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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물리 문제 해결이 물리교육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많은 연구가 이루
어 졌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물리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 원인
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자는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이자 분석 도구인 House
Model을 개발하고,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을 연구하
였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Ⅲ장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문제 해결 모
형인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기존 문제 해결 전략들이 시간순서에 따른 선형
적 풀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였기에, House Model은 인지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
로 개발하였으며, 시각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고 지식-개발 전략을 유도하는 데 초
점을 두었다. 연구자는 2004년도에 초기 House Model을 개발하고, 4년간 역학수
업시간에 활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의 House Model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
여 2008년도에 House Model을 새롭게 수정 개발하였다. 새로운 House Model에서
는 초기 House Model의 단계를 삭제, 추가 및 재배치하고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도
제작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House Model은 ① Visualizing(문제 상황을 스케치
함), ② Knowing(문제에 주어진 변수, 조건을 앎), ③ Finding(문제의 질문을 분명
히 함), ④ Planning(물리적 법칙이나 개념, 문제의 정보를 고려하여 풀이 계획 수
립함), ⑤ Executing(계획을 적용하여 해를 구함), ⑥ Checking(풀이를 검토함)의
단계로 구성되었다.
Ⅳ장의 연구에서 역학수업에서 초기 House Model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그
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조사하였다.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수업
은 기존의 수업과 차별화하기 위해, 담당교수와 조교가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모임
을 가지면서, MAOF 개념도, Weekly Report, 연습문제풀이 보고서 및 House
Model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얻는데 사용
하기도 하였다. 2004년 역학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설
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House Model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
고, House Model 풀이가 문제풀이의 체계성을 정립하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용
이하며, 풀이과정의 전체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
다. 반면 풀이의 경직성이나 많은 시간 소비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
다.
Ⅴ장의 연구에서는 2008년 1학기 물리교육을 전공하는 역학 수강생 24명을 대
상으로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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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생들에게 단계별 어려움을 표기하는 칸을 포함한 House Model 양식지로 역
학 문제를 풀게 한 후 학생들의 답안을 분석하였다. 10개의 문항 120개의 House
Model 풀이 답안에 대해 Kruskal-Wallis Test를 시행하고,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Executing 단계를 가장 어려워하며, 그 다음으로 Planning 단계를 어려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제난이도를

통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하고,

Mann-Whitney U test와 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이
하는 동안 각 단계별의 어려움과 문제난이도와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연구결과 쉬
운 문제에서든 어려운 문제에서든 단계별 어려움의 패턴은 변화 없었지만, 어려운
문제에서는 Executing과 Planning 단계의 어려움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House Model 데이터, 세 명의 학생의 인터뷰, Weekly Report 그리
고 문제풀이 보고서를 통해 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세 가지 원인
을 알아내었다. 첫 번째 원인은 수학 기술의 부족으로 Executing 단계의 어려움이
나타났고, 두 번째 원인은 특정 물리지식의 부족으로 Planning 단계의 어려움이 나
타났다. 마지막 원인은 문제 이해의 부족이었는데, 이 경우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Ⅵ장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을 대상으로 물리 문제 풀이 양과 성취
도, 물리개념 수준, 그리고 학생 특성에 따른 물리 문제 풀이 과정을 조사한 연구이
다. 이 연구는 2010년부터 2011년 여름까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과학고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3학년 때
부터 물리 선행학습을 시작하였고, 고교 입학 전 물리 Ⅰ, 물리 Ⅱ, 일반물리학 과
목에서 평균 2,200문제를 풀었다. 연구결과 고교 입학 전 풀이한 물리 문제수와 학
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교내물리경시대회, 중간고사 모두 풀이한 문제 수와 유의미
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나타내는 힘개념 검사(FCI) 역시 풀
이한 문제 수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연구자는 앞서 연구에 참여한 49명 중 풀이한
물리 문제 수와 힘개념 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대표성 있는 4명에 학생에 대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각 학생의 물리 문제 해결 전략,
물리 문제 해결 과정, 물리 문제 해결 경험과 물리학습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
다.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은 두 학생은 물리 문제 해결 과정이 House Model의 풀
이 전략과 유사하였고,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였다. 반면 힘개념 검사 점수가 낮
은 두 학생은 임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실제 문제 해결에서는 물리 개념 수준은 높
지만 물리 문제 해결 경험이 적은 학생이 더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었다.
인터뷰한 학생들도 물리 문제를 단순히 많이 풀어보는 것은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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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 모형인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이 House Model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분석하였고, 문제난이도에 따라 문제 해결 단계의 어려움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리 문제를 많이 푼 학생 집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물리 문제 해결
경험이 물리개념, 학업성취도, 문제 해결 전략 등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밝혔
다.

주요어: 물리 문제 해결, House Model, 문제 해결 전략, 역학, 학생의 어려움, 문제
해결 과정, 문제 해결 경험, 문제 풀이 양, 물리 학습, 물리 개념, 힘개념 검사(FCI)

학번: 2004-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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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0년대 말 IMF 이후 나타난 이공계 기피현상은 교육현장의 많은 부분을 바
꿔버렸다. 대학에서는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숫자가 줄
어들고, 이로 인해 고등학교의 문/이과 반 비율이 이과가 다수에서 몇 년 사이에 문
과 다수로 바뀌었다(권기석, 2006). 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2차 산업에
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 인력수급 구조가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조영철, 최영섭, 1999; 통계청, 1963-2005), 21세기 초부터 나타난 의대나
교대 선호 경향은 단지 산업구조로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장홍근, 2007;
최인철, 2008).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2000년 대 초 정부는 기초과학 육성
정책과 이공계 장학금 등으로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막으려 애를 썼다. 하지
만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다시 심화되어 우수한 고교 졸업생
이 의대로 진학하거나 이공계 출신 인재들이 동계열 대학원이나 연구소로 취업하지
않고 국가고시를 준비하거나 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진학하는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김제관, 2011; 임호범, 2010). 이공계 우수 인력이 줄어듦에
따라 아이러니컬하게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우수한 이
공계 고급인력을 찾지 못해 해외에서 수급하고 있는 실정이다(류재우, 2011; 류정
일, 2012).
이공계 기피현상이 진행되면서 과학교육 현장에서는 물리 과목에 대한 기피현
상이 심화되었다(권재술, 2004; 김희경, 이봉우, 2006; 이봉우, 손정우, 2005). 이
런 물리 교과 기피현상으로 고등학교 때 물리 Ⅱ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공계열 학과에 진학하여 대학 교과에서 학업성취도가 떨어져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이보경, 장수철, 2008). 어떤 학자들은 물리 기피의 원인을 물리학의 학문적
특성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교과내용의 이론적 특성, 과중한 교과 내용, 실생활과의
연관성 부족을 이야기 한다(권재술, 2004; Whitelegg & Parry, 1999; Williams,
Stanisstreet, Spall, Boyes, & Dickson, 2003). 하지만 물리기피 현상의 원인은 단
순하지 않으며 학생 개인의 능력, 인성, 집안 배경으로 대변되는 학생의 잠재성, 과
학 교사와 교수(가르침), 교과 외 활동과 같은 학교 제공 요인, 지식, 기술, 경험,
태도, 동기 등 학생이 갖추어야 할 요건, 그리고 연봉, 근무여건, 경력 등 직업으로
써의 매력도와 같은 다양한 요인의 상호복합적인 결과이다(Woolnough, 1994). 과
학교육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상당수 연구자들은 물리를 기피하는 이유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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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물리학은 어렵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김희경, 이봉우,
2006; 이경호, 2007; Angell, Guttersrud, Henriksen, & Isnes, 2004; Williams et
al., 2003).
상당수의 학생들은 물리학이 자연을 설명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끼지만,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은 어려워한다(Angell et al., 2004). 물리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해
물리성적이 낮을 것을 걱정하고, 또 이 점으로 인해 물리학을 진로로 삼는데 주저
한다. 물리 문제 풀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물리 문제 해결 자체의 중
요성으로 인해 물리 문제 해결은 전통적으로 물리교육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
어져 왔다(박학규, 권재술, 1991; Hsu, Brewe, Foster, & Harper, 2004). 문제 해
결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인지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사고과정을 컴퓨터
의 정보처리과정에 비유하는 정보처리이론(information processing theory)에 근거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인간의 사고가 연습과 훈련에 의해 자동화 될 수 있다
는 생각(Simon & Newell, 1971)하에, 초보자(novice)인 학생도 전문가(expert)의
해결과정을 따라하면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Reif, 1983).
이를 바탕으로 초보자와 전문가의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권재
술, 이성왕, 1988; 박윤배, 1991; Henderson, Yerushalmi, Kuo, Heller, & Heller,
2004; Larkin & Reif, 1979; Larkin, 1987; Resnick, 1985; Simon, 1979; Woods,
1989).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은 문제 해결 전략에 관해서도 연구하였다.
Polya(1957)가

수학문제

해결

단계에

관해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 계획의 고안(Devising a plan), 계획의 실천(Carrying out the plan), 반
성(Looking back)의 4단계의 과정으로 제시한 후, 과학 분야에서도 이 4단계를 근
본으로 하여 문제 해결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후 Larkin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각자 사용한 용어는 다르지만 이해, 계획, 풀이, 검토의 4단계 풀이 방법을 제시하
였다(홍미영, 1995; Ashmore, Frazer, & Casey, 1979; Hestenes, 1987; Larkin,
1977;

Larkin,

1978;

Larkin

&

Reif,

1979;

Mettes,

Pilot,

Roossink,

&

Kramers-Pals, 1980; Reif, Larkin, & Brackett, 1976). 역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Heuvelen(1991, 1995)은 pictorial representation, physical representation, math
representation, solution, evaluation의 다섯 단계를, Heller & Heller(1992)는
focus the problem, describe the physics, plan the solution, execute the plan,
evaluate the answer의 5단계 풀이 방법을 주장하였고, Rief(1995)는 analyze
problem, construction of solution, check의 3단계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문제 해결 전략들은 체계적이기는 하나, 문제 해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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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에 근거하여 시간 순서에 따라 단계를 배치하고, 대부분 선형적인 풀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 풀이 과정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풀이과정이 시각적으로 한 눈에 들어오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올바른 전략을 배
울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새로운 모형은 전문가가 즐겨
사용하는 지식-개발 전략(Knowledge Development Strategy: KD 전략)을 학생들
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박윤배, 1991), 전문가들이 물리 문제를 해결
할 때 난이도에 관계없이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그림에 표시하고 계획에 많은 시간
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모형이어야 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노태희,
전경문, 1997; 박학규, 권재술, 1994).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House
Model’이라는 역학 문제풀이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변태진, 이승희, 이
경호, 2004; 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
‘역학’ 과목은 ‘힘’에 관련된 물리학의 기초 학문으로, 교재의 많은 부분이 뉴턴
시대의 고전역학 부분을 다루고 있다. 비록 300년 이상 지난 이론이지만, 물리학의
다른 분야(전자기학, 열통계학, 광학, 양자역학)를 수강하기 전에 물리학에 대한 기
반을 다지는 전공 기초 학문이다. 역학 과목은 물리학을 전공하는 자연대학 물리학
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학생 뿐 아니라, 공과대학의 기계공학과, 조선해양 공학과,
건축공학과, 우주항공 공학과 등 이공계의 많은 학생들이 필수로 수강해야 하는 과
목이다. 또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도 역학은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연유로 인해 물리교육에 관한 연구 중 역학과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박학규, 권재술, 1991; McDermott & Redish,
1999).
많은 연구자들은 물리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역학이 물리학의 기초과목이라는
사실로 인해 역학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박윤배, 1991;
Heller & Heller, 1992; Heuvelen, 1991, 1995; Reif, 1995). 이와 같이 기존의 물
리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고, 연구자 역시 학생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문제 해결 모형을 만들었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역학 문제 해결을
어려워한다. 문제 해결의 실패 원인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문제 해결자 및 문제
의 특성을 분석하거나(박윤배, 홍미영, 1995; 박윤배, 김미영, 2006; 박윤배, 조윤
경, 2006), 문제 해결에서 이해단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연구했을 뿐(박학규, 이
용현, 1993; 박학규, 권재술, 1994)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 동안 겪는 어려움을
자세히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단계에서 왜 어려워하는지 그 원인을 밝혀 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이승희(2006)
가 연구한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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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을 사용하여 역학 문제 풀이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
물리올림피아드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주 많은 양의 물리 문제를
풀고 있다(Kim & Park, 2002). 이들 중 몇몇은 오랜 선행학습을 통해 고등학교
입학 전 이미 일반물리학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문제를 많이 풀
수록 학업성취도도 높고, 개념적 이해도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추측
이지만, Kim과 Park(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고교시절 1,000문제 이상 풀었
기에 물리공식과 수학사용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념적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겪
는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공식이나 기술을 강
조하는 교육 현실에 노출되어 정성적인 이해는 부족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물리에 대한 내용(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잘 못하겠
다.”는 학생들도 있다. 박윤배(1991)는 문제 해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체계의
충실도와 문제 해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
에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그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엔 그 문제 해결에 실패하게 된
다(Tuminaro & Redish, 2004).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물리 문제 해결 경험
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은
개념이해를 수반하므로(Gabel, Briner, & Haines, 1992) 물리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학생들의 개념이해도 증가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문제풀이의 자신감, 학업성취도, 개념이해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체계
적인 문제 해결의 가이드가 되는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를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또한 House Model, Weekly

Report(Etkina, 2000) 및 문제풀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역학 문제풀이에서 학생들이
어떤 단계를 어려워하는지, 또 그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지 연구하였다. 마
지막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 본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학업성취도, 힘개념 검사(FCI) 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
다. 이를 바탕으로 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물리 문제를 풀어야 잘 해
결할 수 있는지, 물리 문제 해결과 개념 이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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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문제
본 논문에서 본격적인 연구문제는 ‘Ⅲ. House Model의 개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연구인 Ⅲ장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문제 해결을 도울 수 있는 House Model은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두 번째 연구인 ‘Ⅳ. 역학수업에서의 House Model의 활용’의 연구 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세 번째 연구인 ‘Ⅴ. 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과 그 원인:
House Model을 중심으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 때 단계별 어려움은 어떠한가?
2. 학생의 어려움이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에서 차이가 있는가?
3.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네 번째 연구인 ‘Ⅵ.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House Model측면에서’는 정량 연구와 사례연구로 구분 된다. Ⅵ장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정량연구)
1.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 문제 해결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개념 수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례연구)
1. House Model 관점에서 분석할 때 학생들은 물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어
떤 전략을 사용하며 어떤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가?
2.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물리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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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요
본 연구는 ‘어떻게 하면 물리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을까?’ ‘학생들이 물리 문
제를 풀면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일까?’라는 두 가지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이
의문을 바탕으로 ‘Ⅱ. 이론적 배경’에서는 문제 해결 전략과 학생의 어려움이 물리
문제 또는 물리교육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알아낸 문제
해결 전략은 House Model을 개발하는 데 기초가 되었고, 학생의 어려움에 관한 내
용은 Ⅴ장 연구에 사용되었다.
Ⅲ장의 연구(‘House Model의 개발’)와 Ⅳ장의 연구(‘역학 수업에서의 House
Model의 활용’)는 서로 연결되는 연구로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수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연구자는 학생들의 역학 문제 풀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모형인 House Model을 개발하였고, House Model은 MAOF 개념도, Weekly
Report,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와 함께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에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2004년 역학 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House Model(초기 모형)이 학생들의 문제
풀이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역학수업에서 활용
을 통해 얻은 학생들의 피드백과 이론적인 부분을 보강하여 2008년엔 House
Model의 두 번째 버전을 개발하였다.
Ⅴ장의 연구(‘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과 그 원인: House
Model을 중심으로’)는 Ⅲ장에서 개발된 House Model(2008)을 이용하여 2008년 1
학기 역학 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어
려움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이 과제로 제출한 House Model 답안을 분석하여 문제
해결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지를 밝혀내고,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의 차이도 분석하였다. 또한 두 개의 대표문항에 대해 사례연
구를 실시하여 문제풀이 단계와 그 단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원인과의 관계를 조
사하였다.
Ⅵ장은 Ⅲ장, Ⅳ장, Ⅴ장의 연구를 바탕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수록 실력은
향상될까?’라는 질문을 탐색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House Model 측면에서’ 연구에서는 2010년 과학고등학교 1
학년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간고사 및 경시대회 점수, 힘개념 검사(FCI)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풀이한 물리 문제수와 물리시험 성취도, 힘개념 검사의 상관관
계를 조사하였다. 49명 중 문제풀이수와 힘개념 검사 점수로 분류되는 4명의 학생
을 선별하여 3차례에 걸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학생들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
해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양식, 자신만의 문제 해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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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 배경을 알아보았다. 또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House Model의 관점에서 그들의 문제 해결을 분석하였다. 또한 비교적 많은 물리
문제 풀이 경험이 있는 그들이 문제 해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아보았다.

[그림 Ⅰ-1] 본 논문의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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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용어 정의
가. 문제(problem)
문제는 장애물(obstacle)로 인해 주어진 상태(initial state; given state)로부터
목표상태(final state; goal state)로 즉시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주어진
상태로부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달성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를 해
결하기 위해 깊은 사고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한다(김언주, 1987; Ernst & Newell,
1969; Mayer, 1983; Rimoldi, 1964). 또한 문제는 개인(조작인, operator)의 관점,
관련지식 획득 정도, 상황에 대한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김영채,
1999; Gadner, 1959; Hayes, 1989). Harper와 Foster(2008)는 문제에 대해 초기
상태와 목표상태 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 분야에
한정하여 물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변수나 조건 등은 주어져 있지만, 알아야 할 것
(물리 변수, 물리적 상황, 식의 증명)에 대한 방법이 불분명하여 쉽게 해결하지 못
하는 상태를 문제라고 정의하였다.

나. 문제 해결(problem solving)
Frazer(1982)는 문제 해결이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와 해답사이에 다
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말하였고, 박학규와 권재술(1991)은 “문제 해결은, 주어진
초기 문제상황에 관련이 있는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내고 활용하여,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조직화함으로써 목표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
인 사고과정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들은 또 문제 해결을 일반적인 문제 해결
(general problem solving, domain-independence of problem solving)과 분야관련
문제 해결(domain-specificity of problem solving)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박윤배(2002)는 [그림Ⅰ-2]와 같이 문제 해결을 장애와 벽을 극복하거나 정보와
사고를 이용하여 문제와 해답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
문제 해결이란, 초기 상태로 놓인 물리 문제를 물리법칙과 이론 등을 활용하여 우
리가 원하는 해답을 찾아가는 다리를 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
물리교육에 있어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용어는 국내외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 이후 학생의 어려움이라는 용어는 주로 개념적인 어려움이나 오개
념, 잘못된 추론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다(Clement, 1981; Peters, 1981;
McDermott, Rosenquist & van

Zee, 1987; Reb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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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nnot, 1994).

[그림 Ⅰ-2] 물리 문제 해결의 정의(박윤배, 2002)

Novak(1998)은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인지적인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정의적 영
역, 행동적 영역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승희(2006)는 오개
념 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적 어려움을 확장하여,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
을 내용, 교사, 평가, 맥락으로 구성된 교육요소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현재수준과
그것들에 대한 학생의 기대수준간의 차이(perceived gap)로 인하여 생긴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각된 차이가 클수록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므로,
학생의 어려움의 정도는 지각된 차이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승희, 2006;
Lee & Lee, 2011). 본 연구에서 학생의 어려움이라고 함은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
서 학생 스스로가 초기상태에서 목표상태로 쉽게 이르지 못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을 말한다.

라. House Model
House Model은 역학 문제풀이의 새로운 모형(전략)이다(변태진, 이승희, 이경
호, 2004). 2004년도에 처음 개발되어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에 2004년
부터 2008년까지 활용되었다. House Model이란 이름은 겉모양이 마치 지붕 있는
집을 닮았다는데서 따왔으며, 초기 House Model은 ① Central Concept, ②
Problem Situation, ③ Given Data, ④ Known Variables, ⑤ Findings, ⑥
Strategy, ⑦ Execution의 7단계로 이루어 졌다. 이후 초기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
여 2008년에 개발한 House Model은 ① Visualizing, ② Knowing, ③ Finding, ④
Planning, ⑤ Executing, ⑥ Checking의 6단계로 되어 있다. 지붕에 있는 3단계
(Visualizing, Knowing, Finding)는 순서에 관계없이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하나
의 단계로 간주하면 총 4단계로도 볼 수도 있다. 초기에는 학생들이 연습시간에 역
학 문제에 대해 개관하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법을 익히는데 House Model을 활용
하였고(변태진, 이승희, 이경호, 2004), 2008년도에는 House Model에 단계별 어려
움의 정도를 입력하는 란을 두어 문제 풀이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용
도로도 활용하였다(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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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3] House Model 문제풀이의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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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본 연구에서 House Model이 역학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물
론 초기의 House Model을 만든 목적이 역학 문제풀이였고, 또 이 영역에서는 소기
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House Model을 학회에 처음 발표할 당시(변태진,
이승희, 이경호, 2004) 과학의 타 교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다. House Model을
좀 더 널리 보급하여 물리의 다른 영역(전자기학, 현대물리)이나 화학, 생물, 지구
과학 교과에서도 사용해보았다면 좀 더 발전되고 실용성 높은 모델이 되었을 것이
다.
둘째, Ⅵ.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House Model
측면에서’의 연구 대상이 과학고에서 물리심화과정에 있는 학생들이었다. 풀이한 문
제수와 몇 가지의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
인문계학생들보다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평균적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
에 해당된다. 본 연구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성취도 향상과 직결되지
않음을 밝혀내었지만, 이는 과학고 학생의 사례이었으므로 물리 학습을 위한 최소
한의 문제는 풀어본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를 진행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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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문제와 문제 해결
가. 문제
‘문제(problem)’란 용어는 연구 분야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문제의 정의에 대해 인지심리학(cognitive psychology)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
는데, Rimoldi 등(1964)은 “문제는 목표(goal)와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장애물
(obstacles)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분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Ernst와 Newell(1969)은 문제의 구성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꼽았다.
① 시초상태(initial state): 문제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
② 목표상태(final state): 최후의 목표장면에 대한 정보
③ 조작인(조작자, operator): 어떤 상태를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수행
시킬 수 있는 작용 또는 이동행위(해결방법)
④ 조작인의 제한(operator restrictions): 조작인의 적용을 구속하고 지배하는 규
칙. 규칙에 맞는 조작인의 적용은 합법적(legal)이지만, 맞지 않는 것은 불법
적(illegal)이다.

Mayer(1983)와 김언주(1987)는 ‘문제(problem)’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이 나
타난다고 하였다.
① 문제가 현재 어떤 상태로 존재하며(원상태, given state)
② 다른 어떤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목표상태, goal state)
③ 그 변화를 성취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법이 없다(장애, obstacles).

중학생의 문제 해결활동에 대해 연구했던 송영욱(2005)은 문제가 발생되는 상
황을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였다. 첫째로 해결방법 또는 해결과정을 모르는
경우이다. Newell과 Simon(1972)은 문제란 개인이 어떤 것을 하기 원하나 원하는
것을 얻기에 필요한 일련의 행동과정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Lester(1994)는 개인이나 집단이 해결하려고 하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해결의 방법
을 쉽게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Gardner(1959) 등은 학생이 목표달
성을 원하지만 실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
였다. 둘째로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이
다. Hayes(1989)는 개인이 현재 상태와 원하는 상태 사이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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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좁히지 못할 때를 문제 상황으로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
은 경우이다. 김영채(1999)는 ‘문제란 목표를 실현할 때까지 겪게 되는 걸림돌로써
사전에 접해보지 못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
라고 말하였다.
Reitman(1965)는 초기상태와 목표상태의 분명한 정도에 따라 문제를 네 가지
로 분류 하였다. 초기상태와 목표상태가 분명한 문제, 초기상태는 분명하나 목표상
태가 불분명한 문제, 초기상태가 불분명하나 목표상태는 분명한 문제, 초기상태와
목표상태가 모두 불분명한 문제가 이 네 가지다. 문제 해결자의 출발점 지식 정도
에 따라 문제의 해당 범주가 달라질 수 있으나, 물리 문제는 일반적으로 초기상태
와 목표상태가 분명한 문제에 속한다. Greeno(1978)는 문제의 전반적 구조에 따라
문제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구조귀납문제로 여러 예로부터 함축된 법칙이
나 구조를 발견하는 문제로써, 그 예로 도형 법칙 추론, 언어유추가 있다. 둘째, 변
형문제로 초기에서 목표상태로 갈 수 있게 일련의 조작단계 또는 사고과정을 발견
해야 하는 문제인데, 물항아리, 하노이 탑 문제와 함께 물리 문제도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배열문제인데, 이는 모든 요소가 제시되어 있고, 그 요소를 재배열하는
문제이다. 글자 수수께끼, 암호산수문제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문제는 장애물로 인해 주어진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로 즉시 도달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주어진 상태로부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목표달성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깊은 사고가 요구 되는 상황이
다. 또한 문제는 개인(조작인, operator)의 관점, 관련지식 획득 정도, 상황에 대한
경험 유무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된다. 이런 관점으로 Harper & Foster(2008)는
문제란 초기 상태와 나중 상태 사이에 장애물이 가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

[그림 Ⅱ-1] 문제 상황(Harper & Foster, 2008)

- 13 -

고(그림 Ⅱ-1), 송영욱(2005)은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려는 데 장애물이
있는 경우로 설명하였다(그림 Ⅱ-2).

[그림 Ⅱ-2]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사이에 장애물이 있는 문제 상태
(송영욱, 2005)

나. 문제 해결
문제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것과 같이 ‘문제 해결(problem solving)’에 대해서
도 연구 분야별로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기존의 반응 경향을
시행착오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반응을 형성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였고,
형태심리학에서는 문제 상황의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며, 문제요소들
간의 내적관계를 발견하는 것을 문제 해결로 보았다(Mayer, 1983). 의미론에서는
문제의 표상(문제요소)과 스키마타(schemata)간의 외적 관계의 발견이 문제 해결
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학습의 유형으로 보았던 학자들은 학습자가 새로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전에 학습한 규칙들 간의 결합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Gagne & Mills, 1998),
Ausubel(1977)은 문제 해결이란 그것을 통해 학습자가 이전에 배운 규칙을 종합하
는 방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고도 하였다.
여러 연구 분야 중 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분야는
정보처리분야이다. 1960년대부터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이 심리학을 주도하게 되었
는데, 정보처리 이론은 인간의 문제 해결 과정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다는 가정
아래 문제 해결을 검색과정 또는 해결통로로 정의하였다. Simon(1978)은 문제 해
결에는 문제 해결자, 문제, 문제표상의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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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는 “문제 해결자가 하나의 문제를 내적 표상으로 바꾼 후, 문제의 초기
상태로부터 목표 상태까지의 범위를 지닌 문제공간을 통과하는 하나의 통로를 탐색
할 때 문제 해결이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Newell과 Simon(1972)은 문제 해결을
일련의 정보처리 과정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였다(그림 Ⅱ-3).
첫째, 문제 해결이란 해결자가 문제의 초기상태에서 시작하여, 중간상태들을 가
로질러, 목표를 충족시키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둘째, 문제 해결이란 ‘상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한다.
셋째, 사람들은 상황을 지각하고 이러한 지각을 처리하여 ‘과제환경’을 인식하
게 된다.
넷째, 과제 환경의 정보는 이제 해결자의 문제공간으로 변형된다.
다섯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정보, 지식을 사용하게 된다.

[그림 Ⅱ-3] 문제 해결과 문제공간(Newell & Simon, 1972)

과학교육 분야에서는 Frazer(1982)가 문제 해결이란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문제와 해답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이라고 말하였고, 박학규와 권재술(1991)은
“문제 해결은, 주어진 초기 문제 상황에 관련이 있는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내고 활용하여,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조직화함으로써 목표 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인 사고과정이다.”라고 서술하였다. 그들은 또 문제 해결을 일
반적인 문제 해결(general problem solving, domain-independence of problem
solving)과 분야관련 문제 해결(domain-specificity of problem solving)로 구분하
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박윤배(2002)는 문제 해결을 장애와 벽을 극복하거나 정보
와 사고를 이용하여 이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과정으로 보았다(그림 Ⅰ-2). 송영욱
(2005)은 문제 해결을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사이에 장애물이 있어 즉시 도달할
방법이 없고, 장애물을 적절한 관련지식과 기술을 이용하여 극복하는 것으로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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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물리 문제 해결은, 초기 상태에 놓인 물리 문제를 물리 개념, 법
칙 및 이론 등을 활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찾아가는 다리를 놓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다. 인지심리학과 문제 해결 연구
문제 해결력의 배양은 학교 교육에서 하나의 목표로 항상 강조되어 왔다. 그리
하여 문제 해결에 관한 연구는 과학교육에 있어 오랫동안 개념학습, 탐구학습과 더
불어 연구되고 있다(박학규, 권재술, 1991). 20세기 전반기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달로 행동주의에서 바라보는 시행착오에 의해 학습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문제
해결 연구를 수행하였다(Mayer, 1983). 행동주의의 견해들은 인간의 문제 해결과
정에 있어 사고와 계획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아 많은 반박을 받게 된다(박윤배,
2002).
그 후 문제 해결연구는 1960년 대 인지심리학의 발달과 함께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인지(cognition)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활동이며, 개인이 지식
(정보)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행위이다(김영채, 1995). 인지는 지식의 습득,
저장, 인출 및 활용이 포함되고, 정보처리, 주의집중활동, 정보의 습득 및 기억이 모
두 포함된다(그림 Ⅱ-4). Neisser(1967)는 ‘인지심리학은 감각투입이 변환, 감소,
정교화, 저장, 회복 및 사용되는 모든 과정을 주목한다.’고 하였다. 초기의 인지심리
학은 Aristotle의 인식론(epistemology)에 근거를 두고, ‘사고’와 ‘지식’에만 관심을
두었다. 이후 인지심리학은 인지를 컴퓨터 데이터 처리과정과 유사하게 봄으로써
유추(analogy)를 활용하고, 표상(representation)을 중시하게 된다. Mandler(1985)
는 표상을 다루지 않는 학문은 인지심리학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말하였다.
인지심리학은 ‘인지혁명’이라고 불리는 패러다임의 이동에 의해 새롭게 발전한다
(Eysenck & Keane, 1990). 인지혁명에서는 ‘표상’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
을 수동적이고 공허한 유기체가 아니라 경험에서 발달한 schema를 가지고 있는 존
재로 보았으며, 정보처리가 병렬적으로 처리되고, 인지활동이 하부상향과, 상부하향
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다(김영채, 1995; Neisser, 1976).
Atkinson & Shiffrin(1968) 모형
환경으로부터의 자극(input) → 지각과정(preception) → 주의과정(초기 처리된 것 중 일
부는 단기기억 저장고로 전이) → 시연(試演)을 하면 정보가 단기기억에서 유지 → 이들
중 일부가 장기기억 저장고로 전이
[그림 Ⅱ-4] 인지과정 모형(Atkinson & Shiffrin,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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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결은 인지심리학의 주된 연구 영역 중 하나이며, 인간의 사고를 지배하
는 기본 기제인 인간 지능의 성질과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박학규, 권재술, 1991). 인지 또는 사고는 한 개인이 어떤 문제를 풀 때 발생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되므로, 문제 해결 연구자들은 인지와 문제 해결 그리고 인간
의 사고(human thinking)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인다(김언주, 1987; 박학규, 권재술,
1991; Mayer, 1983). 1970년대 이후 정보처리이론과 구성주의 이론이 인지심리학
에 많은 이론적 토대가 된 것처럼, 문제 해결연구 역시 정보처리 심리학과 구성주
의 심리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정보처리 심리학은 컴퓨터 과학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사고과정을 컴퓨
터의 정보처리과정에 비유하는 정보처리과정 모형(information processing model)
이 기본 바탕이 된다(박학규, 권재술, 1991; 송영욱, 2005; 이영애, 1987; Gagne,
1985). 문제 해결을 정보처리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면 문제 해결이란 해결자가 문
제의 초기상태에서 시작하여, 중간상태들을 가로질러, 목표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태 공간’의 이동을 의미한다(Newell & Simon, 1972). 이 관점에서의 연구는 문
제 해결과정에서 해결자들이 어떤 단계를 거치고, 왜 그러한 단계를 선택하는지, 또
어떤 실수를 하며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주된 관심을 두며(Larkin & Rainard,
1984), 주로 정량적인(quantitative)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박윤배, 2002).
구성주의 심리학에서는 학습을 학습자와 그를 둘러싼 외부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인한 인지적 구조의 변화로 보며-이미 파지하고 있는 지식체계의 변화, 과
학지식이 자연으로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다(조희
형, 1988; Champagne, Klopfer, & Gunstone, 1982)- 이 이론에 바탕을 둔 연구
들은 학습자 개개인의 문제 해결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변인들이 어떻
게 작용하는가를 밝히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박윤배, 2002). 이들 연구는 신념,
태도, 가치관 등 비인지적인 면들이 문제 해결에 주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사례연구와 같은 정성적인(qualitative)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한다(Park, 1990).

[그림 Ⅱ-5] 학습의 과정(김영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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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심리학이 바탕이 된 문제 해결 연구에서는 문제 해결을 하나의 학습유형으
로 본다(전성연, 김수동, 2000). Ausubel(1977)에 따르면 문제 해결이란 그것을
통해 학습자가 이전에 배운 규칙을 종합하는 방식을 발견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용
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으로 볼 수 있다. 인지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의 과정은 주의(注意, attention), 지각(형태재인, pattern recognition), 부호화
(encoding), 기억저장으로 구분된다(김영채, 1995; 그림 Ⅱ-5). 주의 단계에는 초
점화(focusing)와 집중(concentration)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투입된 정보를 선택하
고 집중하는 과정으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도 불린다. 주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에 대해 Broadbent(1958)는 지각체계에서 작용 받지 못한 정보는 걸러진다
는 필터이론을, Treisman(1960)은 주의 집중을 받지 못한 것이 걸러지는 것이 아
니라

덜

두드러진다는

약소화이론(attenuation)을

주장하였다.

Deutsch와

Deutsch(1963) 및 Norman(1968)은 형태재인을 한 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정
보의 양이 제한되는 병목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고, 주의집중을 받지 못한 것은 빨
리 망각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지각단계는 정보를 변환시키고 조직화하는
단계이다. 감각기억은 물리적 자극을 원형대로 유지하고, 감각기억에 머무는 정보들
중에 일부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short term memory: STM)으로 전이되지
만, 다른 것들은 상실되고 새로운 투입으로 대치된다. 지각은 선행지식과 기대에 따
라 영향을 받는데, 골프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굴러온 작은 공이
골프공임을 인지하지만, 시내 한 복판에서 내가 기대치 않았던 인물이 스쳐 지나간
다면 나는 그를 지각하지 못할 것이다(김영채, 1995). 세 번째 단계인 부호화 단계
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장기기억(long term memory: LTM)으로 저장되도록 준비하
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는 정보를 유의미하게 만들고, 장기기억에 있는 기존 정보
와 통합시키는 일을 한다. 이 때 정보를 조직화하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재생이
촉진되며(Klatzky, 1980; Miller, 1956), 하나의 유의미한 체제로 조직화된 지식구
조인 쉐마(schema)는 정보의 이해를 돕게 된다(Barlett, 1932). 학습의 마지막 단
계에서는 부호화된 정보가 기억저장고에 저장된다. 이 기억저장고는 단기기억과 장
기기억으로 나뉘는데 그 특징은 [표 Ⅱ-1]과 같다.

- 18 -

[표 Ⅱ-1]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의 특징(김영채, 1995)
단기기억(STM)

장기기억(LTM)
1. 결합적 구조(associative structure)로

1. 저장시간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표상된다.

2. 용량이 제한적이다. Miller(1956)는
STM의 용량을 7±2개 항목으로 보았

2. 인간의 기억은 내용주소(content
-addressable)로 되어 있다. 반면 컴퓨

다.

터는

3. STM의 정보는 연속적인 주사(走査,
successive scanning)를 하여 인출해
낸다.

로 되어 있다(Calfee, 1981)
3. 인간의 기억정보는 여러 가지에 관련되어
저장되는 전후참조적(cross-referenced)

4. 통제과정은 STM 내의 정보 처리 뿐만
아니라 STM 안팎으로 지식이 이동하는
것을 통제한다.

위치주소(location-addressable)

이다.
4. LTM에는 여러 가지 명제적 지식이 표
상되어 있다.

2.2.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들
문제 해결 전략이 다양하고 이미 개발된 문제 해결 전략이 완벽히 일반화 될
수 없는 원인에는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문제 해결자가 물리에 관한 지식은 계층적이며 풍부하더라도 생물
에 관련된 개념지식이 부족하다면, 다른 이들이 보기엔 쉬운 문제일지라도 그 학생
에겐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 또 같은 답을 요구하는 수학문제라도 수식으로 된 문
제와 문장형으로 된 문제에 반응하는 학생이 문제풀이에 성공하는 비율은 다르다.
박윤배(2002)는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을 문제의 특성, 문제 해결자의 특성,
문제 해결과정의 특성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그림 Ⅱ-6). 본 연구에서는 문제 해
결과정도 문제 해결자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문제 해결자의 특성내로 분류하
여 다룰 것이므로, 이 절에는 문제에 작용하는 변인을 문제의 특성과 문제 해결자
의 특성 두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가. 문제의 특성
문제의 특성은 문제의 제시방법(그림 포함여부, 정성/정량문제), 문제의 정보량
(정보량이 딱 맞아떨어지거나 과잉 또는 부족할 때), 문제의 상황(과학적 상황 vs.
일상적 상황), 추리단계(단순 vs. 복잡)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문제 해결의 성
패 및 해결 시간 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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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6]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들(박윤배, 2002)

첫 번째 특성인 문제의 제시방법은 일반적으로 문제를 글로 제시하는 경우보다
그림이나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할

경우

문제의

성취도가

높다(조영미,

1996;

Jurdak, 1986; Kokinov & Yoveva, 1996). Jurdak(1986)은 문제를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할 때 글로 제시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눈에 관련된 정보들을 볼 수 있어, 문
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고, 계산과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영미(199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에게 ‘전류, 저항과
일률’에 관한 문제 해결과정에서 그림으로 제시된 문제의 경우가 문장으로 제시된
문제의 경우에 비해 문제 해결에 소요된 시간이 짧았으며 문제의 이해와 계획을 비
교적 쉽게 하였다. 물리 문제나 수학문제의 경우 시각화의 과정이 문제 해결과정에
서 필수적이거나 도움이 되기에(황현미, 방정숙, 2009; Byun et al., 2010), 문제에
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 시각화에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다.
Kokinov와 Yovava(1996)의 연구에서는 문제와 관련 있는 맥락의 그림을 제시
할 때에는 정답률이 높았지만, 문제와 관련이 먼 다른 그림을 제시할 때에는 오히
려 정답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그들은 같은 와이어로 용수철을 만들 때 용
수철의 직경이 작은 것과 큰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늘어날까를 물으면서, 그
바로 아래에 빗의 어느 부분에서 고음이 날까 또는 막대의 균형에 대해 바로 물었
다. 그랬더니 좁은 간격 부분을 구부린 빗을 그림으로 제시한 문제에서 용수철 문
제에 대한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 학생이 그 문항
에 관련된 그림뿐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다른 문항의 그림이 답을 선택하는데 영향
을 끼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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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7] 문제(Context Problem)의 그림이 다른 문제(Target Problem)의 풀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례(Kokinov & Yovava, 1996). 표 안의 숫자는 응답한 학생의 백분율.

문제의 제시방법에서 그림의 유무가 아니라, 문제의 표현형식이나 요구하는 답
의 형식에 차이가 날 경우는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화학 문제의 경우 화학문
제를 언어, 그림, 그리고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하였더니, 화학반응식으로 제시한 문
항에서 성취도가 더 높았다(홍미영, 박윤배, 1994).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화학반
응식의 문제유형이 대체로 일정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
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화학문제를 수리, 그림, 문장문제의 형태로 나타냈을
때도 학생들이 수리문제를 선호하고, 성공률이 다른 두 형태보다 유의미하게 높았
다(노태희, 강훈식, 전경문, 2005). 물리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역학이나 전자기학에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학생들은 정량적 문제를 정성적 문제보다 더 잘 해
결했다(김상동,

1998;

박학규,

이용현,

1993;

양혜정,

1994;

McMillan

&

Swadener, 1991). 역학 문제를 연구한 박윤배와 조윤경(2005)의 연구에서는 정성
적 문제와 정량적 문제에서 성취도의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정성문
항을 수식을 사용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과학을 학습할 때 수식이 들어간 문제를 많이 경험해보기에 이에 더 친숙
하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학생들이 근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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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두 번째 특성은 문제의 정보량이다.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적절한 공식만 이용하면 간단히 풀 수 있고, 그 문제에 필요한 정보량만
제공한다(박윤배, 2002; Camacho & Good, 1989). 학생들은 문제에 나와 있는 정
보는 문제 해결에 있어 딱 맞게-더 많이 제공되거나 덜 제공되지도 않은- 제공된
다고 믿는다(박윤배, 1991; 홍미영, 박윤배, 1994). 학생들은 그 동안 문제를 해결
하면서 정보가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불필요한 정보를 포
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어진 정보를 다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다 사용하지
못할 때는 문제 해결의 자신감이 감소하며,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길었다
(박윤배, 현봉수, 2006; 조영미, 1996; 홍미영, 박윤배, 1994; 홍미영, 박윤배,
1995). 문제의 정보량은 문제 해결자의 특성과도 연결되는데, Clement(1981)의 연
구에서는 공식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생들이, 박윤배와 현봉수(2006)의 연구
에서는 미시적 학습접근 방식의 학생들이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문제 해결
에 시간도 많이 소비되며 문제 해결 성공률도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문제의 세 번째 특성은 문제의 상황이다. 과학교육에 있어 상황(context)의 정
의와 분류는 다양하지만(박천인, 박종원, 정환재, 1998; 송진웅, 1997; 이명제,
1996; APU, 1984; Choi & Song, 1996; NAEP, 1984; White, 1986), 문제상황의
경우로

압축하면

과학적

상황(scientific

context)과

일상적

상황(everyday

context)으로 대표할 수 있다. 과학적 상황은 기본 과학 개념의 형성정도나 개념
간의 이해 및 적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교과서 범위내의 교실이나 실험실에서 제
기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 일상적 상황은 개인 및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의 탐구와 해결에 과학적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는 문제
상황을 의미한다(노금자, 김효남, 1996; 정지숙, 1996). 보통의 문제 해결에서는 과
학적 상황에서의 성취도가 일상적 상황에서의 것보다 높으나(노금자, 김효남,
1996; 이이묵, 2002; 이제명, 김찬종, 최승언, 1993; 홍미영, 박윤배, 1995;
Schofield, Black, Bell et al., 1989; Song, 1990), 그 차이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나(Song & Black, 1992), 과학적 개념이 추상적일 때는 일상생활에 관한 문제에서
성취도가 높은 경우도 있다(Rennie & Parker, 1995). Song(1990)의 연구에서는
과학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해석에 대한 성취도는 일상생활 맥락에서 더 높았지만,
문제 해결과 관련된 것은 과학적 상황의 것이 더 높았다. 화학분야의 분야에 대해
조사한 홍미영과 박윤배(1995)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 성취도가
높고, 계획과 이해 단계에서 시간이 덜 소요되었다. 지구과학 분야의 연구였던 이제
명 외(1993)의 연구에서도 실험실 상황이 지구환경적 상황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
였다. 물리 분야에 관해 조사한 이이묵(2002)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물리 수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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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일상적 상황의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지만, 학교시험에서는 과학적 상황의 문
제를 더 선호하여, 과학적 상황의 문제가 더 풀기 쉽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많
은 연구에서 과학적 상황이 일상적 상황보다 높은 성취도를 보이며,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도 보편적으로 짧았다.
일상적 상황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황의존적’인 모습을 나
타낸다. Clement(1981)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자신이 배운 과학
적 개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식위주의 지식(formula-centered knowledge)을 갖
춘 학생의 경우 일상적 상황에서 문제 해결능력이 떨어졌다. 노금자와 김효남
(1996)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상황에서는 학교
지식을 활용하지만, 일상적 상황에서는 감각적 경험에 의존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남윤경(2004)의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Saunders와 Jesunathadas(1988)의 연구에서는 일상적 상황의 문제 해결
의 경우 학생들이 친숙한 상황에서 성취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문제의 마지막 특성은 추리 단계의 수이다. 일반적으로 추리 단계가 많을수록
복잡한 문제가 되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자명한 사실이
다. 학교의 정기고사에서도 추리 단계가 많은 문제는 하위의 작은 문제로 구분해서
출제하거나 배점을 높여 문제 해결 성공자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한다.
Niaz(1989)는 논리적 구조가 동일한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정보처리
량이 조금만 증가하여도 문제 해결자의 작업기억 용량에 부담을 주어 성취력이 현
저히 떨어진다고 하였다. 문제 해결과정을 Newell & Simon(1972)의 수단-목적
분석(mean-end analysis)이론으로 살펴보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상태와 목적
상태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며(difference reduction), 한 번에 목적 상태에 이룰
수 없다면 새로운 하위목표를 설정(subgoaling)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
해보면 문제의 추리단계가 많아지면 문제 상태와 목적 상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하위목표(중간단계)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 정보처리량이 증가하게 되어 학생들
의 성취도를 떨어뜨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덧붙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있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목표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며, 목표를 우회
하는 것도 두려워하기에(김영채, 1995), 하위목표가 많아질수록 문제 해결에 어려
움을 겪게 된다.
안수영과 권재술(199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비례(천칭)와 운동의 제 2법칙
에 대해 조작단계별로 문항을 제작하여 시험을 치렀는데, 조작단계가 문제의 어려
움을 결정하는 중심 변인이 되었다. 문제의 조작단계 수와 해결의 어려움 사이는
단순한 선형관계가 아니라, 어느 단계 수까지는 정답률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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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부터는 급격히 떨어져지는 것을 볼 때, 문제 해결의 조작단계의 수에 있어서
임계값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문제 해결자의 특성
Schunk(2000)는 한 개인에게는 진실로 어려운 문제(genuine problem)가 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이에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누구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다른 누구는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사실은 문제 해결이 문제의 특성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자
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 좌우됨을 암시한다. 박윤배(2002)는 문제 해결자의 특
성을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 비인지적 요소로 나누었는데, 박윤배
(2002)가 분류한 절차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이나 전략적 지식(strategic
knowledge)은 모두 문제 풀이 과정에서 발현되는 지식이기에 여기서는 문제를 풀
기 전 문제 해결자가 가지고 있는 명제적 지식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과정적 지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문제 해결자에 관한 많은 연구가
초보자와 전문가의 비교 형태로 진행된 것처럼(Hsu et al., 2004; Maloney, 1994)
여기에서도 문제 해결자의 특성을 초보자(novice)와 전문가(expert)를 비교해 가면
서 연구하였다.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은 선언적(宣言的, declarative) 지식이라
고도 하며, 문제와 관련된 원리, 공식, 개념들에 대한 사실적 정보 또는 내용을 의
미한다(박윤배, 2002; Alexander & Judy, 1988). 수학 문제이든 물리 문제이든 그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 중에 사용되는 이론이나 공식을 모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명제적 지식은 문제 해결의 전제 조건이 된다(박윤배, 1991; Reif, 1981).
명제적 지식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조건은 되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박윤배(1991)의 연구에서도 선행지식을 갖추고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25%나 되었고, Finegold와 Mass(1985)의 연구에서도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명제적
지식을 갖추었지만, 문제 해결 성취도가 60%이하인 학생이 상당 수 있었다.
명제적 지식에 있어 초보자와 전문가는 그 분야의 영역 구체적 지식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Simon, 1979).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해박하
고 잘 조직되어 있는 장기기억을 갖고 있으며, 해당분야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물리 문제 해결에 있어 초보자보다 더 많은 양의 물리학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수학적 기능 역시 우수하다(권재술, 이성왕, 1988). 또한 개념들이
하나의 단위(chunk)로 기억되어 있어 개념간의 위계가 잘 조직되어 있기에 적절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권재술, 이성왕, 1988; 김영채, 1995; Ch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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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er, 1982). 이에 반해 초보자는 지식의 위계가 단순하거나 불분명하며, 수학적
기능 역시 낮다(권재술, 이성왕, 1988; 김영채, 1995).
물리 지식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서도 전문가는 물리학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개념을 분류하고 위계적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반면, 초보자는 표면적인 특징인 단
어나 시각적 유사성에 의해 내용을 조직한다(Chi, Feltovich, & Glaser, 1981;
Harper, 2006; Reif & Heller, 1982).
[표 Ⅱ-2] 초보자와 전문가의 비교(권재술, 이성왕, 1988)
구분

일반적인
경우

물리 문제
해결의 경우

초보자

전문가

해당분야의 지식이 적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념들이

초보적인 조직 위계

무리지어 하나의 단위(chunk)로 기억

문제 해결 경험이 적음

개념간의 위계가 잘 조직

논리적 사고력의 수준이 낮음

논리적 사고력 사고력이 높음

물리학 전반에 걸친 지식이 적음

물리학 전반의 지식이 풍부함

초보적인 위계조직

수학적 기능 우수

수학적 기능이 낮음

잘 분화된 논리적 사고력

문제의 표상은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박윤배, 2002). 표상은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내는 심상(心象)을 말하며, 지각된 여러 요소 중 선택되어 두
드러진 것, 중요한 것이 받아들여져 표상으로 나타난다(임석진 외, 2008). 문제 해
결자가 그 문제에 대해 올바른 표상을 떠올린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문
제 해결자가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지 않은 요소 또는 잘못된 표상을 가지게 되면
문제 해결과정이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 김민경과 권혁진(2010)은 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수학에서의 표상 활용 능력과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상위권 학생들은
다양한 표상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하위권 학생들은 표상을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들이 같은 문제에서 사용한 시각적
표상 역시 정교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그림 Ⅱ-8). Kohl과
Finkelstein(2008)은 일반물리학 수강생(초보자)과 대학원생(전문가)을 대상으로
물리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상의 패턴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
에서는 초보자도 전문가와 같이 다양한 표상을 사용하였지만, 전문가는 시작지점에
서 다른 가능한 표상으로 유연하고 재빨리 표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반면, 초보
자는 표상을 한 번에 모두 바꾸려고 했기에 그 변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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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경우의 수 문제에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의 표상 비교

Heuvelen(1991)은 물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표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
면서 학생들도 물리적인 표상(다이어그램, 그래프 등)을 잘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학생들도 물리학자가 하는 것처럼(그림 Ⅱ-9) 문제 풀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다. Heuvelen(1991)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물리
문제를 해결할 때 다이어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았다-기말고사에서 일반물리학 과
목의 10%, 공업물리학 과목의 20%의 학생들만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였다. 그는
학생들이 다이어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학생들은 다이어그램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양과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을 구조화하는데 필요한 특별
한 기술을 개발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정적 지식은 Alexander와 Judy(1988)가 말한 절차적 지식(명제
적 지식을 완성시키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과 Schenfeld(1979)가 말한 전
략적 지식(문제에 접근하고 문제를 이해하며 적절한 지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
반적인 문제 해결 기술)을 통합한 것이다. 과정적 지식은 각자 자신의 명제적 지식
을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선택하고, 실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인지적 사고과정을 모두 포괄한다.
문제 해결과정을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작업기억에 대한 것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전문가와 초보자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 작업기억에 대한 요
구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는 문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측면들만 확인하
여, 하나 또는 몇 개의 잠재적 해결책만을 생성하며(Mayer, 1983), 큰 과제환경에
서 문제공간을 분리하여 복합적인 것도 관리 가능한 크기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Newell & Simon, 1972). 이러한 축소과정을 통하여 적절한 정보를 계속 유지하
고, 작업기억의 제한적인 용량에 맞추고 해결할 수 있어 정확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김영채, 1995). 반면 초보자는 조각조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작업기억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저장하려 하기 때문에 사고가 혼란스러워지게 된다(Resn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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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따라서 문제 해결에 실패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그림 Ⅱ-9] 물리 문제 풀이과정에서의 표상(Heuvele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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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문제 해결과정에서 단계별 소요시간 백분율, 전략, 총 소요시간(권재술, 이성
왕, 1988)

난이도

상
중
하

문제
해결자

문제 해결과정의 단계별 소요시간 백분율

총 소요
시간(초)

A(%)

P(%)

C(%)

E(%)

WF(명)

WB(명)

초보자

30

44

20

6

1

18

433

전문가

37

30

20

13

3

2

351

초보자

18

33

44

5

12

8

303

전문가

30

13

51

6

5

0

191

초보자

27

28

41

4

11

9

172

전문가

35

15

39

11

4

1

161

A-문제이해, P-계획, C-실행, E-검토, WF-바로풀기, WB-꺼구로 풀기

초보자와 전문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에서의 과정적 지식이 다르기
에 문제 해결과정의 각 단계에 소모하는 시간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권재술과 이성
왕(1988)은 물리교육전공 대학생과 물리학과 교수를 연구 대상으로 물리 문제의
해결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난이도가 낮은 문항에서는 초보자와 전문가의 문
제 해결 소요시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난이도가 중간이상인 문항에서는 1.2~1.5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표 Ⅱ-3). 그리고 전문가는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에서 전
체 시간의 30%이상을 소비하고, 계획단계는 30%이하의 시간을 소비한다. 이는 학
부생(초보자)과 대학원생(전문가)을 대상으로 역학과 전자기 문제에 대해 실시한
Kohl과 Finkelstein(200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그림 Ⅱ-10). 초보자는 문제
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계획과 풀이 단계를 순환하는 경우
가 많이 발생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박학규, 권재술, 1994). 권재술과 이성왕
(1988)에 따르면 전문가는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추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그림에 표기한다. 이렇게 정보들을 그림에 모두 표시하면 도중에 필요한 정보를 잊
어 다시 찾아야 할 경우나 문제의 확인단계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가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이런 특성으로 인해 문제 풀이 단계를 순환하는 경우
가 적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인지양식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된다. 인지양식
(cognitive style)이란 한 개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보를 조직하고 처리하는 방법
으로, 지각, 이해, 기억에 있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일관된 성향을 말한다(김상동,
1998; 김태훈, 노태천, 2002; Gardner, Holzman, Klein, Linton, & Spence, 1959;
Witkin, Dyk, Fattuson, Goodenough, & Karp, 1962). 충동성-사려성 유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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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0] 정전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소요시간 비교(Kohl &
Finkelstein, 2008)

은 인지적 속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떤 결정을 하는 속
도, 정확성, 신중성, 처리과정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학습자를 분류할
수 있다(Goldstein & Blackman, 1978; Kagan, 1966). 인지양식에 있어 장독립-장
의존 유형은 자극에 대한 해석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충동성-사려성 유
형은 추론과제나 문제 해결 양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박윤배, 조윤경, 2006). 선행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충동성 유형의 학생보다 사려성 유형의 학생들이 더 뛰어난
문제 해결력과 성취도를 보인다(김상동, 1998; 김태훈, 노태천, 2002; 박영수,
1989; Kagan & Kogan, 1970). 그 이유로 Kagan과 Kogan(1970)은 사려성의 학생
들은 문제 해결에 있어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더 기울
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문제 해결에 걸리는 시간은 사려성 유형의 학생이
충동성 유형의 학생보다 더 많이 소요된다(박윤배, 조윤경, 2006; Goldstein &
Blackman, 1976). Goldstein과 Blackman(1976)은 그 이유를 사려적인 학생일수록
반응속도보다는 정확성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천히 주의 깊게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윤배와 조윤경(2006)의 연구에서는 우
수 집단에 대해 실시하였기에 충동성향의 학생이 성취도가 높긴 하였으나, 사려적
인 학생이 실행과 검증단계에서의 소요되는 시간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학생들은 학습접근방식에 따라 사용하는 전략적 지식이 다르기에 문제 해결과
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홍미영, 1995). 학습접근방식(learning approach)
이란 학습자가 학습할 때 비교적 일관성 있게 개인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전략으로
학습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거시적 접근방식과 미시적 접근방식으로 구분한
다(Entwistle & Ramsden, 1982). 거시적 접근은 전체적인 내용과 개요를 학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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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중요시하며, 원리와 공식들 간의 관련성과 같은 개념의 구조를 파악하려는
특성을 가지며, 미시적 접근은 전체적인 개요보다 세부적인 학습에 치중하고, 구체
적인 공식, 단위들을 꼼꼼히 기억하려는 특성을 갖는다. 박윤배와 현봉수(2006)의
연구에 따르면 거시적 학습접근방식의 학생들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문제
를 해결해가므로 계획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미시적 학습접근방식의 학생
들은 문제에 제시된 수치나 정보와 관련된 공식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여 문제를 풀
다보니 시행착오가 발생하여 계획보다 실행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박
학규와 권재술(1994)는 과학고 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기회로에 대해 연구한
결과 거시적 접근 학생이 문제풀이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미시적 접근 학
생들이 계산과정의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제 해결에 있어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은 문제 해결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문제 해결 전략에는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KD) 전략, 수단
-목적(Mean-Ends: ME) 전략, 임의(Random: RA) 전략이 있다(박윤배, 1991;
Larkin, McDermott, Simon, & Simon, 1980). 지식-개발 전략 대신 바로풀기(전
진 방안), 수단-목적 전략 대신 거꾸로 풀기(역진 방안)로 부르는 경우도 있다(권
재술, 이성왕, 1988; 박윤배, 1990). 지식-개발 전략은 명시적으로 연속적인 하위
목표의 설정을 구상하지는 않지만, 문제의 초기상태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는 지식
(중간 상태, 하나의 하위목표)을 먼저 구한 다음, 그것을 이용하여 또 다시 알아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찾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의 목표상태에 이르는 방법
이다(박윤배, 2002). 수단-목적 전략은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는 식을 먼저 찾고, 그 후 그 식으로 모르는 물리량을 포함하는 식을 찾아서 그
식과 알려진 물리량과 연결고리를 찾아가는 역진 방안이다. 문제 해결자는 목표상
태와 초기 상태가 주어졌을 때 이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원하는 목표에 이르게 된
다. 임의 전략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물리량이나 식을 임의로 떠올리면서
단서를 찾으려는 방안이다.
과학문제 해결의 성취도에 있어 지식-개발 전략이 수단-목적 전략이나 임의
전략 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권재술, 이성왕, 1988; 박윤배, 조윤경,
2005; Park, 1990). 전문가들은 과학문제를 해결할 때 지식-개발 전략을 주로 사
용하며, 초보자는 수단-목적 전략이나 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
하여 초보자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무계획적인 식찾기(haphazard formula-seeking)
나 패턴 매칭(solution pattern matching)기술을 많이 사용한다(van Heuvelen,
1991; Mazur, 1997; Rief, Larkin, & Brackett, 1976). 초보자도 자신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며, 전문가라 할지라도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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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못한 문제의 경우 수단-목적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Sweller, 1989). 또한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했을 때가 다른 방안을 사용할 때보다 해답에 대한 높은 자
신감을 보인다.

다. 그 외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느냐, 협동하여 해결하느냐에 따
라서도 문제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과학 문제 해결에서
협동학습이 개별학습보다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있다(노태희, 여경희, 전경문,
1999; 노태희, 서인호, 한재영, 전경문, 차정호, 2000; 노태희, 여경희, 전경문, 김창
민, 안충희, 2000; 박윤배, 김미영, 2006; 전경문, 여경희, 노태희, 2000; Chiu,
2008; Heller & Hollabaugh, 1992; Heller, Keith, & Anderson, 1992; Mason &
Singh, 2010). 박윤배와 김미영(2006)은 학생이 개별해결에 비해 협동해결에서 문
제이해, 계획, 검증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지식-개발 방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연유로 개별해결에 비해 협동해결에서는 실수가
줄어들고 문제 해결에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협동해결과정 중에 나타는
언어적 행동이 문제 해결력과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이다(전경문, 여경희, 노태희,
2000). Mason & Singh(2010)의 연구에서는 연습시간에 “Peer reflection group”
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 때 서로에게 문제 해결 전략을 배우게 했더니, 전통적인 다
른 그룹학생들에 비해 기말고사 때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학생의 비율이 높아졌으
며, 시험성적도 좋아졌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의 협동적 문제 해결연구에서는 리
더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것이 있다(최재혁, 2009; Ha, Cheong, Byun, & Lee,
2009). 리더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과정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올바른 문제 해결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2.3. 문제 해결 모형과 전략
앞 절에서 문제 해결에 작용하는 변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소개한 연구의 상
당수가 전문가와 초보자의 비교 연구였다. 그 이유는 많은 연구자들이 초보자도 전
문가의 특성을 갖추게 되면 문제를 잘 풀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 모형의 연구도 전문가가 사용하는 문제 해결 모형을 초보자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있다. 초보자가 자신의 문제 해결 모형에서 잘못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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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전문가의 모형으로 대체해나갈 때 문제 해결의 성공률은 높아질 것이다.

가. 문제 해결 단계에 대한 연구들
과학교육과 수학교육을 통틀어 문제 해결 모형 연구의 시발점이 되는 이는
Polya이다. 그는 수학교육자로서 많은 연구를 통해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그 중
“Mathematics and plausible reasoning(1954)”이나 “How to solve it?(1957)”은 국
내에서도 여러 종류의 번역본이 있을 만큼 유명한 책이 되었다. 그는 저서인 “How
to solve it”에서 수학문제의 효율적인 해결 방법으로 4단계 모형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였다.
① 문제의 이해(understanding the problem)
② 계획의 고안(devising a plan)
③ 계획의 실천(carrying out the plan)
④ 반성(looking back)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는 문제를 읽고, 문제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며, 여러 가지
양을 기호로 표기하며, 미지수를 확인하고, 변인 값을 적고, 문제의 목표 및 미지수
를 확인하는 과정이 여기에 모두 포함된다.
계획의 고안 단계에서는 문제의 제시된 자료와 미지수의 정성적인 관계를 찾
고, 정보를 수집하며, 조건간의 관계 찾기, 적용할 원리와 법칙 생각해내기, 문제 해
결 절차 구상하기, 하위목표 설정하기 등이 수행된다.
계획의 실천 단계에서는 조건간의 관계, 원리, 법칙을 이용하여 방정식을 세우
고, 정량적인 계산을 수행하며, 수치에 대입하여 답을 구하는 단계이다.
반성 단계에서는 구한 답의 부호와 값, 단위, 차원 등을 확인하고 정성적인 예
측과 정량적인 계산 값의 일치여부, 답이 문제의 조건에 합당한지 확인하기, 검산하
기 등의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Polya(1957)가 이 4단계를 제시한 이후, 1980년대를 전후로 하여 많은 연구자
들이 수학과 과학 문제 해결에서 4단계 문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Larkin(1976,
1977, 1979) 등은 물리 문제 해결에서 ① 문제의 서술(describing the problem),
② 해결책 계획(planning a solution), ③ 수행(implementation) ④ 결과 검토
(checking the result)의 4단계를 제안하였고(Larkin, 1977; Larkin & Rief, 1979;
Reif, Larkin, & Brackett, 1976), Mette(1980, 1981) 등은 화학문제 해결에서 ①
문제 분석(analysis

of the problem), ② 문제 변형(transformation of the

problem), ③ 연산 실행(execution of routine operations), ④ 답 검토 및 결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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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checking the answer and interpretation of result)의 4단계 전략(program of
action

and

methods:

PAM)을

제안하였다(Mettes,

Pilot,

Roossink,

Kramers-Pals, 1980; Mettes, Piolt, Roossink, Kramers-Pals, 1981; 그림 Ⅱ
-11). Hestenes(1987)은 역학 문제 해결에서 ① 기술 단계(description stage),
② 계산 단계(formulation stage), ③ 세분화 단계(ramification stage)1), ④ 확인
단계(validation stage)를 제시하였고, 국내 연구자로는 홍미영(1995)이 이해, 계획,
실행, 검증이라는 4단계 모델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림 Ⅱ-11] Mette의 PAM(Mettes, Pilot, Roossink, Kramers-Pals,

1980)
이 시기의 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모형에서 모두 4단계를 선호한 것은 아니다.
물리와 화학 문제 해결에서 연구자에 따라 3~6단계에 이르는 다양한 문제 해결 단
계를 주장하였다.
Fraser(1982)는 화학문제 해결 모형에서 ① 인식, ② 계획, ③ 실행 및 검증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된 모델을 주장하였다(그림 Ⅱ-12). Fraser의 모델에서는 모
든 단계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문제 해결자는 해결 도중 다시 각 단계로 돌아갈
수 있게 설계하였다. Fraser 외에도 Reif(1983)가 ① 문제 분석(analysis of
problem), ② 해결책 구성(construction of solution), ③ 검토(checks) 3단계를,
Frank와 Herron(1985) 역시 계획, 풀이, 검토의 3단계를 통한 문제 해결 교수법을
1) Hestenes(1987)은 Ramification 단계에 대해 ‘그 모델의 특별한 성질(properties)이나 결과(implications)를
계산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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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2] Fraser(1982)가 제시한 문제 해결 모형(박윤배, 2002)

주장하였다. Styer(2002)는 ① design a strategy, ② execute that strategy, ③
check the resulting answer 의 3단계 물리 문제 해결법을 제시하였다. Gok(2009,
2010)을 비롯한 연구자들은 엔지니어링 물리코스를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에서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① 기본적인 원리를 확인하기
(identifying of the fundamental principle), ② 풀기(solve), ③ 검토(check)의 3단
계를 주장하였다(Gok, 2010; Kowalski, Gok, & Kowalski, 2009).
Tingle과 Good(1990)은 ① 문제 진술, ② 정보 재진술 및 그리기, ③ 예측,
④ 수리적 풀이, ⑤ 검토의 다섯 단계를, Woods(1992)는 ① 문제정의, ② 탐색, ③
계획, ④ 수행, ⑤ 검토의 5단계를, Heller & Heller(1992)는 ① 문제 초점 맞추기
(focus the problem), ② 물리적 묘사하기(describe the physics), ③ 해결책 수립
하기, ④ 계획 수행하기(execute the plan), ⑤ 답안 검증하기(evaluate the
answer)의 5단계를 제시하였다.
Bunce와 Heikkinen(1986)은 ① 문제의 진술(statement), ② 문제의 상황 묘사
(sketch), ③ 개념, 법칙, 원리 등의 회상(recall), ④ 해결 과정의 도식(solution
diagram),

⑤

수리적

계산(math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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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검토(reviewing)의

6단계를,

Hayes(1989)는 ① 문제발견, ② 문제 표상, ③ 해결책 계획, ④ 계획 수행, ⑤ 평
가, ⑥ 강화 의 6단계를 개발하였다. 박윤배(1991)는 일반물리학을 수강한 대학생
들의 역학 문제 풀이 과정을 분석하여 ① 문제 문장 읽기, ② 문제 이해, ③ 해결절
차 계획(장기, 단기), ④ 공식 재생 ․ 유도, ⑤ 계산, ⑥ 확인 ․ 타당성 검토 의 6단
계를 소개하였다. Kneeland(1999)도 “Effective problem solving”이란 책을 통해
문제 해결 단계가 ① 문제 의식(awareness of the problem), ② 관계있는 사실 모
으기(gathering of relevant facts), ③ 문제 정의(definition of the problem), ④
여러 해결책 개발(development of solution options), ⑤ 최선의 해결책 선택
(selection of the best solution), ⑥ 해결책 시행(implementation of the solution)
의 6단계로 이루어 졌다고 언급하였다.
[표 Ⅱ-4]를 보면 연구자들 마다 문제 해결의 단계 수도 다양하며 사용되는
용어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문제 해결 단계가 이해-계획풀이-검토의 4단계가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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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문제 해결 단계 정리 표
단계
수

연구자

문제 해결 과정
이해

Fraser(1982)

① 인식

② 계획

Reif(1983)

① 문제 분석

② 해결책 구성

Frank &
3단계 Herron(1985)
Styer(2002)

4단계

5단계

계획

풀이

검토

③ 실행 및 검증
③ 검토

① 계획

② 풀이

③ 검토

① 전략설계

② 전략수행

③ 결과 검토

② 풀기

③ 검토

Gok 등
(2009,2010)

① 기본적인
원리 확인하기

Polya(1957)

① 문제의 이해 ② 계획의 고안 ③ 계획의 실천 ④ 반성

Larkin 등
① 문제의 서술 ② 해결책 계획 ③ 수행
(1976,1977,1979)

④ 결과 검토

Mette 등
(1980, 1981)

① 문제분석

③ 연산 실행

④ 답 검토 및
결과 해석

Hestenes(1987)

① 기술단계

② 계산단계
③ 세분화단계

④ 확인 단계

홍미영(1995)

① 이해

③ 실행

④ 검증

Tingle &
Good(1990)

① 문제 진술
② 정보 재진술 ③ 예측
및 그리기

Wood(1992)

① 문제정의

② 탐색
③ 계획

④ 수행

⑤ 검토

Heller &
Heller(1992)

① 문제 초점
맞추기
② 물리적
묘사하기

③ 해결책
수립하기

④ 계획
수행하기

⑤ 답안
검증하기

Bunce &
Heikkinen(1986)

③ 개념, 법칙,
① 문제의 진술
원리 등의 회상
② 문제의 상황
⑤ 수리적 계산 ⑥ 검토
④ 해결 과정의
묘사
도식

Hayes(1989)

① 문제발견
② 문제표상

③ 해결책 계획 ④ 계획 수행

⑤ 평가
⑥ 강화

박윤배(1991)

① 문제
문장읽기
② 문제이해

③ 해결절차
계획
④ 공식
재생․유도

⑥ 확인․타당성
검토

Kneeland(1999)

① 문제의식
② 관계된 사실
모으기
③ 문제정의

④ 여러 해결책
개발
⑥ 해결책 시행
⑤ 최선의
해결책 선택

6단계

② 문제 변형

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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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수리적 풀이 ⑤ 검토

⑤ 계산

나. 역학 문제 해결 모형의 예
앞 절에서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모형의 단계를
살펴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범위를 좁혀 역학에서 사용되는 문제 해결 모형을 소개
하고, 각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박윤배(1991)는 Champagne 등(1982)과 Mayer(1985)의 제안을 바탕으로 문
제 해결의 기본 모형으로 [그림 Ⅱ-13]와 같은 모형을 고안하였다. 별표(*)는 물
리교육 9권 1호에 게재된 박윤배(1991)의 논문과 물리교육학총론 2권에 있는 박윤
배(2002)의 글에서 용어의 차이가 있어 표기하였다. 2002년도 글에서는 학습자 대
신 문제 해결자로, 선언적, 절차적, 방안적 지식 대신 명제적, 절차적, 전략적 지식
으로 바꾸어 표기하였다. 이는 그가 문제 해결자의 특성으로 명제적 지식, 절차적
지식, 전략적 지식으로 분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림 Ⅱ-7 참고).

[그림 Ⅱ-13] 문제 해결의 기본 모형(박윤배, 1991)

[그림 Ⅱ-13]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 상황은 학습자(또는 문제
해결자)의

지식과

representation)을

신념체계를
만들게

만나

된다.

이해의

여기서

과정을

내적

거쳐

표상이라고

내적
함은

표상(mental
힘-동역학

(Force-Kinematics : F-K)표상과 일-에너지(Work-Energy : W-E)표상이 있다.
F-K 표상은 힘, 가속도, 시간, 거리 등의 변인들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고 인식하
는 것이고, W-E 표상은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일 등이 문제를 구성하는 주요변
인이라고 생각하는 표상이다. 문제의 유형에 따라 특정 표상만을 사용해야 하는 경
우는 있으나, 두 가지 모두 사용가능 할 때 초보자들은 F-K표상을 전문가는 W-E
표상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Park, 1990; 박윤배, 1991). 해결 전략에는
이전에 소개했듯이 수단-목적 전략(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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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식에서 모르는 물리량을 포함한 식을 찾는 방안; 역
진전략), 지식-개발 전략(주어진 물리량을 포함하는 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대하는
물리량으로 가는 방안; 전진전략), 임의 전략(임의로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지는 물
리량이나 식을 떠올리며 단서를 찾으려는 방안)이 있다.

[그림 Ⅱ-14] 역학 문제 해결 과정 모형(박윤배, 2002)

박윤배(1991, 2002)는 [그림 Ⅱ-14]의 기본 모형을 바탕으로,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학생들이 풀이하는 과정을 추적 분석하여 역학 문
제 해결 과정 모형을 제시하였다(그림 Ⅱ-15). 그는 문제이해 단계에서 오류가 많
이 발생하기에 이를 매우 강조하여 세분화하고, 공식 재생 ․ 유도 단계를 별도로 두
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또한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피드백과 피드 포워드(feed forward)를 거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Heuvelen(1991, 1995)은 “Overview case study”에서 5단계의 문제풀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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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그는 문제 해결 포맷 용지(Problem Solving Format Sheets)를 제
작하여

①

pictorial

representation,

②

physical

representation,

③

math

representation, ④ solution, ⑤ evaluation 의 다섯 단계-동역학 문제 해결지(그림
Ⅱ-15)에서는 ③과 ④ 단계가 하나로 묶여 있으며, 일-에너지 문제 해결에서는
representation 대신 description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로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
해 설명하고 가이드북에서 많은 예시를 담았다. 1단계에서는 스케치를 하고, 좌표축
을 설정하며, 알려진 양의 기호와 알려지지 않은 것의 기호를 적고, 알려진 정보나
알아야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칸에 기록한다. 2단계에서는 물체에 대한 기술과 자
유물체도를 작성하고, 3,4단계에서는 수학적으로 문제를 풀이한다. 5단계에서는 구
한 답에 대해 부호, 크기, 단위에 대해 점검을 한다.

[그림 Ⅱ-15] 동역학 문제 해결지(Heuvel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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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6] Overview Case Study에서 문제 해결의 예(Heuvele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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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nesota 대학의 Heller 부부는 “The competent problem solver(1992)”란
책에서 5단계의 문제 해결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① 문제 초점 맞추기(focus
the problem), ② 물리적 묘사하기(describe the physics), ③ 해결책 수립하기
(plan the solution), ④ 계획 수행하기(execute the plan), ⑤ 답안 검증하기
(evaluate the answer)의 5단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단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
다(그림 Ⅱ-17).

[그림 Ⅱ-17] 5단계 문제 해결 법(Heller & Heller, 1992)

그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모형을 이용한 풀이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예제 문제(그림 Ⅱ-18)는 긴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어, 한 번에 이해하기 힘든 문
제이다. 그는 ‘focus on the problem’ 단계에서 심상을 만들고, 그림을 스케치하며,
질문을 구체화하고, 유용한 정보를 모으며, 정성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를 분해하듯
이 꼼꼼하게 들여다본다(그림 Ⅱ-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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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8] 경사면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의 운동 문제(Heller, 1992)

[그림 Ⅱ-19] Heller의 다섯 단계 중 ① 단계(Hell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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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0] Heller의 5단계 중 ②~⑤ 단계(Heller, 1992)

그 다음으로 ‘describe the physics’ 단계에서는 각 물체의 공간 및 시간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션 다이어그램을 그린다(그림 Ⅱ-20). 또한 다이어그램에서 특
히 중요한 변수를 배정하고, 알거나 알지 못하는 변수를 정의한다. 그 후 목표변수
(문제의 목표)를 선언하고, 일반적인 정량적 원리나 관계식을 진술한다. 이후 ‘plan
the solution’단계에서 풀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execute the plan’에서 문
제를 계산하며, ‘evaluation’에서 답안의 적절성, 논리성, 완벽성을 확인한다.
Heller의 5단계는 문제의 이해 단계를 매우 강조하여, 이해단계를 ‘focus on
the problem’과 ‘describe the physics’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도 매우 상세한 하위
내용을 설정하였다. 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가이드로서의 역할은 훌륭하지만, 실제
문제 풀이 상황에서는 활용하기 복잡하다는 단점을 가진다.
Reif(1995)는

대학생을

위한

기초역학

교재로

“Understanding

basic

mechanics”을 개발하였다. 이 책은 textbook과 workbook 2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Reif는 6장 ‘Problem solving’과 11장 ‘Problem solving in mechanics’에서 역학 문
제 해결 모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의 문제 해결 단계는 ① 문제 분석
(analysis of problem), ② 해결책 구성(construction of solution), ③ 검토
(checks) 3단계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각 단계에 대해 여러 하위요소를 두었다(그림
Ⅱ-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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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1] 역학 문제 해결 모형(Reif, 1995)

- 44 -

1단계인 문제 분석(analysis of problem) 단계에서 문제 상황(알려진 정보, 다
이어그램과 유용한 기호)과 목표를 기록하는 기본 서술(basic description)과 시간
간격과 사건, 물리적 기술(운동, 상호작용)을 기록하는 재진술(refined description)
과정이 이루어진다. 2단계인 해결책 구성(construction of solution) 단계에서는 하
위문제를 선택하는 과정(choose subproblem)과 실행(implement)으로 구분된다. 하
위문제 선택 단계에서는 상태, 선택, 선택 고르기로 구성되며, 선택단계에서 유용한
관계식을 찾고, 알지 못하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이 끝나면 실행
단계에서 문제를 계산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검토(checks)단계에서 ‘목표는 달
성했는지?’, ‘잘 명시되었는지?’, ‘자기모순은 없는지?’, ‘다른 것과도 일관되었는지?’,
‘최선의 답인지?’를 점검하게 된다.
[그림 Ⅱ-22]와 [그림 Ⅱ-23]은 Reif의 문제 해결모형을 사용하여 풀이한 예
이다. Reif의 문제 해결모형은 Heller와 Heller(1992)의 것에 비해 단계수가 줄어든
것의 차이도 있지만, 문제의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이 Heller에서는 2단계(focus on
problem, describe the Physics)로 구성된 것이 Reif에서는 1단계(analysis of
problem)로 줄어들면서 보다 간단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계획부분과 풀이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풀었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그림 Ⅱ- 23).

[그림 Ⅱ-22] 경사 커브길을 달리는 자동차의 운동에 관한 문제(Rei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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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 문제 해결 모형을 사용한 풀이 예(Rei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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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by(1998)는 Heuvelen(1991, 1995), Heller와 Heller(1992) 및 Reif(1995)
처럼 역학 문제의 모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The portable T. A.: A physics
problem solving guide’에서 물리연습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야하는지에 대
한 조언을 하였다. 그는
① 문제를 조심하여 읽어라. 무엇을 물어보고 주어진 것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② 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대신, 어떤 현상이 이러나는지 상상하고, 자신의 생각
에 근거하여 그림이나 그래프를 그려라.
③ 문제풀이 전략을 만드는 것을 시도하라. 그 문제에 대한 생각 후에 수식 속
으로 빠져라.
④ 내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 할 수 없을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나아
가라. 내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활발하게 시도한다면, 해답을 통해
배운 자료가 “달라 붙어”, 다음 문제에서 그것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 ‘The portable T. A.: A physics problem solving guide’(Elby, 1998; p. 8)

라는 문제 해결의 조언을 교재의 과제 문제를 풀 때 활용토록 했다.
Styer(2002)는 물리 문제 해결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3단계의 문제풀이 단계와
함께 각 단계에서의 유의점에 대해 소개하였다.

1단계: design a strategy
2단계: execute that strategy
3단계: check the resulting answer.

[그림 Ⅱ-24] Styer의 3단계 문제 해결과 각 단계의 유의점(Styer,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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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학생의 어려움과 문제 해결
가. 물리학습에서의 어려움
과학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나 상당수의 대학연구자들은 많은 학생들이 ‘물리학
은 어렵다’라고 인식하는 데 동의한다(권재술, 2004; 김희경, 이봉우, 2006; 이경
호, 2007; Williams et al., 2003).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1980년대 초반부터 물리
교육에서 “학생들의 이해(Student understanding of ...)”나 “학생들의 어려움
(Student difficulties with ...)”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이승희, 2004; 이승
희,

이경호,

2010).

(conceptual

학생들의

difficulty)에

어려움에

관한

대한

연구나(Kim

&

선행연구는
Park,

개념적인

2002;

어려움

Peters,

1982;

Sadaghiani, 2005), 추론과정에서의 어려움(reasoning difficulty)에 관한 연구
(Black & Wittmann, 2009; Meredith & Marrongelle, 2008)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학생들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Ambrose,
2004; Bao & Redish, 2002; Clement, 1982; Coline & Viennot, 2001; Goldberg
& McDermott, 1986; Guisasola, Almudi, & Zubimendi, 2004; McDermott,
Rosenquist, & van Zee, 1987; Rebmann & Viennot, 1994; Redish, Saul, &
Steinberg,

1998;

Tuminaro

&

Redish,

2007;

Vokos,

Shaffer,

Ambrose,

McDermott, 2000; Wosilait, Heron, Shaffer, & McDermott, 1998).
이들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가지는 개념이나 추론과 같
은 인지적인 영역에 대한 어려움만 한정하고 있다(표 Ⅱ-5). 하지만 인간은 사고
하며, 느끼고, 행동하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Novak(1998)의 의견을 따르면 학생의
어려움은 인지적인 영역에만 구속될 것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서도
학생의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족한 부분은 어려움을
지각하는 주체가 잘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교사가 가르치는 것과 학생이 배
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분명 존재하기에(McDermott, 1991), 학생의 입장에서 그
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을 알아내는 것이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승희(2006)는 오개념 연구에서 시작된 개념적 어려움을 확장하여, 학생의 어
려움을 내용, 교사, 평가, 맥락으로 구성되는 교육요소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의 관계
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내용, 교사, 평가, 맥락의 현재수준과 그것들에 대한 학생의
기대수준간의 차이로 생긴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다. 또한 지각된 차이가 클수록
학생이 느끼는 어려움이 커지므로, 학생의 어려움의 정도는 지각된 차이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이승희, 2006; Lee & Le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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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한 연구자와 물리에서의 어려움의 예(이승희(2006)
참고로 하여 내용 추가)
연구자
Clement(1982)

Peters(1982)
Goldberg &
McDermott(1986)
McDermott, Rosenquist,
& van Zee(1987)
Rebmann &
Viennot(1994)
Steinberg, Saul,
Wittmann, Redish(1996)

물리에서 어려움의 예
‘Conceptual Primitive’ 질량, 가속도, 운동량, 전하, 에너지, 전
위차, 토크 등을 질적인 수준에서 이해하는 어려움.
대표적인 예로 임페투스(Impetus) 문제
위치와 속도의 구별 부족
어려움의 원인: 물리를 정식으로 배우기 이전에 학생이 운동
을 기수하는 막연한 개념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평면거울에서 기하광학 수업시간에 배운 원리와 보이는 상을
연결시키는 데에서의 어려움
그래프와 물리적 개념을 연결하는 데서의 어려움
예 : 높이의 변화와 기울기의 변화를 해석하는 어려움
물리량의 ‘부호’와 물리량 사이의 대수적인 관계에서의 ‘보호’
간의 명확한 구분을 못함.
학생들은 물리적 상황과 연결된 방정식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데 실패함. 학생들은 수학시간에 배운 것을 물리 문제를 푸
는데 적용하지 못함.

Redish, Bao, Jolly(1996)

학생들은 음의 에너지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가짐

Wittmann(1998)

초기조건과 그 계의 매질의 성질을 구별 짓지 못함

Wosilait, Hero, Shaffer,
McDermott(1998)

충분히 좁은 슬릿을 점광원으로 다루는데 실패함

Vokos, Shaffer, Ambrose,
McDermott(2000)
Colin, Viennot(2001)
Kim & Park(2002)
Harper, Etkina, Lin(2003)
Guisasola, Almudi,
Zubimendi, (2004)

입자의 회절과 간섭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학생들은 종종 ‘렌즈’하면 ‘기하광학’과 연결시키고 ‘간섭장치’
는 ‘파동광학’과 연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상황은 하나의 모
델로 고정적인 관계로 인식함.
힘, 가속도, 속도 간의 차이점의 인식부족, 뉴턴의 3법칙 이
해부족, 물리 개념과 수학적 표현간의 갭
용어의 이해의 어려움(에너지와 일이라는 용어가 언제 사용
되는지 이해하지 못함). 뉴턴의 3법칙에 대한 이해 부족.
Filed 개념에 대한 어려움
전기장과 자기장 사이의 관계 이해에서의 어려움

Tuminaro, Redish(2004)

물리적 맥락에서 수학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Sadaghiani(2005)

양자역학을 학습하는데 있어 개념과 수학적인 어려움

Meredith &
Marrongelle(2008)

정전기 맥락에서 수학을 사용하는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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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 어려움의 생성구조(이승희, 2006)

[그림 Ⅱ-26] 대학원생 L의 DSDM(이승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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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는 학습상황에서 학생의 어려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이승희(2006)는 자신이 정의한 ‘학생의 어려움’을 바탕으로 학생의 어려
움을 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과 내용지식, 교사, 평가, 맥락의 교육요소로 분류
하여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을 분류하였다. 또 이 학생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도구로
서 DSDM(Diagram of Student Difficulty in Mechanics)을 개발하여 Lagrange's
Equation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분석하였다(그림 Ⅱ-26).
이 학생의 어려움의 정의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자가 역학, 전자기,
열역학 영역에서 물리개념학습이나 물리 문제 해결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
다(기현희, 2008; 변태진, 김영춘, 지영래, 이성묵, 이경호, 2007; 변태진, 전찬희,
이경호, 2008; 이주현, 2008; 이진석, 2008; 전찬희, 이경호, 2007; 전찬희, 이경
호, 박지연, 2010; 정계삼, 이경호, 2009; 지영래, 2008; 최정호, 이경호, 전동렬,
2007; 최정호, 전동렬, 이인호, 2009). 전찬희와 이경호(2007)는 2004년부터 2007
년까지 전공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뉴턴역학 학습(Symon 역학 교재
1, 2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뉴턴법칙의 적용과 중력/관성 질
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의 빈도가 가장 많았다. 변태진, 전찬희, 이경호
(2008)는 전찬희와 이경호(2007)가 연구했던 뉴턴역학에서 학생들의 문제풀이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House Model(변태진, 이승희, 이경호, 2004)을
사용하여 뉴턴역학 부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과정 단계별 어려움을 조사하고,
연습문제 풀이 전/후의 어려움을 비교하여 연습시간 후 학생의 어려움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Ⅱ-27] 뉴턴역학 학습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빈도 비교. 숫자는 해당연도 그
부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한 학생 수(전찬희, 이경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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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역학영역에서는 변태진, 김영춘, 지영래 등(2007)이 수능형 물리 문
제에서 고등학생들이 역학적에너지 부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조사하였고, 이진석
(2008)은 역학수업에서 Weekly Report(Etkina, 2000)를 통하여 중력퍼텐셜(G. P.
E.)을 학습하는데 경험하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정계삼과 이경호(2009)는
전공역학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Curl 이해의 어려움과 그 원인을 분석하였고, 전찬
희, 이경호, 박지연(2010)은 ‘일차원 상의 운동’ 학습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을 조사하였다.
전자기 영역에서는 기현희(2008)가 개념생태이론(Posner, Strike, Hewson &
Gertzog, 1982; Toulmin, 1972)과 지식신념틀(이경호, 2007) 이론을 바탕으로 중
학생들이 전력 단원을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대학생이 패러데이 법칙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겪는 어려움이라든지(최정호, 전동
렬, 이경호, 2007), 정전기학 문제풀이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최정호, 전동
렬, 이인호, 2009)가 수행되었다.
열역학 영역에서는 이주현(2007)이 열 및 통계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엔트로피 개념 이해의 특징과 어려움에 대해 문제풀이 과정과 연결하여 조사
하였고, 지영래(2008)는 일반물리학을 수강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역학 개념
(일, 내부에너지 등), 열역학 과정(등적과정, 단열과정 등), P-V그래프에 대한 학
생 이해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Ⅱ-6]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최근 물리 분야 국내연구들
영역

연구자

역학적에너지 수능형 문제

문제 해결

역학

전찬희, 이경호(2007)
변태진, 김영춘, 지영래, 이
성묵, 이경호(2007)
변태진, 전찬희, 이경호(2008)

뉴턴역학

문제 해결

이진석(2008)

중력퍼텐셜에너지

전 자
기학
열 역
학

학생의 어려움
뉴턴역학

개념/문제해결
개념

개념

정계삼, 이경호(2009)

Curl이해

개념

전찬희, 이경호, 박지연(2010)

일차원 상의 운동

개념

최정호, 전동렬, 이경호(2007)

패러데이 법칙

기현희(2008)

전력학습

개념

최정호, 전동렬, 이인호(2009)

정전기학

이주현(2007)

엔트로피 이해

지영래(2008)

열역학개념 및 과정, P-V그래프

문제 해결
개념,문제
해결
개념

- 52 -

문제 해결

나. 물리 문제 해결에서 수학사용의 어려움
물리와 수학에 관련된 국내 연구를 찾아보면 상당수가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교
과와 수학교과의 연계성 비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강지훈, 2008; 박성우, 2001;
송순희, 잉여하, 이종록 외, 1991; 양신영, 2007; 이광범, 1998). 예를 들어 고등학
교에서 기울기, 벡터, 삼각함수, 극한의 개념들이 수학교과를 학습하기 이전에 물리
교과에 배정되어 있기에 이것이 잘못되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식이다. 물리학
습에서 수학이 도구 학문으로 사용되기에 수학적 기술 없이 물리 문제를 풀라고 하
는 것은 도끼를 주지 않고 나무를 베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따라서 위에서 주장하
는 수학과 물리의 연계성 연구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리의 개념을 익힐 때 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수학의 내용이 물리학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최근 북미에는
“Physics First”로 대표되는 물리를 지금보다 더 빨리 배우자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
다(Glasser, 2012; Korsunsky & Agar, 2008; Korsunsky & Huckins, 2011;
Lulai, 2005). 물론 미국의 물리교사의 주장은 과학영역 내에서 화학이나 생물에 비
해 물리를 더 빨리 배우자는 것인데, 물리를 먼저 배웠더니 PSAT(Preliminary
Scholastic Aptitude Test)에서 수학점수가 올라갔다는 Glasser(2012)의 주장은 국
내연구자들의 주장과 크게 상반된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보편적으로 물리분야에
서 뛰어난 성취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학
성적이 뛰어난 학생이 물리성적이 낫거나 물리 이론을 어려워하고 물리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사례를 접해 본 교사들은 이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수학
기술과 물리 문제 해결과의 관련성 조사는 꽤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Hudson
& McIntire, 1977; Hudson & Liberman, 1982). Hudson(1977, 1982)의 결론은
수학 기술과 물리의 성공은 약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Hudson은 수학적 배
경지식이 물리에서의 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로 쓰일 수 있지만, Piaget의 인지
수준(형식적 조작기)2)이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수학교과와 물리교과의 교과과정의 연계성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본질적인 접근
이 필요하다. 물리에서 과연 수학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수학은 물리학(또는 과학)의 언어이며(Redish, 2005), 계산틀을 제공하고, 물리적
인 생각을 반영하고, 규칙을 부호화하는 역할을 한다(Bing & Redish, 2006). 이처
럼 물리학에서 수학은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학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
2) Piaget의 인지수준와 물리 코스(algebra-based introductory physics course)의 성공에 관한 연구는 Cohen,
Hillman & Agne(1978), Barnes(1977), Liberman & Hudson(1979) 등 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지수준과
물리 코스의 성공에 대해 “영향이 강하게 있다”와 “영향이 없다”의 의견이 팽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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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려는 노력을 시도한 책들도 있지만(Hewitt, 2010), 뉴턴의 제 2법칙을 “물체의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란 표현보다 ‘


  ’와 같은 식이 효율적이며 직관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리와 수학은 이와 같이 서로 뗄 수 없는 가까운 사이지만, 수학에서 수학과 물리
에서의 수학은 서로 다르다. 그 차이로 인해 수학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왜 물리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Redish(2005)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
이 표현하였다.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할 수 있지만, 물리에서의 수학은 수학과 별개의 방언
이다.”
Math may be the language of science, but math-in-physics is a distinct
dialect of that language.
Redish(2005)는 그 차이에 대해, 첫 번째로 수학에서의 기호와 물리학에서의
기호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다. 수학에서는 변수(variables)로     3) 를 주로
사용하며, 상수로는     를 사용한다. 이렇듯 수학에서는 사용되는 변수와 상수
가 많지 않고, 또한 숫자로부터 이를 계산하는 법을 배운 이후 변수와 상수를 도입
하기에, 학생들은 변수와 상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해 반해 물리에서 기호는 어떠한가? 역학 과목만 한정짓더라도     에
서 시작하여,      등을 사용하며, 똑같은 길이나 변위를 나타내는 변수(기
호)도   로 표기하기도 한다. 물리학을 이미 배운 사람에게는 이러한 기호가 낯설
지 않고,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물리학을 처음 접
하는 입장에서는 일의 기호인  와 일률의 단위인 W(와트)를 구분하는 것조차 매
우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로 같은 기호로 작성된 식일지라도 물리학자와 수학자의 이해가 다르다
는 것이다. 다음의 문제를 예를 들어 보자.
[문제]          라고 하자. 여기서  는 상수이다.
그렇다면   는?
- Redish(2005)에서 발췌

3) 수학에서는 를 변수 사이의 함수관계는 정할 때 사용되는 매개변수(parameter)로 주로 사용되지만, 물리에서
는 주로 시간, 온도 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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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를 물리학자에게 묻는다면       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직교좌표
계(cartesian coordinate)를 극좌표계(polar coordinate)로 바꾼 문제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수학자에게 물으면         이란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 물리학자들은 과 의 단위가 다르기에 서로 더할 수 없다며 불만
을 토로하겠지만, 수학자들의 눈엔 양(quantity)이 꼭 단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이유가 없다. 행여 수학자들이       로 표기하는 날에는 물리학자들은 이

는 magnetic vector potential이고, 
는
식에 더 큰 불만을 제기할지도 모른다( 
 
∇×
  
의 관계를 가진다.).
magnetic field로 
수학은 물리학의 언어이며 물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필요한 지식이다. 하지
만 수학과목에서의 수학언어와 물리과목에서의 수학언어의 차이로 인해, 학생이 수
학기술이 충분히 갖추었다고 해서 물리 문제를 잘 해결한다는 보증은 없다. 물리교
사는 학생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학적 지식을 갖추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학생이 가진 수학적 지식 또는 기술들을 물리적 맥락 속에 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최근에 발표된 많은 연구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Bing &
Redish, 2006; Bing & Redish, 2009; Meredith & Marrongelle, 2008; Tuminaro
& Redish,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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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물리교재에서의 학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물리 문제 해결
앞의 내용에서 학생들이 물리 개념을 이해하거나 물리 문제를 풀 때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출판된 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런 학생의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일반물리학 저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제문항을 새로이 구성하고, 다양한 해설을 담았다. 변태진
과 이경호(2006)는 역학적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일반 물리학책의 역학 문
제 해결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물리교육과 전공역학수업의 Weekly Report
자료를

분석하고,

“Five

easy

lessons:

Strategies

for

successful

physics

teaching(Knight, 2002)”에서 제시한 학생의 어려움 및 박희성(2006)이 연구한 ‘에
너지에 대한 동기유발 및 개념형성을 위한 교수전략’에서 조사한 학생의 어려움을
종합하여 에너지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분류하였다(그림 Ⅱ
-28).
- 에너지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가?
-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의 에너지가 아니라 계의 에너지란 의미는?
- 에너지가 음수가 된다는 의미는?
-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 이해
- 일이 음수일 때, “계가 일을 했다”라는 표현 이해
- 포텐셜에너지의 실체
- ‘0’의 포텐셜이란?
- 일의 정의
- 힘의 주체와 일의 관계
- 일-에너지 정리 적용
- 에너지 보존 문제 풀이
[그림 Ⅱ-28] 역학적 에너지 부분에서 학생의 어려움(박희성, 2006)

변태진과 이경호(2006)는 특징 있는 일반물리학 교재 3권을 선정하여 역학적
에너지부분의 개념과 문제풀이 어려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Halliday라 흔히 불
리는 “Fundamentals of physics”는 대학에서 대중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연구 당시 7판이 발행되었으며 최근에 9판(2011)이 발행될 만큼 장수하는
교재이다. Knight의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 A strategic approach”
은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저자가 저술한 교재이며, 2008년에 2판이 발행되었다.
Giambattista 등이 쓴 “College physics”는 단과대학용이나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배려하여 만든 책으로 생생한 그림과 상세한 문제풀이가 특징인 교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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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7] 분석에 사용된 교재
교재

저자

Fundamentals of Physics
7/e
David Halliday, Robert
Resnick, Jearl Walker

Physics for Science and
Engineers : A Strategic
Approach
Randall D. Knight

College Physics
2/e
Alan Giambattista, Betty
Mc. Richardson, Robert C.
Richardson

출판년

2005

2004

2007

판수

7판, 초판 1960년 발행

1판

2판, 초판 2004년 발행

출판사

John Wiley &Sons

Addison Wesley

McGraw-Hill

온라인
해답, 실험 DVD
지원

Active Physics OnLine
Mastering Physics

Quiz, interactive, 학생용해
답, Cornell Univ. tutorial

다음의 그림은 각 교재의 특징이 드러나는 문제풀이의 예이다. 먼저 Halliday
et al.(2005) 교재의 문제 해결을 보면, ‘Key Idea’라고 하여 문제 해결 과정의 열

[그림 Ⅱ-29] Halliday et al.(2005) 교재의 예제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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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가 되는 부분을 소개하고, 풀이 전에는 문제 상황 분석, 정보 수집, 힌트의 역할
을 하고, 풀이 후에 제시되는 Key Idea에서는 문제풀이 전략에 대한 고찰로 활용하
고 있다(그림Ⅱ-30). 또한 보존력과 에너지 보존 문제 해결시 문제를 분석하기 위
해 ‘Forces’와 ‘System’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그림Ⅱ-30), 여러 예제문항
을 분석한 결과 7단원 ‘Kinetic energy and work’에서는 주로 수단-목적 전략을
사용하고, 8단원 ‘Potential energy and conservation of energy’에서는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Halliday et al.(2005) 교재에서는 문제 상
황과 함께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를 함께 표기하고, 그림은 문제 상황에
관련된 것만 제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풀이의 단계는 구분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night(2004) 교재는 저자가 썼던 “Five easy lessons(Knight, 2002)”에서 사
용된

‘Energy Bar Chart’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는 이

차트를 이용하여 에너지 보존을 설명하였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단계를 구분하

[그림 Ⅱ-30] Knight(2004) 교재의 예제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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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Model → Visualize → Solve → Assess의 4단계로 구분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
다. 이 4단계는 문제풀이 이론에서 널리 이용되는 Larkin(1978)의 4단계와 유사하
지만, 정보수집과 계획단계가 Model과 Visualize 단계로 묶여있는 차이가 있다.
Knight(2004) 교재에서는 주로 지식-개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어려운
문제의 경우 두 세 부분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재의 11장의 일에너지 정리부분에서는 Energy Bar Chart를 그려보는 연습의 내용도 담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되고, 생생한 그림과 상세한 문제 해결이 특징인 Giambattista
et al.(2007)의 일반물리학 책은 Strategy → Solution → Discussion의 3단계로 문
제를 해결하고 있다(그림 Ⅱ-31). 주로 지식-개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부
는 수단-목적 전략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예제문제의 마지막 부분에 관련문제

[그림 Ⅱ-31] Giamvattista et al.(2007) 교재의 예제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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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습문제를 실었다.
내용을 종합해보면 각 저자의 초점은 다르지만, 저자들은 본문에서 또는 문제
해결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그림 Ⅱ-32). 문제풀이
단계의 특징만 보자면 Halliday et al.(2005) 교재는 문제풀이 단계의 구분이 없는
대신 Key Idea를 제시하여 문제상황을 분석하고 학생들에게 힌트를 주며, 문제 해
결 후 전략에 대한 고찰을 실시한다. Knight(2004) 교재는 Model, Visualize,
Solve, Assess의 네 단계를 설정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Giambattista et
al.(2007)는 Strategy, Solution, Discussion의 세 단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
반물리학 교재들은 주로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고 자유물체도를 이용하여 문제
를 시각화하려고 노력하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문제 해결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Ⅱ-32] 일반물리학 교재에서의 개념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과 문제풀이 단계의
특징(변태진, 이경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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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House Model의 개발
3.1. 연구의 필요성
물리 학습자는 전통적으로 역학수업에서 연습문제 풀이를 어려워한다. 많은 학
생이 중고등학교 시절 물리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물리는 복잡하고 어려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하는 과목이야.”와 같은 학생들의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다.
물리 과목이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 중 하나는 물리 문제 해결이다. 많은 학생들이
문제 해결 과정을 어렵게 생각하고, 심지어 문제 해결 어려움으로 인해 물리 교과
선택을 기피하기도 한다(양태철, 육근철, 2004). 문제 해결에서의 어려움은 고등학
교를 졸업하면서 함께 졸업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
도 물리학습에서 물리 문제 해결을 어려워한다(전찬희, 이경호, 2007; 전찬희, 이경
호, 박지연, 2010; 최정호, 이경호, 전동렬, 2007; 최정호, 전동렬, 이인호, 2009;
Byun, Ha, & Lee, 2010; Kim & Park, 2002; Steinberg, Wittmann, & Residh,
1996). 이로 인하여 대학에서는 전공교과 수업 시간 중 연습시간을 별도로 할애하
여 ‘물리 문제 해결’에 대해 가르친다. 하지만 기존의 연습시간을 돌이켜보면 ‘그 문
제를 해결하는 법’ 즉, 개별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
한 개념과 이론, 공식을 익히는 시간으로 보내고, 정작 ‘물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과 전략’에 대해 알려주지는 않는다. 성서에 나와 있는 말처럼 학생들에게 물고기
(개별문제의 풀이)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법(물리 문제 해결 전략)을 가
르쳐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연구
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Polya(1957)가 그의 저서 ‘How to solve it?'에서
수학 문제 해결 단계를 문제의 이해, 계획의 고안, 계획의 실천, 반성의 4단계의 과
정을 제시한 후, 과학 분야에서도 이 4단계를 근본으로 하여 문제 해결 단계를 제
시하였다. Larkin(1976, 1977, 1979) 등은 물리 문제 해결에서 ① 문제의 서술, ②
해결책 계획, ③ 수행 ④ 결과 검토의 4단계를 제안하였고(Larkin, 1977; Larkin &
Rief, 1979; Reif, Larkin, & Brackett, 1976), Mette(1980, 1981) 등은 화학문제
해결에서, Hestenes(1987)는 역학 문제 해결에서 4단계 해결 전략을 내세웠다
(Hestenes, 1987; Mettes, Pilot, Roossink, Kramers-Pals, 1980; Mettes, Piolt,
Roossink, Kramers-Pals, 1981). 이 외에도 Fraser(1982)나 Reif(1983)의 3단계
해결전략이라든지, Tingle과 Good(1992) 그리고 Heller와 Heller(1992)의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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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이라든지, Bunce와 Heikkinen(1986), Hayes(1989) 및 박윤배(1991)의 6단계
해결 전략이라든지, 많은 연구자들이 3~6단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Ⅱ-4 참고).
하지만 이런 기존의 문제 해결 전략은 체계적이긴 하나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어서 역학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이 단순하거
나 반대로 너무 복잡하여 학생들이 이 과정을 따라 하기 힘든 경우도 있으며, 풀이
과정 중 실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발견이 쉽지 않다. 연구자는 사람의 눈의 시각
적 기억력과 인식능력이 뛰어나기에 문제풀이 모형도 시각적으로 정교화 되어 있을
때 기억을 재생하기 수월하며, 문제 해결 과정의 계획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시각적으로 정교화 된 풀이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그 사람이 푼
문제 해결의 과정이나 오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연구
자를

비롯한

물리교육

지식연구실(Knowledge

Lab

for

Physics

Education;

KLOPE) 소속 역학수업 준비팀은 2004년도에 2개월 동안의 팀 세미나를 통해 문
제 해결 전략인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3.2. 문제 해결 모형 개발의 이론적 접근
형태심리학과 의미론의 관점 모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발견이
라고 말하고 있다(Gange & Mills, 1998; Mayer, 1983). 연구 분야나 학자에 따라
내적관계의 발견(Mayer, 1983), 또는 표상과 스키마타의 외적관계의 발견(Gange
& Mills, 1998)으로 구분되기는 하나, 문제 해결에서 관계의 찾아내는 것은 그 문
제를 풀어내는 열쇠인 셈이다. 물리교육 분야에서도 박학규와 권재술(1991)은 ‘문
제 해결은 주어진 초기 문제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사실, 원리, 개념 등의 지식을
생각해내고 활용하여, 그들 상호간의 관계를 맺어주고 조직화함으로써 목표상황에
이르는 일련의 체계적인 상호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심리학에서든, 물리교육에서든
‘관계 찾기’는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문제는 초기 상태와 목표 상태를 가지고 있다(Ernst & Newell, 1969; Harper
& Foster, 2008; Hayes, 1989; Mayer, 1983). 물리 문제에서 찾아야 할 관계는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과 목표지점과 연결할 물리 개념이나 이론, 법칙이다. 관계를
찾기 이전에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상황(문제 상황)과 목표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다. 주어진 상황과 목표지점을 분명히 하는 것은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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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문제 이해 단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만, 초보자와 전문가의 비교연구를 보면 전문가일수록 문제의 이해 단계에서 시간
을 더 많이 소모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Kohl & Finkelstein, 2008). 그 이유
는 문제를 정확히 잘 이해할수록 계획 단계에서는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
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단기기억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한정되어
있다(Miller, 1956). 복잡한 문제를 풀다보면 다시 한 번 문제의 조건과 주어진 상
황을 살펴봐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다시 찾는
일은 저장시간과 용량이 제한된 단기기억에 부담을 주게 된다(김영채, 1995;
Miller, 1956). 문제 해결 과정 중에 지속적으로 보게 되는 이해 단계를 세분화 해
두면 문제 풀이 과정 중 다시 확인할 때 시간이 오히려 절약되며, 단기기억의 정보
처리양도 줄이고, 검산할 때도 잘못된 부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 해결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표상’이다(김민경, 권혁진, 2010; 박
윤배, 2002; Heuvelen, 1991; Kohl & Finkelstein, 2008). 물리 문제 해결에서의
표상은 언어, 그림, 수식이 있는데,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표상은
그림이다. 화학 과목의 경우 그림보다 수식이 더 편리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노태
희, 강훈식, 전경문, 2005; 홍미영, 박윤배, 1994), 수학이나 물리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은 그림이 문제 이해에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준다
는 결과를 보였다(조영미, 1996; 황현미, 방정숙, 2009; Jurdak, 1986; Kokinov &
Yoveva, 1996).
전문가는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림을 그릴 경우 모든 정보를 정확히 그
림에 표시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문제해결 과정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
을 그림으로 모두 표시해 둠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도중에 필요한 정보를 잊어 다
시 찾아야 할 경우나 정보간의 관계를 조사할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
다. 또한 문제의 확인단계에서도 그림에 표시된 정보 사이의 관계를 조사할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제 해결에 있어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KD; 전진방안) 전략
이 수단-목적(Mean-End: ME; 역진방안) 전략이나 임의(Random: RA) 전략보다
문제풀이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권재술, 이성왕, 1988;
박윤배, 조윤경, 2005; Larkin et al., 1980; Park, 1990; Sweller, 1989).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물리 전문가와 초보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차
이가 있다(표 Ⅲ-1). 물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초보자는 그 문제 상황에 관
련된다고 생각되는 공식을 즉흥적으로 찾아 적용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는 공식을 적
용하기에 앞서 문제의 상황을 정성적으로 재음미한다. 초보자는 제시된 문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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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지만 전문가는 문제의 상황을 변형하여 활용한다.
(권재술, 이성왕, 1988; Larkin, 1978; Larkin & Rief, 1979, Larkin, McDermott,
Simon, & Simon, 1980)

[표 Ⅲ-1] 문제 풀이에 있어서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Henderson et al., 2004)

Experts(Physicists)

Novices(beginning student)
- 예제 문제로부터의 식을 짜 맞추려 한다.

- 문제를 기본적인 원리와 관련시킨다.

- 내적으로 연결된 연속된 과정들을 계획하 - 어떠한 식과 맞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계
산을 시행한다.

고 검사한다.

초보자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기존의 많은 선행 연구자들이 3~6단계
의 문제풀이 전략을 제시하였다(표 Ⅱ-4 참고). Polya(1957), Larkin 등(Larkin,
1977; Larkin & Rief, 1979; Reif, Larkin, & Brackett, 1976), Mette 등(Mettes,
Pilot, Roossink, Kramers-Pals, 1980; Mettes, Piolt, Roossink, Kramers-Pals,
1981), Hestenes(1987) 및 홍미영(1995)은 이해, 계획, 풀이, 검토가 바탕인 4단
계의

방법을

제시하였다(그림

Ⅲ-1).

Fraser(1982),

Reif(1983),

Frank와

Herron(1985), Styer(2002) 및 Gok(2009, 2010)는 Polya 것 보다 한 단계 적은
3단계의 해결 방안은 제시하였다. Tingle과 Good(1990), Woods(1992) 및 Heller
와 Heller(1992)는 5단계를, Bunce와 Heikkinen(1986), Hayes(1989), 박윤배
(1991), 및 Kneeland(1999)는 6단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주장하였다.

[그림 Ⅲ-1] 4단계 문제 해결 전략의 단계 비교. 용어만 다를 뿐 각 단계
에서 수행되는 것은 유사하다.

역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박윤배(1991, 2002)가 문제 문장 읽기 → 문제이
해 → 해결절차 계획 → 공식 재생 ․ 유도 → 계산 → 확인 ․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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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다고 하였고 각 단계사이에는 피드백과 피드포워드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Heuvelen(1991,

1995)은

문제

해결

포맷

용지를

제작하여

①

pictorial

representation, ② physical representation, ③ math representation, ④ solution,
⑤ evaluation 의 다섯 단계로 구분하였다. Heuvelen의 모델은 우측 상단에 list
known information, identify unknown에서 주어진 상태와 목표 상태를 기록하게 하
여 House Model에서 장점인 문제 파악을 분명히 하는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그림 Ⅱ-16 참고). 하지만 표상을 pictorial과 physical로 나눈 것은 물리
문제의 경우 이 두 가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며, 이를 제외하
면 초보자의 일반 문제 풀이와 차이점이 줄어든다.
Heller와 Heller(1992)의 5단계 모형은 ① focus the problem, ② describe
the physics, ③ plan the solution, ④ execute the plan, ⑤ evaluate the answer
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각 단계 내에 세부항목들이 3~5개씩 있다(그림 Ⅱ-18
참고). Heller의 모형의 경우 세부단계에 해야 할 것을 명시하여 문제를 이해하는
가이드 또는 교육 자료로써의 활용가치는 뛰어나다. 하지만 1단계의 ‘sketch a
picture’와 2단계의 ‘construct motion diagram’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1, 2단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고,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도 과학자
처럼 실험해야 한다(Chaille & Britain, 1997).’라는 주장처럼 물리 문제 해결의 초
보자도 전문가와 같은 방식을 택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초보자와 전문가는 배경지식에 있어 시작점이 다르다. 초보자는 물리개념이
분화되어 있고 그 내용수준이 낮은 반면, 전문가는 개념체계가 구조화되어 있고 지
식의 수준이 높다(권재술, 이성왕, 1988; 김영채, 1995; Chi & Glaser, 1982;
Simon, 1979). 또한 물리 지식을 조직화 하는데 있어서도 초보자는 표면적인 특징
이나 시각적 유사성에 의존하지만 전문가는 원리를 기초로 위계적으로 내용을 조직
한다(Chi, Feltovich, & Glaser, 1981; Harper, 2006; Henderson, Yerushalmi,
Kuo, Heller, & Heller, 2004; Reif & Heller, 1982). 하지만 초보자도 특정 문제
에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전문가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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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초기 House Model
연구자는 House Model이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가이드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연구자는 문제 해결 모형 개발에 관해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
단계에서 [그림 Ⅲ-2]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문제 해결
단계가 보다 시각적으로 구현되어야 하고, 시각적으로 구현된 모형이 구조적, 내용
적, 맥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문제 해결의
모양을 구체화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계를 구성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 문제가 요구하는 것, 무엇을 푸는 것인가?
2) 제시된 개념, 변수
3) 관련이론
4) Diagram
5) 풀이
6) Checking & 오개념
[그림 Ⅲ-2] 연구자의 문제풀이 단계에 대한 메모(2004.02.10)

앞에서 설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 해결 모형은 문제의 표상을 그림
으로 나타내고, 주어진 상황, 목표 상황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
라 새로운 모델에서는 표상과 주어진 상황, 목표상황의 관계 찾기를 하는 과정 역
시 필요하다. 이런 논의 속에 문제 해결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연결해보
았다. 우선 문제 상황을 표상으로 나타내는 Problem Situation이란 단계가 필요하였
다. Problem Situation에서는 공기저항, 마찰, 우주공간 등 문제의 조건을 적고 그
림을 그리는 곳이다. 또한 주어진 상황과 연결되어 현재 알고 있는 변수를 적는
Known Variables를 넣었다. 초기 논의에서는 Given Data와 Known Variables를 묶
어서 단계 설정을 하려했다. 하지만 역학 문제의 경우 숫자를 미리 대입하여 푸는
것보다 변수로 두고 계산한 후 가장 마지막에 대입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에 두 단
계를 분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제에 따라 상수 값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
는 문항이 있기 때문에 Given Data를 맨 아래로 뺐다. 그 다음으로 목표 상황인
Findings를 두어 학생들이 최종 도착지를 분명히 하도록 만들었다. Problem
Situation, Known Variables, Findings를 관계 짓기 하는 공간이 Strategy이다. 이
후 문제를 계산하는 단계가 Execution으로 명명했다. Execution은 학생들이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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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문제 해결에서 해오던 계산과정이기에 연구자들은 이를 모형 내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제 각 단계를 구성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이
시각적인 요소였다. 학생들이 이 모형으로 푼 문제를 보았을 때 그 과정을 쉽게 알
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자신이 이 모형으로 문제를 풀 때 자신의
실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앞서 강조한
문제의 이해단계가 충실히 수행되고, 문제의 이해과정이 Strategy를 작성하는데 도
움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인지심리학에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것이 있다(김영채, 1995). 학습의 과
정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단계로 초점화와 집중이 이루어져 투입된 정보를 선
택하고 집중하게 된다. 이 때 지각체계에 의해 주목 받지 못한 정보는 빠르게 망각
된다(Broadbent, 1958; Deutsch & Deutsch, 1963; Norman, 1968; Treisman,
1960). 이 관점에서 볼 때 Problem Situation, Known Variables, Findings는 문제
해결과정동안 주의집중이 이루어져야 할 단계이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가까이에
두고 또 Known Variables와 Finding을 관계 짓기 하는 단계가 Strategy이기에 이
단계를 둘 사이에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 모델이 교육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를
고려하여 이 문제가 주는 중심 개념을 쓰는 란을 두기로 하고 이를 Central
Concept이라 명명하고 가장 윗부분에 두기로 하였다.

학생들이 Central Concept란

을 적는 데 MAOF 개념도(Bagno et al., 2000)가 활용되기도 하였다.
비로소

각 단계별

용어가

Central Concept, Problem Situation, Known

Variables, Strategy, Findings, Given Data, Execution으로 명명되었고, 전체적인
개형도 만들어졌다. 그 다음으로 모형의 이름을 정해야 했는데 신전모형, 아테네 모
형 등의 의견이 나왔다가 동료 연구자들과 토의 끝에 집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House Model’이라고 명명하였다. 집이라는 것이 기초공사부터 해야 하기에 위에서
부터 작성하는 이 모형을 House Model로 명명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
나, 실제 공사가 아니라 그림이나 글자를 적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를 따르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초기 House Model
의 각 단계에 들어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entral Concept: 전체적인 개념도를 고려하여 문제를 푸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 또는 교재의 소제목을 적는다.
② Problem Situation: 문제에서 요구되는 조건과 문제 상황에 대한 그림 또는 자
유물체도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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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Given Data: 문제에서 제시된 상수 혹은 변량을 표기한다.
④ Known Variables: 현재 알고 있는 변수를 표기한다.
⑤ Findings: 현재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값 또는 도달하려는 목표(문제풀이에서 요
구하는 해답)를 기입한다.
⑥ Strategy: 문제 풀이 전략을 수립한다.
⑦ Execution: 전략에 따라 실제 문제를 계산한다.

여기서 번호는 문제 해결의 순서이며, 위의 설명대로 Strategy가 가운데 위치
하게 된 것은 문제풀이 전략은 문제상황(Problem Situation)을 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Known Variables)과 알고자 하는 것(Findings) 사이의 관계로 인해 결정
되기 때문이다.

[그림 Ⅲ-3] 초기 House Model(2004)과 학생들을 위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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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초기 House Model을 가지고 풀이한 예를 살펴보자. [그림 Ⅲ-4]와 [그
림 Ⅲ-5]는 Symon(1971) 역학교재의 1장 6번 연습문제와 그 풀이이다. 이 문제
에서 요구하는 중심 개념은 뉴턴의 법칙과 2차원 운동방정식이다. 문제 해결자는
이 내용을 Central Concept에 작성한 다음, Problem Situation에서 문제 상황을 간
략히 적고 썰매를 수평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림을 좌표축과 함께 그린다. 이 상황
을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것이 문제 a)에서 요구한 답이다.
Known Variables에는 썰매의 합력과 소년의 합력이 현재 주어진 것이며, Findings
에서는 N, n, a 가 문제 b), c)에서 요구하는 답이라는 것을 기록한다. Given Data
에는 썰매와 소년의 질량, 마찰계수와 같은 변수나 상수를 쓴다. 이후 Strategy에서
문제 풀이 구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Execution에서 계산을 수행한다.

Q. A boy of mass m pulls (horizontally) a sled of mass M. The coefficient of friction
between sled and snow is μ.
a) Draw a diagram showing all forces acting on the boy and on the sled.
b) Find the horizontal and vertical components of each force at a moment when boy
and sled each have an acceleration a.
c) If the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between the boy's feet and the ground is μs,
what is the maximum acceleration he can give to himself and the sled, assuming
traction to be the limiting factor?
[그림 Ⅲ-4] Symon(1971) 1-6 연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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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5] Symon 1-6 연습문제에 대한 House Model 풀이. Execution 단계는 지면상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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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수정된 House Model
2004년에 제작된 초기 House Model은 기존 모형의 단점을 보완하고, 인지심
리학의 이론을 반영하며, 그림 표상과 문제 이해 단계를 강조하고, 문제 해결 전략
에서 지식-개발 전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House Model을 처음
만들었을 때도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은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비해 House Model의 장점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의 문제풀이
과정을 구조화, 시각화 할 수 있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
이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과 단계가 비슷하기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후 초기 House Model을 개선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이해를 강조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게 유도한다는 관점은 유지되었다. 문제풀이의 성공률이 높은 전문가는
문제의 이해단계에서 30%이상의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이다(권재술, 이성왕, 1988;
Kohl & Finkelstein, 2008). 또한 전문가는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림을 그릴
경우 모든 정보를 정확히 그림에 표시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문제 해결에서
그림의 중요성은 앞서 초기 House Model(2004)의 이론적 배경에서 여러 선행연구
(조영미, 1996; 황현미, 방정숙, 2009; Jurdak, 1986; Kokinov & Yoveva, 1996)
를 통해 언급하였다. 새로 수정된 House Model(2008)에서도 그림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Visualizing 단계를 두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한 House Model이었지만, House
Model의 활용에 관한 설문 조사(Ⅳ장 연구)의 결과처럼 개선할 점도 많았다. 초기
에 개발된 House Model(2004)은 2004년 ~ 2007년까지 4년 가까이 역학 수업과
연습시간에 사용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은 체계적인 문제 해결 과정 수립과
문제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였지만 학생들은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
방법과의 차이, House Model을 그리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편을 제기하였다. 그로 인해 연구자는 초기 House Model을 다
시 수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학생들이 House Model 쉽게 적용하여 사
용할 수 있게 House Model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4)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
지 새로운 House Model의 개발에 착수하였다. 역학수업을 진행할 교수자와 조교가
함께 모여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모형을 수정해갔다(그림 Ⅲ-6, 그림 Ⅲ-7, 그
림 Ⅲ-8).
4) 부록 1의 House Model 안내자료가 학생들을 위해 제작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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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6] 초기 House Model(2004) 모형

우선 House Model의 각 단계별 명칭을 영어 현재진행형으로 바꾸었다(Known
Variables → Knowing, Findings → Finding, Strategy → Planning). 이는 House
Model이 단순 칸 채우기가 아니라 학생이 활동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그
리고 세부적인 모형의 위치와 단계를 수정하였다. 우선 초기 모형에서 가장 먼저
지적 받았던 ‘Given Data’를 삭제하였다. 초기 Given Data를 Known Variables로
분리 했던 이유는 작업 기억의 부담을 줄이고 문제 해결과정 상에 꼭 필요한 정보
만 Known Variables에 남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한 상수를 대입하는 일은 보통
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물리 교재의 상당수 문제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 Given Data란이 필요

- 72 -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Given Data를 삭제하고, 평가자의 편리성을 위해
‘Answering’란을 넣고, Finding과 Knowing을 상단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Planning
과 Visualizing을 둘 째 단에 배치하고 가운데 Solving이라고 하여 문제풀이 란을
두었다. 그리고 아래에 검토단계인 Checking 단계를 신설하였다. [표 Ⅱ-4]를 보면
문제 해결 단계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검토 단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였

[그림 Ⅲ-7] 중간 단계에서 논의 되었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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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House Model보다 단계의 수가 적은 3단계 모형에서도 검토 단계는 빠지지 않
았다(Fraser, 1982; Reif, 1983, Frank & Herron, 1985; Styer, 2002; Gok,
2010). 이런 점을 통해 수정된 모형이 중간단계 논의 모형(그림 Ⅲ-7)이다.
연구자를 비롯한 역학수업 준비팀은 이 중간단계 모형을 통해 실제 문제들을
해결해 보았다. 이 중간단계 모형은 이전 단계에 비해 단계 수 감소와 각 단계 안
내를 통해 초기 모형보다 나은 점은 있었으나, 초기 House Model이 처음 가지고
있는 ‘집’의 형태에서는 완전히 벗어나버렸다. 그리고 Visualizing이 두 번째 단락에
위치하다 보니, House Model 풀이 답안을 볼 때 Visualizing이 시각적으로 가장 빨
리 들어오지 않았다. 연구자는 다시 초기 House Model의 형태에서 시작하여 현재
진행형의 용어를 유지하되, Visualizing을 최상단에 놓고, Knowing과 Finding을 그
아래에 두었고 Planning 단계, Executing 단계, Checking 단계를 차례로 배치하였
다. [그림 Ⅲ-8]이 새롭게 수정되어 완성된 House Mode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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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 No.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Checking
1. 단위(차원), 부호, 방향이 모두 맞는가?

□

2. 답이 물리적으로 적절 한가?

□

3. 수학적 계산은 틀린 부분이 없는가?

□

4. 찾아야 하는 값을 모두 찾았나?

□

[그림 Ⅲ-8] 최종 완성된 House Model(Byu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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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ing
시각화
1.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케치한다.
2. 좌표축, 힘, 상호관계 등을 표시한다.
3.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시 문제의 상황만 적는다.

Knowing

Finding

아는 것

묻는 것

1.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와 수치 값을 적는 1. 문제의 질문을 확정한다.
2. 구해야 하는 변량을 찾고, 기호로 변환한

다.
2. 문제의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을 적는다.

다.

3. 변량을 기호로 변환한다.

Planning
계획
1. Knowing과 Finding을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개념을 떠올려 본다.
2. Knowing과 Finding에서 문제 풀이에 유용한 정보들을 골라내어 식을 만든다.
3. 정보들을 연결한 식이 구해야 하는 값을 알아내는데 충분한가?
3-1. Yes 구해야 하는 값을 알아내는 데 충분한 정보를 알았다면 Executing 단계로 넘
어 간다.
3-2. No 여러 작은 문제로 나누고, 각 단계 마다 문제에 관계된 식을 적는다.

Executing
풀이
계획을 적용한다.(해를 구함)
1. 모델을 적용하여 표적 값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2. 구해야 하는 값에 변량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3. 해답을 적는다.

Checking 검토
1.
2.
3.
4.

단위(차원), 부호, 방향이 모두 맞는가?
답이 물리적으로 적절 한가?
수학적 계산은 틀린 부분이 없는가?
찾아야 하는 값을 모두 찾았나?

[그림 Ⅲ-9] House Model 각 단계별 설명(Byun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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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개발된 House Model에서 가져온 변화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Central Concept을 삭제하였다. Central Concept은 문제에서 중심개념
을 적는 공간으로 중심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때 key idea가 되어 문제 풀이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①에 두었지만, 실제 학
생들은 복잡한 문제일수록 중심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했다. 그리하여 과거에
는 대안으로 Central Concept에 소단원의 제목을 적도록 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지
수였다. 학생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있다는 것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단계로 가는 자연적인 위계에도 어긋나며,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기에
과감히 삭제하였다.
두 번째, 단계 위치를 조정하였다. 초기 House Model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가
장 오랫동안 고민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한 부분으로, House Model(2004)이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틀이 여러 번 수정되었다. 기존 House Model에서는 Findings를
네 번째 단계에 두고 왼쪽에 Known Variables를 좌측에 두었다(그림 Ⅲ-11). 당
시 이렇게 한 이유는 Known Variables와 Findings가 건물의 중요한 양 기둥 역할
을 하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Strategy(전략)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
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Known Variables와 Findings를 알아도 Strategy를 작성하
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시각적 배치로서 극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게 되었다. 계획을 세우는 전략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또한 각 내용과 문제에 따라 특수한 형태가 필요하기에 하루 이틀에 이뤄지지 않는
오랫동안 연습을 통해 길러야 할 Know-how인 셈이다. 따라서 기둥이 있는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Known Variables(Knowing)와 Findings(Finding)을 함께 배치하
였다. 기존 모델에서는 Execute(Executing)를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였는데, 학생
들이 두 번 작성하여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Planing에 바로 이어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Visualizing을 상시 단계로 전환하였다. 예전 House Model에서는
Problem Situation 오른쪽 부분에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를 그리도록 하자
고 연구자끼리 약속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단계로 두는 것이
그 중요성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였기에 단계를 별도로 만들었다. Heuvelen(1995)
역시 이 영역을 2단계(Pictorial Representation, Physical Representation)로 세분
화하긴 했지만, 그림을 두 번 그리게 되는 불편함이 있어 New House Model 에서
는 Visualizing 하나로 통합하였다.
네 번째, Checking을 두었다. 기본 House Model에는 검증에 대한 별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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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지 않고, 그냥 House Model의 단계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검증이라고 여겼
다.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검증 단계를 포
함시켰는데(표 Ⅱ-4 참고),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분명 검증이 문제풀이에서
중요한 단계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면 ‘문제 해결
성공자는 실패자에 비해 계획과 검토 단계의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권재술, 이성왕, 1988; 노태희, 임희준, 1996; 노태희, 전경문, 1997; 박학
규, 권재술, 1994).’ 는 데에서도 검토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자세한 설명(그림 Ⅲ-9)를 추가하고 학생들을 위한 가이드
를 제작하였다. 학생들이 House Model의 이용을 기피하고 어려워했던 이유 중 하
나가, House Model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해 볼 기회가 없어서이기도 하였
다. 학생들이 스스로 House Model을 사용해가며 훈련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 자
세한 설명과 개발 배경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였다. 단계별 설명은 기본적으로 문제
풀이연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던 Minnesota Group의 문제 해결 5단계 방법
(Heller & Heller, 1992)의 설명을 기초로 하였다. 이에 덧붙여 Reif(1995)의 복잡
한 문제를 나누어 풀이한다는 사고와 다른 연구자들(Domelen, 1996; Styer, 2002)
의 문제풀이 단계의 설명을 종합하여 안내서를 제작하였다. 2008년에는 House
Model을 통해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을 조사하기 위해 어려움 정도를
표시하는 난을 두어 학생들이 어느 단계를 어려워하는지 알아보는 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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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1]은 일반물리학(Halliday, Resenick, & Walker, 2005) 문제(그림
Ⅲ-10)를 House Model을 사용하여 풀이한 문제의 실례이다. 문제(그림 Ⅲ-10)는
책상위의 토막과 도르래를 통해 연결된 토막이 줄로 묶여 있어 함께 움직이는 물체
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뉴턴방정식과 장력에 대한 물리
개념이 필요하다.
House Model로 과정을 살펴보자(그림 Ⅲ-11). 문제 해결자는 가장 먼저 문제
상황에 대한 자유물체도를 Visualizing에 기록한다. 이 때 문제 상황을 그림을 간략
하게 그리되, 좌표축과 힘을 표기하여 자유물체도를 별로도 그릴 필요가 없도록 한
다. 다음 과정으로 문제에서 알려준 M, m의 질량과 문제 상황(마찰이 없음, 두 물
체는 함께 가속된다)을 Knowing에 기록하고,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인 의
가속도를  , 의 가속도를  , 끈의 장력을 라고 Finding에 적는다. 이 후
Planning에서 두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T)이 같음을 이용하고, 가속도를 알기 위해


서는 뉴턴의 제 2법칙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 
사용할 때는
 을
 식을
Visualizing에서 잡은 좌표축에 따라  축으로 힘을 분리한다. 이를 바탕으로
Executing 단계에서 질량 인 물체에 관한 방정식, 질량 인 물체에 관한 방정식
을 각각 세워 연립하여 연산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1. 단위(차원)가 맞는가? 2.
수학적 계산은 틀린 부분이 없는가? 3, 부호, 방향이 모두 맞는가? 4. 답이 물리적
으로 적절 한가? 5. 찾아야 하는 값을 모두 찾았나? 라는 다섯 가지 답변을 통한
Checking으로 마무리 된다.

[그림 Ⅲ-10] 일반물리학 예제(Halliday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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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ng

[그림 Ⅲ-11] 예제 5.6(그림 Ⅲ-15) 문제에 대한 House Model 풀이. 각 단계 옆에
빈칸(□)이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의 정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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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ouse Model 개발 및 적용과정에서 함께 사용되었던 수업
도구들
연구자를 비롯한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 준비팀은 2004년에서 2008년까지 역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수업도구들을 개발하였다. MAOF 개념도, Weekly
Report, 연습문제 풀이보고서가 그 수업도구들인데, 이것들은 House Model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 MAOF 개념도는 초기 House Model의 ‘Central Concept’
란을 작성하는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었다. 연구자는 Weekly Report를 통해 학생들
이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알 수 있었고,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
를 통해 문제 해결과정에서 어려움의 정도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Weekly Report와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는 House Model 사용의 피드백
을 받는데 활용되었다.

가. MAOF 개념도
물리 문제의 해결은 분야관련 문제 해결(domain-specificity of problem
solving)이기에 물리 문제 해결 방법에 앞서 학생들은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물리
개념을 잘 익혀야 한다(박윤배, 1991; 박학규, 권재술, 1991; Reif, 1981). 하지만
전통적인 물리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개념의 학습과 문제풀이를 분리된 영역으로 학
습하여, 물리 개념이 결국 조각난 지식구조를 가지게 되며, 이 때문에 주요한 개념
을 이해하고 기억해내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Bagno, Eylon, & Ganiel,
2000; van Heuvelen, 1991). 따라서 2004년 당시 역학수업을 담당하던 연구자들
은 물리개념 이해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House Model과 함께 학생들의 물리
개념을 체계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개념도를 연습시간마다 제공하기로 하였다. 문
제 해결 전략인 House Model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① Central Concept을 기록하
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에 대한 올바른 개념체계가 구축되어야만 했다.
통상적으로 Novak(1990)이 만든 개념도가 과학교과에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은 역학 수업에 최적화된 MAOF 개념도(Bagno et al., 2000)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MAOF 개념도는 이스라엘에 있는 Weizmann 과학연구소 그룹
에서 만든 것으로, MAOF는 히브리어로 ‘개관(槪觀)’을 의미한다. MAOF Program
은 개관과정으로서 문제 해결, 개념이해, 지식의 구조화 과정을 모두 통합하고 있으
며 Solve, Reflect, Conceptualize, Apply, Link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Bagno(1997, 2000) 등은 조각난 지식구조를 의미 있게 연결하려는 노력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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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울였는데, 그 예 중 하나가 역학의 중력장에서 물체의 운동과 균일한 정전기
장에서 움직이는 전하의 운동을 개별적인 현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균일한 역
장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두 가지 운동’으로 보는 것이다(Bagno & Eylon, 1997;
Bagno, Eylon, & Ganiel, 2000). 또 중력, 탄성력, 정전기력을 더 일반적인 ‘보존
력’의 개념으로 연관지어 설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힘과 장에 관련하여 역학과 전자
기를 통합한 MAOF 개념도5)를 만들었다(그림 Ⅲ-12).
[그림 Ⅲ-12]의 전체 개관은 벡터장(집합 Ⅳ Vector Fields; 가장 큰 사각형)

이다. 그 내부에 보존력과 비보존력(Ⅰ),  에 비례하는 힘(Ⅱ), 전자기장(Ⅲ)이

큰 집합을 이루고 있으며, 보존력에는 중력, 정전기력, 탄성력 등이 포함되고, 비보
존력에는 저항력과 회전 전기장이 포함된다. 집합 Ⅰ에 속한 하위요소들은 집합 Ⅱ
나 집합 Ⅲ과도 점선 화살표로 연결 된다.

[그림 Ⅲ-12] 힘(force)과 장(filed)에 관련된 MAOF 개념도(Bagno et al., 2000)

5) Bagno는 개념도 대신 unit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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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3] Symon(1971) 1장 내용을 MAOF 개념도로 표현한 그림

[그림 Ⅲ-13]은 연구자가 MAOF 개념도의 형식을 빌려 Symon(1971) 역학교
재의 1단원 내용을 제작한 것이다. [그림 Ⅲ-13]은 보존력이라는 대전제에서 시작
하여, 보존력이 되는 힘 중 하나인 중력에 대해 고찰하고, 힘에 관련된 뉴턴의 3가
지 법칙을 소개하고 있다. 1법칙은 기준계와 속도가 연관되어 있으며, 2법칙은 가
속도와 질량, 3법칙은 힘의 상호작용에 관한 법칙이지만,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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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낼 수 있
이 중력도  에 비례하는 힘들 중 하나인데, 중력은    



으며, 교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낙하운동, 도르래와 빗면의 이용, 달의 운동에 관
한 예제를 담고 있다. 연구자는 역학연습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각 단원별로
MAOF 개념도를 제작하여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역학학습
에서 현재 배우는 것이 역학 학문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보여주고, House Model
로 문제를 풀이할 때 Central Concept을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Weekly Report
Weekly Report는 Etkina(2000)가 개발한 피드백 도구로 한 주에 한 번씩 학생
들이 수업 및 학습과정에 대해서 세 가지 열린 질문에 대해 답하는 구조화된 저널
이다(이승희, 2006).
(1) 한 주 동안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배웠는가?
(2) 나에게 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은 질문은 무엇인가?
(3) 만약 내가 교수라면, 나의 학생들이 이 개념을 이해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겠는가?
Etkina(2000)는 Weekly Report의 질문들을 자신의 강의를 수정하기 위해 사
용하려고 계획했었다. 그러나 실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니 자신이 예상했던
질문과 학생이 리포트에 작성한 질문이 전혀 달랐다. Weekly Report에는 기존의
면담이나 개념테스트와 같은 고전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발견되지 않았던 학생들이
인식하는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이 드러났다(Harper, Etkina, & Lin, 2003).
서울대학교 물리교육 지식연구실(KLOPE)에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역학
수업 시간에 Weekly Report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피드백을 보고 받았다.
물리교육 지식연구실(KLOPE)은 학생들로부터 Weekly Report를 받아 본 이후 학
생들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ies; 이승희, 2006)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Lagrangian 학습(이승희, 2006; 이승희, 이경호, 2010), 뉴턴역학 학습
(전찬희, 이경호, 2007), 벡터장 curl 학습(정계삼, 이경호, 2009), 중력포텐셜에너
지에 관한 학습(이진석, 2008), 일차원 운동에 관한 학습(전찬희, 이경호, 박지연,
2010)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 수 있게 되었다.
Weekly Report에는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개념적인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많았
다. 하지만 문제풀이에 관련된 어려움을 알 수 있는 정보도 있었기에 연구자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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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업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Weekly Report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변태진, 전찬희, 이경호, 2008).

다.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역학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조사하기 위해 2006년부터
Weekly Report 외에 추가로 ‘연습문제 분석지’를 제작하여 2년 동안(2006~2007
년)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습문제 분석지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1. 역학연습 과제를 수행하면서 전혀 풀 수 없었던 문제와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던 문제는 어느 것 인가?
1) 전혀 풀 수 없었던 문제:
2) 조금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이유는?

[그림 Ⅲ-14] 역학 연습문제 분석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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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습문제 풀이 후 아직까지 풀 수

없는 문제와 조금 풀 수 있는 문제는

어느 것 인가?
1) 전혀 풀 수 없었던 문제:
2) 조금 풀 수 있었던 문제:
그 이유는?
연구자는 연습문제 분석지를 통해 학생이 어려워했던 문제와 어려움의 이유,
문제풀이에서 어떤 단계의 어려움인지를 조사하였다(그림 Ⅲ-14, 그림 Ⅲ-15). 연
구자는 학생들이 역학 문제 풀이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연습문제 분석지와 House
Model을 통하여 체계적이며,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변태진, 전찬희, 이경호,
2008). Symon 역학의 1, 2장 영역을 분석한 결과 문제풀이 단계별로 학생의 어려
움의 빈도는 비슷하였고, 단원에 따라 단계별 어려움 빈도에서는 1장은 문제이해와
계획에서, 2장은 수행단계에서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5] 연습문제 분석지로 분석한 결과 예시

연구자는 연습문제 분석지로 분석한 결과를 더 보강하기 위해, 2008년에 ‘연습
문제 풀이 보고서(그림 Ⅲ-16)’를 제작하여 House Model과 함께 역학 문제 해결
에서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

- 86 -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에서는 연습문제 분석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려움의 정도
를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게 하였고, 해결과정에 관한 질문과 연습시간 후
어려움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도 조사하였다.

[그림 Ⅲ-16] 2008년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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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요약
연구자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 란 고민을 바
탕으로 학생들의 역학 문제 풀이에 관해 연구하였다. 그 일환으로 물리교육 지식연
구실의 역학수업 준비팀과 함께 2004년도에 2개월간의 팀 세미나를 통해 초기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House Model은 인지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물리
문제 해결에서 이해단계와 그림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제작되었다. 초기 House
Model(2004)은 Central Concept, Problem Situation, Known Variables, Strategy,
Findings, Given Data, Execution의 7단계로 구성되었다. Central Concept은 문제를
푸는 중심이 되는 개념이었고, Problem Situation, Known Variables, Findings,
Given Data와 함께 문제의 이해 단계를 구성했다. 이런 문제의 이해를 바탕으로
Strategy 단계에서 문제 전략을 구상하고, Execution 단계에서 계산을 수행했다.
House Model은 MAOF 개념도(Bango et al., 2000), Weekly Report(Etkina,
2000) 및 연습문제 풀이보고서와 함께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에 장시간 활용되었다.
Ⅳ장의 연구에서 보여주듯 초기 House Model은 장점 뿐 아니라 단점 역시 존
재하였다. 연구자는 초기 House Model을 역학수업에 4년 동안 사용하면서 학생들
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학생들의 피드백과 기존 선행연구를
결과를 보강하여 2008년도에 새로운 House Model(Byun et al., 2008)을 제작하게
되었다. 새로운 House Model(2008)은 Central Concept 삭제, Visualizing을 추가,
단계의 재배치, Checking 단계의 추가 등의 변화를 주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단계를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Checking의 6단계로
조정하였다. Visualizing은 그림 그리기 강화를 위해 기존 Problem Situation 단계에
서 독립시켰고, Known Variables와 Given Data는 Knowing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작성했던 Execution은 House Model 내부로 삽입하였다. 연구자와
교수진은 이렇게 리모델링된 House Model을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에 투입하였고,
2008년도에는 어려움을 표시하는 란을 두어 문제풀이 단계별 어려움을 조사하는
데에도 활용하였다(Byun, Ha, & Le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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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역학 수업에서 House Model의 활용
4.1. 연구의 필요성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에서 House Model(변태진 외, 2004; Byun et
al., 2008)은 Weekly Report(이승희, 2006; 전찬희, 이경호, 2007; 전찬희, 이경호,
박지연, 정계삼, 이경호, 2009; 2010; Etkina, 2000), MAOF 개념도(Bagno et al.,
2000),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변태진, 전찬희, 이경호, 2008; Byun et al., 2008)와
함께 오랜 기간 수강생의 과제이자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House Model은 전
공 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역학 문제 해결 전략의 가이드로 제시하기도 했으
며, 학생의 문제풀이에서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학생들은 전문가보다 초보자에 가까운 존재이기에 문제 해결에 있어 지식-개
발 전략보다 수단-목적 전략 또는 임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권재술, 이성왕,
1988; 박윤배, 1991; 박윤배, 조윤경, 2005; van Heuvelen, 1991; Mazur, 1997;
Reif, Larkin, & Brackett, 1976). House Model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식-개발
전략 사용을 유도하고, 문제의 이해단계를 강조하더라고 이를 학생들이 잘 활용하
지 못하면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Ⅳ장에서는 House Model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보고, House Model의 도움 여부, House Model의 장/단점 등
을 조사하였다. House Model의 이와 같은 활용에 대한 연구에 앞서 House Model
이 사용되는 수업환경의 맥락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교육과의 역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House Model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먼저
살펴보자.

4.2. 연구맥락: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의 역학 수업과 자연대학 물리학과의 역학 수
업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우선 강의 계획서 상의 두 교과를 비교하면, 주된 내
용은 동일하나, 물리교육과의 강좌명은 ‘역학탐구 및 교육 Ⅰ’이며 자연대 물리학과
의 강좌명은 ‘역학 Ⅰ’이다. 이로 인해 역학탐구 및 교육 Ⅰ에서는 ‘중등학교의 역학
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논의한다.’는 구문이 포함된 반면, 역학 Ⅰ
에서는 ‘물리학, 천문학 전공 등 엄밀한 수학적 체계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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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 지구과학 전공 등 역학의 응용이 필요한 학생들을 염두에 두고 교과목을
운영합니다.’고 수강대상을 분명히 달리하였다(표 Ⅳ-1).
[표 Ⅳ-1] 물리교육과와 물리학과의 역학 수업 강의목표 비교
물리교육과

물리학과
역학 Ⅰ

역학탐구 및 교육 Ⅰ

물리학 1, 2 및 물리학실험 1, 2 또는 물리
학 및 실험 1, 2 를 이수한 학생들 중에서
두 학기에 걸치는 역학강의의 전반부로서
물리학을 전공하거나 관련된 학문 분야를 전
직선 및 공간상의 입자역학을 바탕으로 입자 공하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학의
기본
계와 강체의 역학 및 중력과 운동좌표계의 교과목인 역학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1년(2
문제를 다룬다. 특히 역학현상의 수치적 해 학기) 과목의 첫 번째 학기 강의입니다. 주요
석과 벡터, 미분방정식을 중심으로 한 수학 내용은 벡터 연산, 점 알갱이에 대한
적 처리 및 그 결과의 물리적 고찰에 주안점 Newton 운동 방정식, 선형 떨개, 비선형 떨
을 두고 모든 물리분야의 학습에 기초가 되 기 및 카오스, 중력 마당에서의 운동, 변분법
을 이용한 역학 원리의 기술, 그리고
게 한다. 또한 중등학교의 역학에 대한 효과
Lagrangian 과 Hamiltonian dynamics 등입
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논의한다.
니다. 물리학, 천문학 전공 등 엄밀한 수학적
체계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공학, 의·치의학,
지구과학 전공 등 역학의 응용이 필요한 학
생들을 염두에 두고 교과목을 운영합니다.

수강대상이 다르다보니 두 역학 수업은 교재, 수강인원, 연습시간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표 Ⅳ-2). 우선 강의실 규모가 다르고, 이로 인해 수업매체에서도
[표 Ⅳ-2] 서울대학교 사범대(물리교육과)와 자연대(물리학과)의 역학 강의 비교
물리교육과

물리학과

교재

Symon(1991)

Marion & Thornton(1995)

수강인원
(장소)

45명(일반강의실)

120명(대형강의실)

강의시간

3시간 (월, 수)

3시간 (월, 수, 금)

연습문제풀이

2시간

1시간

시간

담당조교 2명

1개 교실(30명)별 조교 1명

과제분량

5~7문제

5문제

시험

기타

학기당 횟수 : 3회(영문)

학기당 횟수 : 3회(국문)

시간 : 3시간

시간 : 2시간

평균 : 30~60점
평균 : 60~70점
- 판서 및 유인물을 이용한 순환학습 - PPT자료 중심 강의식 수업
- 매시간 교수자가 학생의 Feedback (부분적으로 판서)
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짐.
- 체계적이고 압축된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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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물리교육과 역학탐구 및 교육1 수업에 활용된 자료들

차이가 발생하며, 연습문제 풀이 시간과 담당조교의 수도 다르다.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에서는 주교재(Symon, 1971) 외에도 다양한 학부, 대학원 교재를 발췌하여 사
용하였고, 역학 강의 관련 web site의 자료도 활용하였다(그림 Ⅳ-1). 또한 수업
전후 설문조사도 실시하였고, Peer Instruction(Mazur, 1997)에 근거한 수업 중 개
념검사도 자주 이루어졌다. 또한 Weekly Report와 focus group에 대한 개별면담을
통해서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역학 수업 내에서의 강의시나리오도
일반적인 전공강의와는 다르게 주간보고서를 소개 및 논의하고 개념도를 설명하는
시간으로 수업을 시작하였다(그림 Ⅳ-2).

▣ 역학 강의 시나리오(1차시 기준)
▷ 지난 시간 Review, Weekly Report 핵심사항 소개/논의,
개념도 설명(각 장의 시작과 끝 시간)
▷ 탐색 질문(간단한 예제)
▷ 개념 설명 및 전개
▷ 적용(교과서 예제, 연습문제, 활동지)
[그림 Ⅳ-2]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의 강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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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의 물리교육과의 역학 수업의 Cycle을 살펴보면 [그림 Ⅳ-3]과 같다. 월
요일 강의에서는 역학 강의 시나리오에 있는 것처럼 순환학습(Lawson, 1986)의 모
형에 따라 탐색, 전개, 적용의 단계를 거친다. 화요일 연습시간에는 MAOF개념도
(Bagno et al., 2000)를 통해 수업을 개관하고, House Model을 문제풀이에 적용하
였다. 수요일 수업은 역시 월요일과 같은 순환학습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매주 금요
일 담당교수와 조교가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서 Weekly Report와 Focus Group
에 대한 개별 면담자료를 분석하고, 다음 시간 문제풀이를 준비하면서 House
Model을 보완하였다.
2008년의 역학 수업 Cycle은 기존의 Cycle에서 연습문제 풀이시간에 조별문
제, 일반 문제, House Model로 과제 문제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학생의 문제풀이의
어려움을 더 알아보기 위하여 연습문제 풀이보고서를 작성도록 하였다(그림 Ⅳ
-4). 2008년에는 House Model의 두 번째 버전이 완성되어서 담당교수와 조교모
임에서는 House Model 보완하는 작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그 대신 역학강
의록을 제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Ⅳ-3]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 Cycle(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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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물리교육과 역학 수업 Cycle(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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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연구자는 초기 House Model의 개발 이후 House Model에 대한 피드백을 알아
보기 위한 연구를 2004년 1학기에 수행하였다. 설문 조사는 2차례 진행되었는데,
전체 수강생 43명 중 1차 설문(5.11, 중간고사 후) 때는 25명이 2차 설문(6.8 기
말고사 전) 때는 24명이 응답하였다. 설문 조사 대상자 중 두 명의 지원자에 대해
개별 면담을 총 16회 실시하였다. 개별 면담은 주 1회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고,
Weekly Report와 House Model을 이용한 문제풀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것
을 질문하였다.
1차 설문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역학 연습 문제 풀이시간에 House Model을
OHP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에 관하여 물어보았다(그림 Ⅳ-5). 이 설문에서는 ‘보통
이다(5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우 그렇다(12%)’에 응답한 학생의
비해 ‘별로 그렇지 못하다(28%)’나 ‘시간 낭비일 뿐이다(4%).’라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더 많았다. 설문 결과가 이렇게 나온 원인 중에는 학생들의 House Model에
대한 적응 시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1번 문항에 대해 그렇게 답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부정적으로 답한 학생들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차이가 있어서, 여러 해
동안 같은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적용이 힘듭니다.’와 비슷한 응답을 한 학생
이 많았다. 또한 설문 문항에서 ‘보통이다’ 외에 ‘그렇다’라는 영역이 빠져서 약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도 ‘보통이다’라고 답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1. 역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House Model이
라고 OHP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제계
산을 시행하는 것보다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나
요?
1) 매우 그렇다
2) 보통이다
3) 별로 그렇지 못하다.
4) 시간낭비일 뿐이다.
5) 기타

[그림 Ⅳ-5]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1차 설문 문항1과 응답 비율

1차 설문 두 번째 질문에서는 House Model의 전략이 기존의 자신의 문제 해
결 방법과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았다(그림 Ⅳ-6). 두 명(8%)의 학생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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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Model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였으며, ‘단계는 비슷하
나 체계화해서 풀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한 학생의 수가 19명(76%)로 가장 많았
다. 그리고 ‘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답한 학생이 두 명이 있었고, 기타를 택
한 학생은 자신의 풀이 법과 House Model이 문제 해결 순서에서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House Model이 학생들의 문제를 체계화시켜 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기존의 단계와 유사하기에 충분한 교육시간을 가지면 학생들이 House
Model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인 것이다.
2. House Model의 풀이 단계나 전략이 기존에 자신이 해왔던 방법과의 차이는 어떠한가요?
1) 내가 기존에 문제풀이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다(이미 House Model과 같은 사고단계
를 이용하고 있다).
2) 단계는 비슷하나 그 단계를 체계화해서 풀
어본 적은 없다.
3) 기존의 내가 풀어왔던 방법과 다소 차이가
있다.
4) 나만의 새로운 독특한 Know-how를 사용하
여 풀이한다.
5) 기타
[그림 Ⅳ-6]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1차 설문 문항2와 응답 비율

House Model을 연습시간에 보여줄 때의 장점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문제 흐
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12명(4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
로 ‘풀이 방법을 쉽게 보여주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 됨’과 ‘어려운 문제나 새로운
문제상황에서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3명(12%)이었다. ‘체계적으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음’, ‘문제의 풀이요소를 보여줌’, ‘틀린 부분을 찾거나 실수
를 감소시킬 수 있음’도 각각 2명씩(8%)이 응답하였다.
반대로 House Model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문제 해결에 사용된 개념, 공
식, 이론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됨’이라고 답한 학생이 3명 있었다. 그 외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요소를 알려줌’, ‘틀린 부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실수를 줄일 수 있
음’이라고 답한 학생이 소수 있었다.
House Model의 단점을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익숙지 않아 실제 적용의 어려
움’ 또는 ‘House Model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명(16%)이
었고, ‘고정화된 틀의 문제’를 2명(8%)의 학생이 언급하였다. 그 외 학생들은
House Model에 대해 ‘많은 시간 소요’, ‘불필요한 형식’, ‘계산문제만 가능’, ‘영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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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등에 대해 단점으로 지적하였다.
연구자는 1차 설문 문항에서 미숙했던 점을 보완하고, House Model를 평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는 등 4주 후에 2차 설문을 실시하
였다(그림 Ⅳ-7).
1.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의 일치 여부를 표시하시오.
“ 역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House Model이라고 OHP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
로 문제 계산으로 시행하는 것보다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4
5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1-1. 1번 문항에서 그렇게 답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략하게 서술해주세요)
2. House Model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교육이 있다면, 당신은 역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House Model의 문제 풀이 방법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1

2

적극 활용

그렇다

2-1. 3번문항에서 (

3

4

5
절대사용하지
그렇지 않다
않겠다.

)번을 택하였다면, 그 이유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3. 이번 학기 연습 시간동안 House Model을 통한 풀이에서 어떤 점을 익힐 수 있었습니
까?
4. House Model을 활용함에 있어서 단점이나 보완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5. House Model의 평가 틀로써의 활용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평가 방법으로써 House Model이 문제 푸는 사고과정을 익히는 데 효과가 있다.”
1
매우그렇다

2
그렇다

3

4
5
그렇지 않다 매우그렇지않다

5-1. 5번문항에의 답한 이유를 알려주세요. 평가틀로써의 House Model에 대해 자신의
의견도 함께 피력해주세요. (Group Test 소감 및 장단점 포함)

[그림 Ⅳ-7]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2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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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설문 분석 결과 House Model을 연습 시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으로 생각하는 학생(42%)이 부정으로 생각하는 학생(33%)보다 조금 많았다(그림
Ⅳ-8). 2차 설문조사에서는 1차 설문조사에서 부정적인 응답(32%)을 한 학생의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보통이다(56%)’라고 답한 학생의 일부가 긍정으로
바뀐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답한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긍정적인 답변
을 한 학생들은 ‘문제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단순한 문장형 형태보다는 상
황파악이 빠르고 체계적이다.’, ‘ 문제 풀이에서 적용해야 하는 이론의 제일 큰 범주
부터 알 수 있다.’, ‘문제를 체계화하는 사고 연습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문제 상
황에 직면해도 어려움을 덜 겪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고 설명하였다. 부정적
인 답변을 한 학생들은 ‘풀이 방법이 번거롭다.’ ‘구조가 어지럽다.’고 이유를 말하였
다. 연습시간에는 조교가 House Model로 풀이한 문항을 OHP필름으로 복사하여 보
여 주었는데, 학생들이 풀이과정에 대해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 여부를
표시하시오.
“역학 연습 문제 풀이 시간에 House Model이라고
OHP화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제 계산으로
시행하는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

[그림 Ⅳ-8]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2차 설문 문항1과 응답 비율

1차 설문에서 House Model의 단점이나 보완점에 대해 ‘House Model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학생들이 있어, 2차 설문에서는 ‘House Model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교육이 있다면, 역학 문제 해결에서 House Model을 활용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10명(42%)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하
였고, 7명(29%)의 학생은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였고, 7명(29%)의 학생은 ‘그
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그림 Ⅳ-9).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번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했으나, 활용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바뀐 학생은 1명 있었는데, 그는
House Model을 보여주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활
용계획에 있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복잡하고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이
유를 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의 경우로 1번 문항에서 부정적으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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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했으나, 활용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바뀐 학생 역시 1명 있었는데, 그는 그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아직 자신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응답했다.
2차 설문의 1번과 2번 문항을 비교해보면 연습시간에 House Model을 보여주
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House Model 활용에 있어서도 긍정적
으로 바라보며, 반대로 현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학생들은 여전히 활용 계획이 없
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것은 이 문제 해결전략이 한 번 고착화 되면 바꾸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더 어린 시절에 좋은 문제 해결전략을 가지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2. House Model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설명과 교
육이 있다면, 당신은 역학 문제 풀이에 있어서
House Model의 문제 풀이 방법을 활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그림 Ⅳ-9]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2차 설문 문항2와 응답 비율

‘이번 학기 연습 시간동안 House Model을 통한 풀이에서 어떤 점을 익힐 수 있
었습니까?’란 3번째 질문에서는 가장 많은 7명(29%)의 학생이 ‘체계적인 문제 해
결 과정’을 뽑았다. 그 다음으로 ‘문제 상황 파악’과 ‘개념 및 원리의 적용’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각각 4명(16%)이었다. 2명(8%)의 학생이 ‘전체 흐름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 ‘문제 풀이 전에 system을 간략히
그려보는 습관’, ‘문제의 해결 방략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됨’, ‘모든 정보를 차근차근 확인하는 습관을 익힘’이라는 의견이 소수 있었다.
특이한 부분은 1번 문항(House Model에 대한 도움여부를 묻는 질문)에서의 응답
과 자신이 House Model을 통한 풀이에서 익힌 점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다. ‘개념, 원리 적용’을 익혔다고 하는 학생들은 1번 문항에서 모두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체계적 풀이 과정’이라고 응답한 7명 중 5명은 1번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문제 상황 파악’을 익혔다고 응답한 학생 4명 모두는 1번
문항에서 ‘중립’의 입장을 취했다. House Model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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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냐에 따라 자신이 배웠던 것이 다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겠다.
2차 설문에서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House Model의 단점이나 보완점에 대해
질문하였다. 1차 설문 때보다는 학생들이 House Model에 대해 좀 더 오래 사용하
였기에 학생들이 House Model의 개선점에 대해 보다 더 잘 응답해주리라 생각되
었다. ‘틀의 경직성’과 ‘단계를 간단히 하자’는 의견이 5명씩(21%) 가장 많았다. ‘틀
의 경직성’에 대해 언급한 학생들은 “틀에 박힌 사고를 요구한다.”, “칸이 좁다.”,
“조금 딱딱하게 구획되어 있어서 이를 맞추기 위해 오히려 더 신경 쓰인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고, ‘단계를 간단히 하자’는 의견을 낸 학생들은 “계산과정까지 House
Model에 넣는 것이 좋겠다.”, “Given Data에 수치를 적는데, Known Variables와 차
이가 없어 보여 번거롭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시간소요’에 대해
2명의 학생이 응답하였기에 House Model의 경량화(단계축소)는 필요해 보였다. 이
외에도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활용법을 개개인이 숙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 학생들에게 House Model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차 설문의 마지막 질문으로 House Model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House
Model을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그림 Ⅳ-10). 연구자는 이
문항을 통해 House Model의 평가 수단으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 싶었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연습시간 과제로 House Model을 이용한 문제 해결 Group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매우 긍정이나 매우 부정의 답변은 1명도 없었고, 긍
정의 답변(50%)이 부정의 답변(17%)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하지만 중립을 표방한
학생(29%)도 많았기에 평가 도구로써 활용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
다. 그 이유를 물어보는 문항에서 ‘Test로 이용하기엔 보완이 필요하다.’, ‘숙제를
House Model로 하는 것은 좋다(혼자 생각하기에 유용하나, Group은 별로이다)’,
‘문제 푸는 사람의 사고과정을 알 수 있어 평가에 유용’, ‘ 자칫 정리하는 능력을 평
5. House Model의 평가 틀로써의 활용가치를
묻는 질문입니다.
“평가 방법으로써 House Model이 문제 푸는
사고과정을 익히는 데 효과가 있다.”

[그림 Ⅳ-10] House Model 활용에 대한 2차 설문 문항5와 응답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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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툴로 전략할 수 있다.’로 설명하여 House Model을 평가 틀로써 사용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자는 역학 수강생 중 레포가 형성된 두 명의 학생(박민영, 김유나; 이상 가
명)을 Focus Group으로 정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의 대부분은 Weekly
Report에 관한 것이었으나 문제풀이에 관한 내용이 일부 있어 이를 분석해 보았다.
박민영 학생은 3학년으로 물리교육과 역학강의를 두 번째 수강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 ‘물리 Ⅱ’를 배우지 않아, 물리교육과 진학 후 대학교 물리수업을 수
강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또한 문제풀이 과정에서 원리부터 시작하게 되면
방향을 못 잡기 때문에 물리 문제 해결 학습을 별도로 한다고 하였다. 이론을 익힌
후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만을 위한 물리 문제 해결 학습을 한다고 하였다.
반면 김유나 학생은 2학년으로 역학강의를 처음 수강하고 있었고, 자신은 개념이해
를 잘하는 것이 강점이지만, 대수학(algebra)과 수식에 약하여 문제 해결 능력은 부
족하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두 학생에게 일반물리학 수준의 역학 문항에 대해
House Model로 풀도록 하였다. 박민영 학생은 처음 문제를 해결할 때 불펜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 불펜으로 House Model을 작성하다가 틀리게 될 것을 두려
워하였다. 이에 연필을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편안해진 모습으로 풀이를 진행하였
는데, Findings를 작성하기 이전 Strategy를 먼저 작성하였다. 또한 Problem
Situation에서는 힘의 요소를 그릴 때 장력과 구심력을 함께 그려 장력에 의해 구심
력이 작용한다는 개념을 알지 못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박민영 학생은 여전히
House Model 활용에 익숙지 않은 모습을 보인 반면, 김유나 학생은 자신의 문제풀
이 생각 구조와 House Model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House Model을
이용한 풀이에서도 쉽게 적응하여 잘 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산술적인 계
산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면 Given Data는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하
였다.
2004년도에 개발했던 House Model은 완성도가 조금 떨어졌음에도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활용도 많이 되어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 하지만 학생들
이 House Model에 적응하는 훈련과 House Model 사용에 대한 가이드가 충분치
않았고, 단계수가 많다거나, Given Data가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자는 2008년도에 New House Model이라고 불리는 2번째 모형을
개발하게 되었다.

- 100 -

4.4. 요약
서울대학교의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은 자연대학의 수업과 많은 환경적 차이가
있고, 교육목표 또한 중등학교 역학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논의하
는 것이기에 기존의 수업과는 차별성이 필요하였다. 매주 2회의 강의와 1회의 연습
문제 풀이 및 담당교수와 조교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House Model은
학생들에게 과제로 제시되고 연습문제 풀이시간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House Model을 연습시간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1차 설문에서
는 중립적인 의견을 가진 학생이 가장 많았으나, 2차 설문에서는 긍정의 반응이 부
정의 반응보다 조금 많았다. 대다수 학생들은 House Model의 풀이 단계나 전략에
대해 자신이 사용하던 기존의 것과 단계는 비슷하나 체계화해서 풀어 본 적은 없다
고 말했다. House Model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교육이 있을 시 ‘사용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이 42%로 ‘사용하지 않겠다.’(29%)고 응답한 학생보다 조금 많았다.
학생 개개인으로 분석결과 House Model을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은 ‘사용하
겠다.’라고 응답한 반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학생들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
하여 본인의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은 House Model이 문제 해결의 체계성이나 문제 상황 파악, 개념 및 원
리 적용에 큰 도움을 얻는다고 하였다. 반면 틀의 경직성이나 많은 시간소요를 단
점으로 꼽았고, 복잡한 단계를 줄이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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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과 그 원인:
House Model 중심으로
5.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물리 문제 해결은 물리교육연구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박학규, 권재술, 1991; Hsu, Brewe, Foster, & Harper, 2004). 그동안 물리 문제
해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 전공 여부를 떠나 물리 문제
풀이는 어려운 일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
는 경우라 할지라도, 학생들은 그 지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결국
엔 그 문제 해결에 실패하게 된다(Tuminaro & Redish, 2004).
물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은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 양자역학, 열통계학,
광학, 전자물리, 고체물리, 유체역학, 물리수학, 선형대수학 등 매우 다양한 과목들
을 학부과정에서 배우게 된다. 물리학과 학생이든 물리교육과 학생이든 전공에 진
입하는 2학년 1학기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과목은 ‘역학’이다6). 역학 과목을 가장
먼저 학습하는 이유는 물리학의 다른 학문(전자기학, 양자역학, 광학, 열통계학)의
기초 학문이기 때문이다. 역학에서 배우는 진자의 역학적 진동(Simple Harmonic
Oscillation, Damped Harmonic Oscillation 등)이 전자기학의 R-L-C로 구성되는
회로에서의 진동법칙과 연결되고, 중력장은 전기장과 비슷한 성질을 갖는다. 상대론
의 운동량이나 에너지 등이 속력이 느릴 때를 가정하면 뉴턴 역학의 법칙과 일치한
다는 것은 역학 과목이 물리학의 다른 과목의 바탕이 되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사례
들이다. 역학 과목은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도 비중 있게 다루어
지고 있다. 그리하여 물리교육에 관한 연구 중 역학과목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
장 많다(박학규, 권재술, 1991; McDermott & Redish, 1999).
물리 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역학이 물리학의 기초과목이라는 사실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은 역학 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박윤배, 1991;
Heller & Heller, 1992; Rief, 1995).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수자들은 역학 문제
해결에 있어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어떤 과정에서 막히는지,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연구자는 학생들에게 문제 해결 과정을 안내하고, 이
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기를 기대하여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델인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변태진, 이승희, 이경호, 2004). 그리고 장기간의 활용을 통한
6)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www.physics.snu.ac.kr,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physed.snu.ac.kr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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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과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형태의 New House Model을 제작하였다
(Byun, Ha, & Lee, 2008). 이 장에서는 New House Model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의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아보았다.

5.2. 연구맥락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연구는 물리 문제 풀이과정에서의 수학의 사용, 전략
(또는 과정), 물리 지식 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Hsu et al., 2004). 수학 사용에 관
한 연구는 수학이 물리학의 언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Redish(2005)는 “수학은
과학의 언어이지만, 물리에서의 언어는 수학에서의 것과 구별되는 방언(dialect)이
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물리에서 쓰는 수학이 수학에서의 사용과 다르다고 하였
다(Redish, 2005; Tuminaro & Redish, 2004).
문제 해결에서의 전략에 관한 연구는 수학교육자 Polya로 부터 출발한다.
Polya(1957)는 그의 저서 ‘How to solve it?’에서 4단계의 문제 해결 단계를 소개
하였다. 그는 수학 문제 해결 단계를 문제의 이해, 계획의 고안, 계획의 실천, 반성
의 4단계로 제시하였다. 이후 Larkin(1977, 1978, 1980)은 물리 문제 풀이에서 정
보수집, 계획, 문제풀기, 검증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역학 문제 해결에서는 박윤배
(1991,

2002), Heuvelen(1991, 1995),

Heller와 Heller(1992),

Reif(1995),

Styer(2002)가 3 ~ 6단계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였다.
문제 해결의 전문가와 초보자는 문제풀이 과정과 지식구조에서 매우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전문가는 ‘지식-개발 전략(Knowledge-Development:
KD

전략,

전진방안)’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초보자는

‘수단-목적

전략

(Means-End: ME 전략, 역진방안)’이나 무작위 전략(Random: RA 전략)을 더 선
호한다(Larkin, McDermott, Simon, & Simon, 1980; Park, 1990; Simon, 1978).
이는 전문가는 그 분야의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지식들이 서로 연결되
어 있는 반면, 초보자는 그 분야의 지식의 양이 적으며, 그 지식마저도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Chi, Feltovich, & Glaser, 1981).
이러한 연구들은 물리 문제 해결과정에서 많은 중요한 사실들을 알려준다. 위
의 연구의 대다수가 문제 해결과정에 대한 것을 알아내기 위해 인터뷰를 하거나 발
성사고법(thinking aloud)에 의존하였다. 발성사고법은 효과적이기는 하나 소규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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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택하여 언어 데이터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점을 비롯하여 여
러 가지 약점과 제한점이 많다(박윤배, 2002). 이러한 연구방법은 개별적인 특성을
알아내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체 학습자의 문제 해결과정을 형상화하는 데는 무
리가 따른다.
최근 물리 학습에 있어 ‘학생의 어려움(student difficulty)’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이경호, 2007; 이승희, 2006; 전찬희, 이경호, 2007; 지영래, 2008;
Reigosa & Jiménez-Aleixandre, 2007; Schönborn, Anderson, & Grayson, 2002).
이승희는 학생의 어려움을 내용, 교사, 평가, 맥락으로 구성된 교육요소에서 학생이
지각하는 현재수준과 그것들에 대한 학생의 기대수준 간의 차이(perceived gap)로
인하여 생긴 ‘심리적 상태’로 정의하였고, 지각된 차이가 클수록 학생의 어려움의
정도는 커진다고 말했다(Lee & Lee, 2011; 이승희, 2006).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역학, 전자기, 열역학에서 물리개념 학습이나 물
리 문제를 해결에 관한 어려움을 조사하였다(이주현, 2007; 정계삼, 이경호, 2009;
전찬희, 이경호, 2007; 전찬희, 이경호, 박지연, 2010; 지영래, 2008; 최정호, 이경
호, 전동렬, 2007). 비록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 비해 많이 일반화
되었지만,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연구자는 문제 해결 모형으로 개발한 House Model(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을 사용하여 역학 문제 풀이를 할 때 학생의 어려움을 분
석하였다. House Model의 각 단계에 어려움을 표기할 수 있는 칸을 마련하고, 각
칸에 학생들이 이 단계를 해결할 때의 어려움을 0(전혀 어렵지 않음)~3(매우어려
움)으로 표기도록 하였다(그림 Ⅴ-1).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어려움의 정도를 파악
하고, 그 단계에서 학생들이 왜 어려움을 느끼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도 밝혀내려고 노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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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New House Model 답안 예시. 각 단계의 칸에 학생의 어려움을 0~3으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의 Planning단계의 어려움의 정도는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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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8학년도 1학기 동안에 역학 수업을 수강한 24명의 물리교육 전
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 11명은 2학년으로 역학강좌를 처음 수강하였
고, 13명은 3-4학년으로 2번 이상 수강하는 재수강생이었다. 교재는 Symon
Mechanics 3판(Symon, 1971)을 사용하였고, 수업은 교수와 함께하는 주당 2회의
강의(75분×2회)와 3명의 조교와 함께하는 주당 1회의 연습시간(60분)으로 구성되
었다. 교수와 3명의 조교는 매주 목요일에 회의를 열어 학생의 어려움을 분석하고,
숙제로 낼 과제를 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에게 매주 Weekly
Report(Etkina, 2000)와 4~5개의 역학 문제가 과제로 주어졌다(그림 Ⅴ-2). 과제
로 준 역학 문제는 교재(Symon, 1971)의 문제와 교수자들이 새로이 만든 문제로
구성되었다. 과제 문제는 2~3개의 전통적인 형식의 문제와 하나의 House Model
문제, 하나의 그룹해결 문제(Ha, Cheong, Byun, & Lee, 2009)로 구성되었다.
House Model 문제는 교수자들이 만든 새로운 문제를 사용하거나, 교재의 연습
문제 중 어려운 문제를 택하여 제작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House Model 문제를
풀 때 각 단계의 어려움의 정도를 체크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한 학기동안 10개의
House Model 문제를 풀었고, 연구자는 매주 10~20명의 학생들의 House Model
과제를 분석하였다. House Model 과제 분석을 통해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각 단계
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찾아낼 수 있었다. 원래는 House Model의 모든 단계
(Visualizing ~ Checking)를 분석하려고 했으나, Checking 부분은 상당수의 학생들
이 어려움의 정도를 표기하지 않아 분석대상 단계에서 제외하였다. 학생들이
Checking 부분을 표기 하진 않은 이유는 평소에 문제 검토를 하는 습관이 자리 잡
지 않은 학생이 많았고, Checking 내부의 세부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 때, 어떤 단계에서 가
장 어려워할까?’란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House Model을 활용하여 과제로 부
여한 10개의 House Model 문제(120개의 답안)에 대해 SPSS를 이용하여 비모수통
계 기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고,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여 각 단계별 비교하였다. 통계 기법으로 모수통계
인 ANOVA를 사용하지 않고, Kruskal-Wallis를 실시한 이유는 어려움이 서열변
인7)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번 연구에서 측정한 단계별 어려움이 0, 1, 2, 3의 숫자
7) 심리학이나 교육학 연구에서 동간(interval), 비율(ratio) 변인은 모수통계로 서열(ordinal)변인은 비모수통계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것은 맞지 않다. 심리학의 많은 변인들이 서열변인일지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 모수통계
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표본 집단에서는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더라도 전체 집단에서는 그 변인이 정규분포를
이룰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이나 교육학 연구에서 모수통계, 비모수통계의 구분은 옳고 그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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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서 Range Scale이 작아 비모수통계 기법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었다. Ⅴ장의 모든 정량분석에서는 모수통계와 비모수통계 둘 다 실시해보았는데,
통계적 유의미함을 판단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Ⅴ-2] 역학 연습문제 과제 예시

연구자는 학생들의 House Model 과제 분석과 함께 연습문제풀이 보고서
(Exercise Self Report)도 분석하였다(그림 Ⅲ-5 참고). 연습문제풀이 보고서에는
각 문제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를 0~3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정도에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적절하냐는 것에 있다.(임인재, 김신영, 박현정, 2003; Clason & Dormody, 1994;
Jamieso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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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어려움의 정도
0 : 스스로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1 : 혼자 풀 수는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어렵다.
2 : 혼자서 풀 수가 없어 다른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이제는 혼자 풀 수 있다.)
3 : 다른 도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풀 수 없다.
연습문제풀이

보고서를

통해

각

문제의

문제난이도(overall

score

of

difficulty)를 계산하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학
생들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단계별 어려움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 문제난이도를 통해 10개의 House Model 문제 중 가장 쉬운 두 문제와
가장

어려운

두

문제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Mann-Whitney U test로 비교하여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동안 각 단계
별 어려움과 문제난이도와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마지막으로 Weekly Report, 연습
문제 풀이 보고서 및 역학강의를 수강했던 3명의 학생(권태윤, 박민우, 김종민; 이
상 가명)의 인터뷰를 통해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5.4. 연구결과

가. 문제풀이 단계별 학생의 어려움 정도
앞에서 연구자는 120개의 House Model 학생 답안지에서 각 단계별 학생의 어
려움을 조사하였다고 했다. [그림 Ⅴ-3]은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각 단
계별 학생의 어려움을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Executing 단계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단계이며(학생의 어려움=1.96), 그 다음은 Planning 단
계로(학생의 어려움=1.59), 두 단계가 가장 어려운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반면
Visualizing(학생의 어려움=0.64), Knowing(학생의 어려움=0.50) 및 Finding(학생
의 어려움=0.64) 단계의 어려움은 그 값이 비슷하고 Executing이나 Planning 단계
에 비해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α=.05로 Kruskal-Wallis Test 분석을 실시해보
니, 각 단계별 어려움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사후비교(post hoc
test)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표 Ⅴ-1). 그 결과 Executing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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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3] House Model 문제에서 각 단계별 학생의 어려움
[표

Ⅴ-1]

House

Model

문제의

각

단계별

어려움

차이

비교.

Analysis

by

Kruskal-Wallis Test & Mann-Whitney U test
step
Visualizing
Mean
245.43
Rank
Chi-Square

Kruskal
-Wallis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207.30

236.45

385.77

427.56

175.528

df

Asymp. sig.

4

.000

Post-hoc comparison (Mann-Whitney U test)
단계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Visualizing
Z

sig(2-tailed)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2.292

-.519

-6.979

-8.448

.022*

Z

.604
-1.709

sig(2-tailed)

.087

Z

.000**
-8.562
.000**
-7.249

sig(2-tailed)

.000**

Z

.000**
-9.748
.000**
-8.748
.000**
-2.660

sig(2-tailed)

.008**

Z

sig(2-tailed)
* p<.05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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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lanning 단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학생의 어려움을 가졌고
(p<0.01), Planning 단계 역시 다른 세 단계(Visualizing, Knowing, Finding)보다
학생의 어려움이 더 높은 값을 가졌다(p<.01). 그러나 Visualizing, Knowing,
Finding의 세 단계 사이에서는 Visualizing과 Knowing이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일
뿐 다른 단계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이 결과는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이할 때 관련된 상황을 그리고, 정보를 수
집하고, 요구하는 값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
생들은 쉬운 문제를 풀 때라도, 계획을 세우거나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데는 어려움
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서의 단계별 어려움의 차이
연구자는 10개의 House Model 문제를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로 구분하기 위
해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Exercise Self Report)에 나타난 문제난이도(overall
score of difficulty)값을 이용하였다. 문제난이도의 평균값과 House Model 단계별
학생의 어려움을 비교하기 위해 SPSS를 이용하여 Spearman 상관계수()를 구하였
다. 그 결과 House Model의 Knowing과 Finding 단계에서 비록 상관관계는 작았지
만 문제난이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졌다. 문제난이도와 Planning 단계의 학생
의 어려움은 .496, Executing 단계의 학생의 어려움은 .657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
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표 Ⅴ-2). 따라서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라고 느낄수록
Planning과 Executing 단계에서 어려움은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표 Ⅴ-2] 문제난이도와 House Model 단계별 어려움과의 상관관계

문제난이도
n=120

Spearman's



Sig.
(2-tailed)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150

.226*

.224*

.496**

.657**

.102

.013

.014

.000

.000

* p<.05 ** p<.01

이를 보다 자세히 분석하기 위해 문제난이도를 기준으로 가장 쉬운 두 문제와
가장 어려운 두 문제를 선별해 내었다. [그림 Ⅴ-4]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서의 학생의 어려움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
제든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면 Planning과 Executing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이 높은 패턴은 같았다. 그러나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Visualizing, Knowing, Finding의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Planning과 Executing 단계의 경우 어려운 문제에서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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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가장 쉬운 두 문제와 가장 어려운 두 문제에서 문제 해결 단계별 학생의 어려
움. 어려운 문제에서 Planning과 Executing 단계의 학생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어려움: 0=전혀 어렵지 않음, 1=조금 어려움, 2=어려움, 3=매우 어려움)

생의 어려움이 크게 증가하고 쉬운 문제에서는 조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가 통계적으로도 들어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표 Ⅴ-3).
Mann-Whitney U test를 수행한 결과, Executing 단계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의
차이는 1.80으로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p<.01). 즉, 쉬운 문제
를 풀 때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 때 Executing 단계에서 느끼는 학생의 어려움이 더
크다. 두 번째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Planning 단계로, 학생의 어려움의 차이
는

1.57이었다(p<.01).

Visualizing

단계의

학생의

어려움

차이는

0.57로

Executing 단계(1.80)나 Planning 단계(1.57)보다 그 차이는 작았지만, 통계적으로
는 유의미한 변화의 차이 값을 보여주었다(p<.05). Knowing 단계(0.42)나 F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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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0.40) 역시 어려운 문제에서 학생의 어려움이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5).
[표 Ⅴ-3] 가장 쉬운 두 문제와 가장 어려운 두 문제에서 학생의 어려움 차이 비교.
House Model 단계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가장 쉬운
두 문항
(n=30)

mean

0.63

0.33

0.50

0.93

1.00

SD

0.67

0.48

0.68

0.74

0.74

가장 어려운
두 문항
(n=20)

mean

1.10

0.75

0.90

2.50

2.80

SD

0.85

0.97

0.91

0.95

0.52

Difference

0.57

0.42

0.40

1.57

1.80

Z

-1.981

-1.491

-1.603

-4.761

-5.678

sig.(2-tailed)

.048*

.136

.109

.000**

.000**

** p<.01, * p<.05

다. House Model을 통해 살펴본 문제풀이에서의 학생의 어려움 사
례 분석
실제 사례를 분석하기에 앞서 연구자는 문제난이도가 2보다 높은 네 개의
House Model 문제를 먼저 선별하였다. 문제난이도에서 2의 수준은 ‘혼자서 풀 수
가 없어 다른 도움을 받아 해결하였다(이제는 혼자 풀 수 있다)’ 이다. 많은 학생들
이 이 네 문제를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다고 답하였었다. 이 네 문제 중에서 문제의
주제(theme)가 다른 두 개의 문제(3주차 문제, 8주차 문제)를 뽑았다. 이 두 문제
에 대해 학생들의 House Model 답안과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 그리고 Weekly
Report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을 조사하였고, 특별히 8주차 House Model 문제에 대
해서는 3명의 학생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3주차 House Model 문제(그림 Ⅴ-5)는 감쇠진동에 관한 문제이었다. 역학 강
의를 들었던 많은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풀이하는데 실패
하였으나(문제난이도=2.11), 급우의 도움을 받은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
다. 이 문제는 외형적으로는 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4개의 하위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했다. 학생의 어려움 결과를 보면, Planning 단계(1.58)나 Executing 단
계(2.50)의 어려움이 다른 세 단계에 비해 특히 높음을 알 수 있다(표 Ⅴ-3).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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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의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를 보면, 학생들은 ‘문제풀이 과정 중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 ‘용수철의 운동 상황에 정확한 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계산이 너
무 복잡해서 풀 수 없다.’ 라고 답하였다. 이를 보면 이러한 부분이 Planning과
Executing 두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The 3rd week House Model problem (Symon ch.2 #38)
A freely rolling freight car weighing   arrives at the end of its track with
a speed of . At the end of the track is a snubber consisting of a firmly
anchored spring with    ×  . The car compresses the spring. If the
friction is proportional to the velocity, find the damping constant  for
critical damping. Sketch the motion x(t) and find the maximum distance by
which the spring is compressed (for   ). Show that if  ≥ , the car will
come to a stop, but if  ≥ , the car will rebound and roll back down the
track.
[그림 Ⅴ-5] 3주차 House Model 문제(문제난이도 = 2.11)
[표 Ⅴ-4] 3주차 House Model의 각 단계별 학생의 어려움(N=12)
단계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ing

Executing

평균

학생의
어려움

0.58

0.25

0.67

1.58

2.50

1.12

[그림 Ⅴ-6]은 역학 수강생 중 한 학생의 3주차 House Model 문제 답안이다.
그는 이 문제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Visualizing(0), Knowing(0), Finding(0),
Planning(2),

Executing(2)로

표기하였다.

House

Model

답안의

지붕부분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은 이 학생이 문제 상황은 이해했음을 보여준
다. 실제로 학생의 어려움도 이 단계에서는 ‘0’이다. Planning 단계에서는 그가 미분
방정식을 만들 수는 있었으나,  ≥ 와  ≤ 의 경우를 구분하여 계획을 세울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xecuting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 풀이를 할 수 없어,
조교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도 드러나 있다(그림 Ⅴ-6). 정리하면 이 학생은 문
제의 주어진 정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풀이하는 전략을 알지 못하였기에 결국 문제풀이에
실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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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6] 한 학생의 3주차 House Model 문제 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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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8th week House Model problem (Symon ch.3 #51)
a) Discuss the types of motion that can occur for a central force

 ″
    


assume that K>0, and consider both signs for K’
b) Solve the orbital equation, and show that the bounded orbits have the
form (if     ′ )
   
 
   cos
c) Show that this is a precessing ellipse, determine the angular velocity of
precession, and state whether the precession is in the same or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the orbital angular velocity
[그림 Ⅴ-7] 8주차 House Model 문제(문제난이도=2.53)

[그림 Ⅴ-7]은 8주차 House Model 문제이며, 10개의 House Model 문제 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문제이다. 문제난이도 역시 2.53으로 많은 학생들이 도
움을 받았지만 여전히 풀 수 없음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은
중심력(central force)에 대한 물리적 개념을 알아야 하며, 이차곡선(quadratic
curve)에서의 미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비록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타원과
같은 이차곡선에 대한 이론의 일부를 배웠지만, 대부분의 학생은 이차곡선을 수학
적으로 설명할 경험은 갖지 못했다.
연구자는 이 문제를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 역학수업에 참가했
던 세 명의 학생(권태윤, 박민우, 김종민; 이상 가명)을 인터뷰하였다. 면담을 했던
세 명의 학생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교과서를 찾아보거나
급우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고 진술했다.
김종민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Visualizing(3),

Knowing(2), Finding(3), Planning(3), Executing(3)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중심력과 유효포텐셜(effective potential)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문제상황을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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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ualizing 단계에서 그는 그래프를 그렸지만, 그래프의 형태가 정교하지는 못
했다(그림 Ⅴ-8). Finding 단계에서는 c) 문제의 의미를 해석하지 못했다. 그래서
Visualizing과 Finding 단계의 어려움이 (3)으로 꽤 높음을 알 수 있다. Planning 단
계를 보면, a) 와 b) 문제에 대한 계획은 구상했지만, c) 문제에 대해서는 ‘?’를 던
지고 있다. 지면 관계로 [그림 Ⅴ-8]에서 나타나진 않지만, 김종민 학생은
Executing 단계에서도 역시 c) 문제를 풀이하지 못하였다.
권태윤

학생은

8주차

House

Model

문제에

대한

학생의

어려움을

Visualizing(0), Knowing(0), Finding(0), Planning(2), Executing(2)으로 표기하였
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적절한 수식을 찾는 과정이 어려웠어요. 비록 문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이 문제
의 물리적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박민우

학생은

같은

문제에

대해

학생의

어려움을

Visualizing(0),

Knowing(0), Finding(1), Planning(2), Executing(2)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는 면
담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미분방정식에서 변수를 치환하는 것이 저에겐 너무 어려워요”
House Model에 표기한 단계별 어려움과 면담내용을 보면 권태윤와 박민우 학
생은 문제 상황은 이해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해결
한 이후에도 의문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가지 House Model 문제(3주차, 8주차)를 통해, 학생들의 House Model 답안
이 그들의 인터뷰 내용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과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
지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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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8] 김종민 학생의 8주차 House Model 문제 답안. 그의 House Model 풀이
답안은 2장으로 되어 있고, 다른 장에 Executing과 Checking 단계를 기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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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역학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
연구자는 House Model 문제 분석과 별개로 한 학기동안 개인과제로 제시한
45문항에 대해 문제풀이 보고서에 적은 문제난이도를 바탕으로 쉬운 문항, 보통 문
항, 어려운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문항의 문제난이도 평균은 1.19(표준편차
0.65)였으며, 쉬운 문항은 0~0.43, 어려운 문항은 1.89~2.60의 문제난이도를 나타
내었다. 이를 바탕으로 [표 Ⅴ-5]와 같이 문제를 난이도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표 Ⅴ-5] 개인 과제(총 45문항)에서 문제난이도에 따른 문제 분류
어려움정도

문항(주차-번호)

문항 수

쉬운 문항

1-1, 1-5, 2-1, 6-1, 6-2, 7-3, 7-4

7

보통 문항

1-2, 1-3, 1-4, 2-2, 2-3, 3-1, 3-2, 4-1, 4-2, 4-3, 5-3, 5-4, 6-3,
6-4, 6-5, 7-1, 7-2, 7-5, 8-1, 9-1, 9-3, 9-4, 10-1, 10-2, 10-4,
10-5, 11-1, 11-2, 11-3, 11-4

31

3-3, 5-1, 5-2, 8-2, 9-5, 10-3, 11-4

7

어려운 문항

이후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물리 개념과
수학지식을 조사하였다(표 Ⅴ-6, 표 Ⅴ-7). 쉬운 문항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물리
개념은 중력, 마찰력, 운동량 보존, 좌표계 등이 있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수학에
서 배운 일/이차 방정식, 미/적분을 사용하거나, 대학 1학년 때 배우는 벡터대수를
이용하는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았다. 반면에 어려움을 느낀 문항은 진동이나 2,3차
원 운동 문제, 로켓 등의 개념이 들어간 물리 문제였으며, 미분방정식이나 푸리에
급수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표 Ⅴ-6] 쉬운 문항들을 푸는 데 필요한 물리 개념과 수학지식
문항
번호
물리
개념
수학
지식

1-1

7-3

7-4

뉴턴운동의
뉴턴 운동의
벡터좌표계 벡터좌표계
뉴턴운동의
법칙(중력,전
법칙(운동량
법칙(마찰력)
(극좌표계) (원통좌표계)
기력)
보존)

보존력

보존력

미/적분

벡터대수

벡터대수

10-3

11-4

일/이차
방정식

1-5

일/이차
방정식

2-1

6-1

벡터대수

6-2

벡터대수

[표 Ⅴ-7] 어려운 문항들을 푸는 데 필요한 물리 개념과 수학지식
문항
번호

3-3

5-1

5-2

물리
개념

진동
(감쇠진동)

진동

진동

수학
지식

미분방정식 미분방정식

8-2

근사(푸리
에 급수)

9-5

2,3차원
2,3차원
전자기력 1차원 운동
운동(중심력,
운동(러더퍼
운동방정식 로켓문제
드 산란)
궤도운동)

일/이차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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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

미/적분

근사

연구자는 세 학생의 인터뷰와 Weekly Report 그리고 문제풀이 보고서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에 대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학생의 어려움의 첫 번째 원인은 수학 기술의 부족이었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Executing 단계에서 어려움을 지각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미분
방정식과 Taylor 급수나 Fourier 급수에 의한 근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이러한 수학적 기술에 대해 배운 적이
없기에 이 수학적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능숙하지 못했다. 역학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들은 높은 수준의 수학적 테크닉과 복잡한 수식에 대한 계산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역학에서 어려운 문제일수록, Executing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정도
가 더 높아진다.
학생의 어려움의 두 번째 원인은 주어진 문제를 풀기 위한 특별한 물리지식
(specific physics knowledge)의 부족이었다. 여기서 특별한 물리지식이란 그 문제
를 풀기 위한 이론, 개념 및 방정식을 의미하며, 덧붙여 특별한 물리지식을 사용하
여 풀이하였던 경험도 포함된다. 이 유형의 학생들은 Planning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 몇몇 학생들은 그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데 필수적인 물리 개념을 가지
고 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강제조화진동(forced harmonic oscillation), 궤도운동
(orbital motion) 및 유효포텐셜 이론(effective potential theory)이 여기에 속한다.
몇몇의 또 다른 학생들은 문제에서 요구되는 물리지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신이 가지고 있는 사전지식을 개별 문제 상황에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그 학생 중
에는 이 내용과 관계되는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학생의 어려움의 마지막 원인은 문제 상황의 이해 부족이었다. 이 유형의 학생
들은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이들 학생 중 몇몇
은 문제의 조건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표현을 알아내기 전까지 Visualizing 단계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들 중 몇몇은 문제에 사용된 물리용어를 알지 못하거나, 영어실
력의 부족으로 문제해석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연구 대상자의 대다수가 영어실
력과 물리 지식의 능력이 좋았기에, 소수의 학생들만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
다.
각 단계의 학생들의 어려움(그림 Ⅴ-3)과 어려움의 원인을 연결시켜 보면, 대
다수의 학생들이 수학기술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특정 물리지식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몇의 학생들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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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요약
한 학기동안(2008학년도 1학기) 연구자는 역학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10
개의 House Model 문제를 제시하였다. 문제풀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분석하기 위
해, 연구자는 학생들의 House Model 답안과 문제풀이 보고서, Weekly Report를
수집하였으며, 세 명의 학생에 대해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House Model을 통한 분
석 결과, 학생들은 Executing 단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Planning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Visualizing, Knowing, Finding의
세 단계는 Executing이나 Planning 단계에 비해 어려움이 적었다. 쉬운 문제에서나
어려운

문제에서나

이

패턴은

유지되었으나,

문제가

어려울수록

Planning과

Executing 단계에서 학생의 어려움은 더 크게 증가하였다.
연구자는 두 가지 House Model 문제에 대해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학생들
의 House Model 답안과 그들의 인터뷰 내용 및 연습문제 풀이 보고서가 깊은 연
관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이 사례연구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과 House
Model 각 단계별 학생의 어려움의 유형이 관련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의 어려
움의 첫 번째 원인은 수학기술의 부족이었는데 이 경우의 학생은 Executing 단계에
서 어려움을 겪었다. 학생의 어려움의 두 번째 원인은 물리지식의 부족이었고, 이
경우의 학생은 Planning 단계를 어려워하였다. 학생의 어려움의 마지막 원인은 문제
이해의 부족이었는데, 이 경우의 학생은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부터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Ⅲ장과 Ⅳ장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4년에 걸쳐 House Model을 만들고, 이를 활
용해 학생들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House Model을 문제풀이 모형으로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문
제풀이 과정 중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검사도구로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역학 문제 풀이 과정에서 어떤 단계를 어려워하고,
그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물리 문제 해결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학생들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해 물리 문제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
는 경험이 과연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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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 House Model 측면에서

6.1. 연구의 필요성
물리학습자는 물리 개념의 적용을 위해, 또는 자신이 물리 개념을 제대로 학습
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리 문제를 풀어보게 된다. 문제 해결은 물리 교과 외에
수학이나 다른 과학 교과에서도 학습의 한 형태나 평가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으
며, 문제를 많이 풀수록 학업성취도도 높고, 개념적 이해도 증가한다는 것이 일반적
인 시각이다. 하지만 박윤배(1991)는 문제 해결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체계의 충
실도와 문제 해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과
Park(2002)은 물리교육을 전공하는 대학교 1학년(여학생 9명, 남학생 18명)을 대
상으로 물리개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대상인 학생들은 고교시절 1000문제 이
상의 물리 문제를 풀었지만, 물리 문제를 더 적게 풀이한 학생들에 비해 개념검사
점수가 높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그 연구에서 학생들은 많은 물리 문제를 풀어서
물리공식과 수학사용에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개념적 이해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이 점을 전통적인 문제풀이의 한계라고 지적하였다.
Kim과 Park(2002)의 연구에서는 Mathematics Test(Halloun & Hestenes,
1985)와 MBT(Mechanics Baseline Test; Hestenes & Wells, 1992)를 통해 사전
검사를 수행하고, 학생들이 고교시절 문제풀이 한 양을 네 가지 질문을 통해 조사
하였으며, 수업 시간 Washington 대학에서 개발한 Tutorial(McDermott, 1991)을
이용하여 개념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은 경쟁적인 대학
입시로 인해 많은 수의 문제를 풀었지만(평균 1,500문제), 문제를 풀이한 수와 개
념 이해와의 상관관계가 낮았고, 학생들이 물리 공식과 수학사용에는 어려움이 없
었으나 개념적 이해에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
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How many hours in a semester and how many
semesters of physics classes did you have during high school?” 또는 “How
many workbooks did you use to prepare for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What fraction of each workbook did you work through?”과 같은 단순 질문을 통
해 풀이한 문제 수를 조사하였고, 연구결과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어도 개념적인 어
려움을 겪는다는 사실만 밝혀냈을 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는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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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못하였다. 또한 그들의 연구 대상은 1990년대 중반의 대학생들이라 현재의 교
육 현실과는 차이가 있어 지금의 시점에서 새롭게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연구
자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풀이의 경험이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보다 정확한 문제풀이 수를 알기 위해 학
습한 물리교재, 물리학습에 투자한 시간과 기간, 교재 당 풀이한 문제 수의 비율 등
물리 학습량과 풀이한 물리 문제 수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물리 문제를 많이 푼 것이 학업성취도와 개념이해에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정량적인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4명의 학생의 사례연구를 통해 문
제풀이 경험이 물리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6.2. 연구 맥락
연구 대상자는 서울 소재 과학고에서 물리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1학년 49명
(여: 5명, 남: 44명)이다. 이들은 중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내신 성적 1% 내외의 최
우수 학생들이며, 보편적으로 과학영재라고 불리는 범주 안에 속하는 학생이다. 서
정희, 최재혁 및 김용(2007)에 따르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에 비
해 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보이
며,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 해결능력에서는 일반고 학생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과학고등학교 입학생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학에 대한 흥미가 발현되며,
중학교 시절에는 과학을 보다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다. 그리고 과학고
에 진학하면 학문적 측면에서 자신을 재발견하며 과학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이해
에 도달한다(이기순, 최경희, 이헌주, 2011). 또한 중학교시절 과학경시대회 준비
등을 통해 수학이나 과학을 일반 교육과정 이상으로 심도 깊게 접했던 학생들은 과
학고의 자유롭고 능동적인 학습 환경에 만족스러워하며, 특히 경시대회 준비를 지
속함으로써 자신의 전문 분야에 계속 깊이 몰입한다(이기순 외, 2011). 연구대상이
었던 49명의 과학고 학생들은 과학고(정원 약 150명)내에서도 물리교과의 학습능
력이 상위권에 속한 학생들이다. 설문조사 결과 이 학생들은 학원, 과외, 인터넷방
송 등을 활용하여 초 6 ~ 중 3 때부터 물리 선행학습을 시작하였으며, 중학교 2학
년 1학기 때 물리선행학습을 시작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표 Ⅵ-1). 또한 대다수가
고교 입학 전 일반물리학 수준까지 학습하였고, 대다수(92%)가 중등 물리올림피아
드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었다. 또한 물리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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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입시(과학고 입학)와 관련된 응답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학교과를
좋아하거나(21명), 지적호기심(8명)으로 인해 공부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도 상
당수였다. 이에 반해 중학교 내신 성적을 위해 물리공부를 시작한 학생은 단 한 명
도 없었다(그림 Ⅵ-1).

[표 Ⅵ-1] 연구대상자들이 물리 선행학습을 시작한 시기
시작
시기

초 6

중 1-1

중 1-2

중 2-1

중 2-2

중 3-1

중 3-2

인원수
계

인원수
(명)

2

6

9

17

7

8

0

49

[그림 Ⅵ-1] 물리학을 공부한 계기에 대한 응답(N=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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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연구 방법
1차 연구기간은 2010년 3월~5월이며, 이 기간 동안에는 연구대상자 49명(서
울 소재 과학고 1학년)에 대해 힘개념 검사(FCI8): Hestenes et al., 1992; 3월),
설문조사(3월), 과학경시대회(4월 13일)와 교내중간고사(4월 30일)와 같은 정량적
인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고교 입학 전에 풀이한 물리 문제의
수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까지 매 학기 학습한 교
과와 주당학습시간, 풀이한 문제 수를 전체적인 틀에서 질문하고, 각 교과(물리 I,
물리 II, 일반물리학, 전공물리학)에 대해 어떤 교재로 학습했는지, 학습한 범위와
교재의 문제 중 자신이 풀이한 문제의 비율, 학습기간, 학습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물어보았다. 과학경시대회는 과학고 1~3학년 학생 모두가 치르는 시험이기에 일반
물리학의 모든 범위(역학 ~ 현대물리)가 들어가고, 선발시험의 성격이라 난이도도
매우 높았다. 이에 반해 교내중간고사는 역학부분(처음 ~ 운동량보존)이 시험범위
였고 1학년 학생만 시험을 치렀기에 난이도가 교내경시대회 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
이었다. 이 데이터를 종합하여 풀이한 문제수와 성취도와의 관계 및 풀이한 문제수
와 힘개념 검사 점수와의 관계를 SPSS를 이용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 이를
분석하였다.
2차 연구기간은 2010년 7월~2011년 5월까지로 3차례에 걸쳐 4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하고, 학년말 설문(2010년 12월)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학생은 1차 연
구대상 중 문제를 많이 푼 학생 집단과 적게 푼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FCI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을 각각 1명씩 선정하였다(총 4명). 1차 연구를
통해 풀이한 문제수와 여러 가지 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내었다면, 2차 연구에서는
각 유형의 학생들을 면담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의 양식, 자신만의
물리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게 된 배경,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물리 학
습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Symon 교재의 연습문제 1장 10번
문제 풀이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사후질문을 통해 학생의 문제풀이 전략을
House Model의 관점(Byun, Ha, & Lee, 2008; Byun, Ha, & Lee, 2010)으로 분
석하였다.

8) 힘개념 검사(the Force Concept Inventory: FCI)는 학생들의 역학 이해 검사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McDermoott, 1999).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버전은 1995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현재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
중국어를 비롯한 총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30개의 선다형 문항으로 되어 있는 이 검사지는 물리교육
커뮤니티에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져 왔다(Mazur, 1997). 힘개념 검사는 교수연습과 관련된 시험이나 학생들
의 수업에서 성공정도를 측정하는 잣대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Hak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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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연구결과 1: 풀이한 문제수와 성취도, 힘개념 검사와의 관계

가. 과학고 입학 전 학생들이 풀이한 물리 문제 수
학생들의 풀이한 문제수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 학습한
교재, 학습기간과 매주 학습에 투자한 시간, 풀이한 문제수와 한 교재 내에서 자신
이 풀이한 문제수의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그림 Ⅵ-2). 자신이 풀이한 물리 문제
수를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작성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상당 수 학생들은 자신이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이 경우 학생들이 학습한 교재의
문제 수를 연구자가 직접 확인하여 학생들이 풀이한 문제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
였다. 학생들은 10~100단위의 유효숫자로 응답하였기에, 풀이한 문제 수에 대한
최종 결과도 유효숫자를 10단위로 맞추기로 했다.9)
물리 Ⅰ 과목에서는 43명(88%)의 학생이 하이탑 물리 I(김종권, 김성진, 2005)
을 주교재로 학습하였고, 평균 560개의 문제를 풀이하였다. 물리 Ⅱ 과목에서는 44
명(90%)의 학생이 하이탑 물리 II(김종권, 김성진, 2005)를 주교재로 학습하였고,
평균 890개의 문제를 풀이하였다. 일반물리학 과목에서는 Halliday, Resnick 및
Walker(2009) 교재로 32명(65%)의 학생이, Serway와 Jewett(2006) 교재로 20명
(41%)의

학생이

학습하였고,

다른

교재로는

Young,

Freedman,

Ford

및

Sears(2008) 4명(8%), 새대학물리(서울대학교 물리교재편찬위원회, 2002) 3명
(6%), Benson(1996) 2명(4%)이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물리학 과목에서는
학원진도 맞추기에 급급한 학생이 많아 풀이한 문제 수는 물리 Ⅱ 과목보다 조금
적은 평균 750 문제를 풀이하였다. 그리고 선행학습이 많이 이루어진 학생들 중 대
학 전공과목의 교재인 역학(Fowles & Cassiday, 2005), 기초전자기학(Griffiths,
1999), 현대물리학(Beiser, 2003) 책으로 학원에서 수강한 학생들이 절반가량(26
명) 있었는데, 주로 이론 위주의 수업을 수강하였기에 풀어본 문제 수는 다소 적었
다(평균 180문제).
[표 Ⅵ-2] 연구대상 학생들이 고교이전 풀이한 문제 수
교과

물리I

물리II

일반물리학

합
(49명)

전공물리
(26명)

풀이
문제수

560

890

750

2,200

180

9) 유효숫자 연산에 따르면 100단위로 맞추는 것이 옳으나,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차가 커 10단위로 맞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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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 과학고에 들어오기 위해 언제부터 어떻게 물리공부를 시작하였나?
(여기서 물리공부는 고등학교 물리 I, 물리 II, 대학일반 물리학, 전공물리학(역학, 전자기학을 의미합니다.)

학년

학기

초등학교 (

학습교과

주당 학습시간

풀이한 문제 수

학년)
1학기

중 1

2학기
1학기

중2

2학기
1학기

중3

2학기

2009년 12월부터~2010년 2월
중2 1,2학기 모두 물리I을 학습했다면 학습교과에 1, 2학기 모두 ‘물리I’이라고 기록하세요.
중3 1학기에 물리I, 물리II 두 과목을 학습했다면 학습교과에 ‘물리I, 물리II’라고 기록하세요.

1-1.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① 입시를 위해서(과학고 입학 등)
②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③ 과학(특히 물리)을 좋아해서
④ 물리학이 나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여
⑤ 기타 :
2-1-1. 나는 지금까지(2010년 3월 2일 기준) 물리I을 이렇게 학습하였다.
교재명

학습범위

내가 푼 문제

하이탑 물리I
완자

1. 힘과에너지(역학)

우공비

2. 전기와자기(전자기학)
3. 파동과입자(광학)

별도 학원교재
기타(

1. 모두 다

2. 60~90%

4. 10~40%

5. 거의 안 풀다

3. 40~60%.

)

2-1-2. 물리I을 학습한 기간과 내가 푼 문제 수(문제지 합산) : (

) 개월, 대략 (

)문항

2-1-3. 내가 물리I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1)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2) 누군가가 푸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3) 둘 다 해당한다.
2-1-4. 물리I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

[그림 Ⅵ-2] 학생들이 풀이한 물리 문제 수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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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물리학 부분까지만 고려할 때 학생들이 풀어본 평균 문제수는 2,200문제
에 달하고, 전공물리영역까지 포함하면 약 2,400문제를 풀었다. 전공물리학 영역은
연구 대상 중 절반만이 관련문제를 푼 경험이 있고, 학생들이 학습한 기간이 다른
교과에 비해 짧으며, 자기주도적인 학습보다 학원 강의를 수강한 경우가 대부분이
기에 연구데이터에서 제외하고, 일반물리학 영역까지만 이번 연구의 데이터로 삼고,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중 가장 많이 푼 학생은 5,300문제이며, 가장 적
게 푼 학생은 100문제이었다. 고교시절 300 ~ 2,900문제를 풀었고, 평균 1,500문
제를 풀었다고 보고한 Kim과 Park(2002)의 연구대상 학생들과 약 15년의 시간 차
이가 발생하지만, 그 때의 학생들보다 현재의 학생들이 선행학습 진도가 빠르며, 더
많은 문제를 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풀이한 문제수와 성취도와 상관관계
연구자는 문제풀이 문제수와 성취도와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성취도의 기준을
판단할 자료로 교내 물리경시대회(2010.04.13), 교내 중간고사(2010.04.30)를 채
택하였다. 경시대회 문제는 총 10문제로 역학에서 현대물리까지 물리 전영역에 걸
쳐 고루 출제되었으며, 일반물리학 교재의 어려운 문제를 응용한 문제나 일반물리
학에 기초하지만 전공물리 과목에도 소개되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물리경시대회는
선발이 목적인 시험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에 반해 교내 중간
고사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이 기초가 되어 역학영역에서만 출제되었고, 대학의 학
부 일반물리학 중간고사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표 Ⅵ-3] 풀이한 문제수와 시험성취도와의 관계
풀이한 문제수 - 경시대회

풀이한 문제수 - 중간고사

Pearson 상관계수(N=49)

.191

.149

유의수준

.188

.306

풀이한 문제수와 시험성취도와의 관계(표 Ⅵ-3)를 보면 풀이한 문제수와 경시
대회 사이의 관련성이 중간고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시대회 문제
가 문제의 난이도도 높으며, 일반물리학 수준 이상의 능력을 요구하기에 일반물리
학 수준의 문제를 많이 푼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 수준이 높기 때문
에 물리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경시대회 성적과 직결되지 않음을 말한다(p>.05).
이는 [그림 Ⅵ-3]의 산포도에서도 그 경향성이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경시대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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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아드 시험과 같은 높은 수준의 선행을 요구하는 시험에서 많은 문제를 푼 경
험이 수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수상권을 포함한 경시대회 성적 상위 10명의
문제풀이 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표 Ⅵ-4).

[그림 Ⅵ-3] 물리 문제 풀이 수와 교내경시대회 성취도와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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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4] 경시대회 상위권 학생들의 문제 풀이 문제 수. (음영은 전
체영역에서 평균보다 더 적게 물리 문제를 풀이한 학생)
순위

경시대회성적

전체영역 풀이
문제 수

일반물리 풀이
문제 수

1

64

2,875

1,600

2

63.5

1,705

430

2

63.5

3,750

2,000

4

63

2,700

1,000

5

61

2,500

800

6

53

1,900

200

7

51

2,075

800

8

50

4,200

960

9

46

1,450

600

9

46

2,400

100

상위 10명
평균

56.1

2,560

850

전체집단
평균(n=49)

33.2

2,200

750

물리경시대회의 1학년 최고점은 64점. 최하점은 0점이었다. 경시대회에서 상위
권에 속한 10명이 풀이한 문제수를 비교해 보면 경시대회 성적 상위 10명이 풀이
한 문제수가 전체집단(49명)의 평균 풀이 문제수보다 16% 가량 많았지만, 10명
중 4명의 학생은 오히려 평균보다 적은 문제를 풀고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는
풀이한 물리 문제수와 경시대회 성취도의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고 볼 수 있다.
중간고사의 경우 상관관계가 더욱 낮음(.149)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결과(p=.306)를 보여준다(표 Ⅵ-3). [그림 Ⅵ-4]에서 나타난 산포도에서
도 풀이한 문제수와 중간고사 점수는 경향성이 없음이 확인된다. 이로써 중간고사
와 과거 물리 문제 풀이 문제 수는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간고
사의 경우 선행학습으로 문제를 많이 푼 것보다, 수업시간에 집중한 정도와 시험
준비기간 동안 공부한 양에 따라 결정되는 바가 크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더라도 고교 중간고사에는 높은 학업성취도를 얻는 충분조
건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간고사 성적 상위 11명(10위가 2명)이 풀
이한 문제 수는 100 ~ 5,000문제로 5명의 학생(500, 1,705, 1,600, 2,000, 100문
제)이 평균보다 적은 문제수를 풀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Ⅵ-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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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5] 물리 중간고사 상위 10등의 물리 문제 풀이 문제 수. (음
영은 평균보다 더 작게 물리 문제를 풀이한 학생)
순위

물리중간고사
(60점 만점)

전체영역 풀이
문제 수

일반물리 풀이
문제 수

1

56

2,700

1,000

1

56

550

150

3

55

5,000

2,000

4

54

3,750

2,000

5

53

1,705

430

5

53

2,500

800

5

53

2,400

1,000

8

52.5

1,600

300

9

52

1,900

200

10

51

100

0

10

51

3,700

2,000

상위 11명
평균

53.9

2,360

900

전체집단
평균(n=49)

43.9

2,200

750

[그림 Ⅵ-4] 풀이한 문제수와 중간고사 점수와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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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풀이한 문제수와 힘개념 검사(FCI)의 상관관계
연구자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수를 조사하는 시기에 연구대상 학생들을 대상으
로 힘개념 검사(FCI)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후 풀이한 문제수와 힘개념 검사의 점
수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SPSS를 통해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해보았다. 그 결
과 .112(p=.44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가 나왔다(표 Ⅵ-6). 산
포도(그림 Ⅵ-5)를 보면 데이터 값이 약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성이 있
어 특이점(100문항, FCI 28점; 5,300문항, FCI 23점)을 제외하고 통계분석을 실시
해 보았다. 그 결과 Pearson 상관관계는 .261로 높아졌지만, 유의수준은 .07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고 나왔다. 이는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하여 개념이해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Kim과 Park(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표 Ⅵ-6] 풀이한 문제수와 힘개념 검사 점수와의 상관관계
교과

풀이한 문제수 - FCI 점수

Pearson 상관계수(N=49)

.112

유의수준

.445

비록 풀이한 문제수와 힘개념 검사 점수가 상관관계는 없지만, 이전 연구와의
큰 차이점은 학생들의 힘개념 검사 점수이다. 연구대상인 49명의 학생들은 검사한
29문항 중 20문항 ~ 29문항을 맞추었으며 평균 정답률은 89.6%(26.0문항)이었다.
이번 검사에서 신뢰도(Chronbach's α)가 .560으로 물리교육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상당히 낮은 신뢰도 점수가 나왔다. 이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거나 정답률이 높을 때 신뢰도 값이 낮게 나오는 특성 때
문으로 판단된다. 89.6%라는 정답률은 연구자가 살펴본 역대의 어떤 선행연구 결
과보다 높은 정답률이었다. Hestenes 등(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의 3개
고등학교(Arizona, Wells, Swackhamer)의 상위반(Honor) 학생의 정답률이 56%,
78%, 66%,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학생의 경우 63%, 하버드 대학교 학생의 경우
77%의 정답률을 보였다. 같은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대식과 조은애
(1997)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14문제에 대해 75.1%의 평균 정답률을
보였다. 힘개념 검사를 이용한 최근 국내연구인 김재우(2009)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2학년 영재학생들은 63.4%, 대학생들은 70.5%의 정답률을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이렇게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우리나라 과학고 학생들의 우수성도
한 요인이 되겠지만, 학생들이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개념검사에 관련된 문제

- 131 -

도 일부 접하게 되었음을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림 Ⅵ-5] 물리 문제 풀이 문제수와 힘개념 검사 검사의 산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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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연구결과 2: House Model로 살펴본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
결 과정 분석

연구자는 문제풀이 수와 개념이해와의 관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최대변량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10)의 방법으로 2차 연구 대상자를 선
정하였다. 1차 연구대상자(49명)를 문제풀이 수가 많은 집단과 문제풀이 수가 적은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을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은 학생(26점 이상)과 낮은
학생(26점 미만)으로 구분하여 총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각 집단에서 문제풀이
수나 힘개념 검사점수가 집단을 대표할 수 있고, 연구자와 래포가 형성된 학생을
집단별로 1명씩 선발하여, 총 4명(남: 3명, 여: 1명)을 선택하였다(이성호, 김소연,
김우진, 최현민 학생; 이상 가명).

[표 Ⅵ-7] 인터뷰 한 학생. 김소연은 여학생이며, 나머지 학생은 모두 남학생.
괄호안은 (물리 문제 풀이 문제 수, FCI 점수(29점 만점))

FCI점수

과거 물리 문제
풀이수

평균보다 높음
평균보다 낮음

많음

적음

이성호

김소연

(4,200문제, 27점)

(100문제, 28점)

김우진

최현민

(5,300문제, 23점)

(480문제, 22점)

가.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전략
연구자는 4명의 학생에 대한 2차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
질문하였다. 자신만의 문제풀이를 말하기에 앞서 연구자가 House Model에 대해 소
개한 뒤 House Model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제풀이 전략을 설명해달라고 부탁하였
다. 이를 통해 밝혀낸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을 박윤배(1991)의 문제 해결
전략과 Byun 등(2008, 2010)의 House Model 틀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이성호 학
생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그는 2010년 12월에 실시한 학년말 설문에서 문제풀
이 노하우를 쓰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하여 연구자를 놀라게 하였다.

10) 최대변량표집(maximum variation sampling) 기법은 정성연구에서 대표성 있는 사례를 선별하기 위한 것이
고, 이는 정량연구에서 하위 집단을 범주화 하여 표집하는 유층표집(stratified sampling) 기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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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주어진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따
져보고, 그와 관련된 공식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하고 그 답이 물리적으로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 이성호 학생 학년말 설문지 中
그리고 2차 인터뷰 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저도 이 방법(House Model용지를 가리키며)이랑 비슷하게 했었는데, 먼저 조
건에 제시된 변수를 다 정리해요. 풀이공간에 질량이랑 다른 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 변수들을 갖고, 그니까 무엇을 묻는지 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한 공식들을 생각
해 본 다음에 어떤 것이 적당할까 생각하여 다음에 그 공식이 떠오르면 그 공식에
적용해서 푼 다음에 근데, 저는 좀 그 Checking 부분이 조금 대충한다고 해야겠네
요. 대체적인 내용은 이 것(House Model)과 비슷한 것 같아요.”
- 이성호 학생 2차 인터뷰 中
House

Model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성호

학생은

Knowing을

중시하며,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단계로 문제풀이를 수행하며, Visualizing과
Checking은 형식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House Model 풀이 전략과 유
사한 방법의 풀이 단계를 가지고 있으며, 박윤배(1991)의 문제풀이 전략의 관점에
서 분석하면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KD) 전략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김소연 학생은 문제풀이 전략을 물어보는 질문에서 자신의 문제풀이가 이전의
것과 달라졌다고 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였다.

연구자: 소연이의 문제 풀이 전략은 어떤가요?
김소연: 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네 일단 문제를 보면요. 변수
만 먼저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 등장하는 물건들을 다 그려요. 그림 같은
것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변수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푸는데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것만 푸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거 전부다 구해
보고 그리고 약간(=조금은) 계산하는 것 보다는 정성적으로 생각하는 것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연구자: 그것은 평소 공부할 때 하는 건가요? 시험 볼 때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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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어~ (평소 공부 할 때를 포함 하여)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딱 시험시간에는 그냥 계산만 하고요.
연구자: 시험시간 외에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정성적인 생각도 해보고?
김소연: 그게 오히려 더 공부할 때 도움 되는 게 시험문제는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요. 좀 모르는 개념에 대해 묻는 게 나오면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오히
려 미리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자: 아까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는데요?
김소연: 이전에는 그냥 풀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시각화라던가 아는 것 이런 것 정
리 안하고요 그냥 문제를 국어(문제) 풀듯이 쭉 이런 식으로 (풀었어요).
연구자: 방법을 바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좋다. 나쁘다 부터 시작해서
김소연: 그냥 그게(나중 방법) 더 좋은 것 같아요. ...... (중략) ...... 예전에는 문제
의 조건에 A를 주고 B를 구하라(고 하면), A라는 조건을 빼먹고 그냥 문
제를 쭉 풀다가 결국 문제가 안 풀려서 답지보고 풀다보면 "엇! 이런 걸
언제 주었지?"하고 다시 문제를 보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고 하다보니까 문제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옮기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
를 풀 때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 김소연 학생 2차 인터뷰 中
House Model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소연 학생은 문제 해결에서 Visualizing을
가장 먼저 수행하고 Knowing, Finding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학습할 때는 문제에
서 요구하는 결과 뿐 아니라 다른 물리량에 대해서도 구해보고, 무엇보다도 정성적
으로 문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봄을 알 수 있다. 김소연 학생은 물리공부를 시작
한 초기에는 Visualizing이나 Knowing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더니, 조건을 빼먹
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Visualizing과 Knowing 단계를 하다 보니 어려운 문
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하였다. House Model의 문제 해결 전략이 학생의
문제풀이에 도움을 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소연 학생은 House Model의 1, 2
단계인 Visualizing과 Knowing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고, 그녀의 문제풀이 순서
역시 House Model의 것과 유사하였다. 문제풀이 전략도 지식-개발 전략에 가깝다.
김우진 학생은 자신의 문제 풀이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다. 대략적인 감
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알던 식이나 그런 걸 적용해서 문제 푸는데요. 그림은 보
통 생각하면서 그리잖아요. 간단한 건 생각하고, 중요한 힘 같은 건 표시하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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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여러 가지 공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는 게 Planning 아닌가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풀죠. 식을 전개해서 ‘이걸 풀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풀죠. ‘이렇게 써야겠다.’ 하고 풀죠. 근데 또 (풀이 방법이) 하나만 아니니까(=여
러 가지가 있으니까) 풀면서 ‘이게 좀 막히네.’하면 다른 것 생각해볼까 다시 돌아
서 다른 것도 적용해보고 (풀죠).”
- 김우진 학생 2차 인터뷰 中
House Model의 순서로 바라볼 때 대략적인 부분은 유사하나 Knowing과
Finding부분이 조금은 추상적이다. 전체 상황을 파악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파악한
다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Visualizing에서 모
든 것을 표기하기보다 중요한 것만 표기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Planning에 대해 깊
이 생각하기보다 직감에 의존해 문제풀이를 수행 해보고 잘 안되면 다른 공식을 적
용한다. 김우진 학생은 문제의 접근에서 직감에 많이 의존하고 Planning 단계에서
시행착오의 전략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박윤배(1991)의 분류에서 임의(random:
RA)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현민 학생은 문제풀이의 전략을 묻는 질문에서 아주 간략하게 답
하였다.

“저는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일단 아는 공식, 그것이 무엇인
지, 구하는 것과 관련된 공식 짝~ 써 놓구요. 그 중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 몇 개
집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 최현민 학생 2차 인터뷰 中
위의 답변에서 최현민 학생은 문제를 해결할 때 House Model과 같은 구체적
인 풀이 단계를 따르지 않는다. 박윤배(1991)의 문제풀이 전략에 비추어보면 최현
민 학생은 물리 문제 해결 시 임의 전략을 쓰는 초보자임을 알 수 있었다. 본인은
Planning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Knowing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
고,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일단 대입해보는 시행착오적 전략으로 문제를 접근한다.
3차 인터뷰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문제풀이 전략을 언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성호 학생은 중학교 2학년 말 쯤 물리 관련 서적
및 학교와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현재와 같은 체계적인 풀이 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고 하였다. 물리 공부 초기에는 직관적 풀이를 위주로 하였는데, 머릿속으로만 푸는
부분이 많다보니, 답이 틀린 경우도 많았고, 또한 자신이 틀린 부분을 고쳐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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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고, 힘도 표시하
고, 운동방정식을 세우고 변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깨달게 되었다고 했
다. 이는 House Model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연구자 : 그런데 궁금한 게 풀이전략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인
풀이 전략이 나오게 된 과정이라고 할까? 옛날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니면 어떤 학습을 통해서 현재의 물리 문제 풀 때 패턴이나 양식이 어떻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성호 : 어~ 그니까. 제가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물리라는 것을 제대로 배
우게 되었는데 처음에 배울 때는 수식 쓰는 게 낯설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만 생각하고 그랬는데요. 대개 헷갈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수식을 쓰면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문제를 풀다보니까 틀릴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렇게 막 휘갈겨 써놓으니까 어디 부분이 틀렸고, 어디 부분이 잘못되었는
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어 가지고, 틀리면 고쳐가야 하는데, 고치는 과
정이 매우 힘든 거예요.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연구자 : 처음엔 식을 마구잡이로 쓴 건가요?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떻게 했었는데요?
이성호 : 어~ 그니까 정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야 하지. 여기(symon 1-10)에서
는 힘들을 표시하면서 했는데, 그냥 그 때는 그림만 그려놓고 이 힘이랑
저 힘이랑 평형을 이룰 것 같으니까 거의 직관적으로 풀어야 했어요. 그
렇게 풀었는데 그렇게 풀다보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이나 교양서적 같은 거 있잖아요? ‘재미있는 물리여행’ 이라는 그런 책
이나 딴 걸 보면은 선생님께도 물어봤는데, 그런 책을 보고 여러 가지 보
니까 그림에 힘을 표시하고 또 운동방정식 세우고 변수를 파악하는 게 대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또 그걸 파악해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그냥 직관적으로 풀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풀게 되어 가지고, (이를 고치기 위해) 학교랑 학원 선생님에
게 배워가면서 조금씩 갖췄어요.
연구자 : 그럼 책도 읽어가면서 그런 물리 관련 교양서적이나 참고서적도 보고 학
교선생님이나 학원선생님께 물어가면서 현재의 방식이 만들어진 거네.
이성호 : 네
연구자 : 언제쯤 이 방식이 정착된 것 같아요?
이성호 : 중 2 말쯤에요.
- 이성호 학생 3차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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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을 늦게 시작한 김소연 학생은 중학교 3학년 때 자신의 문제 풀이 전
략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학원에서 배울 때 초기에는 이론을 몰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 문제에 대해 세, 네 가지 풀이를 하는 친구의 노트를
보고 그 풀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이 때 풀이 자체를 외우기 시작하면서 이론
서도 보고, 그리하여 현재의 풀이 전략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
의 풀이 방법은 스스로 만들기 보다는 다른 이(친구, 학원 선생님)의 것을 받아 들
였다고 하였다. 이는 물리 선행학습을 중3 때 시작한 김소연 학생이 과학고 입학을
위해 빠른 시간 안내 물리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김소연 : 이론을 배우긴 했는데 이론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고, 학원을 다니고 있었
거든요. 그 때 학원선생님이 문제 풀이를 할 때 뭐 ‘자유물체도를 그려
서...’ 쭉쭉 풀이를 해주셨는데, 자유물체도가 뭔지도 몰랐고, 저 식이 무슨
식인지도 몰랐고, 그냥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론 읽고, 저런 문제는 저
런 식으로 풀면 되겠구나 하며 그냥 거의 풀이가 외워진 것 같아요. 많이
듣진 않았는데, 그냥 되게 처음 배우는 거라서 그런지 약간 인상 깊었다
고 해야 하나? 풀이가 약간 외워진 것도 있고.
연구자 : 내가 스스로 학습하여 받아들여진 것이 많은 거니? 나름대로 연구를 했었
나요?
김소연 : 제 풀이 방법 자체에는 거의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풀이방법이 받아들여
진 상태에서 공부를 한 거니까.
- 김소연 학생 3차 인터뷰 中
김우진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과학고 입학을 위해 선행학습을 한 학생
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주당 10시간씩 물리 Ⅰ 과목을 학습하였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물리 Ⅰ과 물리 Ⅱ 과목까지 주당 18~20시간씩 투자해가면서 공부한 학생이
다. 하지만 자신의 체계적인 문제풀이 양식을 갖추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라고
답변하였다. 당시 선생님의 도움으로 문제마다 고려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배우면
서 자신의 물리 문제 풀이 전략을 형성하였다고 하였다.

연구자 : 지금 네가 푸는 문제에서 풀이 전략 같은 것이 있잖아. 이것이(풀이전략
이) 언제부터 적용 된거니?
김우진 : 중 2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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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 그림을 그리고, 힘을 표시하고,

이런 식들을 써놓았잖아. 요런 방식으로

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말이지? 중2 때부터 인가?
김우진 : 체계적으로 푼 건 (중2때)
연구자 : 체계적으로 풀 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 예전부터 체계적으로 풀었지 는
않았을 것 아냐?
김우진 : 네. 예전엔 있는 것 보고 문제보고 이 식 갖다가 대충 식을 써서 이렇게.
... (중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문제마다 고려해야 할 것을 하나
하나 배우면서, 처음에는 빠뜨린 것들을 나중에는 중요하니까.
- 김우진 학생 3차 인터뷰 中
최현민 학생은 김우진 학생과는 반대로 물리 선행학습을 늦게 시작하였다. 중
학교 3학년 1학기 때 주당 3시간 씩 학습하였고, 문제풀이 전략도 아직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인터뷰에서는 한 문제에 대해 다양하게 풀어보는 것이 자신의 물리 문제
풀이 학습 양식이라고 하였는데, 혼자서 학습하다 보니 틀린 방법도 학습된다는 것
이 자신의 풀이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친구가 조언을 해주면 자신의 잘못된
풀이를 발견할 수 있어서, 물리 문제를 토의하면서 푸는 것을 좋아하고, 직접 문제
를 만드는 학습법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최현민 :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푼 게 아니라 다양
한 방법으로 풀어 봐요.
연구자 :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본다는 건가요?
최현민 : 네.
... (중략) ...
연구자 : 그게(=틀리게 푸는 것이) 학습되는 것 같아요? 틀리게 푸는 것도? 다양하
게 푸는 것이?
최현민 : 친구가 조언을 하면 오히려 그것을(=틀린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으니
까. 저 혼자 쓰면은 그것이(=틀린 방법이) 습득이 될 수 있어요. ...(중
략)...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푸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친구들
이랑 토론 수업하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구요. 그리고 문제도 그
냥 문제집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 하고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 게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라 어쩌면은 더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의견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문제를 만든다
는 의미가 그 문제가 우리가 항상 풀 수 있는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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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이 안 나오는 문제도 만들어줘요. 수학 같은 것은 답이... 문제집을 보면
은 답이 3, 4 이렇게 떨어지는 데 우리가 문제를 만들다 보면 답이 0이고
∞고 막 나와요. 그니까 이런 것도 직접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하면은 왜
이런 문제가 답이 이렇게 나오는 가를 생각할 수 도 있고 문제 만들어 푸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현민 학생 3차 인터뷰 中
학생들의 2차, 3차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인터뷰 학생들의 문제풀이 전략과
그 전략을 갖게 된 시기와 계기를 정리하면 [표 Ⅵ-8]과 같다. 학생들은 중2 ~ 고
1 사이에 현재의 문제 해결전략을 갖추게 되었고, 물리 서적을 통하거나 선생님, 친
구의 도움을 통해 현재의 풀이 전략을 습득하게 되었다. 그리고 풀이한 문제수와
관계없이 FCI 점수가 높은 두 학생(이성호, 김소연)이 지식-개발 전략을 선호하고,
House Model의 단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학생의 차이
는 이성호 학생은 Knowing을 중시하는 반면, 김소연 학생은 Visualizing을 좀 더
중시했다. 반대로 FCI 점수가 낮은 두 학생(김우진, 최현민)은 임의 전략을 선호함
을 알 수 있었다. 김우진 학생은 겉으로는 House Model 단계와 유사하지만,
Visualizing에서 일부 중요 요소만 표기하며, Planning 단계에서 직감에 의존하며 시
행착오 전략을 사용하는 모습이 보인다. 최현민 학생은 House Model의 단계를 전
혀 따르지 않고, Knowing 단계에서 여러 공식을 대입하는 임의 전략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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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8] 인터뷰 학생들의 문제풀이 전략과 House Model과의 비교
학생

이성호

풀이문제수 4200
FCI 점수 27

김소연

풀이문제수 100
FCI 점수 28

김우진

풀이문제수 5300
FCI 점수 23

최현민

풀이문제수 480
FCI 점수 22

주어진 변수파악→

현재 자신의
문제풀이
전략

현재의 문제
해결 전략을
갖게 된 시기
현재의 문제

그 변수와 구하고

문제상황에

자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상세히 그

관계를

따져보고

림→변수 및 구하

관련 공식을 떠올

라고 하는 것 찾기

림→공식을

통해

→(정성적

계산→물리적으로

계산하기

중2 말
물리 관련 서적

갖게 된 계

학원 선생님의

기 및 방법

도움

House

House Model 단계

Model과

와 일치. Knowing

비교

중시. Visualizing과

문제풀이전략
(박윤배, 1991)

문제상황 이해(대략
적인 감 잡기)→계
획세우기→풀기

관련되었다고 생각
되는 공식을 나열
함→맞다고 생각되
는 몇 개를 적용해
봄.

중3

읽기. 학교 및

2008)

사고)→

아는 공식, 문제와

부합되는지 살펴봄

해결전략을

(변태진,

대한

Checking은

대충

수행.

지식-개발 전략

중2

고1말
친구들과

친구의 문제풀이
노트. 학원

선생님의 도움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의 도움
House Model 단계
와 유사. Visualizing
을 가장 먼저 함.
Visualizing과
Knowing의 중요성
에 대해 강조

지식-개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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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토론

House Model 단계
와

대략적

유사.

Visualizing에서 모
든 것을 표기하기
보다 중요한 것만
표기하려는 경향이

House Model의 단
계를 따르지 않음.
Planning이 구체적
이지 않음.

있으며,

임의 전략

임의 전략

나.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분석: House Model 측면에
서
연구자는 앞서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을 알아본 4명의 학생(이성호, 김소연, 김우
진, 최현민)에게 같은 물리 문제를 제시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비디오
녹화를 하면서 관찰하였다. 관찰 후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게 하고, 비디오 녹화내
용과 문제풀이 후 질문 통해 House Model의 틀에서 각 학생의 문제풀이를 분석하
였다. 또한 2차 인터뷰에서 자신만의 문제풀이 전략을 질문하였는데, 실제 문제풀이
와 자신이 생각한 전략과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내경시대회, 중간
고사 점수를 종합하여 학생들의 문제 해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학생들에게 제시한 문제는 대학 전공 역학 시간에 교재로 많이 활용하는
Symon(1971) Mechanics 3판의 1장 10번 연습문제이다(그림 Ⅵ-6). 이 문제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예전 House Model 연구(본 논문 Ⅴ장)에서 이 문제를 학생들
에게 과제로 제시했던 적이 있으며, Ha(2009) 등이 함께 수행한 연구에서 그룹과
제로 제시했던 문제였기에 학생들의 응답반응을 이전의 것과 비교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식이 간단하여 외형상 쉬워 보이지만 난이도가 높으며, 학생
들이 구심력이나 마찰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적절한 문
제이다.

문제) 자동차가 곡률반경이 인 경사면을 달리고 있다. 경사면은 지면과  의 각도로 기울
어져 있다. 만약 경사면과 자동차사이의 마찰계수가  라면, 이 자동차가 미끄럼 없이 커
브를 돌 수 있는 최고 속력은?
[그림 Ⅵ-6] Symon 연습문제 1-10 문제

4명의 학생 중 FCI 점수가 높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이성호 학생의 문제풀이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성호 학생은 문제를 읽기 시작한 잠시 후 곡률반경 에 대해
질문하였다. 연구자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니 깨달았다는 듯이 곧바로 문제 풀이
에 들어갔다. 이성호 학생은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를 그리고 다시 힘만을
따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자유물체도를 그리면서 수직항력을 빠뜨렸고, 마찰력을 이
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풀이처럼  cos 로 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혼잣말로,
‘일단 여기서 커브를 돌 때 마찰력하고 중력이 작용할 텐데 자동차에 그 값이 구심
력 역할을 할 테니까. 그 값을 구심력으로 나타내면 될 텐데.’ 라고 말하였다. 관찰
한 네 명의 학생 중 유일하게 구심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큰 특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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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로 표기할 힘을  sin로 잘못 표기하면서 계
sin 
산도

틀리게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인

결과에서도

답을

cos sin   cos  로 적었다.
max  

[그림 Ⅵ-7] 이성호 학생의 1-10 문제 풀이

이성호 학생의 풀이를 시간대별로 House Model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그
림 Ⅵ-8). 그는 Symon 1-10 문제 풀이에서는 총 풀이 시간 349초 중 문제 이해
단계(Knowing, Visualizing)에서 163초(46.7%), Planning 단계에서 142초(40.7%),
Executing 단계에서 44초(12.6%)를 사용하였고, Checking은 수행하지 않았다. 분
석 결과 문제를 풀기 시작한 초기에는 Knowing 단계를 가장 먼저 수행한다.
Knowing 단계를 수행하면서 15초 뒤 그는 자신이 잘 이해하지 못한 곡률반경에 대
해 질문하고는, Visualizing 단계를 88초간 수행한다. Finding은 별도로 지면에 표기
하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이해

단계(Knowing,

Visualizing)에서 자신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Visualizing에서 Planning 단
계로 이동하는 과정이 꽤 오래 소요되는 모습을 보였다(92초). Planning 단계는 50
초 수행하고, Executing 단계에서 44초를 소요하고 답을 내었다. 문제 해결과정에
서 이해와 계획단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전문가의 시간소요 패턴과 유사하게
문제풀이를 수행하였으나(권재술, 이성왕, 1988; Finkelstein, 2008), Planning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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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평소 패턴대로 풀려다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전 면담에서 Checking을 수행한다고 답변했으나, 이 문제에서는 그
과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

내용

00:00

풀이시작

00:15

곡률반경(  )에 대해 질문함

House Model
단계
Knowing

(연구자가 곡률반경에 대해 설명해줌)
01:15

자동차가... (아래 그림을 그리기 시작.)

Knowing
+ Visualizing

경사면을 그리고  sin 힘을 표기하고,   cos  힘을 표기하였음. 그

 

02:43

다음  식을 씀. 그리고  힘을 표기


일단 여기서 커브를 돌 때 마찰력하고 중력이 작용할 텐데 자동차에 그
값이 구심력 역할을 할 테니까. 그 값을 구심력으로 나타내면 될 텐데. 머

04:15

수직항력이  cos  니까. 마찰력은   cos 일꺼 아니에요. 경계면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표면이랑 수평한 힘을 찾아야 하는데. 아하(한숨 쉬며)
04:53

Planning

리가 안돌아가네요.
(한숨쉬며) 아하... 일단 경사면으로 작용하는게  sin 고, 경계면에 대한
Planning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Planning
이쪽이  sin 니까요. 여기가  일꺼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05:05

 sin cos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만약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은요.
(식을 쓰면서 말을 함)
Executing

05:49

[그림 Ⅵ-8] 이성호 학생의 시간대별 풀이과정과 House Mode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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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후 연구자는 이성호 학생에게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처음에는 왼쪽(안쪽)이라고 말하였다가, 다시 물으니 마찰력의 방향이 오른쪽(바깥
쪽)이라고 답하였다. 그 후 ‘경사면의 조건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고 얘기하다가, 최종적으로 ‘마찰력이 안쪽으로 작용할 때 속력이 가장 크다’고 답
변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정답을 맞혔으나 그 과정에서 많이 혼동했음을 알 수 있었
다. 문제풀이 후 면담에서 이성호 학생이 자기반성을 하는 부분이 드러나는데,
Planning 단계에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였다.

연구자 : (마찰력을) 왜 왼쪽으로 잡았어?
이성호 : (조용히 고민하다) 왼쪽이 아닌가? 어~ 그니까. (30초 정도 생각한 뒤)
잘못한 것 같구나.
연구자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이성호 : 방향이 반대인 것 같은데요. (자신 없는 목소리로) 아니면 이렇게 되면 자
동차가 그냥 (왼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오른쪽을 가리키며) 반대인
것 같은데요.
… (중략 ) …
연구자 : 그럼 언제 속력이 더 커? 마찰력의 방향이 언제가(어느 방향일 때) 속력
이 커?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이성호 : 안쪽으로 작용할 때가 더 크지 않을까요?
… (중략 ) …
연구자 : 조금 전에 문제를 푸는 과정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문제를 제일 먼저 읽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힘을 표시했거든. 이 과정에 대해서 말로 설명
해볼래?
이성호 : 그러니까 말(글)로 있으면요. 잘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일단 그림을 그리
고, 상황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물체도를 그린 다음에 상황에 필
요한 힘들을 표시하고, 그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이 상황에 대
해서 그 힘이 올바른 건지 판단한 다음에 - 지금은 대충대충 풀었는데 힘이, 그니까(=그러하니까)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속력이잖아요 그
힘과 속력과 여기서 관련된 힘이 구심력인데 여기서 그 구심력이 어떤 힘
이 구심력이 되는지 찾아야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제가 그걸 못했네요.
연구자 : 실패한 것은 어디서 실패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다시 풀게 되었는데 어
느 과정에서 생각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성호 : 아 그니까 저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래 그림을 가리키며) 이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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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안 보고 항상 패턴대로. 생각 없이! (풀었어요)
- 이성호 학생의 1-10 문제 풀이 후 인터뷰 中
김소연 학생은 네 명의 학생 중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였다. 그녀는 Symon
1-10 문제 풀이에서 총 풀이시간 116초 중 48초(41.4%)를 문제 이해단계
(Visualizing, Knowing, Finding)에 투자하고, Planning은 10초(8.6%), Executing은
58초(50.0%)가 수행하였다. Planning 단계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짧긴 하지
만, 문제를 한 번에 제대로 이해하였기에 Planning 단계가 짧았다고 볼 수 있다.
1-10 문제 풀이에 116초의 시간이 걸렸고, 정답을 맞히는 것은 물론 마찰력의 방
향도 바로 안쪽이라고 말하였다. [그림 Ⅵ-9]을 보면 김소연 학생은 문제를 보자
마자 2초 만에 Visualizing을 시작하였다. Visualizing을 수행하는 36초 동안
Knowing과

Finding을

동시해

수행한

것으로

보였다.

Knowing과

Finding을

Visualizing과 함께 했다는 부분은 면담 후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식   cos   sin 을 쓰고 Knowing에서 Planning

시간

내용

00:00

풀이시작

00:02

문제상황에 대한 그림부터 그림

House Model
단계
Visualizing
생각으로
Knowing,
Finding 수행
(인터뷰를 통해
알아냄)
Knowing

00:38

문제 해결에 필
00:48

요한 식을 작성.
10초간 생각

Planning

00:58

Executing

01:56

[그림 Ⅵ-9] 김소연 학생의 시간대별 풀이과정과 House Mode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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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10초간 잠시 생각을 하는 모습이 영상에 잡
혔는데, 이 때 Planning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Executing 단계로 넘어
와 계산을 약 1분간 수행하고 답을 제시하였다.
김소연 학생의 풀이는 Checking 수행 여부를 제외하면, 이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House Model에서 제시하는 문제풀이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 다만 이 문제
의 풀이에서는 Knowing과 Finding 그리고 Planning 단계를 머릿속으로 자동수행
하였다.

이후

인터뷰에서

김소연

학생이

말하기를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Visualizing은 문제에 따라 구분하여 수행하는데,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경우에
는 자유물체도(free body diagram)를 그리고, 수식으로만 풀리는 문제는 수식으로
바로 접근한다고 하였다. 또한 Knowing과 Finding의 단계는 머릿속으로 진행하고
(답안에 표기는 별도로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함) Planning의 단계에서는 물리학의
일반적인 법칙(힘의 평형, 운동량보존, 각운동량 보존, 운동방정식 등)에 대해 생각
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연구자 : 다 풀었어? 그럼 문제를 받아 본 순간부터 네가 풀이한 과정을 말로 설명
해볼래?
김소연 : 여기서 이것까지 이고, 경사면이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곡률반경이 인
경사면이 있으면요. 일단 여기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가 작용하고,  의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 쪽 방향으로(바깥방향)  이 작용하고요.


연구자 : 그건 어떤 힘이죠?
김소연 : 음... 어~ 음... 원심력? 그리고 최고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마찰력이 이쪽
방향(안쪽)이어야 하고요
연구자 : 그 생각을 다하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나요?



김소연 : 네. 수직항력이 이거 더하기 이거니까. [    cos    sin  ]
그래서 풀었는데요.
- 김소연 학생의 1-10 문제 풀이 후 인터뷰 中

- 147 -

[그림 Ⅵ-10] 김소연 학생의 1-10 문제 풀이

문제를 원심력으로 풀이하였기에 구심력으로도 풀 수 있을까 하여 질문하였지
만, 평소 때 ‘구심력으로 문제 푸는 것을 잘 해보지 않아서’ 풀지 못하겠다고 말했
다. 마찰력의 방향이 안쪽인 이유를 질문하니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운동방향과 반
대라는 선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결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Cheong,
Byun, Ha, & Lee, 2008; 하상우, 이경호, 2011). 이는 연구자와 나눈 아래의 대화
에서 잘 드러난다.

연구자 : 왜 마찰력이 안쪽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소연 : 음. 속력이 빨라지면 밖으로 튕겨 나가려고 하니까 그에 반대방향으로 힘
이 작용할 때 최대속력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정지해 있는 물체면 경사면
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려고 하니까 바깥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
잖아요. 그니까 속력이 빠를 때는 안쪽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자 :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찰력은 항상 운동방향과 반대쪽?
김소연 : 아니요. 운동방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운동방향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마찰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소연 : 마찰력의 방향이요? 음... 속력을 안다고 가정하면 위에 세웠던 식에서 그
대로 적용하면 이쪽으로(안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고 풀었으니까, 이
게(힘이) 음수가 나오냐 양수가 나오냐 따라서 나중에 거꾸로 접근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소연 학생 3차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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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학생이 1-10 문제를 2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풀이한 반면 김우진
학생은 4명의 학생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695초). 그는 Symon 1-10
문제

해결과정에서

총

695초의

문제풀이

시간

중

이해

단계(Visualizing과

Knowing)에 585초(84.2%)를 사용하고, Planning과 Executing은 110초(15.8%)를
소모하였다. 그는 문제 이해가 부족하여 Knowing과 Visualizing에 너무 많은 시간
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Planning 단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
 sin    cos 로 틀리게 답하였다. 문제상황을 잘 이해하
다. 답안 역시  ≦ 
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 Executing 단계에서도 자신이 없어서 시간을
시간
00:00

내용

House Model
단계

풀이시작

00:09

Knowing
(문제상황을 파
악하려고

그린

그 림 이 기 에
Visualizing
다

그림 하나 당 약 1분간 고민하였음.
02:20

보

Knowing에

더 가까움.)

연구자가 문제 상황을 알겠냐고 질문했더니, ‘네’라고 답변함.

02:22

Visualizing
+ Knowing

05:30

[경사면을 그리고 힘을 표기 했으나 계속 고민 중]

Visualizing
+ Knowing

09:45

[위의 그림들을 말없이 차례대로 그림]

Executing
(Planning 단계

 
≧  sin    cos 


 sin    cos 
 ≦ 

는



11:35

식

하나씩

전개할

때마다

생각한

것으로

보임)

[그림 Ⅵ-11] 김우진 학생의 시간대별 풀이과정과 House Mode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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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소요했음(110초)을 확인할 수 있다. 김우진 학생은 문제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Knowing과 Visualizing 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문제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로 인하여 문제이해 단계에서만 9분이 넘는 시간을 소모하였다. 이는
이전

연구에서

문제상황(situation)을

잘

모르는

학생은

Knowing,

Finding,

Visualizing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과 일치하는 상황이다(Byun et al., 2008;
Byun et al., 2010). Planning 단계도 Executing 단계와 혼재된 상태에서 머릿속으
로 진행하였다. Checking 단계는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잘 드러나 있지 않았
다.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물어보니, 차량의 속력에 따라 마찰력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속력이 최대가 될 조건은 알았지만, 풀이에서 원심력을 사용하
였고, 관성계로 풀이해보라고 요청하자 구심력이란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원심

력을 구심력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심력에 관한 식  ≦  sin     cos 을

보면 원심력(구심력)이 마찰력과 나란하다(경사면과 평행하다)라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자 : 마찰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본 거야?
김우진 : 그건  에 따라서 다르니까.  가 커지면요, 원심력이 세지니까. (그림을 그
려가며) 중력을 받고 있고, 원심력을 이 쪽 방향으로 받을 거잖아요. 그러
면 이렇게 원심력이 크면 마찰력이 이쪽(경사면 안쪽)으로 작용하고요. 원
심력이 작게 되면 이쪽(바깥쪽)으로.
연구자 : 마찰력의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김우진 : 네
연구자 : 원심력이니까 비관성계로 푼 것인데, 관성계로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
겠어?
김우진 : [힘을 방향을 그려가면서 3분 가까이 고민함].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요? 이(자동차) 한데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과 중력이 있는데
요. 그 합력이 이쪽으로 해서  sin . 그래서 이거(  sin )랑 여기(자동
차)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이 이거(   cos )이니까 이거 두 개
(  sin ,  cos ) 합으로 해서 원심력이 결정되니까 원심력이 최대가
되려면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연구자 : 그럼 거기서 구심력이 어느 방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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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경사면과 나란한 안쪽) 이죠.
- 김우진 학생 3차 인터뷰 中

[그림 Ⅵ-12] 김우진 학생의 1-10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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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민 학생은 Symon 1-10 문제를 두 번에 걸쳐 풀었는데, 두 번째 문제 해
결 과정에서 Planning을 완벽히 세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Executing 단
계를 진행하다 다시 Planning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그리하여 두 번째
문제 풀이 소요시간(353초) 중, 138초(39.1%)를 Executing 단계(Planning과 혼재
된)에서 소모하였다. 초기에는 상당히 빠른 시간(100초)에 풀이하였으나, 정답을
max 


tan
로 틀린 답을 표기하였다. 이 때 연구자가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







물어보니 “원심력에 대해서도 마찰력이 작용하고, 중력에 대해서도 마찰력이 작용하
니까” 라고 말하더니 자신이 잘못 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1학년들이
요. 애들이 얼마나 맞추었어요?” 되물었다. 문제를 풀이 할 때 자신감이 부족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전 면담에서 2011년도 1학년 중간고사 문제를 낸다고
언급하였기에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 자신이 1학년 문제도 풀지 못할까 하
는 불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최현민 : 얼마나 풀었어요?
연구자 : 얼마나 풀었다니?
최현민 : 1학년들이요. 애들이 얼마나 맞추었어요?
연구자 : 아~ 1학년 문제 아니에요. 이거. 다른 문제에요. 이번에 봤던 1학년 문제
아니에요.
최현민 : 그럼 마음 편안히 풀어도 되겠네요.
- 최현민 학생 3차 인터뷰 中
최현민 학생은 1차 문제 풀이에서 문제의 이해과정에서 56초를 소요하고,
Finding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Visualizing과 Knowing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였다.
최현민 학생의 문제풀이에서는 Planning 단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Visualizing 단
계를 수행할 때 Planning 단계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림 Ⅵ-13]에서 보이는 것
처럼 ①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Planning 단계를 수행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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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용

00:00

풀이시작

00:08

(문제를 보자마자 원형 트랙을 먼저 그리고, 원심력을 표기)

House Model
단계

Visualizing

00:16

Visualizing
+ Knowing


경사면을 구한 뒤 원심력의 크기는 8초가 생각 후   이라고 표기함.


수직항력을

표

기하지 않았음.

경사면 안쪽방향으로 힘을 먼저 표기한 후, 경사면 바깥쪽으로 힘을 표기
00:56

함. (무슨 힘인지는 표기하지 않았음)

max
  cos   sin --- ①


① 식을 적는 동안 그림 부분을 펜을 가져가고, 잠시 생각 하는 모습을

01:40

보임.(Planning 수행)

Executing



  tan
max


(Planning)

max 


tan
라고 차례대로 기록.







[그림 Ⅵ-13] 최현민 학생의 시간대별 1차 풀이과정과 House Model 단계

최현민 학생은 2차 문제 풀이에서 386초를 소요하면서 1차 문제 해결 때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그림 Ⅵ-14). Visualizing을 보면 좌표축을 1
차 때와는 다르게 경사면을 기준으로 좌표축을 설정하고 문제를 풀었지만, 여전히
정답에는 이르지 못함을 보여준다. 마찰력에 대한 공식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등
문제를 푸는데 기초 지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문제 전략적인 면에서 접근할
때, Planning 단계에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구상을 하지 않고,
Executing단계에서 식을 하나씩 전개할 때마다 고민하는 모습(다시 Planning을 생
각하는)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잘못된 식을 지우고 다시 진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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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02:56

내용

House Model
단계

풀이 시작

02:58

Visualizing

다시 경사면을 그리고 힘을 표기함. 앞서 그릴 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좌
03:38

표축을 삼았는데, 다시 풀 때는 경사면을 기준으로 좌표축을 설정.
Knowing

03:48



1분 16초간 생각함(Planning)

Planning

05:04

(혼잣말로) 뭐랑 무엇이랑 균형이 맞아야 하나.

05:40
05:48

그리고는 다시 생각함(Planning)
(혼잣말로) 맞는지 모르겠네.
    식을 쓴 후 ‘이거 맞아요?’라고 질문함.

05:50

마찰력 공식을 잠시 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였음.
맞다라고 하니

06:29




    cos   sin







  cos    cos   sin 식을 씀.


Planning
Planning
Planning

Executing

[연구자가 질문함]

그럼 마찰력이 (경사면에 평행하게 윗 방향) 이 방향인가요? 마찰력이 어
느 방향인가요?
절대 값인데요.
[연구자가 반문하자] 절대 값이에요?
06:52

어느 쪽이 (힘이) 더 셀지 모르겠어요.




  cos   cos   sin

06:58

Executing



(Planning)

다음 식이 넘어갈 때 잠시 생각함.
(마찰력이) 어느 방향 인지는 모르겠어요.


cos   sin ≥ 


잘못된 식을 지우고는 5초간 잠시 생각

m
ax

Executing
(Planning)

cos     cos    sin 



m
ax      tan 

08:23

15초간 고민하다

    tan 
m ax  

Executing

08:38

결론을 냈습니까? (다시 되물음) 네?

09:22

바로 답하지 않고 24초 동안 생각
네

Checking

[그림 Ⅵ-14] 최현민 학생의 시간대별 2차 풀이과정과 House Model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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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민 학생은 비관성계(원심력)로 문제를 풀이하고 마찰력의 방향을 처음에는
절대값을 쓰면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최고 속력일 때는 경사면에 평
행하게 위쪽(바깥쪽)이라고 말하였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 수 있는 최고속력이란게. 자동차는 최고속력 이하로 달릴


수 있잖아요. 최고속력 이하로 달릴 때는 요힘(  sin )이 이힘(   cos  )보다 크

니까 (밖으로) 안 나가니까. 이게(  sin ) 더 세서 (마찰력이) 이쪽으로(경사면에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 최현민 학생 3차 인터뷰 中
문제 풀이 과정 분석을 통해 최현민 학생은 평소 문제를 풀 때 좌표축을 설정
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체에 대한 힘을 자유물체도로 그려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좌표축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사고는 하지 않는 것이다.

연구자 : 지금 문제를 푼 걸 보니까 좌표축은 요렇게(경사면에 평행하게) 둔건가
요? 경사면을 따라서? 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
최현민 : 좌표축이요?
연구자 : 네,   축. (대답이 없어 5초 뒤 다시 질문) 어떻게 좌표축을 설정한 것
같아요?
최현민 : (펜으로 선을 대략 가리켜 보지만 말을 하지 못함).
연구자 : 이 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경사면에 평행하게) 세운 것 같은데?
최현민 : 아! 그렇네요.
- 최현민 학생 3차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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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5] 최현민 학생의 1-10 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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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네 명의 학생의 문제풀이 결과를 비교하면 [표 Ⅵ-9]와 같다. 김소연 학
생만이 유일하게 정답을 맞혔으며, 관성좌표계를 사용한 학생은 이성호 학생이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요한 시간도 정답을 맞힌 김소연 학생이 1분 56초로 가장
짧고, 이성호 학생이 5분 49초, 김우진, 최현민 학생은 각각 11분 35초, 9분 22초
가 소요되었다. 이성호, 김소연, 김우진 학생은 마찰력의 방향을 올바르게 파악했지
만, 최현민 학생은 반대 방향으로 답하였다. 이 풀이 결과만 놓고 보면 4명 중 김소
연 학생의 물리 문제풀이 능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이성호
학생이 비교적 잘 풀이한다고 할 수 있고, 김우진, 최현민 학생은 문제풀이 능력이
두 학생이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표 Ⅵ-9] Symon 1-10 문제풀이 결과 비교
학생

이성호

풀이문제수 4200
FCI 점수 27

김소연

풀이문제수 100
FCI 점수 28

김우진

풀이문제수 5300
FCI 점수 23

최현민

풀이문제수 480
FCI 점수 22

[1차]

Visualizing

[최종]

[2차]

 m ax 일 때
안쪽

안쪽

안쪽

바깥쪽

관성계

비관성계

비관성계

비관성계

Planning

없음

Visualizing

Planning

이해

163초

48초

585초

V,F,K

(46.7%)

(41.4%)

(84.2%)

계획
P
실행
E

142초
(40.7%)
44초
(12.6%)

10초
(8.6%)
58초
(50.0%)

1차 56초
(56.0%)
2차
126초(43.0%)

349초

116초

695초

(5분 49초)

(1분 56초)

(11분 35초)

마찰력의
방향
좌표계
어려움을
겪은 단계
단계
별
소요
시간

총 소요시간

최종 답 m ax


 cossin   cos

[오답]


 sin   cos 

cos   sin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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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15.8%)

1차 44초
(44.0%)

2차
223초(57.0%)

1차 100초
(1분 40초)

2차
293초(5분 53초)

sin  cos


   tan 


[오답]

[오답]

다. 물리 문제 해결 경험과 물리 학습
사례연구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물리 개념 수준과 문제풀이 양이 다른 4명의
물리개념과 문제 해결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지금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것 중 학생 간 차이가 있는 데이터만 모아보면 [표 Ⅵ-10]과 같다.

[표 Ⅵ-10] 인터뷰 학생들의 분석자료 비교

이성호

학생

단계
별
시간
Sym
on
1-10
풀이

성취
도
물리
문제
해결
전략

김소연

김우진

풀이문제수 4200
FCI 점수 27

풀이문제수 100
FCI 점수 28

풀이문제수 5300
FCI 점수 23

이해

163초

48초

585초

V,K,F

(46.7%)

(41.4%)

(84.2%)

계획
P
실행
E

142초

10초
60초

최현민

풀이문제수 480
FCI 점수 22
1차 56초
(56.0%)

2차
126초(43.0%)

1차 44초
(44.0%)

(40.7%)
44초

(8.6%)
58초

(12.6%)

(50.0%)

총 소요시간

349초

116초

695초

해결여부

오답

정답

오답

오답

어려워한
단계

Planning

없음

Visualizing

Planning

45.5

51

38

29

50

43

25

11

일치

유사

일부 유사

불일치

KD

KD

RA

RA

소요

중간고사
점수
과학경시
점수
House
Model과 비교
해결전략

(박윤배, 1991)

(15.8%)

2차
223초(57.0%)

1차 100초

2차
293초

[표 Ⅵ-10]을 보면 물리 문제의 성취도는 물리 문제 해결 전략과 밀접한 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연구자들에 따르면 물리 문제 해결 성취도에 있
어 지식-개발 전략이 수단-목적이나 임의 전략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Park,
1990; 권재술, 이성왕, 1988; 박윤배, 조윤경, 2005). [표 Ⅵ-10]의 중간고사나 과
학경시대회 성취도를 비교해 보면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두 학생의 점수가
임의 전략을 쓰는 두 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다. 그리고 이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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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학생들의 문제풀이 순서가 House Model과 더 가깝다는 사실도 House Model
이 문제 해결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 Ⅵ-10]의 자료를 비교하면 물리 문제 해결과 물리 개념 수준과도 어느 정
도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 오히려 문제풀이 경험에 해당되는 풀이문제 수는 물리
문제 해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물리 문제 풀이 수와 학생의 물리 문제 해
결 성취도는 앞의 5.4절에서 이미 양적연구를 통해 상관이 없음을 밝혔던 부분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한 번 더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물리 문제 해결이나 물리 학습(개념
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네 명의 학생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성호 학생은 물리 단원의 배치가 기초에서 응용으로 진행되기에, 한 단원별
로 이해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푼 문제를 그 문제에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였고, 그 흐름은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풀이 방식의 틀을 잡아가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문제를 단순히 많이 풀거나 비슷한 문제
만을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하였다. 여러 문제를 접하고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이성호 : 어~ 그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대체적인 흐름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리 단원들 보면은요. 배치가 그냥 배치된 게 아니고
요 배치가 차례차례 기초적인 걸 하고 더 응용적인 것을 하는 방식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그니까 한 단원, 한 단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
인 흐름을 파악해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푼 문제들 풀 때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푼 문제라도 계속 보면서 흐름이라고 할까 그 흐름을 잃지 않
는 게 대게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 (자신 없어 하면서) 저는 그
흐름이 끊긴 것 같아요.
연구자 : 보통 과거에 문제를 푼 것들이 물리의 다른 영역에 도움이 된다는 건가?
이성호 : 어~ 그니까 그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풀이 방식
의 틀을 잡아간다고
- 이성호 학생 3차 인터뷰中
김소연 학생은 이전에 풀어본 물리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 풀이에는 전혀 도움
이 안되고, 이론을 정리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올림피아드
공부할 때 약간 도움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미적분을 이용하는 것에서 도움을 받

- 159 -

았다고 하였다. 자신은 물리 문제를 많이 읽어보기는 하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읽어본 문제의 1/20
정도만 풀이를 해본다고 하였다.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개
념학습이 문제 푸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연구자 : 옛날 공부했던 문제, 물리 문제 풀면서 공부했던 문제들이 나중에 문제 풀
이나 나중에 물리 학습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김소연 : 응~ 그니까. 난이도에 따라서 그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학교 내신수
준 문제 풀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연구자 : 예전에 물리 학습 했던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긴가요?
김소연 : 그니까 예전에 문제풀이 했던 게. 그냥 이론만으로도 다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올림피아드 공부할 때는 약간 예
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 건가요?
김소연 : 응~ 약간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인 것 같은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었던 풀이 방법? 계산식? 그런게 여기에 적용하면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
요.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원래 풀이랑은 다른데 약간 더 쉽게 풀릴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연구자 : 이전에 풀이한 문제에서 풀이방법을 따오면 쉽게 풀리게 된다?
김소연 : 네. 그니까 약간 미적분 개념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심화가면(심화수업 또
는 올림피아드). 그래서 약간 미적분 특징 때문인 것 같기도 하구요.
...(중략)...
연구자 : 그럼 문제 푼 것이 이론에 도움은 되는가요?
김소연 : (고민하다가) 어... 약간 이론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연구자 : 물리 문제는 많이 풀어야 한다는 생각? 적게 풀어야 한다는 생각?
김소연 : 심화된 문제! 그니까 완전 기본적인 문제랑. 심화된 문제 이렇게 두 개 양
극화 된 상태에서 푸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문제수는 적게 하고, 기본적
인 문제로 약간의 개념을 익힌 다음에 심화된 문제로 생각을 하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김소연 학생 3차 인터뷰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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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학생은 과거에 문제 푼 것이 물리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였다. 이전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상황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비슷한 개념을
이용한다는 데 있어, 그리고 문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데서 도움이 된
다고 말하였다. 단, 처음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식을 단순히 외우기 보다는, 유도과
정을 이해하고 문제상황을 완벽히 이해할 때 다른 문제풀이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
였다. 문제풀이는 많은 양을 푸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
하였고, 문제의 풀이 식을 외우는 형태의 학습은 물리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자 : (이전의 물리 문제 풀이 경험이) 유사상황도 (도움이) 되고 유사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도움이 되는가요) ?
김우진 : 유사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해했는데, 여기는 좀 바뀌니까. 유
사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개념을 통해서... 개념이 비슷한데... 적용해야 하는 방식이 다른 거
잖아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면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는 (이전의 것과)
비슷한 거니까,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구자 : 물리 문제 푸는 것이 (물리)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시험에 도움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김우진 : 일단... 식 같은 것을 외울 때도요. 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상황을 알고
유도과정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 볼 때 단순히 이 식을 적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완벽히 안 다
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식을 세울 수 있으면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
면요 - 단순히 식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면. 식만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그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 이런 상황에
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건 이 상황이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이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연구자 : (문제를) 많이 풀수록 더 도움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많이 풀어도 어
느 정도만 발전이 되고, 많이 푼다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김우진 :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요.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조
금 푸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요렇게 푼 문제도 다른 문제 풀기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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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거잖아요. 많이 풀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해하면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 김우진 학생 3차 인터뷰中
최현민 학생은 이전에 풀어 본 문제와 같은 유형이 나올 때만 풀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였다. 물리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에 계산만 하는 문제는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연구자 :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옛날에 풀어 봤던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요?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거나?
최현민 : 문제가 그 유형으로 나오면 풀 수 있는 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연구자 :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거에 문제 푼
것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
최현민 : 네.
연구자 : (이전 면담에서) 물리 문제를 푸는 것이 1학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었다
고 했는데, 2학년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2학년 때는 도움이
된 것 같아? 1학년 때는 왜 도움이 안 되었나요?
최현민 : 1학년 때는 (배경지식이 부족해서) 아무 것도 몰랐어요. (잘 모르는 상태
에서) 문제를 직접 풀다보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학습)이고. 2학년 때는
알고 푸니까 문제를 제가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푸는 것 같아서 2학
년 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연구자 : 알고 푼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푼다는 건가요?
최현민 :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푼다는 것을 말해요).
- 최현민 학생 3차 인터뷰中
문제풀이에 관한 그들의 생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각각 선
호하는 물리 문제 해결 학습법이 존재하였고, 3명의 학생은 이미 중학교 때 자신만
의 체계적인 풀이법을 구축하였다고 말하였다. 과거에 푼 물리 문제는 도움이 된다
는 학생도 있는 반면 제한적이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다.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
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문제이거나 풀이 식을 외우는 형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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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11] 물리 문제 해결에 대한 인터뷰 학생들의 생각
학생

현재

자신의

물리

문제풀

이 학습법

이성호

김소연

풀이문제수 4,200
FCI 점수 27

풀이문제수 100
FCI 점수 28

전체적인 흐름 안

이론을 완벽히 익

에서 문제를 풀면

힌 후 문제 풀이.

서 사고함. 공식을

문제를 많이 읽고

외우지 않고 풀이

그 중 1/20만 풀이.

방식의 틀을 잡아

기본적 문제랑 심

감.

화된 문제를 풀이.
이론학습에

약간

김우진

풀이문제수 5,300
FCI 점수 23

최현민

풀이문제수 480
FCI 점수 22

단순히 문제의 식
을 외우지 않음.

한 문제에 대해 다

문제 상황과 유도

양한 방법으로 풀

과정을 이해하려고

어봄.

함.
비슷한 개념을 이

물리 문제 풀

물리 내용의 흐름

도움.

용하거나 문제 상

같은 유형의 문제

이가

을 파악하는 데 도

물리 올림피아드에

황을 잘 이해할 수

를 해결할 때 도움

움이 됨.

서 미적분 문제 풀

있다는 데서 도움

이 됨.

때 도움이 됨.

이 됨.

도움이

되는 경우
물리 문제 풀
이가

도움이

되지

않거나

피해야 할 물
리

문제풀이

높은 수준의 문제
문제를 단순히 많
이 풀이하거나 비
슷한 유형의 문제
만 풀이 하는 경우

학습법
물리

(학교 내신시험 문
제)를 풀이 할 때는

문제 풀이 하는 식

도움이 안 됨.

을 외우는 경우

단순히 많은 문제

계산을 주로 하는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

풀이하기.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에 대한 본
인의 생각

이전의 아이디어를
활용하거나 생각하
는 힘을 기른다는
데서 도움이 됨.

문제 해결 실력 향
상에 도움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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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푸는 식을
외우는 형태의 학
습은 물리 실력 향
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계산만하는 문제는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
각함.

6.6. 요약
이 단원은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이란 주제로
1년 5개월 동안 진행한 연구의 결과이다. 연구대상은 과학고 1학년 학생(156명)
중 물리 심화수업을 수강하는 49명이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물리 선행학습을 하였고,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교과 선행 학습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물리 Ⅰ, 물리 Ⅱ, 일반물리학 과목에서 물리
문제를 고교 입학 전에 100 ~ 5,300 문제(평균 2,200 문제) 풀이한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 풀이한 물리 문제 수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도 교내물리경시대회와
중간고사 점수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나타내는
힘개념 검사도 풀이 문제 수와 상관관계를 띄지 않았다.
연구자는 정량 연구를 수행했던 49명 중 풀이한 물리 문제 수와 힘개념 검사
점수를 기준으로 대표할 수 있는 네 명의 학생에 대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각 학생의 물리 문제풀이 전략, 물리 문제풀이의 실제
(Symon 1-10 문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 보는 것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네 명의 학생은 물리 문제 해결 전략에 있어서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은 두 학생은 House Model의 풀이 전략이 자신의 것과 유사했고,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힘개념 검사 점수가 낮은 두
학생은 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문제 풀이에서는 김소연 학생
만이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였고, 다른 학생들은 Visualizing 또는 Planning 단
계에서 어려움이 나타났다. 문제 해결에 대해 그들의 생각을 묻는 질문에서는 과거
의 물리 문제풀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
의 의견이 나뉘었고,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부정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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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

론

7.1. 요약
과학교육 현장에 있는 많은 연구자와 교사들은 이공계 기피현상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물리교육자들은 학생들의 물리 선택 비중 감소에 대
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물리과목을 기피하는 원인에는 학문의 이론적 특
성, 학교 내/외적 요인, 개인 요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학생들이 물리를 어렵게
느끼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세계의 많은 학생들이 물리를 어려워하면서, 물리 문제
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이 ‘물리 문제 해결’에 대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였다.
문제 해결을 연구하였던 선행연구자들은 역학 문제 해결에 있어서 3~6단계의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했었다(박윤배, 1991, 2002; Heller & Heller, 1995;
Heuvelen, 1991, 1995; Reif, 1995; Styer, 2002). 연구자는 기존의 문제 해결 전
략의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단점을 보완하고, 인지심리학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제 이해 단계와 그림을 강조하는 House Model을 개발하였다. 이전 선행연구의
문제해결 모형과 비교한 House Model의 장점은 학생들의 문제풀이 과정을 구조화,
시각화 할 수 있고,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기존에 사용
하던 방법과 단계가 비슷하기에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초기에
개발된 House Model(2004)은 Central Concept, Problem Situation, Given Data,
Known Variables, Findings, Strategy, Execution의 7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연구
자는 House Model을 역학 수업에서 활용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2008년도에 두
번째 House Model(Byun et al., 2008)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단계를 ① Visualizing(문제상황을 스케치함), ② Knowing(문제에 주어진 변수, 조
건을 앎), ③ Finding(문제의 질문을 분명히 함), ④ Planning(물리적 법칙이나 개
념, 문제의 정보를 고려하여 풀이 계획 수립함), ⑤ Executing(계획을 적용하여 해
를 구함), ⑥ Checking(풀이를 검토함)의 6단계로 조정하였다. Visualizing은 그림
그리기

강화를

위해

기존

Problem

Situation

단계에서

독립시켰고,

Known

Variables와 Given Data는 Knowing으로 통합되었다. 또한 기존에 별도로 작성했던
Execution은 House Model 내부로 삽입하였다. 이렇게 수정된 House Model을 활
용하여 문제 해결에서 학생의 어려움과 해결과정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은 자연대학의 역학수업과 수강인원,
장소, 연습문제, 수업내용 및 교수법에서 차별화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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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수업에서는 MAOF개념도를 통해 학생의 역학 개념 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
며, Weekly Report와 연습문제 풀이보고서를 통해 학생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풀이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해 House Model을 개발하고, 연습문
제 풀이 시간에 이를 활용하였다. 2004년 House Model 활용에 대해 역학수강생
(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은 역학 연습시간에 House Model
풀이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1차 설문에서는 중립적인 의견을, 2차 설문에서는 비교
적 긍정적인 반응(42% 긍정, 33%부정)을 보였다. 많은 학생들이(76%) House
Model의 풀잇법이 기존의 자신의 풀잇법과 단계는 비슷하나 더 체계화되어 있다고
답하였기에 House Model의 학생 적응도가 높으리라 기대되었고, 학생들은 House
Model의 체계적인 설명과 교육이 있다면 활용하겠다는 의견(42%)이 그렇지 않다
(29%)라는 의견보다 많았다. 학생들은 House Model 풀이가 문제풀이의 체계성을
정립하고, 문제 상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며, 문제 해결에서 개념 및 원리 적용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반면 풀이의 경직성, 단계의 복잡성, 많은 시간 소비에 대해
서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Ⅴ장의 연구에서 연구자는 2008년 제작된 House Model을 통해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동안 학생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8년 1학기 물리교육을 전공
하는 역학수강생 24명이 연구 대상이었으며, 학생들은 주당 2회의 강의(75분×2회)
와 1회의 연습시간(60분) 수업에 참여하였고, 매주 Weekly Report와 4~5개의 역
학 문제가 과제로 주어졌다. 매주 나가는 역학 과제 문제 중 하나가 House Model
풀이 문제였는데, 연구자는 10개 문항의 120개 House Model 풀이 답안에서 학생
의 어려움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이 각 단계별 어려움을 0(어려움이 없음)~3(매우
어려움)으로 표시한 것을 SPSS를 이용하여 Kruskal-Wallis test를 수행하고, 사후
비교(post hoc comparison)로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
생들은 Executing 단계(1.96)를 가장 어려워하며, 그 다음으로 Planning 단계
(1.59)를 어려워하며, Visualizing 단계(0.64), Finding 단계(0.64), Knowing 단계
(0.50)의 어려움은 낮았다. 연구자는 문항난이도를 통해 쉬운 문항과 어려운 문항
을 구분하고, Mann-Whitney U test와 Spearman 상관계수를 통해 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풀이하는 동안 각 단계별 어려움과 문항난이도와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연
구결과 문항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어려움의 패턴 변화는 없었지만, 어려운 문제에
서 Executing(1.00 → 2.80)과 Planning(0.93 → 2.50) 단계의 학생의 어려움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연구자는 학생의 어려움을 정량적으로 알아 낸 것 외에도 세
명의 학생과의 인터뷰와 Weekly Report, 그리고 문제풀이 보고서를 통해 역학 문
제풀이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의 원인 세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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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술의

부족(미분방정식,

급수를

이용한 근사)으로, 이 경우 학생들은

Executing 단계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두 번째 원인은 특정 물리지식(개념, 이론,
방정식, 경험)의 부족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Planning 단계를 어려워하였
다. 마지막 원인은 문제 이해의 부족이었는데, 이 학생들은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Ⅵ장의 연구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이란 주
제로 2개의 작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하나는 설문조사, 힘개념 검사, 성취도검사(중
간고사, 과학경시대회)의 데이터를 분석한 정량연구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량 연구
를 바탕으로 집단의 성격을 4개로 구분하여 각각을 대표할 수 있는 학생을 뽑아 4
명의 학생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을 분석한 정성연구이다. 연구 기간은 2010년 3월
부터 2011년 8월까지이며, 연구대상은 과학고 1학년 학생(156명) 중 물리 심화수
업을 수강하는 49명이었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 ~ 중학교 3학년 기간 동안 물
리 선행학습을 하였고, 가장 많은 수의 학생이 중학교 2학년 때 물리 교과 선행 학
습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물리 Ⅰ, 물리 Ⅱ, 일반물리학 과목 수준에서 물리 문제를
100 ~ 5,300개 풀이하였고, 고교 입학 전에 평균 2,200개의 물리 문제를 풀이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풀이한 물리 문제수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도 교내물리
경시대회 점수(r=.191)가 중간고사 점수(r=.149)보다 좀 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
었으나 통계적으로는 둘 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물리 개념의 이해도를 나
타내는 힘개념 검사(FCI)도 풀이 문항 수와 상관관계를 띄지 않았다.
연구자는 정량연구를 수행했던 49명 중 풀이한 물리 문제 수와 힘개념 검사 점
수를 기준으로 최대변량표집 기법을 사용하여 대표성 있는 4명의 학생에 대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3차례에 걸친 인터뷰를 통해 각 학생의 물리 문제 해결 전략,
물리 문제 해결 과정(Symon 1-10 문제), 물리 문제 해결 경험과 물리학습과의 관
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4명 중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은 두 학생은
자신의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이 House Model의 해결 전략과 유사하였고, 문제를 풀
때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힘개념 검사 점수가 낮은
두 학생은 임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두고 힘개념 검사 점
수가 문제 해결 전략과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만, 문제 해결
전략은 학생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이나 성취도(중간고사, 과학경시대회 점수)와
많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물리 문제를 해결할 때 House Model 풀이 단계와 일
치하거나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고,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이, 풀이한 문
제 수와 상관없이 높은 성취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Symon 1-10 문제 해결에서 물
리 문제를 적게 풀어보았지만, 힘개념 검사 점수가 높고,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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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김소연 학생만이 이 문제를 어려움 없이 가장 빨리 해결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다른 학생들은 Symon 1-10 문제 해결 과정에서 Planning, Visualizing
단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결국엔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이론
학습이나, 흐름 및 개념 파악, 상황이해에서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 도움
이 되지만, 높은 수준의 문제(창의적인 문제)는 과거의 문제풀이 경험이 도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4명의 인터뷰 학생 모두 계산문제만 푼다던지, 비슷한 유형
의 문제만 푼다던지 또는 풀이 식을 외우는 형식의 학습은 물리 학습에 도움이 안
되며 피해야 할 학습법이라 생각했다.

7.2. 결론
연구자는 학생들이 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하거나 또
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계속 고민해왔다. 연구자는 이 고민해결을 위해 역학
수업 조교 경험을 살려 문제 해결의 새로운 모형인 House Model(2004)을 제작하
였다. 초기 House Model은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역학수업에서 5년 동안 사용되
었으며, 이 기간 동안 Weekly Report, 연습문제 풀이보고서와 함께 학생들의 수업
피드백을 받는 도구로써, 또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
되었다. 초기 House Model의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연구자가 기대 했던 것에
비해 학생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 될 수 있는데, 하나는 초
보자에게 아무리 좋은 문제해결 방법을 알려주더라도 자신이 평소 풀이해오던 습관
으로 인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해석학적 관점으로
보면 학습은 해석학적 순환과정이기에 학생들이 House Model을 받아들이고 잘 활
용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는 초기 House Model(2004)에 대한 보완점을 조사하고, 다른 선행연구
자들의 모형을 비교하고, 학생들로부터 모형에 대한 피드백 및 다른 동료연구자들
과 논의를 통해 새로운 House Model(2008)을 제작하였다. 새로운 House Model은
Visua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Checking의 6단계로 이루어져
학생들이 문제를 보다 상세하고, 구체화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그림을 그리
고, 전체 단계를 시각화하여 문제 전체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다.
연구자는 House Model을 통해 역학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조
사하였다. 이전의 선행연구들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겪는 학생의 어려움을 조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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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사례연구의 형식으로 한 번에 많은 문제나 많은 학생수를 대상으로 해결 과정
상의 어려움을 알아내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연구자는 House Model 단계에
어려움을 표기함으로서 문제해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다 많은 학생 수
를 대상으로 정량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학생의 House Model 답안을 통해 연구
자가 보다 쉽게 학생의 어려움을 볼 수 있으며, 또한 한 번에 많은 학생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물리 문제 해결 과정에서 Executing,
Planning 단계를 어려워한 반면, Visualizing, Knowing, Finding 단계는 덜 어려워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어려운 문항일수
록 고급의 수학적 기술을 요구하거나, 문제를 풀기위한 사고단계의 수가 많아 계획
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변의 교육현장에서는 과학고 입시를 위해 또는 올림피아드 및 각종 경
시대회 입상을 위해 과도한 물리 선행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학습을 위한 과
도한 사교육은 물리교육 현장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
이다. 더군다나 사교육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대부분이 물리 문제 풀이로 학
생과 부모들은 학원을 다니면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과학고에 입학할 수 있고,
올림피아드 시험에 입상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물리 문
제를 많이 푸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오히려 물리 문제를 적
게 풀었지만, 개념검사 점수가 더 높고 심지어 새로운 문제를 더 잘 푸는 학생도
있었다. 반대로 물리 문제를 매우 많이 풀었음에도 물리 개념수준은 그리 높지 않
으며, 새로운 문제에 대해 잘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도 있었다.
연구자는 연구문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물리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물리 문제
해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연구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중학교 시절
문제를 많이 풀어보았던 과학고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 풀이의 양과 성취도, 역
학 개념 수준(FCI)을 조사하였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보통 문제 해결력도 뛰어
나고 성취도 역시 높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물리 문제를 해결한 양과 학교 내신 시
험이나 경시대회 성적과의 상관관계는 없었다. 힘개념 검사를 통해 알아본 물리 개
념 수준도 문제 해결 양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한 사례연구에 따르면 물리 문제 해결과 관련된 학생의 특성은 풀이한 문제 수보
다 힘개념 검사 점수나 물리 문제 해결 전략과 더 관련성이 깊었다. 물리개념 성취
가 높은 학생들은 House Model의 풀이 전략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였
고, 문제 해결과정에서도 지식-개발 전략을 사용한 반면, 물리개념 성취가 낮은 학
생들은 풀이 전략도 House Model의 것과 차이가 있으며, 임의 전략을 사용하였다.
또한 문제 해결 전략이 뛰어난 학생들이 실제 문제 해결 과정과 성취도에서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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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모습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물리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은 문제를 풀지만, 물리 문제를 많이 푼 것에 비해, 물리 문제 해결 능력이나 물
리개념 수준은 기대한 만큼 향상되지 않는다. 이는 물리 학습 방법 또는 물리 문제
해결 전략이 올바르지 않다는 데 있다.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물리
문제 해결 학습에 House Model과 같은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교육과 올바른 물
리학습법에 대한 안내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본다.

7.3. 제언 및 후속연구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집단의 물리 문제 해결 과정’ 연구에서 네 학생의
인터뷰를 통해 물리 개념이 잘 잡힌 학생들의 공통점이 드러나지만, 사례의 수가
적기에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풀이를 많이 하고
도 성취도가 높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섬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물리를 어떠한 방법
으로 학습할 때 개념이해 향상과 문제풀이 능력이 함께 발달하는지에 대해 보다 많
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이 연구는 문제 해결력과 지능이 일
반 학생에 비해 높은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가 확장되어
일반 인문계고나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적용되어, 물리 문제 학습에 좋은 기준을 제
시하는 연구가 더 많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House Model의 활용에 대한 조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되지 못했
다. 연구자가 역학조교로 활동한 기간에만 House Model에 대한 data 수집이 활발
히 이루어졌고, 다른 대학원생이 역학조교로 활동할 때에는 담당 조교가 House
Model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기에, 2005년 ~ 2007년 사이의 Data 수집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에도 역학수업시간에 House Model을 사용하였기에 학
생들이 사용 후 피드백을 더 수집하였다면 역시 발전적인 형태의 House Model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문제 해결은 해석학적 순환 과정임을 알고 이를 탐색하
면서 House Model 내에 반영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 진학을 위한 선행학습이 시작되고, 중학교 시절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물리과목에 대한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구결과에서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이 항상 좋은 열매를 가져다주는 보험이
되지는 못함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개선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에도 힘을
쏟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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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House Model 안내자료
1. House Model (2008)
Visua lizing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Che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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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use Model의 각 단계별 설명
Visua lizing
시각 화
1.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케치한다.
2. 좌표축, 힘, 상호관계 등을 표시한다.
3.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시 문제의 상황만 적는다.

Knowing

Finding

아는 것

묻는 것

1.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와 수치 값을 적는다.

1. 문제의 질문을 확정한다.

2. 문제의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을 적는다.

2. 구해야 하는 변량을 찾고, 기호로 변환한다.

3. 변량을 기호로 변환한다.

Planning
계획
1. Knowing과 Finding을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개념을 떠올려 본다.
2. Knowing과 Finding에서 문제 풀이에 유용한 정보들을 골라내어 식을 만든다.
3. 정보들을 연결한 식이 구해야 하는 값을 알아내는데 충분한가?
3-1. Yes 구해야 하는 값을 알아내는 데 충분한 정보를 알았다면 Executing 단계로 넘어 간다.
3-2. No 여러 작은 문제로 나누고, 각 단계 마다 문제에 관계된 식을 적는다.

Executing
풀이
계획을 적용한다.(해를 구함)
1. 모델을 적용하여 표적 값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2. 구해야 하는 값에 변량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3. 해답을 적는다.

Checking 검토
1.
2.
3.
4.

단위(차원), 부호, 방향이 모두 맞는가?
답이 물리적으로 적절 한가?
수학적 계산은 틀린 부분이 없는가?
찾아야 하는 값을 모두 찾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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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ouse Model을 이용한 문제풀이의 실례
5-6. 그림에서 질량 M이 3.3kg인 미끄러지는 토막이 마찰
없는 수평면 위에서 미끄러진다. 무게와 마찰이 없는 도르래
를 거쳐 질량 m이 2.1kg인 매달린 토막이 떨어지면 미끄러
지는 토막은 오른쪽으로 가속된다.
(a) 미끄러지는 토막의 가속도를 구하고 (b) 매달린 토막의
가속도를 구하고 (c) 끈의 장력을 구하여라.

* 각 단계 옆에 □이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어려움의 난이도를 표시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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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ouse Model에 대한 궁금증 해소
1. 모두 동사형(Finding, Solving, ...)으로 하였다.
문제 풀이는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피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활동해야 하는 상황임
을 강조하였다.

2. ‘Knowing’과 ‘Finding’를 위쪽에 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대한민국)를 비롯하여 가로 글쓰기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왼쪽 상단
부터 읽어 나가는 경향이 있으며, 책을 읽거나 수업을 받을 때도 왼쪽 상단의 내용을 가장 잘 기억한다.
House Model을 보게 되면 Visualizing과 함께 Knowing과 Finding이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읽기 흐름으
로 'Knowing'과 ‘Finding'을 함께 보게 되면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과 또한 문제에서 우리가 해
결해야할 과제를 한 번 볼 수 있다. 또한 문제 풀이에서 여러 연구자들이 문제 풀이 과정에서 문제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Dan Styer, 2002; Heller, 1992). 문제 풀이 과
정 중 문제의 목표를 다시 봐야 할 경우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두어 문제풀이 과정의 시간을 조금
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두 번째 이유는 문제 풀이 단계에서 작성하기 가장 쉬운 단계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구하라고 하는
답(계산 값, 변수, 식의 증명)이 가장 마지막에 있다. 문제를 읽고 나면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구하라는 답이다. 그리고 Knowing은 문제를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바로 작성하기에 좋다.

3. 풀이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정하였는가?
전체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방향으로 진행되지만(①Knowing, ②Knowing, ③Visualizing, ④Planning,
⑤Solving, ⑥ Checking) 순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House Model이 기존 문제풀이와 가장 차이나
는 부분이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풀이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Finding이 눈에 바로
보이며 Finding부터 적을 수 있고, Knowing과 Finding을 대비하여 Planning을 작성할 수 있으며,
Planning을 작성하면서 Visualizing을 하거나 Knowing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에 따라
Visualizing이 어려운 경우(추상적이거나 미시적 상황) 생략할 수도 있다. 꼭 순서에 따르면서 푸는 것
이 아니라 역동적이며 융동성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①~⑥과 같은 순서를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전진방향의 문제 풀이가 역진방향의 문제풀이11)
보다 문제풀이에서의 성공률이 높다는 것과 전문가와 초보자의 문제풀이의 차이에 있다(박윤배, 1991;
Henderson, 2004)
Experts(Physicists)
- 문제를 기본적인 원리와 관련시킨다.

Novices(beginning student)
- 예제 문제로부터의 식을 짜 맞추려 한다.

- 내적으로 연결된 연속된 과정들을 계획하고 검 - 어떠한 식과 맞는지를 먼저 조사하고, 계산을
사한다.

시행한다.
[ 문제 풀이에 있어서 전문가와 학생의 차이(Henderson, 2004) ]

11) 박윤배(1991)는 역학 문제 해결 방안에서 수단-목적(Means-End: M-E) 방안을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물리량을 포함하고 있는
식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그 식에서 모르는 물리량을 찾는 역진방안이라고 말하였으며, 지식-개발(Knowledge-Development:
K-D) 방안을 주어진 물리량을 포함한 식으로부터 시작하여 기대하는 물리량으로 가는 전진방안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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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본 연구에서의
정의

초심자
해당분야의 지식이 적음

전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개념들이 무

초보적인 조직 위계

리지의 하나의 단위(Chunk)로 기억

문제 해결 경험이 적음

개념간의 위계가 잘 조직

논리적 사고력의 수준이 낮음
물리학 전반에 걸친 지식이 적음

논리적 사고력 사고력이 높음
물리학 전반의 지식

초보적인 위계조직

수학적 기능 우수

수학적 기능이 낮음

잘 분화된 논리적 사고력

[ 초심자와 전문가의 특징(권재술,이성왕,1988) ]
물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초심자는 그 문제 상황에 관련된다고 생각되는 공식을 즉흥적으로 찾
아 적용하려고 하지만 전문가는 공식을 적용하기에 앞서 문제의 상황을 정성적으로 재음미한다. 초심자
는 제시된 문제 상황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지만 전문가는 문제의 상황을 변형하여 활용한
다.(Larkin, 1987; Larkin & Rief, 1979, ;권재술, 1988)

4.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과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①~⑥ 단계는 기존의 문제 풀이 방법과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3~5단계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풀이를 제시했었다.

Polya, Larkin, 홍미영 등은 4단계의 방법을 제시하였고, Dan Styer(2002)는 Design, Execute, Check
의 3단계를, Rief(1995)는 Analyze Problem, Construction of Solution, Checks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또한 Heller(1992)는 ① Focus the problem, ② Describe the physics, ③ Plan the solution, ④
Execute the plan, ⑤ Evaluate the answer의 다섯 단계를 말하였다.
다른 문제 풀이에서는 1~2단계(정보 이해, 계획수립)에 설정한 것을 New House Model에서는 4단계
에 걸쳐 자세하게 펼쳐 놓았다. 이것이 큰 차이 점 중에 하나인데, 문제풀이의 성공률이 높은 전문가는
문제의 이해단계에서 30%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권재술, 1988) 이는 문제를 정확히 잘 이해할수록
반대로 계획 단계에서는 시간이 절약된다. 그리고 사람의 뇌는 단기기억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
보량이 한정되어 있다. 복잡한 문제를 풀다보면 다시 한번 문제의 조건과 주어진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세분화 해 두면 문제 풀이 과정 중 다시 확인할 때 시간이 오히려 절약되며,
검산할 때도 더 잘못된 부분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처음 House Model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기존의 문제풀이 방법은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것에 비해 House Model은 기존의 선행연구와는 달리 학생들의 문제풀이 과정을 구조화, 시각
화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사고과정을 따르려고 한 것 또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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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r's Problem Solving Method(1992)

Reif's Problem Solving Method(1995)

5. Visualizing의 중요성
전문가는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그림을 그릴 경우 모든 정보를 정확히 그림에 표시한다.(권재술,
1988) 추출할 수 있는 정보들은 그림에 모두 표시 해둠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도중에 필요한 정보를 잊
어 다시 찾아야 할 경우나 정보간의 관계를 조사할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 문제의 확인단계에서도
그림에 표시된 정보 간에 관계를 조사할 경우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 House Model을 만든 이유는?
학생들은 전통적으로 역학에서 연습문제 풀이를 어려워했다.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했다. 또한 학생
들의 문제풀이가 한 눈에 보이기를 원했다. 사람은 시각적 반응에 뛰어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정교화
되어 있을수록 다음에 다시 자신의 문제풀이를 볼 때 손쉽게 기억을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7. 새롭게 New House Model을 만든 이유는? 그리고 기존의 House Model과의 차이점은?
기존의 개발된 House Model(2004)은 2004년~2007년 까지 4년 가까이 역학 수업과 연습시간에 사
용하였다. 시행 초기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문제풀이의 체계성 수립과 문제 상황 파악에 큰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였고, 연습문제 풀이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53%로 절반이 조금 넘었었
다. 하지만 다시 새롭게 개발하게 된 동기는 시간이 갈수록 기존 자신이 사용하던 방법과의 차이, 그리
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그리고 단계를 보다 간단히 했으면 하는 학생들의 반응과 학생
들이 House Model 사용에 적응하기 위해 House Model에 대한 자세한 안내서와 함께 기존 House
Model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자기반성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기존 House Model과 새로운
House Model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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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House Model의 모습과 단계별 설명 ]

Visua lizing
시각 화
1.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을 스케치한다.
2. 좌표축, 힘, 상호관계 등을 표시한다.
3. 그림으로 표현하기 어려울 시 문제의 상황만 적는다.

Finding

Knowing

묻는 것

아는 것
1. 문제에서 주어진 변수와 값을 적는다.

1. 문제의 질문을 확정한다.

2. 문제의 특별한 제한이나 조건(저항)을 적는다.

2. 표적이 되는 변량을 찾고, 기호로 변환한다.

3. 변량을 기호로 변환한다.

Planing
계획
1. Knowing과 Finding에서 문제를 풀이에 유용한 정보만 골라낸다.
2. Knowing과 Finding을 연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칙이나 개념을 기억해본다.
2-1. Yes 한번에 연결되는 식이 있다면 바로 3번으로.
2-1. No 여러 작은 문제로 나누고, 각 단계의 마다 문제에 관계된 식을 적는다.
3. 표적이 되는 값을 알아내는 데 충분한 정보를 알았다면 Executing 단계로 넘어 간다.

Executing
풀이
모델을 적용한다.(해를 구함)
1. 모델을 적용하여 표적 값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다.
2. 표적 값에 변량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3. 본래 문제의 질문을 답을 적는다.

Checking 검토
1.
2.
3.
4.
5.

찾아야 하는 값을 모두 찾았나?
이전 단계에서 잘못 적은 값은 없는가?
단위, 부호, 방향이 모두 맞는가?
답이 물리적으로 적절 한다.
수학적 계산은 틀린 부분이 없는가?

[ 새로운 House Model의 모습과 단계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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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Central Concept의 삭제! Central Concept은 문제에서 중심개념을 적는 란으로 중심개념을
알면 문제를 풀 때 key idea가 되어 풀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그래서 가장 먼저
①에 두었지만, 실제 학생들은 복잡한 문제 일수록 중심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워했다. 그리하여 과
거에는 대안으로 Central Concept에 소단원의 제목을 적도록 하였으나 교육적 효과는 미지수였다. 학생
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있다는 것은 쉬운 것에서 어려운 단계로 가는 자연성에도 위배되
며, 문제 풀이에 꼭 필요한 단계는 아니기에 가감이 삭제하였다.
두 번째 단계의 위치의 재배치! 기존 House Model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가장 고민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했으며, House Model(2004)이 처음 만들어질 때처럼 틀이 여러 번 수정되었다. 기존 House
Model에서는 Findings를 네 번째 단계에 두고 왼쪽에 Known Variables를 좌측에 두었다. 당시 이렇게
모양을 둔 이유는 Known Variables와 Findings가 건물의 중요한 양 기둥을 역할을 하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여 Strategy(전략)을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위치한 것이었다. 하지만, 학생들은 Know
Variables와 Findings를 알아도 Strategy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시각적 배치로서 극복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계획을 세우는 전략은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
요하며, 또한 각 내용과 문제에 따라 특수한 형태가 필요하기에 하루 이틀에 이뤄지지 않는 오랫동안
연습을 통해 길러야 할 Know-how인 셈이다. 따라 기둥이 있는 형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Known
Variables(Knowing)과 Findings(Finding)을 함께 배치하였다. 기존 모델에서는 Execute(Executing)가
별도의 페이지에 작성하였는데, 이번에는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Planing에 바로 이어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세 번째, Visualizing을 상시 단계로 전환하였다. 예전 House Model에서는 Problem situation 오른쪽
부분에 free body diagram을 그리자고 연구자끼리 관습법화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별도
의 단계로 두는 것이 비중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였다.
네 번째, Checking을 두었다. 기본 House Model에는 검증에 대한 별도의 단계를 두지 않고, 그냥
House Model의 단계들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검증이라고 여겼다. 다른 연구자들이 개발한 문제 풀이
단계에서는 모두 검증 단계를 포함시켰는데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분명 검증이 문제풀이에서 중요
한 단계라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연구에서 살펴보면 문제 해결 성공자는 문제 해결 성공
자는 실패자에 비해 계획과 검토 단계의 행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낸다고 하였다(노태희와 전경문,
1997a; 노태희 등, 1996) 는 데에서도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기존 학생들은 House Model의 이용을 기피하고 어려
워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겠으나, 오랜 기간동안 함께 House Model을 사용해 가면서 훈련할 시간과
또 개인적으로 시도해 볼 때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했다. 단계별 설명은 기본적으로 문
제풀이연구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던 Minnesota Group의 문제풀이의 5단계의 설명을 기초로 하였다.
이에 덧붙여 Reif의 복잡한 문제를 나누어 풀이한다는 개념과 다른 연구자들(Dan Styer, Dave Van
Domelen)의 문제풀이 단계의 설명을 종합하여 서술하였다.

8. 실제는 6단계가 아니라 4단계, 3단계이다.
각 항목을 차례로 따져 보면 6단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해 보이지만, 층수별로(지붕은
제외) 나눠보면 4단계라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왜 Planning과 Solving은 점선으로 두
었는가? 문제를 풀다보면 때에 따라(쉬운 문제의 경우) 문제상황을 그려보다 계산이 절로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는 간단한 계산은 금방 가능하다. 점선으로 둔 이유는 이 3가지 단계
가 고정적이라 항상 나눠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계산
되는 것을 구지 또 반복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New House Model은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3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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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House Model 문제 풀이 예시자료
1) House Model 초기 버전 문제 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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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ouse Model 문제 풀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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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문제풀이 양과 자신감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

2010년 1학기 심화과정 역학수업을 시작하며2
2010년 3월

일

학번 (

)

이름 (

)

1. 나는 과학고에 들어오기 위해 언제부터 어떻게 물리공부를 시작하였나?
(여기서 물리공부는 고등학교 물리 I, 물리 II, 대학일반 물리학, 전공물리학(역학,전자기를 의미합니다.)

학년
초등학교 (

학기

학년)

학습교과

주당 학습시간

풀이한 문제 수

1학기

중 1

2학기
1학기

중2

2학기
1학기

중3

2학기

2009년 12월부터~2010년 2월
중2 1,2학기 모두 물리I을 학습했다면 학습교과에 1, 2학기 모두 ‘물리I’이라고 기록하세요.
중3 1학기에 물리I, 물리II 두 과목을 학습했다면 학습교과에 ‘물리I, 물리II’라고 기록하세요.

1-1.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① 입시를 위해서(과학고 입학 등)
② 중학교 내신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③ 과학(특히 물리)을 좋아해서
④ 물리학이 나의 지적호기심을 자극하여
⑤ 기타 :

2-1-1. 나는 지금까지(2010년 3월 2일 기준) 물리I을 이렇게 학습하였다.
교재명

학습범위

내가 푼 문제

하이탑 물리I
완자

1. 힘과에너지(역학)

우공비

2. 전기와자기(전자기학)

별도 학원교재

3. 파동과입자(광학)

기타(

1. 모두 다

2. 60~90%

4. 10~40%

5. 거의 안 풀다

3. 40~60%.

)

2-1-2. 물리I을 학습한 기간과 내가 푼 문제 수(문제지 합산) : (

- 201 -

) 개월, 대략 (

)문항

2-1-3. 내가 물리I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1)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2) 누군가가 푸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3) 둘 다 해당한다.

2-1-4. 물리I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

2-2-1. 나는 지금까지(2010년 3월 2일 기준) 물리II을 이렇게 학습하였다.
교재명

학습범위
1. 운동과에너지(역학)

하이탑 물리II

2. 전기장과 자기장(전자기

완자, 우공비

학)

별도 학원교재
기타(

내가 푼 문제

)

3. 원자와 원자핵(현대물

1. 모두 다

2. 60~90%

4. 10~40%

5. 거의 안 풀다

리)

2-2-2. 물리II을 학습한 기간과 내가 푼 문제 수(문제지 합산) : (

) 개월, 대략 (

2-2-3. 내가 물리II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1)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2) 누군가가 푸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3) 둘 다 해당한다.
2-2-4. 물리II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

2-3-1. 나는 지금까지(2010년 3월 2일 기준) 일반물리학을 이렇게 학습하였다.
교재명

학습범위

Halliday
Serway
Benson
기타(

)

3. 40~60%.

내가 푼 문제

1. 역학(파동포함)

1. 모두 다

2. 열역학

2. 60~90%

3. 전자기학

3. 40~60%.

4. 광학

4. 10~40%

5. 현대물리

5. 거의 안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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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2-3-2. 일반물리학을 학습한 기간과 내가 푼 문제 수(문제지 합산) : (

) 개월, 대략 (

)문항

2-1-3. 내가 일반물리학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1)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2) 누군가가 푸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3) 둘 다 해당한다.
2-3-4. 일반물리학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

2-4-1. 나는 지금까지(2010년 3월 2일 기준) 전공물리학을 이렇게 학습하였다.
교과

교재명

내가 푼 문제

전공 역학

1. 모두 다

전공 전자기학

2. 60~90%

현대물리

3. 40~60%.

광학

4. 10~40%

양자역학

5. 거의 안 풀다

2-4-2. 전공물리학(

)을 학습하면서 내가 푼 문제 수(교재 합산) : 대략 (

2-4-3. 내가 물리I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1) 내 스스로가 새로운 문제를 풀었다.
(2) 누군가가 푸는 것을 주의 깊게 보는 것이다.
(3) 둘 다 해당한다.
2-4-4. 전공물리학 학습 방법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서술...)

3. 물리 경시대회나 올림피아드를 준비해본 적이 있습니까?
(

) 회

몇 학년 때입니까?(모두 쓰시오) :
수상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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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4. 각 과목에 대한 물리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표기하시오.
교과
물리 I

물리 II

일반물리학

영역
1. 힘과에너지(역학)

자신감(1 매우낮음 - 5 매우높음)
2
3
4

1

2. 전기와자기(전자기학)

1

2

3

4

5

3. 파동과입자(광학)

1

2

3

4

5

1. 운동과에너지(역학)

1

2

3

4

5

2. 전기장과 자기장(전자기학)

1

2

3

4

5

3. 원자와 원자핵(현대물리)

1

2

3

4

5

1. 역학(파동포함)

1

2

3

4

5

2. 열역학

1

2

3

4

5

3. 전자기학

1

2

3

4

5

4. 광학

1

2

3

4

5

5. 현대물리

1

2

3

4

5

5

4-1. 물리 문제 풀이에 대한 자신감을 위와 같이 표기한 이유는? (자세하게 쓰시오)

5. 다음은 역학영역에서의 문제풀이 자신감을 표기하시오.
(영역은 Serway 일반물리학 기준)
영역

자신감(1 매우낮음 - 5 매우높음)

일차원운동, 벡터(1~3장)

1

2

3

4

5

이차원운동, 뉴턴법칙, 원운동(4~6장)

1

2

3

4

5

에너지(7,8장)

1

2

3

4

5

선운동량, 충돌(9장)

1

2

3

4

5

강체의 회전, 각운동량(10,11장)

1

2

3

4

5

정적평형 및 탄성(12장)

1

2

3

4

5

만유인력(13장)

1

2

3

4

5

유체역학(14장)

1

2

3

4

5

진동, 파동(15,16장)

1

2

3

4

5

음파, 정상파(17,18장)

1

2

3

4

5

5-1. 물리 문제 풀이(역학영역)에 대한 자신감을 위와 같이 표기한 이유는?

6. 심화과정 역학수업에 대해 바라는 것이 있으면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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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학생인터뷰 전사자료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학습에 미치는 영향 면담 전사록 - 2차 면담 2011.04.26
면담자: 이성호, 김소연, 최현민
연

이

김

최

구

성

소

현

자

호

연

민

1

내용

분석

지금, 문제를 많이 것아? 여전히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한 것 같아?
1

1

여전히 많이 못푼 것 같아요.
1학년 때도? (그당시) 면담한 이후에요?

1

네
이유는? 많이 못 풀었다고 하는 양이라고 할까? 얼마나 풀었길래

1

많이 못 풀었다고 말하는 거죠? 책의 불량도 좋고, 문제의 수도 좋
아요
1

1

몰라요
다른 친구들보다 작게 풀었다는 거야? 얼마나 작게 풀었는데?

1

다른 친구들에 비해 2/3정도

친구들에 비례 자신이
문제를 적게 풀었다는
것에 대해 주눅 들어
있음

문제를많이풀지는않았는데,풀면어떻게도움은되는것같아? 시험을 보

1
1
1

거나 다른 성과에서 문제를 풀면 풀수록 실력이 는다던가?
그런 문제도 있고 계산으로 푸는 문제는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없어요.
계산으로 푸는 문제는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이 없고, 그럼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많이 풀지는 못했지
만 어느 정도는 풀었을 것 아냐?

1
1

계산만하는 문제는 실
력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네
푼 것들에 대해서는 물리 학습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

1
1

(고민하듯 대답하지 못함)
그럼 (물리) 문제를 왜 풀어?
(3초간

정적). 자신이 모르는 것을 그니까 자신이 아는 것을 총동

원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니까 또 제가 문제를 만들 수 있고 다른
1

사람도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
람이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보면 자기
자신도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자신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성적도

1

다른 이의 아이디어를
알수 있다는 데서 문제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
고 생각함.

올라가는 것 같애? 비례해서
1

1

(자신없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

1
1

네
언제가 아닌 건데?

1

1학년 때는 아닌데, 2학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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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때는 문제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1학년 때는 문제를 풀수록 성적이 안 올라갔는데, 2학년 때는 올

1

라갔다는 뜻인가요?
1

1

네
그 두 때의 차이는 무엇인데? 1학년 때와 2학년 때.

1

(흠. 한숨을 쉼)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1

말하고, 2학년 때는 도
움이 된다고
말했지
만, 차이를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함.

묻는 질문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거나 자신의 문제점을

내가 뭘 잘하고 있고, 뭘 못하고 있는지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고
민을 잘해보세요
소연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소연이는 작년에 물었을 때는

1

문제를 많이 풀지 않았다고 했었거든요.
1

1

네(고개를 끄덕임.)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요?

1
1

(약하게)네
그 기준은 절대적인 양의 개수야? 상대적인 거야?

1
1

상대적인것도그렇고,절대적인것도그런데같이물리올림피아드하는애
들을보면시험기간다가오면계속문제만풀어요.
올림피아드 하는 친구들은?
네. 그래서 막 프린트를 이만큼(30cm정도 손으로 보이며) 쌓아놓고

1

다 푸는데, 저는 푸는 게 싫어서 쭉읽고 맘에 드는 문제만 골라서
풀거 든요.
문제를 쭉 읽는다는 것은… 작년에도 문제를 많이 읽는다고 하였

1
1
1

는데, 어떤 식으로 읽는 거야?
문제유형 이라던가 한 번 읽어보고. 이건 이런 식 이라던가 풀리겠
다. 그럼 생각만 해보고 넘어가고, 또 그런 식이요
그렇게 읽어보는 문제의 수는 많은 건가?

1

훨씬 많아요.
읽어보는 문제와 푸는 것의 비율을 따져보면 어때? 읽어본 것과

1

실제로 푸는 것
1

1

20대 1
20대 1. (웃음). 어마하게 많이 읽고 그중에서 하나 푸는 거네요.

1
1

거의 챕터 당 한 두 문제정도요
Serway 기준? 일반적인 서적 기준?

1

일반적인 서적을 기준해서요. Serway 다 풀어요
Serway는

1

다 풀고 나머지는 20개 중에 하나 푼다. 많이 풀면 도

움은 되는 것 같아?
그니까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학교 내신 시험
문제를 보면 대부분 시간이 부족 하잖아요. 그래서 Serway는 다
1

푸는 이유가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계산 속도 연습 많이 하
고, 틀린 문제 중에 반 이상이 실수로 틀리는 거니까 그런 실수를
줄이려고 문제 풀고, 또(고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1

문제 많이 푸는 게 의미가 없다?
1

1

문제를 많이 읽어보기
는 하지만, 많이 문제
를 풀어보는 것이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
기에 1/20 비율 정도
의 문제만 풀어봄.

네
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206 -

수업교재에 문제는 다
풀어보는 이유가 계산
속도와 실수를 줄이기
위함임.

그냥 단순 반복 노동같은. 근데 학교 시험 문제 보면 가끔 가다 그
니까 대부분 풀어본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생각도 안하고 막 적을

1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 같애요.
문제를 많이 풀면

1

그니까 풀었던 문제가 나와서?
1

네
그럼 새로운 문제는? 학교 시험 문제 보면 진짜 창의적인 것도 좀

1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데요? 많이 풀어보았던 게 도움이 되
나요?
많이 풀어본 건 도움이 안 되고, 그냥 개념 했던 걸로 유도하는

1

것이 오히려…(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이 풀수록 성적은 향상된다고 생각은 하는 건가요? 경우

1

창의적인 문제(어려운
문제)는 개념학습이 오
히려 문제푸는 데 도움
이 되었음.

에 따라서 그런가요?
1

네.
같은 질문을 할게요. 옛날에

1

반대로 많이 풀었다고 했었거든. 성

호는
1

1

문제를 많이 풀면 어려
운 문제에서 도움을 받
기보다 쉬운문제를 빨
리 풀수 있어 성적이
향상된다고 생각함.

1

아닙니다.
1

1

(모두 웃음)
두

1

친구에 대해서, 작년의 연구결과를 얘기하면 두 친구(소연이와

현민이를 가리키며)는 문제를 적게 풀었던 학생이었구요. 성호는
완전 많이 풀었던 학생이었거든요.
아 근데 (안경을 올리며) 작년엔 그래도 많이 풀었는데, 너무 물리
1

만 하다보니까 수학이 중요하더라고요. 수학을 하다보니까 물리 문
제를 많이 못 푼 것 같아요.

1

문제를 많이 못 풀었던 시점이 언제였던 것 같은데?
1

1

어.

그니까. 1학년 끝나고 겨울방학부터 지금까지 거의 수학만 풀

었어요
수학만 풀었어?

1
1

거의.
그럼 1학년 때는 물리 문제를 많이 풀었네?
1학년 때 는…그니까 제가 물리가 과학고를 오는 데 그래서 물리를

1

대개 열심히 풀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고. 수학이 막혀 가
지고, 성적이 안나와 가지고 수학을 하다 보니까 물리에 소원해 진
것 같고,

1

물리 푸는데 수학이 막혀서 그런 거야?
1

1

내가 의미를 잘못 이
해해서 한 질문

아니요. 아니요.
수학성적이 안 나와서 수학공부를 더 해야겠다?

1

네
1학년

1

때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많이 푸는데 결과적으로 도움

은 많이 되었어?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단순히 많이 푼다는 게 비슷한 문
제를 많이 푼다는 것 보다는 그니까 단순계산이 아닌 저희가 생각
1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냥 공식 대입이 아니라 그 공식을 응용해서

그 공식으로 부터 딴 공식을 유도해내서 그걸 적용한다는 것은..
그걸 생각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예전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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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단순히 많이 풀
거나 비슷한 문제만 풀
어보는 것은 도움이 안
됨. 여러문제를
접하
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됨.

했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푼다거나 그런 면에서 문제푸는데 도움
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살펴)보면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된다는

1

건가? 유사한 문제가 아니라도 도움이 되는 건가?
유사한 문제 아니라도 생각하는 힘이 라든가 그니까 너무 계산만..
그니까 비슷한 문제만 푼 애들은 처음 보는 문제 같은 경우에 "아
이거는 내가 안 봤는 문제니까 잘 못 풀겠다." 하고 그냥 지레 겁

1

먹고 다른 걸로 넘어가는데, 여러 문제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아 이것도 그 때처럼 생각해보면 나오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1

성적은 향상되었어?
1

1

1

아 근데 제가 생각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1

1

(모두 웃음)
물리. 니가 과학고 들어오면서 선행학습을 많이 했잖아,(최현민을

1

가리키며, 웃으면서)물론 너는 많이 안했지만.

1

1

(웃음)
본인이 조금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필요한 것 같아?
1학년 끝까지 다 배웠잖아. 끝까지 다 배우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1

과학고 들어오기

전에 어디까지가 선행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고 생각해?
1
1

과학고 들어 올려면 고3꺼 까지는.. 그 정도는.
고3 거라면 물리2?

1
1

네
일반물리학은? 필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해?
토크랑, 회전 역학은 필요한 거니까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다른 거

1

겠는데,
니가 물리1까지 했었나? 물리2까지 했었나? 물리2 조금 하다가 들

1

어오지 않았어?
1

1

1

물리2 물질의 역학 조금하다가 들어 와 가지고 망했죠.
(웃음)

1

그때 혼자 공부했었던가? 학원 다녔었던가?
1

1

저는 학원 별로 안다녀요.
물리2(공부) 할 때 도 거의 혼자서 했어?

1
1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 혼자서 할때.

1
1

그냥혼자서했는데.그래서제가처음에는별로안했다고말씀드렸는데.
소연이는?

1
1

음... 과학고 입학하는데요? 아님 과학고에서 적응하는데?
두 개가 구분되면 구분해서 말해도 되요

1
1

는 물리2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모르

입학 시험문제 같은 거 보면 선행을 요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
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입학시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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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민이는 물리2 내용
까지 선행학습이 필요
하다고 생각함.

네. 그래서 입학하려면 물리2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1

입학해서 수업하는 거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좀 심하게 많
이 다른데, 거의 일부선생님들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주시니까 중
학교 수준만하고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소연이는 과학고 입학
을 위해서는 물리2, 과
학고 수업을 듣기위해
서는 중학교 수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중학교 수준이라면 중학교 1,2,3학년 때. 과학배운 거 말이죠?
1

1

네. 충분할 것 같고요. 중학교 때 과학말구 기술가정의 기술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전기쪽?

1
1

(웃으면서)네.
적응 하는 데는 물리1,2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구나?

1

네
적응하는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이 필요 없는 것이네? 너는 어디

1

까지 공부했었지?
1

1

들어오기 전에요?
들어오기 전에요.
저도 좀 애매한데, 이미 선행을 다 한 애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작

1

해서 역학쪽을 공부하다가 들어온 거라서 어디까지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1

성호는? 어디까지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과고를 좀 수월하게 들어올려면 물리2까지는 봐야하지 않을까? 여
1

기 과고와서 적응하는 것도 아. 저희 후배들을 많이 보는데 후배들
얘기가 대개

권경호 샘이 겨울방학 때 방과 후 학교를 하셨는데

기초반 했데요. 근데.
1

1학년에서 2학년 올라오는거? 아니면 신입생?
신입생. 근데 좀 기초를 정말 기초적인 것을 하는데 애들이 어렵다
1

고 해서 권경호 샘이 실망하셨다고 그런 거 보더라도 과학고 자체
가 처음시작할 때 부터

(물리)2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적응하려면 (물리)2까지는 하고 와야 하지 않을까?
물리2까지 하고 오는 게 수업 듣는데도. 본인은 일반물리학도 보다

1

성호는 물리2까지 학
습하고 오는 것이 과학
고 수업을 듣는데 도움
이 된다고 생각함.

가 왔잖아.
1

(작은 소리로) 조금
그게

1

도움이 되었어?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새로 배우는 것이

라 별차이가 없었어?
1

1

어~그걸해서도움이된것같기는해요.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된 것 같애?
어~ 한 번 들었던 내용이니까 되짚어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심화

1

수업을 했는데, 그 심화수업도 완전히 모르고 듣는 것보다는 한 번
조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풀 때 자신만의 방법에

1

한 번 더 들어본 것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
각함.

대해서 한번 성호부터 얘기해 볼까?

예전에 선생님에게 얘기는 했었어.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
1

1

저도 이방법(House Model용지를 가리키며)이랑 비슷하게 했었는
데, 먼저 조건에 제시된 변수를 다 정리해요.
정리를 어디에?

1

풀이공간에

질량이랑 다른 것을 정리한 다음에 그 변수들을 갖고,

그니까 무엇을 묻는지 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한 공식들을 생각해

- 209 -

이전 학년말 설문에서
이성호는 "일단 주어진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
수와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따져
보고, 그와 관련된 공

본 다음에 어떤것이

적당할까 생각하여 다음에 그 공식이 떠오르

면 그 공식에 적용해서 푼 다음에 근데, 저는 좀 그 체킹부분이 조
금 대충한다고 해야 하네.

대체적인 내용은 이것과 비슷한 것 같

아요.

1

식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공식을 통해 구하고
자 하는 것을 구하고
그 답이
물리적으로
부합되는지 살펴본다"
라고 응답하였다. HM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성호는 knowing을 중
시하며,
knowing,
finding,
planning,
executing 단계로 문제
풀이를
수행하며,
visualizing과 checking
은 대충한다고 볼 수
있다.

소연이는 어때요?
어~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진 게. 네 일단 문제를 보면요. 변수만
먼저 적는 게 아니라 문제에 등장 하는 물건들을 다 그려요. 그림
1

같은 것 다 그려놓고 ,그 다음에 변수들을 막 찾기 시작하고 그 다
음에 푸는 데 문제에서 풀라고 하는 것만 푸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는 거 전부다 구해보고 그리고 약간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성적
으로 생각하는 것 좀 많이 한 것 같에요.
그것은

1
1
1

요?
어~

평소 공부할 때 하는 거에요? 시험볼 때도 그러는 거에

visualizing을 가장 먼
저함.
다음으로
knowing, finding순서
로 진행. 다만 학습할
때는 문제에서 요구하
는 결과 뿐 아니라 다
른 물리량에 대해서도
구해보고, 무엇보다도
정성적으로 문제에 대
해 생각을 많이 함.

시험기간에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딱 시험시간에

만 그냥 계산만하고
시험시간외에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정성적인 생각도 해보고?
그게 오히려 더 공부할 때 도움 되는 게 시험문제는 뭐가 나올지

1

모르잖아요. 좀 모르는 개념에 대해 묻는 게 나오면 생각하는 데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미리 그런식으로 생각해 보는게

1

아까 달라졌다고 그랬는데 이전에는 어떠했는데요?
1

1

이전에는 그냥 풀었어요. 여기서 보이는 시각화라던가 아는 것 이
런것 정리 안하고요 그냥 문제를 국어풀듯이 쭉 이런식으로.
방법을바꾼이후에어떤변화가있었어요?좋다.나쁘다부터시작해서

1
1

그냥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에는 문제에서 구한게 A인데, 저는 쭉 읽고 푸는데 A라는 조
건을 빼먹고. 아니다. 문제의 조건에 A를 주고B를 구하라. A라는
조건을 빼먹고 그냥 문제를 쭉 풀다가 결국 문제가 안 풀려서 답

1

지 보고 풀다보면 "엇! 이런 걸 언제 주었지?"하고 다시 문제를 보
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 그리고 하다보니까 문제
에 주어진 것을 그대로 옮기고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많이
도움 되는 것 같아요.

1

(혼자말 하듯이) 어려운 문제풀 때…음.
1

1

조건을 안 빼먹으니까.
현민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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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visualizing이
나 knowing을 하지 않
고 문제를 풀었더니,
조건을 빼먹고 실수하
는
경우가
많았음.
Visualizing과 knowing
단계를 하다 보니, 어
려운 문제 푸는 데 도
움이 된다고 말함.

저도 계산하는 것 별로 안 좋아 해가지고 그 기호 대입해서 어떤
1

공식을 넣어서 하는 것 좋아하고요. 그니까 힘 같은 거 몇 뉴턴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거 싫잖아요. F하고 그렇게 해서 공식 대입하
고
니가

1

푸는 문제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볼래? 문제가 딱 주어졌

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일단 아는 공식 그것
1

뭐지 구하는 것과 관련된 공식 짝~써 놓고요. 그중에서 맞다고 생
각하는 것 몇 개 찝어서 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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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배의 문제풀이 전
략에 비추어보면 최현
민은 random전략을 쓰
는 초보자임을 알 수
있다. Planning을 한다
고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knowing으로
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
니고, 여러 가지 공식
들을 일단 대입해보는
시행착오적
전략으로
문제를 접근함.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학습에 미치는 영향 면담 전사록 - 3차 면담2011.05.12
면담자: 최현민
변

최

1

내용

분석

문제를 풀어보세요.
1

(문제를 보자마자 원형 트랙을 먼저 그리고, 원심력을 표기)
(다시

1

경사면을 그리고, 원심력부터 표기. 그 잠시 생각을 하다 중력을 표기하고,

곧바로 8시 방향으로 마찰력을 표기. 2시 방향으로도 힘을

표기했으나, 무슨 힘인

지는 주기를 달지 않았음.) 그림을 그리는 데 40초

수직항력을 표기하
지 않았음.


m
ax
   cos   sin



m
ax   tan


 m ax 




 tan
라고 차례대로 기록. 그림을 그리고 이 수식까지 쓰는 데 45




초가 걸렸음.
1
1

맞을까죠?
마찰력이 어느쪽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1
1

잠깐만요. (30초 동안 고민을 함). 모르지 않을까요?
모르지 않다면 어떻게? 모르지 않다는 이유는 뭐죠?

1
1

원심력에 대해서도 마찰력이 작용하고, 중력에 대해서도 마찰력이 작용하니까. 그
러니까 제가 잘못 풀었네요.
(웃음). 그러면 다시 한 번 풀어보세요.

1
1

얼마나 풀었어요?
얼마나 풀었다니?

1

1학년들이요. 애들이 얼마나 맞추었어요?
(그제서야 이해한 듯). 아~ 1학년 문제 아니에요. 이거. 다른 문제에요. 이번에 봤던

1

1학년 문제 아니에요.
1

1

그럼 마음 편안히 풀어도 되겠네요.

이전
면담에서
2011년도 1학년 중
간고사 문제를 낸다
고 언급하였기에 한
질문. 자신이 1학년
문제도 풀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있었
음.

마음 편하게 푸세요. 1학년 문제가 아니니.

1

(다시 경사면을 그린 후 힘을 표기. 앞서 풀 때와 좌표축이 바뀜.)

1


    cos   sin 이 식을 쓴 후 1분 30초간 고민.


1

음.

1



앞서 그릴 때는 지
표면을 기준으로 좌
표축을
삼았는데,
다시 풀 때는 경사
면을 기준으로 좌표
축을 설정.



뭐 발견했어요?
1

(다시 30초가 정적이 흐름) 맞는지 모르겠네.

1

(     식을 쓴 후) 이거 맞아요?

마찰력 공식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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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지 못하는 듯
하였음.
1

네 맞아요.
1




  cos    cos   sin




라고 식을 쓴 후. 나머지 연산을 실시.

그럼 마찰력이 (경사면에 평행하게 윗 방향) 이 방향인가요? 마찰력이 어느방향인
가요?

1
1
1

절대값인데요.
절대값이에요?

1



(마찰력이) 어느방향 인지는 모르겠어요.  cos   sin ≥  을 쓰고 연산을 계

속 함.

1

결론을 냈습니까? 네?

1 (바로 답하지 않고 20초 정도 있다가) 네
몇가지 질문을 할께요. 마찰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요? 결정할 수 없다고 했는

1

데, 풀고나니까 어떤까요? 여전히 결정할 수 없나요?

1 네. 잘모를 것 같은데요.
1

잘 모른다는 것은 어느방향을 말하는 건가요? 예상되는 방향을 말해보세요.

1 (뭔가 깨달은 듯이) 앗! 이쪽(경사면에 평행하게 위쪽)으로
1

바깥방향으로요? 왜 바깥 방향인 것 같은가요?
자동차가 커브를 돌수 있는 최고속력이란게. 자동차는 최고속력이하로 달릴 수 있

1




잖아요. 최고속력이하로 달릴 때는 요힘(  sin )이 이힘(   cos  )보다 크니까
안나가니까. 이게(  sin ) 더 세서 (마찰력이) 이쪽으로(경사면에 평행하게 바깥
쪽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음. 몇 가지만 질문할게. 지금 문제를 풀었을 때 푸는 과정을 생각나는 데로 순서

1

를 얘기해볼래요? 문제푸는 과정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는 순간부터 얘기해볼까?
문제를 받자마자 뭘했어요?
받자마자  이 경사면을 달리고 있다고 해서 경사(원형궤도, 그림1)를 그렸는데, 이
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웃음) 지면과  의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아래 그림(그림2)을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었는데요.

1

[그림1]

[그림2]

풀면은 이쪽으로 작용하겠다 싶어서 풀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마찰력이 물체에 작

1 용하는 힘의 합력에 따라 바뀔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헷갈렸다고요. 방금 생각한 것
1

은 바깥쪽으로 작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풀었어요.
처음에는 마찰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풀었는데 마찰력을 신경쓰려다 보니까 어
느 방향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값을 쓴 건가요?

1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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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풀 때는 여기서부터 좀 설명해볼까?

1



(  cos    sin ≥  부터 )


1




여기서부터는   cos  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양으로 벗겨져서 쭉~
풀어나간건데요.
또 물어볼께요. 지금 문제를 푼 걸 보니까 좌표축은 요렇게(경사면에 평행하게) 둔

1

건가요? 경사면을 따라서? 표시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데.

1 좌표축이요?
1

네,   축. (대답이 없어 5초 뒤 다시 질문) 어떻게 좌표축을 설정한 것 같아요?

1 (펜으로 선을 대략 가리키 보지만 말을 하지 못함)
1

이 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경사면에 평행하게) 세운 것 같은데?

1 네.
1

그렇죠?

1 아! 그렇네요.
1

(웃음). 보니까 비관성계로 푼 것 같고.

1 네
1

문제 풀 때마다 그림을 많이 그리는 편인가요?

1 네
1

1
1

다음에 하나. 지난 번에 질문했던 것 중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두 개로
구분해서 대답했던 거였거든요. 물리 선행학습 얘기할 때 지난번에 고등학교 과정까
지는 필요하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 했었거든. 다른 친구들은 과학고 입학할 때 하고
과학고 내에서 물리학습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했는데, 니가 느끼기에는 어떠니?
저는 나머지 두 애들(김소연, 이성호)과 다른데 저는 중학교 배운 것만 가지고 시험
(과학고 입시)쳐서 붙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안하고 중학교 과정만?
네. 그니까 들어오는 것 까지는 기껏해야 고1꺼 까지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들어와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와서 시작부터 고3꺼(물리2)를 하니까

1

중간에 고1하고 고2가 없어지잖아요. 그기서 고3 또는 대학 것을 하니까 고3도 일
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시험을 치고 나서 합격 하면 그 중간에(중3겨울방학)
고2와 고3꺼를 다해야 하니까 이게 좀 힘에 붙치죠. 전 그래서 들어올 때는 상관이
없지만, 과학고를 올꺼면 고3꺼까지는 해야한다고 생각해요.

1

고3꺼면 물리1, 2까지?

1 네
다음에 하나 궁금한게. 지금 니가 문제를 푼 방식은 그림을 그리고, 식을 전개하는

1

식인데, 요렇게 풀게 된 ... 어떻게 요렇게 풀게 되었는지 전략에 대해서 한 번 이
야기 해볼래? 물리 문제를 봤을 때 니가 보통 푸는 패턴이 있잖아. 너에 패턴에 대
해서 설명하고 내가 왜 이런 패턴을 가지게 되었나 한 번 이야기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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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축 평소 설정하
고 문제를 푸는 것
이 아님. 물체에 대
한 힘을 f.b.d. 로
그려야 겠다는 생각
은 있으나, 좌표축
에 맞춰서 해야 겠
다는 사고는 하지
않음.

저는 공부할 때 진짜 공부할 때 한 문제가지고요. 그냥 푸는 거는 푸는 건데, 편안

1

하게 생각해서 푸는 것을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

)보고 푸는데, 제가 이렇게 풀

다보니까 틀린 풀이로도 풀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런 거(symon 1-10) 같
은거도 잘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1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봤는데, 왜?

1
1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푼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
로 풀어본다.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본다는 건가요?

1 네
1

그렇게 하다보니까 틀리게 되는 방법도?

1 네
1

그게(틀리게 푸는 것이) 학습되는 것 같아요? 틀리게 푸는 것도? 다양하게 푸는 게.

1
1

1

친구가 조언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을(틀린 방법을) 더 이상 쓰지 않으니까.저 혼자
쓰면은 그것이 습득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풀이가 습득이 되는 거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는 것이. 그

러면 어떤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 니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같은 경우는 혼자 푸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토론수업
하는 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구요. 그리고 문제도 그냥 문제집에 있는 거 별로
안좋아 하고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푸는게 오히려, 오히려가 아니
라 어쩌면은 더 좋은 문제라 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의견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니까 이게 문제를 만든다는 의미가 그 문제가 우리가 항상 풀 수 있는 문제를
1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답이 안나오는 문제도 만들어줘요. 수학같은 것은 답이... 문제
집을 보면은 답이 3, 4 이렇게 떨어지는 데 우리가 문제를 만들다 보면 답이 0이
고 ∞고 막 나와요. 그니까 이런 것도 직접 우리가 문제를 만들고 하면은 왜 이런
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 가 하는 가를 생각할 수 도 있고 문제 만들어 푸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 그런 것들이 뒤에 물리 학습이라든지 문제풀이
에서, 현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고쳐진 것도 있잖아. 과거의 경험들이 현재는 어
떻게 미치는 것 같아? 현재. 문제풀었던 경험들이...

1 어떤 문제요?
예를 들어서 물리 문제를 푸는 데, 옛날에 풀어봤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

1
1
1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거나. 방해가 된다거나.
그 문제가 그 유형이 나오면은 풀 수 있는 거 외에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미
치는 것 같아요.
같은 유형이 나왔을 때만 풀 수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거에 문제 푼 것이 도움
이 되지 않았다는 건가?

1 네
1

1

1
1

(이전 면담에서)물리 문제를 푸는 것이 1학년 때는 큰 도움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2학년 때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2학년 때는 도움이 된 것 같애? 1학년
때는 왜 도움이 안되고.
1 (웃음) 1학년 때 아무 것도 몰랐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인가?
네. 문제를 직접 풀다보니까 그냥 주입식 교육이라고. 2학년 때는 알고 푸니까 문
1 제를 제가 스스로 생각도 하고 그렇게 푸는 것 같아서 2학년 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알고 푼다는 것은 무엇을 알고 푼다는 건가요?
1 기본적인 개념을...
[종이 울렸음]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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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 개념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
를 풀어도 별 도움
이 되지 않는다고
말함.

물리 문제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물리학습에 미치는 영향 면담 전사록 - 3차 면담 2011.05.20
면담자: 김우진
변

김

1

내용

분석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자체를 이해하
1

지 못해서 경사면만
그림.

[2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린 내용]
1

문제상황은 알겠어?
1

02:20

네

1

[경사면을 그리고 힘을 표기 했으나 계속 고민 중]

1

05:30-09:00

[위의 그림들을 말 없이 차례대로 그림]
[풀이 시작 후 10분이 지난 후 식을 쓰기 시작함]
1

 
≧  sin    cos 


 sin    cos 
 ≦ 

1

경사면에

평행할 것이라고 생
각함.

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 몇 번 그리다 말고 그리다 말고 한 것 같은데.
1

많은 시간이 소요.
원심력을



1

문제를 푸는데 가장

이게 잘 이해가 안되서.  이 경사면이 처음에 어떻게 된 건지 몰라서
이 말(곡률반경  ) 자체가? 지금 보니까 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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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1
이런... 이게  이고. [원통을 그림]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연구자가 그림]

1

(종이를 조금 말아보이면서)이런 경사면이 코스로 되어 있는거야
1
1

근데 그러면  이란게
여기서부터 중심부터 이 까지가 

1
1

요까지란게
자동차가 있는 지점가지

1
1

직선거리인가요?
중심부터 직선거리까지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1

그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원뿔같은 건가요?
1

그렇구나. 옆에서 보면 이런 거지. 원뿔을 뒤집어 놓은 것이랑 비슷한 거지.
1

여기까지가  이란 거에요?
이까지가 
여전히 문제 상황을

1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
맞게 푼 것 같아요?
1

자신이

(대답이 없음)

대해

푼

문제에

자신감이

없

음.
폭이 좁은 도로가 반지름이  인 원형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차가 있는 지점을

1

옆에서 볼 때 이렇게(경사면 그림을 가리키며) 된 거지.

1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마찰력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본 거야?
1

1

그건  에 따라서 다르니까.
차량의 속력에 따라

 에 따라 다르다?
1

1

마찰력의 방향이 바

네

뀔 수 있다고 생각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은데?
1

함.

 가 커지면요 원심력이 세지니까 (그림을 그려가며) 중력받고 있고, 원심력을 이
쪽 방향으로 받을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심력이 크면 마찰력이 이쪽(경사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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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 작용하고요. 원심력이 작게되면 이쪽(바깥쪽)으로.
1

응~ 그쪽으로?
1

1

네
마찰력의 방향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1
1

네
원심력이니까 비관성계로 푼 것인데, 관성계로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어?

1

(웃으면서) [힘을 방향을 그려가면서 3분 가까이 고민함]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지 않나요? 이(자동차) 한데 작용하는 힘이 수직항력과
중력이 있는데요. 그 합력이 이쪽해가지고  sin . 그래서 이거(  sin )랑 여기

1

(자동차)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마찰력이 이거(   cos  )이까 이거 두 개
(  sin ,   cos ) 합으로 해서 원심력이 결정되니까 원심력이 최대가 되려면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서.

1

마찰력이 최대가 될
조건은 알지만, 관
성계로

풀지는

못

함.

그럼 거기서 구심력이 어느 방향인데요?
다시 질문하여 구심
력의 방향을 말하였
1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경사면과 나란한 안쪽) 이죠.

지만, 경사면과 평
행하게

그럼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문제 풀 때 다시 한 번 설명해 볼래? 마지막으
1

작용한다고

생각함.

로 풀 때까지 과정을 설명해볼래? 어떤 생각이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했는
지?
어... 처음에 이거(특정 내용을 지칭하지 않음) 했을 때, 평면에서 생각해보면 이렇
게 커브를 돌 때 여기서 원심력과 마찰력이 평행을 이룬다는 것은.

1

여기서 기울어져 있으니까 평면이니까 지면과 평행하니까 지면과 각도가 생겨서
중력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중력까지 고려해야 하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
을 옮겨가지고, 여기서(차량을 질점으로 나타냄) 있는 힘을 받는 것을 생각해보니까
이쪽  sin 랑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는데요 비관성계로 풀었을 때는 이쪽(경사
면의 바깥방향)으로 원심력의 크기에 따라서 마찰력이 이쪽(안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구요 이쪽(바깥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생각해가지고 원심력이 최대한이려면
이거 중력방향과 마찰력 방향이 같은 때니까 원심력이 최대가 될 것 같아요.
이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최대마찰력이... 마찰계수가  라고 했으니까 운동마찰력

1

이 이때까지 증가할 수 있잖아요. 아! 운동마찰력이 잠시만요.
미끄럼이 없으니까요. 이거... 마찰력과...

1
1

[10초 정도 고민한 다음] 정지
네. 그렇죠?

1

신이 말한 것 때문
에 잠시 헷갈려 했
음.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는 거에요?
1

‘운동마찰력’이라 자

이거 최대는 이 만큼(   cos ) 빨리 마찰력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미끄럼이 생
기면 그 다음부터는 운동마찰력이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가지고, 구심력이 곡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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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알고 있으니까 이식으로(  )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구심력) 두 개 합만
큼 가질수 있으니까.
1

문제가 보기보다는 어렵죠?
1

네
몇 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니가 푸는 문제에서 풀이 전략 같은 것이 있잖아. 이게

1

(풀이전략이) 언제부터 적용된거니?
1

1

(작은 목소리로) 중1때부터
중1때부터?

1
1

중2때부터
중2때부터?

1

중2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배경이라는 것 있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애? 누

1

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책을 읽었을 수도 있고, 내가 푸는 문제의 풀이에 방
식이라고 할까 스타일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애?
저는 이거만 없으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풀어봤어요. 이런 걸 책
1

에서 풀어봐 가지고, 이걸(평행한 원판에서 회전) 통해서 여기 기울어진 것에 접목
시켜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것 같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궁금한 것이 뭐냐면 그림을 그리고, 힘을 표시하고,

1

이런 식들

을 써놓았잖아. 요런 방식으로 풀기 시작한 때는 언제인가 말이지? 중2 때부터 인
가?
1

체계적으로 푼 건 (중2때)
체계적으로 푼 게 된 원인이라고 할까? 예전부터 체계적으로 풀었지는 않았을 것

1

아냐?
1

네. 예전엔 있는 것 보고 문제보고 이 식 갖다가 대충 식을 써서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할 수(문제를 풀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

1

을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터득했을 수 있고, 책을 보고 할 수도 있고. 친구의 도움
1

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문제마다 고려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처음에
는 빠뜨린 것들을 나중에는 중요하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문제 풀었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니까 예전에 문제 풀었던 것이 지금 이와 같이 물리 문제 푸는 데

1

있어, 물리 문제 푸는 데서 영향을 주는지, 물리 공부하는데서 영향을 주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어? 전혀 도움 안되진 않았을 것 아냐?
네. 옛날에 제대로 풀었다면요, 그걸 이용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잘 풀
1

수 있도록 (해주고), 옛날에 잘 못 푼 문제가 있다면 이제 그걸 수정해가면서 풀
수... [말을 흐림]
문제 보면요~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1

요. 그것을 조금씩 풀면서 이해하는 걸 보면요 하나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
라 다른 문제에도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1

유사상황도 되고 유사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1

유사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해했는데, 여기는 좀 바뀌니까. 유사상황이

문제를

아닌 경우에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게 아니라 이것과 비슷한 개념을 통해

다른

서... 개념이 비슷한데... 적용해야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여기서 힘이라고 하면

데도 도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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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는

것이

문제를

푸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비슷한 거니까 힘을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뀐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 볼께요. 물리 문제 푸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되거나 시험에

1

도움이 되거나.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
)까?
일단... 식 같은 것을 외울 때도요. 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상황을 알고 유도과정
을 이해한 다음에 문제 볼 때 단순히 이 식을 적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완벽히 안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1

식을 세울 수 있으면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요 - 단순히 식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식만 적용하는 연습만 하면 그 상황이 조
금만 달라져도 .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면 다른 상황에서도 ‘이건
이 상황이니까 이걸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식으로 문제상황이 바뀌어도 문

1

1

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단순히 문제 푸는 것이 아니라 식을 세워서 분석하는 것이 있더라도, -

‘문제상황을 더 잘

구하는 식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 자신이 발견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해하게 된다.‘ 점

문제상황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선 이런 특성을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식으로

에서 문제풀이가 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 (크죠)
(문제를) 많이 풀수록 더 도움은 되는 것 같아? (아니면) 많이 풀어도 어느정도만

음

발전이 되고, 많이 푼다고 더 발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애?
문제를 많이 푼다는 것은요. 계속 물리공부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경쓰고 나서
1

많이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다 이해하면서 조금 푸는 것이 나은 것 같은데, 요렇게
푼 문제도 다른 문제 풀기위해서 푸는 거잖아요. 많이 풀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이
해하면서 푸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절대적인 양을 많이 푸는 것보다 이해하면서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1

1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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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Understanding of Students' Physics Problem
Solving Processes by Using House Model
Byun, Taejin
Physics Education Major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though there has been much research about physics problem solving,
students still cannot solve physics problem well. It is an important issue in
physics education. For addressing this problem, a House Model was created as
an analysis tool and strategy for physics problem solv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students who had much experience in solving physics problems
were studied.
In chapter III, the House Model, a new problem solving model, was
developed in order to help students solve physics problems. Previous problem
solving strategies did not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linear step process, so the
House Model was based on the theory of cognitive psychology.

It could show

us the entire process of the students’ problem solving at a glance, and it could
lead them to develop strategies in solving physics problems. In 2004, the initial
House Model was built and utilized in upper-level mechanics class for four
years. Four years of students’ feedback about the initial House Model was
considered to develop the new House Model, which was a modified form of the
initial House Model. Some steps of the initial House Model were deleted, added
and replaced. In addition, the concrete guide book about the House Model was
manufactured for students. The House Model consists of six steps – ①
Visualizing (sketching the problem situation and marking factors such as
coordinates and forces), ② Knowing (finding out the given variables and values
in the problem), ③ Finding (confirming the question and identifying variable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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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④ Planning (designing the solution based on physics laws, concepts, and
information of this problem), ⑤ Executing (calculating the mathematical formulas
throughout the application of the plan), ⑥ Checking (verifying the units, signs
and physics adequateness and reviewing the process).
In chapter IV, the use of the initial House Model in upper-level mechanics
class was studied, and
investigated.

To

students’

differentiate

feedback

from

about

traditional

the House Model was
mechanics

lectures,

the

complemented mechanics class that ran in the Physics Education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a regular weekly meeting. During this meeting,
professor and TAs produced the MAOF concept unit (one of the concept map
that the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developed), Weekly Report, Exercise Self
Report (used to reflect on the difficulty of the problem) and the House Model;
those materials were used for instructional materials for students or for getting
feedback. I surveyed 24 students who enrolled in mechanics class during
Semester 1 in 2004, and the result was that they cognized the initial House
Model affirmatively and thought that the initial House Model was helpful in
systematizing the problem solving process.

It was useful for finding out the

problem situation, and was beneficial for verifying the entire problem solving
process. However, students pointed out some weaknesses of the initial House
Model. The weaknesses were that this model was inflexible and caused much
time to be spent solving problems.
In chapter V, 24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physics education and
enrolled in an upper-level mechanics class during Semester 1 in 2008 took part
in this study. Their difficulties in the problem solving process were analyzed.
When students solved a House Model problem, they were required to check the
degree of difficulty at each step. Then, ten problems were analyzed (120 House
Model reports that students answered) by the Kruskal-Wallis test, followed by
the Mann-Whitney U test for post hoc comparison. It was determined that the
executing step is the most difficult step, and the planning step is the second
most difficult step. Ten House Model problems were divided into easy and
challenging problems using the overall score of difficulty.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difficulty of each step and overall score of difficulty was
analyzed using the Mann-Whitney U test and Spearman correlation test. It was
determined that students felt greater difficulty in the planning and executing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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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in visualizing, knowing and finding steps. As the problems grew in
difficulty, difficulties in the planning and executing steps increased. The case
study involving the identification of student difficulties, which was composed of
two House Model problems, revealed that a student’s House Model report was
related to his interview or Exercise Self Report. In addition,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se sources of student difficulty are related to the types of student
difficulty represented in the House Model steps. The first source of student
difficulty was a lack of mathematical skill. In this type, students had difficulty
in the executing step. The second source of student difficulty was a lack of
physics knowledge related to the problem. In this type, students experienced
difficulty in the planning step. The last source of student difficulty wa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situation. In this type, students had difficulty in
the visualizing, knowing and finding steps.
In chapter VI, I inquired into the amount of physics problems solved,
academic achievement, the understanding level of physics concepts and the
problem solving processes of the students who had much experience in physics
problem solving. Forty-nine science high school students who enrolled in
upper-level physics class participated in this study from Spring 2010 to Summer
2011. They started physics prerequisite learning between sixth grade and ninth
grade.

They had solved an average of 2,200 physics problems of Physics I (for

eleventh grade), Physics II (for twelfth grade), and Introductory Physics (for
university student) before entering high school. Although they solved so many
physics problems,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physics problems solved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n both the
mid-term examination and physics competition examination. Also,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mount of physics problems
solved and Force Concept Inventory (FCI) which indicates students’ level of
mechanics concepts. Four students who had varying level of FCI and experience
among 49 participants were selected for a case study. Through three interviews,
the strategy and process in physics problem solving was investigated, and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physics problem solving and physics learning was
determined. The strategies of two students who had high level of FCI were
similar

to

that

of

the

House

Model.

These

two

students

used

a

knowledge-develop strategy, whereas the other student who had low level of F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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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d random strategy. When they solved high-level physics problems, the
students showing the best ability were those who had a high level of FCI but
little experience in physics problem solving. All four students commonly said
that it was not helpful to physics learning that they solve many simple physics
problems.
In this study, the House Model, which was a new physics problem solving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House Model, it is possible to analyze student
difficulties in physics problem solving. It is also possible to find out how the
pattern of student difficulty differs between easy and challenging problems.
Through studying students who had much experience in physics problem solving,
it was shown how the experience influenced the understanding level of physics
concept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problem solv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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