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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etermine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s about the magnitude of
the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magnets. For this study, the test was made
and implemented with 63 elementary school teache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s about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magnets was very low. Second, some elementary school teachers equated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magnets with the magnitude
of voltag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batteries. Third, elementary school teachers did
not understand the reason iron objects were attached to a magnet at the micro level, but they
understood phenomenologically the nature of magnets. Fourth, even though the problem situations
given in the question asking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magnets were somewhat different,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d a consistent ways of thinking
about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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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위하여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개념 검사지를 제작하고 초등교사
63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개념 검사지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다. 둘째, 초등교사들 중에는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를 전지의 연결 형태에 따른 전압의 크기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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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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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들은 자석에 철로 된 물체가 붙는 이유에 대해 미시적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자석의 성질로
현상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를 묻는 문항에서
주어진 문제 상황이 다소 다르더라도 초등교사들은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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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생활에서 자석은 쪽지부착판이나 교통카드에서부터
자기부상 열차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자석은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핵심
부품 중의 하나로서 고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2]. 또한 자석은
아동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교육적 소재이다
[3]. 전자기 관련 과학기술의 괄목할만한 발달이 이루어지
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학교의 과학교육은 자석을 이용해
전자기 관련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 선봉적이고 기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석에 대한 학습은 우리나라에서도 제1
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60 년 이상 줄곧 전자기 개념 교육의 관문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전자기에 대한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4–6],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자석과 물체, 자석
과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여 자석에
는 두 종류의 극이 있음을 알게 하고,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성질과 다른 자석을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성질, 나침반의 바늘이 일정한 방향을 가리키는 성질 등과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됨을 이해하도록
한다.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전기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간단한 전자석을 만들어 영구자석과 비교하여
전자석의 특징을 이해하며, 일상생활에서 전자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중학교에서는 전류가 흐르
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관찰하고,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 자석의 운동에 의한
전류의 발생 등을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전류와 자기장의 상호작용,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의 자
기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성체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석들 사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현상,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자기현
상들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고 매우 흥미로운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일생생활에서 끌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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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나 미는 현상들은 물체에 직접 접촉하여 가해지는 접촉
력 (contact force) 에 의하여 일어나지만, 자석들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거나 서로 밀어내는 현상이나 자석이 철로 된
물체를 끌어당기는 현상은 어떠한 접촉이 없이도 가해지는
원격력 (remote force) 인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자기력은 질량과 질량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전하
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같이 자석의 자극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진 힘이다. 자기력은
정량적으로는 자기에 대한 쿨롱법칙으로 표현된다 [7].
자석과 자석 사이의 자기력은 중력이나 전기력과 달리
직관적으로 쉽게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자기력이 미치는
영역인 자기장 (magnetic field) 을 철가루를 사용하여 쉽게
유추할 수 있게 하여 장 (field) 의 개념을 통하여 자기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장의 개념은 원격력인
중력이나 전기력을 이해하는 데에 연관시킬 수 있어 물리
교육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자석과 자석 사이와 자석과 철로
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현상 중심으로 자기력의
정성적인 면을 다룬다. 그러나 중력이나 전기력과는 달리
자석과 자석 사이, 자석과 철로 된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정량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
육과정에서는 물론, 대학의 일반물리학에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 자기력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8].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
를 가지고 과학을 학습하고, 탐구기능을 강화하고, 과학
분야의 진로를 추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탐구’ 가 처음
도입되었고 [4],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거쳐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5,6]. 자유탐구는 학생들이 과학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의
강화를 위해 학생 스스로 탐구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문제
를 종합적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적 탐구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5]. 자유탐구가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수행되지 않는
자유탐구 활동은 통합탐구능력에 향상을 보였지만, 과학적
태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9].
이는 자유탐구 수행시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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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자유탐구를 지도할 때의 어려움으로 자유탐구 지도 능력의
부족을 언급하였다 [10]. 자유탐구 또한 과학수업의 일환으
로서, 자유탐구를 지도하는 데에도 교사들은 탐구 주제에
대한 내용 지식과 내용교수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과학 내용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과학 수업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11,12]. 따라서 초등교사들의 과학
내용 지식의 습득은 교사들의 과학 수업 불안도를 줄이면서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해 필수적이다.
자석은 초등학생들이 자유탐구에서 활용하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이고 [13, 14],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에 따른 초등학교 과학과 3 학년 2 학기 자유탐구 단원인
‘재미있는 나의 탐구’ 에서는 ‘막대자석 두 개를 길게 이어
붙이면 막대자석 한 개보다 클립이 더 많이 붙을까?’ 라는
탐구 문제를 이용하여 자유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예시로
들고 있다 [15]. 자석을 소재로 한 초등학생들의 탐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는 우선적으로 자석에
대한 올바른 과학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석이 우리
생활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고, 학교 교육
에서도 중요한 교육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초등교사들의 자석에 대한 과학지식의 수준이나
상태를 조사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하여 분
석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연구의 결과가 자석 또는
자기력 관련 과학교육의 수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사교
육용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
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U광역시와 J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6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여교사는 35
명, 남교사는 28명으로 여교사가 조금 많았고, 교육경력은
0∼5년 미만이 31명, 5년∼10년 미만이 19명, 10년∼15년
미만이 5명, 15년∼20년 미만이 5명, 20년 이상이 3명으로
5년 미만의 저경력자 초등교사가 절반정도 되었다.
2. 검사 도구
1) 개발 및 분석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
들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개념 검사지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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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검사지는 물리교육 전문가 1인이 내용 타당도를 검
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항과 그림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개발된 검사지로 J시 소재 초등교사 5명을 대상으로 예비검
사를 실시하고, 초등교사들의 응답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수정하였다. 수정된
검사도구로 본검사 실시 후 문항별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문항별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알아보았다.
2)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자석의 연결 형태는 두 가지가 있다.
자석의 직렬 연결은 두 개의 자석의 극들을 순방향으로 직
렬 연결한 N-S-N-S 형태와 자석의 극들을 역방향으로 직렬
연결한 N-S-S-N 형태로 전지의 직렬 연결과 비슷하다. 자
석을 N-S-N-S 형태로 연결할 경우는 두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므로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석을 N-S-S-N
형태로 연결할 경우는 두 자석 사이에 척력이 작용하여 잘
붙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두 개의 자석을 인위적으로 연결한
것을 가정하였다. 자석의 병렬 연결은 두 개의 자석을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 보게 병렬 연결한 N-S//N-S 형태, 그리고
두 개의 자석을 다른 극끼리 서로 마주 보게 병렬 연결한
N-S//S-N 형태로 전지의 병렬 연결과 비슷하다. 자석을
N-S//S-N 형태로 연결할 경우는 두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므로 연결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석을 N-S//N-S
형태로 연결할 경우는 두 자석 사이에 척력이 작용하여 잘
붙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두 개의 자석을 인위적으로 연결한
것을 가정하였다.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
사들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내용은 Table
1과 같다. 개념 검사지는 두 개의 자석을 직렬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묻는 영역과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묻는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두 영역 모두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 묻는 문항들이지만 문제에 주
어진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묻는 영역은 비가시적인 자기력의 크기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묻는 영역은 자석 근처에 강자성체인 클립을
놓았을 때, 강자성체인 클립이 자화되어 클립 자석이 되고,
자석과 클립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으로 인해 클립이
자석에 붙으므로 [7], 자기력의 크기를 가시적 현상으로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묻는
영역에서는 한 개의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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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mposition of the test about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two
magnets.
Region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of two
connected
magnets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wo
connected
magnets

Type of
question
Proposed basis: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of one
magnet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N-S, predict the number of
1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S-N, predict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2
*Assuming that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S-N artificially
Multiple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N-S, predict the number of
choice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3
*Assuming that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N-S artificially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S-N, predict the number of
4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Proposed basis: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one magnet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N-S, predict the number of
5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S-N, predict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6
*Assuming that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series with N-S-S-N artificially
Multiple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N-S, predict the number of
choice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7
*Assuming that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N-S artificially
When two magnets are connected in parallel with N-S//S-N, predict the number of
8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Content of question

력선의 수를 나타낸 그림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그림을 근거로 두 개의 자석을 N-S-N-S 형태와 N-S-S-N
형태로 직렬 연결했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각각 예상하는 2개 문항과 두 개의 자석을
N-S//N-S 형태와 N-S//S-N 형태로 병렬 연결했을 때, 자
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각각 예상하

No.

Table 2. The degree of understand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about the magnitude of magnetic forc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two magnets.
Score*

0∼2 3∼4 5∼6 7∼8 Sum

Frequency (person) 44
15
Percentage (%)
69.8 23.8

3
4.8

1
1.6

63
100.0

Average
score
2.05

는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묻는 영역에서는 한

*Full marks: 8

개의 자석의 한 자극에 붙은 클립의 수를 그림과 함께 근거
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수와 그림을 근거로 두 개의 자석을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N-S-N-S 형태와 N-S-S-N 형태로 직렬 연결했을 때,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각각 예상하는 2개 문항과 두
개의 자석을 N-S//N-S 형태와 N-S//S-N 형태로 병렬 연결

1.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이해도

했을 때,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각각 예상하는
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를 조사하기 위한 개념 검사지는 총 8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은 6지선다형으로 이루어
져 있다.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개념
검사지에서 초등교사들이 얻은 점수들의 빈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초등교사들 중 약 70%가 2점 이하의
점수를 얻었고, 5점 이상의 점수를 얻은 초등교사의 수는
10%도 되지 않았다.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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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s of the responses to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coming from the magnetic poles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two magnets. Frequency (%).
Choices of the questions for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①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more than twice that of one magnet.
②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about twice as large as that of one magnet.
③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more than that of one magnet, but less than twice.
④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approximately the same as that of one magnet.
⑤ The number of lines of magnetic forc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less than that of one magnet.
⑥ There will be no lines of magnetic force.
Sum

Question 1
N-S-N-S
2
(3.2)
7
(11.1)
10*
(15.9)
44
(69.8)
0
(0.0)
0 (0.0)
63 (100.0)

Question 2
N-S-S-N
0
(0.0)
7
(11.1)
5
(7.9)
33
(52.5)
12*
(19.0)
6 (9.5)
63 (100.0)

Question 3
N-S//N-S
4
(6.3)
32*
(50.8)
9
(14.3)
15
(23.8)
2
(3.2)
1 (1.6)
63 (100.0)

Question 4
N-S//S-N
7
(11.1)
21
(33.3)
7
(11.1)
16
(25.4)
10*
(15.9)
2 (3.2)
63 (100.0)

* : Correct response

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개념 이해도의 평균은 2.05점으로

력선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약 70%의 초등교사들이 ‘④

매우 낮게 나타났다. 초등교사의 개념 이해도를 영역별로

자기력선의 수는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

살펴보면,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

다’ 라고 응답하였다. 자석이 N-S-N-S로 이어지면 길이만 2

영역의 문항에 대해서는 4점 만점 중 평균이 1.02점이었고,

배 길어진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하여 자극에서의 자기력의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 영역의 문항에 대해서는

크기는 같으므로 자기력선의 수도 같다고 초등교사들은

4점 만점 중 평균이 1.03점으로 두 영역에서의 초등교사들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약 10%의 초등교사들은

의 이해도 평균은 거의 같았다.

2개의 자석이 직렬로 이어졌으므로 자기력의 크기가 2배
커져 ‘② 자기력 선의 수도 2배 많아진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지를 직렬로 2개 연결하면 전압이 2배로 증가하는

2.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하위 영역별 이해도

것처럼, 자석도 직렬로 2개 연결하면 자기력의 크기가 2배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항 2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인위적으로 N-

1)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
영역

S-S-N 형태로 직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도
약 50%의 초등교사들이 ‘④ 자기력선의 수는 한 개의 자석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개념

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중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 영역에

문항 1에서 ④번을 선택한 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자석을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직렬로 연결할 때 순방향으로 연결했는지 역방향으로 연결

이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개념 검사지에 한

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연결 형태만 보고

개의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이 그려진

초등교사들이 응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약 10%

그림을 제시하였다. 문항 3에서는 약 50%의 초등교사들이

의 교사들은 ‘⑥ 자기력선의 수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정답을 선택했지만, 나머지 3개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응답하였다. 이는 두 자석이 연결된 S극과 S극 부근에서 각

초등교사는 20% 미만으로 이 영역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자석에 분포된 자기력선의 방향이 반대이므로 서로 상쇄되

이해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응답 유형을

어 양 끝의 N극에는 자기력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겨진다.

문항 1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N-S 형태

문항 3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N-S 형

로 직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

태로 병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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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s of the responses to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according to the connection
types of two magnets. Frequency (%).
Choices of the questions for a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①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more than twice that of one magnet.
②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about twice as large as that of one magnet.
③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more than that of one magnet, but less than twice.
④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approximately the same as that of one magnet.
⑤ The number of clips attached to a magnetic pole of the
connected magnets will be less than that of one magnet.
⑥ There will be no clip.
Sum

Question 5 Question 6 Question 7 Question 8
N-S-N-S
N-S-S-N
N-S//N-S N-S//S-N
2
0
2
6
(3.2)
(0.0)
(3.2)
(9.5)
6
3
32*
18
(9.5)
(4.8)
(50.8)
(28.5)
10*
1
13
15
(15.9)
(1.6)
(20.5)
(23.8)
45
37
11
11
(71.4)
(58.7)
(17.5)
(17.5)
0
12*
2
11*
(0.0)
(19.0)
(3.2)
(17.5)
0 (0.0)
10 (15.9)
3 (4.8)
2 (3.2)
63 (100.0) 63 (100.0) 63 (100.0) 63 (100.0)

* : Correct response

자기력선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약 50%의 초등교사들
이 자기력선의 수는 ‘②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 2배
많아질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응답하였다. 자석을 2개 같은
극끼리 나란히 붙이면 두께가 2배인 자석 한 개가 되므로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는 2 배가
된다고 초등교사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약 24% 의 초등교사들은 ‘④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전지를 병렬로
2개 연결하여도 전압이 같은 것처럼, 자석을 병렬로 2개
연결하여도 자기력의 크기는 한 개일 때와 같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문항 4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S-N 형
태로 병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는 약 33%
의 초등교사들이 ‘②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 2배 정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항 3에서 ②번을
선택한 것과 비슷한 생각으로 자석을 병렬로 연결할 때 같은
극끼리 연결했는지, 다른 극끼리 연결했는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연결 형태만 보고 초등교사들이 응답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 연결된 자석의 극은 고려하지
않고, 2개의 자석을 연결했으므로 두께가 2배인 자석 한
개가 되므로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는 2배가 된다고 초등교사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
다. 그리고 약 25%의 초등교사들이 ‘④ 한 개의 자석에서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문항 3에서처럼 전지를
병렬로 2개 연결하여도 전압이 같은 것처럼, 자석을 병렬로
2개 연결하여도 자기력의 크기는 한 개일 때와 같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 영역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개념 중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 영역에 대한 초등교사
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영역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로 개념 검사지에 한 개의 자석의
한 자극에 붙은 클립의 개수와 그림을 제시하였다. 문항 7
에서는 약 50%의 초등교사들이 정답을 선택했지만, 나머지
3개 문항에서 정답을 선택한 초등교사는 20% 미만으로 이
영역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각 문항별 응답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항 5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N-S 형태
로 직렬 연결시켰을 때, 연결된 두 개의 자석의 양 끝인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약 70%의 초
등교사들이 클립의 수는 ‘④ 한 개의 자석의 한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고, 약 10%의 초등교사들
은 2개의 자석이 직렬로 이어졌으므로 자기력의 크기가 2
배 커져 ‘②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도 2배 많아진다’ 고
응답하였다. 문항 5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 비율들은
문항 1에서의 응답 비율들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교사들은 자석을 N-S-N-S 형태로 직렬 연결했을
때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 제시된 문제 상황과 관계없이 일
관성 있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6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인위적으로 NS-S-N 형태로 직렬 연결시켰을 때, 두 개의 자석의 양 끝인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이 문항에서
도 약 60%의 초등교사들이 클립의 수는 ‘④ 한 개의 자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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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약
16%의 교사들은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는 ‘⑥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문항 6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응답 비율들은 문항 2의 응답 비율들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초등교사들은 자석을 N-S-S-N 형태로 직렬
연결하였을 때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 제시된 문제 상황과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응답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항 7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N-S 형
태로 병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약 50% 의 초등교사들이
클립의 수는 ‘②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 2배 많아질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약 20%의 초등교
사들은 ‘③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는 많아지지만 2배
보다는 적을 것이다’ 또는 ‘④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문항 7에 대한 초등교
사들의 응답 비율들은 문항 3의 응답 비율들과 유사하였
으나, ‘③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는 많아지지만 2배
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수가 문항
3에 비해 문항 7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④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문항 8의 내용은 두 개의 자석의 자극들을 N-S//S-N 형
태로 병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양 끝인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것이다. ‘②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
보다 2배 정도 많아질 것이다’, ‘③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
서보다는 많아지지만 2배 보다는 적을 것이다’, ‘④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⑤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 보다는 적을 것이다’ 의 응답 비율이 약 20∼30%
내외로 골고루 분포하였다. 문항 8에서의 초등교사들의
응답 비율들은 문항 4에서의 응답 비율들의 분포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③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보다는 많아
지지만 2배 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비율은 문항 4에 비해 문항 8에서 다소 증가하였고, ‘④ 한
개의 자석의 자극에서와 거의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초등교사의 비율은 다소 줄어들었다. 이러한 경향은 문항
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
사들의 이해도와 응답 유형을 분석한 결과 초등교사들은
자기력이 생기는 원리 및 자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과학과 교육과정을 통해 한 개의 자석의
N극에 다른 한 개의 자석의 S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붙고, N극을 가까이 가져가면 서로 멀어지는 현상을 통해
서로 다른 자극끼리는 인력이, 같은 자극끼리는 척력이 작용
한다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학습한다. 또한 철로 된 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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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석 가까이에 가져가면 자석에 붙는 현상을 통해 자석은
철로 된 물체를 잡아당긴다는 것을 현상학적으로 학습한다.
클립이 자석에 붙는 현상을 살펴보면, 강자성체가 자석
근처에 놓이면 자화되어 하나의 자석이 된다. 즉 자석 가까
이에 있는 강자성체인 클립은 자화되어 클립 자석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석의 N극 가까이 클립을 가져가면 자석의
N극과 가까운 클립의 끝은 S극, 반대쪽 끝은 N극인 클립
자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자석의 N극과 클립 자석의 S극
사이에는 인력이, 자석의 N극과 클립 자석의 N극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한다 [7]. 이는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인 셈이다. 초등학교의 과학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바늘자석 만들기’가 바로 자석을 이용해 강자성체인 바늘을
자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초등교사들은 바늘이 자석이
되는 원리를 미시적 수준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철로 된 물
질이 자석에 붙는 자석의 성질로 현상론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한 자석의 S극과 다른 자석의 N극 사이에는 인력이,
한 자석의 S극과 다른 자석의 S극 사이에는 척력이 작용한
다. 한 자석과 다른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과 척력의
크기는 한 자석의 N극 또는 S극과 다른 자석의 N극 또는 S
극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각 자석의 양의 자하
+qm 와 음의 자하 −qm 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것 [7]을 많은
초등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석을 2개 길게 이어 붙이면 하나의 긴 자석이 되어, 한
개의 자석일 때와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고 초등교사들은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개념 검사지를 제작
하여 초등교사 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개념 검사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기력의 크기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다. 이는 ‘자석의 양 끝인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 를 예상하는 영역과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 를 예상하는 영역에서 모두 초
등교사들의 이해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기력이
생기는 원리 및 자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등에
대한 물리적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둘째, 문항별로 살펴보면, 두 개의 자석을 N-S//N-S 형
태로 병렬 연결시켰을 때, 자석의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
의 수를 묻는 문항과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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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약 50%의 초등교사들이 정답을
선택한 반면, 나머지 6개의 문항에서는 모두 20%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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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의 이해를 질적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다.

정답률을 보였다. 자석의 연결 형태가 같을 때 자석의 두
자극 부근의 자기력선의 수를 묻는 문항과 자석의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문항에서 거의 유사한 응답 패턴
을 보이는데, 이를 통해 초등교사들은 주어진 문제 상황이
다소 다르더라도 자기력의 크기에 대해 일관성 있는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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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교사들 중에는 자석의 연결 형태에 따른 자
기력의 크기를 전지의 연결 방법에 따른 전압의 크기와
동일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석 2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
자기력의 크기는 전지를 직렬 연결했을 때 전압의 크기와
동일시하고, 자석 2개를 서로 마주보게 병렬 연결했을 때
자기력의 크기는 전지를 병렬 연결했을 때 전압의 크기와
동일시하여 두 자극 근처에서의 자기력선의 수와 한 자극에
붙는 클립의 수를 예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교
사들은 자석을 같은 극끼리 연결하든지 또는 다른 극끼리
연결하든지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연결 형태만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초등교사들 중 많은 교사들이 자석 2개를 직렬 연
결하면 N-S-N-S로 연결하든 N-S-S-N로 연결하든 하나의
긴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여 한 개의 자석일 때와 자기력의
크기는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자기력의
크기는 자극에서의 인력과 척력, 자극 사이의 거리, 그리고
자하량과 관련 있음을 초등교사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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