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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령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는 오존층에 생긴 구멍으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온실 기체라는 사실 만으로 지구 온난화가 일어

날 수는 없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 온난화를 소개하는 매체나 문헌이 환경 재앙의 대표적 예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를 같이 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둘 사이에 마치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과 과학교육에서 과학의 본성이 소홀히 다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주제어 : 지구 온난화, 오개념, 온실효과, 오존 파괴, 환경 교육, 과학의 본성

1)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생들은 과학 수업을 받기 전부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자연현상에 대한 나름대로의 선개념을 형성하고 있고, 이미 형

성된 선개념을 바탕으로 다른 개념을 획득하게 된다(Ausubel, 

1968). 구성주의자들은 선개념 중에서도 당대의 과학적 지식과

는 다른 개념들을 오개념이라고 하였다(Ausubel, 1968). 이러

한 오개념은 일상적인 경험, 교사, 교육용 텔레비전과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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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들, 여러 교과서 및 다른 책들, 논리적인 추론 능력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Arons, 1990). 이렇게 형성

된 오개념은 교육을 통해서도 쉽게 극복 되지 않는다(Ausubel, 

1968). 

오개념 연구에서 자주 거론되는 지구온난화의 예를 보자. 지

구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는데, 예

를 들어 2003년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 출제된 지구 온난화 문제에서 평가에 참여한 한

국의 만 15세(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 11%가 이산화탄소 

때문에 오존층이 파괴되고 그 구멍으로 태양 광선이 많이 들어

와서 지구 온난화가 발생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

고 지구 온난화의 진짜 원인인 온실효과에 대한 연구

(Andersson and Wallin, 2000; Boyes and Stanisstree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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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학생과 예비교사는 온실효과 또는 지구 온난화를 오

존층 파괴와 연관시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오존층 파괴로 보는 학생과 일반인이 대단히 

많다는 결론을 내린 오개념 연구는 많지만, 왜 그런 오개념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 보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서술형 질문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분석하고, 그 중 

많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오존층 파괴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라고 생각하는 오개념의 형성 원인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바탕

으로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소재 과학영재교육원 지원자 

234명, 일반 중학교 2학년 372명, 중학교 3학년 185명, 고등학

교 1학년 174명, 고등학교 3학년 81명, 인문계 대학생 55명, 과

학전공 대학생 32명의 총 1133명의 학생이었다. 우리나라의 교

육과정에서 지구온난화는 고등학교 1학년 마지막 단원에서 공

부하므로 학년에 따른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이 나타나는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학습하기 전후의 여러 학

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 방법 및 절차

지구 온난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

를 사용하여 산업혁명 이후 증가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로 인

한 지구 온난화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은 

다음과 같다.

  CO2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로 알려져 있다. 과학적 근거

를 아래 200자 원고지 한 장에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모 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에 관련된 다양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반 학생들도 이러한 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반 중학교 2학년, 3학

년, 고등학교 1, 3 학년, 인문계 대학생 및 과학전공 대학생에

게 확대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답

안을 작성한 이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도록 하였다. 많은 

학생들은 지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인과적인 관계로 이해하

고 있었는데, 과학 서적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대형서점과 대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 중 지구 온난화에 대

해 부적절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제목, 내용, 삽화

의 제시형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오개념을 개념별로 구분하고, 특히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오

개념을 가진 학생들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되는 과학서

적을 조사해 보았다.

한국 학생들의 지구온난화 오개념 현황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개념을 

학년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답안 유형(%) 영재 중2 중3 고1 고3
대학생

(인문계)

대학생

(자연계)

정답  4.7  1.3  5.9  1.7 23.5  3.1 21.8

온실효과와 구분하지 

못함
35.1  7.0 15.7 17.8 34.6 43.8 67.2

이산화탄소의 오존층 

파괴
24.8 36.0 42.7 39.7  2.5 34.4  5.5

오존 언급  8.1 15.3 11.8 10.2  1.3  6.2 0

이산화탄소는 나쁜 

물질
  0 21.7 11.9  3.4 0 0 0

기타 답안 22.6  6.3 12.0 22.0 24.6  9.4  5.5

무응답   0 12.4   0  5.2 13.6  3.1 0

계(1133명) 234 372 185 174 81 55 32

표 1. 우리나라 학생들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개념.

 
첫째, 온실효과 자체를 지구온난화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과

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인 경우 35.1%, 일

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7.0%, 중학교 3학년 학생은 15.7%,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17.8%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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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계 대학생들은 43.8%, 자연계 대학생들인 경우는 67.2%인 

경우로 나타났다.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응답 내용이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는 대기권에서 태양으로부터 들어

오는 태양광은 통과시키고, 지구복사 에너지는 태양광과 다른 파

장의 길이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하고 반사시켜 지구온난화를 일

으킨다.

 

온실효과는 지구의 장파복사에너지가 대기에 갇혀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지구온난화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위의 응답을 살펴보면 온실효과를 지구온난

화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환경교육을 

전공한 대학생이나(Ballantyne et al., 1998) 예비 초등교사

(Khalid, 1999)들에게도 나타나는 오개념이다. 특히 온실효과

와 지구온난화를 배운 고등학교 3학년 이후 이 오개념이 증가

하는 것으로 볼 때, 교육현장에서 두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교육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

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일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 비해 

이 오개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

들이 두 개념을 잘 구분하지 않은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둘째,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그 구멍을 통해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응

답한 학생들이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은 24.8%, 중학교 

2학년 학생은 36.0%, 중학교 3학년 학생은 42.7%,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은 39.7%,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2.5%, 인문계 

대학생들은 34.4%, 자연계 대학생들은 5.5%로 나타났다. 다음

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의 답안

이다.

  많은 이산화탄소가 하늘로 올라가면 지구의 오존층을 파괴하

여 태양빛이 직접적으로 지구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며, 온난화의 현상으로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

라가 나라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오개념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2.5%

로 갑자기 줄어드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구온난화에 대

해 배우고 입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인문계 대학생들은 다시 오개념이 34.4%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존층의 구멍이 회복되는 

것과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는 것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

에 따르면(Amanda Leigh Haag, 2008) 오존층의 구멍이 회복

되어 구멍이 작아지는 현상 때문에 대기 순환이 영향을 받아 

북극의 얼음이 빨리 녹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이 선행연

구는 오존의 구멍과 기후 변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나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학생

들이 가진 오개념과 상반된 내용이다. 학생들이 가진 오개념이 

개념 안정성으로 인해 관련 없는 두 현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되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

고 그럴듯한 생각이기 때문에 과학학습에 의해서 쉽게 고쳐지

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

만 지구온난화를 오존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은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이 8.1%, 중학교 2학년 

학생이 15.3%, 중학교 3학년 학생은 11.8%, 고등학교 1학년 학

생들은 10.2%,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1.3%, 인문계 대학생들

은 6.2%, 자연계 대학생들은 0%로 나타났다. 다음은 과학영재

교육원에 응시한 학생의 답안이다.

  지구온난화는 대기권 중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과 관련이 있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차단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지구 내에서 생기는 열을 우주로 방출시키기도 한다. 이 때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오존층을 두껍게 만들어 지구에서 생기는 

열을 우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여 순환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는 오존층을 두껍게 만들므로 지구온난화

를 일으킨다.

이 학생의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응답

은 하지 않았지만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오존층이 어떻게든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비율은 학년이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

와 오존층과의 관계가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과 외적요인을 통해 오개념이 줄어들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넷째, 이산화탄소에 선악의 개념을 부여하여 이산화탄소가 

나쁜 물질이기 때문에 지구온난화를 유발시킨다는 응답을 한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21.7%, 중학교 3학년 학생은 

11.9%,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3.4%,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



현장과학교육 3(2)

136  

오개념 형성 원인(%)
영재

(24.8)

중2

(36.0)

중3

(42.7)

고1

(39.7)

고3

(2.5)

대학생

(인문계)

(34.4)

대학생

(자연계)

(5.5)

 TV, 신문, 영화, 인터
넷, 과학 서적 *괄호 안
은 과학 서적

94.8

(70.7)

68.7

(28.4)

67.1

(22.8)

71.0

(24.6)

0

(0)

9.1

(0)

0

(0)

 학교 또는 학원 3.4 10.4  7.6  7.2 100 90.9 100

 본인 생각 0 13.4 15.2 10.1 0 0 0

 무응답 1.7  7.5 10.1 11.6 0 0 0

계(명) 58 134 79 69 2 18 3

표 2.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온난화가 발생한다고 응답한 

이유.

학생과 고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생들은 0%로 나타났다. 이것

은 사물에 선악의 개념을 부여하는 인공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

으로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사이에 나타나

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과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응답 내용이다.

  이산화탄소는 재의 연기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

소는 우리 몸에 좋지가 않다. 우리 몸도 안 좋은데 지구는 더 많

이 안 좋을 것 같다.

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이산화탄소가 나

쁘기 때문에 지구에도 나쁜 영향을 주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

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생들은 단순

히 나쁜 원인에 의해 나쁜 결과가 발생한다고 연관 짓는 경향

이 있다는 선행연구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Boyes et al., 

1999). 

왜 오존층 파괴를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여기는 오개념

을 갖는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자연계 대학생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은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과학적이지 않은 개념과 지구온난화를 인과관계로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오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알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응답을 한 이유를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들은 

직접 전화로 물어보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유를 쓰도록 하여 

이 오개념이 형성된 원인을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

와 오존층 파괴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로 과학관련 

서적, TV,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 매체와 학교 또는 학원 등을 

지목하였다(표 2).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

한 원인으로 대중 매체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으며 그 비율은 

중학교 2학년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94.8%, 일반 중학교 2학년 

학생 68.7%, 3학년 학생 67.1%, 고등학교 1학년 학생 71.0%로 

나타났다. 

위의 표 2를 보면 학교에서 지구온난화를 학습하기 이전 대

부분의 학생들은 학년을 막론하고 대중매체로부터 지구온난화

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중매체 

중 과학서적의 비율이 가장 컸다.

이 중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들의 과학서적에 대한 

의존도가 70.7%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통의 학생들에 비해 

과학영재교육원에 응시한 학생들이 과학 관련 관심이 많기 때문

에 보통 학생들보다 과학관련 책을 많이 읽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을 배우기 이전에 학생들은 지구온난

화와 관련된 개념을 학교 교사나 학원 강사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말에 

학교에서 지구온난화 관련 내용을 학습하고 난 후에 학생들의 

오개념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개념

형성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원 강사들에 의해 오개념을 형성하

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교육 이외의 다른 것을 

통해 형성된 오개념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 최근

에 접한 학교교육을 오개념 형성의 원인으로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학생들은 학교교육 이전에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을 대중매체로 인해 형성하게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과학 교양 서적에 기술된 지구 온난화 분석

이 연구에서는 대중 매체 중에서 학생들의 오개념 형성에 가

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도서를 조사하였다.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초등 및 중등 과

학 관련 도서 중 두 현상에 대해 적절하게 구분하지 않고 서술

해 놓은 9권을 선정하여 제시 형태에 따라 제목, 내용, 삽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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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서명 저자 출판사 제시형태

A 아하, 그렇군요. ④ 환경의 신비 잡학상식연구회 시사문화사 제목

B 지구촌을 지키는 어린이 환경사전 이창혁 계림북스쿨 제목

C 생태계를 되살려요 대한과학진흥회 스완미디어 제목

D 재미있는 과학이야기 1 미우라모토히로 예문당 내용

E 과학동아 2007년 10월호 동아사이언스 동아사이언스 내용

F 과학동아 2008년 4월호 동아사이언스 동아사이언스 내용

G 21세기와 자연과학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 31인
사계절 내용

H 청소년을 위한 환경 에세이 박찬희 꿈과 희망 내용

I 자연과학의 새로운 이해 어영엽 전주대학교 출판부 삽화

표 3.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한 오개념을 줄 수 있는 초중등 과학 도서.

코드 내 용

D
논은 대기 중의 일산화질소를 흡수하여 환원시켜버리는 효과가 있다. 한편 논의 메탄 생산균은 메탄을 발생시키고 있다. 메탄은 이산화

탄소에 이어 지구온실화의 준 주역인 것이다.

E
염소원자는 오존과 결합해 오존을 소멸시키는데, 염소원자 1개는 오존분자 10만 개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 프레온가스는 온실효과에

도 큰 영향을 미친다.

F
프레온가스는 일단 공기 중에 방출되면 400년 이상 분해되지 않고 열을 흡수해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다.

G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이러한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H
영화 <투모로우>를 보면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그로 인해 해류의 변화가 생겨 빙하기가 온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오존층

과 무관하지 않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는 점점 더워지고 있고...

표 4. 과학 도서 D~H에서 서술된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한 내용.

나누어 표 3에서 분석하였다.

과학도서 A에는 한 장의 제목으로 “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

는 왜 무서운가?”라고 나와 있었다. 이렇게 과학관련 서적에서 

오존층 파괴와 온실효과를 제목으로 같이 다루는 것은 책을 접

하는 학생들이 두 가지 현상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과학도서 B에는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라는 제목으로 책의 한 장을 서술하고 있었고, C에서는 

“온실효과와 오존층 파괴”와 같이 제목에서 지구 온난화와 오

존층 파괴가 같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

도서 D~H는 내용 면에서 두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책 D, E, F에서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를 같은 주

제 영역에서 기술하고 있고, 책 G, H에서는 오존층 파괴에 대

한 주제 영역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서술되어 있다. 책 D는 

일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오존층 파괴를 줄이는 논의 효과에 대

해 서술하면서 동시에 논에서 발생하는 메탄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책 E와 F는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주는 프레온가스가 지구온난화 또는 온실효과에도 영향을 준다

고 서술되어 있다. 책 G는 지구 온난화에 대해 서술하는 장을 

오존층 파괴를 제시하며 시작하고 있으며, 책 H에서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가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제시

되어 있었다. 도서 I는 두 현상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

가 곡선 그래프와 오존층 파괴 사진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두 현상을 제목이나 삽화에 동시에 제시하거나 내용

면에서 두 현상을 구분하지 않고 다루고 심지어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이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가 인과적 

관계에 있다는 개념을 형성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

인다. D~H의 내용을 표 4에 나타내었다. 

이처럼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된 개념들은 학생들이 오존층

이 파괴되어 지구온난화가 유발된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

고,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로 알려져 있다

는 사실을 본 연구의 질문지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개념을 학생들이 새롭게 구성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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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자료해석의 한계 상 학생들이 지목했던 대중매체 중 과학 서

적만을 조사하였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 부분에

서는 거의 대부분이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가 연관되어 있

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와 온실효과를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자에게 두 개념에 대한 정보가 구분되어 제공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구온난화에 대해 학습한 이후 이 오개념을 

가진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학교현장에서도 두 

개념이 적절히 구분되지 않고 교육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산화탄소에 의한 오존층 파괴로 인해 그 구멍으로 

태양에너지가 들어와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는 오개념을 가지

고 있었다. 오존층파괴와 지구온난화는 서로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개념은 중학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상

당히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과 자연계 

대학생들은 교육 이후에 이러한 오개념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인문계 대학생의 경우 교

육 이후에 오개념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것은 오개념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를 오존과 관련 지어 설명하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온난화를 일

으킨다는 응답은 하지 않았으나 지구온난화를 설명하면서 오존

과 연결 지으려는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에 선악의 개념을 대입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서 내뱉는 나쁜 물질이므로 지

구온난화를 일으킨다는 인공론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이 있었

다. 이러한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에 가장 많았고 학년이 높아

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오개념 중 특히 이산화탄소가 오존층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를 초래한다는 개념을 가진 학생들은 과학서적, TV, 신

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와 학교 또는 학원, 본인의 생각 등을 

통해 오개념을 습득하고 있었고 그 중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

인이 과학 서적이었다. 과학 서적들은 제목, 내용, 삽화에서 지

구온난화와 오존층파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다루거나 잘못된 

설명을 제공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동시에 제공되는 정보로 인

해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를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

지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하나의 현상이 제시될 때 다른 현

상도 같이 떠올리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를 토대로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이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이 

심각한 수준임을 깨닫고 학생들이 오개념을 극복할 수 있는 학

습지도전략이 요구된다.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가 같은 대

기 환경 문제이지만 과학적으로 서로 다른 현상임을 지적하고, 

지구 온난화와 온실효과 사이의 관계를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이 

지구 온난화를 온실효과나 오존층 파괴와 구분지어 정확히 이

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

둘째, 학습 전후에 지속적으로 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과

학서적들은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구분하여 제시함으로

써 학생들에게 뜻하지 않은 오개념이 형성되지 않도록 주의 해

야 한다.

셋째, 많은 학생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학습하는 고등학교 

이전에 대중 매체와 도서를 통해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

정에 두 현상을 포함시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오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기 전에 올바른 개념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Many students have a misconception that the ozone layer deple-

tion causes the global warming by allowing more sun light to 

reach the earth through the hole. Media and literatures often in-

troduce the global warming and the ozone depletion together as 

a representative environmental issue, and we believe this can 

cause students to believe that there is a causality relation be-

tween them. Also many students confuse that the green house 

effect of CO2 is the reason for the global warming. Our survey 

suggested that the neglect of the nature of science in science 

education was the reason.

Key words: global warming, misconception, green house effect, 

environmental education, nature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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