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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cepts related to mechanical energy held by
middle-school 3rd-year students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mechanical energy
conversion and conservation in an activity involving an analysis of video of the pendulum motion.
Thus, analysis activity was conducted with 111 9th-grade students in Cheongju. The 1. student’s
concepts of potential energy and kinetic energy were classified, and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mechanical energy conversion and conservation after analyzing the video of the pendulum motion
were investigated.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of all, the concept of kinetic energy was more
inappropriate than the concept of potential energy that the students had before the activity. After
the video analysis activity, the students’ energy concept showed a positive change. Furthermore,
the students responded that they were affected by the change in the concept of mechanical energy
through the image analysis activity. Through this, we can conclude that the video analysis activity
contributes to an understanding of mechanical energy based on the dynamic properties of an object.
Keywords: Dynamics, Video analyses, Concept of energy

진자운동 동영상 분석 활동을 통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 변화
정현 · 오원근∗
충북대학교 물리교육과, 청주 28644, 대한민국
(2021년 7월 12일 받음, 2021년 9월 16일 게재 확정)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을 알아보고 진자 운동 영상 분석
활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111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자운동 동영상 분석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이 가진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개념을
사례에 따라 분류하고 이에 따라 진자운동 영상분석 활동 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우선 활동 전에 학생들이 가진 역학적 에너지 개념은 위치 에너지 개념보다
운동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경우가 더 많았으며, 영상 분석 활동 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에 변화를 보여주었고, 학생들은 영상 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개념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영상분석 활동이 물체의 동적 속성에 기반한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에 기여함을 확인할 수 있다.
Keywords: 역학, 동영상 분석, 에너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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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을 통하여 운동하는 물체의 동적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역학 개념 이해에

‘에너지’ 개념은 과학의 가장 근본 개념으로서 과학 교
육의 초기단계부터 도입되어 학생이 성장함에 따라 연령
에 맞추어 나선형으로 발전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에 에너지 관련 개념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1]. 이에 비하여 임수민 등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이미 일상의 여러 경험을 통하여 400
여 개의 에너지 개념을 다양하게 연상하고 연관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분석
결과 대체로 전기에너지 관련 개념으로 연관되며,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개념은 중학교 3
학년의 ‘(19) 운동과 에너지’ 단원과 ‘(22) 에너지 전환과 보
존’ 단원에 처음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각 단원에서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 요소는 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에너지 전환으로 구성
되어 있다. 또한, 일의 개념을 이용하여 중력에 의한 일과
중력에 대하여 한 일, 중력에 의한 일이 운동 에너지임과 중
력에 대하여 한 일이 위치 에너지임을 정량적으로 다루도록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어서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 대한
학습이 나선형이 아닌 중학교 고학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학교까지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 대한
기초적 교육의 문제는 학생들이 성장하여 성인이 되었을
때도 중요한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종윤
등의 연구에 따르면 화학을 전공하는 예비교사들도 퍼텐
셜 에너지 개념 이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과학영재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여
물리에 대한 학습수준이 높다고 평가되는 학생들도 역학적
에너지 개념과 관련하여 수학적 계산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얻은 결과가 어떠한 물리적 의미를 가지는지 이
해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4].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에서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하여 물리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업 방략 연구가 필요하다.
역학적 에너지 개념의 학습에서 특히 운동에너지 개념은
물체의 속도라는 동적인 속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단지
수학적 공식 제시나 정적인 그림 등에 기초한 설명 기반의
전통적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5]. 전통적으로는 타점기록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이 많이 활용되지만,
이 방법도 운동에 대한 실시간 분석이 아닌 사후 분석이어서
학생들은 정보를 다시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아 등은 컴퓨터 기반의 가상실험

도움을 준다고 제안한 바 있다 [6].
가상실험이 아닌 실제 실험에서 운동 물체의 동적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을
이용한 동영상 촬영과 분석 방법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학생들이 쉽게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영상을 프레임별 재생을 통하여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일선 중학교 교육현장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학생들은 타점기록기 실험처럼 결과를 얻은 후
다시 사후 분석할 필요없이, 영상에서 물체의 위치를 직접
기록하고, 프레임이 전환될 때마다 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를 쉽게 관찰하고
비교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자 운동에 대한 동영상 분석 활동
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응답을 분석함으
로써 학생이 가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개념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가 동영상
분석 활동 전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 내용에 따라 어떠
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동영상 분석 활동이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 획득에 기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청주시 소재 중학교 4개 학급 3학년 남학생
1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학생들은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 확인을 위한 사전 활동지에 응답하였으며, 이후
진자 운동하는 물체의 동영상 분석 활동에 참여하였다.

2. 연구 절차
대상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과학에서
전통적인 학교 수업의 진도에 맞추어 운동과 에너지 단원을
교과 학습한 후에 본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수업을 마
친 후, 학생들은 본 연구의 영상분석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을 알아보기 위한 사전 활동 검사에 참여하였다.
사전 검사도구는 응답자가 간략하게 답할 수 있는 문항을
교과서에서 추출하여 재구성하였으며, 답안을 서술형으로
작성하도록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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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 검사 방법
1) 동영상 분석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개념
사전 활동 검사지에 제시된 문항은 이미 교과 시간에 학습
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답과 이유를 서술하도록 구성되
었다. 문항은 물체의 운동 분석,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진자의 운동에 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학생들의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개념 유형을 알아
보기 위해 위치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과 운동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서술을 분석할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하여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동 전의 개념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영상 분석 활동 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
영상분석 활동을 진행한 후 학생들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 변화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활동지
Fig. 1. (Color online) Motion Captures of pendulum
at various initial heights used for explanation in physics
class(composite frames).

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전 활동지에 학생이
작성한 응답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학생들
을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로

사전 검사 후 영상분석 활동은 물체의 운동에 따른 역학적
개념 학습을 위하여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진자의
운동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무료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분류하였다. 이 분류를 바탕으로 동영상 분석 활동에서 작
성한 활동지의 응답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되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자체에 내장된
영상재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자의 운동을 동영상 분
석하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활동 후 교사는 미리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고 진자의 운동을 정성적으로 비교하는 설명

3)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에 대한 동
영상 분석 활동의 영향

수업을 진행하였다 (Fig. 1).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중
섬광 사진처럼 합성된 물체의 운동 영상을 이용하여 같은

수업 후 수행된 사후 검사에서 학생이 서술한 응답을 바

시간 동안 진자가 움직인 거리를 측정하고, 진자의 높이와

탕으로 동영상 분석 활동이 학생들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속력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및 보존에 대한 개념 획득에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크기를 정량적으로 비교하며 활동지를 작성하였다.

활동지의 응답을 분석하여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

이러한 영상분석 활동 수업을 모두 마친 후에 학생들은

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사후 검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수업 후 역학적 에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역학적 에너지

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와 관련된 물리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또한, 진자운동의 영상분석 활동이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물리 개념을 획득에

전환 및 보존 개념 획득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활동지의 응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영향이 없는 경우, 무응답인

답을 통해 조사하였다.

경우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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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students’ answers about comparing
mechanical energies of bodies.
concept
of
students
comparing
potential
energies
comparing
kinetic
energies

proper answers
answer
with reason
only

improper
answers

no
knowledge

92

9

7

3

25

1

80

5

III. 연구 결과
1. 사전 검사에 나타난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
학생들의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체의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 분석 활동 전에 사전
검사를 위한 활동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검사의 응답
에서 위치 에너지 관련 문항에는 대부분의 학생이 대체로
물리 개념에 일치하는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나, 운동
에너지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이 물리 개념에 대
하여 적절하지 못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사전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분포는 ⟨Table 1⟩ 과 같다.

Fig. 2. A question in pretest comparing the potential
energies in different heights (Korean texts in the figure;
2: about the heights, 2-1: comparing potential energies,
2-2: reasons of the responses).

1) 위치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 관한 응답 사례 분석
위치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Fig. 2)에 대한 학생의 응답
을 사례에 따라 분류한 결과 111명의 학생 중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은 91%인 101명이었다. 이 중 답과
서술을 모두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은 92명이었고,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답만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은 9명이었다.
물리 개념에 부적절한 응답을 한 경우는 7명이고, 모른다고
답한 학생은 3명이었다.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에 대해 답과 서술이
모두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은 92명 중
일부의 응답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A는 높이가 2m이고 B는 높이가 6배이므로 높이가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3배이다.” “ 이기 때문에 높이가 3배
차이 나므로 위치에너지도 3배이다.”
“위치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 관한 응답에서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은 7 명이며 이

학생들의 응답은 기준점 (면) 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해
적절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4명과 서술이 없는 경우인
3명으로 분류하였다. 위치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에서 기준점 (면) 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해 부적절하게
서술한 학생 중 일부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B와 A의 높이 차이가 4m이고, A의 높이가 2m이므로
위치에너지 크기는 2배 차이가 난다.”
“높이 뛰어있다. 4m 위에 있으니까 6m에서 3m를 빼면
3m라서 2배인 것 같다.”
“B에서 떨어지는 위치가 A가 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응답들로부터 학생들은 대체로 위치에너지의 크
기가 높이에 비례한다는 점으로부터 직관적으로 쉽게 위치
에너지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운동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 관한 응답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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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서술한 학생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운동에너지= 21 mv 2 , 여기서 속력= 거리
이므로 (가)보다
시간
(나) 에서 물체는 2배씩 이동하므로 운동에너지 또한 (나)
가 (가) 보다 2배 더 크다.”
“운동에너지는 21 mv 2 이기 때문에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운동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서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 중 속력만을 비교하여 서술한
학생은 63명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Fig. 3. (Color online) Question in pretest comparing the
kinetic energies in different speeds (Korean texts in the
figure; 3: about the positions at various time, 3-1: comparing kinetic energies, 3-2: reasons of the responses).
운동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 (Fig. 3) 에 대한 학생의 응답
을 사례에 따라 분류한 결과 111명의 학생 중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은 23%인 26명이었다. 이 중
답과 서술이 모두 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은 25명이었고,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답만 적절하게 응답한 학생은
1명이었다. 반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응답을
한 경우는 80명이고,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5명이었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항에서 답과 서술 모두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을 한 학생은 25명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속력은 거리/시간, 시간이 같을 때 (나) 의 거리가 (가)
의 거리가 2배여서 속력도 2배고 운동에너지는 속력 제곱에
비례해서 4배이다.”
“속력이 2배인데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이 학생들은 운동에너지의 수학적 정의를 알고, 그로부터
정확히 운동에너지와 속력의 관계를 활용하여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운동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서 물리 개념에 부적
절한 응답을 한 학생 80명의 응답은 다시 속력과 운동 에너
지의 크기를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5명). 속력만을 비교한
경우 (63명), 서술이 없는 경우 (12명) 으로 분류하였다.
운동 에너지 크기 비교 문항에서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한 학생 중 속력과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가)가 2초 이동하면 가는 거리를 (나)는 1초 만에 가기
때문이다.”
“(가) 가 1초에 1cm 움직이면 (나) 는 1초에 2cm 움직이
기 때문이다.”
“(나)가 1번 움직일 때 (가) 는 2번 움직이기 때문이다.”
“같은 시간 동안 2배의 거리를 운동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살펴보면
학생들은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에 대해 정량적
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수식을 알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여 부적절한 서술을 보였다. 이는 교과 시
간에 배운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계산하기
위한 수식을 알고는 있으나 이를 적용할 능력이 형성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로부터 학생들은 위치 에
너지보다 운동 에너지에 대해 부적절한 응답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2. 동영상 분석 활동 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
영상분석 활동 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위치 에
너지 및 운동 에너지 개념을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경
우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 구분한 후, 이 학생들의 활동
후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응답을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1)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을 모두
가지게 된 경우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하며,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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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students’ concepts about mechanical energy after the video analysis activity.
conceptual change in
transfer and conservation
transfer only
conservation only
improper
total

proper in pretest
4
13
8
0
25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이 모두 유지된 학생은 4
명 (4%) 이다. 이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improper in pretest
3
26
39
18
86

total
7
39
47
18
111

두 진자 운동 동영상 분석 활동 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환이나
보존이라는 개념을 아직 교과과정에서 학습하지 않아 전

“진자의 위치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최하점에서의 운동에
너지는 증가한다.”, “진자의 위치에너지가 가장 작을 때의
운동에너지가 가장 크다.”
“진자의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최하점에서의 운동에너지
가 증가하고, 진자의 높이가 최고점에 가까워질수록 위치
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 최하점에 가까워
질수록 위치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위치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도 커진다.”, “진자의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에너지는 증가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 응답을 보면 학생들은 진자의 운동에서 위치에너지
변화와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진술하며 설
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하였으나 진자 운동 동영상 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학생은 3명
(3%)이다. 이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위치에너지가 높은 곳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낮고,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높다.”, “처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최하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
는 것을 알았다.”
“진자 높이가 낮아질수록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진
자의 운동에서 위치에너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운동 에너지
는 더 커진다 (증가한다). 진자의 높이가 높으면 운동 에너
지는 더 빨라진다. 또, 처음 진자 높이가 높으면 최하점에
서의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진자가 움직일 때,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위치에너지가 감소할수록 운동
에너지는 줄어든다.”

환, 보존과 같은 단어를 이용하여 서술하지 않았지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 변화와 진자의 초기 위치에
따른 역학적 에너지 크기에 대한 언급에서 학생들은 진자
운동 동영상 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개념을 모두 명시적으로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경우
영상분석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하며,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학생은 13명 (12%) 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진자 운동에서 위치 에너지가 큰 곳에서 떨어뜨리는 그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자의 높이가 올라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로 변하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진자의 높이가 내려갈 때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면서 속력이 증가한다.”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작아지고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가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
같다.”
이 학생들은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개념을 명시적으
로 충분히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높
이에 따라 두 에너지 사이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영상분석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한 학생 중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개념을 가지게 된 학생은 26명 (23%) 이다. 이 중

이 학생들은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 모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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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의 높이가 높아지면 위치에너지는 증가하고 진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운동에너지도 증가함.”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운동에너지가 위
치에너지로 바뀐다. 이것으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변환될 수 있는 것 같다.”
이로부터 학생들은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결과적으로 영상분석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학생과 부적절한 학생 모두 활동
후에는 진자의 초기 위치에 따라 진자가 가지는 역학적 에
너지 크기가 달라짐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게 됨을 알 수 있다.

개념에 대해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 모두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동 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개념을
4)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을 가지지 못한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자의 위치에 따라 위
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는 응답에서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개념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경우
활동 전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한 학생 중 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것으로 확인된 학생은 8명
(7%)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처음) 위치에너지가 1배, 2배, 3배 커질수록, 운동에너
지도 1배, 2배, 3배 늘어나듯이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처음 위치에너지가 클수록 운동에너지가 크다.”
이 학생들은 위치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하는 정량적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변화 관계를 언급
하고 있다.

경우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물리 개념을 가지지 못한 학생은 18명 (16%)
이다. 이 학생들에 대해 응답을 분석한 결과, 역학적 에너지
관계에 관한 언급을 하였으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경우는 4명 (4%), 역학적 에너
지 관련 개념을 가지지 못한 경우 10명 (9%), 물리 개념을
가지지 못한 경우 3명 (3%), 서술이 없는 경우는 1명 (1%)
이었다.
학생의 응답을 살펴보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한 학생은 4명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운동에너지가 움직여야 위치에너지가 움직인다.”
“진자가 왔다 갔다 할 때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의 거
리가 달라진다.”
“9.8mh, 21 mv 2 , 두 에너지를 구할 때 질량이 포함됨.
위치에너지는 물체가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내는 에너지, 운동에너지는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에너지이다.”

활동 전 역학적 에너지 개념이 물리 개념에 대해
부적절했지만,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된 학생은 39명 (33%) 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서로 같다. 위치에너지가
1배, 2배, 3배 증가할수록 운동에너지도 1배, 2배, 3배로

이들의 응답을 보면 위치에너지, 운동에너지 등의 용어
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관련 개념에 대한 명시적
표현이나 설명이 충분히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도 가지지 못한 학생은 10명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증가한다.”
“위치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에너지가 증가한다. 물체의
높이에 따라 최하점의 속력 (운동에너지) 가 변한다.”
“(처음 진자가 가진) 위치에너지가 커지면 운동에너지도
커지고, 위치에너지가 작아지면 운동에너지도 작아진다.”

“위치에 따라 빨라지거나 느려진다.”
“높이가 높을수록 속력이 빠르다.”
“높이가 높을수록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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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뿐만 아니라 물리 개념을 가지지
못한 학생은 3명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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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 그 두 에너지의 관계를 알게 되고 한층 더

“두 운동은 일을 통해 운동 된다.”
“속도, 높이, 힘을 나타낸 에너지”

깊게 이해되었다.”
이 학생들은 스스로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동을

이러한 학생의 응답을 살펴보면, 에너지 관련 개념이 충
분하게 형성되지 못한 학생들은 역학적 에너지 전환이나
보존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도
명시적으로 잘 표현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
일, 속도, 높이, 힘, 에너지와 같은 물리량은 언급하였으나
이들 사이의 관계를 물리 개념에 대해 적절하게 관련짓지
못하였다.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과 관련된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이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획득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2)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3.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에 대한 동
영상 분석 활동의 영향
진자 운동에 대한 영상분석 활동이 학생의 에너지 관련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점에 관해 학생이 서술하게 한 후, 이 내용
을 바탕으로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변화에 대한
영상 분석 활동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응답은 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 획
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
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물리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관련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은 경우
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관해 서술하지 않았지만,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물리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1명 (10%)
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진자를 이용해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에 대해 알게
되어 신기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위치에너지의 힘, 크기와 운동에너지
등을 알게 되었다.”
“진자운동에서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활용되는
것을 알았다.”
이 학생들은 진자 운동 영상분석 활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1)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은 경우

전환 및 보존에 대한 개념을 학습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
지는 않았지만,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데 영향을 받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진자 운동에 대한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에 관련된 개념 획득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52 명 (47%) 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영상분석 활동이 역학적 에너지에 관련 개념 획득에 긍정
적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진자 운동 동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물리 개념 획득
“진자운동에서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가 어떤 관계
인지 알게 되었고, 진자 높이에 따라 운동에너지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되었고, (진자가 처음 위치에서 가
진) 위치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최하점에서의 운동에너지
크기가 어떻게 변하였는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았다.”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었고
진자 운동에서 위치에너지가 큰 곳에서 떨어트리는 그

에 영향을 받은 경우
영상분석 활동을 통해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된 개념을
학습한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였지만, 스스로
물리 개념을 획득하였다고 응답한 학생은 27명(24%)이다.
이 중 일부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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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 운동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어도 자세한 것은 모르

에너지 개념은 물리 개념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적절한 경

고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진자운동이 어떤 것인지

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운동에너지나 속도와 같은

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물체의 동적인 속성은 전통적인 언어표현에 의한 설명이나

“어떤 한 물체가 떨어지는 속력은 물체의 높이와 상관이
있다.”

정적인 그림 표현만으로는 잘 형성되기 어려움을 알려주는
것이다. 둘째, 물체의 동적인 상황을 직접 이해하고 분석하

“진자의 높이가 클수록 속력이 작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록 돕기 위하여 도입한 진자 운동의 동영상 분석 활동은
활동 전 학생들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 형성 여부와 관계없
이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개념을 학습하는데 기대한

이 학생들의 응답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관련 개념이나

바와 같이 도움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활동 후 수행한 사

용어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높이에 따른 물

후 검사에서 학생들은 진자운동에서 위치에너지의 감소와

체의 운동 변화에 대한 표현이나 자신이 학습한 내용에 대한

운동에너지의 증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있게 이해하고, 이를

언급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이 진자 운동 영상

명시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개념 형성이 부분적

분석 활동을 통해 물체의 운동에 대한 개념 획득에 영향을

으로만 이루어진 일부 학생들도 영상 분석 활동을 통하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활동 전 진자의 운동에 대해 알지

물체의 운동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명시적으로 서

못하였던 학생들이 진자의 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물리 개념을 획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술하여, 설명 중심의 교과 수업에서 부족한 학습에 도움을
받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영상 분석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점에 대한 소감의 기술에서도 명시적으로 나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역학적 에너지
개념을 알아보고 단진자 운동에 대한 동영상을 촬영하고
분석하는 탐구활동이 학생의 역학적 에너지 전환 및 보존

타난다. 많은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하여 역학적 에너지의
전환 과정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이해에 도움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기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기대한 바와 같이
동영상 분석 활동은 물체의 동적 속성에 대한 개념 형성에

개념 변화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역학적 개념에

것이다. 청주 지역 소재의 중학교 3학년 학생 111명을 대상

대한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으로 하여 학교의 교과일정에 따라 역학적 에너지 개념에
대한 전통적인 수업을 진행한 후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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