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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middle school students’ prior learning is focused on mathematics and English, but students
who prepare for admission to science high schools tend to put much time into studying advanced
science, including physic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hysics prior learning
on the level of physics concepts and academic achievement. 105 students from a science high school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nd were surveyed once for the actual condition of prior learning,
twice for the physical concept level (FCI), 8 times for academic achievement, and once for cognition
about prior learning. The participants had solved an average of 1,410 physics problems during
middle school, and the greatest number of them started physics prior learning at the first semester
of 8th grade. The time at which prior learning started had very little effect on the physics concept
level or academic achievement. The number of solved physics problems was related to the physics
concept level and was correlated with academic achievement for over one year. On the surface, the
effect of the Physics Olympiad was more influential than the previous two variables, but through
additional analysis, the effect should be interpreted as limited.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Prior learning, Academic achievement, Physics concept level, Physics problem solving, Physics
olympiad

물리 선행 학습이 물리 개념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변태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서울 04518, 대한민국
(2017년 12월 6일 받음, 2018년 1월 25일 수정본 받음, 2018년 1월 26일 게재 확정)

중학생의 선행 학습은 대부분 수학과 영어에 집중되어 있으나, 과학고 입시 준비생들은 물리를 포함한
과학 선행 학습도 많이 하는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 선행 학습이 물리 개념 수준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과학고등학교 학생 105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선행
학습 실태 조사, 2차례의 물리 개념 수준 (FCI) 검사, 8차례의 학업 성취도 자료 수집, 선행 학습 효과 인식
조사가 2년 동안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학교 시절 평균 1,410개의 물리 문제를 풀었고, 이들 중
많은 수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하였다. 선행 학습 시작 시기는 물리 개념 수준이나
학업 성취도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물리 문제 풀이량은 물리 개념 수준과 정적 관계가 있었으며,
학업 성취도에는 1년 이상의 상관 관계가 있었다.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여부는 표면상으로 앞의 두 변인
보다 영향력이 컸으나, 추가 분석 결과 선행 학습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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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리 학업 성취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
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고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선행 학습 실태를 조사하고, 2년간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규모는 18조이다.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고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에

1인당 사교육 지출은 1개월 당 25.6만원이며, 사교육 참

게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해 보다 객관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여율은 초등학생 80.0%, 중학생 63.8%, 고등학생 52.4%

과학고 교육 관계자나 물리 교육 연구자에게는 물리 교육에

로 나타났다 [1]. 사교육은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매우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민감한 사회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사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 덕분에 2000년 이후 사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도 다수

II. 이론적 배경

진행되었다.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는 사교육이 학업 성취
도와 정적 상관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연구 [2,3]와 사교육이

선행 학습에 대한 효과를 논의하기에 앞서 학생들은 왜

학업 성취도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한 연구

선행 학습을 하는 가에 대한 것부터 짚어 보도록 하자. 박

[4–6]가 팽팽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도영 등은 전국 337개,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 38,006

사교육은 학습 부진아에 초점이 맞춰 있기보다 상위권 또는

명을 대상으로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 대규모

중위권을 위한 선행 학습에 초점이 맞춰 있다. 그런 연유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에서 1위로 뽑힌 것이

인해 국가에서는 ‘선행 학습 금지법’을 시행하였고 [7], 한국

상급학교 입시 시험이었다. 과도한 학습 분량과 어려운 학

교육과정평가원에는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까지 설립하면

습 내용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였다 [12]. 이재덕 등이

서 ‘선행 학습’ 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8]. 사회적으로는

연구한 선행 학습의 외적 영향 요인 분석에서도 명문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선행 학습을 부추긴다는

진학은 수학 교과 선행 학습에, 내신 준비는 수학과 영어

여론이 있었으며, 일부 교육 과열 지구에서는 과학고 입학을

교과 선행 학습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13]. 김정민 등의

위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과 과학

연구에서는 영어와 수학 과목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가장

교과를 선행 학습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과학고 입시전형이

주된 요인은 ‘경시대회 준비 어려움’ 이라고 밝혔다. 이

과학창의성 전형에서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변화되면서

외에도 수업과 평가의 수준 차이와, 수업 진도 빠르기 등이

선행 학습 양상이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교육

선행 학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4]. 위 연구들을 종합하면

시장에서는 과학고 입시 준비를 위한 선행 학습이 많이

과학고 입학생들이 선행 학습 하는 원인은 첫째 과학고 입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고 대비 선행 학습은 수학 교과를

시를 위해서이며, 둘째 과학고 진학이후 좋은 내신 성적을

기본으로 과학의 4개 영역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얻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과학고에서는 교육과정상

이 주를 이룬다. 선행 연구에서 수학 교과의 선행 학습을

일반 인문계열 고등학교에 비해 수학과 과학 교과에서 높은

연구한 사례는 있었지만, 과학의 경우 선행 학습과 과학적

수준의 내용을 학습하며, 주당 수업 시간 수 역시 많기에,

태도, 탐구력 등과의 상관 관계를 알아 본 연구만 있을 뿐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15,16].

[9], 범위를 더 좁혀 물리 교과의 선행 학습에 대해 연구한

그렇다면 선행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얻는 이점은 무엇

사례는 없었다. 물론 수학과 물리 교과의 학업 성취도 상관

일까? 물리나 과학 과목에 대해 그 효과를 연구한 연구는

관계가 높다는 연구가 있어 [10,11], 수학 선행 학습 연구를

없으나, 인접 교과인 수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통해 물리 선행 학습의 양태를 예측할 수는 있겠으나, 물리

같다. 김성천과 신철균은 인문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물리 교

수학 선행 학습과 전국 연합 학력고사의 학업 성취도를

과만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교하였는데, 초기 모델에서는 선행 학습이 학업 성취도

본 연구는 물리 교과의 선행 학습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

에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가정배경, 학습태도,

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 학습에 대한 찬반이나 정치적

전년도 학업성취 수준을 고려한 모델에서는 통계적으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물리 선행 학습이 물리 개념 수준이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17]. 한지선 등은 대학
부설 영재교육원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선행 학습에 관련된

∗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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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data collection moment.
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다만 수학 선행
학습과 성취동기와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18].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주관적 신념이며, 학습 동기는 학습자가 특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과 관련된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힘이다 [19,20]. 선행 연구를 종합하여 과학고 입학생
에게 접목시켜보면, 선행 학습이 과학고 입학을 위한 외적
동기로서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선행 학습이 학업 성취라는
열매를 보증해주지는 않아 자기효능감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문제 풀이량을 선행 학습의 한 변인
으로 설정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연구는 김은숙과 박승재의
연구와 변태진과 이경호의 연구가 있다 [21,22]. 김은숙과
박승재는 물리교육과에 입학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

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데이터 수집 기간은 2011
년 3월∼2013년 2월이며, 이 기간 동안 고교 입학 전 물리
선행 학습의 실태를 조사한 설문, 힘개념검사 (FCI), 4학기
8회의 물리 시험 성적, 선행 학습의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선행 학습이 물리 학업 성취도에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인터뷰가 실시되었다 (Fig. 1 참고).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
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한 직후 물리 선행 학습 실태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해당 설문지에는 선행 학습을 시
작한 시기와 각 시기에 학습한 과목 (물리I, 물리II, 대학물
리학, 전공물리학), 고교 입학전 풀이한 물리 문항 수, 선행
학습 동기, 물리올림피아드 (KPhO) 수상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FCI 검사지를 투입하여 역학 개념
수준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들의 2년간 8회의
중간· 기말고사의 물리 성적을 수집하였다. 2학년 말에서는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고, 설문 조사에 응한 학생 중 선행 학습에 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 7명을 인터뷰하여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검증하였다.
FCI 검사지 점수와 물리 시험 점수는 학생들의 물리 개념
이해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에 이 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독립변인으로는 선행
학습 시기, 물리 문제 풀이량,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및 준비
여부를 두고 평균 차이 비교 분석 (t-test, ANOVA) 과 상관
관계 분석 (Pearson, Spearman) 을 SPSS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문제를 1,000문항 이상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개념 수준
이 높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21]. 변태진과 이경호는 과학고
입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연구 대상자들은

IV. 연구 결과

과학고 입학 전 평균 2,000문항 이상 물리 문제를 풀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물리 문제 풀이량과 물리 개념

1. 물리 과목 선행 학습 실태

수준, 물리 문제 풀이량과 학업 성취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22].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들의 물리 개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검사지는 힘개념검사 (force concept inventory,
FCI) 이다. FCI는 Hestenes 등이 개발하였고, 현재 역학
개념 이해 검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23,24]. 30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학생들에 비해 국내 학생들의
정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2,23,25].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수도권 소재 과학고등학교 2학년 학생 139명 중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105명 (76%)

연구 대상자 105명의 물리 과목 선행 학습 시작 시기는
Table 1과 같다. 물리 선행 학습 시작 시기를 초등학교 6
학년 때라고 응답한 학생은 10명 (9.5%) 이었으며, 중학교
때의 경우 1학년 1학기가 13명 (12.4%), 1학년 2학기가 14
명 (13.3%), 2학년 1학기가 25명 (23.8%), 2학년 2학기가
22명 (21.0%), 3학년 1학기가 12명 (11.4%), 3학년 2학기
가 3명 (2.9%) 이었다. 과학고등학교 입학 전에 물리 선행
학습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도 6명 (5.7%) 이 있었다. 물리
선행 학습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학교 진학 이후 참여 인원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장 많은 학생들 (44.8%) 이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1, 2학기 중에서도 2학년
1학기 때가 더 많았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면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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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Moment when participants began to study physics.
Moment
Number of students
Ratio(%)

6th
10
9.5

7th-1st
13
12.4

7th-2nd
14
13.3

8th-1st
25
23.8

Table 2. The motivation for prior learning about physics.
Motivation
Because I would like to pass the entrance
examination of science high school.
Because I like physics.
Because I would like to win the physics
olympiad prize.
Because I would like to get good grades
in middle school.
etc. (other reasons)

Number Ratio
of student (%)
56

53.3

24

22.9

7

6.7

6

5.7

12

11.4

8th-2nd
22
21.0

9th-1st
12
11.4

9th-2nd
3
2.9

None
6
5.7

Total
105
100.0

Table 3. The average and medium number of physics
problem that participants solved before entering high
school.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s solved
Average
Medium

Physics I
(11th)
580
500

Subject
Physics II
Intro.
(12th)
Physics
570
260
500
200

Total
1,410
1,200

명이며, 2학년 2학기 때 4명, 3학년 때 5명, 선행 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이 2명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학생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풀이한 문항 수를

학습을 시작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에 시기별 또는 과목별 풀이한 문항

이러한 경향성은 선행 연구인 변태진과 이경호의 연구와도

수를 적게 하였다. 풀이한 문항을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

유사한데, 변태진과 이경호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물리
선행 학습 시기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가 17명 (34.7%)
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선행 학습을 하는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22]. 2학년 1학기 때 물리
선행 학습을 가장 많이 시작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선행 학습
동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에게는 학습한 교재와 그 교재에서 풀이한 문항의 비율을
바탕으로 문항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한 연구
대상자들의 선행 학습 기간 풀이한 물리 문제의 수는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에 평균 1,410문항의
물리 문제를 푼 것으로 나타났다. 11 학년 수준의 물리 I

Table 2은 학생들이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

은 580문항, 12학년 수준의 물리II는 570문항, 대학 1학년

에 대한 질문의 응답분포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답변으로

수준의 일반물리학은 260문항을 풀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등학교 입시를 위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56명

연구 참여자의 풀이 문항 수에서 중앙값은 1,200문항이었

(53.3%) 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를 좋아해서’

으며, 가장 작게 푼 학생은 100문항, 가장 많이 푼 학생은

응답한 학생이 24명(22.9%)이었다. ‘올림피아드 입상을 위

4,250문항을 고교 입학 전에 풀었었다. 변태진과 이경호의

해서’(7명, 6.5%) 와 ‘중학교 내신 성적을 위해’(6명, 5.7%)

연구와 비교하면 당시 학생들은 평균 2,200 문항을 선행

을 위해 물리 공부를 시작한 학생은 소수였다. 위 응답에

학습을 통해 풀었는데, 물리I이 560문항, 물리II가 890문

서 볼 수 있듯이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입시

항, 일반물리학이 750문항으로 대학 수준인 일반물리학의

준비를 위해서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풀이 수가 큰 차이를 보인다 [22]. 이는 연구 대상자의

이러한 동기가 Table 1 의 선행 학습 시기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추가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과학고 입시를 위해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56명 중 2학년 1학기 이전에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학생은 41명이였고, 2학년 2학기에 8
명, 3학년 1학기 이후는 7명이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하였

샘플링과 연구 대상자의 입학 전형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변태진과 이경호의 연구 대상자들은 과학고 학생
들 중에서도 물리 심화반을 수강하던 49명의 학생이었고
[22], 본 연구의 대상자는 물리 심화반 학생들이 아니라 한

다. 물리올림피아드를 준비하기 위해 선행 학습을 시작한

학년 전체 (139명) 에서 표집 하였기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학생 7명 중 2학년 1학기 이전에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더불어 과학고등학교 입시전형도 변태진과 이경호의 연구

학생은 5명이며, 2명은 2학년 2학기 때부터 시작하였다.

대상자들은 과학창의성 전형으로 모두 선발하였고, 본 연

반면 물리를 좋아해서 선행 학습을 시작한 학생 24명 중,

구의 대상자들은 과학창의성 전형과 입학사정관 전형 (현,

2학년 1학기 이전에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학생은 13

자기주도 학습전형) 이 혼합된 형태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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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Q1. How much have the prior learning about
physics affected your academic achievement (midterm
exam, final exam)?
Very little Little Neutral Much Very much
N
3
6
32
51
13
Ratio (%)
2.9
5.7
30.5
48.6
12.4

2. 물리 과목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분석
연구 방법에서 밝힌 것과 같이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는 학생들이 2년간 8번의 시험
을 치른 이후에 실시하였다. 이 시기에 조사해야 학생들
이 자신의 경험 (선행 학습 기간과 물리 문제 풀이량, 학업
성취도) 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Table 4는 물리 선행 학습이 물리 교과 학업 성취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정리
한 것이다. 학생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 3명
(2.9%),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 6명 (5.7%), ‘중립’ 이 32
명 (30.5%), ‘영향을 미쳤다’ 가 51명 (48.6%), ‘매우 영향을
미쳤다’ 가 13명 (12.4%) 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물리
선행 학습이 물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에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동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립의
입장인 학생 수도 1/3정도가 되며, 영향이 없었다라고 응
답한 학생도 소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응답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도 선행 학습이 미치는 정도에 대한
시각차가 존재하였다. ‘영향을 미쳤다’ 또는 ‘매우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선행 학습이나 올림피아드를
한 학생들의 성적이 좋았다’, ‘선행 학습을 하면 기본적인
물리 개념을 알 수 있어 1학년 과정을 쉽게 배울 수 있다’,
‘물리올림피아드 공부를 했더니 시험 볼 때 좋았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서 ‘(선행 학습을) 한 적이 없다’, ‘책 (수업 교재) 에서 많이
출제되는 편이다.’ 이라고 답하였다. 이외에도 과학고에서의
학습량과 관련지어 이유를 설명하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다.
‘과학고의 학업량이 상당히 많으므로 선행 학습은 물리
공부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학습해야 할) 다른 과목들도
많기 때문에 물리를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선
행 학습 여부가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물리 선행
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다수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물리 교과 학습으로 인한 물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 및 학업
능력의 향상과 같은 직접적인 효과와 학습량과 관련하여
한정된 시간 내에서 물리학 또는 다른 과목 공부를 할 수

Table 5. Q2. How long does the effect of prior learning
about physics last?

N
Ratio (%)

2∼3
months
12
11.4

6 months

1 year

35
33.3

20
19.0

over
1 year
23
21.9

etc.
15
14.3

있는 시간을 번 간접적인 효과가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립’ 이라고 답한 한 학생의 이유에서 잘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중간, 기말 고사에 출제되는 문제
들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교재의
연습문제와 유형이 유사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선행 학습이 필수
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만 학기 중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한 번
익힌 개념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때의 습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영향은 적당히 미친다고
생각한다.”

- 이⃝⃝ 학생의 설문 응답 중에서

연구자는 두 번째 질문으로 고등학교 입학 전의 물리 선
행 학습이 어느 기간 동안 영향을 주는지 또는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학생
들은 ‘6개월 (1학기) 영향을 미친다’ 에 35명 (33.3%) 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1년 이상 (23명, 21.9%), 1년 (20명,
19.0%), 기타 (15명, 14.3%), 2∼3개월 (12명, 11.4%) 순으
로 응답하였다. 6개월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선행 학습을 역학 분야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2∼3개월 및 6개월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이 시기까지는 선행 학습의 효과가 미치지
만, 이후에는 고등학교 입학 이후의 개인의 노력과 학습량이
물리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반면 1년이나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역학, 열역학, 전기학, 현
대물리학의 전 영역을 선행 학습 하였을 때 그 효과가 고교
과정에서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기타에
응답한 학생들은 선행 학습양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다르다고 응답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 선행 학습의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3. 물리 선행 학습 효과 분석
물리 선행 학습에 대한 효과 분석은 선행 학습 시기에
따른 분석, 물리 문제 풀이량에 따른 분석,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및 준비 여부에 따른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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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s of ANOVA: Comparing FCI scores and the starting point of studying physics. 8th-1st means 1st
semester of 2nd grade in middle school.
Starting Point of
studying Physics
Before (A)
8th-1st (B)
After (C)
Difference (A-C)

Number of student
37
25
43

FCI in March
Average score
25.83
25.92
24.69
1.14

S/D
4.38
4.25
4.85

FCI in September
Average score
26.65
26.48
25.47
1.18

S/D
3.40
4.22
4.28

Table 7. The results of ANOVA: Comparing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ccording to the starting point of studying
physics.
Starting Point of
studying Physics
Before (A)
8th-1st (B)
After (C)
Difference (A-C)

1-1 Middle
52.96
51.09
48.02
4.94

1-1 final
52.96
51.09
46.81
6.15*

1-2 middle
51.94
50.50
48.04
3.90

Examination
1-2 final
2-1 Middle
52.70
52.82
49.54
47.62
47.95
48.95
4.75
3.87

2-1 final
51.00
49.04
49.69
1.31

2-2 middle
51.90
48.63
49.16
2.74

2-2 final
50.57
50.77
49.06
1.51

* p < .05.

1) 선행 학습 시기에 따른 분석
연구자는 앞 장의 선행 학습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선행
학습 시기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학교 1학년 2
학기 이전, 중학교 2학년 1학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이후로
분류하였는데, 각 집단에 속하는 인원수는 37명, 25명, 43
명이었다. 이 세 집단이 풀이한 물리 문항 수는 2020문항,
1580문항, 810문항으로 선행 학습 시기가 빠른 집단일수록
물리 문제 풀이량도 많았다. 그렇다면 이 집단 간에 물리
개념 수준과 학업 성취도의 차이는 어떠할까? 물리 개념
수준에 대해서는 앞서 연구 방법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FCI
검사지를 활용했으며, 1학년 3월과 9월 2회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을 보면 3월에 실시한 FCI 검사 점수는 선행 학습
시기가 가장 빠른 집단의 경우 25.83점, 중간 집단의 경우
25.92점, 늦은 집단의 경우 24.69점이었다. 9월에 실시한
FCI 검사 점수는 선행 학습 시기가 가장 빠른 집단의 경우
26.65점, 중간 집단의 경우 26.48점, 늦은 집단의 경우 25.47
점이었다. 세 집단 모두 3월에 비해 9월에 FCI 검사 점수가
소폭 향상되었다. 하지만 각 시기별 ANOVA 통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7은 물리 선행 학습 시기와 물리 학업 성취도와
관계를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시험에 대해 원점수 평
균이 달라 통계 분석을 위해 각 시험 단위로 연구 대상자의
원점수를 표준점수로 환산하였고, 시험 시기별 결과 값에
대해 ANOVA로 1차 분석하였고, 차이가 나는 집단에 대해

사후 분석 (post hoc. test) 으로 Tukey HSD를 수행하였다.
선행 학습 시기가 빨랐던 A집단이 선행 학습 시기가 늦은
C집단에 비해 표준점수의 평균이 항상 높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그 차이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7번의 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이 부분은 상관 관계를 통해서도
재검증 할 수 있었는데, 선행 학습 시기와 학업 성취도를
Spearman 상관 관계로 분석한 결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만 .269 (p = .005) 으로 상관 관계가 조금 있었고, 나머지
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
미의한 경우에도 Spearman 상관계수가 .250 이하로 상관
관계 정도가 약했다.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유의미한
값을 보인 원인은 시험 범위 중 상당 부분이 이전 중학교 때
배운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으며, 강체의 회전과
같은 새로운 물리 개념 학습이 필요하기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 선행 학습 영향이 더 컸으리라 판단된다.

2) 문제 풀이량에 따른 분석
앞 장의 선행 학습 실태 조사에서 밝힌 학생들의 선행
학습 기간 동안 풀이한 문항 수의 평균값은 1,410문항, 중
앙값은 1,200문항이었다. Table 8은 문제 풀이량과 FCI
점수와의 관계를 t-test를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3월에 시
행한 점수와 9월에 시행한 점수 모두 유의 수준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작은 차이가 있었다. 재검증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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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results of t-test: Comparing FCI sco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 solved.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s solved
≤ 1200
> 1200
Difference

FCI in March
Average score
24.5
26.3
1.8*

Number of student
53
52

S/D
5.1
3.7

FCI in September
Average score
S/D
25.2
4.7
27.1
2.8
1.9*

* p < .05.

Table 9. The results of t-test: Comparing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
solved.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s solved
≤ 1200
> 1200
Difference

1-1 Middle
46.28
53.79
7.51**

1-1 final
45.85
54.23
8.38**

1-2 middle
46.52
53.55
7.03**

Examination
1-2 final
2-1 Middle
46.93
47.78
53.13
52.26
6.20**
4.48*

2-1 final
48.08
51.95
3.87*

2-2 middle
48.15
51.88
3.73

2-2 final
49.32
50.70
1.38

*p < .05, **p < 0.01.

Table 10. The Pearson Correlation results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nd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
solved.
Examination
1-1 Middle 1-1 final 1-2 middle 1-2 final 2-1 Middle 2-1 final 2-2 middle 2-2 final
The number Pearson correlation
.370**
.459**
.379**
.343**
.352**
.234
.260
.140
of physics
coefficient (ρ)
problems
Significance
.000
.000
.000
.000
.000
.016
.007
.156
solved
(p-value)
**p < 0.01.

Pearson Correlation으로 상관 관계를 분석했을 때는 FCI

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

3월 시행 점수는 .279 (p = .004) 로 통계적으로 약한 상관

선행 학습 효과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

관계가 있었고, FCI 9월 시행 점수는 상관 관계가 없었다.

한 조사에서 물리 선행 학습 효과 지속에 대해 연구 참여자

선행 학습 시기와 문제 풀이량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한

35명 (33.3%) 이 1학년 1학기까지 (6개월), 20명 (19.0%) 이

추가 분석은 나중에 밝히도록 하겠다.

1학년 2학기까지 (1년)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응답하였다.

Table 9와 Table 10은 물리 문제 풀이량과 물리 학업 성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라는 것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인에

취도와의 관계를 t-test와 Pearson 상관 관계를 통해 분석

의해 나타나겠지만, 문제 풀이량으로 대변되는 선행 학습이

한 결과이다. 두 결과 모두 1학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1학년 때와 2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학생의 성적이 문제를 적게 풀어본 학생 보다 학업 성취도

소결을 내릴 수 있겠다.

가 높았다. 물리 문제 풀이량과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는
2학년 1학기까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다가,
2학년 2학기에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3)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여부에 따른 분석

않았다.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두 그룹간의 차가 7.51점으로 높게 시작하여, 1학년 1학기

앞서 두 절에서 선행 학습의 시기는 물리 개념 수준이

기말고사 때 8.33점으로 두 그룹 간 가장 큰 차를 보이다가,

나 물리 학업 성취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물리 문제

1학년 2학기가 되면 그 차가 줄며 (7.03점, 6.20점), 2학년

풀이량은 선행 학습 시작 시기와는 달리 물리 개념 수준

때는 4.48점, 3.87점, 3.73점, 1.38점으로 그 차가 지속적으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학업 성취도에서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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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The results of Welch: Comparing FCI scores according to Physics Olympiad
Physics Olympiad
in middle school
Winner (A)
Prepare for, Not Winner (B)
Didn’t Prepare (C)
Difference (A-C)

Number of student
27
13
65
3.2**

FCI in March
Average score
S/D
27.9
1.8
23.4
5.2
24.7
4.8
2.0*

FCI in September
Average score
S/D
27.7
2.4
24.9
5.1
25.7
4.0

**p < .01, *p < .05.

Table 12. The results of ANOVA: Comparing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ccording to Physics Olympiad.
Physics Olympiad
in middle school
Winner (A)
Prepare for, Not Winner (B)
Didn’t Prepare (C)
Difference (A-C)

1-1 Middle
56.88
47.66
47.61
9.27**

1-1 final
58.03
46.74
47.31
10.72**

1-2 middle
55.36
46.98
48.37
6.99**

Examination
1-2 final 2-1 Middle
56.22
56.13
47.29
46.16
47.96
48.22
8.26**
7.91**

2-1 final
56.03
47.46
48.00
8.03**

2-2 middle
54.83
47.52
48.49
6.34*

2-2 final
54.99
47.49
48.43
6.56*

**p < .01, *p < .05.

이상의 기간 동안 차이를 보여 그 이유에 대한 추가 분석이

비교하면 물리올림피아드 수상한 학생들은 27.7점, 준비했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연구자는 선행 학습 시기나 물리

으나 미수상한 학생들은 24.9점,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문제 풀이량 외에 어떤 변인이 물리 개념 수준이나 학업

25.7점이었다. 3월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 분석 결과 FCI 9

성취도에 영향을 미칠까 찾던 중 물리올림피아드 (KPhO)

월 점수에 대해 수상한 그룹은 미준비 그룹과 통계적으로

에 주목하였다.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 (p < .05) 가 있었다. 더불어 3월과 9월 모두

응답에서는 물리올림피아드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지

준비 그룹과 미준비 그룹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

만,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수 상당수가 수학· 과학

었다.

올림피아드 입상 경력이 있고 [22,26], 앞서 두 변인의 결과

Table 12는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준비/미준비 그룹 간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여 분석을 시작하였다.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값이다. 통계 분석은 ANOVA로 1

연구 대상자 전체 105명 중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는 27

차 분석하고, 사후 분석 (post hoc. test) 으로 Tukey HSD

명이며, 이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풀이한 물리 문항 수는

를 수행하였다. 앞 절에서 분석한 변인인 선행 학습 시작

평균 2,300개였다. 물리올림피아드를 준비했으나 미입상한

시기와 물리 문제 풀이량과는 달리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학생은 13명이며, 이들이 선행 학습을 통해 풀이한 물리

그룹과 물리올림피아드를 준비하지 않은 그룹 사이의 성적

문항 수는 평균 1,500개였다. 마지막으로 물리올림피아드

차가 2학년 2학기까지 지속적으로 있었다. 또한 그 차가 앞

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65명이며 평균 1,000개의 물리

절에서 다룬 두 변인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학년

문제를 풀었다.

2학기로 가면 그 차가 조금 줄어드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Table 11은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준비/미준비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를 보인다. 학생들은 자신의 선호 교과에 따라

FCI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FCI 3월 평균 점수를 비교

학업 성취 수준이 다르며,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학생마다

하면 물리올림피아드 수상한 학생들은 27.9점, 준비했으나

잘할 수 있는 과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7]. 이러한 부

미수상한 학생들은 23.4점,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24.7

분을 고려하면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그룹 학생들은 고교

점이었다. 통계 분석은 Levene 등분산성 검정에서 분산이

입학 전부터 물리 과목을 잘하거나, 고등학교 입학 후 물리

동일하지 않아, Welch 통계를 사용하고, 사후 분석 (post

과목을 잘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이라 할 수 있다

hoc. test) 으로 Games-Howell을 사용하였다. FCI 3월 점

연구자는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27 명) 를 제외한 78

수에 대해 수상한 그룹과 다른 두 그룹 사이에는 통계적

명에 대해 문제 풀이량과 FCI 관계, 문제 풀이량과 학업

유의미한 차이 (p < .01) 가 있었다. FCI 9월 평균 점수를

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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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results of t-test: Comparing academic achievement scores and the number of physics problem solved
except for Physics Olympiad Winner.
No. of physics
problems solved
≤ 1200
> 1200
Difference

1-1 Middle
45.47
51.06
5.59*

1-1 final
44.75
51.17
6.42**

1-2 middle
45.70
52.05
6.35**

Examination
1-2 final
2-1 Middle
44.75
46.75
51.17
49.68
6.42**
2.93

2-1 final
47.22
49.02
1.80

2-2 middle
47.94
48.94
1.00

2-2 final
48.56
47.82
-0.74

**p < .01, *p < .05.

결과 물리 개념 수준을 볼 수 있는 FCI 검사에서는 3월과
9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업 성취
도와의 비교에서도 Table 9의 결과 비교하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과 적게 풀어본 집단 간의 점수 차가 줄었고,
2 학년의 네 번의 시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었다 (Table 13 참고).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고 입학 이전의
물리 선행 학습의 실태를 조사하고, 선행 학습을 세 가지
변인 (시작 시기, 문제 풀이 양, 경시대회) 으로 설정하고, 이
변인들이 물리 개념 수준과 물리 학업 성취도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계기로 ‘과학고 입시를 위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이
53.3%로 가장 많았고, 이는 상급학교 입시 시험이나 명문학
교 진학을 위해 선행 학습을 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한 시기로는 초등학교 6학
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들은 중학교 시절 평균 1,410문항의
물리 문제를 풀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물리 선행 학습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학생의 비율은
61%였으며, 6개월 정도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응답한 인
원이 가장 많았다. 선행 학습 시기는 물리 개념 수준 (FCI
검사 점수) 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학업 성취도에는 1
번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의 시험에서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를 보였다. 물리 문제 풀이량은 2번의 물리 개념
검사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를 보였고, 학업 성취도
에 있어서는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까지 유의미한 차를
보였다.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여부는 표면상으로 앞의 두
변인 보다 영향력이 컸으며, 학업 성취도의 경우 2학년 2
학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인
원을 제외한 통계분석에서는 물리 문제 풀이량의 영향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물리올림피아드 수상 여부가 물리
개념 수준 및 학업 성취도와 상관 관계가 높은 것은 선행
학습의 효과보다 이 학생들이 가진 물리학에 대한 이해도
등 잠재 능력이 높음에 기인할 수 있다. 이를 보다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27명) 에 대한 추
가 분석이 필요하다. 물리올림피아드 수상자 그룹이 선행
학습을 시작한 시기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초6∼
중2로 준비 그룹이나 미준비 그룹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 학생들이 물리 선행 학습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과학고 입시를 위해서’ 가 11명이며,
‘물리를 좋아해서’ 라고 답한 학생은 9명이다. 더불어 ‘물
리올림피아드 입상을 위해서’ 라고 응답한 학생은 4명이었
다. 물리 좋아해서 물리 공부를 시작한 학생의 비율이 다른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는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선행 학습을 일찍 시작하고,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다
는 것이다. 과학고와 같은 선호 학교 입학이 외적 동기로
작용하여 학습한 학생들은 일시적으로는 높은 학업 성취
도를 보여줄 수 있으나, 물리학의 진정한 재미와 깨달음의
즐거움을 아는 학생들은 보다 꾸준하게 좋은 학업 성취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도와의 관련
성에 대해서는 추후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물리 과목을 포함한 과학 선행 학습 실태에
대해 과학고 교사, 교육 정책 관계자, 과학 교육 연구자들
의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다. 자사고와 영재 학교의 수적
증가로 과학고에 대한 학생 선호도는 전 보다 낮아지기는
했으나, 과학고는 중학교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는 여전히
선호 학교로 분류되며, 높은 수준의 수학�과학 교육과정으
로 인해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이 존재한다. 과학고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현재의 입학생들은 본 연구 대상자에 비해 선행
학습 양이 줄고, 사교육을 통해 선행 학습을 전혀 하지 않고
입학하는 학생의 비율도 늘었다고 한다. 연구자는 이러
한 변화가 과학고 입시 전형의 변화 및 조기 졸업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변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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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과학고가 명문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과학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학생들로 가득 찬 공간이 될 때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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