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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이미 운동역학 단원을 수강한 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학생을 상으로 연구하 다. 학생

들을 상으로 반복 학습 과 후의 동형검사를 이용해 테스트 한 결과 반복학습이 효과 이며, 학습 보다 과학

에 한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세 집단이 동일한 개념을 학습했으나 개념 형성 시기

가 다른 을 고려해 연계 으로 반복 심화 학습하는 것이 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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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middle school students, from 1st to 3rd grade, who already completed section of the 

'force and motion' are targets. Based on the survey of the students following conclusions are 

obtained using by 'before and after' of repetition learning. First, through the pre-test results and 

measured the degree of concept, repetition learning was found to be effective. Second, through the 

post-survey after repetition learning science concerning was increased rather than before learning. 

Improved confidence through the repetition learning effect should contribute learning effect. 

* 안동 학교 교육 학원 기계교육 공(jsajsk830@hanmail.net)

** 안동 학교 사범 학 기계교육과(jlee@andong.ac.kr)

  제1 자 (First Author) : 장석정

  교신 자 : 이종길 

  수일자：2012년 12월 7일

  수정일자：2012년 12월 18일

  확정일자：2012년 12월 21일 

Ⅰ. 서 론

  힘과 운동의 개념은 앞으로의 과학교육을 하는데 

있어 기 인 개념이며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많은 

물체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이 모든 것을 가

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힘과 운동의 원리이므로 그 

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힘과 운동의 개념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기 이면서도 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시험 성 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암기 주의 학습을 하고 시험이 끝나고 나

면 학습했던 개념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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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지속성과 실에의 용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힘과 운동 단원의 경우 단기간의 학습으로 

개념 형성이 어렵고 학생들의 심과 흥미가 낮은 

단원이므로 반복학습을 통한 정확한 기  개념의 습

득과 그로인한 자신감 향상과 흥미를 높여  필요

성이 요구되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지 까지 힘

과 운동 단원의 학습효과를 다루는 여러 선행 연구

들이 있었다. 힘과 운동 단원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해 개인차를 고려한 교재가 학생의 흥미와 성취도

에 미치는 향[1]과 힘과 운동에 한 토의학습이 

학생들의 개념변화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향[2] 

등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며, 반복학습의 기간 

차이가 학업성취도와 수학학습태도에 미치는 향[3]

을 주제로 한 반복학습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과학, 특히 힘과 운동에 한 반복학습의 효과와 

한 학습 시기에 한 연구는 사실상 부족한 것으

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동역학에서 힘과 운동의 

개념 형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생활에 용하는데 있

어 반복학습의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 인 학습시기

[4]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동형 검사 방법

  문헌 연구[1～3]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참고로 검

사 도구를 제작하고 힘과 운동의 개념을 총 열 가지

로 분류하여 학습  테스트 열 문항, 학습 후 테스

트 열 문항 총 20개의 테스트 문항과 함께 학습 

과 학습 후의 학생들의 과학에 한 인식 변화를 알

아보기 해 총 7가지의 설문문항을 포함하여 제작

[5]하 다. 본 검사지는 동형 검사지로 미리 두 개의 

동형 검사를 제작하여 동일 집단을 상으로 실시해

서 얻은 두 수간의 상 계를 통해 연구의 신뢰

성을 밝힌다. 동형 검사지는 표면  내용은 서로 다

르나 두 개의 검사가 이론상 동질 이며 동일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난이

도  변별도가 같거나 비슷하고 문항 내용도 같은 

것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 도구는 사 과 사후 총 

두 개의 검사로 이루어 졌으며 사  설문지에서 7개

의 기  설문 문항과 10개의 사 테스트문항으로 구

성, 사후 설문지 역시 7개의 동일한 설문 문항과 10

개의 사후테스트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연구 상 

  표 1과 같이 경상북도 Y시에 소재하는 남녀 학

교 1, 2, 3학년 각 21명씩 총 63명이 본 연구에 참여

하 으며, 연구에 참여한 시 에 학생들은 힘과 운동

에 한 개념을 모두 학습한 상태이며 그 시기는 각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학교 1학년 학생의 경

우 힘과 운동의 개념을 처음 형성한 시기이며 학

교 2학년 학생들은 1학년 과정에서 ‘힘’ 단원을 학습

한 후 2학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동’단원을 학습

한지 6개월이 지난 시 이며 반복 심화 과정을 거친 

상태이다. 학교 3학년 역시 학교 2학년 학생들과 

동일한 정규 교육과정을 거쳤으며 개념 형성 후 1년 

6개월이 지난 시 에서 본 연구가 이루어 졌다. 학년

별 학생 수가 동일하므로 결과를 보고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각 학년별 남․여 학생의 비율

은 차이가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1. 연구 상 학년별 남녀 인원수
Table 1. Students numbers of investigation(boys and girls)

     학년  
성별

남 여 계

1학년 12명 (57.1%) 9명 (42.9%) 21

2학년 14명 (66.7%) 7명 (33.3%) 21

3학년 10명 (47.6%) 11명 (52.4%) 21

계 36명 (57.0%) 27명 (43.0%) 63

Ⅲ. 결과  분석

  학습 과 후 과학에 한 학생들의 심도를 알

아보고 힘과 운동에 한 학생들의 개념형성 정도

를 알아보기 해 학습  테스트를 실시한 후 재학

습을 실시, 이후 사후테스트로 학습의 효과를 분석하

다. 개념형성에 미치는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해 

힘과 운동을 힘의 개념, 여러 가지 힘의 종류, 질량

과 무게의 개념, 합력의 개념, 힘의 평형의 개념, 속

력과 속력변화의 개념, 성의 개념, 속력만 변하는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 총 10개의 역으로 나 어 분석하 다. 

3.1 설문조사 결과 분석

  먼  학습 과 후 과학에 한 학생들의 심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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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과학에 한 심도
Fig. 1. Interesting level of science subject

 과학에 한 심도를 묻는 학습  설문에서 그림

1과 같이 보통이상을 선택한 학생이 체 응답생의 

약 76.2% 으며 여학생과 남학생이 거의 비슷한 응

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재학습이 이루어

지고 학습 후 동일한 반응을 보인 비율이 체 응답

생의 87.3%로 학습 에 비해 과학에 한 심도가 

향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습 후 설문에서 보

통이상을 선택한 여학생의 비율이 체 여학생의 약 

96.3%를 나타내며 남학생에 비해 심도 향상이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이 과학에 한 실

제  어려움 보다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가장 좋아하는 분야
Fig. 2 Most interesting subject 

  과학 분야를 크게 생물, 지구과학, 물리. 화학의 네 

가지 분야로 나 어 과학 분야  가장 좋아하는 분

야를 묻는 문항에서 그림 2와 같이 학습  응답자

의 44.4%가 생물을 가장 좋아 하는 분야로 선택하

으며 지구과학, 화학, 물리 순으로 힘과 운동이 속해

있는 물리 단원이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 다. 한 

여학생들  물리를 가장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체 여학생  2명밖에 되지 않아 남학생에 비해 여

학생이 물리 단원을 더 어렵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물리 단원의 경우 원리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공식과 수학  지식을 용한 계산문제가 학생

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한 

공식을 알고 있더라도 막상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용할지를 몰라 문제 해결에 실패 하는 경우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습 시 이러한 두려움을 극

복하고자 힘과 운동의 원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용되는 를 들어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기 가 

되는 수학  지식의 설명과 함께 다양한 용 를 

들어가며 수업에 임하 다. 재학습 후 같은 질문에서 

생물을 가장 좋다고 응답한 학생이 49.2%로 여 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두 번째가 물리, 지구

과학, 화학의 순으로 특히 물리의 경우 학습  

14.3%에서 학습 후 23.5%로 심도가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힘과 운동을 재학습 후 개념이해

와 자신감 향상이 물리에 한 심도를 높이는 요

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

그림3. 학습의 가장 한 시기
Fig. 3 Best time for the earning

  ‘힘과 운동’ 단원이 기존 학교 1, 2학년에 걸쳐 

반복 심화 학습을 하던 교육과정에서 2007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 학교 1학년에서 한꺼번에 학습하게 

되어 힘과 운동을 한 단원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과 

두 학년에 걸쳐 반복 심화 학습하는 것  어느 것

이 학습하는 시기에 한가를 묻는 설문에서 그림 

3과 같이 학습  체의 52%가 1, 2학년에서 반복 

심화 학습을 하는 것을 선호 하 으며 3학년에 재학 

인 학생의 응답률이 다른 학년에 비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1학년 한 단원에서 학습하는 것이 좋다

고 응답한 학생이 체의 21%를 차지했다. 학습 후 

동일한 질문에서 1, 2학년에서 반복 심화 학습을 했

으면 좋겠다고 답한 학생이 체 응답자의 5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으며 1학년을 선택한 응

답자가 총 3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설문 

과 비교했을 때 응답률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학습 

후 설문 조사에서 2학년, 3학년 재학생들은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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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교육의 한 시기를 1 ,2학년이라고 답

한 비율이 높아진 반면 1학년 학생의 응답 비율이 

학습 과 후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부분의 학생들이 한 단원에서 함께 학습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게 된 이유는 빨리 배우고 넘어가고 

싶다는 단순한 사고에서 나타난 결과이나 반복 심화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의 답은 한 학기에 모두 학

습하고 넘어갈 경우 개념의 지속정도가 낮을 것 같

다는 의견을 보 다. 

3.2 힘에 한 학습효과 분석

  사 과 사후 테스트를 동해 힘에 한 학습 효과

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4. 힘의 개념에 한 테스트 결과
Fig. 4 Test result of the force concept

  그림4와 같이 문항1은 힘의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학습  총 정답률이 69.8%로 비교  높게 나타나 

힘의 개념을 형성함에 있어 1,2,3학년 모두 비교  

어려움이 은 것으로 보인다. 학습 후 정답률 역시 

81%로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학년이 학습 에 비

해 높은 정답률을 보여 학습의 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학습  정답률이 비교  높아 학습 과 후의 정답

률 상승 정도는 10%내외로 그  2학년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5. 여러 가지 힘의 종류에 한 테스트 결과
Fig. 5 Test result of the several forces

  문항2는 여러 가지 힘의 종류를 알고 있는가를 묻

는 문항으로 그림5와 같이 사 테스트 결과 총 정답

률이 31.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개

념의 이해 부족과 기억력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 

반복 학습 시 힘의 종류와 함께 각 힘이 작용하는 

방향, 힘의 특징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테스트를 실

시한 결과  총 정답률이 87.3%로 학습 에 비해 크

게 상승하여 학습의 힘의 종류를 묻는 문항은 특히

나 반복학습이 학습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림6. 질량과 무게에 한 테스트 결과

Fig. 6 Test result of the mass and weight

  문항3 은 질량과 무게의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그

림6과 같이 학습  테스트 결과 총 정답률이 28.6%

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

활에서 범하는 무게의 잘못된 단 사용으로 인한 질

량과 무게의 개념 혼동이 나타낸 결과로 재학습 시 

질량과 무게에 한 올바른 정의와 단 사용을 인식

시키고 측정 장소에 따라 질량과 무게가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학습하여 사후테스트 결과 정답률이 

52.4%로 상승하 다. 문항 3 역시 사 테스트에 비

해 20%이상의 정답률 상승하며 학습의 효과를  보

여주고 있다.

그림7. 합력의 개념에 한 테스트 결과
Fig. 7 Test result of the resultant force

  문항4는 힘의 합성을 묻는 문항으로 그림 7과 같

이 학습  총 정답률이 20.6%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힘이 작용할 때 각 힘의 방향과 

두 힘이 이루는 각도,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합력의 

개념 형성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려움을 보여 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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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시 이론 수업과 함께 학생들이 친구들과 짝을 

지어 같은 무게의 물체를 각도를 달리하여 들어 올

려 으로써 작용하는 힘의 변화를 직  체험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 후 정답률이 40%가까이 상승하

으며 그  실험에 가장 흥미를 보이던 1학년 학

생들의 정답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8. 힘의 평형의 개념에 한 테스트 결과
Fig. 8 Test result of the force equilibrium

  문항5는 힘의 평형 조건을 알고 실제 생활에 용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항으로 그림 8과 같이 학습 

 총 34.9%의 학생들이 정답을 선택했다. 부분의 

학생들이 힘의 평형이 되기 해 힘의 방향과 크기

의 계는 이해하고 있었으나 작용선과 작용 의 개

념을 혼동하여 서로 다른 작용선의 두 지 에 실을 

매달아 힘을 주었을 때 힘의 평형일 때와는 달리 물

체가 회 함을 직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 다. 학

습 후 정답률은 81%로 학습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경험과 찰이 학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3.3 여러 가지 운동에 한 학습효과 분석

 사 과 사후 테스트를 동해 여러 가지 운동에 한 

학습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9. 속력과 속력변화에 한 테스트 결과
Fig. 9 Test result of speed and speed variation

  문항6은 속력과 속력변화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

는가를 문는 문항으로 그림9와 같이 사 테스트에서 

17.5%로 정답률이 매우 낮았으며 특히 1학년 학생의 

정답률이 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기존에 

2학년 과정에 포함되었던 여러 가지 운동 단원이 개

정된 교육과정에서 1학년 단원에 포함되면서 학생들

의 개념 형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반복 학습 

후에는 비교  높은 정답률을 보여 반복 학습의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0. 성의 개념에 한 테스트 결과
Fig. 10 Test result of the concept of inertia force

  문항7은 성의 개념을 묻는 문항으로 그림 10과 

같이 학습  총 응답률은 52.4%로 앞선 문항들에 

비해 비교  높은 정답률을 보 다. 특히 1학년이 

2,3학년에 비하여 사  정답률이 높았다. 성의 개

념은 우리가 실제로 많이 경험하는 내용들로 학생의 

흥미와 심도가 높아지며 학습 시 다양한 를 들

어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개념의 지속 

정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 후 정답률

도  87.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림11.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한 테스트 결과
Fig. 11 Test result of speed variation only

  문항8 은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한 문항으로 그

림 11과 같이 진공과 공기 에서의 속력변화의 차

이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한 질문에서 총 응답률이 

17.5%로 매우 낮았다. 항이 없는 진공에서 모든 

물체는 자유낙하 시 속력변화가 일정하여 동시에 떨

어짐을 상기시키고 공기 에서 나타나는 속력변화

의 차이를 력과 반 방향으로 작용하는 공기 항

과 련 지어 설명하여 학습 후 테스트에서 뚜렷한 

정답률 상승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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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방향만 변하는 운동에 한 테스트 결과
Fig. 12 Test result of direction changing only

  문항9 는 속력은 일정하고 방향만 변하는 운동으

로 그림12와 같이 학습  총 응답자의 42.9%가 정

답을 선택했다. 반복학습 시 방향만 변하기 해서는 

힘과 운동방향이 수직이 되어야 함을 설명하며 인공

성과 람차 등을 로 들어 작용하는 힘과 운동

방향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다. 학습 

후 테스트에서 정답률은 69.8%로 학습 에 비해 상

승하 다.

그림13.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에 한 테스트 결과
Fig. 13 Test result of changing of speed and direction

  문항10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으로 그

림13과 같이 학습  42.9%에서 학습 후 69.8%로 

정답률이 20% 이상 상승하 다. 그  1학년의 사

테스트 정답률이 다른 학년에 비하여 히 낮아 

개념 형성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

으며 반복학습으로 인한 정답률 상승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학년에 비하여 부분의 문항에서 정답률

이 낮은 것으로 보아 개념 형성의 한 시기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4 문항별 상 계

  합력의 개념과 힘의 평형의 개념에 한 문항 4와  

문항 5의 경우 간단한 실험을 통해 반복학습을 실시  

한 문항으로 학습  2학년의 정답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학습 후 실험에 극 으로 참여한 1, 3학년 

학생들의 정답률이 2학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사 테스트에 비하여 정답률 상승 한 높게 나타났

다. 학습에 극 이지 않았던 2 학년의 경우 정답률 

상승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습에 참여하는 

의욕, 흥미가 학습효과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동 단원  문항 6 속력과 속력변화에 한 개

념과 문항 8 속력만 변하는 운동의 경우 학습  정

답률이 20% 미만으로 매우 낮은 데에 비하여 학습 

후 정답률 상승 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속

력에 한 개념 학습은 한 번의 학습으로는 개념형

성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학년 학생들

의 정답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속력에 한 

학습의 한 시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

다.

 속력과 달리 문항 9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나 문항 

10 속력과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학습 

 정답률이 1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에서 비교

 높게 나타나 기존 정규교육과정에서 반복학습의 

기회를 많이 가진 학년들의 개념 형성과 지속성이 

효과 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재학습 후 1학년

의 정답률 상승이 높아 방향에 한 학습 역시 반복

인 학습을 통한 올바른 개념 형성이 필요할 것 같

다.

  문항 4, 5, 6을 제외한 7개의 문항에서 학습 후 가

장 높은 정답률을 보인 학년은 학교 2학년이며 이

것은 해당 학년이 1학년에 비하여 반복학습의 기회

가 많았고 정규 교육과정에서 본 단원의 학습이 끝

난 후 경과된 시간이 3학년에 비해 다소 짧은 것으

로 볼 때 개념 형성과 개념의 지속성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운동역학의 요성을 악하고 ‘힘

과 운동’의 올바른 개념 형성과 개념의 지속정도를 

높여 일상생활에 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한 학습효

과 분석연구로 학생들을 상으로 반복 학습 과 

후의 독창 인 동형검사를 이용해 테스트 한 결과 

첫째, 학습 에 비하여 학습 후의 모든 문항에서 정

답률의 상승을 보여 반복학습이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반복학습을 한 이후 사후 설문에서 학

습 보다 과학에 한 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연계 으로 반복 심화 학습하는 것이 

좀 더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결과 분석 과정 시 단순한 사 테스트와 

사후테스트에 의한 정답률 비교 신 상 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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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등을 용하여 좀 더 정확한 학습 효과 분석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힘과 운동에 한 단순한 개념 반복학습을 

통한 학습효과를 본 연구에서 분석하 으나 이 외에 

체계 인 실험을 통한 학습 효과 는 일상생활에 

용 되는 힘과 운동의 원리를 학생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탐구활동 등 다양한 학습 방법 용을 통한 

반복학습 효과에 해 향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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