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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comprehension of physics concepts by the learner and
to design effective teaching programs considering the learning level. In order to do this, we surveyed
college freshmen and investigated their understanding of the physics concepts of force and motion.
A questionnaire was made and addressed ideas from Newtonian concept of force and motion to
general alternative concepts and was used to confirm the general tendencies of physics concepts
held by learner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physics concepts was analyzed based on background
variables, such as high-school course category, physics subject completion, and taking of the college
entrance exam. The analysis showed grea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between factors such as
action / reaction and causes of change in mo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the
instructional design of university physics classes to improve the learner’s academic achie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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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운동 물리 개념에 대한 대학 신입생들의 이해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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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여 학습수준을 고려한 효과적인
수업설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고등학생들의 힘과 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힘과 운동에 대한 뉴턴 개념과 일반적인 대안 개념들이
포함된 선택지들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물리 개념의 일반적인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 분석은 고교 이수계열, 고교 과학 교과목 이수여부 등으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이해 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작용/반작용, 운동의 변화 원인 등의 요인에서 이해도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과정에서의 물리 교과목 수업설계
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ACS numbers: 01.40.EKeywords: 대학생, 힘-운동, 힘개념검사 (Force conceptual inventory, FCI), 오개념, 물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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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시대로 불릴 정도로 의료, 통신
등 사회전반에 걸쳐 과학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을 통해 과
학적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창의적/효율적인 의사결정능력
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1].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 중등교육과정 개편을 통
해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4].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의 개편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중·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신입생들은
‘과학’ 교과목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과학
개념에 대해 단편적이고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런 현상은 ‘물리’ 교과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5].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하 ‘수능’) 에서 ‘물리
I’ 과 ‘물리II’ 응시자의 수는 ‘과학’ 교과목 응시자 중 각각
23.6%, 1.2%인 것은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6].
‘과학’ 교과목, 특히 물리학을 기피하는 현상은 과학교육
강화에 커다란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물리를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의 인식’ 을
제시하고 있다 [5,7,8]. 또한 학생들은 미�적분 등 수학적
능력이 물리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8–10]. 즉,
학생들은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보다는 물리 현상을 이해하
기 위해 어떤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 단편적인
공식 적용을 통해 물리 현상을 이해하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수능에서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도
평가가 문제풀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은
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 오개념 (misconception) 에서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
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영재/
실업계 고교, 예비물리교사 등 다양한 학교와 학생 대상으
로 광범위하게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11–18]. 1980년 이후
과학교육 연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문화적/개인적 경
험을 바탕으로 습득한 선 개념과 수업을 통해 학습한 물리
개념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진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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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개념 (preconceptions) 이
과학적 개념과 차이가 있을 때 이를 물리 오개념이라 한다
[20]. 오개념은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해 생활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학생들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과학적 개념과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바뀌지 않으
며,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고, 과학적 개념과 공존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게 된다 [21]. 그렇기
때문에 수업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에 대해 알고
수업을 계획하는 것은 학습 성과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팀에서는 2010년부
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운동에
대한 오개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수업을 계획하는데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11].
힘-운동에 관한 물리 개념은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교
육을 받으면서 가장 많이 다루어져 익숙한 영역이며, 실생
활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 선개념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오개념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특수목적고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어떤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된 관심으로
진행되었다 [15–17]. 이와 같은 연구는 학생의 연령, 성취도,
지역 등 특정집단이 가지고 있는 물리 오개념의 유형,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학습 전후 오개념의 변화, 예비교사가
특정 과학 개념 지도 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도할 것인
가에 대해 주로 진행되어 물리 오개념 지도 등 물리교육의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과 학습수준을 가지고 있는 대학 신
입생 대상으로 효율적인 물리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자 수
준을 고려한 수업계획이 요구되기 때문에 선행 교육과정
이수와 물리 개념 습득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선행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학습자의 이해정도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 교육과정 이
수에 따라 학생들의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교
이수계열, 물리 교과목 이수 여부, 수능 응시과목 등에 따라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Hestenes과 Halloun
에 의해 개발된 힘개념검사 (Force conceptual inventory,
FCI) 설문지를 활용하여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22]. 이와 같은 분석은 다양한 학
습수준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통 교육을 해야 하는
대학에서는 강좌편성, 수업계획 등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학습수준/배경을 가진 학
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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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o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research.

Liberal arts

Natural Science

Subject of Completion
Physics I
Physics II
×
×
○
×
○
○
×
×
○
×
○
○
○
×
○
○
○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hysics I
Physics II
×
×
×
×
×
×
×
×
×
×
×
×
○
×
○
×
○
○

수업설계를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힘-운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고, 고교 이수계열, 물리 교과목 이수여부,
수능 응시과목 등으로 구분하여 이해도를 조사/분석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신입생
총 258명 (인문계열 107명, 자연계열 151명) 을 대상으로
FCI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학과정의 물리학 강좌를 수강하
기 전에 힘과 운동에 대한 개념의 이해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선행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이해도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별도의 표본 추출과정 없이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2015년 이전 교육과정을
적용받음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회탐구영역의 과목
을 주로 이수하였으며, 자연계열 학생들은 과학탐구영역의
과목을 이수하였다. 따라서 Table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
문계열의 학생들은 물리 교과목에 대해서는 1학년 공통과
목인 ⌜ 과학⌟ 만을 이수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자연계열의
학생들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 물리 I⌟ 또는 ⌜ 물리 II⌟ 를
이수하였다.
따라서 고교 이수계열, 물리 교과목에 대한 고교 이수과
목 및 수능 응시여부에 따라 물리 개념에 대한 경험 차이로
인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수과목과 수능 응시여부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여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 학생들을 이수계열 (인문· 자연), 이수과목
(물리I, 물리II), 수능 응시여부 (물리I, 물리II) 에 따라 9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인문계열 (문과) 학생들은 3개 그룹
(L1∼L3) 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연계열 (이과) 학생들은 6
개 그룹 (N1∼N6) 으로 구분하였다.

Ratio of students
(%)
82.2
15.9
1.9
18.5
29.1
12.6
17.9
19.2
2.7

Group
L1
L2
L3
N1
N2
N3
N4
N5
N6

Table 1은 그룹을 구분한 기준과 각 그룹의 학생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설문 결과를 각 그룹별로 종합하여 어떤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이해 정도 낮고 높은지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가 그룹들 사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는 이해 정도에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점에서의 물리 이해도를 측정
하기 위해 설문 조사는 대학물리학 강의 전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략 25분 정도 소요되었다. 설문 조사에
사용된 FCI 설문지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대상
으로 힘에 대한 대안 개념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문항은 대략 6 개 범주-운동학, 뉴턴 운동 법칙 (1 법칙, 2
법칙, 3법칙), 힘의 합성, 힘의 종류-로 분류되어지며, 각각
7문항, 18문항, 5문항, 1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22,23].
또한 FCI는 수학적인 계산 능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수학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진 학생들에게도 좋은 척도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물리 초보자들에게도 FCI 검사 점
수가 일관성 있게 낮게 측정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FCI 검사 점수와 교수 (교사) 능력 사이에는 매우 낮은 상관
관계를 보인다. 그리고 FCI 검사에서 6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한 학생은 힘-운동에 대한 이해도가 미흡하며, 이것보
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면 입문자로써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85%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는 경우는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에 대해
숙련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23]. 또한 FCI
설문문항은 2,00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과정
을 통해 완성된 것으로, 학생들의 설문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힘-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추
론할 수 있어 학생들의 힘-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 학생들 대상 FCI 설문
응답을 통해 힘-운동에 대한 신입생들의 물리 이해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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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lor online) Question information in the questionnaire and the percentage of scientific concepts in the
students.
측정하여 물리 개념에 대한 세부영역별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분석 결과를 ⌜ 대학물리학⌟ 교과목의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강의 및 학업성취도 향상을
얻고자 한다.

III. 연구 결과
1. 이수계열 (인문· 자연) 에 따른 분석
Fig. 1 은 이수계열에 따른 학생들의 문항별 정답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적으로 자연계
열의 학생들이 인문계열보다 높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연계열의 학생들이 물리 개념을 접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 학습을 통해 가지고 있던 물리 오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문계열 학생의 FCI 평균점수가 45.9%이며, 대부분의
경우 60% 미만의 점수를 획득하고 있어 힘-운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 정도가 많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는 평균점수가 69.8%로 대체적으로
힘-운동에 대해서는 입문자 수준 정도의 이해 정도를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18,24]. 또한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개념 조사한 결과에 비하면 약간 낮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12]. 또한 5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13번 (수직으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는 힘),
17번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18
번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 등 일부 문항에 대해 매우
낮은 점수를 보이는 등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물체는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가지고 있다’ 는 관성의 법칙
에 위배되는 오개념 등 등속운동,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는 ⌜ 대학물리학⌟ 교과목 수
업설계 시 기초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가지고 있는 많은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
키기 위한 간단명료한 수업모형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개념 변화를 위해 Driver와 Macbeth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정반대의 경험적 예를 제시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과학적
개념을 통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5,26]. 특히 일부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는 문항의 답변을 고려하여 이 영역에 대한 개념 변화를
위한 특별 지도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는 입문자 수준의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앞에서 언급한
등속운동,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 등 일부 영역에 대
해서는 입문자 수준 이하의 물리 개념에 대한 개념 변화를
위한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연계열
학생은 물리 개념에 대한 학습 후 생긴 오개념이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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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Understanding of physics concepts depend on course category in high school and whether to take science
courses in high school.
Group
N1
N2
N3
N4
N5
N6

Subject of Completion
Physics I
Physics II
×
×
○
×
○
○
○
×
○
○
○
○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hysics I
Physics II
×
×
×
×
×
×
○
×
○
×
○
○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
51.2
60.4
64.2
78.5
83.4
89.5

학생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배치되는 예를 제시하여 인지

마나 충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 분석결과는

적 갈등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두 연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준별 학습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고교과정 중 물리 과목에 대한 이수여부보다는
수능 응시여부를 기준으로 대학물리학 강좌를 구분 편성

2. 이수과목 및 수능 응시여부에 따른 분석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수업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즉, ⌜ 과학⌟ 만 이수한 그룹, ⌜ 물리I⌟ 또는 ⌜ 물리

인문계열 학생들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과학탐구영역

II⌟ 과목을 이수한 그룹, 수능에서 물리 교과목에 응시한

중에서 이수한 과목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수과목과 수능

그룹으로 구분하여 강좌를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수

응시여부에 따른 분석은 의미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자연계

업을 계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열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분석하였다. Table 2는 자연계열

공통 교과목인 ⌜ 과학⌟ 만 이수한 학생들은 기초 개념이 부

학생들의 응답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족하므로, 인문계열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초 물리 개념의

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
는 수능 응시여부에 따라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며, 고교

설명이 우선되어야 하며, 개념 변화를 위해 학습자의 수준에
특화된 학습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수과목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N3과 N4
그룹의 정답률을 비교하면, ⌜ 물리II⌟ 까지 이수하였더라도
수능에서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겨우 힘-운동에

3. 설문 문항에 대한 6개 범주별 분석

대해 입문자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반면에 ⌜
물리I⌟ 까지만 이수하고 수능에서 물리 과목을 선택한 경우
는 거의 숙련자 수준까지 이해 정도가 높다.

FCI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힘의 개념을 기준
으로 ‘운동학’, ‘운동 제 1, 2, 3 법칙’, ‘힘의 합성’, ‘힘의

또한 ⌜ 물리II⌟ 이수여부 차이만 있는 N4와 N5 그룹의

종류’ 등 6개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각 문항은 6개 범주

경우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N5 그룹이 이해 정도

중 하나 이상의 뉴턴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 결과를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능에서 물리 과목에

분석함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범주에서 이해도가 높고 낮은

응시하지 않은 N2와 N3 그룹에서도 ⌜ 물리II⌟ 까지 이수한

지를 추정할 수 있다 [22]. 6개 범주에 대해 고교 이수계열

N3 그룹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약간 이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등 각 그룹별로 이해도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또한 어떤

나타났다.

범주의 물리 개념이 부족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이런 분석 결과는 높은 수준의 과목을 수강하는 것보다

수업 설계 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예측할

다소 긴 시간동안 물리 개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수 있어 효율적인 교과 운영을 통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제공되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물리 개념에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대해 학습하고 생각한 시간이 더 길어 개념 변화의 기회가

인문계열 학생의 경우는 6개 범주 모두에서 이해도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힘의 합성’ 범주에서

급하였듯이, 개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즉, 물체가 등속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자연현상을 스스로 설명할 수

움직이는 운동에 대해 이해도가 제일 낮게 측정되었다. 또

있는 기회 제공 등 Driver와 Macbeth가 제시한 조건을 얼

한 ‘힘의 종류’ 범주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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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Understanding of physics concepts by 6 category.
Group
L1
L2
L3
Avg.
N1
N2
N3
N4
N5
N6
Avg.

Kine-matics
54.6
61.0
68.8
56.0
54.5
66.5
67.1
75.5
80.2
93.8
69.3

1st Law
44.2
45.8
61.1
44.8
55.2
63.4
70.8
86.4
88.1
88.9
72.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
2nd Law
3rd Law
Composition of force
39.1
38.4
28.2
42.4
48.5
28.2
50.0
25.0
40.0
39.8
39.7
28.4
43.6
52.7
37.1
61.8
64.8
53.6
64.2
68.4
61.1
80.7
74.1
80.7
89.7
80.2
86.9
80.0
81.3
90.0
67.9
68.0
63.7

것으로 보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운동의 변화가 가져오는

Table 4. Percent of responses per questions.

것에 대해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인문계열 학생은 전반적으로 기초 개념에 대해 다루어야

No.

하며, 특히 ‘힘’ 에 대한 개념 정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도 ‘힘의 합성’과 ‘힘의 종류’ 범주에

5

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또한 수능 응시여
부에 따라 조금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능에서 물리
과목에 대해 응시한 학생들은 전 범주에서 양호한 결과를

11

보인 반면에 수능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
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3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개념 변화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7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인문계열이든 자연계열이든 상
대적으로 ‘힘의 종류’ 범주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어
수업설계 시 이 부분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는 필요한 것

Kind of force
36.1
45.0
46.4
37.7
44.6
52.4
53.0
74.6
80.8
92.9
61.5

18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Physics I Physics II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ercent of responses (%)
A
3.3
0.0
0.0
8.9
1.8
0.0
15.4
1.8
25.0
44.0
10.7
0.0
0.0
0.0
0.0

B
17.6
48.2
75.0
12.2
3.6
0.0
9.9
1.8
0.0
33.0
83.9
100
23.3
69.6
100

C
15.4
5.4
0.0
41.1
12.5
0.0
42.9
17.9
0.0
2.2
0.0
0.0
6.7
3.6
0.0

D
36.3
30.4
25.0
30.0
75.0
100
30.8
78.6
75.0
16.5
3.6
0.0
43.3
23.2
0.0

E
27.5
16.1
0.0
7.8
7.1
0.0
1.1
0.0
0.0
4.4
1.8
0.0
26.7
3.6
0.0

으로 판단된다. 즉, 학생들에게 ‘힘’ 의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힘에 의해 물체의 운동 변화가
발생하며, 힘이 물체에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됨을 재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논의를 위해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답률을 보
인 문항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4. 문항 분석을 통한 학생들이 가지는 오개념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들은 ‘힘의 합성’과 ‘힘의 종류’
에 대해 낮은 응답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항 (5

번, 11번, 13번, 17번, 18번) 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힘-운동
에 대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을 알아보았다. 분석
문항들은 Figs. 2∼6, 응답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Fig. 2는 원형 관 속을 운동하는 공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운동하던 물체가 어떤 이유에 의해 운동을
유지하거나 변화되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한 과학적 개념은 ‘B’ 이며, 인문계열
학생들의 정답률은 4%, 자연계열의 경우는 30%로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다. 오개념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답변은
‘E’ 이지만, ‘D’ 또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있다. 이는
두 가지의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물체가 곡선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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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uestion 13. A vertical thrown ball [22].

Fig. 2. Question 5. The movement in a round tube [22].

Fig. 5. Question 17. A Elevator’s movement [22].
Fig. 3. Question 11. Movement of hockey puck [22].
경로를 바꾸어주는 힘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이다. 즉, 물체
의 운동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물체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원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는 원심력이 실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오개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
으로 물체는 가속된다는 즉, 운동상태가 변화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하며, 뉴턴의 운동 법칙은 관성기준계에서만
적용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
된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오개념은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도 적지
않은 답변결과를 보이고 있다 [12]. 이런 결과에서 학생들은
힘이 있어야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분석하였다. 이는
설문지 6번 (원형 관을 나온 공의 운동방향) 문항을 통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직진한다고 답하였으나,
일부 학생들의 경우는 관을 통과해 나온 후에도 공은 계속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답변을 볼 때,

학생들은 물체에 작용한 힘은 운동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작용하여 운동을 지속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설
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과정에서의 ⌜ 물리I⌟
교과목만 수강하여 비관성기준계에 대해 접하지 않았고,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주요한 원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Fig. 3은 하키 퍽에 순간적인 힘이 작용한 후 하키 퍽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나
타낸 오답은 ‘C’ 이다. 문항 5번에서 분석한 것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어 매우 낮은 정답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Fig. 4는 수직으로 던져진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오답은 ‘C’
이며, ‘A’ 와 ‘B’ 도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이 문항의 답
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생들의 오개념은 수직으로 던져진
물체 내에 운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즉, 공이 위쪽방향으로 운동하
는 동안 아래로 작용하는 중력보다 위쪽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커 위로 운동을 하게 되며, 위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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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학생들에게 관성에 대한
개념을 인지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며, 마찰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의 경우, 원운동 하는 물체에는 실제로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수능에서 ⌜ 물리I⌟ 만 응시한 경우로,
Fig. 6. Question 18. A single swing [22].

경험적으로 습득한 선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바뀔 수 있는
학습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아직까지도 경험에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공의 속력이 점점 감소한다고 학생
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오개념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공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크기와 가속도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지도하여할 것이다. 또한 Fig. 5
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작용하고
있는 힘의 관계를 묻는 문제로, 가장 높은 빈도의 오답은 ‘A’
이다. 이는 학생들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중 가장 큰
힘에 의해 운동이 결정된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Fig. 6은 외줄 그네에 작용하고 있는 힘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가장 높은 빈도의 오답은 ‘D’ 이며, 다수의
학생들이 ‘E’ 를 선택한 것으로 보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또는 ‘원심력이
실제로 작용한다’ 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물체가 운동
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으로의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물체 내에 운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감소함에 따라
정지하게 된다. 셋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중 가장 큰
힘에 의해 운동이 결정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은 다른 연구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다른 연구자들의 분석과 달리
이와 같은 오개념은 주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 물
리I⌟ 만 응시한 학생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으며, ⌜ 물리II⌟
를 응시한 학생들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학생들이 경험한
사실로부터 주로 형성되었고, 수능시험과 교육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고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생 중심의 교육 등 지속적이고 수준 높은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스스로 자연현상을 표현하고, 상반된 경험을 하는 등
인지적 갈등을 통해 개념 변화를 일으켜 오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개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자
연현상에 대해 학생 스스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학생들의 생각에 어긋난 실제적인 예 제시 등) 를

의한 선개념을 가지고 답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학생
들이 학습한 과목에서는 원운동과 비관성기준계를 다루고
있지 않고 있어 아직 고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개념에
상반된 사례를 제공하는 등 개념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과 병행하여 뉴턴 역학이 적용되는 범위와 관성
력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생 대상 ⌜ 대학물리학⌟ 의 효과적인 수업설
계를 위해 고등학생들의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의 이해
도를 조사한 논문이다. 이를 위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힘과 운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학생들의 물리 개
념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고교 이수
계열 (인문· 자연), 이수과목, 수능 응시여부에 따라 그룹을
구분하고, 각 그룹별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힘-운동에 대한 물리 개념의 이해도
는 고교과정에서의 이수과목과는 큰 관련이 없고, 수능에서
물리과목 (물리I/II) 의 응시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물리 개념에
대해 생각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문제 풀이과
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물리 개념을 적용해봄으로써
경험적으로 습득한 선개념이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설문 문항 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
개념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물체가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향으로의 힘이 있어야 한다. 둘째, 물체
내에 운동을 지속시키는 힘이 감소함에 따라 정지하게 된다.
셋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 중 가장 큰 힘에 의해 운동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오개념을 과학적 개념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생각과 상반되는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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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여 인지적 갈등을 통해 오류를 찾고 수정하여 과학적
개념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우리나라 고교 교육과정 이수
및 수능 시험과 연관지어 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자기 주도적 학
습과 교육평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연구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연구 결과가 대학과정에서
물리 교과목에 대한 수업 설계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와 같은 물리 이해도 및 오개념
관련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수행되었으나, 실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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