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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s equations represent quantitative relations among physics concepts. Several researchers
have already discussed students’ difficulty concerning the learning of physics equations theoretically.
However, few studies have investigated empirically the students’ learning of physics equations. This
study investigated science-gifted high-school students’ conception of physics equations concerning
classical mechanics. In this investigation, physics equations considered important were identified,
and the reasons for that were categorized. Student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physics equations were also identified and categoriz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On the one
hand, participants demonstrated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physics equations in the subjectlearning and the epistemological dimension, but the demonstration of reasons was rudimentary.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the understanding and the application of physics equations, the participants mentioned having physical difficulty more frequently than mathematical difficulty. Finally,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PACS numbers: 01.40.EKeywords: Physics equation, Conception of students toward physics equations,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physics equations, Difficulties in applying physics equations

고전역학 물리식에 관한 과학영재 학생들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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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식은 물리 개념간의 정량적 관계를 통해 물리적 지식을 표상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물리식의 학습과
관련된 학습자의 어려움을 이론적으로 논의하였다. 그런데 학습자의 물리식 학습에 대해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물리식에 관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인식을 고전역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고전역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식과
그 이유 및 학생들이 물리식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의 어려움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 주제
차원, 인식론적 차원,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 차원에서 학생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들은 학습주제와 인식론적 차원에서 대체로 중요한 물리식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으나, 해당 식들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응답에 그치고 있었다. 한편 물리식의 이해와 적용에서 학생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수학적 어려움보다는 물리적 어려움이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교육적
시사점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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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리식 (physics equations) 은 물리적 개념을 나타내는
기호로 표현되며, 물리 개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1]. 이를테면 Halloun은 뉴턴 2법칙의 표현 형식을 설명하
며 물리식 F = ma 는 힘이 물체의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상의 표현 (formal expression)”
이라고 하였다 [2]. 이러한 물리식은 그 구조와 형식상 수학
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물리와 수학은 매우
상호의존적이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3].
물리식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이를테면 Gingras는 물리식의 의미를 수
학적 설명과 물리적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4]. 한편 Etkina
[5]는 객체 (object), 상호작용 (interaction), 계 (system),
과정 (process) 이라는 존재론적 범주를 바탕으로 물리식을
객체들 (objects) 사이의 관계를 서술하는 상호작용관계식
(interaction equation), 하나의 계 (single system) 의 하나
이상의 속성들이 서로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서술해주는 상태관계식 (state equation), 계의 속성들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서술해주
는 인과관계식 (causal equation) 으로 분류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Holloun [2]은 뉴턴역학적인 가속 입자 모델의 구
조를 설명하며 상태법칙 (state laws) 을 나타내는 관계식,
상호작용법칙 (interaction laws) 을 나타내는 관계식, 인과
법칙 (causal laws) 을 나타내는 관계식을 구분하였다. 한편
Spurgin [6]은 물리식을 구성하는 2가지 요소가 “정의”
와 “법칙의 표현”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물리식은 수학적
설명으로서의 의미, 물리적 설명으로서의 의미, 상호작용관
계식, 상태관계식, 인과관계식, 정의, 법칙 등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다양성을 위
계적으로 정리하여 수학적 설명과 물리적 설명을 구분하고,
물리적 설명을 다시 인식론적 차원과 존재론적 차원에서
구분하여 물리식의 의미를 정리하는 이론적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물리식이 갖는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물리 개념
관련 연구에서는 물리식을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
여 물리식의 중요하고 다양한 의미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있다 [7]. 학생들은 문제 은행식 문제들을 많이 풀지만 이것
이 고차적 사고나 추리의 기회로 연결되는 것은 드물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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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학생들이 물리식을 이용한 계산에 익숙하더라도
여전히 물리 개념이나 원리에 대한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학습이 정성적 개
념 이해로부터 시작하여 정량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10],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구조의 융합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11].
그러나 물리식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교육적 제
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구를 제외하면 실제로 물리식의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와 인식은 대체로 탐색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어서 관련된 학생의 이해는 일부 연구를
통해서만 부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박종원
등은 물리식과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 과정과 설명 과정에서 어떤 이상화 조건이 사용되었
는지에 대한 과학교사와 고등학생들의 이해를 탐색하였다
[12]. 또한 대수학-기반 물리학 (algebra-based physics) 과
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기장을 다루는 문제를 풀게 하여
물리식의 물리적 해석과 수학적 해석의 차이가 유발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드러낸 연구도 있었다 [13]. 물리식에 대한
이러한 경험적 연구에도 불구하고 물리식에 관한 학생들의
일반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자들은 물리식에 관한 학생
들의 이해를 조사하는 보다 일반적인 연구를 계획했고, 그
일환으로 물리식에 대한 영재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인식을
알아보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인
식하는 중요한 물리식과 그 이유, 그리고 학생들이 물리식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는 물리식에 대해 묻지만, 최종적
으로는 물리식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고전역학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물리식이
내포하는 다양한 의미와 관련된 학생의 인식의 특징을 잘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질문들을 선별하여 학생들의
응답을 얻었다. 한편 본 연구자들은 물리식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물리식에 대한 이해가 뛰어난 집
단을 대상으로 우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본
연구에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물리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물리식들을 어떤 물리적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한
학습주제 차원, 물리식이 관련된 물리 이론에서 어떤 역할
을 하는지에 관한 인식론적 차원1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본 연구는 물리식의 의미 분석에 관한 본 연구자들의 이론 연구의 후속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이론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인식론적 차원’
등을 분석의 한 가지 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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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별 물리식들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이유를 귀납
적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물리식의 이해 및 적용과 관
련하여 학생이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귀납적 범주를
추출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물리식의
교수학습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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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6명 (과학교육학 박사 2명,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현직 교사 2명, 박사 과정 재학생 2명) 과 동일 고등학교
학생 6명에게 내용타당도를 점검받았다.
학생들의 설문 응답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하
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물리식을 응답빈도에 따라
정리하고, 그 물리식들을 1) 물리식이 담고 있는 개념들과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이 고전역학에
관한 탐구 과정이나 문제 해결 시 핵심이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리식과 그 이유, 고전역학 관련 물리식을 이해
하고 적용할 때의 어려움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물리식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조사하는 연구의 일환이다.
따라서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 물리식에 대한 이해가 뛰
어난 집단을 대상으로 전체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방법상
의 필요성 때문에 높은 성취를 갖는 집단인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는 경기도 소재 과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
수준의) 일반물리학 수강생 80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2
학년 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1학년 기초물리학을 수강하여
고전역학에 대하여 학습한 경험이 있다. 설문 대상자의
역학과 관련된 높은 개념 이해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FCI (force concept inventory) 로 평가를 실시하였
다. 문항은 FCI 29문항 영문본을 번역 없이 그대로 이용하
였다. 선행연구에서 FCI에 대한 검사결과가 제시되어있는
우수집단 (Harvard University에서 미적분학 기반 일반물
리학을 수강하는 과학 전공 학생들) 과의 공정한 비교를 위
해 응답시간을 23분으로 제한하였다. 비교 결과 연구참여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80.8%로 Harvard University 학
생들의 평균 정답률 76.3%보다 높았다. 동일한 시간 제한
속에 모국어가 아닌 영문으로 표현된 문항을 풀어야 하는
추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본 연구의 설문
참여자들은 역학의 기초개념과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설문지의 문항은 고전역학과 관련된 물리식에 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1번 문항에서는 고전역학에
관한 탐구과정이나 문제 해결 시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리식을 3가지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였다.
2번 문항에서는 고전역학에 관련된 물리식을 이해할 때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하게 하였다. 3번 문항에서는 고전
역학에 관련된 문제 풀이에 물리식을 적용할 때의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하게 하였다. 설문은 학생들이 설문지에
지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사용된 설문지는 사전에 과학교육

관련된 학습주제 차원과 2) 관련된 물리 이론에서의 역할과
관련된 인식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인식론적 차원은 관
련된 물리 이론에서 물리식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위상을
갖는지와 관련되며 물리식이 갖는 의미의 한 차원을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인식론적 차원에서 관찰을 통한 경험법칙과
사고를 통한 정의, 원리를 구분하여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자들이 최근에 수행한 이론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이유를
분석하여 각 물리식 별로 중요한 이유에 대한 범주화를 실
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유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생각하는 물리식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과
학생들이 물리 문제에 물리식을 적용할 때 적용의 어려움을
범주화하였다.
학생 응답의 범주화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귀납적 범주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귀납적 범주 분석은 수집된 자료
를 반복적 비교와 대조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개의 자료를
통합하는 복합적 개념을 창출하는 방법이다 [14]. 범주화는
반복적 비교분석법의 귀납적 범주화 과정에 준하여 실시하
였다. 먼저, 범주화를 실시하기 위해 학생의 응답 자료를
비슷한 주제의 응답 별로 모으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 별로 모인 응답에 대한 범주의 명칭을 결정하
였다. 이후 범주 간, 범주 내 응답을 비교 분석하여 범주를
조정하고 명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범주화에 대한 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
구자간 상호 검토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중요한 물리식에 관한 학생들의 응답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1번 문항에서는 학생들
에게 고전역학에 관한 탐구과정이나 문제 해결 시 핵심이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물리식을 3가지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서술하게 하였다. 이 문항에 대해 총 80명
학생이 중요한 물리식으로 총 221개의 응답을 제시하였고,
이 중에 중복을 제외하면 모두 34가지의 서로 다른 물리식이
제시되었다.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물리식 중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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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Key physics equations in mechanics referred by
the students.
Ranking
1
2
3
4
5
6
7
8
9
10
11
12

Key Physics Equation
F = ma
p = mv
F = dp/dt
W = Fs
E = Ep + Ek
Ek = mv 2 /2
∆E = 0
F = GM m/R2
τ = Iα
W = ∆Ek
v = v0 + at
s = vt

Responses
66
20
13
12
12
12
11
10
8
6
6
5

이상의 학생들이 제시한 물리식을 빈도수 순으로 나타낸
것이 Table 1이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식은 모두 66명
(82.5%) 의 학생들이 제시한 F = ma 였다. 이러한 수치는
두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제시한 식인 p = mv 의 세배가
넘는 수치였다. 또한 F = dp/dt 를 선택한 학생들까지 포함
하면 모두 76명 (95%) 의 학생들이 뉴턴 2법칙을 나타내는
식이 고전역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뉴턴 2법칙과 관련된 식들의 압도적 빈도수는 고전
역학 분야에서 물리식에 관한 학생들의 이해의 적절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물리식이 갖는 인식론적 차원인 경험법칙, 정의,
원리를 범주로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식들을 분
류하면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나타난다2 . 이를테면 Table 1
에 제시된 모든 식들이 원리, 정의를 의미하거나 이들을
바탕으로 유도되지만 경험법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이 제시한 전체 답변 중에 경험법칙에
해당하는 식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대한 케플러의 3법칙
을 나타내는 T 2 = kR3 , 단진동의 각진동수를 나타내는
ω 2 = k/m 의 두 종류에 불과했고, 오직 각각 1명만이 이
식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리는 실험이나 측정을 통해서는 직접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며, 이론의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로 수학의
공리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아이디어를 말한다 [15]. 원리는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뼈대이며, 뉴턴의 2법칙을 나타내는
F = ma 가 원리의 한 사례이다. 한편으로 경험법칙은 관찰
2

원리, 법칙의 의미에 대한 합의된 견해는 없으며, 물리학의 사용례에서
이들 용어들이 일관된 의미를 가진 채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용어사용의 혼란 속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들의 이전 연구들을 따라 원리,
경험법칙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15].

(측정) 사실의 규칙성이나 관찰 가능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
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 [15]. 따라서 경험법칙은 케플러의 3
법칙에서 보듯이 설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 자체가 다른
것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점에서
경험법칙은 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지식으로 보기 힘들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리, 정의와 관련된 식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경험법칙과 관련된 식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고전역학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이 역학에서 중요하다고 답변한 35개의 물
리식들이 고전역학의 주요 학습주제 중 어떤 것에 해당하
는 지를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작업을 통해 힘, 에너지,
운동량, 회전 운동, 등가속도라는 다섯 가지 범주의 주요
학습주제를 추출하고, 이 범주들에 해당하지 않는 식들은
기타로 처리하는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테면 식
F = ma 는 힘 개념 관련 식으로 분류하였고, 단진동의
주기관련 식 ω 2 = k/m 은 기타 범주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식이 두 개의 범주 (학습주제) 에 속하는 경우 두 범주 모두
에 중복 체크하여 범주 별 빈도수를 구하였다. 이를테면 식
F = dp/dt 를 제시한 응답은 힘과도 관련되고 운동량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힘과 운동량 두 범주 모두에 중복하여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학습 주제별 응답 빈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보듯이 학생들은 힘, 에너지, 운동량, 회전
운동, 등가속도라는 다섯 가지 범주의 학습주제를 중요하
다고 생각하였고,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식들은
순서대로 힘 (114건), 에너지 (63건), 운동량 (37건), 회전
운동 (19건), 등가속도 (17건) 와 관련되었다. 특히 전체
식 중에 힘 개념과 관련된 식의 비율이 44.7%로 다른 학
습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한편 힘, 에너지,
운동량과 같은 역학의 주요 개념들과 관련된 응답이 총 214
건 (83.9%) 으로 매우 높은 편이었다. 상대적으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한 식들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비율은 전체
응답에서 6.7%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힘, 에너지, 운동량
은 모두 고전 역학의 중요 개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해당
개념들과 관련된 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학에서
중요한 식과 개념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 물리학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유사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Table 1,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식의 분포를
통해서 학생들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힘, 에너지 등 중요개념과
관련된 식들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 특히 뉴턴의 2법칙에
대한 식들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 그리고 인식론적 차원
에서 경험법칙이 아닌 원리, 정의와 관련된 식들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참여 학생들은 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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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ponses related with the key topics of mechanics.
Key Topics of Mechanics
Force
Energy
Momentum
Rotational motion
Constant acceleration motion
etc.

Responses (ratio)
114 (44.7%)
63 (24.7%)
37 (14.5%)
19 (7.5%)
17 (6.7%)
5 (1.9%)

Examples of Responses
“[It is]An equation defining force, an abstract concept.”
“It states the notion of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A physical quantity which conserves during collision.”
“[It is] a basic in solving problems concerning torque and equilibrium.”
“[It] represents a relation among acceleration, velocity and time.”
“Relate to wave, center of mass.”

Table 3. Categories of the reasons for selecting Newton’ s 2nd law as an important physics equation.
Equations

Categories
Responses Examples of Responses
Basics of mechanics
19
“[It is] the most basic equation in mechanics”
Linking the relation among concepts
18
“[It is]An equation which represents causal link between force
and momentum.”
F = ma
Basics of the interpretation of motion
17
“[It is]A basic equ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motion of object.”
or
Basics
of
force
13
“[It is]An equation defining force, an abstract concept.”
F = dp/dt
Basics of problem solving
12
“Core in the solving mechanics problem”

에 대한 비교적 적절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2에서 등장하는 다섯
개의 학습주제와 관련한 식들을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각각 정리하였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학습주
제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힘과 관련된 물리
식은 F = ma (66명), F = dp/dt (13명), W = F s (10명),
F = GM m/r2 (10명), F = −kx (2명), F12 = −F21 (2
명) 등이었다. 힘과 관련된 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를
응답수가 많았던 F = ma, F = dp/dt 에 대한 응답을 중심
으로 분석하여 범주화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학생들이 F = ma, 혹은 F = dp/dt 를 제시한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역학의 기본’, ‘개념
간 관계 규정’, ‘운동 해석의 기본’, ‘힘에 관한 기본’, ‘문제
해결의 기본’ 이 그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역학
에서 가장 기본” 이기 때문에 F = ma, F = dp/dt 를 가장
중요한 물리식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범주인 “힘과 운동량 사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이기 때문에” 와 같이 개념 간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8명이었다.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운동
해석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은 17명이었다.
그 다음으로 힘에 관한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13명, 문제 해결의 기본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12
명이었다. 위 다섯 가지 범주 외에 기타 답변으로 “질량을

정의하는 식이기 때문”, “상대론이 도입된 오늘날에도 여
전히 통용되기 때문”, “정의에 가깝지만 그 정의가 핵심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 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F = dp/dt
가 F = ma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물리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며 F = ma 대신 F = dp/dt 를 중요한 식으로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2법칙에 대한 식들과 대조적으로 뉴턴의 3법칙을 나타내
는 식 F12 = −F21 은 단지 2명의 학생이 중요하다고 답변하
였으며 중요한 이유로는 많은 힘들을 수학적으로 다루게 해
주고, 물체 간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근본 식이기 때문이라는
서술이 있었다. 뉴턴의 3법칙을 나타내는 식 F12 = −F21
가 고전역학의 중요한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적게 언급된 이유에 대한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그 중 한
가지 가능성은 학생들이 뉴턴의 3법칙을 물리식과 연관하
여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뉴턴의 3
법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뉴턴의 3법칙을
물리식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일부 학생들은 만유인력 F = GM m/r2 , 탄성력
F = −kx, 구심력 F = mrω 2 과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힘의 모형들도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였다. 만유
인력에 대한 식 F = GM m/r2 을 중요하게 제시한 참여
자는 10명이었고 이 식이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답변은 크게
‘만유인력의 규정’ 과 ‘상호작용 관계식’ 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편 F = −kx, F = mrω 2 는 각각 2
명의 학생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만유인력, 탄성력,
구심력은 모두 구체적인 힘과 관련한 중요한 학습주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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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tegories of the reasons for selecting P = mv as an important physics equation.
Equation

Categories
Conservation of momentum
Definition of momentum
Basic of the description of motion

P = mv

Responses (n = 16)
7
5
4

Examples of Responses
“A physical quantity which conserves during collision.”
“To utilize in defining a momentum”
“It is necessary to describe motion of an object.”

Table 5. Categories of the reasons for selecting equations related to energy as important physics equations.
Equations

Categories
Responses (n = 42) Examples of Responses
Useful in problem solving
6
“The equation makes complex calculation easier.”
E = Ep + Ek To state conservation of
4
“It states the notion of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n = 10)
mechanical energy
Ek = mv 2 /2 Useful in problem solving
6
“It is a basis on solving problem concerning energy.”
(n = 11)
Defining kinetic energy
5
“It represents a kinetic energy.”
To state conservation of
6
“A property which says total amount of energy is conserved.”
∆E = 0
mechanical energy
(n = 11)
Useful in problem solving
5
“Lots of problems could be solved using this.”
To state a relation
5
“[It is] An equation which link the relation between force
between work and force
and work.”
W = FS
To
be
related
with
energy
3
“[It] Represents an abstract concept of energy.”
(n = 10)
Definition of work
2
“[It is] An equation that defines work and is the basis of energy”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학생들은 만유인력을 가장 중요한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 E = Ep + Ek , Ek = mv 2 /2, ∆E = 0 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들은 각각 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세

한편 참여자들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식들 중에

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모두 ‘문제 해결에 이용’ 이라는 공통

14.5%에 해당하는 식이 운동량과 관련된 식이었다. 운동량

범주를 포함하였다. 즉 위 세 식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과 관련된 식들로 운동량을 정의하는 P = mv (20명), 뉴

학생들은 모두 문제를 풀 때 유용하기 때문에 해당 식들이

턴의 2법칙을 나타내는 F = dp/dt (13명), 충격량 운동량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으로 세 식들이 중요한 이

정리를 나타내는 I = ∆P (3명), 운동량 보존식인 ∆P = 0

유로 각각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규정’, ‘운동에너지의 정의’,

(1명) 이 제시되었다. 이들 물리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에너지 보존 규정’ 이라는 개념적 특징을 제시하는 범주가

이유를 응답이 가장 많았던 P = mv 를 중심으로 분석한

추출되었다. 그 외에 식 E = Ep +Ek 에 대한 기타 답변으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자연 법칙을 이해하는 식이기 때문”, 식 Ek = mv 2 /2 에

P = mv 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되었다.
‘운동량의 보존’ (7명), ‘운동량의 정의’ (5명), ‘운동 기술의

대한 기타 답변으로 “가장 처음 배운 에너지 식이기 때문”
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본’ (4명) 이 그것이다. 위 세 가지 범주 외에 기타 답변으

한편 식 W = F S 를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과 힘의

로 “물체 사이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 “자연 법

관계 규정’ (5명), ‘에너지와의 관련성’ (3명), ‘일의 정의’

칙의 이해에 중요한 식이기 때문” 등의 이유가 제시되었다.

(2명) 라는 세 범주가 추출되었다. 그 외에도 에너지와 관

학생들이 제시한 전체 식 중에 24.7%에 해당하는 식들

련된 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타 답변으로 “물체의 운동

은 에너지와 관련된 식이었다.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을 설명하는 기본식이기 때문”, “에너지로 현상을 계산할

제시한 에너지와 관련된 물리식은 E = Ep + Ek (12명),

때 필요하기 때문”, “에너지라는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기

2

Ek = mv /2 (12명), ∆E = 0 (11명), W = F S (12명),

때문”, “일과 에너지를 설명하기 때문”, “힘에서 파생된

W = ∆Ek (6명), F = −∇U (3명), W = −∆U (4명),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 이 있었다.

E = Iω 2 /2 (1명), U = −GM m/R (1명) 등이다. 이들

한편 참여자들에 의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된 식들 중

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응답수가 비교적 많았던

7.5%에 해당하는 식이 회전 운동과 관련된 식이었다. 회전

2

E = Ep + Ek , Ek = mv /2, ∆E = 0, W = F S 를 중심으

운동과 관련된 식들로 회전 운동의 원리를 나타내는 τ = Iα

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8명), 각운동량을 나타내는 L = mvr (2명), 토크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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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ategories of the reasons for selecting τ = Iα as an important physics equation.
Equation

Categories
Responses (n = 8)
Examples of Responses
Basic of rotational motion
5
“[It is] a basic of rotational motion, as does F = ma.”
τ = Iα
Useful to solve problem
2
“[It is] a basic in solving problems concerning torque and equilibrium.”
Definition of torque
1
“An equation concerning torque in rotational mechanics.”

Table 7. Categories of the reasons for selecting equations concerning constant acceleration motion as important physics
equations.
Equations

Categories
Responses (n = 14) Examples of Responses
Relation among
2
“[It] represents a relation among acceleration, velocity and time.”
concepts
Related to constant
2
“It occurred to me at first among the equations concerning
v = v0 + at
acceleration
constant acceleration motion”
(n = 6)
Useful to problem
2
“[It is] easy to calculate.”
solving
Relation among
3
“[It] represents a relation among, displacement, velocity, motion,
concepts
and time.”
s = vt
Useful
to
problem
1
“It is mostly utilized in problem solving.”
(n = 4)
solving
Relation among
2
“We could know the position at time t in the constant
concepts
acceleration motion.”
1
“constant acceleration motion is frequently found in mechanics”
s = v0 + at2 /2 Related to constant
acceleration
(n = 4)
Useful to problem
1
“Easy to calculate”
solving

나타내는 τ = F × r (3명), 회전관성을 나타내는 I = mr2
∫
(1명), I = r2 dm (1명) 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회전 운동
과 관련된 물리식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응답이 가장
많았던 τ = Iα 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τ = Iα 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범주화 되었다.
‘회전 역학의 기본’ (5명), ‘문제 해결에 이용’ (2명), ‘토크의
정의’ (1명) 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회전 역학과 관련한 식
중에서 뉴턴의 2법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식을 중요한 것으
로 선택한 학생들의 응답은 그들의 개념적 이해의 적절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생들이 제시한 전체 식 중에 6.7%에 해당하는 식들은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식이었다. 학생들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한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된 물리식은 v = v0 + at (6
명), s = vt (4 명), s = v0 + at2 /2 (4 명) 등이다. 이들
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를 응답수가 비교적 많았던
v = v0 + at, s = vt, s = v0 + at2 /2 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식 v = v0 + at, s = v0 + at2 /2 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들은 각각 3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두 식들이 중요한
이유로 ‘개념 간 관계’, ‘등가속도 운동과 관련’, ‘문제 해결에

이용’ 이라는 공통 범주가 추출되었다. 식 s = vt 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응답들은 ‘개념 간 관계’, ‘문제 해결에 이용’
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Table 3에서 Table 7에 이르는 구체적인 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에 대한 범주화 작업을 종합하면 학생들이 특정
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네 가지 대표적인
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첫째는 특정한 식이 중요한 이유
로 ‘기초’ , 혹은 ‘핵심’ 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F = ma 를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역학에서 가장 기본” 이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둘째는 문
제풀이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E = 0 를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면서 “많은 문제가 이것을
이용해 풀린다.” 고 설명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념사이의
관계를 규정해주기 때문에 물리식이 중요하다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F = ma 를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면서
“힘과 운동량 사이의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기 때
문에” 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넷째는 특정한 개념, 혹은 내용
지식을 제시하면서 중요하다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P = mv 를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면서 “충돌 시 보존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유형의 응답은 여러 식들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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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ategories of th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physics equations.
Categories of the difficulties
concerning understanding
Upper level
Lower level categories
categories
Understanding
Physical
concept
meaning
Distinguishing role
(n = 32)
of equation
Intuitive
understanding
Understanding of
constant
Application to context
Mathematical
Deciding sign
meaning
between plus
(n = 11)
and minus
Mathematical
calculation
Sign
meaning of signs
(n = 8)

Responses
(n = 51)
14
7
4
4
3
8

3
8

학생들이 어떤 물리식을 중요한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곧 응답자가 해당 식의 역할을 높이 평가
하고 그것에 대해 높은 위상을 부여하는 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중요한 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는 본 연구의 설문 질문은 곧 응답자의 식에 대한
인식론적 차원의 이해를 묻는 것과 같다. 따라서 앞에서
요약한 네 가지 응답 유형은 모두 인식론적 차원의 응답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기초이기 때문에’ ,
‘문제 풀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 ‘(중요)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므로’ , ‘특정 내용지식이 중요하므로’ 라는
식으로 인식론적으로는 단순한 응답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즉 학생들은 물리학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체계적인 응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이 인식론적 차원에서 단순한 수준에 머
무는 것은 학생들이 경험한 고전역학의 교수학습의 특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물리학 교재는 물리학
의 내용지식을 서술할 때 ‘올바른 정보의 제공’ 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교재에 기반한 교수학습도 교재의 틀을 크게
벋어나기 어렵다. 그런데 ‘올바른 정보의 제공’ 이라는 서술
형태를 취하면서 교재는 여러 물리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 주된 관심을 보이고 특정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하는
배경, 그 아이디어가 전체 이론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과
같은 인식론적 차원은 심도있게 논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학습맥락에서는 학생들이 특정한 내용지식이 전체 이론에
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에 대한 심화된 이해를 성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mples of Respons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outer product
in rotational mechanic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a definition and other
relations among concepts.”
“Physics equation say differently from intuition.”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stant,
for instance 1/2 in Ek = mv 2 /2.”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en an equation is utilize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minus sign in
equation concerning potential energy.”
“difficulty in a high level mathematics such as differential
equation.”
“The meanings of signs such as F, W, P are difficul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arious meanings of equal sign.”

2. 이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리식에 관한 응답
분석
설문지의 2번 문항은 고전 역학에서 물리식을 이해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이다. 총 80명의
학생 중 54명 (약 67.5%) 이 물리식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술하였다. 어려움에 대한 이들의 응답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총 8 개의 소범주를 추출하였고,
이를 묶어서 다시 세 개의 중범주를 뽑아냈다. 결과적으로
Table 8와 같이 학생의 어려움을 ‘물리적 의미’ , ‘수학적
의미’ , ‘기호’ 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중범주에 기반한 범
주체계를 구축하였다. 물리적 의미 범주의 어려움은 다시
‘개념 이해’ , ‘식의 역할 구분’ , ‘직관적 이해’ , ‘상수의
이해’ , 그리고 ‘맥락에 맞는 적용’ 과 관련된 어려움을 소
범주로 갖는다. 수학적 의미 범주의 어려움은 ‘부호 설정’
과 ‘수학적 계산’ 에 대한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Table 8에
서는 이러한 범주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어려움의 이유를
분류하고, 범주별 응답 빈도를 구하고, 응답 중에 각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세 개의 중범주 중 물리적 의미 관련 범주에 해당하는
답변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학적 의미 범주에 해당
하는 답변이 11건, 기호 범주에 해당하는 답변이 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물리식의 이해와 관련하
여 수학적 의미 차원의 어려움보다는 물리적 의미 차원의
어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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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ategories of the difficulties during applying physics equations to problem solving.
Categories of the difficulties
concerning understanding
Upper level
Lower level
categories
categories
Difficulty in
Selecting related
application
equations
appropriate
Accurate
to context
application
(n = 35)
Complex context
Constructing the
equation of motion
Identifying the frame
of referenc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understandin
related concepts
g physical
Origin of equations
meaning
the unit of physical
(n = 12)
quantity
Mathematical
Decision of plus or
application
minus sign
(n = 10)
Mathematical
calculation
Approximation

Responses
(n = 51)

Examples of Responses

14

“It is difficult to choose equations related to the problem.”

10

“It is difficult to consider all the F using F = ma.”

5
3

“It is difficult to use various equations in complex context.”
“It is difficult to make a equation of motion.”

3

“It is difficult to decide on reference point.”

8

“Difficulty when a related concept is not established.”

2
2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derivative process of equation.”
“When the unit of the related physical quantity is provided
differently.”
“Difficulty due to incorrect decision of sign.”

5
3
2

‘물리적 의미’ 중범주의 다섯 개의 소범주에서 학생의
응답빈도는 ‘개념 이해’ (14명), ‘식의 역할 구분’ (7명),
‘직관적 이해’ (4명), ‘상수의 이해’ (4명), ‘맥락에 맞는
적용’ (3명) 과 관련된 어려움의 순서였다. 이중에서 ‘개념
이해’ , ‘직관적 이해’ , ‘상수의 이해’ 와 관련한 어려움은
식의 내용이해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식의 역할
구분’ 과 관련한 어려움은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인식론적 차
원 (식의 역할과 이론 안에서의 위상) 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수학적 의미’ 중범주의 두 개의 소범주에서는 ‘부호 설
정’ (8명), ‘수학적 계산’ (3명) 의 순서로 어려움의 빈도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미적분학을 정식 교과로 배
우기 전에 미적분학에 기반 한 물리학 과정을 이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수학적 의미와 관련한 어려움
중 다수가 고등 수학이 아닌 부호의 설정과 관련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교수학습에서 부호의 설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편 ‘기호’ 중범주의 ‘기호와 관련’ 이라는 하나의 소범
주에 해당하는 어려움을 8명의 학생이 서술하였다. 학생들
은 F, W, P같이 물리량을 나타내는 기호뿐 아니라 등호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하였다. 이것은 물리식에서 등호가 갖
는 다양한 의미가 물리학의 학습에서 어려움을 유발할 수

“Difficulty in mathematical calculation such as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Difficulty in deciding the degree of approximation”

있다는 Arons의 주장에 대한 경험적 증거라고 할 수 있다
[8].
학생의 응답 중에는 Table 8의 범주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 이를테면 “F = KQq/r2 처럼 실험을
통해 만든 식은 실험을 직접 하지 않아서 물리식이 와 닿지
않음”, 과 같은 응답이 그러하다. 이러한 응답도 학생들이
새로운 개념이나 이론을 학습할 때 인식론적 차원을 고려하
여 그 개념이나 이론이 만들어진 과정과 같은 경로를 따라
학습해야 한다는 Swann의 제언과 맥을 같이 한다 [16].
3. 물리식의 문제 풀이 적용 시 어려움에 관한 응답
분석
설문지의 3번 문항은 고전 역학에서 물리식을 문제풀이에
적용할 때 겪었던 어려움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는 것이다.
총 80명의 학생 중 60명 (약 75%) 이 물리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서술하였다. 어려움에 대한 이
들의 응답을 귀납적으로 범주화하여 총 11개의 소범주를
추출하였고, 이를 묶어서 다시 세 개의 중범주를 뽑아냈다.
결과적으로 Table 9와 같이 학생의 어려움을 ‘맥락에 맞는
적용’ , ‘물리적 의미의 이해’ , ‘수학적 적용’ 의 차원으로
구분하는 중범주에 기반 한 범주체계를 구축하였다.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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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적용 범주의 어려움은 다시 ‘관련된 식 선택’ , ‘정확한
적용’ , ‘복잡한 문제 상황’ , ‘운동방정식의 수립’ , ‘기준점
선정’ 과 관련된 어려움을 소범주로 갖는다. 물리적 의미의
이해 범주의 어려움은 ‘관련 개념 이해’ , ‘식의 기원’ , ‘관
련 단위’ 와 관련된 어려움을 소범주로 갖는다. 수학적 적용
범주의 어려움은 ‘+, − 부호 결정’ , ‘수학적 계산’ , ‘근사’
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구분된다. Table 9에서는 이러한
범주체계를 바탕으로 학생의 어려움의 이유를 분류하고,
범주별 응답 빈도를 구하고, 응답 중에 각 범주에 속하는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학생의 응답 중에는 Table
9의 범주체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응답도 있었다. 이를
테면 “마찰력이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 같은 응답이
있었다.
세 개의 중범주 중 ‘맥락에 적합한 적용’ 에 해당하는
답변이 35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의미 이해’ 에
해당하는 답변이 12명, 수학적 적용에 해당하는 답변이 10
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물리식의 적용과
관련하여 수학적 차원의 어려움보다는 물리적 차원의 어
려움을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맥락에
적합한 적용’ 중범주의 다섯 개의 소범주에서 학생의 응
답빈도는 ‘식 선택’ (14명), ‘정확한 적용’ (10명), ‘복잡한
상황’ (5명), ‘운동방정식 수립’ (3명), ‘기준계의 설정’ (3
명) 과 관련된 어려움의 순서였다. ‘물리적 의미’ 중범주의
세 개의 소범주에서는 ‘관련 개념 이해’ (8명), ‘식의 기원
이해’ (2명), ‘물리량의 단위 이해’ (2명) 의 순서로 어려움의
빈도가 나타났다. ‘수학적 적용’ 중범주의 세 개의 소범주
에서 학생의 응답빈도는 ‘부호 설정’ (5명), ‘수학적 계산’
(3명), ‘근사’ (2명) 와 관련된 어려움의 순서였다. 적용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대해 12명의 학생들이 관련 개념의
이해, 식의 기원에 관한 이해, 물리량의 단위 이해와 같은
‘물리적 의미 이해’ 의 어려움과 관련된 응답을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이해의 어려움이 곧 적용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학적 적용’ 과 관련된 어려움 (10명) 에서 다른
범주보다 ‘부호의 설정’ (5명) 과 관련된 응답의 빈도가 높
았다. 이 결과는 식의 이해의 어려움에 대한 앞선 결과, 즉
‘수학적 이해’ 와 관련하여 다수의 응답이 부호의 설정과
관련되었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학생들의 응답에서 물리식의 이해와 관
련된 어려움과 적용에 관련된 어려움 사이의 밀접함이 드
러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Table 8에서 보듯이 물리식
이해의 어려움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적용상의 어려움을
서술하기도 하였다. 반대로 Table 9에서 보듯이 물리식
적용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물리식의 의미 이해의
어려움을 서술하는 경우도 있었다. 학생들의 응답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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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듯이 이해와 적용은 분리된 학습목표가 아니므로
물리학습 상황에서 ‘적용을 통한 이해’ 혹은 ‘이해를 위한
적용’ 과 같이 둘의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 2학년 일반물리학 수강학생 80
명의 고전역학 분야의 물리식에 관한 인식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고전역학 분야에서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물리식과 그 이유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물리식을 이해하고 문제 풀이에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범주화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학생들은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원리, 정의 및 이들
로부터 유도되는 정리들을 나타내는 식들을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였고, 경험법칙과 관련된 식을 중요한 것으로 제시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렇지만 특정한 식이 중요한 이유
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으로 판단할 때, 물리식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학생의 이해는 깊지 않았다. 한편 학생들은
학습주제 면에서 힘, 에너지, 운동량, 회전운동, 등가속도와
관련된 식들을 중요하다고 보았다.
둘째, 식의 이해와 적용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수학적 어
려움보다 물리적 어려움을 훨씬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학생
들의 인식에서 식의 이해, 응용과 관련된 수학적 어려움은
비교적 언급빈도가 적은 편이었고, 그 중 다수는 고등수학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부호의 설정과 관련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
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학생의 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이지만, 연구결과 서술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러한
조사를 통해 학생의 이해의 적절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식과 물리식의 이해와
적용의 어려움을 학생들에게 직접 물었다는 점에서 학생의
식에 대한 이해보다는 인식을 조사한 것에 가깝다. 본 연
구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응답을 범주화한 결과 힘, 에너지,
운동량 등 고전역학의 핵심개념과 관련된 식들이 다수를 차
지하였다. 이것은 학생들이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중요한
학습주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학생들은 인식론적 차원에서 원리와 정의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정리들을 중요한 식으로 제시하였고,
경험법칙에 해당하는 식을 언급한 경우는 극소수였다. 이
결과도 참여 학생들의 고전역학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학습 주제의 측면과 인식론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중
요한 식들을 적절하게 제시하였음에도, 해당 식들이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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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에 대해서는 단순한 수준의 응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교수학습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의 통상적인
교재와 그에 기반한 교수학습은 물리학의 내용지식의 역할
과 위상이라는 인식론적 차원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심지
어는 특정한 내용지식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그릇된 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뉴턴의 2법칙은 교재에서 마치
측정 가능한 변인사이의 관계를 기술한 경험법칙인 것처럼
소개되기도 한다. 반면에 뉴턴 2법칙의 원리로서의 성격,
즉 불일치 현상이 발견되더라도 다른 보조적인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뉴턴 2법칙 자체는 좀처럼 수정하지 않는 그것의
공리 수준의 지위는 논의되는 경우가 드물다. 물리학 교
재에서 나타나는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오류는 보다 나은 물리학 교수학습을 위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선 논의에도 불구하고 식에 대한 인식과 식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별개이므로, 학습자의 식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학생이 중요한 것으로 선택한
식 자체는 인식론 차원에서 적절하지만, 선택의 이유에 대한
서술은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 보다
본격적으로 식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조사한다면 인식론
차원에서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을 보다 세부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추출된 식의 이해와
관련된 어려움의 한 범주는 ‘식의 역할 구분’ 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이러한 인식론적 차원의 학습자의 어려움은
그동안의 개념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본 연구자들은 물리식의 인식론적 차원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를 다루는 별도의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학생들은 수학 자체보다는 수학과 물리적 상황의
연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것은 물리식의 이
해와 물리식의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공통
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결과는 수학 자체의 어려움보다
수식의 물리적 적용과 관련한 어려움에 더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학생들이 제기한 수학적 어려움도, 복잡한
수학개념과 계산에 대한 것보다는 부호의 설정에 대한 것이
다수였다. 본 연구의 학생들은 미적분학을 정식 교과로
배우기 전에 미적분학에 기반 한 물리학 과정을 이수하는
상황적 특이성을 갖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수학적 어려움의
비중이 작고 또한 그 중 다수가 고등 수학이 아닌 부호의
설정과 관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는 또한
부호의 의미 및 적용을 포함하여 물리학의 맥락에 맞는 수학
의 활용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섯째, 학습자가 물리식과 관련된 학습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경험적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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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식에 대한 학습
자의 다양한 인식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의 다양
성은 곧 물리식과 관련된 학습의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물리식의 학습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므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로 본 연구의 결과를 또래의 일반학생들에게 일반화하는 것
은 무리가 있다. 오히려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본
연구와 어떻게 다를지를 조사하는 것이 별도의 연구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일반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제시하는 물리식이 학습주제의 차원이나
인식론적 차원에서 적절한지를 조사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
여부를 탐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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