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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pite the status and the importance of introductory physics in university education,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etion of high school subjects, CSAT subject selection and introductory physics achievement for local engineering students have 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results for beginning-of-semester
questionnaires, basic knowledge tests, mid & final exams, and end-of-semester questionnaires completed by first-year introductory physics students who majored in engineering at a local university.
We found that, the completions of mathematics and physics in high school and of mathematics &
inquiry domain selections of CSAT did not incu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However, in
our analysis of the difficulties of each content element, we found that the completion of high school
mathematics and physics could affect introductory physics achievement at the university. We hoped
that thes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basis for research on improving the understanding of
students and on developing the instruction for introductory physics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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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University physics education, Introductory physics, High school subject completion, Electiv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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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과목 이수 및 수능 과목 선택과 대학 일반물리학 학업성취도와 관계 분석 연구:
지방대 공과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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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에서 일반물리학이 가지는 위상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공과대학 학생의 고교 과목
이수 및 수능 과목 선택과 일반물리학 학업 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 소재 공과대학 1학년 일반물리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학기초
설문, 기초 소양 검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고등학교 수학
및 물리 교과목 이수 여부, 수능 시험에서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이 대학의 일반물리학 학업 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용 요소별 어려움 분석에서 고교
수학, 물리 교과목 이수 여부가 일반 물리학 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가 지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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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대학의 일반물리학 수업에서 수강생의 사전 지식수준에 대해 이해와 교수학습 개선 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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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국 대학의 일반물리학 과목은 기본 소양 과목 중 하나로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 (calculus based)
와 비전공자들을 위한 강자(algebra based)로 구분하여 운
영한다. 상당 수 대학의 일반물리학 과목 코드는 Physics
101, 102이며 [1], 과목 코드를 이와 같이 앞 번호에 설정한
것은 이과 계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기초 소양에
해당하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물리학
과목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국내 대학의 자연
대학과 공과대학의 학과 (학부) 에서는 일반물리학 과목을
전공필수 또는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일반물리학은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물리학 학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초중등 과학 교육과정 개발에도 그
연계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한국물리학회
에서도 대학 일반물리학 수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회 컨
퍼런스에서 이와 관련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기도 하였다
[3].
최근 이공계열 학과에 대한 선호는 10년 전에 비해 늘
었지만, 물리학에 대한 기피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과학탐구영역에서 물리학
과목 선택자가 2008학년도에 물리Ⅰ 109,682명(57.6%), 물
리Ⅱ 19,597명(10.3%)이었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물리Ⅰ
54,792명 (25.8%), 물리Ⅱ 2,738명 (1.3%) 으로 급감하였다
[4,5]. 물리 과목에 학생들의 기피는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6], 과목
선택이 자신의 진로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수능 선택과목
응시인원 수나 단기 학습 효과가 유리한 과목으로 쏠리는
시류에 의한 것이 크다 [7]. 물리학에 대한 기피 현상은 고
등학교에서 이공계 진로진학을 위한 과목인 물리Ⅱ 과목의
개설을 감소시켰다. 더불어 대학 물리학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대학에서 일반물리학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기
초 사전 지식이 부족한 학생을 위해 기초 물리학 강좌를
개설해야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학 물리학 교육의 위기에 대응하여 다수의 연구
자들이 고등학교 물리 교과목 이수와 대학에서 물리학 교과
목의 성취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8,9].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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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과학 심화 선택 과목 이수 여부와 대학 과학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2004년 – 2006
년 서울 소재 Y대학 공학 계열 학생의 성적 분석 결과 고등
학교 물리Ⅱ 이수 여부에 따라 일반물리학 학업성취에서 차
이를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물리Ⅱ를 이수한
학생은 4%학생이 F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은 21%가 F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8]. 사범대학 자연 계열 학생
(물리교육과 15명, 화학교육과 21명)들을 대상으로 고교 시
절 물리 과목 이수 여부와 일반물리학Ⅰ의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물리Ⅰ, 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이 학업 성취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물리Ⅰ만
이수한 학생이 높았고, 물리 과목을 미이수한 학생의 학업
성취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9]. 비교적 최신연구인 2017
년 서울 소재 공과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물리Ⅰ, 물리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의 성적이 고교시절
물리 미이수자에 비해 1년 내내 높았으나, 물리Ⅰ만 이수한
학생들에 비해서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10]. 물리 이미지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 이미지와 인식에 대해 조사한 연
구에서는 대학 일반물리학 수업이 공과대학 학생들의 물리
이미지 변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수업 전후
물리에 대해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서울 소재 C대학 2013년 – 2015년
공학 계열 신입생들의 물리 개념 이해 수준을 탐색한 연구
에서는 역학 부분의 정답률이 등속도 운동에서는 96% –
97%로 높았으며, 구심력은 58% – 59%, 돌림힘은 37% –
66%로 나타났다 [12].
한편,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연구와 더불어 대학생들이 물
리학 학습에서 경험하는 물리 개념 및 문제 해결과 관련된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3–17]. 전공 역학
수업에서 국내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뉴턴
법칙의 적용과 중력 및 관성 질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빈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13].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뉴턴 제3법칙에 대한 이
해 부족, 장(Field)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있음을 밝혔다
[14]. 물리 문제 해결과 개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힘, 가속도, 속도 간의 차이점 인식이 부족하며,
물리 개념과 수학적 표현간의 갭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15].
물리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역학
분야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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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히고, 물리 문제해결과정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문제해결
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House Model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16,17].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물리 교과목 이수와 대학
일반물리학의 학업 성취와 상관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는
상당수가 2000년대 이뤄진 연구로 [8,9], 10여년 이상의 시
간적 격차로 인해 학생을 둘러싼 외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
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선행 연구의 학생들은 6차 또는 7차
교육과정 경험하였고, 수시 전형의 비율이 낮았으며, 수능
탐구영역에서 4과목을 선택하였다. 그에 반해 본 연구의
학생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이고, 대입에서
수시 전형의 비율이 80%에 육박하며, 수능 탐구영역에서도
2과목만 선택하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 환경 지형도에
서 대학 일반물리학의 학업 성취와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둘째, 최근에 수행된 연구의 경우 수도
권 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에 [10], 공과대학 정
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비수도권 공과대학의 일반물리학
강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진다.
실제 수도권 공과대학 학생들과 지방 공과대학 학생들에게
있어 학습 참여, 교수-학생 상호작용 등이 다르게 나타나기
에 [18], 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물리학 수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일반 물리학 수강생의 수학
교과와 관련된 정보 수집의 필요성이다. 물리 학습을 성공
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수학 실력이 필요하다.
수학과 물리학의 학업 성취도는 높은 상관관계에 있으며,
수학 기술의 부족이 물리 문제 해결의 어려움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 [13,19] 따라서 수학 교과
의 과목 이수나 수능 수학 과목 선택 등을 조사하는 것도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물리학 학업성취도와
수학과 물리 과목에 대한 고교 교과목 이수 여부, 수능 선택
과목, 학생의 일반물리학 학습에서의 내용적 어려움을 심도
있게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신입생의 물리
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진단하고, 일반물리학 수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기간 동안 학기초 설문, 학생들의 수학 및 물리 기초 소
양을 파악할 기초 소양 검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습 후
내용별 이해도와 어려움을 조사한 학기말 설문이 데이터로
수집되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학기 초 설문은 고등학교 수학 과목
이수 여부, 고등학교 물리Ⅰ, 물리Ⅱ 과목 이수 여부, 수능
응시 여부, 수능 수학 영역의 유형 선택 (가형, 나형), 수능
탐구 영역의 선택 과목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학기
초 기초 소양 검사는 학생들의 수학 및 물리학에 대한 수업
시작 전 수준를 파악하기 위해 1주차에 실시하였으며, 일
반물리학의 1학기 내용 (역학 영역) 을 원활하게 이수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 지식과 고등학교 물리 기본 소양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검사는 같은 수업을 담당하는
동료 교수자의 도움을 받아 연구 대상인 대학교의 입학생
수준을 고려해 제작하였으며, 학기 초 첫 시간에 이루지는
검사임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부담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최소화 (9문항) 하였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학 학사 일정에 맞춰 8주차와 15주차에 이루어졌다. 학기
말 설문은 단원별 내용 이해도를 물어보는 리커트 척도형
질문과 어려워하는 내용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게 하는
서술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각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
고, 고교 과목 이수와 수능 선택과목과 학업성취도 관계 연구
에서는 SPSS ver. 21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초 소양 검사 점수, 중간고사 점수, 기말고사 점수는 각
시험 간의 비교를 위해 표준점수(t-점수)로 변환한 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성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학기 초 기초 소양 검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간의 상관관
계 분석 (Pearson Correlation, Spearman Correlation) 을
실시하였고, 고등학교 물리Ⅰ, 물리Ⅱ 이수 여부, 수능 수학
유형 선택, 수능 물리Ⅰ 선택 유무에 대해서는 평균 차이
비교 분석 (t-test, ANOVA) 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인원이 적다보니 통계 분석의 신뢰도와 적합
성을 높이기 위해 Levene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여 비교 대
상 간 등분산을 만족할 경우 모수통계인 ANOVA와 Tukey
HSD 기법을 사용하였고, 등분산을 만족할지 못할 경우에는
비모수통계인 Welch와 Games-Howell 기법을 사용하였다
[20].

II. 연구 방법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지방 소재 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 일반물리
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수강생은 전자공학과
1학년 학생 (복학생 및 재수강 학생 없음) 38명이었으며,
이 중 학업 중도 포기자 2명을 제외한 36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데이터 수집기간은 2019년 3월 – 6월이며,

1. 대학 일반물리학 수강생의 고교 과목 이수와 수능
과목 선택 분석
연구 대상자 36명은 모두 1학년 학생으로 2009 개정 교
육과정 시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2009 개정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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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ontents and moment of the collected data.
data
Beginning Survey
Basic literacy test
Midterm exam
Final Survey
Final exam

contents
Completion subjects of Mathematics in High School
Completion subjects of Physics in High School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Math area type, Inquiry area Elective)
Mathematics & Physics Quiz (high school level)
Mechanics area (Units, Force, Newton’s Law, Motion with Constant
Acceleration, Circular Motion, Energy Conservation)
Understanding Level of Physics Contents studied (Likert scale)
Students Difficulties & Reasons (Subjective Question)
Mechanics area (Momentum, Torque, Angular Momentum, Fluid,
Oscillations)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며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을 제외하면 보통 교과군에서 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보통 교과군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이 있으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게 된다 [21].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6개 과목으로 이루어
져 있고, 과학 교과군의 일반 선택 과목은 과학 (융합과학),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 과학Ⅰ,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Ⅰ, 지구 과학Ⅱ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일반물리학 내용 이수에 관련성이 높은 수학 5개 과목
과 물리 2개 과목에 대한 이수 여부를 조사하였다.
[Table 2] 은 연구 대상자 36명의 고등학교 수학 교과와
물리 교과의 이수 인원과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수학 교과
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학Ⅰ 과목은 모두가 이수했으며,
거의 대부분 학생이 수학Ⅱ와 미적분Ⅰ을 고등학교 때 이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수학 선택에 대한 근거는
2009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위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
일반 과목의 위계적 구조가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미적분Ⅱ로 이어지고 [22], 이후 기하와 벡터, 확률과 통계
로 분화된다. 더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평가
과목에 수학 ‘가형’에서는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가, 수학 ‘나형’에서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서 이과계열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수학의 선택과목들을 대부분 이수하게 된다. 미적분Ⅰ은
연구 참여자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였고,
미적분Ⅱ의 경우 이보다 적은 32명 (88.9%) 이 이수하였다.
기하와 벡터 이수 인원은 31명 (86.1%) 이었으며, 미이수한
학생 중 2명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 문과 계열이라고 밝혔다.
수학 교과에 비해 물리 교과의 이수율은 조금 낮은 편이다.
고등학교 때 물리Ⅰ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31명(86.1%) 이
었고, 물리Ⅱ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이보다 훨씬 적은 7명
(19.4%) 이었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를 보면

moment
1 week
1 week
8 week
14 week
15 week

물리Ⅰ과 물리Ⅱ 과목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차별화 된다.
‘물리Ⅰ은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과 첨
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본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다.’ ‘물리Ⅱ는 과학 기술과 관련된 분
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화된 물리 개념과
다양한 탐구 방법을 적용하여 물리 현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이다’ [23]. 이러
한 교육과정 설계상의 과목 성격 차이로 인해 물리Ⅱ 과목의
내용은 물리Ⅰ에 비해 일반물리학의 내용과 유사성이 높아
대학의 일반물리학을 이수하는 데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이공계로 진학한 학생이 물리Ⅰ만 이수한 경우 대학
일반물리학과 간극이 커 해당 과목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8,9].
[Table 3] 은 연구 대상자 중 수능 응시학생 33명에 대한
수능 수학 유형 선택과 탐구 영역에 선택과목 현황이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은 10명 (30.3%),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은 23명(69.7%)으로 ‘나형’ 선택자가 ‘가형’ 선
택자의 2배가 넘는다. 이공계 진로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들에게는 내용 범위 상 수학 ‘가형’이 수학 ‘나형’보다 더
적절한 시험이지만, 내용 범위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학습
부담을 주고 있어 ‘가형’ 선택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입시에서 상위권 대학 몇 곳을 제외하면 자연대학이나
공과대학을 진학할 때 수능 수학 ‘나형’을 선택하는 것이
학과 지원 제한이나 불이익이 없는 곳이 많기에, 지방 소재
대학 경우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이 많다.
연구 참여자 중 수능 응시자의 탐구 영역 선택 현황을 보
면 물리Ⅰ 13명 (39.4%), 화학Ⅰ 8명 (24.2%), 생명 과학Ⅰ
16명 (48.5%), 지구 과학Ⅰ 21명 (63.6%) 이 과학탐구영역
에서 선택하였으며, 한국지리 2명 (6.1%), 세계지리, 생활
과 윤리, 사회문화, 법과 정치 과목에서도 각각 1명 (3.0%)
씩 수능에서 선택하였다. 물리Ⅱ를 포함한 과학Ⅱ 과목에
응시한 한 학생은 1명도 없었으며, 사회탐구 영역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고등학교 때 문과계열로 학습한 학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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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letion of Mathematics and Physics Subjects in High School.
subject
No. of students
completed
ratio (%)

Mathematics
Calculus Ⅰ
Calculus Ⅱ

Math Ⅱ

36

34

35

32

31

31

7

100.0

94.4

97.2

88.9

86.1

86.1

19.4

Table 3. Participants’ selections in mathematics area and
inquiry area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Nobody selected Science Ⅱ subjects include Physics Ⅱ
in inquiry area of CSAT.

Math
area

Inquiry
area

type ‘Ga’
type ‘Na’
Physics Ⅰ
Chemistry Ⅰ
Biology Ⅰ
Earth Science Ⅰ
Korean Geography
World Geography
Life & Ethics
Society & Culture
Law & Politics

No. of Students
selected
10
23
13
8
16
21
2
1
1
1
1

ratio(%)
30.3
69.7
39.4
24.2
48.5
63.6
6.1
3.0
3.0
3.0
3.0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의 학습 양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때 해당 과목을 이수하더라도, 수능에서 해당 탐구 영역의
과목 선택하지 않으면 학습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더
불어 탐구 영역 과목 선택 경향이 자신의 진로를 따르기보다
학습하기 수월하고 표준점수가 잘나온다고 판단되는 과목
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다 [7]. 본 연구에서도 2019학년도
수능 응시자 분포 [24]와 유사하게 지구 과학Ⅰ 과목 응시
자가 가장 많았다. 본 연구 대상 중 수능 물리Ⅰ 응시자 비
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
참여자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학생이라는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과학 과목 이수 여부나 수능 시험 수학 및 탐구
영역 선택 현황을 볼 때 연구 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대학
일반물리학을 바로 학습하기에는 물리 교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현 수준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강의 첫 시
간에 기초 소양 검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연구 방법에서도
밝혔듯이 검사지의 문항은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대학에서
일반물리학 수업을 다년간 담당해온 동료 교수자의 조언을
받아 대학 입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개발하였으며, 학생들의
부담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문항 수를 최소화 (9문항) 하
였다. [Table 4] 기초 소양 검사 문항의 내용과 정답률이다.
[Table 4] 에서 기초 소양 검사의 문항 개수를 보면 수학
문항이 7문항, 물리 문항이 2문항인데, 수학 문항이 많았던

Geometry & Vector

Physics
Physics Ⅰ
Physics Ⅱ

Math 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가 고등학교 때
물리Ⅱ를 이수하지 않았으며, 본 검사의 목적이 물리학에
대한 내용 지식을 묻기보다 대학 일반물리학 수업 중 학생
들이 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적 계산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 9개 문항의 평균 정
답률은 56.2%였으며, 특수각의 사인 함수 값을 구하는 Q1
을 제외한 다른 문항의 정답률은 모두 80% 이하였다. 코사
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 값을 구하는 문항의 정답률은 각각
58.3%, 52.8%였으며, 근의 공식을 쓰는 질문의 정답률은
dy
=” 을 물어본 Q5의 정답률
58.3% 였다. “y = x2 일 때, dx
∫2
은 77.8%인 반면, 정적분 문항인 “ 1 xdx =”을 물어본 Q6
의 정답률은 66.7%였다. 물리학에 대한 지식 소양을 물어
본 문항들의 정답률은 수학 문항의 정답률(52.8% – 80.6%)
에 비해 현격이 낮았다. 뉴턴의 힘에 관한 세 가지 법칙을
쓰라는 Q8의 정답률은 19.4%였고, 만유인력법칙의 공식
을 쓰라는 Q9의 정답률은 22.2%였다. 물리 문항인 Q8과
Q9 문항에 대해 고등학교 물리 과목 이수 여부와 연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때 물리Ⅱ를 이수한
학생 7명 중 Q8과 Q9 두 문항 모두 정답을 맞힌 학생은
3명이었으며, 1문항만 정답을 맞힌 학생은 1명이었으며,
나머지 3명은 물리Ⅰ과 물리Ⅱ를 고등학교 때 배웠음에도
한 문항도 정답을 맞히지 못하였다. 비록 문항 수와 연구
대상자가 적어 일반화 하기는 어렵지만, 고등학교 때 물
리Ⅱ까지 학습하더라도 간단한 물리 법칙을 기억 못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는 기초 소양 검사의 점수가 고등학교 물리 교과
목 이수 여부, 수능 물리Ⅰ 응시 여부, 수능 수학 선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때 물리Ⅰ과 물리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7명), 물
리Ⅰ을 이수한 학생 (24명), 물리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5명)의 기초 소양 검사의 표준점수 평균은 각각 52.10
점, 49.76점, 48.16점으로 물리Ⅰ과 물리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이 다른 그룹에 비해 조금 더 높았으나 ANOVA 분석
결과 그룹 간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는 않았다. 수능
에서 물리Ⅰ을 응시한 학생 (13명) 과 미응시한 학생 (23명)
의 기초 소양 검사 표준점수 평균은 각각 54.14점와 47.65
점으로 그 편차가 6.49점으로 고등학교 물리 교과목 이수
여부보다 컸으나, 이 역시 그룹 간 차가 통계적으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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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questions and correct ratio in Basic literacy test.
Question
Q1. sine function value
Q3. tangent function value
Q5. differential
Q7. trigonometric function
(Pythagorean identity)
Q9. Law of universal gravitation

correct ratio (%)
80.6
52.8
77.8

Question
Q2. cosine function value
Q4. quadratic formula
Q6. integral

correct ratio (%)
58.3
58.3
66.7

69.4

Q8. Newton’s three Laws

19.4

22.2

average (Q1∼Q9)

56.2

미하지는 않았다. 수능 수학 선택형의 경우 ‘가형’ 선택자
(10명) 와 ‘나형’ 선택자 (23명) 의 기초 소양 검사 표준점수
평균은 각각 50.58점과 50.12점으로 그 편차가 다른 변인에
비해 적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
았다.

2. 고교 과목 선택 및 수능 과목 선택과 일반물리학
학업성취도 관계 분석
고교 과목 선택 및 수능 과목 선택과 일반물리학 학업성
취도 관계 분석에서는 연구 방법에서 상술하였듯이 SPSS
v.21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가
많지 않았기에 (N = 36) 모든 분석에 앞서 Levene’s 등분
산이 가정되는지를 확인하였고, 모든 경우에서 등분산을 만
족함을 확인하였다. 2개 집단의 비교에서는 t-test 검증을,
3개 이상 집단의 비교에서는 ANOVA로 검증 후, 사후검사
(post hoc. test) 로 Tukey-HSD를 실시하였다. 학업 성취
점수 (중간고사, 기말고사) 는 두 시험 간의 난이도 차 등을
고려하여 평균이 50점인 t-점수로 변환한 후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5] 는 수능에서 물리Ⅰ 응시 여부에 따른 학업성
취도 차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54.25점, 기
말고사에서는 평균 52.22점으로 물리Ⅰ을 선택하지 않은 학
생들에 비해 각각 6.66점, 3.47점이 높았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리고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에서는 그 편차가 줄었다.
[Table 6]은 고등학교 때 물리Ⅰ, 물리Ⅱ 이수 여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리Ⅰ과
물리Ⅱ를 모두 이수한 집단이 중간고사에서 평균 54.43점,
기말고사에서 평균 52.71점으로 물리Ⅰ만 이수한 집단 (평
균 49.00점, 49.48점) 과 물리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집단 (평균 48.56점, 48.70점) 에 비해 평균 점수가 높았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물리Ⅰ과 물리Ⅱ를 모두 이수한
집단과 물리Ⅰ만 이수한 집단 간의 편차는 각각 5.43점, 3.23
점이었으며, 물리Ⅰ만 이수한 집단과 물리를 전혀 이수하

Table 5. The results of t-test comparing mid/final
exam scores according to selected Physics Ⅰ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selected
Physics Ⅰ
of CSAT
Physics I
selected
Not
selected
Difference

Number
of
student

mid exam
average
S/D
score

final exam
average
S/D
score

13

54.25

9.75

52.22

10.35

23

47.59

9.52

48.75

9.80

6.66

3.47

Table 6. The results of ANOVA comparing mid/final
exam scores according to completed Physics Ⅰ, Ⅱ in
high school.
completed
Number
mid exam
final exam
Physics Ⅰ,Ⅱ
of
average
average
S/D
S/D
in high school
student
score
score
Physics
7
54.43 10.92 52.71
9.50
Ⅰ& Ⅱ (A)
Physics I
24
49.00
9.70
49.48 10.62
only (B)
None (C)
5
48.56 10.62 48.70
8.63
Difference(A–B)
5.43
3.23
Difference(B–C)
0.44
0.78

지 않은 집단 간 차이는 각각 0.44점, 0.78점으로 고등학교
물리Ⅰ 이수 여부는 점수에 큰 편차를 주지 못하였다. 다만
고등학교 물리 교과목 이수 여부도 수능 물리 응시여부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는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7]은 수능에서 수학 영역 응시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수능 수학 ‘가형’을 선
택한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49.02점, 기말고사에서
평균 47.71점을 받았으며, 수능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
들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51.20점, 기말고사에서 평균 51.01
점을 받았다. 수능에서 수학 과목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간고사에서 평균 44.00점, 기말고사에서 평균 49.90점을
받았다. 수학 ‘가형’과 ‘나형’의 통계적 검증에서는 Levene
의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Games-Howell을 이용하여 집
단 간 비교를 실시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는 없
었다. 보편적으로 수능 수학 ‘가형’이 이과 진로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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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results of ANOVA comparing mid/final
exam scores according to selected math area of CSAT.
selected
math area
of CSAT
Type ‘Ga’
Type ‘Na’
None (C)

Number
of
student
10
23
3

mid exam
average
S/D
score
49.02
9.85
51.20
9.71
44.00
14.18

final exam
average
S/D
score
47.71
9.31
51.01
10.46
49.90
10.83

대상으로, 수능 수학 ‘나형’이 문과 진로 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의 범위와 난이도를 설계하였기에, 수학 ‘가형’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수학적 능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수학과 물리학의 경우 성적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알려져 있
기에 [24], 연구자는 초기에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의
물리 성적이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지방대의 이공계 진학한 학생들은 수
학 ‘가형’보다 수학 ‘나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하기에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 수학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수능 수학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유형 선택만으로 물리 성적과의 관계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대학 일반물리학 학습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생소하게 받아들여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또한 고등학
교 수준에서는 벡터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체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벡터적 개념 도입이 필요하기에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의 필요한 내용 요소이다.
학생들이 해당 내용에 대해 어려워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을 분석한 결과 학생의 어려움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었다. 첫째, 물리 기초 지식 부족에 의한
어려움이다. 이 부분은 고등학교 때 물리 교과를 제대로
이수하지 않아 일반 물리학을 수강하기 위한 물리 기초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어려움이다. 학생들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어, 어려움의 원인으로 ‘생소함’이라는
키워드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체’와 ‘탄성과 진동’
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응답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물리를 배워본 적이 없어 새로운 기호와 식들
을 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학생 A, 유체가 어려운 이유
“(해당 내용을) 처음 접하다 보니 용어 같은 게
생소합니다.”
- 학생 B, 탄성과 진동이 어려운 이유

[Table 8] 은 학기말에 실시한 설문 문항 중 일반물리학
내용 요소별 이해 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설문은 내용별
이해 요소를 묻는 리커트 설문 문항과 어려워하는 내용에
대한 이유를 묻는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척
도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를 1로, ‘매우 잘 이해하였다’를
5로 설정하였다. 이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내용 요소는
힘으로 3.78점을 나타냈고, 그 다음으로 단위가 3.76점을 나
타냈다. 운동 방정식과 가속도 운동의 내용 이해도는 3.39
점으로 나타나 이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 보존 (3.11점), 선운동량 (3.06) 이 보통 수준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서 전공 역학 분야에서는 뉴턴
법칙의 적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나 [13],
일반물리학 수준에서는 이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은 적었다. 반면 원운동 (2.75점), 돌림힘 (2.72), 각운동량
(2.78), 유체역학 (2.64), 진동 (2.61) 부분은 낮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원운동과 돌림힘에 대해 이해 수준이 낮은 것은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12]. 돌림힘과 유체역학 부분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Ⅰ에 해당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나, 학습
진도 상 마지막 단원에 위치해 있고 물리Ⅰ 이전 중학교
과학이나 고등학교 과학에서 관련된 내용이 없어 학생들이

학기 초 설문조사와 연결하여 분석해보니 학생 A는 고등
학교 때 이과계열로 진학하였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
리Ⅰ, 물리Ⅱ를 모두 이수하지 않았고, 수능 탐구영역에서도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B는 고등학교 때 물리Ⅰ은 이수하였지만, 물리Ⅱ를
이수하지 않았기에, 물리Ⅱ 내용과 연결되는 탄성과 진동
영역에서 이해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둘째, 수학 기초 지식 부족에 의한 어려움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수학 과목을 충분히
학습하지 않아 문제 해결의 실행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돌림힘’, ‘탄성과 진동’ 단원에서 이러한 형태의
어려움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해당 하는 학생의 응답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학생 C, 돌림힘이 어려운 이유
“(문제를 풀 때) 식 해석과 계산이 난해합니다.”
- 학생 D, 탄성과 진동이 어려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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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Q1. How much did I understand the physics content?
Contents
unit
force
motion equation
acceleration motion
circle motion
energy conservation
linear momentum
torque
angular momentum
liquid
oscillation
total

very little
(1)
0
0
1
0
2
2
1
3
3
5
5
22

less
(2)
2
1
2
4
11
8
7
10
9
9
9
72

학기 초 설문에서 학생 C는 고등학교 초기 예체능 계열
을 지망한 학생이었고 수학 교과목 중 기하와 벡터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생 D는 고등학교 때
여러 수학과목 중 수학Ⅰ과 미적분학Ⅰ의 2과목만 이수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Table 2에서 고등학교 수학 과목의
이수율이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하면 두 학생은 수학 과목에
대한 지식이 다른 학생에 비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두 학생의 경우 학기 초 실시한 기초 소양 검사에서 수학
문항의 점수가 평균 이하였다.
셋째 지식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형태의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상대적으로 수학,
물리학을 충분히 학습하였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에서 어려
움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이 분류의 어려움은 운동방정식과
원운동 영역에서 나타났다. 이에 해당하는 학생의 응답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일상적인 일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 또는 조
건)에 공식을 대입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 학생 E, 운동방정식이 어려운 이유
“식을 어떻게 세우는지 모르겠고, (해당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학생 F, 원운동이 어려운 이유
학생 E, F는 모두 고등학교 때 물리Ⅰ을 이수하였고, 이
중 학생 F는 수능 시험에서도 물리Ⅰ을 선택하여 응시하였
다. 수학 교과에서도 고등학교 때 조사한 수학 과목을 모
두 이수하고, 학기 초 기초소양 검사에서도 수학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따라서 세 번째 어려움은 수학이나
물리 과목 이수 여부가 아니라 해당 단원이 본질적으로 높
은 수준의 물리적 직관을 요구하여 상당수의 학생이 해당
내용에 대해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해, 해당 내용과 관련된

normal
(3)
7
8
14
16
17
9
16
14
14
15
15
145

well
(4)
18
21
16
10
2
14
9
8
9
4
5
116

very well
(5)
6
5
2
5
3
2
2
0
0
2
1
28

average
3.76
3.78
3.39
3.39
2.75
3.11
3.06
2.72
2.78
2.64
2.61
3.09

문제 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문제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원운동의 경우
선행 연구에서도 대학 신입생들은 구심력 부분에 대한 내용
이해가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12], 고등학생들도
등속 원운동에 대한 힘의 크기나 방향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25].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지방 소재 공과대학 1학년 일반물리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고교 수학�과학 교과목 이수 여부와
일반물리학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수능 선택과목과 일반
물리학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일반물리학 학습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내용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등학
교 과목 이수에 대한 분석 결과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절
수학 교과목과 물리Ⅰ 과목에 대한 이수율은 매우 높았으나
(86.1% – 100%), 물리Ⅱ 과목에 대한 이수율은 19.4%로 매
우 낮은 편이었다.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 응시 경향을 보면
수학 ‘가’형이 30.3%, 수학 ‘나’형이 69.7%로, 본 연구의 대
상이 공과대학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나’형 선택자가 ‘가’형 선택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학기 초에 실시한 기초 소양 검사에서 평균 정답률
은 56.2%로 나타났으나, 물리학의 법칙을 묻는 질문에서는
약 20%의 낮은 정답률이 나타났다. 고교 과목 선택과 학
업성취도의 관계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물리학Ⅰ, 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이 물리Ⅰ만 이수한 학생들이나 물리 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능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학생이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평균
점수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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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수능 수학 유형 선택 (가형, 나형) 과 학업성취도와의

대규모의 양적 데이터 축적과 함께 내용 요소별로 어떻게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영향을 미치는지 미시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내용 요소별 이해도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생

서론에서도 상술하였듯이 일반물리학 과목은 물리학을

각하는 에너지 보존, 선운동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반면,

전공하는 학생에게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자연대학

원운동, 돌림힘, 각운동량, 유체역학, 탄성 및 진동 영역에

또는 공과대학 학생들에게도 대학 교육의 첫 걸음이라는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물리 기초 지식 부족에 의한 어려움, 수학 기초 지식 부족에
의한 어려움, 그리고 지식의 적용에서의 어려움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물리 기초 지식의 부족은 유체, 탄성 및 진동
단원에서 나타났고, 고등학교 때 물리 과목 미이수로 인해

측면에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 공과대학 1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에 연
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의
대학 입학생들의 수학, 과학 영역의 내용 이해 수준은 10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었다. 수학 기초 지식의 부족은

년 전과 매우 다르다. 그 사이 교육과정의 변화도 있겠지

돌림힘, 탄성과 진동 단원에서 나타났고, 고등학교 때 수학

만,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된 지형도도 많이 달라져 수학과

과목을 덜 이수한 학생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지식

물리학에 대한 학습 경험의 차이가 7차 교육과정 세대와

적용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운동방정식, 원운동 단원에서

비교하여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 참여자가 고등학교

나타났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교과와 물리 교과를 충분히

때 물리Ⅰ이 이수율이 매우 높고(86.1%), 수능에서 물리Ⅰ

이수한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났다.

선택자도 상당수(39.4%) 이었음에도, 뉴턴 역학의 세 가지

본 연구에서는 초기에 가설로 설정하였던 고교 교과목

법칙이라든지, 만유인력 법칙 식을 쓰라는 기초 질문에서

이수 여부 및 수능 과목 선택과 대학 일반물리학 학업성취

정답률이 각각 19.4%, 22.2%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진지한

도 간의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2000년대 초반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수능 수학에서 ‘가’형 응시생 감소로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와, 2000년대 후반
사범대 자연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물리Ⅰ,
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일반물리학에서 학업성취가 높
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최근에 서울소
재 공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에서는 물리Ⅰ,Ⅱ를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학업 성취가 가장 높기는 하였으나, 1학기

인해, ‘가’형의 시험 범위 속하는 삼각함수, 로그�지수함수,
벡터의 연산, 합성함수의 미적분 등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돌림힘
이나 각운동량은 공간좌표와 벡터의 연산 개념을 알아야 하
며, 진동에서는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에도, 이

중간고사에서만 물리Ⅱ까지 학습한 학생들이 더 높은 학업

영역에 대한 수학 관련 내용 이해가 부족한 경우 관련 물리

성취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8,9,12]. 과학고 학생들을

내용 학습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물리 선행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물리 문제를 많

대상자는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습한 학생이었지만,

이 풀어본 선행학습의 경험이 과학고등학교에서 1년 정도

내년인 2021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한 학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 이런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변화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고교 교과목 이수 여부 및 수능에서의

일반물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내용 이해 수준은

과목 선택이 대학 일반물리학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와 다를 것임이 예견된다. 따라서 각 대학에서는 신입

집단별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영향력

생들의 수학과 물리에 대한 사전 지식의 수준을 지속적으

정도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집단에 대해 대규모의 양적

로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업데이트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
구에서도 수능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집단과 고등학교에서
물리Ⅰ, Ⅱ를 모두 이수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중간고
사와 기말고사 모두 평균 점수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 학업 성취 수준과 고교 시절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운동방정식이나 원운동 단원은
수학과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충분히 이수한 학생들도 어
려워하는 영역이라는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

과목 이수 사이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석하고, 이 영역에 대한 교수-학습 전략을 보완할 필요가

없었지만, 내용별 어려움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내용 요소에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일반물리학 교육을 내실화하고, 물

따라 고등학교 때 물리 또는 수학 영역의 미이수가 학생들이

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또는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일반물리학을 학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데 어느 정도 영향

물리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탄탄히 하여 물리학의 진정한

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수를 맛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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