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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six thermal concept
questions, which were divided into scientific and everyday contexts, and the reasons for their
responses. We also analyzed how the task context and the familiarity perceived by the student
affected the correct answer rat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09 students in 6th grade at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ome students
thought that temperature was the amount of heat calculated as an arithmetic sum, and some
students thought that heat is ‘hot’ and the opposite is ‘cold’. Some students thought that metal
had a high thermal conductivity, so the temperature would be in higher than other materials in
hot places or that the temperature of the material was a characteristic of the material. Many
students also thought cotton was warm. Many students used the concepts of temperature and heat
without distinguishing between them. Second, the correct answer rates in scientific contexts were
higher than those in everyday contexts, and the more familiar the task context was, the higher the
correct answer rate was.
Keywords: Task context, Familiarity, Heat Conception, Correct answer rate

초등학생의 열 개념 및 문제 상황과 친숙도 수준에 따른 정답률
강지훈
용소초등학교, 부산 48432, 대한민국

김지나∗
부산대학교 물리교육과, 부산 46241, 대한민국
(2020년 8월 28일 받음, 2020년 12월 18일 수정본 받음, 2020년 12월 21일 게재 확정)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된 6개의 열 개념 문제에서 초등학생들의 응답 및
응답에 대한 이유를 알아보았다. 또한 문제 상황 및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가 정답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6학년 109명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도를 산술적인 합으로 계산되는 열의 양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열은 뜨거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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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반대 개념이 차가움 (냉기) 이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금속은 열전도율이 높아 뜨거운 곳에서는
다른 물질보다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거나 물질의 온도는 물질 고유의 특성이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또한 솜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보냉과 보온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많은 학생들은 온도와 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과학적 문제 상황과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 일관되지 않은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
둘째,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률이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률보다 높았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친숙하게 인식할수록 정답률은 높게 나타났다.
Keywords: 문제 상황, 친숙도, 열 개념, 정답률

I. 서 론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과학적 소양을 갖추어
생활 속 여러 현상을 과학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며, 과학 개념을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중점을 둔
다. 이에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는 일상생활의 소재를 활용
하여 학생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학생
중심의 다양한 소재를 이용하고 있다 [1]. 이러한 교과서를
활용하여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배운 개념을 일상생활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하지만 여러 선행연구에 의하면 동일한 개념의 문제를 일
상적 상황과 과학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할
때,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곤 한다. 기체의
성질에 관련된 개념을 대학생들에게 제시한 결과 과학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 [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용해 개념을 조사한 결과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고,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는 감각적 경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지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는 연구 [3]가 있었다. 또한 기체분자운동과 관련된 문제
[4], 대기와 물의 순환과 관련된 문제 [5]에서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의 응답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연구도 있었다. 여러 연구에서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반응
을 보이는 이유를 인지양식이나 인지발달 수준, 신념체계
등 학습자 고유의 특성 차이 [2,4,5] 및 학습자 집단의 차이
[6]로 설명하고 있다.
문제 상황에 따라 학생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친숙도로
설명한 연구도 있다. Saunders and Jesunathadas의 연
구 [7]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을 친숙한 자
연적 (familiar naturalistic) 상황과 생소한 과학교과서적
(unfamiliar science textbook) 상황으로 구분하였다. 연
구결과 친숙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성취가 더 높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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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Hackling and Garnett [8]은 막대에 하중이 주
어졌을 때 막대가 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루는
물리 상황과 오이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루는 생물
학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 결과 생물학적 상황의 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ckling and Garnett은 상황에 따라 성취도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를 친숙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Song
의 연구 [6]에서는 속력, 가속도, 중력 개념 문제를 상황을
다르게 하여 대학생들에게 제시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친숙한 상황보다 덜 친숙한 상황에서 미분화된 개념으로 설
명하였다. Cho [9]는 유아들이 친숙한 과제일수록 더 나은
학습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친숙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연구자가 판단하였다. 만약 연구자가 판
단하는 문제에 대한 친숙도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가
다를 경우, 연구결과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직접 대면하는 학생이 문제 상황이 친숙한지
친숙하지 않은지 인식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10]. Kim
은 학생들이 비구조화된 교수설계와 관련된 문제에서 그
문제를 친숙하게 인식하는 학생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았
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11]. Cho and Jea [12]는 주제에
대한 친숙도가 높을수록 지문 이해력이 더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친숙하다고 인식한 속담을 더 정확히 이
해한다는 연구도 있다 [13,14].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이
친숙하게 인식한 과제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글의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친숙도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15]도
있다. Moon and Nam [16]은 교재친숙도가 사고구술 반응
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친숙하다고 인식한 교재의
경우 정교화 반응 (예들기, 유추하기, 선행지식 사용, 개인
경험 진술 등)이 많이 나타났고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한 교
재의 경우 이해점검 반응(이해 확인, 이해 평가 등)이 많이
나타났다. 그 외 친숙도에 따른 속담이해 능력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연구 [17] 등을 살펴봤을 때 친숙도와 학습
결과의 관계는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났다. 과학교육학 분야에서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친숙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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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한 연구는 진행되었으나 [6–8,18], 학생들이 인식한 친
숙도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친숙도는 이전에 대면한 적이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주관
적인 인식 [19]으로 개인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친숙도는 학생이 경험한 과학 현상에 대한 선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학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 학생들이 친숙하다고 인식하는 상황의 문제를 접할
경우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적 정보 등은 통제하여 과제를 해결
하는데 도움이 된다 [21, 22]. 열 개념은 다른 과학개념에
비해 학생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23].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 개념을 배우기 전에 다양한 일상생
활에서 열을 접하고 경험한다 [24]. 따라서 열 개념에 대한
문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면 문제 상황에 대한 친숙도의
차이로 인하여 학생들의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열 개념은 실생활과 관련이 높고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25] 초등학교부터 고
등학교 교육과정까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일상 경험과 관련된 열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오개념들을 확
인하였다 [26–33]. 그리고 일상경험이 열과 관련된 선개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도 있었다 [23,34].
하지만 일상적 상황과 과학적 상황에서의 열 개념 문제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과학 학습에서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것을
잘못 알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수업을 설계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이 가진 개념에 대한
분석은 학생의 수준을 이해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열 개념을 묻는 과학적 문제
상황과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가진 열 개념을
분석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또한 문제 상황과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
수준에 따른 정답률을 분석하는 것은 친숙도 수준을 고려한
학습 지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열
개념 문제에서 초등학생들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문제 상황 및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 수준에 따른
정답률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광역시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109명 (남학생 52명, 여학생 57명) 이다. 이 학생들은 초등

학교 5학년 때 열 개념(전도, 대류, 열평형, 단열)을 학습한
상태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열 개념 문제의 응답
이유를 적지 않은 학생, 친숙도 측정 문항의 응답이 누락된
학생, 문제의 그림을 잘 보았고 문장을 이해하였는지 확인
하는 문항에서 ‘전혀 아니다’와 ‘아니다’로 응답한 학생들은
최종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검사 도구
1) 열 개념 문제
본 연구에서는 Table 1과 같이 열 개념 문제를 3개의 주
제로 나누고 각 주제마다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모두 6개의 열 개념 문제를 개발하였다. 과학 교
육에서의 ‘문제 상황’은 ‘문제의 외형적· 총체적인 모습’을
의미하므로 [35] 선행연구의 정의 [3,5]를 참고하여 과학적
상황은 과학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험기구나 재료를 사용
하여 과학 수업 시간에 제기되는 상황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일상적 상황
은 학생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이나 재료를
사용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든 문제는 글과
그림을 함께 제시하였으며, 동일한 인지적 부담을 갖도록
문제의 발문 형태와 선택지 문항의 개수도 동일하게 구성
하였다. 물리교육 전공 교수 1명, 박사 1명, 박사과정 대학
원생 3명과 함께 수차례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개발하
였다.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명을 대상으로 한 차례의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문제의 개발 의도
에 맞게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일부 표현은 수정하였다. 최종
수정한 문제는 현직 초등교사 3명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이해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각 문제는 3개의
선택지 중 1개를 선택하고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적도록
하여 학생이 가진 개념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친숙도 측정 문항
친숙도는 이전에 대면한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느끼는 개
인적인 인식 [19,36]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를 측정하였다. 친숙도를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 [11,
15, 20, 37–40]를 분석한 결과 친숙도는 크게 문제 유형에
대한 친숙도, 문제 내용 (또는 주제) 에 대한 친숙도, 문제
상황에 대한 친숙도로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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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he concept test items in this study.
Concept

Topic

Context

Heat Equilibrium Canned drink Scientific
of two materials
vs Water
in contact
Everyday

Heat Equilibrium
of two non-contact
materials

Thermal Insulation

Wood
vs Metal

Cotton
vs Metal

Question
Number
S1
E1

Scientific

S2

Everyday

E2

Scientific

S3

Everyday

E3

Main Content
In the science room, canned drink at ordinary temperature is put in a
beaker with cold water.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between
canned drink and water in the beaker after a day
In the room, canned drink at ordinary temperature is put in a box
with cold water.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between canned drink
and water in the box after a day
There is a MBL device in the science room that keeps the water
temperature constant at 80 ◦ C. Wooden and metal blocks are
submerged in the water.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between
Wooden and metal blocks after a day
There is a sterilizer in the restaurant that keeps the temperature
constant at 80 ◦ C. Wooden and metal chopsticks are in a sterilizer.
Comparison of the temperature between Wooden and metal chopsticks
after a day
Two identical ice cubes are contained in two bottles filled with cotton
or metal powder in the science room. Which of the two ice cubes
melts quickly?
Two identical ice cubes are wrapped in cotton or aluminum foil in the
heated room. Which of the two ice cubes melts quickly?

상황에 대한 친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문제 유형이나 내용

3) 자료 투입 및 분석 방법

(주제) 은 동일하게 구성하였다. 이때 문제 상황은 문제의
외형적·총제척인 모습으로 [35] 문제에 나오는 기구 및 재료
뿐 아니라 문제의 장소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총체
적인 대상을 의미한다.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는 다수의 연구 [15,20,37,39,41–
43]에서 자기보고식 지필 평가 방법으로 친숙함을 느끼는
각 대상에 대해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친숙도는 친
숙한 정도를 의미하며 ‘친숙하다’라는 용어는 ‘친하여 익숙
하고 허물이 없다(표준국어대사전)’ 또는 ‘친하여 익숙하다
(고려대한국어대사전)’를 의미한다. B초등학교 6학년 학생
45명에게 ‘친숙하다’라는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13명의 학생들 (28.9%) 이 ‘친숙하다’라는 용어의 의
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물리교육 전공 교수 1명, 물리교육 전공 연구원 1명,
현직 초등교사 3명이 논의하여, ‘친숙하다’라는 용어 대신
‘익숙하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친숙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였다2 본 연구에서는 ‘나는 이 문제의 상황이 익숙하

열 개념 검사지는 주제별, 상황별 문제가 번갈아 나오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문제는 제시된 순서대로 풀도록 하였고,
이미 해결한 문제는 다시 풀지 않도록 하였다. 각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친숙도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학생
들이 열 개념 문제를 해결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개의 열 개념 문제에서 학생들의 응답
및 응답에 대한 이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비교하였다. 또한
문제 상황(과학적 vs 일상적) 및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
수준(친숙함 vs 친숙하지 않음)에 따른 정답률을 확인하기
위해 문제별로 정답률을 비교하였다. 문제 상황 및 친숙도
수준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제곱검정 (chisquared test)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문제 상황과 친숙
도 수준이 문제의 정답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기 위해 문제 상황과 친숙도 수준을 독립변수로, 정답여부
(정답 :1, 오답 :0) 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다’라는 문항에 ‘전혀 아니다(0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까지의 5단계 리커트(likert) 척도로 친숙도를 측정하였다.
2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익숙하다’는 용어는 ‘1. 어떤 일을 여러 번 하
여 서투르지 않은 상태에 있다. 2.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에 있다.’ 라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의 측정 문항은 2번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측정 문항에 나오는
‘익숙하다’의 대상이 ‘문제의 상황’이기 때문에 ‘익숙한 기구조작능력’,
‘실험기구를 익숙하게 다루었다’ 등 ‘특정한 일’을 대상으로 하는 1번
뜻으로 해석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열 개념 문제에서 초등학생들의 응답
Table 2에 열 개념 문제에서 학생들의 응답을, Table 3
에 학생들의 오개념 유형을 제시하였다. 총 6개의 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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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requency of students’ responses in the questions.
Topic

Question
S1

Canned drink
vs Water
E1

S2
Wood
vs Metal
E2

S3
Cotton
vs Metal
E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Response
The temperature of the canned drink is higher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is higher
Two temperatures remain the same*
The temperature of the canned drink is higher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is higher
Two temperatures remain the same*
The temperature of the wood is higher
The temperature of the metal is higher
Two temperatures remain the same*
The temperature of the wood is higher
The temperature of the metal is higher
Two temperatures remain the same*
The ice melts quickly in a bottle filled with cotton
The ice melts quickly in a bottle filled with metal powder*
Same
The ice wrapped in cotton melts quickly
The ice wrapped in aluminum foil melts quickly*
Same

N(%)
12(11.5%)
11(10.6%)
81(77.9%)
17(16.5%)
19(18.4%)
67(65.0%)
5(4.9%)
81(79.4%)
16(15.7%)
2(1.9%)
95(89.6%)
9(8.5%)
58(54.2%)
42(39.3%)
7(6.5%)
62(62.0%)
32(32.0%)
6(6.0%)

*:Correct answer(Scientific conception)

념 문제에 대한 평균 정답률은 46.5%로 나타났다. 문제별
정답률 분포는 S1문제에서 최고 77.9%, E2문제에서 최저
8.5%였으며 문제에 따라 정답률의 차이가 컸다.
차가운 물에 캔음료를 넣고 하루가 지난 후 캔음료와 물의
온도를 비교하는 과학적 상황의 문제 (S1) 에서 가장 높은
정답률 (77.9%) 을 보였다. S1에 제시된 실험 장면은 초등
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에 동일하게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
에서 제시된 상황의 문항이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44] 학생들이 과학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실험했
던 경험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정답을 맞힌 것으로
판단된다. E1문제의 정답률도 65.0%로 높은 편이었다. E1
문제에 제시된 장면은 초등학교 5학년 열평형 개념 학습
후 교사가 제공한 학습자료에 수록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E1문제도 S1문제와 같이 다른 문제에 비해 정답률이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S1과 E1문제에서 캔음료의 온도가
물의 온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생 중 ‘차가운 물의 온도가
캔음료로 전달되어 캔음료의 온도가 높아진다’로 응답한
학생은 S1, E1문제에서 각각 8명(66.7%), 11명(64.7%)으
로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을 한 학생들은 양이 많은 물질(차가운
물) 에서 양이 적은 물질 (캔음료) 로 열이 이동한다고 생각
하고 있었다. 그리고 캔음료의 온도는 차가운 물의 온도와
더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온도를 산술적인
합으로 계산되는 열의 양으로 생각하는 이 연구의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26, 27, 31, 33, 45]에서 나타난 바 있다. 또
한 물의 온도가 캔음료의 온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생 중
‘물에서 캔음료로 차가움이 전달되기 때문이다’고 응답한
학생은 S1, E1문제에서 각각 7명 (63.6%), 6명 (31.6%) 으

로 일상적 상황의 문제보다 과학적 상황의 문제에서 두 배
정도 높은 응답 비율이 나타났다. 이 학생들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으로 냉기가 이동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Shin [29]은 중학생을 대상
으로 열의 전도 개념을 분석한 결과, 뜨거운 물체에서는
‘열’이 나오고 차가운 물체에서는 ‘냉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열은 뜨거움이고 열의 반대 개념이 차가움
(냉기) 이라 생각하는 이러한 오개념은 학생이 일상생활에
서 뜨겁다는 의미로 ‘열’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
외에도 ‘캔은 열전도율이 높아 물보다 더 빨리 차가워진다’,
‘캔음료의 열이 물로 전달되어 물의 온도가 더 높다’ 등 열평
형이 아닌 열의 이동만을 고려하여 응답한 학생도 있었다.
한편 물의 온도가 캔음료의 온도보다 높다고 응답한 학생
중 ‘캔음료의 열이 물로 전달되었다’는 응답 (5명, 26.3%)
은 일상적 상황의 문제(E1)에서만 나타났다. 이 학생들 중
대부분 (4명) 은 ‘미지근한 (또는 따뜻한) 캔음료를 차갑게
만들기 위해 차가운 물에 담근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일상의 경험을 과학 문제 해결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캔음료는 혼합물이고 물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응답 (2명, 10.5%) 도 일상적 상황의 문제 (E1)
에서만 나타났지만 과학적 상황과 구분되는 일상적 상황의
특징이 드러난 응답 없었다.
80 ◦ C로 유지되는 계에서 비접촉상태인 나무와 금속의
온도를 비교하는 두 문제에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낮은 정
답률 (S2 = 15.7%, E2 = 8.5%) 을 보였다. 총 84.6%(S2
= 79.4%, E2 = 89.6%)의 학생들이 금속의 온도가 나무의
온도보다 더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 학생들 중 대부분은
‘금속의 열전도율이 더 높아 온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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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ponse types of students who had misconceptions in the questions.
Question

Response type
Temperature :
Canned drink > Water

S1
Temperature :
Water > Canned drink
Temperature :
Canned drink > Water
E1
Temperature :
Water > Canned drink
Temperature :
Wood > Metal
S2
Temperature :
Metal > Wood
Temperature :
Wood > Metal
E2

Temperature :
Metal > Wood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S3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E3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Reasons for response
The temperature of cold water is transferred to the canned drink
Aluminium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beverage in canned drink as much as possible
Water temperature does not change well
The water located outside cools faster than canned drinks
Coolness is transferred from cold water to canned drinks
The can cools faster because of it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Canned drink is opaque so less susceptible to sunlight
The temperature of cold water is transferred to the canned drink
Aluminium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beverage in canned drink as much as possible
The temperature of water becomes colder when heat is exchanged
The water located outside cools faster than canned drinks
Coolness is transferred from cold water to canned drinks
The can cools faster because of it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Heat of canned drink is transferred to the water
Canned drink is a mixture and water is not-mixture
Metal block cools faster because the temperature changes quickly
The temperature of the wooden block is high because water seeps into it
Wood receives more heat than metal
Higher thermal conductivity of metal makes it hotter
Metal receives more heat than wood
Metal has the property to keep the heat
The wooden block is wet and the temperature is low
Wood receives more heat than metal
Metal chopsticks cool faster because the temperature changes quickly
Higher thermal conductivity of metal makes it hotter
Metal has the property to keep the heat
Metal receives more heat than wood
Cotton is warm
The outside heat enters through the gaps in the cotton
Cotton warms something up
Cotton plays a role of keeping warm
Metal has higher insulation capability than cotton
Cotton absorbs moisture or ice
Cotton absorbs heat
Cotton is fast in heat transfer
Cotton is slow in heat transfer
Both cotton and metal powder block the outside heat
Cotton and metal powder do not affect ice
Both cotton and metal powder have small holes and heat enters through the holes
I think so for some reason
Cotton plays a role of keeping warm
Cotton warms something up
Cotton is warm
The outside heat enters through the gaps in the cotton
Cotton absorbs moisture or ice
Cotton absorbs heat
Cotton is fast in heat transfer
Metal has higher insulation capability than cotton
The cotton is weaker
The cotton is thicker
Both cotton and aluminum foil seem to melt ice quickly
Both cotton and aluminum foil block the outside heat
I think so for some reason

N(%)
8(66.7%)
2(16.7%)
1(8.3%)
1(8.3%)
7(63.6%)
3(27.3%)
1(9.1%)
11(64.7%)
4(23.5%)
1(5.9%)
1(5.9%)
6(31.6%)
6(31.6%)
5(26.3%)
2(10.5%)
3(60.0%)
1(20.0%)
1(20.0%)
60(74.1%)
10(12.3%)
9(11.1%)
2(2.5%)
1(50.0%)
1(50.0%)
67(70.5%)
16(16.8%)
12(12.6%)
18(31.0%)
11(19.0%)
10(17.2%)
8(13.8%)
4(6.9%)
3(5.2%)
2(3.4%)
1(1.7%)
1(1.7%)
4(57.1%)
1(14.3%)
1(14.3%)
1(14.3%)
16(25.8%)
14(22.6%)
10(16.1%)
7(11.3%)
4(6.5%)
3(4.8%)
3(4.8%)
3(4.8%)
1(1.6%)
1(1.6%)
2(33.3%)
2(33.3%)
2(33.3%)

있었다(S2 = 74.1%, E2 = 70.5%).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나타났다. ‘금속은 열을 유지하는 성질 (또는 뜨거운 성질)

들이 금속은 뜨거운 곳에서 더 뜨겁고, 차가운 곳에서는 더

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S2 = 11.1%, E2 = 16.8%). 이

차갑다고 생각한다는 선행 연구결과 [46]와 같은 맥락으로

학생들은 물질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물질 고유의 성질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금속이 나무보다 열을 더 많이 받는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오개념을 가진 학생

다’고 응답한 학생은 S2, E2문제에서 각각 10명 (12.3%),

들에게는 동일한 장소에 있는 여러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

12명 (12.6%) 이었다. 금속이 다른 물질보다 열을 더 많이

보는 과정에서 온도가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아님을 알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여러 선행 연구 [31–33,47]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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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과 금속에 의한 단열을 비교하는 두 문제에서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 모두에서 정답률 (S3 = 39.3%, E3 =
32.0%) 이 낮은 편이었다. 이 주제의 문제에서는 ‘솜으로
둘러싸여진 얼음이 금속으로 둘러싸여진 얼음보다 빨리
녹는다’는 응답이 58.0%(S3 = 54.2%, E3 = 62.0%) 로 가
장 많았다. 이렇게 응답한 학생들 중 ‘솜은 따뜻하다 (S3 =
31.0%, E3 = 16.1%)’, ‘솜은 어떤 물질을 따뜻하게 한다(S3
= 17.2%, E3 = 22.6%)’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 [31, 33, 46, 48]에서 나타난 바 있다.
금속으로 둘러싸여진 얼음보다 솜으로 둘러싸여진 얼음이
더 따뜻하기 때문에 더 빨리 녹는다는 생각은 솜을 만졌을
때 따뜻하게 느꼈던 학생들의 일상 경험에 영향을 받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차가운 물질과 접촉한
금속을 만질 때 금속이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를 금속이 차
가운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닌 손에서 금속으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추울
때 두꺼운 헝겊 또는 솜으로 우리 몸을 덮는 이유는 솜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 단열효과에 의한 현상임
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한편 ‘솜이 보온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여 솜으로 둘러싸여진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응답은
과학적 상황의 문제(S3 = 13.8%)보다 일상적 상황의 문제
(E3 = 25.8%) 에서 두 배 정도 높게 나왔다. 이 학생들 중
5명은 ‘보냉’과 ‘보온’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즉 금
속은 보냉의 효과가 있고 솜은 보온의 효과가 있어 솜으로
싸여진 얼음이 더 빨리 녹는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은 보온의 개념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
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응답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온을 단열 개념과 연관지어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외에도 ‘솜의 빈틈 사이로 바깥의 열이 들어와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응답(S3 = 19.0%, E3 = 11.3%)도
있었다. 그리고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 ‘솜은 더 약하다’,
‘솜은 더 두껍다’는 응답도 1명 (1.6%)씩 있었다.
본 연구의 3개 주제에서 과학적 문제 상황의 응답과 일
상적 문제 상황의 응답이 서로 구분되는 어떤 특징적인 경
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6개의 열 개념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온도와 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에너지 개념의 도입 없이 열과 온도의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설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1]. 5학년 과학
교과서에서는 온도를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로 정
의하고 있다. 하지만 열의 경우 조작적으로 정의하기가 어
려워 열 또는 열의 이동이 포함된 문장(ex.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한다’) 으로 열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으로는 온도와 열의 개념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New Physics: Sae Mulli, Vol. 71, No. 1, January 2021

학생들에게 온도와 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이 둘의 개념을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개념을 묻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문제
에서 일관되게 응답을 한 학생의 응답 내용과 빈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캔음료와 물의 온도를 비교하는 주제 (N
= 101)에서 74명(73.3%), 나무와 금속의 온도를 비교하는
주제(N = 102) 에서 77명(75.5%), 솜과 금속에 의한 단열
을 비교하는 주제(N = 100)에서 62명(62.0%)의 학생들은
일관되게 응답을 하였고 나머지 학생들은 Table 3과 같이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응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문제를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
분하여 화학 개념을 제시한 연구 [2–4]와 지구과학 개념을
제시한 연구 [5]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일관성 없이 응답을
하였다.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는 응답은 학생들이 해당 개
념에 대해 심층적으로 견고하게 믿고 있는 생각이라기보
다 주어진 상황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응답에 가깝다
[49]. 과학 교육의 목표는 과학 시간에 학습한 과학 개념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학습한 개념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50]. 하지만 이러한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학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맥락화하여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51].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열 개념은 일상적 상황
과 접목하기 용이한 주제이다. 따라서 과학 시간에 학습한
개념을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 적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열과 관련된 학생의 일상 경험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여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더라도 적용되는 열 개념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도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많은 학생들이 열의 반대 개념으로 ‘냉기’를 사용하거나
‘보냉’과 ‘보온’을 구별하여 사용하거나 온도와 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
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습한 열 개념을 일
상생활에 적용하여 표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오개념을
교정할 수 있고,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열 개념을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문제 상황 및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 수준에 따른
정답률
문제 상황 및 친숙도 수준에 따른 정· 오답 빈도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친숙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 ‘매우 그렇다
(4점)’ 또는 ‘그렇다(3점)’로 응답한 학생은 문제 상황을 친
숙하다고 인식한 집단 (familiar group) 으로,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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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ponse types and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sponded consistently in scientific and everyday contexts .
Topic

Canned drink
vs Water

Response type
Temperature :
Canned drink > Water
Temperature :
Water > Canned drink
Temperature :
Water = Canned drink*
Temperature :
Wood > Metal

Wood
vs Metal

Temperature :
Metal > Wood
Temperature :
Wood = Metal*

Cotton
vs Metal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Insulation capability :
Cotton = Metal

Reasons for response
The temperature of cold water is transferred to the canned drink
Aluminium keeps the temperature of the beverage in canned drink as
much as possible
The water located outside cools faster than canned drinks
Coolness is transferred from cold water to canned drinks
The can cools faster because of its higher thermal conductivity
Heat is transferred from a high-temperature material to a low-temperature
material so that the temperatures of both remain the same after a day
Metal cools faster because the temperature changes quickly
Wood receives more heat than metal
Higher thermal conductivity of metal makes it hotter
Metal receives more heat than wood
Metal has the property to keep the heat
Heat is transferred from a high-temperature material to a low-temperature
material so that the temperatures of both remain the same after a day
Cotton is warm
Cotton warms something up
Cotton plays a role of keeping warm
The outside heat enters through the gaps in the cotton
Cotton absorbs moisture or ice
Metal has higher insulation capability than cotton
Cotton absorbs heat

N
4

Total(%)

2
1
5
2

74(73.3%)

60
1
1
52
8
7

77(75.5%)

8
9
9
7
6
3
3
2

Cotton blocks heat from outside better than metal

21

Both cotton and metal block the outside heat
I think so for some reason

1
1

62(62.0%)

*: Correct answer(Scientific conception)

Table 5. Frequency of correct and wrong answers according to context and familiarity.
Scientific
Context
Everyday
Total
Familiar
Familiarity Unfamiliar
Total

Wrong answer Correct answer
174(55.6%)
139(44.4%)
201(65.0%)
108(35.0%)
375(60.3%)
247(39.7%)
172(57.0%)
130(43.0%)
37(75.5%)
12(24.5%)
209(59.5%)
142(40.5%)

Total
313(100.0%)
309(100.0%)
622(100.0%)
302(100.0%)
49(100.0%)
351(100.0%)

(0점)’ 또는 ‘아니다(1점)’로 응답한 학생은 문제 상황을 친
숙하지 않다고 인식한 집단(unfamiliar group)으로 구분하
였다. 6개의 문제를 문제 상황 및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
수준에 따라 정답률에 차이가 있는지 카이제곱 검정으로
비교하였다 (Table 5 참고). 그 결과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
의 정답률(44.4%)이 일상적 문제 상황 정답률(35.0%)보다
더 높았다 (χ2 = 5.809, p = 0.016).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친숙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정답률 (43.0%) 이 친숙
하지 않다고 인식한 집단의 정답률 (24.5%) 보다 더 높았다
(χ2 = 6.027, p = 0.014).
6개의 문제별로 문제 상황을 친숙하다고 인식한 집단과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한 집단의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는
Fig. 1와 같다. 모든 문제에서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친숙
하다고 인식한 집단의 정답률이 더 높았다. 나무젓가락과
금속젓가락이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열평형을 묻는 E2

Fig. 1. (Color online)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
between familiar and unfamiliar group
문제와 솜으로 감싼 얼음과 알루미늄박으로 감싼 얼음 중
빨리 녹는 얼음을 묻는 E3문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친숙하게 인식하였고,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한
학생들 (E2: 7명, E3: 8명) 은 모두 오답으로 응답하였다.
주제별로 정답률을 비교한 결과, 세 주제 모두에서 문제 상
황을 친숙하게 인식할 때가 친숙하지 않다고 인식할 때보다
정답률이 더 높았다.
또한 각 주제별로 과학적 문제 상황이 일상적 문제 상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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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답률이 더 높았다. 학생들은 열과 관련된 일상경험을
통해 자기 나름대로의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석한다 [23,34]. 하지만 그러한 해석이 과학 개념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
답률이 낮게 나왔을 거라 생각된다. 이와 비슷하게 초등학
생들에게 동일한 용해 개념을 묻는 문제가 과학적 상황으로
제시되었을 때는 학교에서 학습한 지식을 이용하여 설명하
려는 경향을 보인 반면, 일상적 상황으로 제시되면 일상경
험에서 얻은 생각이나 지식을 이용하여 설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3]도 있었다. 열 개념에 대한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률이 더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기체분자운동 개념에 대한 과학적 문제 상
황에서의 정답률이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률보다 더
높다는 연구결과 [4]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한편 용수철,
자석, 줄의 실험장치 등 12개의 주제로 과학적 문제 상황과
일상적 문제 상황에 대한 중학생들의 정답률을 비교한 연구
[5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e
& Park [52]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그림을 추가한 점과 일상생활 소재를 활용하
여 문제를 스토리화한 점에서 본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용해와
관련된 5가지의 개념을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문제
로 학생들에게 제시한 연구 [3]도 있었다. 연구결과 용해,
용액의 균일성, 고체의 용해도 개념에서는 과학적 상황의
정답률이 높았지만 농도, 질량보존 개념에서는 학년에 따른
두 상황에서의 정답률의 차이는 일정하지 않았다. 농도와
관련된 비례 개념과 질량보존 개념을 학습한 학년의 경우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 정답률이 더 높았지만 이러한 개념을
학습하지 않은 학년의 경우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 정답률이
더 높았다. Noh & Kim [3]은 이러한 결과를 학년에 따라
학습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문제 상황 (과학적 vs 일상적) 과 친숙도가 정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제 상황과 친숙도를
독립변수로, 정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유의확률이 0.113
으로 나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측치
와 예측치 간의 정확도는 전체적으로 60.6%로 나와 양호한
분류 설명력을 보였다.
정답 여부에 대한 개별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문제 상황 (Wald = 6.787, p
= 0.009) 과 친숙도 (Wald = 7.247, p = 0.007) 모두 문제
의 정답 여부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적 상황과 친숙도의 Exp(B) 값은 각각 1.543(95% CI:
1.113 – 2.139, p = 0.009), 1.282(95% CI: 1.070 – 1.537, p
= 0.007)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적 문제 상황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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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은 일상적 문제 상황에서의 정답률에 비해 1.543배
높고 (54.3% 증가), 친숙도 수준이 1씩 증가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은 1.282배 높아진다 (28.2% 증가) 는 것을 의미
한다.
친숙한 상황일수록 정답률이 높아진다면, 과학적 상황
보다 더 친숙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상적 상황의 정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 쉽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친숙한
상황의 문제, 과학적 상황의 문제에서 정답률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를 분석하였다. 과학적
상황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는 2.53,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는 2.66으로 나왔으며, 문제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는 차이가 없었다 (t = – 1.839,
p = 0.066). 또한 친숙도와 문제 상황 간 점이연상관관
계(point-biserial correlation)를 분석한 결과, 친숙도와 문
제 상황 간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pb = .074, p =
0.066). 즉, 학생들이 인식하는 친숙도와 문제 상황은 서로
상관이 없었다. White [53]는 실제 상황 (real contexts) 과
학생이 인식하는 상황(perceived contexts), 그리고 상황의
객관적 측면(objective aspects)과 주관적 측면(subjective
aspects) 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연구자
가 의도하는 상황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53]. 친숙도는 개인의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40]. 따라서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는 문제 상황에 의한
영향보다는 해당 문제와 관련한 학생 개개인의 경험이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열 개념 학습 지도를 할 때에
는 학생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친숙하다고 인식될만한 문제
상황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친숙한 문제 상황
이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하여 친숙하지 않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해당 개념을 내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라 생각한다. 또한 일상적 문제 상황보다는 과학적 문제
상황 (ex. 과학 수업 시간에 다뤘던 실험 내용 등) 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열 개념을 분석
하였다. 그리고 문제 상황을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
로 구분하여 문제 상황 및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에 따른
정답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 개념 문제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오개념을 분석한
결과 많은 학생들은 온도와 열의 개념을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온도를 산술적인 합으로 계산되는 열의 양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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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task context and familiarity on correctness.
Variables
Context(Scientific)
Familiarity
Constant

B
0.434
0.249
– 1.291

S.E.
Wald
df
p
Exp(B)
0.167
6.787
1
0.009
1.543*
0.092
7.247
1
0.007
1.282*
0.278
21.491
1
0.000
0.275
Hosmer-Lemeshow test’s χ2 (df) = 10.297(6), p = 0.113

95% C.I. for Exp(B)
1.113 – 2.139
1.070 – 1.537

*p < .05

각하거나, ‘열’이란 뜨거운 성질을 가진 것으로 차가운 성질
의 ‘냉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다수 있었
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열’을 주로 뜨겁다
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열’개념을 지도할 때는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도 ‘냉기’가
아닌 ‘열’이 이동한다는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은 물질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여 금속이나 솜을 뜨거운 성질을 가진
물질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오개념을 지닌 학생들을
위해 뜨겁거나 차가운 것은 물질 고유의 특성이 아님을 지
도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온의 개념을
물질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보온을 단열과 연관지어 지도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3개 주제에서 과학적 상황의 문제
와 일상적 상황의 문제에서 나타난 학생의 응답은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특징은 보이지 않았다. 6개의 문제에서 많은
학생들이 온도와 열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
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온도와 열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예를 제시하여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6개의 문제에서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에서 일관되지 않은 개념으로 응답하는 학생
들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을
연관 짓는 보다 구조화된 학습 지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이 문제 상황을 친숙하게 인식할 때의 정답률이
친숙하지 않게 인식할 때의 정답률보다 더 높았다. 그리고
친숙도 수준이 높을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효과적인 열 개념 학습지도를 위해서는 친숙하다고
인식될만한 문제 상황을 먼저 도입하여 선행조직자의 역할
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과학적 문제 상황의
정답률이 일상적 문제 상황의 정답률보다 더 높았다. 이는
학생들의 일상 경험을 통해 구성한 개념이 과학 개념과는
달라 열 개념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과학적 상황에서 학습한 열 개념을 일상
적 상황에 적용시켜보거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을 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등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을 연관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 개념을 지도
할 때 일상적 문제 상황보다는 과학적인 문제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학생은 자연 현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기 나름의 선
개념을 형성한다. 친숙도는 학생의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40] 학생의 선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학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 학생들은 학교에서 열과 관련된
개념을 학습하기 전에 다양한 일상적 상황에서 열 개념을
경험한다 [24].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열 개념 문제를
과학적 상황과 일상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학생이 인식하는
친숙도와 문제 상황에 따른 학생의 반응의 차이를 분석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문제 상황에 따른
학생의 열 개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이 인식하
는 친숙도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학습지도를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친숙도는 크게 문제 상황, 문제 유형, 문제 내용에 대한
친숙도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친숙
도를 하나의 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추후 문제 상황에
대한 친숙도 뿐 아니라 문제 유형이나 내용에 대한 친숙도가
과학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또한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친숙도 수준에 따라 응답이
달라지는지 후속연구를 통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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