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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igh-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difficulties in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18 high-school students, who answered
questionnaires and had interviews which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y. The perceptions were
investigated through epistemological framing (e.f.) and understanding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The e.f. was described by a viewpoint and a logic. In the case of research participants who were
activated CM or Chemistry I-based QM as epistemological resources (e.r.), understanding wa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participants who were activated physics II-based QM as an e.r., understanding
was at the desired level in the curriculum. In the case of participants who were activated physics
II-based γ-ray microscope and the high level of logical explanations as e.r., understanding was appropriate. The difficulties were classified an difficulties with content, context, epistemology and
application. High school students can not apply the uncertainty principle in everyday life even
though they have learned it, and its interpretation is difficult to believe and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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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및 학습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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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8명이다. 자료는 설문과 면담으로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현상학을 사용했다. 인식
은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이해를 통해 조사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관점과 설명의 논리성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고전역학적 관점이나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경우는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과 중간
수준 이상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에서 감마선 현미경 관점과
높은 수준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경우가 적절하게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의 어려움은 내용, 맥락, 인식론, 응용 등의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고등학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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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더라도 일상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며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사고실험이 필수적인 현대물리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PACS numbers: 01.40.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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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불확정성원리를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 단원에 처음 도입되었고, 2020년부터 적용될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II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
불확정성원리가 도입된 고등학교 물리II 과목은 물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관련된 전공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
하여 물리의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4]. 그러나 대학생에게도 양자역학
의 추상적 개념은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간주된다 [5].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II에서는 불확정성원리에 대
한 기본적인 이해에 덧붙여 불확정성원리를 수소 원자 내
전자와 연결 지어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2]. 2009 개
정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 단원은 수업 시수 대비 내용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이론과 수식 위주로 진행되었다 [4,
6]. 박송이 [7]는 불확정성은 물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
기 힘들고, 수업하더라도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물리II 교과서가 서술하는 불확정성원리를
분석하여 오개념 요소를 지적한 연구 [4]도 있지만, 국내�
외에서 고등학생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
았다.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 수준의 교재를
분석하거나 대학생의 생각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7–13].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진행되었다 [5,14–17]. 연구 결과, 보어 모
델과 같은 준고전적 모델의 사용이 학생이 양자역학을 이
해하는 데 어렵게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를
측정 오차, 측정 시 교란, 물리량이 분포할 확률이나 분포,
참값과의 차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
도 불확정성원리 관련 수식과 개념을 이해했다기보다는 책
내용이나 강사의 설명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불확정성원리가 도입된 이후 국내
고등학생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된 선행연구는 불확정성원리에 관한 학생
오개념과 이해의 조사와 선행연구 결과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4,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어
려움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불확정성원리와 ‘불확정성’
1)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원리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
법으로 설명하였다 [18].
1. 고전적인 위치와 속도 개념을 불연속적으로 수정한
방법
2. 위상공간에서의 파동을 고려한 방법
3. 감마선 현미경 사고실험을 이용한 방법
4. 위치와 속도 간 통계적 관계를 이용한 수학적 방법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는 고
전역학에서 활용하던 위치-시간 그래프에 양자역학에서 불
연속적인 시공간을 가진다는 속성을 적용하여 설명한 후,
이러한 생각이 보어의 연구를 통해 불연속의 존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파동 이론도 같이 고려했어야 했다는 점에
서 자신이 잘못 설명했음을 밝힌 기록이 있었고, 위상공간과
해석역학을 이용했던 모습으로부터 고전역학에서 양자역
학으로 수학적 체계를 세워가는 방법도 나타났다 [18]. 이를
통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고전역학
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석역학과 위상공간, 파동 이론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상공간에서의
파동을 이용한 설명 방법이 입자-파동 이중성과 연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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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
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원민 [19]에 따르면 양자역
학을 설명하는 데 파동을 이용한 방법도 결국은 파동함수에
기반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하이젠베르크가 소개한 불확
정성원리의 설명 방법을 중 하나인 파동과 통계를 적용하
여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에게는 어려운
수준의 고전역학 및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확정성원리를 일반화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전개
도 결국은 감마선 현미경 사고 실험에서 전개된 사고가 밑
바탕인 것으로 보인다 [18]. 이것은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고전역학 관점을 이용하거나 고전역학에서
쓰던 기법을 응용하여 설명하기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으며,
최소한 입자-파동 이중성을 이용하거나 확률 개념, 감마선
현미경의 설명 방법이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교육으로 적절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 ‘측정’ 상황을 벗어나
는 선행지식을 요구하는 입자-파동 이중성(또는 상보성)과
수학적인 확률 개념을 이용한 설명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감마선 현미경과 관련된 사고 실험을 이
용한 불확정성원리의 설명 방법이 다른 방법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 불확정성원리 교육
1) 불확정성원리 교육 관련 선행연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5, 7, 11–13]들은 주로 물리
학과나 물리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확정성원리를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보
고되지 않은 편이었으며, 연구들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불확
정성원리에서 측정 상황에 관해 ‘불확정성’ 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전역학과의 차이나 오비탈(확률 및 통계), 파동
함수,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현상차원의 오차교란 관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7]는 양적으로는 많지 않았지만,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대학생과는 달리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개
념이 혼재되어 나타는 경우가 있었고, 교육과정 상 선행되는
오비탈 개념이나 보어 모델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불확정성원리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이 현대물리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고전역학이나 준고전적 모델을 접했던 경험과 그와 관련된
인식이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2) 불확정성원리의 현대적 해석과 ‘불확정성’
최근 들어, Ozawa [20]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에서 측정으로 나타나는 불확정성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정성 간에 형식상의 모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하이
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확장시킨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를 제안하였다. Ozawa [20]는 불확정성의 의
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 오차, 교란, 측정하기 전에도
존재하는 두 물리량의 표준편차로 구분하였고, 이는 하이젠
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일반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19].
또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는 실험적으로도 검
증되었다 [21]. 따라서 하이젠베르크가 처음으로 제안한
불확정성원리 관계식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절한 관계식이며, 불확정성원리 관계
식에 쓰인 Δ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의 불확실도 의미보다는
통계적인 표준편차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박송이
[7]에 따르면 물리학자들조차 여전히 ‘불확정성’ 용어 사용
에 일치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타
당한 불확정성원리에 따르면 현대의 양자역학 기준으로 ‘불
확정성’ 의 의미를 측정 장비로 인한 오차와 측정으로 인한
교란, 측정 전에도 존재하는 통계적 표준편차의 의미로 넓
게 사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불확정성원리
교육에서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불확정성’ 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II 양자물리 단원 도입부의 목표
는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현상은 고전역
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이다 [1].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불확정성원리가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불확정성원리 내용은 하이젠베르크 불확정
성원리와 불확정성원리의 인식론적 측면을 서술한 부분을
포함하여 거의 동일했다. 고등학교 물리II 교과서에서의
불확정성원리를 서술과 하이젠베르크 [18]가 직접 불확정성
원리를 서술한 내용에서 감마선 현미경 사고 실험과 ‘측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치와 운동량에 관한 설명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화학I 교육과정에도 양자역학 내용이 포함되어 있
다. 화학I의 2단원에서 보어 모형과 오비탈 개념이 있고,
진도 상으로 물리II보다 대략 1년 정도 일찍 배우게 된다.
학생 입장에서는 불확정성원리를 물리II에서 학습하기 전
에 화학I에서 양자역학 관련 내용을 학습했음을 알 수 있다.
오수벨의 유의미학습이론에 따르면 화학I에서의 보어 모
델과 오비탈이 물리II에서 불확정성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
선행조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함에
있어 화학I에서 학습한 양자역학 내용이 도움이 됐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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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 학생이 교재 내용을 받아들여 학습하기 때문에
교재는 옳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5], 물리II 교과서에서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을 부적절하게 혼합하여 불확정
성원리를 설명하는 예시가 있어 측정에서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대한 양자역학적 설명에서 오개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4]. 또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
보더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모두
‘불확정성’ 단어 자체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자역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전역학에 익숙한 물리
학자들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듯이 학생들도
용어의 정의, 수식, 이론체계에서 혼란을 겪는다 [5]. 불확
정성원리에 관해 물리학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관련된
상황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 관련 평가에서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더
라도 개념적으로 옳게 학습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고등학
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위와 관련된 상황
때문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불확정성원리의 인식론적 측면
하이젠베르크 [18]는 현실 (양자역학) 에서는 원자를 파
괴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현실 (양자역학) 에서는 고
전역학에서의 결정론적인 면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Hermann [22]이 저술한 하이젠베르크와 관련된 전기
『하이젠베르크』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원리를 생각
해내는 과정에서 인식론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겼음이 나타
난다. 양자역학, 특히 불확정성원리에 관해서는 하이젠베르
크를 포함한 물리학자들이 고전역학적 결정론을 폐기하는
등의 인식론적 측면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고려해야
하며 양자역학 교육에 관련된 인식론적 측면 또한 마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Olsen [23]은 학생에게 불확정성원리
같은 양자이론이 세계를 보는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시하면 양자물리학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
였고, Kalkanis et al. [9]는 양자역학 교육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간의 혼합이 인식론적인 장
애를 만들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생각을
교육과정 초기에 도입해야 하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완전히 독립된 이론 체계로 재구성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측정’ 에 있어 근본적
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도 교육과정 [1,2]과 교과서
[24,25]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하이젠베르
크 [18]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사용한 감마선 현미경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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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고전역학적
결정론이 무너지게 되며 [26], 양자역학에서 고전역학과 다
르게 측정이 현실에 영향을 끼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와 같이 불확정성원리 이해에 앞서 양자역학적 관점으로의
인식론적 변화가 중요하다.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자 내에서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
역학적 관점 사이의 충돌로 인해 불확정성원리를 겉으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과학 서적에서도 양자역학
에서의 ‘측정’ 을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여전히 물리
II 교과서에 서술된 고전역학적 관점의 결정론에 매우 익숙
해진 상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양자역학에서의
‘측정’ 을 처음 학습한 고등학생의 입장에서 불확정성원리
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인식론적 신념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어려움의 원인으로 인식론적 신념이 포함되어 있
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4.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인식론적 자원
최근 물리교육연구에서는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를 넘
어서서 학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물리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살펴보고 있다 [27–31].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
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도구나 기술이 적절할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나 판단이다 [27]. 연구자들은 연구참여
자가 언급한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기본 구조를 가진 넓은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통적인 기본 구조를 가
진 넓은 영역의 범주를 인식론적 자원으로 언급한다 [27].
인식론적 자원은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32],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인식론적 자원이
관찰되기보다는 여러 인식론적 자원이 중복되어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보게 된다 [33]. Modir et al. [31]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자역
학 문제풀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양자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2차원의 두 축으로 나누어
한 축은 Algorithmic – Conceptual 축으로, 다른 한 축은
Physics – Math 축으로 구성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인식론적 자원들의 단
순한 나열로 나타내도 좋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인식론적
자원을 2차원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상황에
서 활성화하는 인식론적 자원의 두 축으로 ‘관점’과 ‘논리성’
을 설정하였다. 관점을 한 축으로 설정한 이유는 불확정성
원리의 인식론적 측면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불확정성원
리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물리학사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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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18,22], 양자역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적 관점으로의 인식론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9,23]. 다른 한편, 선행연
구 [27]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계산, 물리적 대응, 혹은
수학적 정합성으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추기도 했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추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서 계산, 물리적 대응, 또는 수학
적 정합성은 학생들의 논리성을 나타내는 반면, 권위에 호
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 논리성을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였다. 불
확정성원리에 대한 ‘관점’ 의 하위 범주는 불확정성원리의
이론적 배경과 불확정성원리 관련 교육과정 내용 등을 고려
하여 설정하였는데, 불확정성원리의 이론적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크게
나누고, 교육과정상 양자역학 내용을 학습하는 순서를 고려
하여 세부적으로 고전역학적 관점,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
역학적 관점의 중간 관점, 화학I에서 배운 양자역학적 관점,
물리II에서 배운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설명의
논리성은 선행연구 [27]의 결과를 참조하여 교과서나 교사의
권위로 불확정성원리의 결과나 규칙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논리 없이 단순하게 불확정성원리를 인정하고 내용을 반
복하는 경우는 ‘권위에 의존’ 으로, 불확정성원리 수식이나
물리적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는 ‘논리적 설명’으로 분류하였다. 즉, 불확정성원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인식론적 자원을 관
점과 설명의 논리성의 두 축으로 구성하여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했다. 물리II 교과서에서도
‘불확정성’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단어 자체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을 묻고자 했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Johnston
et al. [5]은 불확정성원리는 대학생도 배우기 어렵다고 보
고했다. 고등학생에게도 불확정성원리는 어려운 주제일
것이므로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불확정성원리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을
설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경호 [34]는 물리 학습에서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에서 불일치가 나타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
다고 하였다. ‘불확정성’ 단어 자체의 뜻을 고등학생이 자
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과 불확정성원리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학습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비검사지는 물리II를 배운 고등학생 12명에게 투입되
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불확정성’ 용어에 관한 문항의
응답에서 학생마다 선택은 각기 달리했고, 그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적 설명에 가깝기보다는 물리I의 고전역학과 화학I
의 오비탈 개념, 물리II 불확정성원리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혼재되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검사에서
불확정성원리의 물리학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경험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문항에서는 응답량이 상당히 적었다.
따라서 본검사에서 알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묻기보다는 불
확정성원리 수식에 관한 문항과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묻는 것이 응답을 얻는

III. 연구 과정 및 절차

데 있어 더 적절한 형태라고 판단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묻는 문항의 몇 안 되는 응답 중에는

1. 설문지 제작 과정 및 설문의 타당도 확보 노력
1) 예비설문지 구성 및 응답 반영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왜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지를 제작하고
투입하였다. 예비설문지의 목적은 인식에 대한 기초조사로
서 용어의 이해, 알고 있는 것, 학습의 어려움 등을 조사하
였다.
‘불확정성’ 용어의 뜻을 물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송
이 [7]에 따르면 불확정성원리 교육에서 ‘불확정성’ 의 의미
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
정성원리 [20]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불확정성’ 의미를 제시

학생이 양자역학에서의 물리량 측정에 있어 참값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일부는 불확정성원리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응답했는데 설문지를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론 등의
관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였다. 예비설문지의 응답을 바
탕으로 불확정성원리 내용을 얼마나 아는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측정’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확정성
원리 학습 시 어려움에 대한 문항은 학생 각각 다르게 응답
하였고, 응답량이 적어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비검
사지에 응답한 12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가 연구참여자로
참여하고, 더 자세하게 기술된 응답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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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and response format of the questionnaire.
Item #

1

2

Intention of question

Questionnaire contents

Response format

Extracting epistemological
resources based on explaining
uncertainty principles

Choose your own thoughts on the position of the electron in
a atom.
Before measuring the position of the electron, the position
value of the electron is (determined in time / unknown),
The moment you measure the position of the electron, (the
position and momentum values that are determined in time
are measured / both position and momentum are
instantaneously determined / only position or only
momentum is instantaneously determined),
After measuring the position (the position and momentum
value of the measurement moment will be maintained / the
position of the measurement moment (or momentum) will
be maintained / both the position and momentum value
will unknown).

Choose and explain

Understanding the term and
definition of the uncertainty

What did you think of the word “uncertainty” in studying
uncertainty principles? (multiple choice available)
(Limitation of measuring equipment generated by measuring
position or momentum / Error and disturbance inherent in
nature, which only appears by measuring position or
momentum / Standard deviation obtained by measuring
position or momentum values several times with measuring
equipment / etc.)

Choose and explain

3

Understanding and
If you know the uncertainty principle formula, please write
interpretation of the formula of down the formula and everything you know about the
the uncertainty principle
uncertainty principle.

Free description

4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Write down why the uncertainty principle is important and
the uncertainty principle
write down its role.

Free description

5

Difficulty in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Write down the reasons why the uncertainty principle was difficult.

2) 본 설문지 구성

Free description

2번 문항은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인식과 설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고등학생 입장

예비설문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 문항의 의

을 고려하여 예비설문지와 비슷하게 ‘불확정성’ 용어와 Δ

도와 설문 내용을 전문가 협의를 통해 본 설문지를 다섯

는 비슷한 의미로 간주하여 Ozawa [20]가 분류한 불확정성

문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의미 세 가지를 제시한 후, 중복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한 후

1번 문항은 양자역학의 ‘측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

불확정성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3번 문항은 불확정성원리의 수식에 대한 이해에 관한

되는 인식론적 자원을 추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문항으로 구성했다. 예비설문지에서 불확정성원리에 대해

원자 속 전자의 위치 측정 상황을 제시하여 전자의 위치를

아는 것을 자유서술식으로 구성했을 때 수식을 알고 있는지

측정하기 전과 측정 시, 측정 후로 나누어 위치와 운동량이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수식 적도록 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떻게 될지를 답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전역학적이거

불확정성원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

나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한 경우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

4번 문항은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

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함에

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설문

있어 본 설문지 전체 응답을 관통하는 인식의 줄기를 찾을

지에서 불확정성원리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서술식으로 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성했을 때 저조했던 응답률을 감안하여 단순하게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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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묻기보다는 불확정성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1) 현상학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관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했다.
5번 문항은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운 점에 관한 문
항은 예비검사지와 동일하게 자유서술식으로 구성하였다.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은 개인마다 다를 것으로 예
상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한 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설문지 문항의 의도와 설문 내용, 응답 형식을 표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2. 연구참여자 모집 및 자료 수집
지원자 표집을 사용하여 2018년 여름에 물리II 과목이
개설되어 운영 중인 경기도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참여자 각각이 불확정성원
리를 접했고 불확정성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경험이
공통적이었다고 판단하여 현상학이 자료 분석 방법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5,11,35–38]. 자료원으로는 학생이
작성한 설문지 응답 내용, 면담 내용, 학생이 면담에서 그린
그림 등을 사용하여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경험을 끌어냈다. 다
양한 자료원을 통해 학생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불확정성원리를 어떤
측면에서 어려워하는지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와 비슷한
수의 10-20명의 학생들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
반이 되는 생각을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용어와 수식, 중요성, 어려움에 관해 살펴보았다.

부모와 함께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물리II는 다섯 개

2)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확보 노력

반(일부는 합반)에 개설되어 있었고 총 수강 인원은 약 110
명 정도였다. 연구자가 직접 네 개 반에 방문하여 지원자
를 모집했고 홍보 과정에서 물리II 성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18명 (남 18명) 으로
모두 2학년 때 물리I과 화학I을 수강했으며, 3학년이 되어
정규수업으로 물리II를 수강하여 불확정성원리 내용을 배
운 학생 17명과 물리II를 수강하지 않았으나 물리에 관심이
있어 교과서 등을 찾아 읽어봤던 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선행연구들 [5,11]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유사하였다.
불확정성원리 내용 수업은 정규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던 교사가 일부 수업은 강의식으로, 일부 수업은 발표
수업으로 진행했고 연구자는 수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별 설문 응답 및 면담은 Ayene et al. [11]의
연구를 참조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따랐다. 빈 교실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와 면담 녹음 자료, 설문 중
에 연구참여자가 그린 그림 등을 교차확인하여 타당성을 확
보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 확인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해석이 연구참여자의 견해와 같은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또한, 현상학의 특성상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괄호 치기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의한 요인을 최소
화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연구자의 주관이 뚜렷하
면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판단중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설문지 내용보다는 면담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인식론적 자원의 탐색 과정에 연구참여자가 특정
용어를 한 번 사용했다고 하여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됐다
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와 면담 내용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큰 줄기가
되는 인식론적 자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을 빌려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했다. 녹음을 위해 설문지
작성 전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구했다. 개인별 면담 소요
시간은 총 40분으로 설문지를 약 20분 정도 작성한 직후
연구자와 약 20분 정도 면담했다. 설문지 내용 순서대로
진행하여 설문지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을 듣고 설문 내용
에 관해 연구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되 설문지 외적인
부분도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3. 자료 분석

3) 자료 분석 대상
중도탈락자나 불성실한 응답인 설문지는 없었고 모든 설
문지 응답과 정상적으로 녹음된 파일의 전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녹음 파일 18개 중 1개(S14)만 설문지 4
번과 5번에 해당하는 10분 정도 분량만 녹음 오류로 인해
손실되었다. 연구참여자 S14는 설문 문항 4번과 5번의 응
답을 매우 자세히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는 영
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해의 정도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대조하며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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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Epistemological framing in explanation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1)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
이밍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자원은 관점 (고전역학적, 양자
역학적) 과 설명의 논리성 (권위에 의존, 논리적 설명) 이다.
각 인식론적 자원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놓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참여자가 어떤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
추고 있는지 분류하면 Fig. 1과 같다.
각 좌표는 각 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의 활성화 정
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서열척도로써 상대적인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인 관
점은 물리I 기반 고전역학, 변형된 고전역학, 화학I 기반 양
자역학(확률), 물리II 기반 양자역학(상보성),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감마선 현미경)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개정 교
육과정 물리I은 뉴턴역학과 상대론이, 화학I에서는 오비탈
과 확률 개념이 수록되어 있고, 물리II에서는 불확정성원리
가 한 단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물리II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진 연구참여자의 수가 반 이상인 점과 고등학생이 불확정
성원리를 이해하는 데 상보성을 이용하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물리II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상보성과 감마
선 현미경의 관점으로 세부화하였으며 감마선 현미경의 관
점을 조금 더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배치하였다. 그 이유
는 학생 입장에서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는 순서가
화학I에서의 확률을 이용한 관점, 입자-파동 이중성, 물리II
에서 감마선 현미경 사고실험이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II
불확정성원리 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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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점의 출현
빈도수는 Table 2와 같다. 빈도수는 연구참여자가 특정
관점을 여러 차례 보였더라도 하나로 취급하여 중복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동시에 보일 경우 각각 하나씩
취급하여 전체 연구참여자에 대해 계수했다.
Fig. 1의 세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은 설명의 논
리성이다.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식론적 프
레이밍은 학생이 어떤 생각으로 물리 문제에 접근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다. 설문지 작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면담 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연구참여
자마다 설명의 논리성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선행연
구 [27]와 유사하게 어떤 연구참여자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
대로 말할 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연구참여자는 학습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였다. 연구참여
자에게 활성화된 관점 차원의 인식론적 자원은 다를지라도
설명의 논리성에 따라 인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인식론적 자원의 세로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은 가로축에 해당하는 관점에 관한 세부 설명과 학생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 물리I 기반 고전역학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
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는 고전적 궤도나
관성 법칙을 주로 언급하며 물리I에서 다루는 뉴턴 법칙에
따라 전자가 시간에 따라 정해진 궤도 위의 위치를 가진다는
생각이나 양자역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다음은 고전적 궤도 또는 관성법칙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15: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 하나는 확정할 수 있지만 하나가 불확정
적이 되고 측정하기 전에는 정해져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연구자 : 아.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
기 전에도 시간에 따라 (전자가) 정해진 위치를
잘 따르고 있었는데 S15: 네. 연구자 : 내가
측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 이런
뜻이에요?
S15: 네. 거기에 가까워요.
연구자: 아. 그러면 위치가 딱 정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핵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딱
정해진 이런 위치? 궤도를 뭐… 시간에 따라 이
때, 이 때, 이 때 뭐 있긴 있었다.
S15: 있는데. 있는데 측정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측정하는 순간에 하나를 자기가, 측정자가
확인해서 정할 수 있을 뿐 어디 나머지 하나 위
치랑 운동량 중에 하나는 특정한 범위로만 알
수 있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하는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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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tailed contents and frequency of epistemological resources in explai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Epistemological
resources
CM based on
Physics I

Detailed contents

Main

Auxiliary

(C-1) classical orbit or the law of inertia
(C-2) The problem of the time it took for light to reach the eye after measurement

2
-

5
2

Distorted CM

irregular movements of the electron or irregular movements following classical orbits

6

3

QM based on
Chemistry I

The electron cloud model or the probability

5

8

QM based on
Physics II

(P-1) particle-wave duality or complementary
(P-2) gamma-ray microscope

4
8

3
3

Fig. 2. An electron orbit picture by S11.
또는 Fig. 2와 같이 전자가 궤도를 따라 움직인다고 인식
하였다.
측정 후 빛이 눈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으로 인한 문제는
불확정성원리 설명을 위한 보조 내용으로만 쓰였는데, 이는
물리I에서 상대론 교육이 강화되면서 광속의 유한함을 인
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측정 후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 문제가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
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것 같은
데…
S16: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
고 여기를 뭐 측정값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잘…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요.
연구자: 음. 있다고 쳐요. 시간에 따른 위치.
S16: 네
연구자: 요 축이 위치.
S16: 위치라 하면은 저희가 측정을 이 순간 때
에 측정을 했는데 실시간으로 아주 짧은 순간
마저도 그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것의 수치는 이미 과거 시점
이었던 것 같아요.

Fig. 3. position-time graph by S16.
또는 Fig. 3와 같이 시간차 때문에 관찰자가 측정한 위치
와 전자의 위치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 변형된 고전역학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
구참여자는 뉴턴법칙을 따르면서 움직이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궤도운동을 하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한다. 물리I에서 배
운 고전역학뿐 아니라 학생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것 화학
I에서 다루는 내용인 전자구름모형이나 확률 개념을 함께
사용하여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음은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1: 측정하는 순간 움직이는 걸 운동량을 파
악해도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구자: 정해진 대로 이게 선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위
치를 딱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얘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S01: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니까 보이니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둘 중 하
나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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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동하는 게 보이니까라는 게 무슨 말
이에요?
S01: 그… 아니, 측정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분포돼 있
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운동량 혹은 위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 : 대략적인
S01: 네
• 화학I 기반 양자역학
화학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

물리II 기반의 양자역학적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
성화된 학생은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 감마선 현미
경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고자 집중
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학습하여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다음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파동성으로 인
해 (응답 보고 읽음). 파동성으로 인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조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

S07: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 게… 그
러니까 약간… 파동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동이 약간 그 위치가 약간… 이게 원래 위치
라고만 써야 하는데 운동량은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이걸로 (보충 설명 자료). 위치로.

화된 학생은 고전역학을 언급하지 않고 전자구름모형이나
확률 개념만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한다. 상당한 수의
연구참여자에게 화학I 기반 양자역학 자원이 주로 또는 보

S12: 오비탈 개념이
연구자: 오비탈 개념이 들어왔고
S12: 네
연구자: 그 때 들은 게 확률적으로만 안다니까
S12: 네
연구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파동성으로 인
해 (응답 보고 읽음). 파동성으로 인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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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파동인 거… 그
약간…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
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자 : 파동이니까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07: 네.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을 설명할 수
가 없… 약간 파동성 같은데
연구자: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07: 네

S12: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 게… 그
러니까 약간… 파동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동이 약간 그 위치가 약간… 이게 원래 위치
라고만 써야 하는데 운동량은 제가 생각을 잘
못했는데…
연구자 : 이걸로 (보충 설명 자료). 위치로.
S12: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파동인 거… 그
약간…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
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자 : 파동이니까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12: 네.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을 설명할 수
가 없… 약간 파동성 같은데
•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다음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 감마선 현미경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그래서 측정 순간에 내가 만약에 위치
를 보고 싶다고 딱 치면은... 그러면은 내가 위
치를 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위치나 운동량이
둘 다 탁 정해진다.
S10: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순간이란 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연구자: 네
S10: 이게 완전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연구자: 네. 보는 게 아니라.
S10: 그러니까 뭐랄까. 그… 빛이 이렇게 만약
에 현미경이 있으면 그걸 딱 보면은 빛이 갈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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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amma-ray microscope model by S10.
연구자 : 현미경이라 함은… 그… 어떤 현미경
얘기죠?
S10: 전자를 볼 수 있는
연구자: 전자를 볼 수 있는 현… 아. 그런 장비
가 있다고 치면
S10: 장비가 있다고 치면은 그렇게 상상을 했
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빛이 이렇게 가가지고
딱 전자에 닿는 순간을 생각을 했거든요. 측정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딱…
연구자: 빛이 전자에 닿는 순간.
S10: 네
연구자 :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그 그림 말하는 거죠?
S10: 네
연구자 : 그… 그… 뭐야. 무슨 뭐… 전자가 이
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 튕기는
그 그림 말하는 거죠? 이거.
S10: 네. 딱 그런데 딱 닿는 순간을 생각했어요.
연구자: 이이이. 이 그림. 이 그림.
S10: 네. 근데 딱 닿는 순간을 생각했어요.
Fig. 4는 S10이 생각했던 감마선 현미경 그림이다.
Table 3에는 연구참여자별 문항1 정답 여부와 불확정
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이
주로 또는 보조로 활성화됐는지를 각 연구참여자에게 주로
활성화된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각 성분이 되도록 의도
적으로 배치하여 나타냈다.
Table 3을 살펴보면 모든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Fig. 1의 가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이 둘 이상이 주로 또는 보조로 혼합되어 활성화됐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물리
I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주로 활성화되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학생의 상당수가 변형된 고전역학이나 화학I 기
반의 양자역학 관점이 함께 활성화되어 불확정성원리를 설

명하고 있었다. 물리I 기반 고전역학이나 변형된 고전역학,
화학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이 주로 활성화되어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참여자에게는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고, 물리I 기반 고전역
학 관점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는 측정
상황에 관련된 문항1에 대한 응답이 오답이었다.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등학생은 불확정성원리 설명 과정에
서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역학적 관점을 혼합하여 인식하
고 있으며, 주된 관점으로 양자역학적 관점이 활성화되어
있더라도 고전역학적 관점이 보조적이라도 활성화된 경우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할 수 없었다. 또한, 고전역학적
관점으로는 양자역학을 배우더라도 측정 과정을 설명기는
어렵고, 변형된 고전역학이 주된 관점으로 활성화된 경우
화학I의 양자역학적 관점과 혼합된 관점이 함께 활성화되어
양자역학의 측정 과정 설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
이밍을 나타낸 Fig. 1의 세로축은 ‘논리적 설명’ – ‘권위에
의존’ 인식론적 자원이다. ‘논리적 설명’ 은 물리II 교육과
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을 불확정성원
리를 이용해 측정 과정을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권위에 의존’ 은 측정 과정을 스스로 생각
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의심 없이 다시 말한 경우에 해당한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측정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두 설명 방식의 정도에 따라
논리성이 활성화된 정도를 Fig. 1의 세로축 중간에 배치하
였다.
Fig. 1, Table 2 및 Table 3을 종합하면 인식론적 프레
이밍으로 집단을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
II 기반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 집단 (33%) 은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I 기반 양자역
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집단 (17%) 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위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연구참
여자 집단 (28%) 은 겉으로는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자신의 의견 없이
답을 맞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고전역학이나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활성화된 집단 (22%)은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더라도 불확정성원리 학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전역학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거나 관점에 상관
없이 논리성 인식론적 자원이 ‘권위에 의존’ 으로 활성화된
경우 불확정성원리를 왜 배우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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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lor online) Correctness of Q1, main and auxiliary epistemological resources usage for each research
participant.
Number of
research
participants

Correctness
of Q1

S11
S16
S01
S06
S08
S17
S12
S09
S02
S07
S15
S18
S03
S10
S13
S14
S05
S04

×
×
×
◦
◦
◦
×
◦
◦
◦
×
×
◦
◦
◦
×
◦
◦

Classical
mechanics
C-1
◦

C-2
△
△

△

△

Distorted
CM

QM based on
Chemistry I

△
◦
◦
◦
◦
◦
◦

△

P-1

△
◦
◦
◦
◦
◦
△
△
△

◦
△
△
△
△

QM based on
Physics II

△
△

△

△

P-2

△

△
△
◦
◦
◦
◦
△

△
△
◦
◦
◦
◦
◦
◦
◦
◦

◦: main viewpoint, △: auxiliary viewpoint

해석상 유의할 점이 있다. 지원자 표집의 특성상 무작위

2)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인식

표집과 비교하면 연구참여자 집단이 더 지성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39].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고등학교 물리II뿐 아니라 대학교 과정의 현대물리학에

가 불확정성원리를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 면담 과정에서 물

서도 불확정성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어보았을 때 18명 중 11명이 중학교 때 처음 들어보았다고

상황에서 학생이 불확정성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응답했고, 4명은 고등학교 때, 1명은 초등학교 때라고 말했

Ozawa [20]가 분류한 불확정성에 따라 학생이 불확정성의

으며,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불확정성원리를 고등학교 3

의미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학년 과정인 물리II에서 다루더라도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집단은 반 이상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불확정성원
리에 관련된 내용을 책이나 다큐멘터리, 학교 수업 시간 중
친구들의 발표 등을 통해 불확정성원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
고 하였다. 일부 학생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내용이 궁
금해져서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 같은
지원자표집의 특성을 고려하면 연구참여자가 모집단보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문의 의도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가 인식한 불확정성 관해 설문지 응답과 면접 내용을
살펴보고 분류해본 결과 학술적인 분류와는 거의 무관하게
측정 시 참값이 있다는 인식 여부와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조합하여 Table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Table 4에서 실험적 (측정) 으로 설명하는 집단은 관측
행위 자체 또는 사람의 한계, 빛을 이용하더라도 측정 순간

지원자 집단이 물리에 조금 더 관심이 있을 확률이 크다. 따

은 불확정성 없, 전자 추적 기술 부족, 실험 상황의 완벽한

라서 Table 2와 Table 3을 함께 보면 불확정성원리 단원이

통제 불가능을 언급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집단은 양자

교육과정에 할당된 차시가 비교적 적음에도 고전역학보다

역학 가정 상 불가능하다거나 위치-운동량 관계, 파동성과

이해가 쉽지 않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인식론적 관점으로

입자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간

설명하는 학생이 절반 정도 된다고 해석해야 적절하다고

이론적 모순을 언급하였고 일부는 책 내용을 그대로 믿고

판단된다.

반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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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 of the meaning
of the uncertainty.
Type
Perception that
The explanation
Research
there is a true
Frequency
of why
participants
value in the
uncertainty
measurement
appears
in QM
S10, S11,
Experimental
S12, S13,
8
7
(measurement)
S14, S15,
(44%)
S18
True values
Repetition of
exist
S16
1
the book
contents

Mixed

No true values
exist

Experimental
(measurement)
Theoretical
Repetition of
the book
contents
Experimental
(measurement)
Theoretical
Repetition of
the book
contents

S01

1

S08

1

S05, S09

2

Table 5.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formula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Type
Research
Explanation of the
Writing
participants
position-momentum
formula
relation
S04, S07, S18,
Correct
Correct
S12, S13, S15
Partly correct
S14
Partly
correct

Correct

Don’t
know

Correct
Partly correct
Don’t know

S03, S09

Frequency

6

8
(44%)
2
2

3
(11%)

S02, S05, S06
3
9
S10, S17
2
(50%)
S01, S08, S11, S16 4

4
(22%)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다. 수식
쓰기에서 오답으로 분류된 수식을 모르는 연구참여자의 반
이상은 불완전하거나 완전하게 운동량-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수식은 모르지만 위치-운동량 관계를

S02, S06,
S17
S04, S07

3

6
(33%)

설명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2

4) 양자역학 이론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S03

1

대한 인식
불확정성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관해 자

대학생에게도 불확정성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
아 불확정성원리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다 [7]. 불확정의
의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알고 있는 것으
로부터 불확정성의 의미를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물리II에서도 불확정의 양자역학적인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언급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유롭게 응답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Table 6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연구참여자는 크게 5개 군집으로 묶을 수 있었
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자 규칙
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미시세계에서 물리학적
관점 변화나 원자모형 발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은
그보다는 적었다.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양자역학 학습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할 뿐, 어떤 점이 중요해서 배워야 하

3) 불확정성원리의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는지는 연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중요성을 모르겠다는
연구참여자 중 세 명은 중요성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였고,

연구참여자에게 불확정성원리 수식을 기억해서 쓸 수 있
는지 알아보았고, 수식을 모르더라도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쓰거나 설명하게 한 결과를 Table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수식 쓰기에서 정답이거나 부분적으로 정답인 연구참여
자는 대략 반 정도였고, 이들은 대부분 미시세계에서의 위
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수식 쓰기에서 부분 정
답으로 분류된 수식을 불완전하게나마 아는 학생은 적어도

두 명은 적용할 곳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세부 연구 문제 간 내용을 맞추어보면서 고등학생이 불확
정성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문제1을 종합적
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학생 각각이 인식하는 불확정성은
측정 상황에서 측정된 값이 고전역학과 비슷하게 참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II 기반의 개념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학생조차 불확정성을 양자역학
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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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ercep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in QM.
Type

Basic content and
rules in studying
quantum mechanics

Change of the physical
viewpoint at tiny scales

Research
participants
S01,
S05,
S11,
S10,
S16,
S13,
S17
S14,
S02,
S15
S07,
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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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6명
(33%) 이었다.
세부 연구문제 종합을 위해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여러

Frequency

측면 가운데 총 다섯 측면을 고려하였다. 다섯 가지 측면은
각각 문항1 정답 여부, 양자역학적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면서 고전역학적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

5
(28%)

되지 않을 것, 양자역학에서 측정 시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
4
(22%)

3
(17%)

다는 인식, 불확정성원리의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다. 문항1이 정답인 경우 만족으로 처리했고, 화학I이든 물
리II든 관계 없이 양자역학 관점이 주된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면서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Development of the
atom model by
probability concept
due to incompleteness of
the Measurement

S04

Don’t know

S08, S09, S12,
S03, S06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만족으로 처리했다. 양자역학에서
1
(5%)

측정 시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만 만족으로
처리했고, 불확정성원리의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만족으로 처리했다.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인식
중 ‘미시세계에서 물리학적 관점의 변화’나 ‘물리량 측정의

5
(27%)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률 개념 도입으로 원자모형 발달’ 로
인식한 경우 만족으로 처리하였다. 5항목 모두 만족한 경우
별, 4항목 만족한 경우 사각형, 3항목 만족한 경우 삼각형,

Logic of explanation

2항목 만족한 경우 도넛, 1항목 만족한 경우 십자, 만족 항

Logical
explanation

S01

S12

S15

S04

S10
S09

S18 S14

목이 없는 경우 원으로 표시하였다.

S02

설명의 논리성과 관계 없이 물리I 기반의 고전역학적 관

S13 S07

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경우 불확정성원리에 대
S03

S17

Authority
driven

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다

S08

S11

섯 가지 항목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S05

S16

S06

Viewpoint
CM

Distorted
CM

CM viewpoint

Physics II
Chemistry I Physics II
Gamma-ray
probability Complemicroscope
mentarity
QM viewpoint

반대로, 양자역학적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
성화된 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보고자 했던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모든 측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학I

5-items satisfied

4-items satisfied

3-items satisfied

2-items satisfied

1-item satisfied

No item satisfied

5 items: Answer of Q1 was correct, Both QM viewpoint and no CM viewpoint, No perception of measuring real value in QM,
x - p relation explanation using uncertainty principle, high level perception of uncertainty principle’s importance

기반의 확률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
자의 경우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불확정성원리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불확정성원리의 이해 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Fig. 5. Epistemological framing considering 5 perspective aspects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결과를 조합해서 바라보았다. 불확정
성원리를 왜 배우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화학I 기

5) 연구문제1 종합

반 관점으로 설명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문항1 정답률은 높은데 측정 과정에서 참값이 있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표현한 Fig 1에 세부 연구문제에서

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답은 맞히더라도 양자역학적으로

얻은 결과를 종합하여 Fig 5와 같이 표현하였다. 주로 또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만

보조로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대략 종합하여 헤아

해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정성원리가 양자역학의 기본

려 보면 물리II 기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

규칙이라고만 인식하는 학생은 문항1 정답자가 5명 중 1

참여자는 전체 18명 중 7명 (39%), 화학I 기반의 인식론적

명뿐이다. 이들은 고전적이거나 변형된 고전역학 기반으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5명 (27%), 고전역학

로 생각하거나 설명의 논리적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394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4, April 2019

있었다. 이 때문인지 정답을 맞히지 못한 4명은 측정에서
참값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Fig. 4-9만 보면 세 명이 불확정성원리를 적절하게 이
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요성 인식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확정성원리가 원자모형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는 S04 한 명뿐이었다. 이 학생은 물리II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감마선 현미경과 설명의 논리적
관계 모두를 언급하였다. 설문지와 전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S04만이 불확정성원리를 스스로 이해하여 자
신의 언어로 바르게 설명하였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불확정성원리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물리II 기반의 양
자역학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Fig 1로 나타낸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이용하면
물리II 양자역학 관점 중 감마선 현미경으로 설명하는 관점
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논리성 차원에서 활성화되
어야 할 인식론적 자원에서 측정에 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불확정성원리를 잘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물리II를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를 배
웠다고 하여 원자모형까지 생각해내는 일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불확정성원리를 배운
이후 원자모형 발달을 배우게 되는데, 향후 물리학II 교수
학습 시 원자모형 발달을 염두에 두고 불확정성원리 수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Table 7. Difficulties in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Origin of the
Type
difficulty
QM concept itself
Contents
Formula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Contexts

Epistemology

Application

Etc.

The feeling of building a new
foundation
Absence of context of
developing story
Difficulty in believing and
accepting content
The gap between daily life and
quantum world
Cannot know cases of the
application
Etc.

Frequency
6
12

6

6
10
4

12

7
14
7

2

더라도 책이나 수업 시간에 봤던 그림을 계속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계속 쉽게 설명해주시다 보니 이해가 조금
은 되었지만, 완전히 쉽게는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은
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구참여자 중 S01의 설문지
응답과 설명, S12의 설명이다.

2.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운 점

S01(설문지): 그림과 그래프 등을 통해 배워온
전자가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어디엔가 있음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학습 시 어려움을 분석한 선행
연구 [40–43]와 같이 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은 여러 차원에
서 나타난다. 연구참여자는 1개부터 4개까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나타냈으며, 1인당 어려움은 평균 2.8개였다. 설문
지 문항 5의 응답과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웠음이 드러난다. 표 Table 7은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을 추출하여
범주화한 것이다.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함과, 표현 그
자체로도 어려웠다. 있다, 없다가 불분명하고
확률적으로 나타내기도 어려움이 매우 불확정
성원리를 어렵게 했다.
S01: 맨 처음에 배울 때 궤도 대충 그려가지고
전자가 이동하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을…듣... 그러니까 전부터 수업을

1) 내용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전자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구름… 전자구름이라 표현한다는 얘기가

내용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는 양자역학 개념 자체에
의한 어려움과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의한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역학 개념 자체에 의한 어려움으로 분류된
응답 내용 중에는 전자구름이나 확률 개념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학생은 수업 한 번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

나왔을 때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S12: 딱… 말씀 하시자마자 이해를 바로… 이
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냥 왜그러지 하고 생각.
계속 생각하다가 샘도 저희가 잘 이해 못하시
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계속 쉽게 설명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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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해는 조금 됐는데 바로 완전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불확정성원리 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
소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했다는 공통의 경험이 있음에도
양자역학 선행 지식과 불확정성원리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양자역학
선행 지식이 요구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끼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의한 어려움은 불확정성원리 내용
중에 수식의 존재 자체로 생기는 어려움과 불확정성원리
수식의 더 깊은 내용을 궁금해하는 가운데 생기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박송이 [7]의
결과 중 하나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정도 다음에 살펴볼 맥락으로 인한 어려움과도 연결된
다.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어려움으로 분류된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식이 그림 같아서 모르겠다고 한
학생부터 수식과 현상을 연결 못 짓겠다는 응답, 플랑크 상
수 h가 들어간 이유를 모르겠다는 응답, 불확정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수식 전개 과정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다음은 수식의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연구참여자 중 S13
과 S18과의 면담 중에 나온 학생의 설명이다.
S03: 어… 솔직히는 모르겠는데, 파장과 에너지
로 인해서 회절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위치하고 운동량을 측정… 그 정확도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지, 얘가 직접적인 관계
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수식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S13: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
차피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거 두 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림들이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
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왜 그… 많
은 숫자 중에서 플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S18: 불확정성원리 자체만 보면 그렇게 어렵
진 않았는데 이제 이 수식이 이것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식 할 때는 아무래도 물리적
으로 다른 것도 이제 뉴턴 고전역학도 당연히
어려웠지만 이제 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
고 또 이제 특히 불확정성원리나 양자역학이나
미시세계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어떤 값. 이
게 값. 수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사한 값으로 치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고 애들도 다
그렇고 그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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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맥락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맥락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는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
낌에 의한 어려움과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에 의한 어려움
으로 나눌 수 있었다.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에 관한 어
려움은 기존 내용에 추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운 베이스를 까는 느낌 또는 기존에 배웠던 것과 동떨어진
느낌, 특정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만 설명하는 형식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을 내용상의 어려움보다 구체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은 S08과의 면담 내용 중 일부와 S09
의 설명이다.
S08: 슬라이드마다 독립된 정보들을 받아들이
는 느낌?
(생략)
S08: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그러니까 음…
그냥 내용이 연결이… 내용이 다 독립된 느낌?
연구자: 그러니까 기존에 물리1 때 배운 거랑은
별개인 건 인정하겠는데…
S08: 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뭔가를 배울 때, A를 알려주고 B를 알려
주고 C를 알려주면 뭔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A, B, C 완전 셋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생략)
S08: 네. 그것도 그렇고. 위치나 운동량 이런
용어들도 물리1에서 했던 거고. 단지 양자역
학이라는 단원 내에서만 각자 다 독립된 것 같
아요.
S09: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데 그냥 자연스
럽게 추가 내용을 배우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베이스에 추가 내용이 들어가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베이스를 까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걸렸어요.
이와 같이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느
끼는 연구참여자들은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거나 책을 볼 때도 독립된 정
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
의 응답 중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 수식이 나온 배경을 몰라서 어렵다는 의견,
역사적인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식이 나온
배경을 모르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다음은 S07의 설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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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설문지): 식의 유도 과정과 그 과정의 이유
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S07: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식을 딱
주고 난… 주기만 하면 그게 모르는데, 그게 식
의 우리 그… 이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설명 듣는 사람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식을 유도를 해주면 그걸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
요. 그 결과를. 근데 이거는 불확정성원리 같은
건 이게 그 이유나 과정 같은 게 우리한테 좀 어
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또, 저희들은 또
이게 결과값만 딱 주고 이게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용과 맥락상의 어려움은 선행조직자의 부재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선행조직자는 오수벨의 유의미학습 이론
에서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자 도입한 개념으로 새로운 학
습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서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습
과제보다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의 정도가 높은 자료이기
때문이다 [44]. 또한, Tsaparlis and Papaphotis [17]는 고등
학생에게 불확정성원리가 비고츠키의 ZPD(근접발달영역)
에 속하지 않아 과학자들의 설명이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를 포함한
양자역학 내용 자체가 학생의 인지구조 내에 없었고, 불확
정성원리 내용 또한 학생이 받아들이기에는 비계 설정 없이
내용이 전개되어 맥락상으로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로 인해 학생 입장에서는 불확정성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수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선행조직자로
사용한다면 맥락을 알게 되고, 그 맥락이 비계가 되어 내용
이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인식론의 문제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언급한 어려움은 인식
론에 관한 것이었다.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 경험에서 자기
가 가진 지식과 앎에 대한 믿음과 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45]. 인식론적인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두 명은 불확정성원리 내용을 종교처럼 믿는 느낌이
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한 명은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
든 상관없이 감마선 현미경 그림만 보고 이해해야 하니까

익숙해져 버렸다고 답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긴 했지만 불확정성원리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 중에서 물리II 수능 보는 학생 한 명 (S04) 만
불확정성원리 개념 자체는 꽤 어렵지 않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긴다고 응답했을 뿐이다. 다음은 인식론의
문제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 중
S09의 설문지와 설명, S11의 설명, S16과의 면담 내용 중
일부이다.
S09(설문지) … 사고실험 비슷하게 해서 나를
납득시킬 수 없어 그냥 정의같은거 다시 읽으
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납득하
기까지 어려움 … 스스로를 먼저 납득시키는데
이건 그게 안 되더라.
S09: 예. 어차피 얘네가 미시세계 관찰하면서
이런 걸 한 건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S11: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적은 거고, 사실
저는 별로 믿지 않아서
S16(설문지): 역학이 고전역학이 먼저 확립되
고 그 다음 양자역학이 확립된 것처럼 학생들도
이 순서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도 거시세계이므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자 : 근데 이게 마음에는 와닿아요? 근데
그게.
S16: 아니요. 그냥 받아들어요.
연구자: 아 그냥.
S16: 종교처럼.
(생략)
S16: 어… 예를 들어서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있고 불
교가 있는데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불교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같은 원리.
(생략)
S16: 그렇죠. 뭐가 옳은지도 별로 모르겠고.
그런 느낌.
하이젠베르크 [18]는 “Since, in addition, we can qualitatively conceive of the theory’s experimental consequences, in all simple cases, we shall no longer have to
view quantum mechanics as not intuitive or abstract.”
라고 언급했지만,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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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사고실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확정성원리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식론
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하이
젠베르크와 같이 사고실험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책
내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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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양자세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을 뿐더러 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고전역학과의 차이점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것 같다.
S10: 일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4) 응용의 어려움이 원인인 경우

연구자: 적용할 생각은 없고?
S10: 적용을 못하는 거죠.

어려움의 원인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언급한 어려움은 응
용 사례의 부족이었다. 응용의 어려움은 일상과의 괴리에
따른 어려움과 응용 사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
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일상과의 괴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에서 본
적이 없고 측정 행위 자체의 의미가 커져서 비유해서 끼워
맞출 수 있는 게 없다는 응답,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선생님 말씀과 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 지금까지 눈으로 봐왔던 세상과 달라
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일상과의 괴리를 언급한 연구참여자 S02, S10, S11의 설명
이다.
S02(설문지): 고전물리하고 일단 많이 다르다
는 것과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힘
들었다.
S02: 네. 일상 같은 데에서 어… 다른 이거 뭐…
뭐지?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적 관점에서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거고, 이거는 그거를 본다는 행위
자체에서의 의미가 커지잖아요.
연구자: 네

S11(설문지): 일단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교
과서 내용을 암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원
리에 대해 물어본다 해도 교과서 내용에서 확
장하는 게 불가능했다.
나머지 절반은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 현실에서 불확정성원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
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음은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6: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
연구자: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
지? 이런 게 안 되니까.
S06: 뭔가 파장 얘기 나오니까 파장에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S08: 현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연구자 : 현실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
S08: 네.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데가 없는데 왜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

S02: 그런데 그런 거를 어… 그런 걸 현실에서
막 어떤 걸 봐가지고 그거를 알 수… 딱 이거에
다 비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 모르겠다는.

연구자 : 그러니까 비유를... 일상에서 보고 들
은 게 있는데 그거를 비유해서 고전역학은 해결
이 되는데 지금 배우는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로 미시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S02: 일종의 그런 끼워 맞추기라든가 그런 거를
못하는 거니까

S13: 네. 비문학 지문 같은 데에서 보면 사례가

S10(설문지): 가장 큰 이유는 ’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다. 이전 물리 교과시간에
배웠던 것들, 즉 운동상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예시로 들어요. 그런데 좀… 차라리 사례가 좀

S13(설문지): 거시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가 선생님이 보여주시는 그림만 보고 직관적으
그리고 불확정성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많이
듣지 못했다.
다양할텐데 거기서 계속 이걸 (감마선현미경)
다양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좀 낫고… 했
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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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생은 Δx와 Δp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하는지 모
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 응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송이 [7]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박종원 [46]이 수행한
특수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개념 변화율이 높은
학생은 개념이 의미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거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를 드는 것이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 분류 중 가장
많이 나온 어려움 두 가지가 일치하였다. 불확정성원리 학
습과 같이 사고실험이 필수적인 현대물리 학습이라는 범
주로 바라보았을 때,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론의 문제와 응용의 문제가 과거와 다르지 않게 되풀
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고전역학적 관점 (33%) 이나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
(27%)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경우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이 인
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고전적 궤도 또는
관성법칙 또는 측정 후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
문제로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을 바라보았다. 물리I 고전역
학과 화학I 오비탈이나 확률 개념이 섞인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전자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또는 전자가 고전적 궤도를 따라 움직
이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을 논하였다.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전자구름모형이나 확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과 중간 수준 이상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 (39%) 는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불확
정성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했다. 일부 연구참여자
는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을 중심으로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했고, 일부 연구참여자는 하이젠베르크의 원전
논문과 물리II 교과서에 수록된 설명법과 동일한 감마선 현
미경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어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식론적 프레이밍 외에 다른 측면인
양자역학에서 측정 관련 문항의 정답 여부, ‘불확정성’ 용어
와 불확정성에 대한 이해,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중요성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에서도
감마선 현미경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높은
수준의 논리적 설명도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

여자(5%)의 경우만 불확정성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으
로 나타났다.
불확정성원리 학습의 어려움은 내용, 맥락, 인식론, 응용,
기타로 나뉘었다. 분류한 어려움의 원인을 빈도수로 살펴보
면 내용이 12회, 맥락이 10회, 인식론이 12회, 응용이 14회,
기타가 2회로 나타났다. 내용은 양자역학 개념 자체와 불확
정성원리 수식이 각 6회 나타났다. 맥락은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이 6회,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가 4회 나타났다.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이 나온 어려움의 원인은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연구참여자 18명 중 12명이 언급할 정도로 빈도
수가 높았다. 인식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응용 측면은 일상과의 괴리,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는 의견
이 각 7회 나타났다.
고전역학적인 인식론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고등학생에게는 양자역학적인 선행조직자가 부족하다. 따
라서 측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 불확정성원리는
고등학생에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역학에서 측정 행위 자체가 가
지는 의미를 외운 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일상과 양자역학
간 괴리를 느끼고 있고 불확정성원리의 응용 사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역학적인 세계관을 충분히 제시하
고, 학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선행조직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등학교 양
자역학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도 고려해야겠지만, 양
자역학 교육 목표나 개념 체계, 맥락 체계, 인식론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겠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지원자 표집으로 18
명만을 분석하여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의 인식과 어려움
을 탐색하였다. 많은 질적 연구가 그렇듯 본 연구도 물리
II를 학습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과 학습 시 어려움의 탐
색은 2015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확
정성원리에 대한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향후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도 양자역학의 시작을 불확정성원리로 다루고
있는 만큼 물리II의 양자역학 단원을 비롯한 과학 과목 내
양자역학 교육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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