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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hysics equation is a mathematical symbo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hysics concepts.
Although the interactions between physics and mathematics are diverse, in the context of physics
teaching and learning, the mathematical aspect tends to be overemphasiz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cience gifted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ontological and the
epistemological meanings of physics equations were analyzed. In semantic classification according
to ontological categories, students were relatively correct in classifying the state relationship, but
not the interaction and causal relationship. In the classification according to the epistemological
category, students were relatively correct in the classification of the empirical law, but not in
the classification of a principle. In particular, the students tended to classify a physical equation
corresponding to a principle as an the empirical law. Education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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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식은 물리 개념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인 기호들로 나타낸 것이다. 물리학과 수학의 상호작용은
다양하였지만 물리 교수 학습 상황에서는 수학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물리식이 갖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이해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의 존재론적 범주에 따른 의미 구분에서, 상태관계식은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상호작용관계식과 인과관계식은 그렇지 못하였다. 학생들의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구분에서, 경험법칙은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하였으나 원리는 그렇지 못하였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원리에 해당하는 물리식을
경험법칙으로 구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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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Brush [8]는 수학을 물리식의 유도나 계산을 위한 도구로
만 사용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황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물리와 수학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였

유발한다고 보면서 물리학습에서 물리식과 관련된 수학의

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물리 교수 학습 상황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주장하였다. Gay, Saez, & Torregrosa

는 수학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예컨대, 물리식

[9]는 물리식을 이용한 물리적 상황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Physics Equations)을 물리 문제 풀이의 도구로만 보는 관

하며 물리적 상황을 모델링하는 데 수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점은 물리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이고 다양한 개념을 놓치게

주장하였다. 또한 Kneubil & Robilotta [10]는 물리에서

만드는 경향이 있다 [2]. 또한, 문제은행 형태의 고정되고

인식론적 추론 도구로서 수학을 가르치기 위해 “물리식의

실제와 동떨어진 사례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물리식에

변수 간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물리식은 특별한

숫자만 대입하는 방식의 교육은 과학적 현상에 대한 사고나

형태를 갖는가? ” 등의 질문을 하였다. 그러므로 물리식에

추리의 부족을 초래하고 [3], 학습자로 하여금 활용할 물리

대한 다양한 수학적 역할이 물리식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

식을 먼저 찾는 편중된 문제 풀이 전략에 의존하게 만든다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4].

물리식의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수학적 구조와

물리와 수학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명

물리적 의미를 구분하는 여러 논의들도 있었다. 이를테면

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1]. 과제나 시험문제

Gingras [12]는 두 개의 다른 물리 계 사이의 형식적 유추

들이 단순히 문제와 관련된 물리식을 찾고 조작하여 답을

(formal analogies) 의 사용을 설명하면서 물리식을 수학

얻는 방식을 지양하고, 물리 현상에 대한 정성적이고 개념

적 형태 (syntactic) 와 물리적 의미 (semantic) 로 구분하였

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과학적 추론을 연습시켜야

다. Hewitt [13]는 물리식은 물리적 개념을 표시하는 기

한다는 지적이 있다 [5]. 또한 물리식에 숫자만 대입하면

호들을 이용하여 이들 사이의 수학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답을 구할 수 있는 방식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순한 계산과

고 설명하고 있다. Halloun [14]은 학생들의 뉴턴 2법칙에

서술로부터 설명과 이해로의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 형식상의 표현 (formal expression) 인 F = ma 에 대

[6]. 한편, 수학을 잘 하는 학생들이 물리에서 수학을 사용

한 설명과 이해 속에 명목 (nominal), 순서 (ordinal), 비례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물리와 수학에서 사용되는

(proportional) 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언어의 차이를 그 원인으로 보기도 한다 [7].

이러한 물리식에 대한 수학적 구조와 물리적 의미의 구분

물리식은 그 구조와 형식적인 면에서 수학과 다양한 상

은 물리식과 수학식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차이에 기인한다

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식에 대한 개념 연구 및

고 볼 수 있다 [15]. 물리식은 그것이 가진 맥락성과 그것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수학의 역할은 중시되어왔다. 이를테면

구성하는 각 기호의 구체적 대상에 대한 표상이라는 점에서
수학식과 차이를 갖는다. 이를테면 수학식과 달리 물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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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뉴턴의 2법칙을 구성하는 개념인 힘 (F ), 질량
(m), 가속도 (a) 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구체적이거나 추상
적인 대상물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물리
식에 대한 수학적 설명이 중시되어 학생들이 식에서 물리
적인 의미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수학적
과정이 어려워서 물리적인 의미를 찾기도 전에 물리 학습을
포기하기도 한다.
물리식의 물리적 의미는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
미로 구분될 수 있다 [15]. 물리식의 존재론적 차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분류체계들을 제안하였다 [14,16]. 물리식이
갖고 있는 각 개념들을 계, 속성, 상호작용의 존재론적 범
주로 구분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식의 각 개념들이 다른
개념들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따라 물리식을 계 사이의
상호작용 관계만을 서술하는 ‘상호작용관계식 (Interaction
relationship)’, 계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계의 변화를 서
술하는 ‘변화과정관계식 (Process relationship)’으로 구분
할 수 있다 [15]. 또한, 변화과정관계식은 계의 속성 변화만
을 기술하는 ‘상태관계식(State relationship)’과 계와 환경
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계의 속성들의 변화를 서술하는 ‘인
과관계식 (Causal relation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15].
여기에서 계 (system) 는 입자, 이상기체 등과 같이 객체나
객체의 집합을 나타내고, 속성 (property) 은 질량, 운동량,
에너지 등과 같이 특정 계에 속하는 물리량을 나타내며,
상호작용 (interaction) 은 힘, 충격량, 일, 열 등과 같이 한
계에 속하지 않고 둘 이상의 계들 사이에서 걸쳐진 물리량을
나타낸다 [15].
Table. 1과 같이, 상호작용관계식은 질량, 위치, 전하
등과 같이 어떤 계가 갖고 있는 속성(property)과 힘, 일 등
과 같은 상호작용 (interaction) 사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
표현한 것으로 F = GM m/r2 , W = F dx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상태관계식은 계의 위치, 속도, 압력, 부피, 온도
등과 같이 계가 갖고 있는 속성들의 정량적인 관계에 대한
표현으로 x = x0 + vx t, Ek = mv 2 /2 등이 해당된다. 실험
을 통해 상태관계식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변인의
값을 바꾸어주면서 변인 사이의 관계를 구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변인 값의 변화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태방정식도
변화과정관계식으로 볼 수 있다. 인과관계식은 질량, 속도,
운동량, 에너지, 압력, 부피 등의 속성과 힘, 일, 열 등의 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대응하는 양들 (quantities)을 포함하
는 표현이다.
물리식의 인식론적 차원의 의미는 물리 이론을 구성하
는 개별 지식의 역할과 위상을 구분하려는 인식론 차원의
논의들을 반영한 이전 연구 [15]를 따라서 물리식을 그것이
포함된 이론 안에서의 역할에 따라 정의 (Definition),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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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Empirical law), 원리 (Principle) 로 구분될 수 있다.
물리학과 관련된 모든 지식을 정의, 경험법칙, 원리라는 세
범주로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
범주의 구분이 교수학습을 위해 도움을 준다. 한편, 경험법
칙은 관찰에 의한 관계식에 속하고, 정의나 원리는 사고에
의한 관계식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5].
Table. 2와 같이, 경험법칙은 관찰 (측정) 사실의 규칙성
이나 관찰 가능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물리식으
√
로 T = 2π l/g, dA/dt = k(케플러2법칙) 이 사례가 된다
[15]. 경험법칙은 기본적으로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 얻어지
는 변인사이의 관계에서 추출된 규칙성을 기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론이 발달하면 경험법칙이 포함하는 규칙성은
이론적으로 유도될 수 있게 된다. 경험법칙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과학의 발달 과정에서 중요하다. 정의
는 물리 개념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운동량, 운동
에너지 개념의 정의는 각각 p = mv, Ek = mv 2 /2 이라는
물리식과 관련된다 [15]. 원리는 실험이나 측정을 통해 직
접적인 증명이 불가능하며, 이론의 토대가 되는 아이디어로
수학에서 공리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15]. 원리를 나타내는
물리식으로 F = ma, F12 = −F21 등이 있다 [15].
그러나 물리식을 문제 풀이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물리식
이 갖는 다양하고 기본적인 물리적 의미를 학습하기 어렵다
는 지적이 있다 [2]. 실제로 학생들은 숫자만 대입하면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많이 풀지만 이를 통해 고차원적인 사
고나 과학적 추리를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학생들은 물리식을 가지고 문제풀이에는 익
숙하지만 물리 지식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다 [5].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리식과 관련된 학습에서
물리식의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형식의 조화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7].
물리식에 대한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물리식의 다
양한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는 몇몇 연구를 통해서만
살펴볼 수 있다. 이를테면 물리학 과목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기장과 관련된 문항을 풀게 하여 물리식이 갖는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의미의 차이로 인한 학생들의 어려움
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7]. 또한 역학 관련 물리식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는 경험법칙과 관련된 식보다
는 원리, 정의 및 이들로부터 유도되는 식을 중요하게 생각
하였고, 식의 이해와 적용 차원에서 수학적인 어려움보다
식의 기원이나 역할 구분과 같은 물리적인 어려움을 훨씬
빈번하게 언급하였다 [17].
그러므로 학생들의 물리식에 대한 물리적인 어려움을
자세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의 물리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존재론적 차원에 집중하였다. 또
한, 물리식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는 인식론적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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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physics equ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ontological categorization [15]
Category
Interaction
Relationship

Process
Relationship

State
Relationship

Causal
Relationship

Descriptions of the Category
A representation of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concerning certain
interactions and relevant properties
A representation of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concerning certain
properties or a change of
A
properties (describing only
representation
pattern without guessing
of the
the origin of the pattern)
change of
A representation of the
certain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ystems
certain interactions among
due to
systems and environments
interactions
and the change of
properties of the system
(Explaining the origin of the
change)

Example
·F = GM m/r2

·x = x0 + vx t
·P V = nRT

·F = ma
·F · t = ∆(mv)
·W = ∆Ek
·F = kx
·Q − W = ∆U

Table 2. Categorization of the epistemological meanings of physics equations [15]
Category

Descriptions of the Category

Through
Observation

Empirical
Law

Describing relation and
regularity among observable
variables

Through
Reasoning

Definition

Defining the meaning of a
physics concept

Principle

Fundamental ideas (similar to
axiom in mathematics) beyond
the direct empirical verification

대한 학습자의 어려움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는 각 물리식이 그것이 포함된 이론 안에서의
역할을 다룬다는 의미에서 물리식과 관련된 이론과 법칙의
관계와 작용, 그리고 과학적 이론, 과학적 법칙, 과학지식의
인식론적 지위 등과 같은 과학의 본성의 범주에 대한 논의
를 할 수 있다 [15].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식에 대한 단순 인식 수준을 넘어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학생의 이해와 어려움을 알아
보고 이를 통해 물리식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물리식과 관련된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물리식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 풍부한 관련 응
답을 얻을 수 있는 경기도 소재 과학영재학교에서 대학 수

Example
√
·T = 2π l/g
·dA/dt = k
·T 2 = kR3
·P V = nRT
·v = s/t
·p = mv
·K = mv 2 /2
·Ug = mgh
·I = q/t
·F = ma
·I = ∆P
·Q = ∆U + P ∆V

준의 일반물리학을 수강하는 80명의 2학년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1학년 기초물리학을 통해
고전역학을 학습하였다. 설문 대상의 역학 관련 이해도를
알아보기 위해 FCI(Force Concept Inventory) 평가를 실
시하였다. 문항은 FCI 영문 29문항을 번역 없이 그대로
이용하였다. Harvard University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
(76.3%) 과 본 연구 대상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 (80.8%) 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의 역학
기초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
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는 학생들이 문항지에
지필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응답에 소요된 시간
은 약 20분이었다. 사용된 문항지의 내용타당도는 사전에
과학교육 전문가 6명 (박사 2명, 박사 과정 현직 교사 2명,
박사 과정 생 2명)과 동일 영재학교 학생 6명을 통해 점검하
였다. 또한, 특이한 응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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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물리식이 갖는 존재론적 의미
와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 이전 연구
[15]의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구분을 차
용하여 설문문항을 설계하였다.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와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학생들
의 이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지는 고전역학과 관련된 10
종의 주요 물리식에 대한 구분과 그 이유를 서술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문항은 존재론 차원과 관련 있는 6개의 물리식
∫
F dx, F =
(x = x0 + vt, Ek = 21 mv 2 , F = G MRm
2 ,W =
ma, W = ∆Ek )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념들간의
관계에 따라 3개의 보기 내용 (속성 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속성과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
는 관계식, 상호작용이 속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을 나타내는 관계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복수응답이 허용되었다.
두 번째 문항은 첫 번째 문항에 대한 물리 공식을 구분할
때 구분하기 어려웠던 공식들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한편, 속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속성은 특정 계에 속하는 성
질로 온도, 운동량, 등이 속성 범주에 속하는 개념들이다.
상호작용은 둘 이상의 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충격량, 열
(열작용) 등이 상호작용의 예가 된다.”
세 번째 문항은 인식론 차원과 관련
√ 있는 6개의 물리식
(P = mv, Ek = 21 mv 2 , T = 2π gl , dA
dt = const, F =
ma, F12 = −F21)을 제시하고, 그것이 물리 이론에서 갖는
역할에 따라 3개의 보기 내용 (개념의 의미 규정, 관찰이나
측정된 변인들 사이의 규칙성을 기술, 이론의 토대가 되는
기초 공리의 역할)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복수응답이 허용되었다.
네 번째 문항은 세 번째 문항에 대한 물리 공식을 구분할
때 구분하기 어려웠던 공식들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토대로 물리식에 대한 구분을 응답빈
도에 따라 정리하고, 그 선택 이유를 인식론적 차원과 존
재론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이유에 대하여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통
해 귀납적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과정에서 범주화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간 반복적인 상호 검토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생 응답에 대한 분석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학생 인터뷰 대상 16명의 학생을 선정하였다.
각각의 응답에서 옳지 않게 응답한 학생들 중 특이한 주관식
응답을 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학생의
동의하에 녹음을 시행하였으며 질문은 각 학생들의 응답에
기초하였다. 학생들을 인터뷰한 녹음 파일은 모두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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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결과
1.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Table. 3의 물리식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 차원의 의미
구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 = x0 + vt 는 위치, 속도,
시간이라는 속성사이에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으
로 상태관계식에 속한다. Ek = mv 2 /2 는 에너지, 질량, 속
력이라는 속성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상태관계식에 속한다. F = GM m/r2 는 힘이라는 상호작
용과 질량, 위치라는 속성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상호작
∫
용관계식이다. W = F dx 는 일과 힘이라는 상호작용과
위치라는 속성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상호
작용관계식에 속한다. F = ma는 힘이라는 상호작용이 힘
을 받은 물체가 갖는 가속도라는 속성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인과관계식에 속한다.
W = ∆Ek 는 일이라는 상호작용이 에너지라는 속성의 변
화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과정을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인과
관계식에 속한다 [15].
Table. 3은 학생들이 6개의 물리식을 3개의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결과이다. 각 식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
차원의 의미 구분을 옳게 한 학생들의 응답률을 분석하면
x = x0 + vt 과 Ek = mv 2 /2 와 같은 상태관계식에 대한
구분에서는 정답률이 72.0%로 가장 높은 반면, 상호작용관
계식에 대한 정답률은 각각 59.3%, 26.5%, 인과관계식에 대
한 정답률은 각각 47.7%, 52.4%에 그쳤다. 학생들은 존재
론적 범주차원에서 물리식의 의미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의 오답 중에는 상태관계식을
상호작용관계식으로, 상호작용관계식을 인과관계식으로,
인과관계식을 상호작용관계식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
두드러졌다. 한편 일과 힘의 관계를 규정한 W = F dx
식의 구분에 대한 정답률은 26.5%로 매우 낮았다. 특히
∫
응답자의 60.2%의 학생이 W = F dx 을 인과관계식으로
답변하는 오류를 보였다. 학생들이 가장 많은 오답을 제
시한 두 식 모두 일 (W ) 을 포함한 식이었다. 또한 힘 (F )
을 포함한 식들도 정답률이 낮았다. 이것은 일 (W ) 과 힘
(F )에 대한 학생들의 개념적 이해가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 학생이 느낀 어려움을 조사할 때 이
개념들에 대한 학생의 오류가 드러났다.
Table. 4는 제시한 물리식을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 구분
할 때 구분 어려움의 종류를 범주화하고 응답빈도와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물리식의 범주 구분에서 범주 구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
이라는 응답은 39회, 특정 식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회로 많은 학생들이 각 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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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quency of students’ responses according to the ontological category of physics equations (%)
Ontological category
Physics equation
x = x0 + vt
Ek = mv 2 /2
2
F = GM
∫ m/r
W = F dx
F = ma
W = ∆Ek
Total

State
Relationship
59 (72.0)
59 (72.0)
14 (17.3)
11 (13.3)
19 (22.1)
16 (19.0)
178

Interaction Relationship
14
17
48
22
26
24

(17.1)
(20.7)
(59.3)
(26.5)
(30.2)
(28.6)
151

Causal
Relationship
9 (11.0)
6 (7.3)
19 (23.5)
50 (60.2)
41 (47.7)
44 (52.4)
169

Total
82
82
81
83
86
84
498

Table 4. Difficulties in classifying physics equations according to ontological category (N = 55)
Physics
equations

Frequency(%)

Difficulties

F = ma

2(3.6)
1(1.8)

To understand “F ” as an interaction category
“a” also seems to be an interaction category
To determine whether the cause of gravity is the
distance between two masses
To understand “F ” as an interaction category
To distinguish whether “x”, “t” are property or
interaction category
To determine whether energy is a property”
To distinguish whether “W ” is a property or an
interaction category
To distinguish whether “E” is a property or an
interaction category
It seems to mean that the amount of change in
“E” is “W .”
To distinguish whether it is an interaction
relationship or a causal relationship
To distinguish whether “W ” is a property or an
interaction category
“W ”, “F ” are seem to be an interaction category
To distinguish between a property and an
interaction category
To distinguish between an interaction relationship
and a causal relationship
To distinguish between an interaction relationship
and a state relationship

F = GM m/r2

3(5.5)
1(1.8)

x = x0 + vt
2

Ek = mv /2

3(5.5)
2(3.6)
7(12.7)

W = ∆Ek

4(7.3)
1(1.8)
1(1.8)

W =

∫

F dx

8(14.5)
7(12.7)
4(7.3)

Etc
3(5.5)
2(3.6)

주 구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각 물리적 개념의 존재

인과관계식으로 분류한 이유에서 드러난 주요 특징은 다음

론적 범주 구분에 대한 어려움에서는 W 의 구분에 어려움
을 느낀다는 응답이 15회, E 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일과 에너지의 개념을 구분하지
∫
않고 동일시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한 학생은 W = F dx

응답이 6회, F 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회로

을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로서 “힘과 에너지 사이에 관계를

일을 상호작용 범주로, 에너지를 속성 범주로 구분하는 것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였다. 둘째, 일을

어려움을 겪었다.

속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그것이

물리식의 존재론적 범주에 따른 구분의 어려움 이유를

일을 가하게 된다”, “상호작용인 F 를 원인, 속성인 W 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물리식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
W = F dx 의 구분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은 15명으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는 학생들의 답변을 통해 일 (W ) 을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W = ∆Ek 의 구분이 어렵다고 이

계에 속하는 성질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 이상의 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이 아닌 특정

유를 응답한 학생은 13명이다. 학생들이 어렵다고 밝힌
식들은 대체로 학생들이 많이 틀린 식과 일치하였다.
∫
한편, 주관식 응답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W = F dx 을

(연구자) : W =
이유는?

∫

F ds을 ③(인과관계식)이라고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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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5) :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가 F (힘) 이잖아요.
그래서 ① 속성 사이의 정량적 관계는 아니고 상호작용과
속성의 관계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일단 W (일) 이 생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F 이잖아요. 가해진 힘과 변위가
같은 방향으로 있으면 W 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힘이라는
상호작용이 일을 해주어 물체의 퍼텐셜로 전환되면 속성을
변화시켜서 일을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인 F 을 원인, 속성인 W 을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 (W ) 과 에너지 (E) 를 모두 속성으로 보고 W =
∆Ek 역시 상태관계식으로 이해하는 학생도 보였다. 학생
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일과 에너지의 의미 구분에서의 어
려움은 물리학 텍스트의 부주의함에서 기인하는 면도 있다.
이를테면 통상 물리학 교재에서 줄 (J) 과 관련하여 열역학
1법칙이 논의될 때 일과 에너지는 크게 구분되지 않고 논의
되는 측면이 있다.
∫
한편, W = F dx 를 속성과 상호작용 사이의 관계만을
나타내는 상호작용 관계식이라고 선택한 학생 중에서 F 을
속성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 “F 는 한 물체에 일방적
으로 가한 힘이라고 생각하면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W ) 과 속성 (F ) 의 관계를 나타낸 것 같
습니다.”라는 학생의 답변을 통해 힘의 개념을 상호작용이
아닌 한 방향으로 전달되는 성질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학생들이 힘 F 을 속성으로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장면을 보여준다.
(연구자) : F = ma 를 ① (상태관계식) 이라고 선택했는
데 이유는?
(학생-8) : F = ma 가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m도 속성, a도 속성이라고
볼 수 있고, F 는 외부 계에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 상호작용이라고 하기 에는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
각해서 속성사이의 정량적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생각했어요.
F = ma 와 관련된 교수학습에서 힘 F 가 물체에 작용하
는 일 방향적인 힘으로 주어지고 반작용을 다루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일 방향 힘이
아닌 주고받는 힘과 관련된 사례들을 충분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인과관계식과 상호작용관계식의 구
분뿐만이 아니라 W 와 F 의 범주 구분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속성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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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으로 보지 않고 속성으로 생각하게 되는, 학생들
의 잘못된 해석과 이해는 일과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해에
혼란을 유발한다.
한편, 학생들도 물리 개념이나 물리식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에 따른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일은 상호작용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일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속성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은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에서 운동량은 속성, 충격량은 상호작용인데 이는
상호작용인 충격량이 속성인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W (상호작용) 은 Ek (속성) 의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서 W = ∆Ek 를 인과관계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위 답변을 통해 학생들은 물리 개념 중 속성과 상호
작용의 구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의 예시는 운동량
이 존재론적 범주 중 속성에 해당하고 충격량은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학생이 상호작용인 충격량이
속성인 운동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속성인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은 상호작용이라고
유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속성과 상호작용의 올바른
구분을 통해 물리 개념을 더 잘 이해하였다. 어떤 물리
개념이 속성에 해당하는 개념인지,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개념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개념이해에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개념사이의 의미관계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2.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Table. 5의 물리식에 대한 인식론적 범주차원의 의미구
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 = mv 와 Ek = mv 2 /2 은
운동량, 운동에너지 개념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
정의에 해당된다. T = 2π l/g 와 dA/dt = k(케플러2법
칙) 은 진자와 행성의 운동을 관찰 (측정) 한 사실의 규칙성
으로 주기, 진자의 길이, 중력가속도, 면적, 시간 등과 같은
관찰 가능한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서술한 경험법칙의 사
례가 된다. F = ma 와 F12 = −F21 은 실험을 통해 관찰이
불가능하며, 이론의 기반이 되는 개념으로 수학의 공리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원리를 나타내는 물리식의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F = ma 는 고전 역학을 잘 설명하는
원리이면서 힘이나 질량에 대한 정의 [18]도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자들의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원리이면서 정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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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requency of students’ responses according to the epistemological category of physics equations(%)
Epistemological category
Physics equation
P = mv
Ek = 21√
mv 2
T = 2π l/g
dA/dt = K
F = ma
F12 = −F21
Total

Table. 5는 학생들이 6개의 물리식을 3개의 인식론적
범주에 따라 구분한 결과이다. 학생들의 응답 빈도를 통
해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물리식의 구분에 대한 특징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시된 6개의 물리식에 대한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구분에 대한 응답의 41%의 응답자
는 경험법칙을 선택하여 정의나 원리를 선택한 응답자보
√
다 많았다. 특히, 경험법칙을 나타내는 T = 2π l/g 와
dA/dt = k 에 대한 구분은 대체로 정확하였지만 원리나
정의를 나타내는 F = ma은 29.7%의 응답자가, 정의를 나
타내는 Ek = 12 mv 2 은 27.7%의 응답자가, 원리를 나타내는
F12 = −F21 은 23.4%의 응답자가 경험법칙으로 분류하였
다. 또한, 운동량의 정의를 나타내는 p = mv 은 23.5%의
응답자가 원리를 나타내는 식이라고 분류하였다.
Table. 6은 학생들이 물리식을 인식론적 범주로 구분할
때 구분하기 어려웠던 물리식을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한 것을
분석한 것이다.
물리식의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구분의 어려움 이유를
분석해 보면 F = ma 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Ek = mv 2 /2
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13명이다.
범주 구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5명,
특정 식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 수는 37
명으로 존재론적 범주 구분에서 겪었던 어려움의 종류와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특정 식의 인식론적 구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F = ma 는 전체 응답 빈도 111중 경험법칙으로
응답한 비율은 29.7%, 정의로 응답한 비율은 33.3%, 원리
로 응답한 비율은 36.9%로 응답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 = ma 가 힘에 대한 정의 혹은 원리에
해당하므로 오답률은 경험법칙으로 응답한 학생에 해당하
는 29.7%에 해당한다.
이러한 응답의 원인은 물리교재의 서술, 물리 실험
수업시간의 경험, 물리 문제 풀이 등임을 학생 면담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Definition
69(67.6)
50(53.2)
1(1.2)
9(10.0)
37(33.3)
14(14.9)
180(31.5)

Empirical
Law
9(8.8)
26(27.7)
78(96.3)
66(73.3)
33(29.7)
22(23.4)
234(40.9)

Principle

Total

24(23.5)
18(19.1)
2(2.5)
15(16.7)
41(36.9)
58(61.7)
158(27.6)

102
94
81
90
111
94
572

(연구자) : F = ma 는 ②라고 선택한 이유는?
(학생-7) : 문제를 풀거나 교과서에서 F 을 얼마로 주면
a 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관찰이나 측정
인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3법칙은 다른 이론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해서요.
(학생-12) : F = ma 가 힘을 가하면 질량과 가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관찰을 통해 나타난 규칙성이잖아요.
실험을 통해서 보일 수 있고 그래서 ②라고 생각했고요
(학생-16) : F = ma 는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측정하
는 실험에서 반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고……
(학생-10) : ②를 고른 이유는 일반물리학 실험에서도
했듯이 m을 고정하고 F 와 a사이의 비례함을 보이고 F 을
고정하고 m 과 a 사이의 반비례함을 보이는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나서요.
많은 물리학 교재에서 역학의 기본원리인 F = ma 라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돕는 실험들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도르레, 추, 수레 등을 이용하여 가속도는 물체에
가한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실험 결과를 통
해 F = ma 가 만들어진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F = ma 에서 힘은 실험에서 측정한 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나타내며, 직접 측정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측정 불가능한 개념을 포
함하는 F = ma 는 측정을 통한 관측 결과의 정리가 아닌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리에 가깝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 대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실험을 통해
F = ma 라는 결론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많은 교
과서의 진술 방식은 학생들의 심화된 이해를 막을 수 있다.
한편, Ek = mv 2 /2 은 응답자의 27.7%의 학생이 경험법
칙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Ek = mv 2 /2은 자유낙하실험을
통해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높이와 속력을 측정하여 운동에너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자) : Ek = mv 2 /2 을 ①, ②로 선택했는데 그 중
②를 선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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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ifficulty in classifying physics equations according to epistemological category (N =58)
Physics
equation

Frequencies (%)
6(10.3)

F = ma

6(10.3)
3(5.2)
1(1.7)
4(6.9)

F12 = −F21

2(3.4)
1(1.7)

P = mv

2(3.4)
4(6.9)

Ek = mv 2 /2

3(5.2)
3(5.2)

dA/dt √
=K
T = 2π l/g

2(3.4)
1(1.7)
3(5.2)
2(3.4)

Etc

5(8.6)

(중략)
(학생-4) :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자가 Ek 을 측정해봤
더니 Ek 와 v 2 이 선형 관계로 나왔어요.
(연구자) : Ek 는 어떻게 측정해서 v 2 과의 비례 관계를
알지?
(학생-4) :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을 통해서 측정했을
것 같아요.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학자가 Ek 을 측정해봤더니 Ek 와
v 이 선형 관계로 나왔다는 학생의 답변은 교육과정상의
확인 실험의 의미를 주의 깊게 다루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여준다.
또한, F12 = −F21 는 23.4% 의 학생이 경험법칙으
로 생각하고 있다. 즉, F12 = −F21 는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Difficulties
To distinguish whether a definition of “F ” is ma
or dp/dt
To determine whether a definition of force or a
principle like an axiom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principle
Seems to be true for all three categories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principle
To determine whether a definition or a principle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definition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definition
To determine whether a definition or an
induced expression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definition or an induced expression
To determine whether an empirical law or a
definition
To determine whether a definition or a principle
Seems to be an empirical law and a principle
Seems to be an empirical law and a principle
Seems to be an empirical law and a principle
To understand terminologies using classifying
physics equations according to ontological and
epistemological category

볼 수 있는 경험하기 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서 ②라고 선
택했어요.
(학생-15) : F12 = −F21 은 힘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되었
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벽을 쳤더니 나도 아프다와 같이 내가 원인을 가해서 나
또한 어떤 결과를 받는다는 식으로 경험 법칙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학생-16) : F12 = −F21 는 평소의 관찰을 통해 사람들이
직접 체험해서 알 수 있잖아요.

2

(연구자) : F12 = −F21 을 ②라고 선택한 이유는?
(학생-12) : F12 = −F21 은 힘을 가하면 반대쪽으로 힘이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으니까 현상을 토대로 나타낸 식
이라고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실험을 해
본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보편적으로

위와 같은 학생들의 답변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일상 경험
을 해석할 때 관찰과 추리를 구분하지 않을 때 오는 혼란을
보여준다. 일상적인 관찰결과에서 주고받는 힘이 같다는
것은 관찰되지 않고, 그 효과만 경험된다. 그 경험을 토대로
힘을 가하면 반드시 되받는 힘이 있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관찰이 아닌 추리를 통한 것이다.
이처럼 물리 교재의 서술, 실험 교육과정, 물리 평가의
방식으로 발생하는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잘못된 물리식의
구분은 학생들의 일상 경험과 관찰과 추리를 구분하는
과학적 관찰 사이의 혼란과 과학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유발한다. 이러한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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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관련된 관계식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생성되었
다는 잘못된 이해를 심어줄 수 있다. 심지어 어떤 학생은
물리식이 각 개념의 관계를 실험과 측정을 통해서 보일 수
없으면 식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험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 F = ma 가 법칙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학생-2) : 운동량에 대한 식 p = mv 을 빼고는 모두
②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운동량을 정의하면 다른
것이 유도 될 수 있고, 또, F = ma라는 식은 실험과 측정을
통해 F, m, a 와의 관계를 보일 수 없으면 식은 폐기 되어야
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험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F12 = −F21 도 실험을 통해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면 폐기되고 의미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 측정을 통해서 확립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서 ②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정의와 기초 공리에 대한 구분의 어려움은 p = mv
의 분류에서 나타났다. 아래와 같이 p = mv 가 이론의
토대가 되는 기초 공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학생
면담 결과를 통해 살펴보면 p = mv 가 운동량 보존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연구자) : p = mv 을 ① (정의), ③ (원리) 으로 선택했는
데 ③ (원리) 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4) : p = mv 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토대가 되니까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 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고전역학과 관련된 물리식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에 따른 구분에서, 상태관
계식에 대한 구분은 상호작용관계식과 인과관계식에 대한
구분보다 비교적 정확하였지만 상호작용관계식과 인과관
계식에 대한 구분은 그렇지 못하였다. 물리 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 차원의 잘못된 이해는 학생들의 물리 개념
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컨대, 일(W )을 속성이라는 존재론적 범주로 이해하거나
∫
일과 에너지 개념을 동일시함으로써 W = F dx 을 인과

관계식으로 보거나 W = ∆Ek 을 상태관계식으로 이해하
∫
였다. 또한, W = F dx 을 상호작용관계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F 을 속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을
볼 수 있었다. 이는 F 가 둘 이상의 계들 사이에서 걸쳐진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물리량이 아닌 한 물체에 일방적으로
가한 힘으로 생각하여 특정 계 (system) 에 속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리 개념을 계, 속성, 상호작용이라는 존재론적 범주로 이
해함으로써 힘과 일을 계들 사이의 상호작용, 에너지를 계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과학적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이 갖는 각 개념에 대한
존재론적 범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물리식의
존재론적 범주에 따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많은 학생들이 물리식을 정의나 원리보다는 경험법칙으로
이해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인식론적 범주에 따른 구분에
서는 경험법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경험법칙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 학생들은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원리에 대한 구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였
다. 특히, 원리를 표현하는 물리식을 경험법칙으로 보는 학
생이 많았다. 그러므로 많은 학생들이 특정 식의 인식론적
구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즉, 학생들은 힘에 대한 다
양한 정의를 가속도, 운동량, 퍼텐셜에너지와 관련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 반면, F = ma 나 Ek = mv 2 /2 등을 실험을
통한 관찰 결과인 경험법칙으로 이해하고 있다. 심지어는,
모든 식이 실험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고 응답하여 과학적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오해에는
이들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 실험의 의미에 대
한 부주의한 해석과 관련된다. 또한, 뉴턴의 3법칙인 작용
반작용 원리를 나타내는 F12 = −F21 을 일상 경험을 통한
경험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상 경험을 해석할 때 관찰과
추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
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물리식의 학습에 있어서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학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
다. 많은 학생들이 힘과 일을 한쪽 방향으로 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힘 F 와 일 W 을 속성으로 이해하게 되고
물리식에 대한 존재론적 의미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된다.
실제 많은 물리 교재에서 “힘을 가한다”와 “일을 해준다”
와 같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으로 학생들은 힘과 물리 개념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오개념을 생성하기도 한다. 본 연구 결과는 교재
에서의 물리 개념에 대한 설명 시 각 개념이 가진 존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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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미에 알맞은 용어 선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W = ∆Ek 를 인과관계식으로 이해하고, 에너지를 속성,
일을 상호작용으로 이해해야 일과 에너지를 포함하는 물
리 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물리식의 학습에 있어서 존재론적 범주와 관련된 물리식의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물리식의 학습에 있어서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설명과 학습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과학의 지식이 생성될 당시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닌
사고에 의해 만들어진 지식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교수학
습 방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하나의 과학적 지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험 결과가
과학적 지식과 다른 경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바르지
않은 과학적 태도를 학습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적 방법
중 기본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관찰에 대한 본성을 오해할 수
있다. 즉, 사고를 통해 만들어진 과학적 지식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은 정직한 관찰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물리 교재의 서술, 물리 실험 수업시간의 경험, 물리
문제풀이 등을 통해 F = ma가 실험을 통해 만들어진 식이
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물리식이 갖는 인식론적
의미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작용 반작용 원리를 나타내는 F12 = −F21 을 일상
경험을 통한 경험법칙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상 경험과 과학
적 관찰을 혼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물리식에
관한 학습에 있어서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한 학습과
교수학습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물리학 교재와 교수 학습에서는 물리 지식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내용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더욱이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기
도 한다. 이를테면 뉴턴 2법칙을 나타내는 F = ma는 측정
가능한 변인 사이의 관계를 기술한 경험법칙으로 교재에
서술되고 있는 반면에 뉴턴 2법칙이 갖는 원리로서의 성격
은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물리 이론들이 과학적 실증에 의해 성립된다는 잘못된
과학의 본성을 심어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식론적 차
원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거나 잘못 언급하는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19].
또한, 과학의 방법에서의 확인 실험의 목적은 주장된 법
칙의 사실 여부 확인이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실험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F = ma 에 대한 실험이
나 운동에너지에 대한 실험이 그렇다. 이 실험들은 관련된
관계식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라기보다, 개념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험에 가깝다. 이러한 실험의
의미들이 부주의하게 다루어지거나, 다루어지지 않을 때
학생들은 경험주의에 지나치게 편향된 지식관을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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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는 셋째, 물리식 뿐만 아니라 물리식과 관련된 개념
이나 법칙, 이론 등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과학사에 대한
학습을 통해 물리 개념이나 물리식의 인식론적 의미에 대
한 이해를 고양하는 것은 하나의 좋은 선택일 수 있다. 물
리식의 역사적 유래에 관한 이해의 부족은 물리식이 갖는
이론에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물리식에 대한 과학사적 학습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과학교육에서 과학사 접목 [20]의 방법을 시사한다.
예컨대, 물리식의 역사적인 유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그 식
이 갖는 개념들 간의 관계와 물리 이론 체계에서의 역할을
학습함으로써 물리 개념이나 이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리식의 이해에 있어서 수학적 유도에 급급
하지 말고, 그 과정의 물리적 의미를 충실하게 다루어야 한
다. 현재 물리 교수학습에서 수학적인 요소만을 강조하거나
물리식을 문제 풀이 도구로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수학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조차도 물리에서 수학을 사용할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두 학문의 언어뿐만이 아
니라 두 학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나 지식의 맥락이 다르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물리학에서 물리식은 물리 현상에
대한 개념적이고 정성적인 분석과 이해를 위한 방향으로
교수 학습 되어야 한다. 이는 물리식에 대한 수학적 유도를
통한 수학적 의미와 각 물리식이 갖는 물리 개념의 의미나
물리식의 물리 이론에서의 역할과 같은 물리적 의미의 조
화로운 이해의 필요성을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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