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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학습자가 스스로 제기한 질문은 학습자의 이해 정도를 표상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최근의 과학교육은 디지털 환경과 더불어 상호작용을 통한 

지식의 공유를 중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 교육 환경으로 MOOC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MOOC를 통한 수업에서 질문을 

통한 학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역시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MOOC 물리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제기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MOOC 플랫폼 중 수학, 과학 분야에서 대표적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를 선택하였으며, 물리학 강의 중 고전물리 

학과 양자물리학을 학습한 학습자가 댓글로 단 질문 5,538개를 

분석하였다. Etkina(2000)의 분류에 따라 질문의 수준을 4단계로 

분류하고, Harper et al.(2003)의 분류에 따라 질문의 주제를 6가지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렇게 수준과 주제 측면으로 분류한 질문들은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질문의 내용을 심층 분석하였다. 

질문의 수준면에서 고전물리학에서는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질문이 

비슷한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양자물리학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문이 

현저하게 많이 나타났다. 질문의 주제 측면에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모두 개념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다. 고전물리학에서 개념 

질문과 지식 질문이 비슷하게 많이 나타난 반면, 양자물리학에서는 

개념에 관한 질문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학생이 제기한 질문 중에는 일반 교실에서 쉽게 하기 어렵거나, 일상 



 

 

 

 

ii 

생활과 많은 관련이 있거나, 창의적인 것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MOOC 물리학 수업 개발의 방향과 예비교사의 

교수전략 개발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MOOC 질문 분석, 고전물리학, 양자물리학, 질문 수준,  

질문 주제, 칸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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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2013년 미국에서 발표한 차세대 과학교육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워야 할 과학교육의 내용과 체재를 

마련함으로써 과학교수학습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지원 체제에서의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네트워크 간접 자원의 활용과 

디지털 자원의 이용 등의 내용이 표준안에 새롭게 포함되었다(NGSS 

Lead states, 2013).  

이와 관련하여 현재 디지털 자원의 이용 중 대표적인 형태로 

MOOCs가 각광받고 있으며, 그 필요성이 중시되고 있다. MOOCs는 

적정 학습량과 개인의 숙달도 등에 맞추어 학습 속도와 내용을 

조절하려는 학습자들과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학습하려는 학습자들이 

늘어나면서 학생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부각되었다(Hood, Littlejohn 

& Milligan, 2015).  

MOOCs(Massive Open Online Courses)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공개 수업으로서 연령과 소속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말한다(Gaebel, 2013). 

MOOCs를 이용한 학습은 학습자가 언제, 어떻게,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학습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Hood, Littlejohn & Milligan, 2015).  

초기의 MOOCs는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동영상 형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교육 자료와 학습 공동체에 대한 열린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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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집합적인 노력을 지속한 결과, 모든 학습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수업에 생산자로 참여한다. 이와 더불어 동료 

학습자와 토론하고 협력하며 교사에게 즉각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교육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제기하는 질문의 중요성은 

교육학에서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다(Commeyras, 1995; Marbach‐Ad 

& Sokolove, 2000). 일례로 Woodward(1992)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 수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한 것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학습 전략을 재정비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의 원천이 

된다(Chin & Brown, 2002).  

또한 학습자의 질문은 학습자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사의 

통찰력 발달에도 좋은 기회가 된다(Woodward, 1992). 이 외에도 

교사가 질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은 향후 학생들에게 

흥미 있는 주제를 선별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Schirripa, 

2000), 교사가 수업의 주제와 관련된 활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Schiefele, U, Krapp, A & Winteler, 1992). 

이러한 질문의 필요성은 과학교육에서도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 소통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을 과학과 핵심 역량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15). 이렇게 

과학에서는 탐구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과학적 탐구는 의문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한다. 학생들의 

질문을 통한 과학적 탐구 능력의 신장은 과학교육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다(정영란 & 배재희, 2002). 또한 과학적 흥미에 의해 생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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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의 자발적인 질문은 과학 학습 과정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을 

촉진한다(Baram‐Tsabari, Sethi, Bry & Yarden, 2006).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질문 활동을 중심으로 한 과학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정답을 작성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고, 과학 개념 이해도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김성근 외, 1999). 이는 학생 질문을 강화한 과학 수업 모형이 

개념 학습에 유용하며, 과학교육에서 학생의 질문은 교수 방법, 교수 

내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이상적인 과학 수업에서는 질문하기와 대답하기가 

상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질문하기가 대답하기보다 더 

강조되고 있으며(Orr, 1999), 학생이 제기하는 질문들은 

가설(hypothesis)과 같은 유용한 과학적 연구 질문으로 발전하기도 

하므로(MarbachAd & Sokolove, 2000), 과학교육에서 질문은 꼭 

필요한 학습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여러 연구에서 언급한 과학교육에서 질문의 필요성은 

MOOCs의 수업의 특징과 많은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MOOCs를 

통한 과학수업에서 질문 분석을 바탕으로 이러닝 교과목의 교수학습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MOOC강의의 

연구들은 특정 교과목과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보다는 주로 

온라인 학습의 현황과 특징 등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어 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정 과목의 학습자들이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에서 학습을 

하면서 갖는 학습 단원별 어려움 및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 강의 중 칸 아카데미 강의를 

토대로 연구하고자 한다. 칸 아카데미는 강의실 수업을 확장한 MOO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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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적 특성을 고루 갖춘 온라인 공개 강좌이다. 칸 아카데미의 물리 

강의를 수강하고 난 후 학습자들의 질문이 과학교육의 발달에 어떠한 

역할을 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물리학에서 내용상, 그리고 

교수적으로 대조되는 단원인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질문의 수준과 

주제 비교를 통하여, 해당 교과목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과학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앞으로 MOOC 물리학 강의에 있어서 

효과적인 교수 전략 개발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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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MOOC 물리학 강의 수강생들이 온라인 상에 댓글 

형식으로 제시한 질문을 질문의 수준과 주제 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물리학 내용 중 그 성격이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들을 조사함으로써 해당 교과목에서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물리교육 관점에서 해석하고 향후 MOOC를 통한 효과적인 교수 전략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칸 아카데미 물리 강의의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의 수준은 어떠한가? 

(2) 칸 아카데미 물리 강의의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학생들이 제기하는 질문의 주제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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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과정의 개요 

본 연구는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서 학습자가 제시한 질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칸 아카데미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댓글 형식으로 달린 질문을 

수집하였다.  

 

 

[그림 1-1] 연구 과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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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앞서, 질문에 대한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구대상으로 칸 아카데미를 선정하였다. 그 후 분석한 강의들을 토대로 

어떠한 단원의 강의 및 댓글을 선택하여 연구할지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질문 분석틀의 각 단계 별 ‘핵심어’를 

단계 별 정의에 맞게 선하였다. 작성한 핵심어를 토대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다른 연구자와 크로스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논의하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자료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질문의 수준 및 난이도를 여러 방향으로 연관시켜 

분석하였으며, 이에 ‘텍스트 분석’을 추가하여 질문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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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한계 

본 연구에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질문을 비교하였는데, 

고전물리학의 경우, 대표할 만한 근거를 가진 ‘구심력’ 단원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연구자가 선택한 단원 이외의 고려하지 않은 단원에서 

학습자의 질문 특성이 연구 결과에 나타나지 않아,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에 제시된 강의에 달린 댓글의 질문을 연구했다는 

특성상각 질문자들이 강의를 완벽히 내용 파악을 한 후 질문을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며, 이러한 질문자들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습자들에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인 교실에서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상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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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2.1. 칸 아카데미 

2.1.1. 칸 아카데미의 설립 배경 및 교육철학 

2006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인 칸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중 

하나이다. 2009년 초반에는 수만명의 학습자들이 칸 아카데미를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그해 8월에는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를 받아 칸 아카데미의 여러 프로젝트가 지원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10년에는 온라인 상의 교육적 자원의 발전을 위한 확신을 

갖기 위해 실제 교사와 실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칸 아카데미의 기술이 

쓰이고, 교육적으로 더 나아 질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실행하고, 칸 아카데미의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학습자의 피드백을 통해 칸 아카데미에 

게시된 강의들은 수학, 경제, 과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점차 영역을 

넓혀 나가는 중이다.  

칸 아카데미의 설립자인 살만 칸(Salman Khan)은 원거리에 사는 

사촌 동생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가 필요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용 비디오를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하면서 칸 아카데미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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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칸 아카데미의 교육철학 

칸은 여러 학생들의 집중력이 비교적 길지 않으므로 짧은 교수 학습 

비디오를 이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Parslow, 2012). 

또한 칸은 학생들의 집중력 범위와 한계 등과 관련한 신뢰할 만한 

학문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는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칸은 학생들의 

집중력이 10분 내지 15분 동안 최고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하여 비교적 짧은 길이의 강의를 게시하였다(Khan, 2012).  

칸 아카데미는 표준 교실 모델에서 벗어나는 형태를 지향한다(Khan, 

2012). 특히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수강한 모든 강의의 질문란에 댓글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학습 맥락에 맞게 

학습자들이 댓글로 작성할 수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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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칸 아카데미의 현황 

 칸 아카데미는 2018년 기준으로 5,500개 이상의 교육용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 달에 약 1천만 명의 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Murphy, Gallagher, Krumm, Mislevy & Hafter, 2014). 또한 

NASA, 현대 미술관,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MIT와 같은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전문화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2] 칸 아카데미의 강의 모습 

 

칸 아카데미에는 수학, 과학, 컴퓨터 등 강의가 게시되어 있으며, 그중 

과학 단원은 물리, 천문학, 화학, 생체화학, 생물학, 건강의학 분야로 

나뉘어 있다. 그 외의 강의들은 다음 [그림 2-3]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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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칸 아카데미의 강의 목록 

 

칸 아카데미는 주로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학교 밖에서 수행하는 

학습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학교 및 기타 기관 환경에서의 사용 또한 

증가하였다(Parslow, 2012). 칸 아카데미는 교사들이 강연자보다 

가이드와 멘토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중요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요즘 학생들이 더 높은 주인의식을 갖고 공부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탐구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Thompson, 2011).  

또한 칸 아카데미는 최근 일반적인 학교를 염두에 두고 개발된 

"코칭"기능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코칭 기능에는 교사, 학부모 및 기타 

학생들이 칸 아카데미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포함시키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에 대한 

전자 알림을 보내어 교사와 학생들이 학습 진행 상황을 함께 모니터 할 

수 있도록 하였다(Murphy, Gallagher, Krumm, Mislevy & Hafter, 

2014).  



 

 13 

 

[그림 2-4] 칸 아카데미의 강의에 댓글형식으로 게시된 질문 

 

칸 아카데미의 주목할 만한 특징은 강의 수강 후 댓글을 통해 질문을 

게시함으로써 학습자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MOOC에서 발전되었으며, 칸 아카데미에서는 [그림 2-4] 와 같은 

형태로 영문사이트에서만 지원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댓글로 제시된 

질문들에 학습자들이 투표 기능을 통해 동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함께 궁금해하는 질문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으며, 

댓글 질문에 자신이 생각 한 답변 및 또 다른 질문을 덧붙여, 다른 

학습자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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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물리학습자의 질문 수준과 질문 주제 

질문하기(questioning)는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구조화하는 과정 중의 하나이다(Cuccio‐Schirripa & Steiner, 

2000). 과학 학습에서 학생의 질문이 근본적으로 중시되는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질문하는 것을 격려하고 강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과학적 탐구 성향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Harper, Etkina & Lin, 2003; Marbach-Ad & Sokolove, 2000;).  

또한 질문하기를 통한 교수법은 교사의 역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스탠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Stanford Mobile Inquiry-based Learning 

Environment (SMILE)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실에서 ICT와 

질문교육,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결합을 통해 교사-학생 관계를 

변화시키고, 학습곡선을 가속화하는 등의 교육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실에서 전형적인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Buckner & Kim, 2014). 

이러한 질문 탐구 과정에서 학습자는 2가지 측면에서 자기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자극하고, 과학에서 질의 응답 모델링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 

의욕을 증진시킬 수 있다(Schraw, Crippen, & Hartley, 2006; Costa, 

Caldeira, Gallástegui & Otero, 2000). 이렇게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학습자의 과학적 이해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학습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에서 질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질문하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질문 연구가 갖는 

가치는 학습 환경이나 학습 주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물리는 그 



 

 15 

과목의 특성상 학습자가 가지는 질문이 학습자의 학습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Yerdelen-Damar & Eryılmaz, 2010). 특히, 물리 

학습자의 질문은 학습자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level of difficulty)를 

반영한다. 따라서 물리를 학습한 학생들의 질문을 통해서 교사는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이해 정도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습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Etkina, 2000; McDermott, 

1997;).  

물리 학습자가 학습 후 제시한 질문은 학습자의 개념 형성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며(Chin & Osborne, 2008), 이러한 학습자가 제시한 질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 학습자가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에 맞추어 학생 질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교사와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우선, 질문의 주제는 학생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연결된다. 학생의 

과학적 흥미는 학생들의 질문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며, 이것은 점차 

높은 수준의 과학적 주제로 확장되어 학습자 스스로 연구 질문을 이끌어 

낼 수 있다(Cuccio-Schirripa & Steiner, 2000). 이를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를 위한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질문에 대해 모델링해 주거나 연습을 시킨 

학생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더 잠재적인 질문을 제시하였다(Chin & 

Osborne, 2008). 

또한 학습자가 제기한 질문의 주제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습적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으며, 학습한 지식과의 개념적인 확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Hofstein, Shore & Kipnis, 2004). 질문의 주제 연구는 

학습자의 오개념 연구로 연구 대상을 확장할 수 있어, 학생들의 물리 

오개념을 교정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전략으로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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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연주 & 이현주, 2014). 요컨대 물리 학습자가 가지는 질문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와 과학적 개념 및 주제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사 또는 교수매체는 학생 질문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물리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한 피드백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교사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사는 학생들이 처한 학습 상황을 분석하여 학습자에게 적절하고 

유용한 수업 내용과 과제 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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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리 단원에 따른 학생의 어려움 

2.3.1.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학생의 어려움 

고전물리학에 대한 학습자의 어려움은 대부분 기초적인 개념 이해에 

관한 것이 많다. 물리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효과적인 물리수업 설계와 수업개선 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물리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나 오개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다(이인숙, 2015).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 ‘역학’ 단원을 가장 어렵게 

생각하였다(김희경 & 이봉우, 2006).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시각적 

표상과 물리적 개념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프 

해석이나 그림 해석 등 시각적 인식 능력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일, 2018).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고전물리 영역의 이해도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문제 상황에 따라 답을 다르게 생각하는 등 힘과 운동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함이 발견되었다(김대식 & 조은애, 1997). 

또한 학습자들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사고를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중학교 과학영재와 대학생들의 힘 

개념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모두 동역학적인 힘의 문제를 어려워하고 

있었으며, 이는 물리교육과정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와 힘의 

방향을 파악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김재우, 2009).  

전공 역학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물리 어려움에 관한 



 

 18 

연구에서도 뉴턴법칙의 적용과 중력 및 관성 질량을 어려워하는 학생이 

가장 많았다(변태진, 이경호 & 전찬희, 2008). 학생들은 뉴턴 역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리학적인 해석이나 설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다(이일, 2018). 또한 중력 퍼텐셜에너지에 대한 

대학생들의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에서 이에 대한 학습자들의 

어려움은 기준점, 양수와 음수, r과 1/r, 그래프의 이해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데 있다고 하였으며, 물리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이 같은 어려움에 대해 알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진석, 2008). 또한 학습자들은 물리 문제 중 

계산과정이 복잡한 것을 난이도가 높다고 느끼며(이봉우 & 이성묵, 

2004), 이같이 전공 역학 학습에서 대학생들이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미분방적식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갖는 등의 수학 기술의 

부족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이일, 2018).  

물리 학습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개념적 측면으로 중력과 무게에 대한 

연구도 있다(송진웅 외, 2004; Galili & Bar, 1992). 물리를 학습하는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물리를 제대로 학습하기 이전에 운동을 표현하는 

막연한 개념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와 속도를 구별 못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Peters, 1982). 이와 비슷하게 많은 학습자들이 힘, 

가속도, 속도 간의 차이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뉴턴의 법칙을 

구심력 및 중력에 제대로 적용시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변태진, 

이경호 & 전찬희, 2008).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와 관련된 많은 질문을 

제기하며, 구심력 및 중력 단원이 고전물리학에서 학습자들이 혼동하기 

쉽고 많은 오개념을 가진 단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고전물리학 중 구심력과 중력 단원의 질문이 양자물리학 학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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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는 질문과 비교하기에 적합하다.  

 

2.3.2.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학생의 어려움 

양자물리학은 일상 생활과 동떨어진 미시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추상적이며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McKagan & Wieman, 

2006). 그래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양자물리학의 주요 

개념들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와 수학적인 이해에 대한 연구로 나뉠 수 

있다.  

양자물리학의 여러 개념 중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이해 연구를 보면, 

학습자들은 ‘오류, 편차’ 라는 개념을 불확정성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고전물리학적 내용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박송이, 2014). 또한 학습자들은 위에서 언급한 불확정성의 원리 

외에 입자-파동 이중성과 터널링 효과에 관해서도 어려움을 갖고 있다. 

입자-파동성도 개념적으로 한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며, 두개 

이상의 연관된 개념을 통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조헌국, 2018). 또한 

학습자들이 이러한 개념 및 실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이유는 실험의 

정확성, 측정 등과 같은 실험과 관련된 항목이 개인의 경험부족 

때문이라는 연구가 있다(이봉우 & 이성묵, 2004). 

이와 더불어 학생들이 양자물리학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자각하는 

어려움으로 수학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Sadaghiani, 2005). 

양자물리학에서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개념적인 측면과 

수식적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관계식의 적용을 통한 문제 풀이와 

개념의 의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였다(박송이, 2014). 또한 단순 공식 위주의 지식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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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이일, 2018).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양자물리학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보다 단순 현상 

암기에 그칠 우려가 있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어려움의 원인은 위의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념적인 내용과 수학적인 내용의 

어려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두 가지 영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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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자는 칸 아카데미의 과학 강의 중 ‘물리’에 있는 강의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물리’에 게시된 강의는 총 431개로 

19개의 물리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표 3-1]과 같다. 

운동과 역학 단원의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8개의 영역으로 

나누었으며, 유체, 열역학, 전자기학 등으로 전체 고전물리학 단원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양자물리학 단원은 단일 영역으로 25개의 강의로 

구성하였다.  

[표 3-1] 칸 아카데미 물리 강의 구성 

물리 강의 단원명 강의 수 

One-dimensional motion 28 

Two-dimensional motion 16 

Forces and Newton's laws of motion 33 

Centripetal force and gravitation 20 

Work and energy 19 

Impacts and linear momentum 13 

Torque and angular momentum 17 

Oscillations and mechanical waves 33 

Fluids 17 

Thermodynamics 30 

Electric charge, field, and potential 18 

Circuits 17 

Magnetic forces, magnetic fields, and Faraday's law 23 

Electromagnetic waves and interference 11 

Geometric optics 22 

Special relativity 21 

Quantum Physics 25 

Discoveries and projects 48 

Review for AP Physics 1 exam 20 

Total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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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연구의 목적에 맞게 고전물리학 단원 중 대표적인 ‘구심력과 

중력’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을 선택하고, 두 단원을 수강한 

학습자들이 강의 페이지에 들어가 질문란에 자유롭게 기술한 질문들을 

수집하였다. 단, 사용자의 댓글에 달린 답글은 수집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 기준에 의해 수집한 댓글의 수는 구심력과 중력 단원 

2,753건과 양자물리학 단원 2,785여건으로 총 5,538건이다.  

구심력과 중력 단원은 고전역학 중 뉴턴 역학의 개념적 이해를 

심화시키는 좋은 학습 주제가 되지만, 개념의 부주의한 해석이 자주 

발생되어 오개념이 유발되는 단원이기도 하다(정용욱 & 송진웅, 2011). 

또한 고전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는 법칙들 중 하나인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중력과 관련 있는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어, 

고전물리학의 대표적 단원으로 선정하였다.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두 영역 다 이론적 색채가 강하고, 각각 

개념을 이해할 때는 다른 관점으로 학습하는 것을 요한다(고연주, 

이현주 & 김성원, 2015). 따라서 고전물리학 중 구심력과 중력 단원의 

질문을 수집하여 양자물리학 학습에서 제기되는 질문과 비교하였다.  

칸 아카데미에 게시된 구심력과 중력 단원의 강의구성은 [표 3-2]와 

같으며, 이는 크게 3분야로 원운동과 구심가속도, 구심력, 중력에서 

뉴턴의 법칙으로 나누어져 있다. 강의가 15분 내외로 짧게 이루어져 

있으며,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개념 설명과 함께 한 강의에 

두지 않고, 별개의 강의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에게 

개념이해를 한 후 예시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정리 및 복습의 기회를 줄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구심력과 중력단원의 학습자는 전반적으로 중력과 관련된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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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 강의에 질문을 많이 제시했으며, 이 중 중력 소개에 대한 강의에 

질문수도 가장 많았고 강의시간도 가장 길었다.  

[표 3-2] 칸 아카데미 구심력과 중력 단원 강의 구성 

물리 강의 단원명 질문수 강의시간(분:초) 

Circular motion & Centripetal acceleration 

Race cars with constant speed around 

curve 
97 4:48 

Centripetal force and acceleration 

intuition 
239 10:46 

Visual understanding of centripetal 

acceleration formula 
144 9:47 

Optimal turns at Indianapolis Motor 

Speedway with JR Hildebrand 
30 6:24 

Calculus proof of centripetal acceleration 

formula 
112 14:21 

Loop de loop question 16 3:00 

Loop de loop answer part 1 50 6:04 

Loop de loop answer part 2 67 4:47 

Centripetal Forces 

Centripetal force problem solving 67 14:59 

Yo-yo in vertical circle example 53 10:30 

Bowling ball in vertical loop 43 8:48 

Mass swinging in a horizontal circle 33 12:38 

Newton’s law of Gravitation 

Introduction to gravity 665 15:42 

Mass and weight clarification 262 10:40 

Gravity for astronauts in orbit 213 7:11 

Would a brick or feather fall faster? 181 10:34 

Acceleration due to gravity at the space 

station 
95 10:12 

Space station speed in orbit 98 6:35 

Introduction to Newton's law of 

gravitation 
139 8:37 

Gravitation 149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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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칸 아카데미 양자물리학 단원 강의 구성 

물리 강의 단원명 질문수 강의시간(분:초) 

Photons 

Photon Energy 107 9:17 

Photon Momentum 18 2:54 

Photoelectric effect 254 10:23 

Atoms and Electrons 

De Broglie wavelength 55 11:19 

Quantum Wavefunction 55 10:10 

Atomic Energy Levels 88 9:58 

Bohr model radii (derivation using 

physics) 
88 10:51 

Bohr model radii 30 6:56 

Bohr model energy levels (derivation 

using physics) 
41 12:07 

Bohr model energy levels 114 9:46 

Quantum numbers and Orbits 

Absorption and emission 95 10:29 

Emission spectrum of hydrogen 169 10:49 

Heisenberg uncertainty principle 138 10:18 

Nuclei 

Quantum numbers 267 11:59 

Quantum numbers for the first four shells 102 12:36 

Mass defect and binding energy 62 11:28 

Nuclear stability and nuclear equations 82 8:25 

Types of decay 432 17:02 

Writing nuclear equations for alpha, beta, 

and gamma decay 
50 8:06 

Half-life and carbon dating 265 12:30 

Half-life plot 28 6:46 

Exponential decay formula proof (can 

skip, involves calculus) 
76 12:21 

Introduction to exponential decay 99 9:18 

More exponential decay example 62 7:21 

Exponential decay and semi-log plots 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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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학 단원의 강의 구성은 [표 3-3] 과 같다. 양자물리학은 

광자(photons), 원자와 전자(atoms and electrons), 양자수와 

오비탈(quantum numbers and orbits), 핵(nuclei)으로 강의를 나누어 

게시하였다. 질문 수는 방사선 핵의 붕괴형식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으며, 강의시간은 핵의 붕괴에 관한 강의가 가장 길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댓글 질문이 달린 고전물리학 단원의 강의 

20개와 양자물리학 단원의 강의 25개의 질문 수 및 강의 시간을 비교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그림 3-1 & 3-2]).  

이러한 분포를 통해, 비교적 강의 시간이 긴 강의에 질문 수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문수가 많다는 것은 강의를 수강한 

학습자의 수 또한 많았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고전물리학 단원은 

학습자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강의를 수강한 경우가 많았지만, 

양자물리학 단원은 강의 시간과 별개로 질문수의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보아, 학습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 탈락하는 학습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단원 별 질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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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의 단원 별 강의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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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석 방법 

학습자가 제시한 질문의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Etkina(2000)의 

질문 수준 분류와([표 3-4]) 학습자의 질문의 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Harper et al. (2003)의 질문 주제 분류를 사용하였다([표 3-5]). 질문 

수준과 주제 각각을 1차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200개의 질문을 임의로 

추출하여 예비 분석하면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핵심어를 사용한 텍스트 자료 분석은 과학교육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연구방법이다(Kaya, 2015).  

 

3.2.1. 분석 도구 

1) 질문 수준 

질문의 수준은 학습자의 이해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질문을 하는 

것은 정보의 필요성과 이를 토대로 충분한 지식구조를 형성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Harper, 2002). Etkina (2000)가 연구한 

질문의 수준은 예를 들면 "물리 진자란 무엇인가?" 같은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정교한 질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선 물리에 관한 여러가지 지식을 통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의 부족을 

느끼고 질문을 통해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가장 

쉬운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을 질문을 통해 

확인하였고, 학생의 질문을 분석하여, 질문 수준 분류를 완성하였다.  

Etkina의 분류 틀은 학습자의 학습의 이해정도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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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며, 각각 질문 수준의 정의 및 설명에 맞게 선정한 핵심어는 [표 

3-4]에 별도의 행으로 기술하였다. 

최소 수준은 학생이 학습한 내용 중 기본적인 정의적 문제에 대한 

질문이다. 학습자가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 제기한 질문을 최소 수준으로 

정의하였다(Etkina, 2000). 이는 학습자들이 학습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학습 목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또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학습자가 가지는 질문이 이에 속한다(Marbach-

Ad & Sokolove, 2000).  

낮은 수준은 교사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매체들을 학습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질문한 경우로 정의하였다. 여기에서 

매체들은 교사가 수업에서 사용하는 여러가지 표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MOOC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이기 때문에, 강의에서 나타난 

강의자료들을 시각적 표상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이것은 과학 현상이나 

개념을 그래프, 기호, 다이어그램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조광희 등, 

2015). 또한 학습 정보들을 단순히 비교하거나 차이점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학습의 표상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는 것에 

속하므로,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중간 수준의 질문은 학습자가 학습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진 경우로 정의하였다. 학습자가 수강하고 있는 강의에서 이해하지 

못한 개념적인 질문과, 이미 학습하고 지나간 다른 학습과정과 관련된 

질문을 중간 과정으로 분류하였다. 학습자가 학습을 하면서 제기하는 

질문은 내용을 이해하고 개념을 다시 쉽게 재구성하는 과정이다(Chin, 

2001). 그러므로 앞의 최소 및 낮은 수준과 다르게 단순히 정보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학습자 스스로 개념을 재구성하는 

질문을 중간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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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수준은 학습자가 학습내용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이유를 

궁금해하고, 어떻게 새로운 지식 및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는 단계를 의미한다. 강의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주어지지 않았던 

설명을 요구하거나 대표적으로 “왜?”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의하였다(Etkina, 2000). 이는 학습의 개념 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 에서는 제기하기 어려운 질문이며,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이해한 후 “만약, 가정해서”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학습내용을 

응용하며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다.  

[표 3-4] 물리 학습에서 질문의 수준 (adapted from Etkina, 2000) 

질문 수준 설 명 핵 심 어 

최소 수준 
학생이 가진 ‘정의적 

문제에 대해 질문한다. 

Introduce, Define, What 

is, What letter (letter), 

Unit, How call (why 

call, call), Symbol 

낮은 수준 

교수자에 의해 제시된 

매체를 이해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Understand, Figure 

(Figure out), Propose, 

What mean (mean), 

Don’t get, Law, What 

difference, can explain 

중간 수준 

학습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과정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Confused, Problem, 

Difficulty, How change 

(change), When can, 

during, math, affect, 

correct, How come, 

Come from 

높은 수준 

학습을 하면서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또는 

어떻게 새로운 지식과 

다른 분야가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Why, Happen, Connect, 

Apply, What if, What 

would, Relate, 

Wondering, Assuming, 

If so, explain, Proved, 

Replace 

※ Etkina(2000)의 질문의 수준 분류 정의를 토대로 연구자가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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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주제 

질문을 하는 과정은 학습의 주제와 이미 학습하여 알고 있는 다른 

주제와 연관성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Harper et al. (2003)가 

연구한 질문 주제(question topic) 분류는 앞에서 언급한 질문수준보다 

좀더 깊이 있는 질문 분류이며, 식, 개념, 적용, 지식, 실험, 한계 총 

6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표 3-5] 물리 학습에서 질문의 주제 (adapted from Harper et al, 2003) 

질문 주제 설 명 핵 심 어 

식(equation) 

학생이 공식을 

사용하거나 의미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Equation, Equal, 

Change, Formula, 

Math 

개념(concept) 

학생이 주제의 의미나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으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What, Mean, 

Define, Solve, 

Expand, (don’t) 

understand, 

Comprehension, 

Move, State, Come 

from 

적용(application) 

일상경험이나 다른 물리 

개념에 연관시키려 

노력한다. 

Relate, Apply, 

Example, 

Concerned, 

Imagine, Suppose, 

The same(same) 

지식(knowing) 

과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지식들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심이 있다. 

How, Interest, 

Law, Involve, 

concern(ed) 

실험(experiment) 

실험에 있어서 목적, 

기술적인 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Experiment, 

Purpose, Process, 

Result, Case, 

Required 

한계(limitation) 

개념, 정수에 있어 

적용가능 범위에 관심이 

있다. 

Range(specific 

range), Constant, 

Applicability 

※ Harper et al(2003)의 질문의 주제 분류 정의를 토대로 연구자가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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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학습자가 새로운 주제를 학습하면서 개념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 

지식의 일관성, 제한, 변화 등에 좀더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였을 경우로 

정의하였다. 또한 질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틀의 각각 

항목 정의에 부합하는 핵심어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항목에 

부합하는 핵심어는 [표 3-5]에 나타내었다. 

식(equation)은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의미한다. 식은 

개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주거나, 문제풀이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제시된다(김민철, 2015). 또한 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학습자가 이를 통해 기초적인 개념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며, 더 나아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어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핵심어 선정 시, ‘식’과 함께 등장하는 

‘수학’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   

개념(concept)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제나 의미에 의문을 갖거나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의도를 가진 질문이다. 과학 

개념에 대한 이해는 지식에 대한 확신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어, 

개념을 질문한다는 것은 다른 영역으로의 지식 확장에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교수자의 특별한 지도 없이, 자가 학습을 통해 

학습 내용과 관련된 특정 현상의 주의 깊은 관찰과 의문을 갖으며, 이를 

통해 물리개념의 이해를 구조할 수 있다(Etkina, 2000).   

적용(application)은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일상경험이나 다른 물리 

개념에 연관시킨 질문일 경우를 말한다. 학습을 일상경험 등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학습자의 감각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박윤배 & 권재술, 1991). 적용은 학습자들이 

현실에서 교수내용을 적용시키면서 발생한 모순이나, 인지 갈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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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시키는 부분이 되므로, 질문을 통해 상호 작용이 더 많이 유발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다(김성근, 여상인 & 우규환, 1999). 특히, 

적용은 질문 분류와 함께 한 학생들이 향상된 질문하기의 좋은 표본이 

되는 것이며, 이를 분석하여 학습자들의 통찰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식(knowing)은 과학자들에 의해 개념화 또는 명명된 법칙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기반 지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 하는 질문이다. 이는 현재 확립된 여러 법칙 등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말한다. 학습자가 학습을 하면서 이미 

확립된 여러 법칙이나 이론들의 개념과 차이점 등을 이해하고, 관점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영역이다(이준기 & 하민수, 2012) 이처럼 학습자 스스로 ‘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를 실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실험(experiment)은 수업에 제시되거나 연관된 과학 실험에 있어서, 

그것의 목적이나 과정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가질 때 하는 질문이다. 

이에 실험은 MOOC 상에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은 비교적 다양 할 수 있다. 또한 간접 경험을 통해 관찰한 

실험과 관련한 질문들은 학습자들이 학습 도중 느끼는 인지 갈등 및 

구체적 현상에 대한 관찰 사실을 주로 나타낸다. 또한 이러한 질문의 

형태는 물리 수업에서 교사가 시범적인 실험을 보여줄 때 더욱 

촉진된다(김성근, 여상인 & 우규환, 1999). 

한계(limitation)는 물리라는 수업의 특성상 많이 사용되는 정수나 

범위 등의 한계에 있어서 적용가능 범위 등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면, 

중력가속도 g 값인 9.8 이라는 상수 값 등과 관련된 질문은 이에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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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 네트워크 분석 

언어 네트워크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지정한 범주의 

텍스트 내에서 분포하고 있는 수많은 개념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분석이다. 언어 네트워크의 구성단위는 ‘단어’로, 이들 

간의 연결성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이준기 외, 2012; Barnett 

& Woelfel, 1998). 또한 중심 단어를 중점으로 하여 배열된 단어들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전개되는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개념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분석하여 도출해낸 중심 단어를 중점으로 단어들의 연결 구조를 

정량화하고 언어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내 존재하고 있는 단어들의 빈도수도 알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 있는 구조를 발견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개념을 효과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학습자가 질문을 통해 특정 개념 및 내용에 대해 제시한 

단어 들은 언어 정보로 인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인지구조 

내에 구조화시켜 놓은 의미의 표상’을 확인할 수 있다(이준기 외, 2012).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언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연관된 다른 각 개념들 사이의 

관계 강도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질문에서 나타난 과학개념들의 연상 네트워크를 

알아볼 수 있으며, 도식화함으로써 학습자의 질문을 통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NetMiner 4.5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동의어, 제외어 등을 임의의 파일로 형성하여 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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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범위의 질문에서 나타나는 단어들을 분석하였다. 

언어 네트워크 분석에서 구조는 매개성 높은 개념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이를 통해 전체 개념들의 구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질문을 수준과 주제로 분류한 후 분석 

결과들에 나타나는 개념구조들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 질문의 특징을 

맥락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3.2.2. 분석 시행 및 신뢰도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명의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1단계: 선행 연구에서 Etkina(2000)의 질문의 수준 분류와 Harper 

et al.(2003)의 질문의 주제 분류를 분석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선정한 

분석기준을 토대로 분석틀의 각 항목에 맞는 핵심어를 선정하고, 다른 

연구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를 비교하고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각 항목에 맞는 핵심어를 선정하였다.  

2단계: 1단계에서 작성한 핵심어를 토대로, 칸 아카데미의 ‘구심력과 

중력’ 단원과 ‘양자물리’ 단원 각각에서 추출한 5,538개의 댓글을 

본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3단계: 5.538개 중 핵심어가 1개인 경우, 핵심어가 2개 이상 포함된 

경우, 각각 다른 단계의 핵심어를 함께 포함한 경우, 핵심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중 각각 다른 단계의 핵심어가 함께 

포함된 경우 433개와 핵심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질문 878개는 

다른 연구자와 각각 분석 후,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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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각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분석한 키워드에 부합하지 않는 댓글 

분석 결과, 일치도는 89.57%로 나타났으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였다. 

 

[표 3-6] 질문에 포함된 핵심어 유무에 따른 질문 분석 통계 

질문에 포함된 핵심어 고전물리학 질문 수 양자물리학 질문 수 

0 개 435 (15.80%) 443 (15.90%) 

1 개 818 (29.71%) 880 (31.59%) 

2 개 이상 390 (14.16%) 406 (14.57%) 

단계 중복 239(8.68%) 194(6.96%) 

질문의 합계 2753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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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4.1. 질문 수준 

 

[그림 4-1] 질문 수준으로 분석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질문 결과 

 

고전물리학에 대한 어려움은 대부분 기초적인 개념에 관한 것이 

많다는 선행 연구(김대식 & 조은애, 1997)와 달리, 질문을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 중간 수준(35.88%)과 높은 수준(34.79%)의 질문이 

비슷한 양상으로 높게 나왔으며, 최소 수준의 질문(15.25%)과 낮은 

수준의 질문(13.69%)은 비슷하게 낮은 빈도를 보였다.  

양자물리학은 높은 수준의 질문(45.49%)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최소 수준의 질문(25.40%)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극화를 

보인 것은 양자물리학 단원상의 특징 및 강의 구성과 연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질문이 많다는 것은 양자물리학 단원의 특성상 

물리에 대한 개념 이해가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학습하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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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최소 수준의 질문이 높았다는 것은 양자물리학 

단원의 학습을 시도하였다가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학습자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1.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질문은 중간 수준의 

질문이었다. 중간 수준의 질문은 학습자가 학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압도적인 빈도수는 

학생들이 고전물리학의 원리 및 정의와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민철 외, 2015).  

 

 

[그림 4-2] 고전물리학 단원의 중간 수준 질문의 예 

 

고전물리학 단원의 중간 수준 질문의 예는 [그림 4-2]와 같다. 

“인공위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막는 힘이 무엇입니까?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유일한 힘이 지구의 중력이라면 왜 떨어지지 않습니까?”라고 

해석되며, 질문자는 강의에서 예시로 설명한 인공위성에 대한 설명을 

중력에 관해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에 작용하는 힘에 

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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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제기한 학습자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과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중간 수준의 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중간 단계 질문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텍스트 분석 결과는 [그림 4-3]과 같다. 

고전물리학 중간 수준의 질문은 빈도수가 가장 높은 힘(force)개념에서 

시작하여 중력(gravity), 가속도(acceleration)와 삼각형을 이루며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통해 ‘힘이 중력 가속도와 어떠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지구를 중심으로 질량, 속도, 속력, 가속도, 힘, 중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3] 고전물리학 단원의 중간 수준 질문 텍스트분석 결과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질문은 높은 

수준의 질문이었다. 높은 수준의 질문은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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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 탐구적인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과학적 흥미와 연관되어 

점차 높은 수준의 과학적 주제로 학습을 이끌어 가는 모티브가 된다.  

 

 

[그림 4-4] 고전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의 예 

 

고전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의 예는 [그림 4-4]와 같다. 

“우주선의 중력에 대한 질문으로, 근처에 행성이 없는 우주의 한 

가운데 있는 큰 우주선에 당신이 타고 있다면, 우주선 질량이 

승객들에게 중력 효과를 가질까요?”라는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질문을 제기한 학습자는 중력이라는 개념을 지구에만 국한시키지 않았다. 

중력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우주선이라는 새로운 계(field)에 질량에 

있을 때 지구에서 중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지 의문을 갖으며, 

지구와 우주선을 동일시하여 적용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는 높은 수준의 질문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연구 질문을 

이끌어내고 해결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으며, 향후 교수 전략에 적용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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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질문이 45.4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양자물리학 단원의 이해에 있어서는 단순히 

입자(particle) 같은 하나의 개념으로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입자(particle)-파동(wave) 같이 두 개 이상의 연관된 개념을 함께 

생각 해야만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조헌국, 2018). 높은 수준의 질문은 과학 학습을 하면서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제기하는 것이므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가지 분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5]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의 예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의 예는 [그림 4-5]와 같다. 

“만약 중성자가 전자를 방출함으로써 양성자가 되고, 양성자는 

양전자를 방출함으로써 중성자가 되고, 전자는 양전자와 같은 질량을 

가진다면, 왜 중성자와 양성자 간의 질량에 약간의 불일치가 

있을까요?”라는 질문은 양자물리학 단원의 학습에서 수소 원자 모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질문에서 알 수 



 

 41 

있듯이, 양자물리학 학습자는 한가지 개념으로 양자물리학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개념을 함께 도입하려 이해하려 함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질문에 대해 개념적인 연관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텍스트 분석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 텍스트 분석 결과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은 에너지(energy)와 

전자(electron)라는 단어를 축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전자 

에너지’에 관한 질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전자(electron)를 

중심으로 질문의 연결 흐름을 보면, ‘양성자(proton), 중성자(neutron), 

전자(electron)로 구성된 원자(atom)’에 대한 질문이 있고, 

전자(electron)와 원자(atom)축을 공통으로 전자 에너지 준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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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물질의 

구조와 관련된 단어가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양자물리학에서 

높은 수준의 질문은 물질의 구조 측면에 대한 질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자의 구성입자나 현대적인 모형을 통해 양자물리학 단원을 

이해하려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이 25.40%로 두번째로 

높았다. 이는 학습자의 양자역학 이해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물리학 단원을 학습한 학습자의 수준이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이 비교적 많이 제기됐다는 것은 양자물리학의 

단원 특성상 학습자들이 미시적인 세계를 쉽게 이해하기보다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질문이 많았다는 것으로 보아 물리학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은 양자물리학 단원에도 깊은 탐구적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는 미시적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비교적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림 4-7] 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질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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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질문의 예는 [그림 4-7]과 같다. 

“플랑크 상수 값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같은 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양자물리학의 기본적인 상수 중의 하나인 플랑크 상수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하게 된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학습자들에게 보다 많은 물리적 기초 

개념을 제공하고, 학습내용과 관련된 내용을 통해 현대 생활에서 양자 

물리가 갖는 과학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지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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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질문 주제 

 

[그림 4-8] 질문 주제로 분석한 고전물리학과 양자물리학 질문 결과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을 주제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그래프 

4-2]. 개념 질문이 33.92%로 가장 높았으며, 지식 질문이 27.87%, 식 

관련 질문이 16.06%, 적용 질문이 1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실험 

질문이 6.66%, 한계 질문이 3.02%로 낮은 양상을 보였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을 주제로 분석한 결과도 고전물리학 단원과 

마찬가지로 개념 질문(49.8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지식 질문이 

16.66%, 식 질문이 16.09%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적용 질문이 

13.64%, 실험 질문이 2.44%, 한계 질문이 1.01%로 미비하게 나타났다.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질문의 주제에 따른 분류 

결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두 단원 다 개념과 지식 관련 질문이 

많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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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 주제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질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개념 질문이 

33.9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개념 질문은 학습자가 학습의 주제나 

의미에 의문을 갖는 질문으로 학습의 이해 정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림 4-9] 고전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의 예 

 

고전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의 예는 [그림 4-9]와 같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극 또는 적도 중 중력이 더 큰 곳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은 중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되어 

파생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학습자는 중력이 만유인력과 원심력을 

더한 힘이라는 개념을 이미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구자전에 따른 원심력이 위도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지구가 완벽한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중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과학적 사고력은 과학적 증거나, 지식을 토대로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논증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능력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을 

포함한다(교육부, 2015).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 및 독창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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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통하여 과학적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개념 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고전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

10]과 같다.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개념 질문을 텍스트 분석한 결과, 지구(earth), 

중력(gravity), 힘(force)이 강한 결합을 보이며,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구심력의(centripetal)가 

힘(force)에 약하게 결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과 구심력을 깊게 연관시킨 질문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고전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결과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두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차지한 것은 지식 

질문으로 27.87%의 빈도수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빈도수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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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질문과 비슷한 빈도수를 보였다. 이는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학습자들이 과학적 사고력과 과학적 지식을 통하여 과학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높이려 함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11] 고전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의 예 

 

고전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의 예는 [그림 4-11]과 같다. “(강의 

중 4분 45초에 언급한 만유인력의 법칙에서)왜 질량이 곱해지며, 

더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은 학습자가 이미 

학자들에 의해 확립된 법칙에 의문을 갖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리학에서 중력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하는 데, 

이러한 중력을 정량적이고 수학적으로 설명한 것이 뉴턴이 설명한 

만유인력 법칙이다. 학습자는 이러한 법칙에 대한 지식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를 수학적으로 풀어나가는 과학적 해결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4.2.2.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 주제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질문을 6개의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개념 

질문이 49.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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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 단원에서도 동일하게 도출되었으므로, 물리학습자들은 개념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물리학 단원과 다르게 양자물리학 단원에서는 질문들이 

단순히 개념만 묻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질문하면서 이해한 부분과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구분 지어 질문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림 4-12] 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의 예 

 

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의 예는 다음 [그림 4-12]와 같다. 

“'에너지 수준'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소 원자는 단일 전자가 

존재하는 단일 1s2 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전자에 일정량의 

에너지를 공급한다면, 이것은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지만, 수소 

원자는 단 하나의 궤도만을 포함하지 않나요? 이 전자는 실제로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궤도 안에 남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개념 확인 

질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에너지 준위에 대해 이해는 

했지만, 빛의 흡수나 들뜸 현상 같은 그 다음 개념으로 생각을 이어 

가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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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학 단원에서 개념질문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기 때문에,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개념 질문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텍스트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4-13]과 

같다. 

 

[그림 4-13] 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 텍스트분석 결과 

 

양자물리학 단원 개념 질문의 텍스트 분석 결과, 핵심 개념인 

전자(electron) 주변으로 형성되는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특징을 보면, 

양자(proton)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분석된 모든 개념이 

전자(electron)와 연결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개념 질문을 하면서도 단편적으로 한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 4-12] 예시와 같이 질문 하나에 복합적인 개념을 함께 질문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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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electron)와 관련된 개념들을 살펴보면, 전자(electron)가 

원자(atom), 광자(photon), 에너지(energy), 붕괴(decay)와 가장 

강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오비탈(orbital), 

준위(level), 입자(particle), 양성자(proton)의 개념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개념에 관한 질문은 

25개의 강의 중 원자(atom)와 전자(electron)에 관련된 내용이 많으며,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개념을 어려워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자(proton)라는 개념을 제외하고 모든 개념이 전자(electron) 

주변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양자(proton)의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연관하여 질문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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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질문 수준과 질문 주제의 상관 관계 

고전물리학 개념에 대한 이해와 양자물리학 개념에 대한 이해 간에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점을 토대로(임성민 & 김재경, 2014), 각각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을 질문 수준과 질문 주제로 

분석한 것을 통합하여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을 질문의 수준과 질문 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질문이 비슷한 빈도로 많이 

도출되었으며, 2) 최소 수준과 낮은 수준의 질문에는 개념과 관련된 

질문이 가장 많았고, 3) 중간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질문에서는 지식 

질문이 가장 많았다. 이를 통합하여 보면, 고전물리학 단원은 중간 수준 

이상의 지식 질문이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4-

14]와 같다.  

 

 

[그림 4-14]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 및 질문 주제 분석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을 질문의 수준과 질문 주제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 높은 수준의 질문이 가장 많이 도출되었으며, 2) 최소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 모든 수준의 질문에서 개념 질문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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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은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그림 

4-15]와 같다. 

 

 

[그림 4-15]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 및 질문 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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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질문 수준과 질문 주제에 따른 텍스트 분석 

본 연구를 통하여 분류한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의 단원 

별 질문 수준을 토대로 하여,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질문들을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하였다.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질문 

수준과 질문 주제의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 두 단원에서 모두 개념 

질문과 지식 질문이 높은 빈도 수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개념 질문과 지식 질문이 질문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경향성을 갖는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 질문의 

핵심 개념 주변에 어떠한 개념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4.4.1. 단원 별 질문 수준에 따른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1) 고전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고전물리학 단원 중에서 대표적인 단원으로 ‘구심력과 중력’에 대한 

질문을 분석하였다. 이 중 질문 중 개념 질문의 중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을 분석해 보았다. 고전물리학의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개념인 중력(gravity)과 

힘(force)을 주변으로 어떠한 개념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텍스트 

네트워크 결과는 [그림 4-16] & [그림 4-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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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낮은 수준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그림 4-17]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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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과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에서 

중력(gravity)-힘(force)이라는 축을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되는 개념을 

살펴보았을 때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낮은 수준의 질문과 높은 

수준의 질문 모두 지구(earth)라는 개념을 중력(gravity)과 

힘(force)이라는 핵심 개념의 연관 개념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구심력과 중력 단원의 개념 질문은 ‘지구에서 작용하는 

힘인 중력’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중력(gravity)과 힘(force)을 

매개로 하여 양쪽에 각각 다른 두 개의 텍스트 네트워크가 생긴 반면, 

높은 수준의 질문은 ‘지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질량(mass), 

물체(object), 구심력의(centripetal), 힘(force), 가속도(acceleration), 

중력(gravity)이라는 개념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전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질문은 

중력(gravity)과 연관된 개념을 질량(mass)적 측면과 ‘구심가속도와 

중력의 차이’측면으로 질문하는 반면, 고전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질문에서는 ‘지구에서 구심력을 이용한 등속원운동’에 대한 질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 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양자물리학 단원 질문 중 개념 질문의 중심 개념과 주변 개념들을 

분석해 보았다. 개념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개념인 

‘전자’주변으로 어떠한 개념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텍스트 네트워크 

결과는 [그림 4-18] & [그림 4-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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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낮은 수준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그림 4-19]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 텍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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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 중 낮은 수준의 질문인 경우 

전자(electr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의미(mean)와 강하게 연결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인 경우에도 전자(electron)와 오비탈(orbital)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양자물리학 단원의 개념 질문은 

전자(electron)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마다 전자(electron)라는 핵심 개념 

주변으로 형성되는 질문을 살펴보았을 때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개념 질문은 전자(electron)가 

의미(mean)와 연결되어 있는 반면, 높은 수준 질문은 전자(electron)가 

의미(mean)와 연결되지 않고, 오비탈(orbital), 에너지(energy), 

껍질(shell), 양성자(proton)와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의 질문은 에너지(energy)라는 개념이 

전자(electron)와 연결되는데, 낮은 수준의 질문에서 

에너지(energy)라는 개념은 전자(electron)와 연결되지 않고, 

질량(mass), 준위(level), 파동(wave)이라는 개념과 따로 연결되면서 

하나의 다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낮은 수준은 

전자(electron)와 오비탈(orbital) 개념도 함께 연관시켜 질문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개념 질문은 

전자(electron)의 의미(mean)에 대해 묻는 질문이 많은 반면, 높은 

수준의 개념 질문은 전자(electron)의 오비탈(orbital)과  

껍질(shell)이나 에너지(energy) 및 양성자(proton)에 대한 좀더 

확장된 개념에 대한 질문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에너지(energy)와 연관된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히 질문하지만, 전자(electron)의 개념과 오비탈(orbital)의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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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관하여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장된 개념 관련 질문을 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반면, 높은 수준의 질문에선 전자(electron)에 대한 

거의 모든 개념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응용된 개념으로 질문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자물리학 단원에 대한 수준별 학습을 실시할 

때는, 이와 같이 수준별 학습자가 요구하는 수행기준이 다름을 확인하고, 

본 결과가 이에 맞는 효과적인 교수 전략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4.2. 단원 별 질문 수준에 따른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1) 고전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 중 지식과 관련된 질문의 수준별 주변 

개념들을 분석해 보았다. 지식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개념인 ‘힘’주변으로 어떠한 개념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텍스트 

네트워크 결과는 [그림 4-20] & [그림 4-21]과 같다.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낮은 수준의 질문인 경우 힘(force)의 주변 

개념으로 중력(gravity)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질문인 경우도 지구(earth). 중력(gravity)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지식 질문은 ‘지구에서의 중력’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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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낮은 수준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그림 4-21] 고전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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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힘(force)이라는 핵심 개념에서 출발하여 각 질문 단계마다 

구별되는 특징 있었다. 낮은 수준 질문에서 힘(force)은 

구심력의(centripetal)와 약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에 반해, 높은 수준 

질문에서는 지구(earth)와 강하게 연결되며 지구(earth)에서 달(moon), 

물체(object), 오비탈(orbital), 질량(mass), 중심(center)과 연결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낮은 수준의 질문에서는 중력과 구심력이 같은 

개념임을 아는 것까지 질문을 했고, 높은 수준에서는 지구에서 중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다른 계에서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지식까지 질문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질문이 높은 수준의 질문과 다르게 특징적인 내용은 

질량(mass) 개념과 무게(weight)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낮은 수준의 질문에서 이 두가지 개념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질문을 함을 알 수 있다.  

 

2) 양자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양자물리학 질문 중 지식과 관련된 질문의 수준별 주변 개념들을 

분석해 보았다. 지식 질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핵심 개념인 

에너지(energy)와 전자(electron) 개념 주변으로 어떠한 개념들이 

연결되었는지 확인한 텍스트 네트워크 결과는 [그림 4-22] & [그림 

4-2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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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낮은 수준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그림 4-23] 양자물리학 단원에서 높은 수준의 지식 질문 텍스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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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 중 낮은 수준의 질문인 경우 

전자(electron)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나의 네트워크와 

에너지(energy) 개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네트워크를 구성함을 알 수 

있다. 높은 수준인 경우에도 에너지(energy)를 중심으로 

전자(electron), 질량(mass)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양자물리학 단원의 지식 질문은 에너지(energy)와 전자(electron) 

개념을 중심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 

수준마다 에너지(energy)와 전자(electron)라는 핵심 개념 주변으로 

형성되는 질문을 살펴보았을 때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다.  

 

양자물리학 단원의 낮은 수준 지식 질문은 네트워크가 하나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개념들이 다 따로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질문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양자물리학 단원의 높은 수준 지식 질문은 에너지(energy)와 

전자(electron)가 질량(mass)과 연결된 것으로 보였으며, 

에너지(energy)라는 개념이 준위(level), 광자(photon), 빛(light) 과 

연결되는데, 낮은 수준의 질문에서 에너지(energy)라는 개념은 오직 

광자(photon)와 연결된 것으로 보아 ‘광자의 에너지 준위’ 개념도 함께 

연관시켜 질문하지 못함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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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온라인 개방형 강의 댓글 질문의 미시적 특징  

칸 아카데미에 제시된 질문들을 일반적인 교실상황에서 학습자가 

제시한 질문이 아니라,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제시되었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이 질문의 수준과 질문의 주제에 따른 분석과 

더불어 강의와 연관하여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달린 댓글’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 교사의 교수전략 및 학습자의 학습증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함께 알아보았다.   

첫째, 교사는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제시된 오개념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의 오개념이 자주 발생하는 단원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학습자가 제시한 질문은 학습자가 강의를 듣고 이해한 

정도에 따라 질문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댓글 

질문은 교사가 알 수 있는 학습자의 이해 척도라 할 수 있다. 댓글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오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예는 [그림 4-24]와 

같다.  

 

 

[그림 4-24] 오개념 관련 질문의 예 

 

위 그림에 제시된 오개념 관련 질문은“방향의 변경이 가속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가 이해 안 됩니다. a=v/t 공식은 나타내지 

않는데요?”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위 질문에서 학습자는 가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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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미 개념 안에 속도 벡터가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의 의미는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 질문은 공식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질문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직접 

학습자가 제시한 댓글 질문을 통해 교사는 직접 교실형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개념 단원을 미리 알아볼 수 있으며, 교수 학습 

전략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습자는 물리 개념을 일상생활과 관련시켜 쉽게 간과했던 

내용을 질문한다.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일상 관련 내용의 질문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학습자의 수업 참여에 대한 열린 의식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평가와 관련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개 

온라인 수업에서 스스로 질문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수업의 적극성 

측면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림 4-25] 일상 관련 질문의 예 

 

위 [그림 4-25]와 같이 우리가 쉽게 간과한 일상적인 내용의 질문 

예를 볼 수 있다. “새는 중력에 저항을 하며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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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 개념과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자연적 요소들을 함께 생각 하여 의문을 갖음이 확인되었다. 

지구에서 질량이 있는 물체가 지구 중심방향으로 힘을 받는데, 새는 

중력에 저항하여 날아다니는 것처럼 생각되어 질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문들은 강의를 수강하면서 여러 학습자들도 함께 

궁금해 했음이 투표 156번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수업 참여에 대한 열린 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6] 일상 관련 질문의 예 

 

또한 위의 [그림 4-26] 질문처럼 “만약 제가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게 되면 제 몸무게가 더 이상 140 파운드가 아닐 것이라는 말인가요? 

또한 사람들의 몸무게가 어느 나라에 있느냐에 따라 변동을 한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뉴욕에 있다가 일본에 가면 말입니다.”라고 

중력에 관한 정의적 관점에서 시작하여, 일상과 연관시켜 하는 질문들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질문을 제기한 학습자뿐만 아니라, 강의를 

수강하고 질문을 봤던 다른 학습자들까지 중력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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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구의 겉보기 중력의 강도는 위도, 고도, 지형 및 지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고도가 높을수록 지구 중심에서 멀어 지므로 중력은 

고도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물리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제시된 질문들은 수업표상으로 작용하여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다. 

강의를 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입장인 교사와 이를 수용하는 학습자 

사이에는 많은 수업 표상들이 존재한다. 수업표상의 종류는 다양 하다. 

수업에서 지도 목표로 가지고 있는 과학적 개념이나 과학 현상, 원리, 

글, 도식, 사진, 공식, 그래프 등이 표상의 일종이며, 이러한 표상은 

과학적 사고를 촉진하고 과학적 실행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렇게 교사-학습자 간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표상이 질문에 

나타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 학습자가 질문을 제기하면서, 본 

강의에만 제한을 두지 않고, 다른 강의의 경로를 링크하여 강의의 

범위를 높이고 강의를 재구성하여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질문을 제기하는 강의의 시점을 정확히 ‘분초’로 

지정하여, 질문의 정확도를 높였으며, 강의 수강자들이 다른 학습자가 

제기한 질문에 ‘투표’을 클릭하여 질문을 페이지의 상위에 올리게 

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다른 수강자와 함께 의문을 풀어 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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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7] 표상 제시 질문의 예 

 

위 [그림 4-27]질문에서 보듯이, “14분 10초에 더 작은 수직 

항력이 어떻게 하늘 쪽으로 떠 있게 하죠? 구심력이 더 많아서 원의 

중심으로 더 끌려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만 보면,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문에 표시된 강의의 시점을 

찾아보면, 질문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며, 투표수가 

70으로 해당 강의에서 가장 높은 투표수를 받아 질문 페이지에서 가장 

상위에 자리하고 있어, 많은 다른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도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4-28] ‘[그림 4-27]’과 관련된 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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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5.1. 요약  

학생의 물리학 오개념에 대해 수십 년간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생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질문을 단원별로 접근한 연구는 

드물다. 이는 개별 교실 상황에서 다양한 유형, 수준, 주제의 학생 

질문을 폭넓게 관찰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전세계의 다수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MOOC 

교육 플랫폼인 칸 아카데미에 등록된 방대한 양의 댓글들을 바탕으로 

특정 물리학 단원의 다양한 학생 질문을 분석함으로써 빅데이터에 

기초한 물리학습 연구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고전물리학 단원의 질문에서 질문 수준은 중간 수준의 

질문이 가장 많고 낮은 수준의 질문이 가장 적었으며, 양자물리학 

단원의 질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질문이 가장 많고 낮은 수준의 질문이 

가장 적었다. 질문 주제는 고전물리학 단원과 양자물리학 단원 모두 

개념 질문이 가장 많고 한계 질문이 가장 적었다.  

 질문의 수준 및 주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질문의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에 나타난 개념적인 네트워크를 질문의 

수준 및 주제에 따라 확인하고 분석하여, 질문을 구성하는 내용의 

미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비교하였다. 

한편 전통적인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MOOC 

플랫폼상의 특징을 반영한 질문들도 발견되었다. 온라인 개방형 강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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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특징적인 질문들로는 오개념 질문, 일상생활과 관련된 질문, 

수업표상으로 작용한 질문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교사는 

학습자의 오개념이 자주 발생하는 단원과 쉽게 간과했던 일상적인 

내용의 질문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문들은 교사와 학습자 

사이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질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5.2.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MOOC 상에 나타난 고전물리학 질문과 양자물리학 질문을 

질문의 수준과 주제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물리 

개념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전물리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생들은 그래프 

해석이나 그림 해석 등 시각적 인식 능력에 어려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MOOC상의 강의에서는 이러한 표상을 적절히 

사용하여 학습자의 이해를 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MOOC강의에서 시각적 표상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설명하여 학습자의 

이해수준이 향상되었음으로 해석되며, McDermott(1987)의 대부분의 

학습자들이 시각적 표상과 물리적 개념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선행연구는 MOOC 학습자들에게는 비교적 크게 적용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둘째, 고전물리학에서 학습자들이 높은 수준의 많은 질문을 하였다. 

높은 수준 단계의 질문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한 내용이 어떻게 새로운 

지식 및 다른 분야와 연결되는지 의문을 갖는 단계이다. 이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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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뉴턴역학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 

일상 생활에서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 반하여, 

MOOC 상에서는 학습자가 가진 의문을 일상과 연관하여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MOOC를 통해 양자물리학 강의를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질문까지 남기는 학생의 경우 능동적인 물리 학습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응용에 관한 높은 수준의 질문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가장 낮은 수준의 질문이 두번째로 높았다는 것은 양자물리학 

이해에 있어서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양자물리학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수식만 암기하려는 경향의 학습자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자물리학에서 하나의 측면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MOOC를 통해 질문을 한다는 특성상, 

학습자가 한 질문이 학습 후 과제나 평가받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어서 어렵게 쓰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MOOC상의 질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MOOC를 통해 나타나는 질문들을 예비 교사교육에 활용하여 

강의의 경험이 없는 예비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어려움을 느껴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교실에서 보지 못했던 질문의 양상을 보여 추후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둘째, MOOC를 통해 수집한 질문의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알게 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개념 및 이와 관련된 세부 단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물리 수준별 지도를 할 때, 교수 학습 자료 및 전략을 세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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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셋째, MOOC 학습자들이 단원별로 제시하는 일상적인 질문들을 

교사가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여, 학습자의 과학 영역을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교사가 일상질문을 먼저 파악함으로써,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가지고 있는 일상과 관련된 과학적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교사가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MOOC 학습자들이 온라인 학습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이며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MOOC 질문 분석을 통해 

MOOC 수강생들의 학습을 증진시키기 위해 어떻게 강좌를 설계해야 

하고, 어떤 학습활동 지원이 플랫폼에서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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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ents’ Questioning Types in MOOC Physics 

Lectures: The Case of Khan Academy 

 

Sohee Jeong  

Science Education (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questions that learners ask are an important means of 

examining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Recent literature in science 

education has emphasized the sharing of knowledge through 

encouraging interactions within the digital environment. MOOC is 

emerg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digital education environment. 

It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gives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 opportunity to learn. However, research on the questions in the 

MOOC physics classroom is currently very limi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students' questions from 

MOOC physics lectures. Among the MOOC platforms, Khan 

Academy was chosen for a case study. 5,538 questions asked by 

learners after studying classical physics and quantum physics units 

in Khan Academy Physics course were analyzed. Based on Etkina 

(2000), the questions were classified into four levels in term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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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iculty, and based on Harper et al. (2003), were categorized into 

four question topics. In addition, the questions were further 

analyzed using text analysis and in-depth analysis of the question 

content. 

In terms of the level of difficulty, classical physics showed similar 

numbers of high- and medium-level questions. In quantum physics, 

the number of high-level question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erms of the topic of question, conceptual questions were the most 

frequent topic both in classical physics and quantum physics. In 

classical physics, questions about ‘concept’ and ‘knowing’ were 

frequently raised. On the other hand, the percentage of ‘concept’ 

questions in quantum physics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the questions posed by the students, there were some 

questions too difficult to address in the classroom, some related to 

everyday life, or creative. I discuss directions for developing more 

effective MOOC physics classes and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eaching strategies for preservice teachers. 

 

Keywords: MOOC Question Analysis, Classical Physics, Quantum 

Physics, Question Level, Question Topic, Khan Academy 

Student Number: 2014-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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