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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의 어려움

을 탐색하는 것이다.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은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이해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해는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이해, 불확

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및 양자역학 이론체계에서 불확정성

원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

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인식론적 자원으로서 관점(고전역학적, 양

자역학적)과 설명의 논리성(권위에 의존, 논리적 설명)의 2차원으로 나

타낼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는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8명이다. 자료는 설문과 면담으로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질적 

연구법 가운데 하나인 현상학을 사용했다. 고전역학적 관점(33%)이나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27%)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

여자의 경우는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 물리II 기반 양

자역학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중간 수준 이상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39%)는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에서 감마선 현미경 관점과 높은 수준의 논리

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5%)의 경우가 적절

하게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정성원리 학습의 어려움은 내용(12회), 맥락(10회), 인식론(12

회), 응용(14회), 기타(2회) 등의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내용에 대한 어

려움은 양자역학 개념 자체(6회), 불확정성원리 수식(6회)으로 세분화

할 수 있었고, 맥락에 의한 어려움은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6회), 내

용 전개 맥락의 부재(4회)로 세분화할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에게 불

확정성원리의 학습은 측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데 실제 학생

에게는 관련된 선행조직자가 부족해 내용 학습에서 어려움을 느낄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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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맥락상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론적인 어

려움으로는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언급(12회)했고, 응용의 

어려움은 일상과의 괴리(7회), 응용 사례를 알 수 없음(7회) 등으로 세

분화할 수 있었다. 즉, 고등학생은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더라도 일상에

서 적용이 불가능하며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사고실험이 필수적인 현대물리 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고등학교, 양자역학 교육, 불확정성원리, 고등학생, 인식, 어려

움, 인식론적 프레이밍, 인식론적 자원, 이해 

학   번 : 2017-25978 

 

  



 

 iii 

목차 
 

1. 서론 ............................................................................... 1 

1.1 연구의 필요성 .................................................................... 1 

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3 

1.3 연구 과정 개요 ................................................................... 4 

1.4 용어의 정의 ........................................................................ 6 

1.4.1 불확정성 ............................................................................ 6 

1.4.2 개념에 대한 인식 ............................................................... 6 

1.4.3 인식론적 프레이밍 ............................................................. 6 

1.4.4 학습의 어려움 .................................................................... 7 

1.5 연구의 한계 ........................................................................ 7 

2. 이론적 배경 ................................................................... 8 

2.1 불확정성원리와 ‘불확정성’ ................................................. 8 

2.1.1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 8 

2.1.2 불확정성원리의 현대적 해석과 ‘불확정성’ .................. 10 

2.2 불확정성원리 교육 ............................................................ 13 

2.2.1 불확정성원리 교육 관련 선행연구 ................................... 13 

2.2.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 ...................... 15 

2.3 불확정성원리의 인식론적 측면 ......................................... 21 

2.4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인식론적 자원................................. 24 

3. 연구 과정 및 절차 ........................................................ 27 

3.1 설문지 제작 과정 및 설문의 타당도 확보 노력 ................ 27 

3.2 연구참여자 모집 및 자료 수집 ......................................... 32 

3.3 자료 분석 ......................................................................... 34 

3.3.1 현상학 .............................................................................. 34 

3.3.2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확보 노력 .................................. 35 

3.3.3 자료 분석 대상 ................................................................ 36 



 

 iv 

4. 연구 결과 및 논의 ........................................................ 37 

4.1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 37 

4.1.1 불확정성원리 관련 인식론적 프레이밍 ............................ 37 

4.1.2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 ........................... 52 

4.1.3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 56 

4.1.4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 58 

4.1.5 연구문제 1 종합 ............................................................... 62 

4.2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 66 

4.2.1 내용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 67 

4.2.2 맥락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 71 

4.2.3 인식론의 문제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 75 

4.2.4 응용의 어려움이 원인인 경우 .......................................... 78 

5. 결론 및 제언 ................................................................ 87 

5.1 요약 .................................................................................. 87 

5.2 결론 및 시사점 ................................................................. 90 

부록 ..................................................................................... 93 

참고 문헌............................................................................. 95 

Abstract ............................................................................. 99 

 

  



 

 v 

표 목차 

 

표 2-1.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II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술

하는 불확정성원리 관련 내용 ............................................... 16 

표 2-2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에서 서술하는 불확정성원리 관련 

내용 ...................................................................................... 20 

표 3-1. 문항 내용과 응답 형식 ........................................................ 31 

표 4-1. 불확정성원리 설명에 있어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

의 가로축)의 세부 내용과 출현 빈도수 ................................ 39 

표 4-2. 연구참여자별 문항1 정답 여부와 활성화된 주/보조 인식론적 

자원 ...................................................................................... 51 

표 4-3. 불확정성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이해 .................................. 55 

표 4-4.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 56 

표 4-5.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

 ............................................................................................. 59 

표 4-6.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 .............................................. 67 

표 4-7. 양자역학 개념 자체가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67 

표 4-8. 불확정성원리 수식이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69 

표 4-9.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71 

표 4-10.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74 

표 4-11.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75 

표 4-12. 일상과의 괴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79 

표 4-13. 응용 사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 81 

 

 



 

 vi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과정 개요 ..................................................................... 5 

그림 2-1 천재교육 물리II, p286 ......................................................... 18 

그림 2-2 천재교육 물리II, p287 ......................................................... 19 

그림 4-1. 불확정성원리 설명에서 나타난 인식론적 프레이밍 ............. 38 

그림 4-2. S11이 생각한 전자 궤도 그림 ............................................. 40 

그림 4-3. S16이 생각한 시간에 따른 전자의 위치 그래프 ................. 41 

그림 4-4. S10이 생각한 감마선 현미경 모형 ...................................... 45 

그림 4-5. S18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 53 

그림 4-6. S02의 불확정성원리 위치-운동량 관계 설명 ...................... 58 

그림 4-7. S16의 불확정성원리 중요성 인식 ....................................... 61 

그림 4-8. S04의 불확정성원리 중요성 인식 ....................................... 61 

그림 4-9.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다섯 측면이 고려된 불확정성원리를 설

명하는 데 있어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 ....................... 62 

 

file:///C:/Users/Acer-6700/Desktop/석사논문_민경모_190129.docx%23_Toc536553203


 

 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 단원

에 처음 도입되었다. 불확정성원리가 도입된 고등학교 물리II 과목은 물

리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 관련된 전공 분야로 진출하고자 수강할 것으로 

기대하여 물리의 핵심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

점을 두고 있다(강남화, 2015; 정민영, 최호명, 2012). 그러나 대학생에

게도 양자역학의 추상적 개념은 학생의 진로를 위해 가르쳐야 할 내용이

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로 간주된다(Johnston, Crawford, & 

Fletcher, 2007).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II에서는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에 덧붙여 불확정성원리를 수소 원자 내 전자와 연결 지어 설명하기

를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 단

원은 수업 시수 대비 내용이 많아 학교 현장에서는 이론과 수식 위주로 

진행되었다(안종제, 2012; 정민영, 최호명, 2012). 박송이(박송이, 2014)

는 불확정성은 물리적 의미를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고, 수업하더라도 학

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상당히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II 교과서가 서술하는 불확정성원리

를 분석하여 오개념 요소를 지적한 연구(정민영, 최호명, 2012)도 있지

만, 국내‧외에서 고등학생의 이해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관해서는 대학 수준의 교재를 분석하거나 대학생의 

생각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Ayene, Kriek, & Damtie, 2011; Ireson, 

1999; Kalkanis, Hadzidaki, & Stavrou, 2003; Sadaghiani, 2005; 박송

이, 2014; 최재혁, 2013; 최혜정, 2014).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구에서 진행되었다(Fisch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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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tfeldt, 1992; Johnston et al., 2007; Müller & Wiesner, 2002; 

Petri & Niedderer, 1998; Tsaparlis & Papaphotis, 2009). 연구 결과 

보어 모델 같은 준고전적 모델의 사용이 학생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어렵게 하고 있었고, 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를 대략 측정 오차, 측정 시 

교란, 물리량이 있을 확률이나 분포, 참값과의 차이 정도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들도 불확정성원리 관련 수식과 개념을 이해했다기

보다는 책 내용이나 강사의 설명을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Ayene et al.,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불확정성원리가 도입된 이후 국내 고등학생이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된 선행연

구는 불확정성원리에 관한 학생 오개념과 이해의 조사와 선행연구 결과

의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박송이, 2014; 정민영, 최호명, 2012).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불확정성원리는 학생 입장에서 배우기 어렵고, 

배우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한 고등학생에게

는 불확정성원리와 관련된 학습 자료, 학습 내용에 관한 설명이 부적절

하거나 부족하고, 학습 환경 또한 양자역학 학습에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를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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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교육과정에서 물리II의 불확정성원리 단원을 학

습한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의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

이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 

- ‘불확정성’의 용어에 대한 이해 

- 불확정성원리의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2.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어려움은 무엇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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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과정 개요 

 

불확정성원리를 포함한 불확정성원리 이론 및 양자역학 교육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불확정성의 의미에 대한 

인식, 불확정성원리에 관련된 지식,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을 알아볼 수 

있는 설문지를 제작했다. 2017년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7명을 대상으

로 제작한 설문지로 예비 연구를 실시했다. 

예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에 대한 인식, 불확정

성 용어에 대한 이해, 수식에 대한 이해, 양자역학 체계에서 불확정성원

리의 중요성 인식, 불확정성원리가 어려웠던 이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설문지를 보완하였다. 4월에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관계자에게 허락을 구한 후, 개선한 설문지를 포함한 연구 계획서

를 SNUIRB에 심의 요청하여 5월에 IRB 승인을 받았다. 

7월에 학교에서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학

생 18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했고, 설문과 면담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였

다. 

8-11월에는 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했다.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은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분석틀로 하여 각 연구참여자가 어떤 인식으로 불

확정성원리를 설명하려 했는지 알아보았고,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이해,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중요성에 대한 인식 측면까지 고려하여 

총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불확정성원리를 어려워하는 

원인도 현상학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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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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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의 정의 

 

1.4.1 불확정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대학교 교재에서 불확정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

지는 않지만(박송이, 2014), 본 연구에서 불확정성은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Ozawa, 2003)에서 오차나 교란, 측정 전에도 존재하는 통

계적 표준편차로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Δ도 넓은 의미로 불확정성으로 사용하였다. 

 

1.4.2 개념에 대한 인식 

 

본 연구에서의 ‘인식’은 인식론적 프레이밍에서 사용했던 맥락으로 사

용했다. 학생들의 인식은 문제 상황에서 학생이 활성화할 지식의 하위 

집합에 대한 인식론적 프레이밍에 영향을 미친다(Modir, Thompson, & 

Sayre, 2017b). 물리교육과 관련된 인식론적 프레이밍 연구에서는 인식

론적 프레미잉이 나타나는 특정 문맥이나 상황에서 어떤 종류의 도구와 

기술이 적절한지에 대한 무의식적 또는 의식적 인식이나 판단의 의미로 

‘인식’을 사용했다(Bing & Redish, 2009). 이에, ‘인식’을 불확정성원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판단 또는 이를 위해 활성화할 지식에 있어 어떤 

관점과 논리성이 적절한가에 관한 뜻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

식을 알아보기 위해 Ayene et al. (2011)의 연구와 같이 자료를 현상학

적으로 분석하여 다각도로 살펴보고 분류하였다. 

 

1.4.3 인식론적 프레이밍 

 

물리교욱연구에서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특정 수업 상황에서 어떤 도구

와 기술이 적절할지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으로 쓰였다(Bing & Re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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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본 연구에서는 특정 수업 상황을 작성된 설문지와 면담 과정으

로 설정하였고, 어떤 도구와 기술이 적절할지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에 

관해서는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고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연구자와 함께 대화함에 있어 어떤 설명 방법이 적절할지에 관한 인식이

나 판단으로 사용하였다. 

 

1.4.4 학습의 어려움 

 

어려움은 어떤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Johnston et al., 

2007). 어려움은 개념의 부재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학생의 인식론

적 변화의 부재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한다(Modir, Thompson, & Sayre, 

2017a). 본 연구에서 어려움은 위와 같은 의미로 정하여 사용했다. 어려

움은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

하여 말이나 글로써 표현한 어려움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5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지원자 표집은 무작위 표집과 비교하면 연구참여자 집단이 더 

지성적인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Rosnow & Rosenthal, 1997). 지

원자를 모집했던 학교에서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 110명 

정도였다. 이 가운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구참여자 18명은 학업

성취도가 상대적으로 높거나, 물리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

이 있었을 것이다. 

 

둘째,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고, 연구참여자가 모두 남학생이므로 결과

와 결론을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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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불확정성원리와 ‘불확정성’ 

 

2.1.1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 

 

Heisenberg (1927)는 불확정성원리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① 고전적인 위치와 속도1 개념을 불연속적으로 수정한 방법2 

② 위상공간에서의 파동을 고려한 방법3 

③ 감마선 현미경 사고실험을 이용한 방법4 

④ 위치와 속도 간 통계적 관계를 이용한 수학적 방법5 

                                        
1 Heisenberg (1927)가 위치 좌표와 교환되지 않는 좌표의 자격으로

서 속도를 택해 서술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서술은 논문 초반부에 등

장한다. 현대의 양자역학 교과서에서는 위치의 비가환 좌표로 운동량을 

사용한다(Liboff, 2003). 

2 Heisenberg (1927)는 논문 출판 직전 보어와의 논의로 단순한 연속

과 불연속의 문제가 아님을 언급하며 잘못 생각했음을 인정한 내용을 같

은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3 Heisenberg (1971)는 첫 논문 발표 후 64년 뒤 발간한 그의 저서 

『부분과 전체』에서 보어의 상보성 원리와 자신의 불확정성원리가 동일

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4 Heisenberg (1927)는 감마선 현미경 사고 실험을 통해 전자의 위치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운동량(속도)

의 변화룰 통해 전자의 위치를 정확히 측정하려 할수록 운동량을 더 알 

수 없게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전자의 경로가 있을 수 없음에 대한 논의

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인식론적 차이를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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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에는 고전역학 개념을 잘못 적용

하여 설명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위상공간과 해석역학을 이용했던 

모습으로부터 고전역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수학적 체계를 세워가는 모습

도 나타났다. 이를 통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는 단순하게 고전

역학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석역학과 위상공간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위상공간에서의 파동을 이용한 방법이 입자-파동 이중성과 연관되

어 있어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적절해보이지만 위상공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손원민 (2013)에 따르면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데 파동을 이용한 방

법도 결국은 파동함수6에 기반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Heisenberg (1927)가 불확정성원리를 처음으로 소개했을 당시에는 불

확정성원리와 관계된 수식을 𝑝 ∙ 𝑞 ~ ℎ 나 운동량과 위치 간 교환 관계에 

관련된 수식으로 소개하었다. 여기에서 p와 q는 각각 운동량과 위치 좌

표이며, h는 플랑크 상수이다. Heisenberg (1927)는 불확정성을 측정 시

에 나타나는 위치나 운동량의 불확정성으로 한정했다, 

Robertson (1929)은 불확정성원리를 임의의 두 물리량으로 확장하여 

통계적인 양으로 접근, 해석하여 교과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불확정성원리 수식을 제안했다. 

                                                                                                     
5 Heisenberg (1927)는 감마선 현미경 사고실험으로부터 얻은 생각을 

일반적으로 확장하고자 해석역학에서 쓰던 표현법을 적용해 수학적으로 

정교화하여 위상공간에서 위치와 운동량이 교환되지 않는다는 점과 

1926년에 나온 디락(Dirac)과 조던(Jordan)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불확

정성원리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수식 전개 말미에 불확정성 때문에 실

험에서 얻은 결과는 통계적으로만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6 파동함수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원리를 소개하기 1년 전인 

1926년에 슈뢰딩거가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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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𝐴Δ𝐵 ≥
1

2
|∫ �̅�(𝐴𝐵 − 𝐵𝐴)𝜓 𝑑𝜏| 

A, B : 임의의 가측량(좌변)이자 연산자(우변) 

ψ : 임의의 상태, τ : 적분변수 

 

이 수식은 A의 불확정성과 B의 불확정성 곱이 주어진 임의의 상태에 

이들의 교환자 평균값을 구한 값의 절댓값을 반으로 나눈 것보다는 적어

도 크다는 의미로 통계적 해석이 들어가 있으므로 측정 행위와 관계없이

도 통계적 표준편차로서의 불확정성(Δ)이 나타날 수 있다. 

하이젠베르크가 소개한 불확정성원리의 설명 방법을 중 하나인 파동과 

통계를 적용하여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에게는 어려운 

수준의 고전역학 및 수학 지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확정

성원리를 일반화하는 데 사용한 수학적 전개도 결국은 감마선 현미경 사

고 실험에서 전개된 사고가 밑바탕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불확정성원

리 교육에 있어서 적어도 고전역학 관점을 이용하거나 고전역학에서 쓰

던 기법을 응용하여 양자역학을 설명하기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으며, 

최소한 입자-파동 이중성을 이용하거나 확률 개념, 감마선 현미경으로 

불확정성원리 교육이 적절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에게 ‘측정’ 상

황을 벗어나는 선행지식을 요구하는 입자-파동 이중성(또는 상보성)과 

수학적인 확률 개념을 이용한 설명 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

으며, 감마선 현미경과 관련된 사고 실험을 이용한 불확정성원리 이해가 

다른 방법보다는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2.1.2 불확정성원리의 현대적 해석과 ‘불확정성’ 

 

최근 들어, Ozawa (2003)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에서 측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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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는 불확정성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불확정성 간에 형식상으로 

모호함이 있음을 지적하고,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확장시킨 보

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를 제안하였다. Ozawa (2003)는 불확정성

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측정 오차, 교란, 측정하기 전에도 존재하

는 두 물리량의 표준편차로 구분한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를 

제안하였고,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𝜖(𝐴)𝜂(𝐵) + 𝜖(𝐴)𝜎(𝐵) + 𝜎(𝐴)𝜂(𝐵) ≥
|⟨𝜙|[𝐴, 𝐵]|𝜙⟩|

2
 

A, B : 임의의 가측량(좌변)이자 연산자(우변) 

ϕ : 임의의 상태 

ϵ : 측정 장비로 인한 오차(noise) 

η: 측정으로 인한 교란(disturbance), 

σ : 측정 전에도 존재하는 통계적 표준편차 

 

이 수식은 측정 시 측정 장비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차, 측정으로 

인한 교란, 측정 전에도 존재하는 통계적 표준편차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여기에서 𝜖(𝐴)𝜂(𝐵)  항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에 해당하며, 

Robertson (1929)의 불확정성원리 관계식에 보이던 항 Δ는 나타나지 않

는다. 이 관계식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일반적으로 수정한 

것이기 때문이다(손원민, 2013).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는 실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Erhart 

et al., 2012). Erhart et al. (2012)는 중성자의 스핀 성분 중 서로 교환

되지 않는 양자역학 가측량인 서로 수직인 스핀 성분(±𝑧, +𝑥, +𝑦)을 측정

하되 측정 ϵ와 η, σ 에 해당하는 오차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𝜖(𝐴)𝜂(𝐵) 항

이 하이젠베르크가 제시한 기준보다 작을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하이젠베르크가 처음으로 제안한 불확정성원리 관계식은 보편

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 내에서 제한적으로 적절한 관계식이며, 불

확정성원리 관계식에 쓰인 Δ는 측정하고자 하는 값의 불확실도 의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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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통계적인 표준편차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박송이 (2014)

에 따르면 물리학자들조차 여전히 ‘불확정성’ 용어 사용에 일치된 의견

이 없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에 따르면 

현대의 양자역학 기준으로 ‘불확정성’의 의미를 측정 장비로 인한 오차

와 측정으로 인한 교란, 측정 전에도 존재하는 통계적 표준편차의 의미

로 넓게 사용할 수 있겠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서는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에서 사용하는 세 가지 ‘불확정성’

의 의미로 넓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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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불확정성원리 교육 

 

2.2.1 불확정성원리 교육 관련 선행연구 

 

양자역학은 코펜하겐 해석을 표준으로 간주하며, 보어의 상보성원리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Hermann, 

1997). 양자물리 교육에서도 입자-파동 이중성과 불확정성원리를 양자

역학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으로 꼽고 있다(Ayene et al., 2011; 

정민영, 최호명, 2012). 이와 같이 불확정성원리가 양자역학 학문적으로

도 중요하고, 양자역학 교육에서도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고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Ayene et al. (2011)은 대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학생이 입자-파동 이

중성과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반구조화된 면담을 통해 

자료를 얻어 현상학적으로 분류한 결과 입자-파동 이중성은 “고전적, 혼

합된 고전-양자, 준양자적 기술”로 나눌 수 있었고, 불확정성원리는 “측

정의 외재적 속성, 측정 오차나 측정 불확실성, 측정 교란, 양자역학적 

관계로서의 불확정성원리”로 나눌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양자역학 해석

에 있어 고전적인 표현을 선호함을 밝혔다. Ayene et al. (2011)은 학생

의 생각 중 양자역학적 관계로서의 불확정성원리만 과학적 개념이라고 

분류하였는데, 측정의 내재적 속성에만 집중한 까닭에 Ozawa (2003)의 

견해와 다소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 측정 교란으로 생각하는 학생도 

Ozawa (2003)의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에 따르면 불확정성의 

한 분류에 해당하며, Heisenberg (1927)의 불확정성원리 설명 방식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박송이 (2014)는 불확정성원리에 대해 5종의 대학 교재를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대학생 5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이해 조사 및 어려움을 분석울 통해 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 수식을 글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며, 어려움은 “관련 개념들에 대한 이해, 현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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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의미, 해석상의 문제, 다양한 설명방식들과 그에 따른 불확정성

의 의미 차이, 관계식의 유도과정, 교과서 수준에 따른 형식체계 및 표

기방식의 차이” 에서 온다고 하였다. 또한, 박송이 (2014)는 불확정성원

리에서 나타나는 불확정성의 의미를 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불확정성원리 교육에 있어 불확정성 의미의 중요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불확정성원리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 대상을 중등학교 학생으로 확장할 것을 제언

하였다. 

최혜정 (2014)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정신

모형을 알아보고자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통해 “측정 과정 모형, 통계

적 해석 모형, 파동함수 모형, 확률 해석 모형”으로 나눌 수 있었고, 모

형 간의 혼합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혜정 (2014)은 박송이 (2014)와 동

일하게 연구 대상을 중등학교 학생으로 확장할 것을 제언하였다. 

최재혁 (2013)은 대학생 11명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중 학생이 생산한 

서면 자료를 통해 논증을 분석하여 “고전역학과의 차이점, 불확정성원리

와 확률론적 해석의 동일시” 부분은 기존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지

만, “불확정성 원리의 과일반화, 부등식의 의미, 비유적 표현에 대한 쟁

점, 운동량과 위치의 분포에 대한 해석에 대한 쟁점”애 있어서는 학생 

간 서로 관점이 다름을 보고하였다. 

Tsaparlis and Papaphotis (2009)는 고등학생 125명을 대상으로 양자

역학 개념에 대한 양적연구를 진행했고, 그 가운데 23명을 선택하여 반

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여 고등학생에게는 보어 모델이 상당히 선호되고 

있으며, 오비탈이나 확률 개념은 약하고, 학생들에게서 고전역학과 양자

역학이 혼합된 모형이 빈번하게 나타났고, 많은 학생이 불확정성원리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했다. 

Johnston et al. (2007)은 대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양자역학 학습에 

있어 학생의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현상학적 분석을 통해 학생들은 ‘불확

정성’ 용어를 맥락 의존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측정 오차, 확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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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베르크, 측정 분포, 예측불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었고, 양자역학의 추

상적 개념은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학습이 어

려웠던 한편, 학습에 있어 수학적으로는 어렵지만 미래를 위해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 

Fischler and Lichtfeldt (1992)는 불확정성원리를 직접 연구하지는 않

았으나 현대물리 교육과 학생의 인식에 관하여 연구했는데, 현대물리 수

업에서 준고전적 모델(보어 모델 등)의 사용이 학생이 학습하는 데 있어 

더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물리학과나 물리교육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불확정성원리를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보고되지 않은 편이었다. 대학생들은 불확정성원리에서 측

정 상황에 관해 ‘불확정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고전역학과의 차이나 

오비탈(확률 및 통계), 파동함수, 측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본질적인 현상

차원의 오차-교란 관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는 양적으로는 않았다.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하면 대학생과는 달리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는 경우가 있었고, 교육과정 상 만나게 되는 오비탈 개념이나 보어 

모델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불확정

성원리로 한정지을 수는 없지만 고등학생이 현대물리를 학습하는 데 있

어서 고전역학이나 준고전적 모델을 접했던 경험과 그와 관련된 인식이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 어려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으로 예상할 

수 있다. 

 

2.2.2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자역학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II 양자물리 단원 도입부의 목표는 “불확정성

의 원리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현상은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이

해한다”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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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리가 수록되어 있다. 2015,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 

부분만 발췌하여 표 2-1로 정리하였다. 

 

표 2-1.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II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술하는 불확정성원리 관련 내용 

2015 

개정 

교육 

과정 

 

물리학II 

내용 

(3) 파동과 물질의 성질 

…… 또한 전자기파를 양자화된 빛으로 생각하

여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자의 구조와 구성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현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한다. 

성취기준 

[12물리II03-08] 수소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도

를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정성원리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불확정성원리의 이해를 위해 현대적 수소원자 

모형과 고전적 모형의 역사적 증거를 이용하여 비

교하고 토론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게 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 

과정 

 

물리II 

내용 

(나) 양자물리 

○1  불확정성원리에 따르면 미시세계의 현상은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 

과학적 관찰이 관찰자와 관찰대상 간의 상호작

용임을 이해하고, 관찰이나 측정에 의해 관찰대상

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미시세계에서 측정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위치와 운동량, 에너지와 시간의 측정에 

대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알게 한

다. 

유의사항 

이 단원에서는 이전교육과정과 달리 보어모형 

등 초기 양자이론 내용을 축소하고, 양자역학에 대

한 중심개념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대

적인 응용들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높은 수준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엄밀하게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 오히려 이 개념

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토론하도록 유도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현미경, 레이저, 반도체 등 

다양한 현대 물리학의 성과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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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불확정성원리 내용은 불확정성원리의 인식

론적 측면을 서술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론적 배경 2.1.1에서 소개한 하

이젠베르크 불확정성원리와 거의 동일했다. 다음은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II 교과서에서 불확정성원리를 서술한 부분과 하이젠베르크가 전자

의 위치 측정에 관해 쓴 감마선 현미경 사고 실험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하지만 양자 역학에서는 어떤 순간에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모두 정확

하게 측정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측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성에 대하여 알아보자. (천재교육 물리II, 285) 

 

But let us build in principle, a gamma-ray microscope and by 

means of it determine the position as precisely as desired. But in this 

determination a secondary circumstance becomes essential: the 

Compton effect. … At the instant of the determination of its position 

- i.e., the instant at which the light quantum is diffracted by the 

electron - the electron discontinuously changes its impulse. That 

change will be more pronounced, the smaller the wavelength of the 

light used, i.e. the more precise the position determination is to be. In 

the instant at which the electron's position is known, therefore, its 

impulse can become known only to the order of magnitude 

corresponding to that discontinuous change. That is, the more 

precisely the position is determined, the more imprecisely will the 

impulse be known, and vice-versa. (Heisenberg,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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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천재교육 물리II, p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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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천재교육 물리II, p287 

 

고등학교 물리II 교과서에서의 불확정성원리를 서술과 Heisenberg 

(1927)이 직접 불확정성원리를 서술한 내용에서 감마선 현미경 사고 실

험과 ‘측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위치와 운동량에 관한 설명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불확정성원리를 파동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이론적 

배경 2.1.1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파동 개념만을 가지고는 교과서 한 

페이지 분량의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힘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입장에서 파동을 이용한 설명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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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한편, 화학I 교육과정에도 양자역학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화학I 2단

원에서 보어 모형과 오비탈 개념이 수록되어 있고, 학습 진도 순서 상으

로 물리II보다 대략 1년 정도 일찍 배우게 된다. 관련된 부분을 교육과

정 해설서에서 발췌하여 표 2-2로 정리하였다. 

 

표 2-2 2009 개정 교육과정 화학II에서 서술하는 불확정성원리 관

련 내용 

2009 

개정 

교육 

과정 

 

화학I 

내용 

③ 보어 모형을 이용하여 수소의 선스펙트럼과 에

너지 준위를 설명하고, 대표적인 원자의 유효 핵전

하 차이를 안다. 

보어 모형을 이용하여 수소 원자의 선스펙트럼과 

에너지 준위를 정성적으로 설명한다. 이때는 학생

들이 분광기를 통해 선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경험

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어 모형을 사용하

여 여러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수소, 탄소, 산소 등 원자의 유효 핵전하의 

차이를 정성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④ 오비탈과 스핀 개념을 이해하고, 배타 원리, 훈

트 규칙, 쌓음 원리를 적용하여 다전자원자의 전자 

배치를 설명할 수 있다. 

전자가 원자핵 주위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인

다는 보어의 모형은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에 대

해서 잘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비탈을 이용하여 설

명하는 현대적 원자 모형을 도입한다. 오비탈과 스

핀의 개념을 이용하여 파울리의 배타 원리, 훈트 

규칙, 쌓음 원리 등을 설명함으로써 다전자원자의 

전자 배치를 이해하게 한다. 

유의사항 

보어 모형이나 유효 핵전하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

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정성적으로 이

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 입장에서는 불확정성원리를 물리II에서 학습하기 전에 양자역학

과 관련된 내용을 적잖게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수벨의 유의미학

습이론에 따르면 화학I에서의 보어 모델과 오비탈이 물리II에서 불확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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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배우는 데 있어 선행조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정성원리

를 학습함에 있어 화학I에서 학습한 양자역학 내용이 도움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학생이 교재 내용을 받아들여 학습하기 때문에 교재는 옳은 정보를 제

공해야 하지만(Johnston et al., 2007), 정민영과 최호명 (2012)은 물리II 

교과서에서 미시적 개념과 거시적 개념을 부적절하게 혼합하여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가 있어 양자역학 측정에서의 위치나 운동량 값에 

대한 설명에서 오개념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

과정 모두 ‘불확정성’ 단어 자체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양자역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고전역학에 익숙한 물리학자들이 양자

역학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듯이 학생들도 용어의 정의, 수식, 이론체계

에서 혼란을 겪는다(Johnston et al., 2007).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물리학

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고등학교에서의 불확정성

원리 교육에 관련된 상황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등학생

들은 불확정성원리 관련 평가에서 문제의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더라도 

개념적으로 옳게 학습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

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위와 관련된 상황 때문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3 불확정성원리의 인식론적 측면 

 

Heisenberg (1927)는 현실(양자역학)에서는 원자를 파괴하거나 변형

시킬 수 있으므로 현실(양자역학)에서는 고전역학에서의 결정론적인 면

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Rather, the difference between classical and quantum mechanics 

consists in this: classically, we can always assume the phas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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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been determined in a previous experiment. But in reality this is 

impossible, because every experiment to determine the phase would 

either destroy or modify the atom. (Heisenberg, 1927) 

 

Hermann (1997)이 저술한 하이젠베르크와 관련된 전기『하이젠베르

크』에서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원리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인식론적 

측면을 중요하게 여겼음이 나타난다. 다음은 이에 관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게오르기아 아우구스타 대학에서는 새로운 괴팅겐 물리학에 대해서 자

랑스러워했다. 하이젠베르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새 이론의 

물리학적 • 인식론적인 내용, 즉 운동학과 역학의 기본개념의 수정이었

다. (Hermann, 1997) 

 

1900년에 플랑크가 그의 양자과학의 문제로 인식한 문제는 이제 물리

학자 한 세대 전체의 연구 끝에 마침내 해명되었다. 물론 결과는 그때까

지의 ‘고전’ 물리학의 몇 가지 신성한 원리가 포기되어야만 하는 것이

었다. 이 원리 중의 하나는 라이프니츠(Leibniz)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연

속성의 원리, 즉 “자연은 비약을 하지 않는다”는 믿음이었고, 또 하나

는 그것과 연관된 모든 물리학적인 사건에 대한 결정성의 원리였다. ... 

현대 물리학은 라플라스의 조건이 원리상 더 이상 충족될 수 없기 때문

에 결정론이 아니다. 즉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Hermann, 1997) 

 

양자역학, 특히 불확정성원리에 관해서는 하이젠베르크를 포함한 물리

학자들이 고전역학적 결정론의 폐기 등의 인식론적 측면에 관해 중요하

게 생각했음을 고려해야 하며 양자역학 교육에 관련된 인식론적 측면 또

한 마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Olsen (2010)은 학생에게 불확정성원리 같은 양자 이론이 세계를 보

는 관점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제시하면 양자물리학의 개념을 더 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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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에게 관점 변화를 제시하기 앞서 고

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기술할 

필요가 있다. 

Kalkanis et al. (2003)는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양자역학 교육에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고전역학과 양자역학 간의 혼합이 인식론적인 장애를 

만들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세계관의 기본적인 생각을 교육과정 초기에 

도입해야 하며,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완전히 독립된 개념으로 근본적 

재구성을 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은 '측정'에 있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

을 가지고 있어도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관점의 변화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저 Heisenberg (1927)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쓰인 감마선 현미

경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곽성일, 2016; 김영민, 2016). 

고전역학은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히 알 수 있고 이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결정론적인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고등학교 

물리II 교과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고전 역학에서는 포환에 작용하는 힘과 포환의 초기 조건을 알면 포환

의 운동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포환의 초기 조건은 어떤 

특정한 순간에 측정한 포환의 위치와 속도를 의미한다. 측정의 정밀성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포환의 위치와 포환의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 라플라스(Laplace, Pierre Simon; 1749~1827)는“만

약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의 현재 상태를 모두 알고 있는 생물이 있다면, 

그 생물은 우주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

다.”라고 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래는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다는 결

정론적 세계관이 생겨났다. (천재교육 물리II, 285) 

 

양자역학에서는 위치를 정확히 알면 운동량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고전역학에서 다루던 결정론이 무너지게 된다(Liboff, 2003). 심지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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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슬릿 간섭 실험에서 직접적인 측정이 아닌 입자의 위치에 대한 정

보만 얻더라도 우주가 측정이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여 입자성이 나타난

다는 실험 결과와 해석(Dürr, Nonn, & Rempe, 1998; 김상욱, 2017)이 

있다. 최무영 (2008)은 양자역학에서 측정이 고전역학에서와 다르게 현

실에 영향을 끼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적 관점으로의 인

식론적 변화가 중요하다. 인식론적 측면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습자 내에서 고전역학적 세계관과 양자역학적 세계관 사이의 충돌로 

인해 불확정성원리를 겉으로만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대중 과학 

서적에서도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여전

히 물리II 교과서에 서술된 고전역학과 결정론에 매우 익숙해진 상태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을 처음 학습한 고

등학생의 입장에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어떤 인식론적 신념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지와 그 어려움의 원인 중 인식론적 신념이 포함

되어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2.4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인식론적 자원 

 

 최근 물리교육연구에서는 개념 학습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서 학생들

이 어떤 생각으로 물리 문제에 접근하는지를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살

펴보고 있다(Bing & Redish, 2009; Chari, Nguyen, Zollman, & Sayre, 

2017; Modir, 2017; Modir et al., 2017a, 2017b; Nguyen, Chari, & 

Sayre, 2016).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특정한 맥락이나 상황에서 의식적이

든 무의식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도구나 기술이 적절할지에 대한 

학생의 인식이나 판단이다(Bing & Redish, 2009).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수업 상황에서 학생이나 교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

보는 데 쓰이고 있기도 하다(이은주, 윤선미, 김희백, 2015; 하희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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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백, 2017; 하희수, 이영미, 김희백, 2018). 이 때, 학생의 행동과 시선, 

말을 주의깊게 관찰하면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결정하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Modir et al., 2017b). 이러한 단서를 통해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

해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고, 어떤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됐는지를 알아봄으로써 학생이 갖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알 수 있다(하희수, 김희백, 2017). 

물리교욱연구에서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특정 수업 상황에서 어떤 도구

와 기술이 적절할지에 관한 인식이나 판단으로 쓰였다(Bing & Redish, 

2009). Bing and Redish (2009)는 물리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계산, 물리적 대응, 권위에 호소, 수학적 정합성으로 나누어 

학생이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알아낼 수 있었고, 각각의 인식

론적 프레이밍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자원을 찾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것들이 어떤 공통적인 기본 구조를 

가진 넓은 범주에 속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공통적인 기본 구조를 가진 

넓은 영역의 범주를 인식론적 자원으로 언급한다(Bing & Redish, 2009). 

인식론적 자원은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찾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희수, 김희백, 2017). 현실에서는 개별적인 인식론적 자원이 관찰되기

보다는 여러 인식론적 자원이 중복되어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보게 된다(Elby & Hammer, 2010).  

Modir et al. (2017b)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적용하여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한 양자역학 문제풀이에 적용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 양자역학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2차원의 두 축으로 나누어 한 축은 

“Algorithmic – Conceptual” 축으로, 다른 한 축은 “Physics – Math” 축

으로 구성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론적 프레이밍

을 인식론적 자원들의 단순한 나열로 나타내도 좋지만 서로 다른 차원의 

인식론적 자원을 2차원 축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상황에서 활성화하는 

인식론적 자원의 두 축으로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관점과 논리성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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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관점을 한 축으로 설정한 이유는 불확정성원리의 인식론적 측면

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불확정성원리를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물리학사적

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Heisenberg, 1927, Hermann, 1997), 양자역학 

교육의 측면에서도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기에 앞서 양자역학적 관점으

로의 인식론적 변화가 중요하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다(Olsen, 2010; 

Kalkanis et al.,2003). 다른 한편, 선행연구(Bing & Redish, 2009)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계산, 물리적 대응, 혹은 수학적 정합성으로 인

식론적 프레이밍을 갖추기도 했지만 권위에 호소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

을 갖추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서 계산, 물리적 대응, 

또는 수학적 정합성은 학생들의 논리성을 나타내는 반면, 권위에 호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학생들이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할 때 논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설명의 논리성을 다른 

한 축으로 설정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관점은 불확정성원리의 이론적 배경과 불확정성

원리 관련 교육과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는데, 불확정성원리의 

이론적 발달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역학적 관점

으로 크게 나누고, 교육과정상 양자역학 내용을 학습하는 순서를 고려하

여 세부적으로 고전역학적 관점, 고전역학적 관점과 양자역학적 관점의 

중간 관점, 화학I에서 배운 양자역학적 관점, 물리II에서 배운 양자역학

적 관점으로 분류하였다. 

설명의 논리성은 Bing and Redish (2009)의 결과를 참조하여 교과서

나 교사의 권위로 불확정성원리의 결과나 규칙을 주장하거나 자신의 논

리 없이 단순하게 불확정성원리를 인정하고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 권위

에 의존으로, 불확정성원리 수식이나 물리적 의미를 자신의 언어로 논리

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 논리적 설명으로 분류하였다. 

즉, 불확정성원리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는 인식론적 자

원을 관점과 설명의 논리성의 두 축으로 구성하여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고등학생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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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과정 및 절차 

 

3.1 설문지 제작 과정 및 설문의 타당도 확보 노력 

 

3.1.1 예비설문지 구성 및 응답 반영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왜 어려워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비검사지를 제작하고 투입하였다. 

예비설문지 제작 시 설문의 목적은 세 가지로 ‘불확정성’ 단어 자체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본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아본다, 불확정성원리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을 알아본

다로 정했다. 

‘불확정성’ 용어의 뜻을 물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송이 (2014)에 

따르면 불확정성원리 교육에서 ‘불확정성’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는

다고 한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불확정성원리(Ozawa, 2003)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불확정성’ 의미를 제시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게 했다. 물

리II 교과서에서도 ‘불확정성’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만큼 단어 

자체에 대한 고등학생의 생각을 묻고자 했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Johnston et al. (2007)은 불확정성원리는 대학생도 배우기 어렵다고 보

고했다. 고등학생에게도 불확정성원리는 어려운 주제일 것이므로 고등학

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불확정성원리를 배우면서 어려웠던 점을 설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경호 (2007)는 물리 학습에서 교사의 수업과 학생의 학습에서 불일치

가 나타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봐

야 한다고 하였다. ‘불확정성’ 단어 자체의 뜻을 고등학생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과 불확정성원리 학습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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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학습 시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예비검사지는 물리II를 배운 고등학생 12명에게 투입되어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불확정성’ 용어에 관한 문항의 응답에서 학생마다 선택은 각기 달리

했고, 그에 대한 설명은 물리학적 설명에 가깝기보다는 물리I의 고전역

학과 화학I의 오비탈 개념, 물리II 불확정성원리 단원에서 배운 개념이 

혼재되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확정성원리의 물리학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등학생 입장에서 경험한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

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던 문항에서는 응

답량이 상당히 적었다. 따라서 알고 있는 것을 막연하게 묻기보다는 불

확정성원리 수식에 관한 문항과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으로 나누어 묻는 것이 응답을 얻는 데 있어 더 적절한 형태라

고 판단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묻는 문항의 몇 안 되는 응답 중

에는 학생이 양자역학에서의 물리량 측정에 있어 참값이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 일부는 불확정성원리가 중요한 이유에 관해 응답했는데 설문지

를 만들 때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론 등의 관점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

였다. 예비설문지의 응답을 바탕으로 불확정성원리 내용을 얼마나 아는

가를 알아보기에 앞서 ‘측정’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

하기 위해 양자역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을 알아볼 필

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에 대한 문항은 학생 각각 

다르게 응답하였고, 응답량이 적어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예비검사

지에 응답한 12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가 연구참여자로 참여하고, 더 

자세하게 기술된 응답을 얻을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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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본 설문지 구성 

 

예비설문지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문지 문항의 의도와 설문 내용

을 연구실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본 설문지를 다섯 문항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1번 문항은 양자역학의 ‘측정’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자원을 추

출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원자 속 전자의 위치 측정 상황을 제시

하여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전과 측정 시, 측정 후로 나누어 위치와 

운동량이 어떻게 될지를 답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전역학적이거나 양

자역학적으로 생각한 경우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본 설문지 전체 응답을 관통

하는 인식의 줄기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번 문항은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인식과 설명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했다.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고등학생 입장을 고려하여 예비설문지

와 비슷하게 ‘불확정성’ 용어와 Δ는 비슷한 의미로 간주하여 Ozawa 

(2003)가 분류한 불확정성 의미 세 가지를 제시한 후, 중복선택이 가능

함을 안내한 후 불확정성 용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3번 문항은 불확정성원리의 수식에 대한 이해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

했다. 예비설문지에서 불확정성원리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서술식으로 

구성했을 때 수식을 알고 있는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수식 적도록 한 

후, 자신이 알고 있는 불확정성원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쓰

도록 했다. 

4번 문항은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예비설문지에서 불확정성원리에 대해 

아는 것을 자유서술식으로 구성했을 때 저조했던 응답률을 감안하여 단

순하게 알고 있는 것을 묻기보다는 불확정성원리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중요성은 무엇인지에 관해 자유롭게 답할 수 있도록 했다. 



 

 30 

5번 문항은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운 점에 관한 문항은 예비검사

지와 동일하게 자유서술식으로 구성하였다.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

움은 개인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하여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였다. 충

분한 시간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한 양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설문지 문항의 의도와 설문 내용, 응답 형식을 표로 정리하면 표 

3-1과 같고, 실제로 사용한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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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문항 내용과 응답 형식 

문항

번호 

문항의 

의도 
설문 내용 

응답 

형식 

1 

불확정성

원리를 설

명하는 데 

기반이 되

는 인식론

적 자원 

추출 

원자 속 전자의 위치 측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선택해주세요. 

 

전자의 위치를 측정하기 전 전자의 위치 값은 (시

간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 알 수 없으며), 

 

위치를 측정하는 순간 (시간에 따라 정해졌던 위

치와 운동량 값이 측정되고 / 위치와 운동량 값 

모두 순간적으로 확정되고 / 위치와 운동량 중 하

나만 순간적으로 확정되고), 

 

위치 측정 후 (측정 순간의 위치와 운동량 값을 

유지하게 된다 / 측정 순간의 위치(또는 운동량) 

값 하나만 유지하게 된다 / 위치와 운동량 값 모

두를 알 수 없게 된다). 

 

선택 

후 

설명 

2 

‘불확정

성’ 용어

의 이해 

불확정성원리를 공부하면서 Δ에 해당하는 ‘불확정

성’이란 단어를 무엇이라 생각했나요? (중복선택 

가능)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면서 생긴 측정장비의 한

계 / 위치나 운동량의 측정 행위만으로도 나타나

는 자연에 내재된 오차와 교란 / 위치나 운동량 

값을 측정장비로 여러 번 측정하여 얻은 표준편차 

/ 기타 

 

선택 

후 

설명 

3 

불확정성

원리 수식 

이해와 해

석 

불확정성원리 수식을 알고 있다면 써주시고, 불확

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적어주세

요. 

자유

서술

식 

4 

불확정성

원리의 중

요성 인식 

불확정성원리가 왜 중요하며 양자역학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는 대로 적어주세요. 

자유

서술

식 

5 

불확정성

원리 학습 

시 어려운 

점 

불확정성원리가 어려웠던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세요. 

자유

서술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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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참여자 모집 및 자료 수집 

 

2018년 4월 연구참여자를 모집할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선생님

과 교감 선생님, 3학년 부장 선생님, 물리II 담당 선생님과 연구 계획

을 상의하고 허락을 구했다. 연구 수행에 관한 연구 목적, 연구 참여

자 선정 기준 및 인원,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 1인당 설문과 인터뷰 

시간, 횟수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직인 대장에 결재를 득한 후 기관장 

허락서를 받았다. 

2018년 7월에 연구자가 직접 네 개 반에 방문하여 지원자를 모집했

고, 홍보 과정에서 물리II 성적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을 공지하였다. 

지원자 표집을 사용하여 학부모와 함께 연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고

등학교 3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물리II는 다섯 개 반

(일부는 합반)에 개설되어 있었고 총 수강 인원은 대략 110명 정도였

다. 연구참여자는 총 18명(남 18명)으로 모두 2학년 때 물리I과 화학I

을 수강했으며, 3학년이 되어 정규수업으로 물리II를 수강하여 불확정

성원리 내용을 배운 학생 17명과 물리II를 수강하지 않았으나 물리에 

관심이 있어 교과서 등을 찾아 읽어봤던 학생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선행연구들(Ayene et al., 2011; Johnston et al., 

2007)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유사하였다. Ayene et al. (2011)은 학생 

총 38명 가운데 최대변량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인터뷰 할 학생 25명 

중 일부는 의도적으로, 나머지는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Johnston et al. 

(2007)은 대학생 33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를 진행하였다. 두 연구

는 질적 연구로서 연구법으로는 현상학을 사용하였는데, 현상학의 경

우 이질적으로 분류될 집단의 크기가 3~4명부터 10~15명까지로 다

양할 수 있다(Creswell, 2015). 집단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Ayene et 

al. (2011)은 학생 25명을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었고, Johnston et al. 

(2007)은 33명 가운데 16명을 다섯 범주로 나누었다. 

 불확정성원리 내용과 관련된 수업은 정규 물리 수업을 담당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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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교사가 일부 수업은 강의식으로, 일부 수업은 발표 수업으로 진행

했고 연구자는 수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연구참여자별 설문 응답 및 면담은 Ayene et al. (2011)의 연구를 

참조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를 따랐다. 빈 교실을 빌려 조용한 분

위기에서 진행했다. 녹음을 위해 설문지 작성 전 연구참여자의 허락을 

구했다. 소요시간은 총 40분으로 설문지를 약 20분 정도 작성한 직후 

면담을 연구자와 약 20분 정도 면담을 진행했다. 설문지 작성 시 이름

과 학번을 개인정보로 수집하여 설문지 작성과 인터뷰 시 동일 연구 

참여자임을 확인하고 인터뷰 일정 조율과 인터뷰 과정에서 이름 불러

주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내용 순서대로 진행하여 설문지를 쓰면서 들었던 생각을 듣

고 설문 내용에 관해 연구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되 설문지 외적

인 부분도 연구참여자가 자유롭게 말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발송

하였다. 

설문 및 면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식별정보는 코딩하는 과정에서 

익명화하여 사용한 후 폐기하였다. 설문지는 18장 모두 확보하여 

PDF 파일로 보관하였고, 면접 내용 녹음 파일은 중간에 오류가 생겨 

녹음이 반 정도만 되어 있는 파일을 제외하고 모든 대화 내용이 정상

적으로 녹음되었다. 설문지 내용과 녹음된 파일은 모두 엑셀 파일 형

태로 전사하였다. 녹음 파일은 전사한 이후 별도의 외장 저장 장치에 

저장하여 사용하다가 자료 분석이 끝난 후 삭제했다. 전사한 엑셀 파

일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가능한 영구 보관할 수 있는 

외장 저장 장치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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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자료 분석 

 

3.3.1 현상학 

 

학생들이 특정 주제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이해하

고 있는지,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정량 연구법보다

는 질적 연구법이 요구된다. 이해의 정도와 방법, 어려움을 알아내기 위

한 연구법으로는 질적 연구법 중 현상학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교육 연구에 현상학을 적용한 아이디어는 Marton and Booth (1997)

의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현상학은 학습자의 학습 경험을 질적 연구 

자료로 사용하여 문제 풀이 상황이나 수업 상황, 넓게는 세상을 보는 관

점을 어떻게 이해하며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

리고 이 연구 방법을 통해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더 성공적으로 학

습하는 이유를 알아낼 수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경

험을 기술하고 분석, 분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Creswell (2015)은 현상학적 연구를 “하나의 개념이나 현상에 대

한 여러 개인 체험의 공통적 의미 기술”로 정의한다. 그는 현상학이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속성을 모두 가진다는 점과 연구자 자신을 

괄호치기 하여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Marton and Booth (1997)은 서로 다른 학

생이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더라도 각자의 경험은 모두 다를 것이라고 

하면서 개인의 경험을 기술하고, 기술한 내용을 범주화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경험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다고 하였다. 현상

학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같은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면담을 포

함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현상학에 적합한 집

단 구성원의 수는 3~4명부터 10~15명까지 다양하며, 연구자는 자료

로부터 단일한 개념이나 아이디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주를 찾는다는 

특징을 지닌다(Creswell, 2015). 교육 연구에 현상학을 적용하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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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수의 질적으로 다른 범주의 기술로 학생의 경험, 개념화, 특정 현

상 이해의 방법을 기술할 수 있다(Ayene et al., 2011). 물리 교육 연

구에서 현상학을 적용하여 역학과 양자역학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

하고 있고, 무엇을 어려워했는지 알아낸 선행 연구가 다수 있다

(Ayene et al., 2011; Bowden et al., 1992; Johnston et al., 2007; 

Marton, 1986; Marton & Booth, 1997). 

이에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연구참여자 각각이 불확정성원리를 

접했고 불확정성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려는 경험이 공통적이었다고 

판단하여 현상학이 자료 분석 방법으로써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자료

원으로는 작성된 설문지, 면담 내용, 면담 과정에서 그린 그림을 사용

하여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었는

지에 관한 경험을 끌어냈다.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학생의 경험에 초

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인식했으며, 불확정성원

리를 어떤 측면에서 어려워하는지 알아보았다.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

는 데 기반이 되는 생각을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이용하여 분류하고, 

용어와 수식, 중요성, 어려움에 관해 살펴보았다. 

 

3.3.2 질적 연구에서의 타당도 확보 노력 

 

자료 사이를 여러 차례 오가며 반복해 읽으면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 노력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 확인 과정을 통해 연구자의 해

석이 연구참여자의 견해와 같은지 수시로 확인하였다. 또한, 현상학의 

특성상 자료 분석 과정에서는 괄호 치기를 통해 연구자 개인의 경험에 

의한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했다. 연구자의 주관이 뚜

렷하면 타당도가 떨어지므로 판단중지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런 특

징 때문에 현상학은 질적 연구법 중에서 비교적 객관성이 있는 편이다. 

현상학은 같은 경험을 공통적으로 한 연구참여자가 무엇을 어떻게 경

험했는지에 관한 탐색을 최종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Creswel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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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자료 분석 대상 

 

중도탈락자나 불성실한 응답인 설문지는 없었고 모든 설문지 응답과 

정상적으로 녹음된 파일의 전사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녹음 

파일 18개 중 1개(S14)만 설문지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10분 정도 

분량만 녹음 오류로 인해 손실되었다. 연구참여자 S14는 설문 문항 4

번과 5번의 응답을 매우 자세히 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과정에

는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이해의 정도는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 대

조하며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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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4.1.1 불확정성원리 관련 인식론적 프레이밍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와 면접 전사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

고,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설문지 내용보다는 면담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구성하는 

인식론적 자원은 관점(고전역학 ↔ 양자역학)과 설명의 논리성(권위에 

의존 ↔ 논리적 설명)이다. 각 인식론적 자원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놓

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 연구참여자가 어떤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

추고 있는지 분류하면 그림 4-1과 같다. 각 좌표는 각 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의 활성화 정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은 물리I 기반 고전역학, 변

형된 고전역학, 화학I 기반 양자역학(확률), 물리II 기반 양자역학(상보

성), 물리II 기반 양자역학(감마선 현미경) 순으로 나눌 수 있었다. 개정 

교육과정 물리I은 뉴턴역학과 상대론이, 화학I에서는 오비탈과 확률 개념

이 수록되어 있고, 물리II에서는 불확정성원리가 한 단원으로 배치되어 

있다. 물리II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진 연구참여자의 수가 반 이상인 점과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는 데 상보성을 이용하면 어려울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보성과 감마선 현미경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

누었고, 물리II 교육과정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다루는 감

마선 현미경을 조금 더 양자역학적인 관점으로 축 상에 배치하였다. 학

생 입장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양자역학을 배우는 순서상 화학I에서의 확

률을 이용한 관점을 배운 후, 물리II에서 감마선 현미경 사고실험을 입자

-파동 이중성보다 나중에 배우기 때문이다. 또한, 물리II 불확정성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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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이기 때문이기

도 하다. 가로축에 해당하는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점의 출현 빈도수는 표 4-1과 같다. 

세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은 설명의 논리성이다. 이론적 배경

에서 소개했듯이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학생이 어떤 생각으로 물리 문제

에 접근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다. 설문지 작성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

지만 면담 과정에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연구참여자마다 

설명의 논리성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떤 연구참여자는 책에 있

는 내용을 그대로 말할 뿐이라고 하지만, 어떤 연구참여자는 학습 후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활성화된 가로축의 인식론적 자원은 다를지라도 설명의 논리성을 통해 

불확정성원리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인

식론적 자원의 세로축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1. 불확정성원리 설명에서 나타난 인식론적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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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론적 자원을 구성함에 있어 연구참여자가 특정 용어를 한 번 사용

했다고 하여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와 면담 내용을 통해 각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큰 줄기가 되는 인식론적 자원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표 4-1. 불확정성원리 설명에 있어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인 관

점의 가로축)의 세부 내용과 출현 빈도수 

관점 세부 내용 주 보조 

물리I 기반 

고전역학 

(C-1) 고전적 궤도 또는 관성 법칙 2 5 

(C-2) 측정 후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

린 시간 문제 
- 2 

변형된 

고전역학 

전자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또는 고전적 궤도

를 따르되 불규칙적인 움직임 
6 3 

화학I 기반 

양자역학 
전자구름모형 또는 확률 5 8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P-1)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 4 3 

(P-2) 감마선 현미경 8 3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어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는 고전적 궤도나 관성 법칙을 주로 언급하

며 물리I에서 다루는 뉴턴 법칙에 따라 전자가 시간에 따라 정해진 궤도 

위의 위치를 가진다는 생각이나 양자역학을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

적이었다. 다음은 고전적 궤도 또는 관성법칙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

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15: 이건 아닌… 순수 이걸 보고 한 건데  

연구자: 아. 얘만 보고. 

S15: 정해져 있긴 한데  

연구자: 시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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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 시간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 하나는 확

정할 수 있지만 하나가 불확정적이 되고 측정하기 전에는 정해

져 있는데 알 수가 없죠. 

연구자: 아.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기 전에도 시간에 따라 (전자

가) 정해진 위치를 잘 따르고 있었는데 

S15: 네. 

연구자: 내가 측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몰랐을 뿐. 이런 뜻

이에요? 

S15: 네. 거기에 가까워요.  

연구자: 아. 그러면 위치가 딱 정해졌다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

고 핵이 이렇게 있는데 전자가 딱 정해진 이런 위치? 궤도를 뭐

… 시간에 따라 이 때, 이 때, 이 때 뭐 있긴 있었다. 

S15: 있는데. 있는데 측정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고 측정하는 

순간에 하나를 자기가, 측정자가 확인해서 정할 수 있을 뿐 어

디 나머지 하나 위치랑 운동량 중에 하나는 특정한 범위로만 알 

수 있고 특정을 할 수가 없어요. 측정하는 순간. 

 

또는 아래와 같은 그림처럼 전자가 움직인다고 인식하였다. 

 

 

그림 4-2. S11이 생각한 전자 궤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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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후 빛이 눈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으로 인한 문제는 불확정성원

리 설명을 위한 보조 내용으로만 쓰였는데, 이는 물리I에서 상대론 교육

이 강화되면서 광속의 유한함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측정 후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 문제가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어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쓴 것 같은데… 

S16: 그러니까 그게 뭐 여기가 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측

정값이라고 하면은… 그럼 이런 잘…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

요.  

연구자: 음. 있다고 쳐요. 시간에 따른 위치. 

S16: 네  

연구자: 요 축이 위치. 

S16: 위치라 하면은 저희가 측정을 이 순간 때에 측정을 했는

데 실시간으로 아주 짧은 순간마저도 그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것의 수치는 이미 과거 시점이었

던 것 같아요. 

 

그림 4-3. S16이 생각한 시간에 따른 전자의 위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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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고전역학 관점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뉴턴

법칙을 따르면서 움직이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궤도운동을 하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한다. 물

리I에서 배운 고전역학뿐 아니라 학생이 살아오면서 일상적으로 경험했

던 것들을 양자역학 단원을 공부하면서 놓지 못하고 화학I에서 다루는 

내용인 전자구름모형이나 확률 개념을 섞어 전자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은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

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1: 측정하는 순간 움직이는 걸 운동량을 파악해도 위치는 정

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구자: 정해진 대로 이게 선 따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어딨

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순간 위치를 딱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얘

가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S01: 네.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동해야 하는 건 아니까 보이니까 

측정할 수 있으니까 둘 중 하나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  

연구자: 이동하는 게 보이니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S01: 그… 아니, 측정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 걸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어느 지점에서 분포돼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운동량 혹은 위치 값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구자: 대략적인 

S01: 네 

 

화학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학생은 고

전역학을 언급하지 않고 전자구름모형이나 확률 개념만으로 불확정성원

리를 설명한다. 상당한 수의 연구참여자에게 화학I 기반 양자역학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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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로 또는 보조로 사용되었다. 다음은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12: 오비탈 개념이  

연구자: 오비탈 개념이 들어왔고 

S12: 네 

연구자: 그 때 들은 게 확률적으로만 안다니까 

S12: 네  

연구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파동성으로 인해(응답 보고 읽

음). 파동성으로 인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S12: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 게… 그러니까 약간… 

파동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동이 약간 그 위치가 약간… 

이게 원래 위치라고만 써야 하는데 운동량은 제가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연구자: 이걸로(보충 설명 자료). 위치로. 

S12: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파동인 거… 그 약간…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자: 파동이니까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12: 네.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을 설명할 수가 없… 약간 파

동성 같은데  

 

물리II 기반의 양자역학적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학생은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 감마선 현미경과 같이 교육과정에서 불

확정성원리를 설명하고자 집중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학습하여 불확정성

원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했다. 다음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 입

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

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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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파동성으로 인해(응답 보고 읽

음). 파동성으로 인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S07: 이게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때 한 게… 그러니까 약간… 

파동성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파동이 약간 그 위치가 약간… 

이게 원래 위치라고만 써야 하는데 운동량은 제가 생각을 잘 못

했는데…  

연구자: 이걸로(보충 설명 자료). 위치로. 

S07: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파동인 거… 그 약간… 위치를 

설명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연구자: 파동이니까 위치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S07: 네.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을 설명할 수가 없… 약간 파

동성 같은데  

연구자: 파동으로는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07: 네 

 

다음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 감마선 현미경이 인식론적 자원

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그래서 측정 순간에 내가 만약에 위치를 보고 싶다고 

딱 치면은... 그러면은 내가 위치를 보고 싶었는데 그 순간에 위

치나 운동량이 둘 다 탁 정해진다. 

S10: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 순간이란 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연구자: 네 

S10: 이게 완전히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연구자: 네. 보는 게 아니라. 

S10: 그러니까 뭐랄까. 그… 빛이 이렇게 만약에 현미경이 있으

면 그걸 딱 보면은 빛이 갈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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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현미경이라 함은… 그… 어떤 현미경을 얘기죠? 

S10: 전자를 볼 수 있는  

연구자: 전자를 볼 수 있는 현… 아. 그런 장비가 있다고 치면 

S10: 장비가 있다고 치면은 그렇게 상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

게 딱 빛이 이렇게 가가지고 딱 전자에 닿는 순간을 생각을 했

거든요. 측정 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딱…  

연구자: 빛이 전자에 닿는 순간. 

S10: 네 

연구자: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라든가 그런 데 나오는 그 그림 

말하는 거죠? 

S10: 네 

연구자: 그… 그… 뭐야. 무슨 뭐…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와서 그 다음 튕기는 그 그림 말하는 거죠? 이거. 

S10: 네. 딱 그런데 딱 닿는 순간을 생각했어요.  

연구자: 이이이. 이 그림. 이 그림. 

S10: 네. 근데 딱 닿는 순간을 생각했어요. 

 

그림 4-4. S10이 생각한 감마선 현미경 모형 

 

 

모든 연구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4-1의 가로축

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이 둘 이상이 주로 또는 보조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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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활성화됐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2에는 연구참여자별 문항1 정답 

여부와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떤 인식론적 자원인 관점이 

주로 또는 보조로 활성화됐는지 나타냈다. 이 표는 각 연구참여자가 주

로 활성화한 관점을 기준으로 하여 대각 성분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배치

했다. 불확정성원리를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으로 설명하는 학생이라

도 상당수가 변형된 고전역학이나 화학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을 함께 

가지고 와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고 있었다. 물리I 기반 고전역학이나 

변형된 고전역학, 화학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주로 

설명하는 연구참여자에게는 물리II 기반 양자역학이나 논리적 관계 인식

론적 자원이 거의 활성화되지 않고 있었고,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으

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연구참여자는 문항1 응답이 오답이었다.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나타낸 

그림 4-1의 세로축은 논리적 설명 – 권위에 의존 축인 인식론적 자원이

다. 논리적 설명은 물리II 교육과정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 

생각을 불확정성원리를 이용해 측정 과정을 나름의 논리로 설명하는 경

우에 해당한다. 다음은 나름의 논리적 설명을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

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4: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나 운동량을 안다는 건 그… 이미 

그걸 측정한 거잖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안다… 안다는 게 어떤 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   

S04: 예를 들어갖고 시간에 따라 값이 다다다다 나오는 것… 

그런 거는 그… 전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건데… 음… 그게 그… 

예측을 한다는 건 처음에 전자가 원래 어딨는지를 알아야 하잖

아요. 그럼 또 그걸 측정해야 할텐테 그걸 측정하려면 그러니까 

모순 아니에요?  

연구자: 아. 앞뒤가 안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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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4: 네.  

연구자: 근데, 뉴턴역학, 고전역학 때는 이거 뭐 과거 것 알고, 

지금 것도 다 알잖아요. 

S04: 그거는 어떤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가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양자역학의 가정이 뭔가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S04: 예 

… 중략 … 

 

연구자: 그럼 측정을 딱 해 버렸어. 그럼 두 값 모두 알 수 없

게 된다. 왜요? 

S04: 어… 아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파장이 짧은 빛을 써서 하

면 그 운동량의 불확실도가 커지잖아요.  

연구자: 응 

S04: 어… 만약 어… 그렇게 되면은 운동량이 그렇게… 운동량

의 변화량이 작을수도 있고 엄청 클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위

치를 다시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연구자: 아… 그… 그 측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걔가 어디론가 

튀어버릴 거니까 

 

권위에 의존은 측정 과정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이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의심 없이 다시 말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

은 권위에 의존을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한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6: 음… 조금만 정리를 해 볼게요…  

연구자: 뭐가 작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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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6: 전자 자체가 작은 거죠.  

연구자: 전자가 너무 작은 거라서? 

S06: 너무 작아서  

연구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가 아니라. 

S06: 네  

연구자: 되게 작은 세계의 것이라서 이런 말이에요? 

S06: 네. 뭔가 책…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화학 시간에 오비탈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오비탈

은 위치를 나타낸 거지, 이 전자의 운동량을… 운동하는 상태를 

알 수 없다라고  

연구자: 운동 상태를 알 수 없다. 위치를 어떻게, 어떤 모양이 

된 거죠? 구름 모양 오비탈 이런 게 있는 건데 

S06: 네 (흐흐)  

연구자: 운동량은 거기서는 알 수 없는 것 같고. 

S06: 네  

연구자: 위치의 어떤 점을 아는 것 같아요? 

S06: 위치의 어떤 점이요?  

연구자: 위치의 어떤 성질을 거기다가 그려놓은 것 같은 생각이

에요? 일단 알려면 안다 이거잖아요. 지금. 대신에 운동량은 모

른다. 

S06: 네.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을 조사했을 때 전자가 있

으면 그냥 거기 있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웃음) 그냥 그 자리

에 있다. 

연구자: 그 자리에 있다? 

S06: 어! 있었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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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다 그렇죠. (웃음) 그 이유는 자연적이기 때문이다(마저 

보고 읽음). 뭐가 자연적인 거지? 

S06: 어쩌면 오차가 이렇게 불확…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게 당

연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연구자: 교과서의 권위? 

S06: 네?  

연구자: 교과서에 써있으면 그냥 맞는 것이다. 그런… 

S06: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런 건가?...  

연구자: 이해할 수 없어서 아직 좀 덜 알아낸 것 같아서? 

S06: 네 

연구자: 그래서 책에 써놓은 것 같으니까 선택한 보기가 ②번 

보기? 

S06: 네  

 

일부 연구참여자는 측정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여 말하면서도 일정 부

분은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두 설명 방식의 정도에 따라 논

리성이 활성화된 정도를 그림 4-1의 세로축 중간에 배치하였다. 

그림 4-1과 표4-1, 표 4-2를 종합하면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집단

을 크게 세 개로 분류할 수 있다. 물리II 기반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 집단은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화학I 기반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집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교육

과정이 원하는 수준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

자역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도 권위에 의존하여 설명하는 연구참여자 

집단은 겉으로는 교육과정이 원하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이

겠지만 실상은 자신의 의견 없이 답을 맞히는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고

전역학이나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만으로는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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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확정성원리 학습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위에 의존하거나 

고전역학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왜 배우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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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연구참여자별 문항1 정답 여부와 활성화된 주/보조 인식론

적 자원 

연구참여자 

문항1 

정답 

여부 

고전역학 
변형된 

고전역학 

화학I 기반 

양자역학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C-1 C-2   P-1 P-2 

S11 x o △ △ △   

S16 x  △ o    

S01 x △  o △   

S06 o   o o  △ 

S08 o   o o   

S17 o   o o   

S12 x △  o o △  

S09 o    o △  

S02 o    △ o △ 

S07 o    △ o △ 

S15 x o   △ o o 

S18 x △    o o 

S03 o     △ o 

S10 o   △   o 

S13 o    △  o 

S14 x △  △ △  o 

S05 o △     o 

S04 o    △  o 

주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 o, 보조로 활성화된 인식론적 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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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상 유의할 점이 있다. 지원자 표집의 특성상 무작위 표집과 비교

하면 연구참여자 집단이 더 지성적인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Rosnow & Rosenthal, 1997). 이 경향을 고려하여 표 4-1과 표 4-2를 

함께 보면 불확정성원리 단원이 교육과정에 할당된 차시가 비교적 적음

에도 고전역학보다 이해가 쉽지 않은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인식론적 관

점으로 설명하는 연구참여자가 절반 정도 된다고 해석해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1.2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이해 

 

고등학교 물리II뿐 아니라 대학교 과정의 현대물리학에서도 불확정성

이 정확히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불확정

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보았다. Ozawa (2003)가 분류한 불확정성

에 따라 학생이 불확정성의 의미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설명할 것으

로 기대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설문의 의도대로 응답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가 인식한 불확정성에 관해 설문지 응답과 면접 내용을 살펴보고 

분류해본 결과 학술적인 분류와는 거의 무관하게 측정 시 참값이 있다는 

인식 여부와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을 조합하여 표 

4-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 다음은 양자역학 측정에서 참값이 있다

고 생각하는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연구자: 공부하면서 요거. 델타에 해당하는. 안 물어보시길래 델

타라는 걸 알고 계시는구나… 

S18: 아. 델타였구나. (웃음) 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연구자: 그러니까 안 물어보셔서 난 아는가 했죠. 

S18: 아 

연구자: 수학에서 델타 그거거든요. 어쨌든 변화량 이런 의미이

고, 여기 물리에서는 불확정성원리의 불확정성이란 뜻인데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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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이걸로 받아들이셨을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델타였으면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S18: 델타였으면 이제 그냥 뭐… 참값이 존재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거.  

연구자: 아. 만약에 델타였으면. 그러면 지금 그 윗줄의 것은 불

확정성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를 계속 생각한 거구나. 

S18: 어. 네.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그림 4-5. S18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표 4-3에서 실험적(측정)으로 설명하는 집단은 관측 행위 자체 또는 

사람의 한계, 빛을 이용하더라도 측정 순간은 Δ=0, 전자 추적 기술 부족, 

실험 상황의 완벽한 통제 불가능을 언급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집단은 양자역학 가정 상 불가능하다거나 위치-

운동량 관계, 파동성과 입자성이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 미시세계와 거

시세계 간 이론적 모순을 언급하였고 일부는 책 내용을 그대로 믿고 반

복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이론적으로 불확정성이 나타난다고 

하는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7: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그… 그러니까 파동은… 그러니

까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



 

 54 

치가 딱 정해지잖아요. 위치의 불확실도가 줄어든… 그러니까 

측정을 하면은 위치의 불확실도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연구자: 음 

S07: 그런데 만약 파동 이렇게 줄어들면은, 그 파동 그 줄어든 

부분에서의 그 파장하고 그 진동수가 있는데 그거 그 좁은 파동 

거기 부분에서는 그걸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파동하고… 파장하

고 그… 거를.  

연구자: 네네 

S07: 근데 그 파장하고 진동수를 알아야 그 파동 자체의 운동

량 그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속력을.  

연구자: 어어 

S07: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

면은 위치가… 위치의 불확실도가 줄어들면 운동량이 불확실도

가 올라가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한 값은 알 수가 없다죠. 

연구자: 아.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된다. 그

럼 전하고 후하고 이 둘을 생각을 연결짓는 생각이… 개념이 전

자가 파동이라는 데에서 다 모든 게 

S07: 네. 일단 설명해서는. 

연구자:  동그라미도 치게 되고. 

S07: 예. 일단 설명함으로서는. 이제. 

연구자: 아. 그러니까 모든 걸 파동으로 보려고 하는 거구나. 여

기서는 

S07: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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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불확정성의 의미에 대한 설명과 이해 

유형 

연구참여자 양자역학 측정에서 

참값이 있다는 인식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의 설명 방식 

참값 존재함 
실험적 (측정) 

S10, S11, S12, S13, 

S14, S15, S18 

책 내용 단순 반복 S16 

혼합 

실험적 (측정) S01 

이론적 S08 

책 내용 단순 반복 S05, S09 

참값 존재하지 않음 

실험적 (측정) S02, S06, S17 

이론적 S04, S07 

책 내용 단순 반복 S03 

 

대학생에게도 불확정성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불확정성원

리를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다(박송이, 2014). 불확정성의 의미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이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불확정성의 의미

를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고등학교 물리II에서도 불

확정성의 양자역학적인 의미를 한 번 정도는 언급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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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연구참여자에게 불확정성원리 수식을 기억해서 쓸 수 있는지 알아보았

고, 수식을 모르더라도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내용을 쓰거나 

설명하게 한 결과를 표 4-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4-4.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유형 
연구참여자 

수식 쓰기 위치-운동량 관계 설명 

O 
O 

S04, S07, S18, 

S12, S13, S15 

△ S14 

△ O S03, S09 

X 

O S02, S05, S06 

△ S10, S17 

X S01, S08, S11, S16 

O: 정답  △: 부분 정답  X: 오답 

 

수식 쓰기에서 정답이거나 부분적으로 정답인 연구참여자는 대략 반 

정도였고, 이들은 대부분 미시세계에서의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수식 쓰기에서 부분 정답으로 분류된 수식을 불완전하게나마 아

는 학생은 적어도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었다. 

수식 쓰기에서 오답으로 분류된 수식을 모르는 연구참여자의 반 이상은 

불완전하거나 완전하게 운동량-위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었다. 다음은 

수식은 모르지만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의 설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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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어쨌든 수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두고… 그러면 

이 불확정성원리에 관해 알고 있는 거는… 어떠한 전자…(3번 

설명 보고 읽음) 그럼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서 알고 있게 된 계

기는 어떤 거예요? 어디서 본 건지, 수업에 들은 걸 기억한 건

지… 

S02: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어… 초등학교 5, 6학년 때 즈음 

연구자: 어. 그 때 즈음. 

S02: 그 때 즈음에 그냥 대략적으로만 알았어요. 그 때는 운동

량이라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위치하고 속력 이렇게 봤을 

때, 한 가지를 볼라 할수록 나머지 하나가 안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배우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연구자: 그 다음에 어디서요? 

S02: 그냥. 그 이후에 중학교 때 발표 때 그런 거 찾아보거나 

이러기도 했고. 

연구자: 그 때도 그걸 하셨구나. 

S02: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같은 반 애가 발표한 것도 있고. 그

랬어요.  

연구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을 수업 시간에 처음 보신 건 아니

거네요. 

S02: 네. 그 이전에 보기는 봤어요.  

연구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구나. 

S02: 그래가지고 수식이나 이런 건 몰라요. 그냥 글로 써져 있

는 것만 봐서.  

연구자: 그 때 많이 듣고 보고 한 내용이 요런 거니까 이렇게 

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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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S02의 불확정성원리 위치-운동량 관계 설명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미시세계에서 위치와 운동량 간 관계는 수식을 

알면 더 좋겠지만 수식을 모르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4.1.4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불확정성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에 관해 자유롭게 응답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은 표 4-5와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연구참

여자는 크게 5개 군집으로 묶을 수 있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

어 기본적인 내용이자 규칙으로 인식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고, 미시세계

에서 물리학적 관점 변화나 원자모형 발달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

은 그보다는 적었다. 연구참여자의 다수가 양자역학 학습에서 중요한 내

용으로 인식할 뿐, 어떤 점이 중요해서 배워야 하는지는 연결하지 못한

다고 판단된다. 중요성을 모르겠다는 연구참여자 중 세 명은 중요성을 

전혀 모르겠다고 하였고, 두 명은 적용할 곳을 모르겠다고 하였다. 이에 

중요성을 모르거나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자 규

칙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중요성 인식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고, 미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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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물리학적 관점의 변화로 인식하거나 원자 모형 발달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학생은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5. 양자역학 이론 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관한 인

식 

유형 연구참여자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자 규칙 

S01, S05, S11, 

S16, S17 
S10, S13, 

S14, S15 
미시세계에서 물리학적 관점의 변화 S02, S07, S18 

물리량 측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률 개념 도입으로 원자모형 발달 
S04 

중요성 모르겠음 S08, S09, S12, S03, S06 

 

다음은 서로 다른 유형으로 인식하는 연구참여자 세 명의 설명이다. 

 

연구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응답 읽기 시

작함) 전자의 상보성을 수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아. 이 이전에는 못했으

니까? 

S07: 예. 약간 좀 특이한.. 비슷하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 증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학은 수식으로 하면 약간 확실하잖아요. 

이게 약간. 

연구자: 네. 네. 

S07: 에… 숫자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딱 정확한 그거를 보여

주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의의가 있다라고.  

연구자: 아. 불확정성원리가 뭔가 전자가 꼭 아니더라도 상보성이라는 

거를 증명해준 거라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S07: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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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이 말씀이신 거죠? 

S07: 네 

연구자: 그 다음 (마저 읽음)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에서 이건… (글씨 

못 알아봄) 

S07: 측정(읽어줌) 

연구자: 측정에 있어서 (또 글씨 못 알아봄) 

S07: 차이점을 

연구자: 있어서의? 

S07: 있어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연구자: 있어서의 차이점을 명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요? 

S07: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이제 거시적인 시점이니까 약간… 그… 예

를 들면 그… 막… 운동량하고 막 위치하고 이런 걸 정확히 알 수가 있

잖아요 

연구자: 네 

S07: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 워낙 미시적인 세계고, 그걸 또 미시

적인 세계에서는 파동성하고 입자성이 또 동시에 존재하다 보니까 위치

하고 운동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예. 그걸 측

정하기가… 어느 한 값을 정하면 나머지 한 값이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연구자: 제대로 보여준. 

S07: 예 

연구자: 그러니까 두 역학 사이에서 

S07: 네 

연구자: 큰 차이점이라 하는 게 불확정성원리이고 

S07: 예. 약간. 

연구자: 그런 것 때문에 측정이라는 것을 

네. 그래서 예. 측정을. 

연구자: 다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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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7: 네. 네. 

연구자: 아. 그렇게 해서 이게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

각하신 거죠? 아. 이렇게 쓴 사람 또 처음이야. 

S07: 캬 (본인이 감탄함) 

연구자: 아. 그렇구나. 

 

 

그림 4-7. S16의 불확정성원리 중요성 인식 

 

 

그림 4-8. S04의 불확정성원리 중요성 인식 

 

세부 연구 문제 간 내용을 맞추어보면서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연구문제1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학

생 각각이 인식하는 불확정성은 측정 상황에서 측정된 값이 고전역학과 

비슷하게 참값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리II 기반의 개념으

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학생조차 불확정성을 양자역학적으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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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4.1.5 연구문제1 종합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표현한 그림 4-1에 세부 연구문제에서 얻은 결

과를 종합하여 표현해 보았다. 

 

 

그림 4-9.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다섯 측면이 고려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

하는 데 있어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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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또는 보조로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대략 종합하여 헤아

려 보면 물리II 기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전체 

18명 중 7명(39%), 화학I 기반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참

여자는 5명(27%), 고전역학 기반의 인식론적 프레이밍이 활성화된 연구

참여자는 6명(33%)이었다. 

세부 연구문제 종합을 위해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여러 측면 가운데 총 

다섯 측면을 고려하였다. 다섯 가지 측면은 각각 문항1 정답 여부, 양자

역학적 관점의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면서 고전역학적 관점의 인식론

적 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 양자역학에서 측정 시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 불확정성원리의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인식 수준이다. 문항1이 정답인 경

우 만족으로 처리했고, 화학I이든 물리II든 관계 없이 양자역학 관점이 

주된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면서 물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의 인식

론적 자원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만족으로 처리했다. 양자역학에서 측

정 시 참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에만 만족으로 처리했고, 불확

정성원리의 위치-운동량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만족으로 처리했

다.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인식 중 ‘미시세계에서 물리학적 관점의 변

화’나 ‘물리량 측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률 개념 도입으로 원자모형 

발달’로 인식한 경우 만족으로 처리하였다. 

5항목 모두 만족한 경우 파란색, 4항목 만족한 경우 녹색, 3항목 만족

한 경우 노랑, 2항목 만족한 경우 주황, 1항목 만족한 경우 빨강, 만족 

항목이 없는 경우 하양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그림 4-1의 인식론적 프

레이밍에 적용하면 그림 4-9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설명의 논리성과 관계 없이 물리I 기반의 고전역학적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경우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다섯 가지 항목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양자역학적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

화됨과 동시에 높은 수준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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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연구자가 보고자 했던 불확정성원리 인식의 모든 측면을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화학I 기반의 확률 관점이 인식론적 자

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의 경우 양자역학적 관점으로 불확정성원리

를 바라보고 있더라도 불확정성원리의 이해 수준이 낮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결과를 조합해서 바라보았다. 불확정성원리를 왜 배

우는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화학I 기반 관점으로 설명하기를 선호

하는 경향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문항1 정답률은 높은데 측정 과정

에서 참값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답은 맞히더라도 양자역학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

으로 보인다. 불확정성원리가 양자역학의 기본 규칙이라고만 인식하는 

학생은 문항1 정답자가 5명 중 1명뿐이다. 이들은 고전적이거나 변형된 

고전역학 기반으로 생각하거나 설명의 논리적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인지 정답을 맞히지 못한 4명은 측정에서 참값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9만 보면 세 명이 불확정성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중요성 인식 측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확정성원리가 

원자모형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는 S04 한 명뿐이었다. 

이 학생은 물리II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감마선 현미경과 설명의 논

리적 관계 모두를 언급하였다. 설문지와 전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

더라도 S04만이 불확정성원리를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언어로 바르게 

설명하였다.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불확정성원리를 잘 학습하기 위해

서는 물리II 기반의 양자역학 관점을 가지고 논리적 설명을 할 줄 알아

야 한다고 판단된다. Fig 1로 나타낸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이용하면 물

리II 양자역학 관점 중 감마선 현미경으로 설명하는 관점의 인식론적 자

원이 활성화되고, 논리성 차원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인식론적 자원에서 

측정에 관해 스스로 생각해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불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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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리를 잘 학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불확정성원리를 배운 이후 원자모형 발달을 배우게 된다. 따라서 물리II

를 스스로 학습하지 않는 한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불확정성원

리를 배웠다고 하여 원자모형까지 생각해내는 일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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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아보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가 불확정성원리를 언제 처음 들어봤는지 면담 과정에서 물어보았

다. 18명 중 11명이 중학교 때 처음 들어보았다고 응답했고, 4명은 고등

학교 때, 1명은 초등학교 때라고 말했으며, 2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불확

정성원리를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인 물리II에서 다루더라도 본 연구의 연

구참여자 집단은 반 이상이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이전에 불확정성원리에 

관련된 내용을 책이나 다큐멘터리, 학교 수업 시간 중 친구들의 발표 등

을 통해 불확정성원리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일부 학생은 중학

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내용이 궁금해져서 스스로 찾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습자의 학습 배경은 서로 다르지만 물리II를 선택한 학생들

은 전반적으로 양자역학에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

과는 지원자 표집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학습 시 어려움을 분석한 선행연구(Lee & An, 

2016; Lee & Ha, 2011; 이승희, 2006; 이진석, 2008) 같이 한 학생이 

가진 어려움은 여러 차원에서 나타난다. 

설문지 문항 5의 응답과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웠음이 드러난다. 표 4-6은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의 불확정성

원리 학습 시 어려움을 추출하여 범주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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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 

어려움의 원인 유형 빈도수 

내용 
양자역학 개념 자체 6 

12 
불확정성원리 수식 6 

맥락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6 

10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 4 

인식론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움 12 

응용 
일상과의 괴리 7 

14 
응용 사례를 알 수 없음 7 

기타 기타 2 

 

4.2.1 내용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내용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는 양자역학 개념 자체에 의한 어려움과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의한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다. 양자역학 개념 자

체에 의한 어려움으로 분류된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표 4-7과 같다. 

 

표 4-7. 양자역학 개념 자체가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1 

설문지: 그림과 그래프 등을 통해 배워온 전자가 눈에 보

이지 않음에도 어디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만 그렇지 않을 수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함과, 표

현 그 자체로도 어려웠다. 있다, 없다가 불분명하고 확률적

으로 나타내기도 어려움이 매우 불확정성원리를 어렵게 했

다. 

S01: 맨 처음에 배울 때 궤도 대충 그려가지고 전자가 이

동하는 것도 배우고 막 그래서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업을…듣... 그러니까 전

부터 수업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전자의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구름… 전자구름이라 표현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부터 되게 어려웠어요.  

연구자: 구름 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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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1: 오비탈 
… 
연구자: 화학은 1 때 들었는데 여전히… 구름이 딱 그려져

요? 뭔지? 느낌이? 

 

S01: 그거는… 그림으로 배우다 보니까 구름은 딱 그려지

긴 해요. 근데,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S08 설문지: 내용을 모르겠다. 내용의 요점을 모르겠다. 

S12 

S12: 딱… 말씀 하시자마자 이해를 바로…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그냥 왜그러지 하고 생각. 계속 생각하다가 샘도 저

희가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더 계속 쉽게 설명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해는 조금 됐는데 바로 완전 쉽게 이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S13 

S13: 그러니까… 그런데… 그 뭐지? 어차피. 그러니까 모

든 그 설명도 다 이 그림이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 

하고 안 하고 상관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되게 그냥 익숙했던 것 같아요. 계속 보던 거니까. 

S14 

설문지: 불확정성원리로 의한 과학의 확률게임화가 양자역

학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다. 직접 실험해보고 한 적은 없지

만 어이없는 현상이 발견된다면 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알아야 하는데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알아야 확률

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모든 경우의 수

가 과학이 추가되고 서로 연결될수록 전체적인 경우의 수는 

많아지고 또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의해서도 그 경우의 수

가 추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은 '어려웠

던'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은'의 이야기고 실제로 책을 읽으

면서 양자에 관련된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인과관계가 

머릿속에서 정리되지도 않고 또 이해되지도 않아서 어려웠

던 것 같다. 

S15 

설문지: 그 자체로 어렵다. 

 

S15: 네. 사실 이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가르쳐주는 게 저는 좀 꽤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특히 불확정성원리에서 이 문제

는 대학교에서 이걸 공부하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당연히 한정된 내용만 바탕으로 이해

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구자: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점이 되게 불편하고 힘드셨

구나. 

S15: 네. 애초에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소

스도 충분하지 않는 데다가 그걸 있더라도 어려울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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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전자구름이나 확률 개념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 

학생은 수업 한 번으로 이해할 수는 없었고, 책이나 수업 시간에 봤던 

그림을 계속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계속 쉽게 설명해주시다 보니 이

해가 조금은 되었지만, 완전히 쉽게는 못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불확정성원리 내용 자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수업에 참여했

다는 공통의 경험이 있음에도 양자역학 선행 지식과 불확정성원리 내용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하기 전에 필요한 양자

역학 선행 지식이 요구되지만 학습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어려움으로 분류된 응답을 표로 정리하면 

표 4-8과 같다. 

 

표 4-8. 불확정성원리 수식이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2 
S02: 그래가지고 수식이나 이런 건 몰라요. 그냥 글로 써

져 있는 것만 봐서. 

S03 

연구자: 그러면 알고 계신 거는 파장과 에너지… (3번 설

명 보고 읽음) 이 수식이 파장과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고 알

고 있다? 

S03: 어… 솔직히는 모르겠는데, 파장과 에너지로 인해서 

회절이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위치하고 운동량을 측정

… 그 정확도가 변동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지, 얘가 직접

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수식하고 직접

적인 관계가. 

S05 

설문지: 수식을 통한 계산도 물론 어렵지만 단순한 내용 

설명식의 구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S05: 그러니까 이게(수식이) 어려워도 내용 설명 식으로만 

설명하면 이게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다보면 

이게 어떤 것과 어떤 것이 관련이 있고 이런 게 알다 보니

까. 그런 거 아닌가. 

S08 

설문지: 수식이 너무 어렵다. 

연구자: 요점도 모르겠고. 내용을 모르겠으니 수식도 무슨

…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고. 

S08: 네. 막. 이게 엄청 복잡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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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연구자: 중간중간 복잡한 거라고 함은 

S08: 식이. 식을 몇 개 보여주셨는데  

연구자: 네 

S08: 다 너무… 이상한 문자도 많고.  

연구자: 이상한 문자. 막. 여기에다가 막… 분수 같이 생겨

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 

S08: 막 그림 같이 생겼어요.  

S13 

S13: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차피 선생님

들이 말씀해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이거 두 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림들이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설명

을 해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게 왜 그… 많은 

숫자 중에서 플랑크 상수보다 크거나 같은 건지. 

연구자: 하필 왜 h인지. 

S13: 예. 근데 이 식이.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 두 개가 

반비례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연구자: 응응 

S13: 근데 왜 이런 상수가 붙었는지에 관련돼서는 잘 모

를 수밖에 없죠. 

S18 

S18: 불확정성원리 자체만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이 수식이 이것 말고 또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수식 할 

때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다른 것도 이제 뉴턴 고전역학도 

당연히 어려웠지만 이제 수식이라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또 

이제 특히 불확정성원리나 양자역학이나 미시세계 이런 걸 

하다 보면 그… 어떤 값. 이게 값. 수식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유사한 값으로 치부해서 그냥 넘어가

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저도 그렇고 애들도 다 그렇고 그

게 좀 많이 어려웠어요. 항상. 

연구자: 예를들어 가지고 원자 크기를 Δx에 집어 넣어버

린다든가 뭐 그런 거요? 

S18: 그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식이 

그냥 나온게 아니라 이제 이 수식이 나온 그 원인이 있잖아

요. 그 원인을 이제 선생님께서 칠판에 써 주시는데 예를 들

어서 이거는 양자역학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였지? 아 그 

예를 들면 단진자 운동 할 때 θ를 sinθ로 그냥 확 유사하다

고 치잖아요. θ라고. 각도가 작을 때는. 이런 것처럼 양자역

학도 하다 보면은 그냥 막 이렇게 유사하니. 막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들?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잖

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식이 그림 같아서 모르겠다고 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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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식과 현상을 연결 못 짓겠다는 응답, 플랑크 상수 h가 들어간 이

유를 모르겠다는 응답, 불확정성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수식 

전개 과정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확정성원리 내용 중에 수

식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어렵다고 하는 연구참여자가 있었고, 불확정성

원리 수식은 어느 정도 알겠지만 수식의 더 깊은 내용을 궁금해하는 가

운데 생기는 어려움이 나타난다. 후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불확정성원

리를 연구했던 박송이 (2014)의 결과 중 하나와도 일치한다. 또한, 내용

이 어려운 이유는 어느 정도 다음에 살펴볼 맥락으로 인한 어려움과도 

연결된다. 

 

4.2.2 맥락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맥락이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는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에 의한 어려

움과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에 의한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에 의한 어려움으로 분류된 응답을 표로 정리

하면 표 4-9와 같다. 

 

표 4-9.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

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1 

설문지: 불확정성원리를 배운 후에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

도 연계되어 듣는데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많

았다. 

 

S01: 네. 그냥 되게… 딱 수업 들었을 때는 원래 다른 수

업은 되게 다 연결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동떨

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연구자: 동떨어진 

S01: 연결 해가지고 배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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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1학년 떄부터 맨날 궤도 그렸는데. 갑자기 모른다

고 하고. 

S01: 그래서 거기서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 
S01: 그러니까 전자가 전자가 정확하게 있는 건 줄 알았

죠. 전에 다 교과서 보면 그림 나오고 그래프 나오고 그러니

까.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있었던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럼 전부터 배웠던 것도 되게 좀 

헷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정확한 값 매겨가지고 전자가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거 배웠는데. 그리고 이거 들으면서 

그것도 되게 어려웠어요. 그 스펙트럼 생기는 것도… 

S02 

S02: 그러니까. 그거를 납득을 할 때까지 봤어요. 일단, 

어떤 이유를 모르는 사실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 외의 부분에서 그런 것들

을 연결… 최대한. 거시적인 세계에서는 못 보니까 책에서 

막... 뭐, 인터넷에 그냥 떠도는 데라도 보고 아니면은 책으

로 보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나온 것들은 말이 약간씩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래서 그 것... 

어디에서는 어떻게 연결 지어서 이렇다 하고, 어디에서는 어

떻게 연결 지어서 이렇다 하니까 그런 것들끼리 연결 지어

서 최대한... 

S08 

S08: 슬라이드마다 독립된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느낌? 
… 
S08: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그러니까 음… 그냥 내용이 

연결이… 내용이 다 독립된 느낌?  

연구자: 그러니까 기존에 물리1 때 배운 거랑은 별개인 건 

인정하겠는데… 

S08: 아… 뭐라고 말해야 하지.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뭔가

를 배울 때, A를 알려주고 B를 알려주고 C를 알려주면 뭔가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A, B, C 완전 셋 다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 
S08: 네. 그것도 그렇고. 위치나 운동량 이런 용어들도 물

리1에서 했던 거고. 단지 양자역학이라는 단원 내에서만 각

자 다 독립된 것 같아요. 

S09 

S09: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 

내용을 배우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베이스에 추가 내용이 

들어가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베이스를 까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걸렸어요. 

S13 
S13: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관적이라는 말이 어떤.. 어떤 

논리체계를 가지고 이게 수식에 따라서 아니면 수학적인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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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따라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당연히 파장이 되면 이렇지 않겠느

냐. 당연히 간섭이 커지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파장이 짧으

면 에너지가 크니까 충돌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그냥 거

의 말로. 말과 그림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

잖아요.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겠지라고 이해시키는 게 저한

테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이유로. 

S15 

설문지: 모든 원리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해하며 공부

하지 못하고 제한된 요소들로 '느낌'만으로 이해해야 하니 

자연스레 이해가 될 리가 없다. 이해에 필요한 것이 충분치 

않다. 

 

S15: 이거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공부. 뭘 배울 때는 그거에 필요한 걸 보통 원리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든지 그러는데. 어... 이거는 그렇게 이

해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특정한 것을 그냥 알

아만 볼 수 있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알다다보니까 당연히 

이해가 어렵죠.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에 관한 어려움은 기존 내용에 추가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베이스를 까는 느낌 또는 기존에 배웠던 것

과 동떨어진 느낌, 특정한 것을 알아볼 수 있게만 설명하는 형식 때문에 

어려웠다는 점을 내용상의 어려움보다 구체적으로 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는 연구참여자

들은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선행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할 때 양자역학이라는 학문 체계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

려움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거나 책을 볼 때도 독립된 

정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정리

하면 표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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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6 연구자: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이 책에 안 써있었던 것 같

다? 

S06: 네. 뭔가… 그… 이게… 발견됐을 때까지의 이런 과

정이라든지, 그... 한 번에 성공한 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시

행착오가 어떠했던 건지.  

연구자: 줄거리가… 

S06: 네. 

연구자: 좀 나와있었으면 

S06: 좋았지 않았을까요?  

연구자: 좀 더… 그냥 봐도 알아는 먹겠는데 줄거리가 있

었으면 좀 더 알아듣기 편하지 않았을까? 

S06: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그랬는지 좀 알 수 있지 않

았을까 싶어요.  

S07 설문지: 식의 유도 과정과 그 과정의 이유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움" 

 

S07: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식을 딱 주고 난… 

주기만 하면 그게 모르는데, 그게 식의 우리 그… 이게 설명

하는 사람이 있고 설명 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설명 듣는 

사람이 아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식을 유도를 해주면 그걸 

그 설명을 듣는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 결과

를. 근데 이거는 불확정성원리 같은 건 이게 그 이유나 과정 

같은 게 우리한테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는 또, 

저희들은 또 이게 결과값만 딱 주고 이게 이거다라고 설명

을 하는 거니까. 

S08 설문지: 왜 이런 개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S08: 왜 애초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S18 연구자: 절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수학처럼 탁탁탁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S18: 그렇죠  

연구자: 얘는 중간에 점프를 확 하는데 이해는 잘 안 되고 

S18: 그렇죠. 그 부분.  

 

맥락 중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 



 

 75 

수식이 나온 배경을 몰라서 어렵다는 의견, 역사적인 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수식이 나온 배경을 모르겠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내용과 맥락상의 어려움은 선행조직자의 부재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선행조직자는 오수벨의 유의미학습 이론에서 인지 과정을 설명하고

자 도입한 개념이다. 선행조직자란 새로운 학습과제를 제시하기에 앞서

서 제시하는 것으로 새로운 학습과제보다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의 정

도가 높은 자료를 말한다(권재술 등, 1998). 또한, Tsaparlis and 

Papaphotis (2009)는 고등학생에게 불확정성원리가 비고츠키의 ZPD(근

접발달영역)에 속하지 않아 과학자들의 설명이 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면 불확정성원리를 포함

한 양자역학 내용 자체가 학생의 인지구조 내에 없었고, 불확정성원리 

내용 또한 학생이 받아들이기에는 비계 설정 없이 내용이 전개되어 맥락

상으로 어려웠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학생 입장에서는 불확

정성원리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나 수식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선행조

직자로 사용한다면 맥락을 알게 되고, 그 맥락이 비계가 되어 내용 이해

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2.3 인식론의 문제가 어려움의 원인인 경우 

 

단일 항목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언급한 어려움은 인식론에 관한 것이

었다.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모으면 

표 4-11과 같다. 

 

표 4-11.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3 S03: 그 물리를… 양을 측정할 수 있으면 다른 한 쪽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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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량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상보적인 관계… 아 모

르겠어요. 

연구자: 그게… 마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죠? 

S03: 네. 근거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S04 

연구자: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고 그런 건 아닌 거죠?  

S04: 네. 그렇지는 않았어요. 

연구자: 너무 많이 봐서 익숙해진 건가?  

S04: 아니. 불확정성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아. 이거 자체는. 

S04: 어떻게 보면 꽤 당연히 여겨질 만한 것 같아요. 

S06 
S06: 받아…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는 있는 정도 같은데

요. 

S09 

설문지: … 사고실험 비슷하게 해서 나를 납득시킬 수 없

어 그냥 정의같은거 다시 읽으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납득하기까지 어려움 … 스스로를 먼저 납득시키는

데 이건 그게 안 되더라. 

S09: 예. 어차피 얘네가 미시세계 관찰하면서 이런 걸 한 

건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

여야죠.  

S10 

연구자: 그러면은 양자역학 때 요거를 믿기는 믿는 게… 

맞다고 믿기는 믿는 거예요? 

S10: 양자… 그 불확정성원리 같은 것들  

연구자: 네. 이런 것들. 

S10: 원래는 진짜 그런가 싶었는데 퀀텀 스토리 읽고서 

이 반사돼서… 하면서 상호작용해가지고 모르게 된다. 이거 

보고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S11 

S11: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적은 거고, 사실 저는 별로 

믿지 않아서 

연구자: 아.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측정 전에 다 정해져 

있는 대로 가는 건데 

S11: 예 

연구자: 굳이 알고 있는 걸 적으라니까 당연히 써 있는 대

로 생각을 해… 기억을 해서… 그러니까 몇 주일 전에 본 

책을 기억해서 쓰신 거죠? 여기다가. 

S11: 예 
… 
연구자: 아.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것을 선택… 생각하

게 된 근거는 그 책을 믿지 않기 때문에 

S11: 약간 양자역학 불… 불신 (웃음)  

S12 설문지: 평소에 배우던 다른 것들은 확정돼있는 것들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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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건 이름부터 '불확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머리에 확 

와닿지 않는 것 같다. 

연구자: 그게… 마음에 와닿아요? 

S12: 아니요. 잘 와닿진 않는 것 같아요.  

S13 

S13: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신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고전론적 세계관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현재 과학계

에서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값으로는 현재 양자역학에서 

제시되어 있는 세계관이 더 맞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마음 속으로는 또 그냥… 

S15 

연구자: 그래서 아… 이렇게 거침없이 쓰셨구나. 그래서… 

그게 요거 배울 때는 요 말이 막 이상하거나 이렇게 느껴지

진 않았겠네요? 

S15: 아… 이상하긴 한데 익숙하긴 하죠. 

S16 

설문지: 역학이 고전역학이 먼저 확립되고 그 다음 양자역

학이 확립된 것처럼 학생들도 이 순서대로 배울 뿐만 아니

라 우리 눈으로 보는 세계도 거시세계이므로 양자역학을 이

해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구자: 근데 이게 마음에는 와닿아요? 근데 그게. 

S16: 아니요. 그냥 받아들어요.  

연구자: 아 그냥. 

S16: 종교처럼.  
… 
S16: 어… 예를 들어서 종교가 두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있고 불교가 있는데 천주교를 

먼저 받아들인 사람이 불교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같은 원

리. 
… 
S16: 그렇죠. 뭐가 옳은지도 별로 모르겠고. 그런 느낌. 

S17 

S17: 학문으로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배우겠지만 

솔직히 아직 마음으로는 잘…  

연구자: 지금도 여전히. 뭐… 그렇다는데. 

S17: 네. 그렇긴 하다더라.  
… 

S17: 음…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확실히 딱 정해진 것 같

은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아직까지는 좀 뭐랄까. 막 확실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 
S17: 처음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연구자: 거의 그냥 세뇌? 세뇌 느낌 이런 거예요? (웃음) 

S17: 종… 종교? (웃음)  

S18 설문지: … 또 불확정성원리를 배우기 전에 과학에서 배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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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뉴턴의 고전역학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웠다. 

 

인식론적 신념은 학습 경험에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앎에 대한 믿음과 

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양미경, 2006). 인식론적인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는 책에 쓰여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답자 가운데 두 

명은 불확정성원리 내용을 종교처럼 믿는 느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고, 

한 명은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상관없이 감마선 현미경 그림만 보고 

이해해야 하니까 익숙해져 버렸다고 답했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어려움

을 호소하긴 했지만 불확정성원리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 중에서 물리II 수능 보는 학생 한 명(S04)만 불확정성원리 개념 자체

는 꽤 어렵지 않게 다가왔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여긴다고 응답했을 뿐

이다. Heisenberg (1927)는 “Since, in addition, we can qualitatively 

conceive of the theory’s experimental consequences, in all simple 

cases, we shall no longer have to view quantum mechanics as not 

intuitive or abstract.”라고 언급했지만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

하는 입장에서는 사고실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확정성원리를 쉽게 받아

들이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인식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

이기 어렵거나, 하이젠베르크와 같이 사고실험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 책 내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2.4 응용의 어려움이 원인인 경우 

 

어려움의 원인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언급한 어려움은 응용 사례의 부

족이었다. 응용의 어려움은 일상과의 괴리에 따른 어려움과 응용 사레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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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과의 괴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을 표로 정리하

면 표 4-12과 같다. 

 

표 4-12. 일상과의 괴리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2 설문지: 고전물리하고 일단 많이 다르다는 것과 현실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S02: 네. 일상 같은 데에서 어… 다른 이거 뭐… 뭐지? 상

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간

적 관점에서 전혀 그런 걸 보지 못했던 거고, 이거는 그거를 

본다는 행위 자체에서의 의미가 커지잖아요.  

연구자: 네 

S02: 그런데 그런 거를 어… 그런 걸 현실에서 막 어떤 

걸 봐가지고 그거를 알 수… 딱 이거에다 비유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연구자: 그러니까 비유를... 일상에서 보고 들은 게 있는데 

그거를 비유해서 고전역학은 해결이 되는데 지금 배우는 부

분이 해결이 안 된다. 

S02: 일종의 그런 끼워 맞추기라든가 그런 거를 못하는 

거니까 

S07 설문지: 거시적인 세계에서 미시적인 세계의 개념을 배우

는 것 → 시각의 차이, 일상적으로 확인하거나 접해볼 기회

가 적음 → 생소함 

S09 설문지: 일상에서 나의 눈으로는 본적이 없으니까 사고실

험 비슷하게 해서 나를 납득시킬 수 없어 그냥 정의같은거 

다시 읽으면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납득하기까

지 어려움 

 

S09: 근데 얘는 일단 그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얘가 어떻

게 돼있는지 모르니까. 그 과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샘들 

말하신 거랑 책을 보면서 그냥 정의랑 걔네가 써놓은 걸 보

고 이해할 수밖에 없으니까. 

S10 설문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관측할 수 없다는 점'인 

것 같다. 이전 물리 교과시간에 배웠던 것들, 즉 운동상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느 현상들이기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양자세계는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을 뿐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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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고전역학과의 차이점이 불확정성

원리를 어렵게 느끼게 하는 것 같다. 

 

연구자: 그렇지만 이게… 일상이랑… 일상에 적용을 못한

다 이 얘기에요? 

S10: 일상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연구자: 적용할 생각은 없고? 

S10: 적용을 못하는 거죠.  

S11 설문지: 일단 경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

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교과서 내용을 암기할 수밖에 없

었다. 그래서 원리에 대해 물어본다 해도 교과서 내용에서 

확장하는 게 불가능했다. 

 

S11: 불확정성원리를 현실에서 겪는 게… 그런게 없잖아

요. 

연구자: 현실… 현실은 예를 들어 어떤 거예요? 

S11: 거시세계  

S12 S12: 네. 직접 뭐 체험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기 때문

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S18 설문지: 인간은 직접 눈으로 관측한 사실을 신뢰하는데, 

불확정성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절대 관찰할 수 

없는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살

아오면서 체득했던 세상의 법칙과 맞지 않는다. 

 

S18: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눈으로 봤던 세상

과는 좀 많이 다르니까. 법칙이. 그게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

기가 힘들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에서 본 적이 없고 측정 행위 자체의 의미가 커져서 

비유해서 끼워맞출 수 있는 게 없다는 응답이 있었고,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선생님 말씀과 책을 보면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 지금까지 눈으로 봐왔던 세상과 달라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음은 일상과의 괴리를 언급한 연구

참여자의 설명이다. 

 

나머지 절반은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응용 사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의 응답은 표 4-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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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응용 사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연구참여자

의 응답 

연구 

참여자 
연구참여자의 응답 

S03 S03: 네. 써먹을 때. 그러니까 써먹을 데 없으니까 이게 

중요성을 더 모르겠는 거예요. 

연구자: 아. 그러면은 이 중요성을 쓰지 못한 것은 써먹을 

데를 모르겠기 때문에 

S03: 네. 솔직히 그게 꽤 컸어요. 이게 막 이해는 되는데. 

솔직히 우리 주변에서 이게 잘…  

S04 설문지: 개념 자체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지만 실험과 같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

다. 

 

S04: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단일슬릿 실험 있잖아요. 

실험에서도 그게… 그… 벽에 그런… 벽이랑 폭, 이런 걸… 

두께 하나하나 이렇게… 대입시키는 그런 게 규칙을 모르겠

어요. 

연구자: 아. 규칙을 모르니까. 

S04: 예. 그…  

연구자: 옛날에 배웠던 것들은 물리 규칙 같은 것, 법칙이 

딱딱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배울 때는 규칙을 잘 

모르니까. 

S04: 네. 어디에 대입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폭에 대입

해야 되는지, 벽이 뭐 진동하는 걸 대입을 해야 된는지, 아

니면… 

S06 S06: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 
연구자: 뭔가 개념은 알겠는데 이거 어디다 쓰지? 이런 게 

안 되니까. 

S06: 뭔가 파장 얘기 나오니까 파장에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S08 S08: 현실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연구자: 현실이라 함은 눈에 보이는 일상적인 것들? 

S08: 네. 그래서 그거를 써먹을 데가 없는데 왜 애초에 이

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S09 설문지: 화I에서 그냥 암기했던 내용 나오면서, 지금 수업 

들은 내용을 적용시키려니 지금 배운 내용의 이해가 확실히 

안돼서 그런지 적용시키기 좀 그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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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도 불가능 

S12 S12: 네 (웃음) 무슨 역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 
S12: 음… 글쎄요. 뭐… 딱 어떤 예시가 있으면 쉬울 것 

같은데. 
… 
S12: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예시를 들고 설명

을 하면은 좀 더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을까. 

S13 설문지: 거시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선생님이 보여

주시는 그림만 보고 직관적으로 미시적인 세계를 깨닫는 것

이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불확정성원리가 적용되는 사례를 

많이 듣지 못했다." 

 

S13: 네. 그러니까 뭐… 거의 계속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사례로 계속 이 그림(감마선 현미경)만 계속 드니까. 

연구자: 아. 사례라고 나온 게 딱 이 그림 밖에 없으니까. 

S13: 네. 비문학 지문 같은 데에서 보면 사례가 다양할텐

데 거기서 계속 이걸 예시로 들어요. 그런데 좀… 차라리 사

례가 좀 다양하면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좀 낫고… 했을텐

데. 

 

구체적으로는 현실에서 불확정성원리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한 학생은 Δx와 Δp 자리에 무엇을 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 응답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송이 

(2014)의 연구에서도 나왔다. 

박종원 (1992)이 수행한 특수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한 연구에서 개념 

변화율이 높은 학생은 개념이 의미하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 생각

해보거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예를 드는 것이 물리 개념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에서의 불확정성

원리 학습 시 어려움 분류 중 가장 많이 나온 어려움 두 가지가 일치하

였다. 불확정성원리 학습과 같이 사고실험이 필수적인 현대물리 학습이

라는 범주로 바라보았을 때,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

론의 문제와 응용의 문제가 과거와 다르지 않게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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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참여자는 1개부터 4개까지의 어려움을 동시에 나타냈으며, 1인당

어려움은 평균 2.8개였다. 다음은 응용, 인식론적 문제, 맥락의 부재를 

모두 호소하는 연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09: 그러니까 좀… 받아들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추가 내용

을 배우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베이스에 추가 내용이 들어가

서 더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운 베이스를 까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걸렸어요.  

연구자: 아. 좀… 한 몇 달 정도로? 

S09: 어… 뭐라해야 하지.  

연구자: 화학1부터 한 거니까. 

S09: 예 

연구자: 적어도 달 단위가… 

S09: (웃음) 그렇구나  

연구자: 그래도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면? 

S09: 예 

연구자: 지금은 뭐 그러려니 이런 느낌? 뭐 그렇다는데 어쩌라

고. 이런 느낌? 

S09: 예. 어차피 얘네가 미시세계 관찰하면서 이런 걸 한 건데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렇다 하니까 받아들여야죠.

  

연구자: 못 보니까… 맞아. F=ma는 바로 하는데. 

S09: 그거는 차라리… 그 물1에서 배우는 거는 현… 일상에서 

살짝은 적용은 조금 가능한데 걔네는 불가능하잖아요.  

연구자: 얘네는 일상이 안 되니까. 

S09: 예 

연구자: 아. 그래서 두 번째 걸 쓰신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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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 예  

연구자: 그러니까 (마저 읽음) 일상에서 나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으니까 사고실험 비슷하게 해서 나를 납득시킬 수없어 그냥 

정의 같은 거 다시 읽으면서 받아들일… 결국은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구나? 

S09: 네 

연구자: 그렇죠? (마저 읽음)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납

득하기까지 어려운 

S09: 그냥 어려움  

연구자: 아. 어려움. '움'이구나. 

S09: 끝맺는. 끝난 거예요.  

연구자: 아. 끝낸 거구나. 그러니까 내용은 책에 도 있고 뭐… 

중요한 건… 본인에게 중요한 건 책이죠? 책 내용. 

S09: 일단 제가 알 수 있는 게 샘들 말하시는 거랑 책 내용 밖

에 없잖아요.  

연구자: 선생님 말하는 것이랑 책 내용에 있는 것. 그 것을 받

아들이는 거랑 

S09: 예  

연구자: 그걸 갖고 일상에 

S09: 적용을 못 시킬. 그러니까 그냥 충돌이나 힘 가하는 거는 

일상에서 가능한 거니까 어느 정도 사고 실험이라 해야 하나. 

가능하잖아요. 그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봐왔던 걸 하면서 이런 

상황을 세팅해놓고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연구자: 맞아맞아 

S09: 근데 얘는 일단 그 상황을 본 적도 없고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니까. 그 과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샘들 말하신 거

랑 책을 보면서 그냥 정의랑 걔네가 써놓은 걸 보고 이해할 수

밖에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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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적용이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어렵게 된 거구나. 

 

이번에 소개할 대화 내용은 내용, 맥락, 어려움을 동시에 호소하는 연

구참여자의 설명이다. 

 

S15: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 F = ma 뭐 이

걸 공부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것을 힘은 뭐고, 질량

은 뭐고, 가속도는 뭐고를 설명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식을 뭐… a는 m에 반비례하고 F에 비례하니까 여

기서 이렇게 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학도 그렇고... 

그 뭐...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서 미분까지 이렇게 가는데. 

연구자: 네 

S15: 이거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공부. 

뭘 배울 때는 그거에 필요한 걸 보통 원리부터 배우고 그 다음

에 문제를 풀든지 그러는데  

연구자: 네 

S15: 어...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무엇이 있는데 이거다, 이거다 이렇게 

특정한 것을 그냥 알아만 볼 수 있게 설명하는 형식으로 알다다

보니까 당연히 이해가 어렵죠. 

연구자: 아.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

렇게 해서 뭐가 나와서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고 막 

적용하고 하면서 배워야 하는데 요 부분. 불확정성원리나 양자 

부분은 갑자기 뭔가 확 튀어나와서 이렇단다! 이렇게 해버리니

까 어렵다 이거죠? 

S15: 네. 사실 이거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학교

에서 교과서에서 나오거나 가르쳐주는 게 저는 좀 꽤 많다고 생

각하는데 어차피 특히 불확정성원리에서 이 문제는 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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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공부하지 않는 한은 그 내용을 끌어올 수도 없는 거고 그

냥 당연히 한정된 내용만 바탕으로 이해를 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연구자: 그래서 공부할 때 그 점이 되게 불편하고 힘드셨구나. 

S15: 네. 애초에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왜냐하면 소스도 

충분하지 않는 데다가 그걸 있더라도 어려울 테니까.  

연구자: 음… 아. 그런데 말씀 되게 잘하신다. (웃음) 그래서 (마

저 읽음)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난 좋았는데 안 

된다. 왜냐면은 제한된 요소들을 느낌. 그렇지. 많이 보니까 느

낌은 이제 가지신 거죠? 

S15: 그렇죠 

연구자: (마저 읽음) 느낌만으로 이해하지 자연스레 이해가 될 

리가 없다. 이해에 필요한 것이 충분치 않다. 차근차근 논리적

으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S15: 네 

연구자: 사례도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냥 많이 보다 보니 이게 마음으로 와닿아서 

하는 건 아니신데… 이… 맞아요? 

S15: 네. 그거는 와닿는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진 건지는 좀 착

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익숙해진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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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식 및 학습의 어려움

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불확정성원리를 학습한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18명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여 설문지 작성과 설문지 작성 직후 

실시한 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에는 질적 연구법 가운데 하나

인 현상학을 사용했다. 

먼저, 물리II 교육과정에 수록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원리를 물리

학 이론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하이젠베르크가 직접 쓴 원전 논문과 현 

시점에서의 불확정성 용어와 불확정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참여자

의 불확정성원리 인식과 어려움을 알아보고자 양자역학 교육 관련 선행

연구와 문헌을 찾아보았고, 인식을 분석하고자 최근 물리교육연구에서 

인식론적 프레이밍과 인식론적 자원을 사용하여 학생의 인식을 분석한 

사례와 질적 연구 접근법 가운데 하나인 현상학을 논하였다.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은 인식론적 프레이밍, ‘불확정성' 용어에 

대한 이해,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양자역학 이론체계

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인식 가운데 고등학생이 불확정성원리

를 설명하는 데 기반이 되는 인식론적 프레이밍은 관점을 가로축으로, 

논리성을 세로축으로 하여 각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된 정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인식론적 자원 중 관점은 고전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의 범위

를 가지고, 인식론적 차원 중 논리성은 권위에 의존부터 논리적 설명까

지의 범위를 가진다. 관점은 세부적으로 물리I 기반 고전역학, 변형된 고

전역학(화학I의 확률 개념이 고전역학과 섞인 형태), 화학I 기반 양자역

학(전자구름모형과 확률), 물리II 기반 양자역학(입자-파동 이중성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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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 현미경)으로 나눌 수 있었다. 논리성은 논리적 설명의 정도로 권위

에 의존하여 설명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결과,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학생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인식론적 자원을 구성하는 요소 가

운데 둘 이상이 주로 또는 보조로 혼합된 형태로 활성화되어 불확정성원

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불확정성원리를 어느 정도 설명하기 위

해서는 적어도 양자역학적 관점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논리적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했다.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과학자들이 생

각하는 불확정도의 의미와 연결 지어 분류하려 했으나 연구참여자들은 

학문적으로 분류된 불확정성의 의미와는 다르게 응답하였다. 응답은 측

정 과정에서의 참값 여부와 불확정성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의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참값 여부는 참값이 있다는 집단, 있는지 

없는지를 혼합하여 응답한 집단, 없다고 한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설명 방식은 실험적(측정), 이론적, 책 내용 반복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교과서에서 불확정성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

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불확정성원리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수식을 아는지와 위치-운동

량 관계에 관한 설명을 축으로 하여 나눌 수 있었다. 응답을 살펴보면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미시세계에서 위치와 운동량 간 관계는 수식을 알

면 더 좋겠지만 수식을 모르더라도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자역학 이론체계에서 불확정성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중요성

을 모름,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내용이자 규칙, 미시세

계에서의 물리학적 관점 변화, 물리량 측정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확률 

개념 도입으로 원자모형 발달로 분류 결과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리II 기반 양자역학과 관점으로 논리적 설

명이 가능하지 않은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전역학적인 인식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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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을 갖추고 있어 논리적 설명 여부에 

관계없이 불확정성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다. 인식론적 프레이밍

과 불확정성의 용어, 이해, 중요성 측면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바라

보고 분석하면, 불확정성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리II 기반 양자

역학적 관점 중 감마선 현미경 인식론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높은 수준

의 논리적 설명도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인식론적 프레이밍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불확정성원리 학습 시 어려움은 내용, 맥락, 인식론, 응용, 기타로 분

류할 수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양자역학 개념 자체, 불확정성원리 수식

이 있었고 맥락적으로는 새로운 기반을 닦는 느낌, 내용 전개 맥락의 부

재가 있었다. 내용과 맥락상의 어려움은 선행조직자의 부재 때문으로 설

명할 수 있다. 인식론적으로는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18명 중 12명으로 단일 분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응용 쪽에

서 어려움을 느낀 학생도 14명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일상과 괴리,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박종원 (1992)의 선행연구 결과

와 비슷하게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론의 문제와 응용

의 문제가 과거와 다르지 않게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불확정성원리 학습이라는 공통 경험을 가진 연구참여자 18명의 어려

움은 현상학적으로 바라보고 요약할 수 있다. 연구참여자에게 불확정성

원리는 측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선행조직자가 없다. 따라서 내용적, 맥락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학습하더라도 인식론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며 일상과의 괴리 등으로 응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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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결론 및 시사점 

 

고전역학적 관점(33%)이나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27%)이 인식론

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경우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 물

리I 기반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고

전적 궤도 또는 관성법칙 또는 측정 후 빛이 눈으로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 문제로 양자역학에서의 측정을 바라보았다. 물리I 고전역학과 화학I 

오비탈이나 확률 개념이 섞인 변형된 고전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

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전자의 불규칙적인 움직임 또는 전자가 고전

적 궤도를 따라 움직이되 불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양자역학에

서의 측정을 논하였다. 화학I 기반 양자역학 관점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는 불확정성원리를 설명할 때 전자구름모형이나 확

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과 중간 수준 이상의 논리적 설명이 인식론

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39%)는 설문과 면담 과정에서 교육과

정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불확정성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했다. 일부 연구참여자

는 입자-파동 이중성 또는 상보성을 중심으로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

했고, 일부 연구참여자는 하이젠베르크의 원전 논문과 물리II 교과서에 

수록된 설명법과 동일한 감마선 현미경이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되어 

양자역학의 측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인식론적 프레이밍 외에 다른 측

면인 양자역학에서 측정 관련 문항의 정답 여부, ‘불확정성’ 용어와 불확

정성에 대한 이해, 수식에 대한 이해와 해석, 중요성 측면을 함께 살펴

보면 물리II 기반 양자역학 관점 중에서도 감마선 현미경 관점의 인식론

적 자원이 활성화되고, 높은 수준의 논리적 설명도 인식론적 자원으로 

활성화된 연구참여자(5%)의 경우만 불확정성원리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

으로 나타났다. 

불확정성원리 학습의 어려움은 내용, 맥락, 인식론, 응용, 기타로 나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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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분류한 어려움의 원인을 빈도수로 살펴보면 내용이 12회, 맥락이 

10회, 인식론이 12회, 응용이 14회, 기타가 2회로 나타났다. 내용은 양

자역학 개념 자체와 불확정성원리 수식이 각 6회 나타났다. 맥락은 새로

운 기반을 닦는 느낌이 6회, 내용 전개 맥락의 부재가 4회 나타났다. 단

일 항목으로 가장 많이 나온 어려움의 원인은 인식론적인 측면으로 연구

참여자 18명 중 12명이 언급할 정도로 빈도수가 높았다. 인식론을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내용을 믿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응용 측면은 일상과의 괴리, 응용 사례를 알 수 없다

는 의견이 각 7회 나타났다. 

고전역학적인 인식론적 관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고등학생에게는 

양자역학적인 선행조직자가 부족하다. 따라서 측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을 요구하는 불확정성원리는 고등학생에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으로 믿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역학에서 측정 행위 자체가 가

지는 의미를 외운 대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일상과 양자역학 간 괴리를 

느끼고 있고 불확정성원리의 응용 사례를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자

역학적인 세계관을 충분히 제시하고, 학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절한 선행조직자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해소하고자 고등

학교 양자역학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도 고려해야겠지만, 양자역

학 교육 목표나 개념 체계, 맥락 체계, 인식론적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

야 하겠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지원자 표집으로 18명만을 분석하여 불확정성원리 학습에서의 인식

과 어려움을 탐색하였다. 많은 질적 연구가 그렇듯 본 연구도 물리II를 

학습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

럼에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한 고등학생의 불확정성에 대한 인

식과 학습 시 어려움의 탐색은 2015 교육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교수-학습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제시했던 향후 연구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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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양자역학의 시작을 

불확정성원리로 다루고 있는 만큼 물리II의 양자역학 단원을 비롯한 과

학 과목 내 양자역학 교육에 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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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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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certain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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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difficulties in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The perceptions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were investigated 

through epistemological framing and understanding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Understanding was examined in terms of 

understanding of the term 'uncertainty',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formula, and importance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in quantum mechanics. The 

epistemological framing, which is based on explai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was a two-dimensional epistemological 

resource, a perspective (classical, quantum mechanical) and a logic 

(reliant on authority, logical explanation). The research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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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18 high school students who learned the uncertainty principle, 

answered the questionnaires and had interviews which were 

analyzed using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In 

the case of research participants whose classical mechanics(33%) 

or Chemistry I-based quantum mechanics (27%) were activated as 

epistemological resources, there was insufficient understanding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In the case of research participants whose 

Physics II-based quantum mechanics (39%) perspective were 

activated as an epistemological resource, there were logical 

explanations above the middle level and understandings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at the desired level in the curriculum. In the 

case of research participants(5%) whose the Physics II-based 

gamma-ray microscope perspective and the high level of logical 

explanations were activated as epistemological resources, there 

were the appropriate understandings of the uncertainty principle. 

The difficulty in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was classified 

into contents(12), contexts(10), epistemology(12), application(14), 

and others(2). The difficulty of contents is subdivided into quantum 

mechanical concepts(6) and the uncertainty principle formula(6), 

and contextual difficulty is subdivided into new foundations(6) and 

lack of contexts(4). In other words, learning the uncertainty 

principle for high school students requires a new perspective on 

measurement. As a result, students are not able to have the 

advanced organizer related to it, so they have difficulties in learning 

contents and contexts. The epistemological difficulties include the 

difficulty of believing and accepting contents(12), and the 

difficulties of application is subdivided into the gap between daily 

life(7) and the absence of application cases(7). In other words,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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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students can not apply the uncertainty principle in everyday 

life even if they have learned the it, and interpretation that it is 

difficult to believe and accept. In line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modern physics education, where thought experiments are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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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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