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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향력 발생 원리를 고등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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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w method was developed to better understand the principle of Coriolis force. We also investigated the

understanding of 5 10th grade students and analyzed their responses. Since no clear explanation about the nature of a

rotating disk is provided in school textbooks, it tends to be misunderstood as the earth surface revolving on its axis

pointing to the North Pole.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cusing on the fact that a rotating disk is the tangential plane at

arbitrary latitude. Results showed that there are changes in students’ conceptions on the principle of Coriolis force with a

new understanding of the rotating disk. In conclusion, a new method used in this study helped students better understand

the link between Coriolis force and rotating disk. The method would be helpful to clarify the principle of Coriolis force

in schoo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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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는 전향력 발생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5명의 10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여 나

타난 반응을 분석하였다. 중등과학 교과서에서 전향력 실험을 위해 회전원판이 자주 사용된다. 그런데 회전원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회전원판이 북극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지구를 나타낸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

는 회전원판이 임의의 위도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사실에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회전원판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면서

전향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덧붙여 우리는 회전원판과 전향력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제시하

려 하였다. 이 방법은 학교 교육에서 전향력의 특징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전향력, 회전원판, 접평면

서 론

전향력은 운동하는 물체가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북반구에서는 진행방향의 오른쪽, 남반구에서는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편향하게 하는 힘이다(Renault and

Okal, 1977). 전향력은 지구 대기와 해수 순환의 여

러 특징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Garrison,

1996). 그러므로 이 힘은 중등교육과정에서 매우 중

요하게 다뤄지고 있다(정진우, 2009). 그러나 중·고

등학교 학생들에게 이 힘은 매우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고태식, 2002). 실험을 통해 학생들

은 자신의 지식을 구체화 할 수 있기에(조희형과 최

경희, 2008), 전향력을 이해하기 위한 실험은 대부분

교과서에 소개돼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전향력 실험장치는 거의

비슷한 방법을 사용한다. 회전하는 원판 위에 직선을

그을 때 나타나는 선의 모습을 관찰하거나, 회전하는

원판 위에 구슬을 굴릴 때 나타나는 궤적을 관찰하

는 것이다(최진호, 2004). 그러나 이러한 실험장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태식, 2002). 지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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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년간 이들 실험 방법과 장치를 개선하기 위한 많

은 노력들이 있었다(Minnix and Carpenter, 1983;

Daw, 1987; Secco, 1999; 최진호, 2004; 김은주 외,

2009). 특히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는 대부분 회전원

판에 구슬을 투입하기 위한 위치와 구슬의 궤적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교과서에서 전향력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회전원

판은 북극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아니다. 회전원판은

임의의 지점에 접하는 평면이다(한국지구과학회,

1998; Holton, 2008). 그리고 전향력 실험장치의 원판

회전은 접평면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 회전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개념은 전향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

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전향력 실험

에서 이러한 개념을 설명하지 않으며, 삽화나 개념설

명에서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오개념

을 유발시킬 수 있다(국동식, 2004).

따라서 이 연구에서 우리는 전향력 실험장치의 회

전원판이 관측자가 있는 곳에 접하는 평면이라는 것

을 알게 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

용하여 이들의 전향력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

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회전원판에 대한 개

념 변화가 전향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몇몇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서 결과 및

결론을 전체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

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전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고

등학교 사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일

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개념 변화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선정 및 절차

연구 대상은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고등학교

지구과학 사사과정에 선발된 5명의 학생이다. 학생들

은 영재교육원에서 시험을 통하여 선발되었으며, 전

라북도에 위치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월에 학생들

에게 전향력에 대한 마인드 맵을 통하여 기본 개념

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였으며, 7월에 기존 교과서

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8월에 새

로운 실험방법을 통한 실험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개

념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각각의 실험은 학생들과

조율을 통하여 최소한 4명 이상의 학생이 참석 가능

한 날짜를 선정하였다. 매번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

에게 설문지를 받았으며, 설문지는 특정한 형식이 없

고 학생 스스로 본인의 생각을 주제에 맞추어 쓸 수

있는 형태로 작성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받았다.

학생 개개인의 개별적인 면담은 학교를 방문했을 때

마다 실시하였다. 실시한 면담의 내용을 간략히 발췌

후 연구자가 직접 정리하였다. 학생들에게는 면담의

내용을 연구 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을 밝혀두었다.

교육과정 분석

7차 교육과정을 따르는 6종의 고등학교 지구과학

2 교과서에 제시된 전향력 실험을 살펴보았다(Table

1)(경재복 외, 2005; 김희수 외, 2002; 우종옥 외,

2005; 이규석 외, 2003; 이문원 외, 2005; 허창회 외,

2004). 교과서의 본문 내용은 부록에 첨부하였다. 우

리는 특히 회전원판에 구슬을 놓는 위치에 주목하였

는데, 이유는 구슬을 놓는 위치는 회전원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원판의

중심을 북극으로 가정한다면 구슬은 원판 중심에서

출발하도록 설정할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회전원판을 관측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평면으로 간주

한다면 구슬의 출발지점을 어디에 두든지 전향력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6종의 교과서에서 1

종의 교과서에서는 원판에 구슬을 놓는 위치를 정하

지 않았으며, 1종은 원판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구슬

을 향하게 하였고, 1종은 원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
 

Table 1. Experimental devices for the understanding of Coriolis force in high school textbooks

Text book Apparatus Experimental methods Illustrated type

A Rotating disk(motor) Input center Northern central Arctic

B Rotating disk Input center Northern central Arctic

C Rotating disk Input center Northern central Arctic

D Rotating disk Not specified Rotating disk

E Rotating disk (motor) Out of disk Rotating disk, Northern Hemisphere

F Rotating disk (Paper board) Drawing on disk Northern central Arc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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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했다. 나머지 3종은 구슬이 원판의 중심에서 바깥

으로(즉 radial direction) 향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적용 및 질적 분석

이 연구는 교사가 제공한 지구의 자전과 자전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기반으

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활동한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안내단

계에서는 교사가 지구의 자전과 자전에 의하여 나타

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향력에

대한 설명 후 현재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전향력

실험장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학습할

내용을 점검하고 기존의 전향력 실험장치를 통해 실

험한다. 목표 설정단계에서는 교사가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하는 단계이다. 실험

방법 개발 단계에서는 기존의 전향력 실험장치와 실

험방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새로운 실험방법 개발

을 위한 간단한 가상실험을 한다. 가상실험을 위해서

눈으로 하는 관찰의 경우 한계가 있으므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험을 촬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

여 보정하는 단계를 반복했으며, 반복되는 실험을 통

해 토론단계를 진행했다. 학생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참고문헌(지구과학개론) 등을 이용하거나 교

사가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해결하였다. 요약 및 발

표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실험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발표한다. 실험기간 동안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

소감문의 내용 분석과 개별 심층 면담을 통해 면담

내용을 기록한 원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질

적 분석을 실시했다.

결 과

기존 실험장치와 방법의 문제점

전향력을 실험을 통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실험결과를 해석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

다고 한다(Secco, 1999). 회전원판을 이용할 때 구슬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거나 전향력과 관계없는 듯한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게 된다(김은주, 2004). 기존 연

구들은 이와 같은 움직임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슬을

놓는 위치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최진호(2004)는 전향력 실험장치의 회전원판에 굴

림 장치를 설치하여 구슬이 최초에 운동할 때 관성

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1a). 김은주 외

(2009)는 타이머를 이용하여 회전원판 내에 굴림 장

치를 만들어 구슬이 자동으로 굴러 갈 수 있도록 하

여 구슬의 움직임을 관성계와 같이 하였다(Fig. 1b).

그런데 이들 연구는 회전원판 자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한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판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실험에서는 구슬이 굴러가는 위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이들 실험에서 굴림 장치를 원판의 내

부에 넣어 구슬을 중심에서 바깥으로 굴러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극에서 적도 방향으로 이동하는 물체의

전향력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장치로는

적도에서 극으로 움직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전향력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실험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는 실험장치의 개선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

Fig. 1. (a) and (b) are showing the devices used by Choi

(2004) and Kim (2009), respectively. For more detailed

explanations, readers are referred to thei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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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이는 실험방법과 장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선된 실험방법과 적용

구슬이 출발하는 위치에 대한 문제는 회전원판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 아주 쉽게 해결된다. 회전원판의

중심이 북극이 아니고 임의의 지점에 있는 관측자라

고 가정하고, 원판을 여기서 지구에 접하는 접평면이

라 한다면 전향력의 여러 특징을 쉽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구슬이 회전원판의 중심을 지나더라도 문제

없이 전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Fig. 2).

회전원판의 중심이 관측자의 위치라는 생각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Minnix and Carpenter, 1983). 그

러나 전향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교과서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교과서에

서는 천문분야에서 다뤄지고 있다. 그 예로 푸코진자

를 들 수 있다(이문원 외, 2005). 진자는 관성에 의한

운동을 하고 실제는 지평면이 회전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생각하면, 관성에 의한 운동을

하는 물체를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관측한다면 아주

쉽게 회전원판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

관성운동과 회전운동을 하나의 실험기구에서 동시에

표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관성운동을

정지해 있는 물체로 대체하여 생각을 하였다. 하늘에

떠있는 별을 생각하자. 별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

고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별은 하루에 한 바퀴씩 회

전운동을 하게 된다. 이를 별의 일주운동이라 하고

지구 자전의 현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강혜성 외,

2008). 천정 부근의 일주운동은 위도에 따라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구의 자전에 의한 회전운동은 관

찰자의 위치와 별의 운동을 바꾸어 생각하면 위도마

다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표현하기 위하여 기존의 회전원판과

별을 표현 할 수 있는 둥근 구를 이용하였다. 회전원

판의 중심에 관찰자 대신 디지털 카메라를 설치하여

원판의 회전에 따른 구에 표시되어 있는 기준 점의

움직임을 촬영하였다(Fig. 3). 북극을 가정하여 카메

라를 구의 중심에 맞추어 원판을 회전시켜 구에 표

시된 기준점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기준점의 움직임

은 회전 축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운동을 보이며 회

전하였다. 이는 북극에서 하늘의 천정을 바라보는 것

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적도는 카메라를 원판과

수직으로 위치하여 기준점의 움직임을 관찰하였다.

기준점의 움직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선의 움직

임을 보였다. 이때 관측자의 위치를 의미하는 카메라

는 원판에 부착되어 회전하고 있지만 구에서 보이는

기준점은 회전하지 않고 직선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적도에서 천정을 바라볼 때 관측자의 지평면이 회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위도에서의 움직임

은 카메라를 45
o

 경사지게 설치한 후 원판을 회전시

켰다. 이때 나타난 영상은 북쪽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원호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관측자의 지평면이 북

극과 같은 완벽한 원운동은 아니지만 회전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자전으로 관

측자의 지평면이 회전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었다.

전향력이 위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현상은 기준점

Fig. 2. The nature of a rotating disk which we proposed in this paper. The tangential plane that an observer who is located on

any latitude θ of the earth rotating at angular speed of Ω looks at is to rotate at angular speed of Ω sin θ. At this moment, the

thing which indicates the revolving observer’s tangential plane is the rotating disk of the existing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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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내는 호의 크기를 보고 비교할 수 있다. 적도

는 호가 보이지 않으므로 전향력이 없고, 극은 호가

완벽한 원이므로 전향력이 가장 크며, 중위도는 호의

일부만 나타나므로 전향력의 크기를 중간값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실험방법 적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전향력 실험장치에서 회전원판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해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소규

모의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실험

은 학생들에게 내용을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매우 중

요하게 제시되고 있다. 학생 스스로 사고를 통해 새

로운 방법을 개발하고 어려운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탐구 능

력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 능력 신장에 도움

을 주었다. 활동의 단계별 적용 사례에 대한 질적 분

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내 단계

학생들의 전향력과 전향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기 위해 전향력 마인드맵을

작성하게 하였다(Fig. 4).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전향

력과 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

었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교과서 중에서 구슬의

투입 위치가 다른 2권의 교과서를 제시하여 일반적

인 방법으로 전향력 실험을 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2종류의 교과서를 통해 실험을 하였고 이때 교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실험이 끝난 후 학생들에게 2종류

의 실험 방법을 비교 분석하게 하였다. 학생들은 회

전원판의 중심에서 구슬을 투입하는 이유와 실험과정

에서 원판의 중심을 지나가는 구슬의 움직임, 꼬임과

같은 형태의 특이한 모습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대

하여 설명하지 못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에도 학생들

은 회전원판과 전향력 실험장치의 의미를 이해하지

Fig. 3. Cross section of both the hemisphere and the rotating disk in the experimental apparatus. Note that the rotating disk

referred to the tangential plane at the certain latitude. The camera represents observer at the latitude.

Fig. 4. Mind Map of the Coriolis force drawn b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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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 실험과정과 전향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가 필요한 단계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구의 자전

과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전향력의 정의와 모의 실험, 그리고 실제 전향

력 실험장치를 사용한 간단한 실험으로 전향력의 개

념을 이해하고, 실험장치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도

록 하였다.

“전향력은 지구의 자전에 의해 생성되는 가상의 힘이네요. 그

리고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는 존재하지 않네요. 저는 운동에

상관없이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줄 알았어요.”(학생 A와의 면

담 중에서)

“단순한 실험이라 생각했는데 실험장치와 방법에 매우 많은 내

용이 들어있네요.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학생 B와의 면담 중에서)

“실험장치에서 원판의 중심을 북극이라 생각했는데 원판을 가

로질러 가는 구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판에 대

한 생각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학생 C와의 면담

중에서)

목표설정 단계

교사가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기존의

실험장치의 실험에서 문제점을 찾도록 하였다. 학생

들은 먼저 실험 방법에서 구슬의 투입위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둘째로 실험장치의 중심을 지

나는 구슬의 움직임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였다(Fig.

5). 학생들은 또한 기존의 두 실험에서 구슬의 투입

위치에 대한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같은 실험에

서 구슬의 투입 위치의 차이가 의미하는 점에 대하

여 고민하였다. 구슬의 투입 위치의 차이를 통해 학

생들은 회전원판의 개념을 생각하게 되었다. 중심에

구슬을 투입한 실험에서 회전원판은 북극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지평면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슬을

원판의 바깥에서 투입한 경우는 중심이 북극인 지평

면에서 적도에서 출발하는 운동으로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실험장치의 회전 중심을 지나는 구슬의 움직

임과 관련한 자연 현상을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교사는

중위도에서 실험을 할 경우 회전원판의 중심이 북극

을 의미하는지 질문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

은 실험장치의 회전원판이 북극을 중심으로 하는 지

평면이 아니라는 가정을 새웠다. 이러한 가정을 기반

으로 학생들은 앞의 실험결과를 다시 분석하였다. 학

생들은 자신들의 실험 결과와 가정이 일치하는 결론

을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향력 실험장치에서 관

측자의 위치가 회전원판의 중심이라는 가정을 기초로

회전원판의 중심이 위도에 따라 다르게 위치했을 때

회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을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

하기 시작하였다.

교사: “지구의 자전에 의해 각 위도에서 회전원판과 같이 관측

자가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학생 C: “푸코진자가 있어요.”

교사: “푸코진자가 뭐죠?”

학생 C: “푸코진자는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자

료로 진자가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위도에 따라 주기를

다르게 하여 회전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사: “그럼 진자가 회전을 하는 것인가요?”

학생 C: “아닙니다. 진자는 관성운동을 하고 있고 바닥이 회

전하는 것입니다.”

교사: “그럼 우리의 지평면이 그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해도 되

나요?”

학생 C: “그렇죠!”(교사와 학생 C의 질의 응답 중에서)

Fig. 5. Thoughts of the students about the experiments in

th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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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D: “별의 일주를 볼 수 있습니다.”

교사: “일주 운동의 차이가 어떻게 보이나요?”

학생 D: “위도에 따라 각 방위별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교사: “그럼, 각 위도별 천정부근의 일주 운동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학생 D: “북극은 원운동을 하고, 적도는 직선운동이며, 중위도

는 원호를 그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사: “그럼 이러한 별의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학생 D: “별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별은 고정되어

있고 지구에 있는 관측자의 움직임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그러한 운동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 “그렇다면 이러한 별의 움직임을 통해 관측자의 위치가

그렇게 회전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학생 D: “네, 그렇습니다.”(교사와 학생 D의 질의 응답 중에서)

실험방법 적용 단계

이 단계는 학생들이 앞 단계에서 정리한 내용을

통해서 실험방법을 적용해 보는 단계이다. 학생들은

토의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 지구의 자전

에 의해서 지평면이 회전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앞에서 언급한 별의 일주운동을 선택하였

다. 위도의 차이에 따라서 별의 일주운동의 모습을

관찰하고 이를 지평면의 회전과 연관 지어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했다(Fig. 6). 기존의 전향력 실험장치에

반원형의 아크릴 구를 올렸다. 아크릴 구의 내부는

흰색으로 색칠을 하고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하여 기

준점을 표시하였다. 위도의 차이에 따른 영상을 얻기

위하여 학생들은 적도(0
o

)와 중위도(45
o

), 극(90
o

)으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 일주운동을 관찰하였다. 그리

고, 이 실험장치에서 회전원판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

면 남반구에서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미 학

생들은 일주운동에 대한 개념을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접해본 경험이 있어 아주 쉽게 이해하였다.

“극지방에서 기준점의 일주운동은 반시계 방향의 회전운동을

정확하게 볼 수 있네요. 그러나 적도에서는 일주운동에 의한

기준점의 회전운동 모습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전향력이 나

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학생 E와의 면담 중에서)

“중위도에서 기준점의 일주운동은 원호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원형으로 나타나지는 않네요. 왜 이

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뭔가 다른 힘이 존재하는 것일

까요?”(학생 D와의 면담 중에서)

“회전하는 원판에서 회전하지 않는 물체를 바라보는 모습은 처

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실제

별의 운동과 같은 모습을 실험실에서 확인해 보니 좋았습니

다.”(학생 A와의 면담 중에서)

토론 단계

이 단계에서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와

참고 문헌을 통해 실험 방법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극과 적도에서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이해

를 하였다. 그러나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원호에 대해

서는 많은 토론을 하였다. 학생들의 토론은 중위도

역학적 움직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교사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중위도에서 나타나는 일주운동은 중심을 볼 수 없는 원호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요?”(교사의 질문내용)

“원심력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성

되는 원심력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전향력을 표현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학생 A의 답변 중에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전향력의 힘의 방향을 생각하면 중위도

에서 나타나는 일주운동의 모습은 순수한 전향력을 표현한 것

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학생 E의 답변 중에서)

Fig. 6. Note showing the students’ ideas of a new experi-

mental method for the Coriolis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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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발표 단계

이 단계에서는 실험 방법 개발과 토론 과정의 활

동자료를 모아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Fig. 7). 4명의

학생이 실험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심화적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향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1명의 학생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중위도 역학과 같은 부

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표시하였다. 또한 3명의 학생

이 전향력을 대기와 해양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천문학적인 현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이

신선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5명 전원이 실험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이

해의 폭이 넓어 졌다고 답하였다.

“지구 자전의 증거로 별의 일주 운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별의 일주 운동을 통해서 전향력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전향력이

지구의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

습니다.”(학생 C와의 면담 중에서)

“전향력은 표현하기에 쉽지 않은 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

습니다. 물론 실험에서 나타나는 전향력의 모습이 실제 전향력

과 100% 같은 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향력

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학생 D와의 면담 중

에서)

“처음에 전향력에 대한 생각이 막연했는데, 이를 기회로 전향

력과 지구 자전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었다. 실험을 하면서 관

찰하는 부분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학생 E의 보고서 내용

중에서)

결론 및 토의

과학에서 실험은 학생들에게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

는 과정의 하나이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과 기구를

통하여 더욱 복잡한 오인으로 분화되거나 새로운 오

인으로 발달할 수 있다(조희형과 최경희, 2008).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실

험장치에 대한 정확한 개념 파악이 필요하다. 이 연

구는 학생들에게 전향력 실험장치를 명확하게 이해시

키고 학생들이 개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향력에

Fig. 8. Principle of Coriolis force with the concept of the

rotating disk. When both A and B are watching the same

object which is moving with constant speed along straight

line. Because fixed on the rotating disk, A observes the

object moving in a curved path and feels a force acting on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B does see the object still

moving in straight line without any change of speed. So B

does feel no force on the object. Note that this figure show-

ing the Coriolis force is really apparent force caused by

viewing at the rotating disk, i.e., non-inertial frame.

Fig. 7. Same as Fig. 6 presented in the step of the organi-

zation a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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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개선된 실험방법을 투입하기 전의 학생들은 전향력

에 대하여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는 가상의 힘이라

는 것과 현상들을 나열할 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

고 있지 못했고, 기존 전향력 실험장치의 구조를 이

해하지 못했다. 회전원판의 회전을 단순한 지구의 자

전으로 생각했고, 교과서에서 묘사된 삽화와 설명이

없는 실험방법을 통하여 회전원판에 대한 오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지평면이

회전한다는 개념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단지 지구의

자전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 정도로 생

각하였다.

개선된 방법인 별의 일주운동 개념을 통해 실험

한 경우 회전원판의 움직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지구의 자전에 의해 관측자의 접평면이 회전

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후 학생들은 회전원판 위에서

나타나는 물체의 움직임에 대하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중점을 두는 회전원판

이 임의의 위도에 접평면이라는 개념은 회전원판을

이용하여 중위도 해류의 순환에 대한 실험(장승환

외, 2010)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재정립된 회전원판 개념의 중요한 점은 자전하는

지구에 위치하는 관측자의 지평면이 회전한다는 것이

다. 이를 적용하면, 회전하는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직선운동 하는 물체를 관찰하면 관측자의 위치와 좌

표가 변하게 되므로 물체를 보는 기준 좌표와 방향

이 달라지게 된다(Fig. 8). 그러나 정지해 있는 사람

의 경우 관측자의 좌표는 변화가 없으므로 물체의

운동방향은 변화가 없다. 즉 관측자의 지평면이 회전

하는 경우 관측자의 기준 좌표가 변화하게 되므로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가 관측자가 보기에는 회전운

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을 교사들이

이해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학생들의

전향력에 대한 개념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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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e pages of the text books of Earth science 2 (7th curriculum) showing the experiments for Coriolis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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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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