞는 학습 단계를 구안하거나 잘못된 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교과교
육학 지식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PCK) 의 하
나로 학생의 개념을 파악하고 개념 변화 과정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해 적절한 교수 ·
학습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개념 조사 연구가 지난 40여년 간 과학교육의 주된 연구
분야였다면 최근에는 학생의 개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정교화되고 발달해 가
는지에 대한 연구, 즉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2]. 학습발달과정 연구에서는 학생이 가진 개념
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의 도움을 통해 개념이
발달해 가는 학습 단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교수 · 학습과
평가의 기본 원리가 되며, 과학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학습발달과정은 미국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와 과학교육 과정이라 할 수 있는
차세대과학교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의 기본 원리와 준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발
달과정을 규명할 때 구인 구성도를 작성하는데, 개념 조사
연구는 구인 구성도를 설정하는 기초연구가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빛에 대한 학습을 돕기 위해 국가수준 학
업성취도 평가의 학생 답안을 활용하여 빛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에 대한 학생의 개념 유형 및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시각에 대한 개념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주요한 학
습 내용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학년에서 물체가

보이는 원리를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
며,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8학년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7학년에서 다루도록
있다. 이렇게 학습 시기가 매번 달라지는 것은 시각에 대
한 학생의 개념 이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할 만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Lee et al.는 교사들이 물리영역 중 빛 단
원을 가장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3]. 빛은 학생이 경험하는
익숙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Galili와 Hazan은 학생이나 교사가 빛의 직진을 포함하
여 시각에 대해서 과학적인 개념을 가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먼저 빛과 관련된 속도나 파장과 같은 특성이 학생의
감각 범위에 있지 않고, 빛에 대한 현상은 물이나 공기 등
매질 속에만 관찰되고 관찰자가 광학적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노려본다’와 같은
일상적인 언어 표현이 과학적 설명에 장애가 되기도 하며,
광학을 이해하는 것은 심리학 등 간학문적인 특징을 가지며,
빛에 대한 학습할 때 광선추적도와 같은 그래픽적인 심볼에
기초하여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빛과 관련된 개념 연구 중에서도 어떻게 물체를 보게 되
는지에 대해 학생이 가진 개념을 연구하는 것은 특히 중요
한 연구 주제였다. Guesne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는데, 빛을 스스로 내는 물체의 경우 빛을 내는
것으로 그리지만 빛을 내지 않는 물체의 경우 빛을 내는
것으로 그리지 않고, 눈과 보이는 물체 사이의 연결도 빛
을 내는 물체와 그렇지 않은 물체에서 차이를 보였다 [5].
Anderson과 Karrqvist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였는데, 15
세의 1/3만이 물체로부터 눈으로 빛이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빛을 내지 않는 물체의 경우는 1/10만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6]. Osborne et al.의 연구에서도
촛불에서와 글자의 종이를 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 Langley, Ronen, Eylon의 연구에서도 불꽃과
꽃의 인식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8]. Toh, Boo,
Woon는 빛, 눈, 물체의 3가지 요소를 이용해 학생이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9학년과 10학년 학생 238명을 대
상으로 연구한 결과 50% 이상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으며
[9], Bendall, Goldberg, Galili의 연구 [10]와 Selley의 연구
[11,12]에서는 눈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여 눈에서 무엇가가
나와서 물체로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능동모델은 종종 시각에 대한 일상생활의 표현 즉,
‘이쪽을 보아라’, ‘저 꽃을 보아라’와 같은 용어의 사용과
관련이 있다. Rice와 Feher는 전체론적 패러다임 (holistic
paradigm)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13], Galili, Ben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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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berg는 상투영모형 (image projection model) 을 제안
하였다 [14]. 시각에 대해서는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대학
생도 비슷한 오개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lizak,
Chafiqi, Kendil에 의하면 대학생의 45%만이 과학적인 개
념을 가지고 있으며, 빛이 눈으로 온다는 것에는 26%가
동의하였다 [15]. 우리나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타났는데, Song et al.의 연구에서는
책상 위의 책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항에서 중학교 3
학년 학생의 25%만이 과학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으며 [16],
주변이 어둡지 않아서라고 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 Oh
와 Kim의 연구에서는 학년별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17].
Lee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와 학생은 물체를 인식할
때 물체로부터 나온 빛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은 알
고 있었으나, 물체에서 난반사된 빛에 대한 개념과 눈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18]. Kwon et al.의 연구에
의하면 빛의 바다 개념, 시선 개념, 충돌 개념을 가진 경우
가 있었으며, 중학생의 30% 정도가 시각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 이러한 학생은 눈의
수동적인 기능이나 물체에서의 빛의 난반사 개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상황과 무관
하게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20]. Chu와 Treagust
는 2단(two tier) 질문지를 이용해서 학생이 개념을 조사한
결과, 학생이 옳은 설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대안
개념도 고정된 것이 아닌 불안정하고 문제 상황에 크게 의
존하는 특성을 보였다 [21].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학생이 어떠한 개념을 가졌는
지에 대한 학생의 반응 유형이나 빈도를 밝히는 데 머무르
고, 학습발달과정을 설명하더라도 사용하는 방법이 주로
순위정렬 선다형 문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방법들이 일정 정도 선행 연구에 기초하지만 연구자의 시
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학생의 개념은
학생의 나이나 경험,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문제 상황에 따
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학생의 개념을 조사하기 위해
연상 방법, 글쓰기, 개념도, 면담법, POE, 다단계형 문항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지만, 서술형 평가 문항을 활용하면
학생의 개념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서술형 평
가가 학생의 개념 구조를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도, 열린 형태의 질문지에 대한 답안을 구조화하여
글로 서술해 내어야 하는 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유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문항 중 서답
형 문항의 학생 답안을 활용하여 학생의 시각에 대한 개념
특성, 특히 성취수준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적인 규모에서 대단위로 시행되고
체계적인 표집과정을 통해 시험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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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학생들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작업은 그동안
학업성취도 평가가 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학습을 위한 평가나 교수학습에 대한 시사점 제공에 다소
미흡하다는 비판도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에
관한 학생의 개념 상태와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생의 시각에 대한 개념 유형은 어떻게 나타나고
유형별 비율은 어떻게 분포하는가?
둘째, 성취수준별 또는 성취도 점수별로 개념 유형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 대상 및 방법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항 수는 서답형 8문항을 포함하여
총 4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시각에 대한 개념
을 조사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난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
서답형 1번 문항을 분석하였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
정 성취기준에 따라 평가되는 준거참조평가로 학생의 성취
도 점수는 문항반응이론으로 분석되어 학생의 능력수준에
따라 50∼350점으로 변환되고, 학생의 성취수준은 다시 성
취도 점수에 따라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의 4수준으로 보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답형
1번 문항의 획득 점수와 그 학생의 전체 학업성취도 점수
및 성취수준을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이 된 문항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항은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
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출제된 문항이다. Figure 1을 보면
태양, 강아지, 영희가 주어져 있고, 영희가 강아지를 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문항에서 학생은 광원 (태양) 에서 나온 빛이 물체 (강아지)
에서 반사되어 눈으로 들어옴으로써 영희가 강아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한다. 이 문항의 배점은 2점으로 강아지,
반사, 눈을 모두 사용하여 빛의 진행 경로를 옳게 표현한
‘강아지에서 반사되어 영희의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적은 경우에는 2점, 강아지에서 반사된다는 내용만 쓴 경우
나 빛이 영희의 눈에 오지만 강아지에서 반사된다는 표현을
꺾여, 지나, 거쳐, 통과 등으로 쓴 경우 1점의 부분점수를
부여하였다.
이 문항이 포함된 2016년 중학교 과학과 학업성취도 평
가에 참여한 학생은 총 7,137명이었으며, 이중 무응답한
답안 572개를 제외한 전체 답안을 컴퓨터로 입력하고 무
의미하거나 소수 응답에 해당하는 411개를 제외한 6,154
개의 답안을 개념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요 개념 유형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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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groups.
Category

Points

Achevement level

Sex

Region

0 point
1 point
2 point
Total
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basic
Male
Female
Big city
Small city
Rural area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64.45
5.69
28.85
31.69
86.06
43.30
8.74
0.85
33.57
29.47
31.31
33.05
28.07

Fig. 1. Subject item for analysis [22].
빈도를 분석하였다. 답안 유형을 분류할 때는 ‘빛의 반사’와
‘눈으로 빛이 들어옴’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실제 분류된
개념 유형은 연구 결과에 자세히 제시하였다. 분석된 개념
유형과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 및 성취수준을 연계하여 각각
의 개념 유형이 어느 성취수준에서 많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성취도 점수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Fig.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achevement
score.

1. 평가 결과 분석
분석 대상이 된 문항의 주요 집단별 정답률은 Table 1과
같다. 전체 정답률은 31.69%로서 난이도는 어려운 문항에
해당한다. 이 문항에서 학생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강아지
에서 반사된다는 것과 그 빛이 영희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분점수를 부여하였
는데, 물체가 보이는 과정에 대해 강아지에서 빛이 반사되어
눈에 들어온다는 빛의 진행 경로와 관련하여 옳게 설명한
경우는 28.85%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5.69%
였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 0점을 받은 학생이 64.65%나
되어 빛에 대한 기초 개념인 물체가 보이는 과정에 대해서
옳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빛의 학습과 관련하여
기초 개념부터 보다 자세히 학습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취수준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우수학력의 정답률은
86.06%인데 비해 보통학력의 정답률은 43.30%로 크게 낮

고,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의 정답률은 이보다 훨씬 낮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우수학력 학생 대부분이 물체가
보이는 이유를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영희가 강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강아지에서 (난)반사되어
영희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러
한 특성은 성취수준별 정답률 분포를 나타난 Fig.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수학력 학생은 대부분은 80%이상의 정
답률을 보이지만 보통학력 학생은 0점과 2점을 받은 학생이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초학력 학생은 0점을 받은
비율이 가장 많음을 볼 수 있다.
성별 정답률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정답률이 33.57%이
며, 여학생의 정답률은 29.47%였다. 2016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업성취도 점수는 남학생이 194점, 여학생이
198점으로 여학생의 성취도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았지만,
본 문항의 정답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각에 대한 과학적인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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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정답률은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읍면
지역의 정답률이 가장 낮았다. 읍면지역의 경우 특히 우수
학력의 비율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낮은데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개념 유형 분석
앞서 설명하였듯이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빛의 진행과
관련지어 설명하는 본 문항에서 학생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강아지에서 반사되고 그 빛이 영희의 눈에 들어온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학생이 시각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빛의 진행 경로를 강아지 (물체) 에서의 ‘빛의 반사’
와 ‘눈으로 빛이 들어옴’을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다. 따
라서 ‘빛의 반사’와 ‘눈으로 빛이 들어옴’ 두 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학생의 개념 유형을 분석하였다. Table 2는 시
각에 대한 학생의 주요 개념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각
유형별 특성과 답안 예시를 보여준다.
유형Ⅰ은 ‘강아지에서 반사되어 영희의 눈에 들어가기’
와 같이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강아지, 반사,
눈의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태양에서 온 빛이 강아지에서
반사되고 이 빛이 눈에 들어와 강아지를 보게 된다는 과학적
개념을 가진 경우이다.
유형Ⅱ는 빛이 강아지를 거쳐서 눈에 이르게 된다는 경
로는 옳게 진술하였으나 일부 진술이 미흡하거나 옳지 않은
진술을 포함한 경우이다. 이중 유형Ⅱ-1은 빛의 진행 경로는
옳게 진술하였으나 빛이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을 일부 미흡
하게 표현하여 ‘들어가기’가 아닌 ‘우리 눈에 보이기’ 등으로
표현한 경우로 대표적인 예시로 ‘강아지에게 반사되어 우리
눈으로 보이기’로 기술한 경우이다. 유형Ⅱ-2는 ‘강아지에
게 부딪혀 영희 눈에 들어갔기’와 같이 빛의 경로는 옳게
진술하였으나 강아지에서 반사된다는 표현 대신에 꺾여,
지나, 거쳐, 통과 등으로 반사를 표현한 경우이다. 유형Ⅱ-3
은 빛의 진행 경로는 옳게 진술하였으나 ‘강아지를 반사해
(시켜)’와 같이 빛의 반사 개념을 잘못 표현한 경우이다.
유형Ⅲ은 유형Ⅰ과 유형Ⅱ와는 달리 반사와 눈을 포함하
여 진술하였으나 반사가 일어나는 위치에 대해 언급이 없
거나 (유형Ⅲ-1), 반사되는 위치가 모호한 경우 (유형Ⅲ-2)
이다. 유형Ⅲ-1의 답안 예시는 ‘반사되어 (영희의) 눈에 들
어가기’, ‘우리 눈으로 반사되기’ 등이고, 유형Ⅲ-2는 ‘눈에
반사되었기’와 같이 ‘눈에’라는 표현이 ‘눈에서’ 반사되는
것인지, ‘눈으로’ 반사되는 것인지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
이다.
유형Ⅳ는 학생의 개념 유형을 구분하는 두 가지 기준 중에
반사를 제외하고 눈에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만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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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경우이다. 유형Ⅳ는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유형Ⅳ-1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적은 경우이고, 유형Ⅳ-2는 ‘땅에 반사되어 눈에 들어오기’
나 ‘굴절하여 영희 눈에 들어가기 때문’ 등과 같이 빛이 눈
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있으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이다.
유형Ⅴ는 유형Ⅳ와 반대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에서 ‘빛
의 반사’만을 언급하면서 물체가 보이는 원리를 설명한 경
우이다. 이를 보다 세부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유형Ⅴ-1은
빛이 강아지에서 반사된다고만 표기한 경우이고, 유형Ⅴ-2
는 강아지나 물체에 반사된다고 표현하여 반사의 방향이
모호한 경우이며, 유형Ⅴ-3은 ‘강아지를 반사해서’와 같이
반사의 개념을 잘못 적은 경우이며, 유형Ⅴ-4는 땅이나 지
표면에서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표현한 경우이고, 유형Ⅴ-5
는 반사된다는 표현만 사용한 경우이다.
유형Ⅵ은 빛의 진행 경로를 거꾸로 하여 빛이 눈에서 반
사되어 강아지에게 간다고 표현한 경우로, 유형Ⅵ-1은 눈
에 반사되어 강아지로 들어가기 등으로 표현한 경우이고,
유형Ⅵ-2는 눈에서 반사되기 등 눈에서 반사된다고 표현한
경우이다.
유형Ⅶ은 굴절이나 (유형Ⅶ-1), 빛의 직진이나 평행과 관
련지어(유형Ⅶ-2) 설명한 경우이다. 유형Ⅷ은 강아지를 비
춰주거나 밝혀 주기 때문이라고 적은 경우이고 유형Ⅸ는
밝기 때문이라고 적은 경우이다.

3. 주요 개념 유형의 성취수준별 응답 특성
앞에서 분석한 개념 유형별로 각각의 개념 유형별 빈도
와 비율, 성취수준별 비율을 분석해 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는 개념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성취수준별로
나타냈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3과 같다. 또한
개념 유형별 성취도 평균 점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Fig. 4
와 같다.
개념 유형별 빈도와 비율을 나타난 Table 3과 Fig. 3을
보면, 전반적으로 과학적인 응답 유형인 유형Ⅰ에 해당하는
학생이 30.17%로 가장 높고, 반사의 개념만을 이용해서 설
명하려한 유형Ⅴ에 해당하는 학생이 20.74%였다. 물체가
보이는 원리에 대해 과학적인 개념을 가진 비율이 약 30%
정도로 낮으며, 부분적으로 반사의 개념만을 이용해 시각
을 표현하고 빛이 눈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까지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반사와 눈을 포함하여
진술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유형Ⅲ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
면 12.6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16,17]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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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tegory of concepts.
Category
Type Ⅰ
Ⅱ-1
Ⅱ-2
Type Ⅱ
Ⅱ-3
Ⅲ-1

Charteristics
Using dog, reflection, eye and the path of light is
correct
The path of light is correct, but the expression of
light coming into the eye is not clear
The path of light is correct, but instead of being
reflected, it is broken, passed, passed through, etc.

The path of light is correct, but the concept of
reflection is misrepresented
Without mentioning where the reflection occurs,
the light reflects into the eyes

Type Ⅲ
Ⅲ-2
Ⅳ-1
Type Ⅳ

Ⅳ-2
Ⅴ-1
Ⅴ-2

Type Ⅴ

Ⅴ-3
Ⅴ-4
Ⅴ-5

It is unclear whether the reflective position is an
eye or another object
Only because light comes into the eye
There is an expression that light enters the eye,
but it contains incorrect information
Only because light reflect in the dog
There is an expression that light reflect from a dog
or object
The concept of reflection is misrepresented
There is an expression as a reflection from the
ground
Only because light reflect

Ⅵ-1

Light is reflected from the eye and goes to the
dogs

Ⅵ-2

Light is reflected in the eyes

Ⅶ-1
Ⅶ-2

There is an expression as light refracts
In the case of light straightening or parallelism

Type Ⅵ

Type Ⅶ

Type Ⅷ
Type Ⅸ
NS
NR

There is an expression as light shine the dog
Because of brightness
Few responses or no meaning
No responses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mple
· reflect from the dog and then into the eyes
· reflect in the object and comes to the eyes
· reflect on dog and is visible to the eyes
· pass through the dog and then into the eyes , hit
the dog and enter the eyes
· shine the dog and came in my eyes
· hit the dog and enter the eyes
· reflect the dog and enters the eyes
·
·
·
·

reflect into the eyes
reflected into Young-hee’s eyes
reflected and is visible
reflected the eye

·
·
·
·
·
·

come into our eyes
enter into the eyes of Young-hee
reflect on the ground and enters into the eyes
refract and enter into the eyes of Young-hee
be reflected in the dog
reflect from a dog or object

· reflects the dog(object)
· reflect from the ground
· reflect
· be reflected
· light is reflected from the eye and goes to the
dog
· light goes to Younghee’s eyes and then goes to
the dog
· light reflects from your eyes. light reflects
throuth eyes
· refract
· go straight
· comes in parallel
· lightens the dog
· shine the dog
· brighten the earth
· light goes to the dog

학생의 41.30%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과학적인 응답 유형에 이어 오답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유형별로 살펴보았을 때, 물체가 보이는 원리를 광선의

응답을 나타낸 유형은 유형Ⅴ로 빛의 반사만을 이용하여

이동과 관련지어 과학적인 응답 유형인 유형Ⅰ은 응답률이

물체가 보이는 원리를 설명한 경우이며 응답률은 20.74%

30.17%로 응답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성취수준별로는 우

였다. 이 유형은 Fig. 3을 보면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에서

수학력과 보통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Fig. 4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유형Ⅴ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

보면 이들 유형의 성취도 평균 점수가 개념 유형 중에는

면, 세부 유형에서 유형Ⅴ-5는 반사된다고만 표현한 경우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우수학력의 84.86%, 보통학력

비율이 13.51%였으며, 유형Ⅴ-1인 ‘강아지에서 반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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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s of correct answers by concept types.
Advanced
Proficient
Basic
Below-basic
Total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frequency percentage
Ⅰ
426 5.97(84.86*)
1,538 21.55(41.30)
185
2.59(7.58)
4 0.06(0.85)
2,153
30.17
Ⅱ
33
0.46(6.57)
383 5.37(10.28)
125
1.75(5.12)
1 0.01(0.21)
542
7.59
Ⅲ
15
0.21(2.99)
498 6.98(13.37)
360 5.04(14.74)
28 0.39(5.97)
901
12.62
Ⅳ
2
0.03(0.40)
141
1.98(3.79)
120
1.68(4.91)
11 0.15(2.35)
274
3.84
Ⅴ
17
0.24(3.39)
636 8.91(17.08)
736 10.31(30.14)
91 1.28(19.40)
1,480
20.74
Ⅵ
4
0.06(0.80)
148
2.07(3.97)
122
1.71(5.00)
8 0.11(1.71)
282
3.95
Ⅶ
1
0.01(0.20)
93
1.30(2.50)
130
1.82(5.32)
10 0.14(2.13)
234
3.28
Ⅷ
75
1.05(2.01)
125
1.75(5.12)
21 0.29(4.48)
221
3.1
Ⅸ
12
0.17(0.32)
46
0.64(1.88)
9 0.13(1.92)
67
0.94
NS
4
0.06(0.80)
140
1.96(3.76)
216
3.03(8.85)
51 0.71(10.87)
411
5.76
NR
60
0.84(1.61)
277 3.88(11.34)
235 3.29(50.11)
572
8.01
Total
502
7.03(100)
3,724 52.18(100)
2,442 34.22(100)
469 6.57(100)
7,137
100
Type

*( ) is percentage by achevement level. NS is Nonsense, and NR is No Response.

Fig. 3. (Color onlin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by concept type.
로 표현한 경우는 3.39%, ‘강아지에게 반사되어’로 표현한
유형Ⅴ-2는 1.36%였다. ‘강아지를 반사하였기’처럼 반사의
개념을 잘못 적은 유형Ⅴ-3은 1.98%였고, 땅에서 반사되
기로 표현한 경우가 0.50%였다. 성취수준별로 볼 때, 유
형Ⅴ-5의 경우는 기초학력에서 매우 높은 반응 분포를 보였
으며, 유형Ⅴ-1은 보통학력에서 높은 반응 분포를 보였다.
Figure 4를 보면 세부 유형 중에는 유형Ⅴ-1의 성취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으며, 유형Ⅴ-2, Ⅴ-3, Ⅴ-4는 비슷한 점수를
보이지만, 유형Ⅴ-5는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즉,
반사하기 때문이라고만 표현한 경우보다는 약간의 미흡함
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반사되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
가 개념발달단계에서 볼 때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유형Ⅴ에 이어서 높은 응답을 보인 유형은 유형Ⅲ으로
반사하여 눈에 빛이 들어간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반사가
일어나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모호한 경우로 비율이
12.62%였고,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
고 있었다. 유형Ⅲ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유형Ⅲ-1은
반사가 일어나는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인데 비율이
8.83%였고, 유형Ⅲ-2는 ‘눈에 반사되었기’와 같이 반사되
는 위치가 모호한 경우인데 3.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유형Ⅲ-2가 성취도 점수 평균이 낮은 것으로 볼 때, ‘눈에
반사되었기 때문에’라고 표현한 경우는 ‘눈으로’보다는 ‘눈
에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Ⅳ도 빛이 눈에 들
어와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로 응답률이 3.84%였으며,
보통학력과 기초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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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lor online) Achevement score by concept type.
유형별로는 유형Ⅳ-1은 빛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한
경우로 비율은 1.98%였으며, 유형Ⅳ-2는 땅에 반사되어 등
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포함한 경우로 비율은 1.86%를 차
지하였다. 유형별 성취도 점수 평균을 보면, 유형Ⅳ-1보다
유형Ⅳ-2가 크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히 눈에
빛이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잘못된 정보라도 다
른 곳을 거쳐서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더 높은
성취특성을 보였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유형은 유형Ⅱ로 빛의 진행
경로는 옳게 진술하였으나 진술 내용의 일부가 미흡하게
하거나 옳지 않은 진술을 포함한 경우로 7.5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보통학력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유형Ⅱ를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아지를 반사해서 눈으로 들어
오기’와 같이 반사의 개념을 잘못 표현한 유형Ⅱ-3의 비율
이 5.02%로 높고, 반사한다는 표현 대신 꺾여, 지나 등으로
표현한 유형Ⅱ-2가 1.93%였으며, 빛이 눈에 들어온다는 구
체적인 표현이 없이 눈에 보인다라고 표현한 경우가 0.64%
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유형Ⅱ-1의 성취도 평균 점수가 유
형Ⅰ과 매우 유사한 수준이므로, 유형Ⅱ-1의 경우 눈에 빛이
들어온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눈을 언급하
였으므로 표현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빛의 진행 경로를 옳게 진술했어도 반사의 개념이 명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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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는 개념발달단계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개념 유형들은 대부분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유형Ⅵ은 눈에 빛이 반사하기 때문이라고 적은 경우
로 비율은 3.95%였고, 이를 세부 유형별로 보면 눈에서 반
사되어 강아지에게 빛이 간다고 표현한 유형Ⅵ-1은 2.02%
였고, ‘눈에 반사되어’로 표현한 유형Ⅵ-2는 1.93%였다. 유
형Ⅶ은 빛의 진행만을 가지고 설명한 경우로 비율이 3.28%
였다. 세부 유형별로는 굴절하기 때문이라고 한 유형Ⅶ-1이
2.06%이고, 직진이나 평행으로 설명한 유형Ⅶ-2가 1.22%
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눈에서 빛이 나아가거나 밝혀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주요 개념 유형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인지 그 비율이
낮았다.
최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 기존에 ‘물체를 보는 원리를 안다’를 빛의 경
로를 명시하여 ‘물체를 보는 과정을 빛의 경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로 변경하고, 물체를 보는 과정에서 빛의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앞
서 보았듯이 학생은 학습 후에도 시각에 대해 많은 다양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며, 성취수준별로 다른 특성이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시각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시각에 대한 개념은 빛에 대한 학습의 출발점이자 이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우리는 많은 정보
를 눈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시각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
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시각에 대한 개념은 빛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통해 얻는 다양
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빛은 만질 수 없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어 학생이
개념을 습득할 때 많은 혼란을 준다. 본 논문에서는 학생의
빛에 대한 개념 유형을 분류하고 성취도 점수와 비교하여
성취수준별로 어떠한 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
해 보았다. 또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중학생의 시각에 대한 개념 형성 정도가 높지 않다
는 것이다. 물체가 보이는 과정에 대한 학습은 그동안 빛
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여겨져왔다. 선행 연구에서
학생들의 개념 이해 정도를 조사한 연구와 유사하게 본 연
구에서도 과학적인 응답을 한 중학생의 비율은 30% 정도에
그쳤다. 빛에 대한 학습의 출발점이 시각에 대한 이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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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매우 낮은 수치이며, 이렇게 과학적 개념 형성율이
낮은 것은 이후 반사나 굴절, 거울과 렌즈 그리고 상에 대한
이해에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시각의 개념을 학습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
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중학교 이후 학년에서도
빛단원을 학습하기 전에 시각이나 눈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학습한 후에 다른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각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선행 연구에 나타난 주요 유형 외에도 훨씬
다양한 개념 유형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반사라는 표현외에
다른 표현을 사용하거나 반사되는 위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거나 반사의 개념을 잘못 적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반
사하기 때문이라고만 표현한 경우보다는 약간의 미흡함이
있더라도 어디에서 반사되는지 구체적으로 응답한 경우나
단순히 눈에 빛이 들어온다고 표현하는 경우보다는 잘못된
정보라도 다른 곳을 거쳐서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경우
가 더 높은 성취특성을 보였다. 이것은 시각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광원, 물체, 눈의 역할을 빛의 이동 경로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매우 자세하게 학습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와 같이 반사와 눈을 기준으로 학생의
개념 유형을 분석할 때, 학생은 매우 다양한 표현과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시각에 대한 학습시 반사와
눈의 역할을 강조하여 학습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우수학력 학생은 개념을 글로 표현할 때 보다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학습시키며, 보통학력 학생은 두 가지 핵심적
인 요소인 반사와 눈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학습시킬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초학력 학생은 시각을 빛의
반사만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눈에 빛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보다 강조하여 학습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체가 보이는 과정을 광선의 이동과 관련하여 설
명하는 것은 이후 학습에서 상에 대한 이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적인 개념을 모르고 있는
학생이 보통학력에서도 매우 높다는 것은 빛에 대한 학습
에서 빛의 이동에 대한 기본 개념을 보다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 함을 보여준다. 많은 학생이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어야 하며 반사된 빛이 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넷째,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분석해 본 결과 학생이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학
생의 답안을 보면 서술형 문항이지만 자신의 생각을 자세
히 표현하기보다는 용어만을 사용하거나 짧은 문장으로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들어 평가의 방향이 선택형
문항 위주의 평가에서 고차원적 사고력과 복합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서술형 평가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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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이러한 경험이 적어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그림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등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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