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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 교과에 “특수 상대성 이론”이 관련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채 새롭게 도입되었다. 수업 중 학생들은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의 상대성 등 핵심개념의 이해 및 적용에
어려움을 나타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교과서를 지목할 수 있었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
과서 내적 체제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 교과서 총 2종을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이와 함께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
견을 수집 분석하였다. 서울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41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을 학습한 후에 사회적 주석
달기 시스템을 통해 평가의견을 제출하였다. 수집된 학생들의 평가의견
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
석틀과 미국과학진흥협회(AAAS)의 과학 교과서 평가준거를 절충하여
개발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분석되었다. 이후 분석한 결과를 앞서 수행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용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총 542개의 학생 의견 중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한 것은 74.9%(406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것은 12.5%(68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학습내용의 조직은 계열성과 통합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데 학생
들은 통합성보다는 계열성을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학생들
이 학습내용의 전후관계가 맞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부족한 요소, 불필요
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수 학습방법은 학
습내용을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문제이므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전달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학습내용의 조직과 관련한 406개의 학생 의견은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에 대한 정의(10.6%),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9.1%),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7.6%) 및 핵심개념의 적용 예시(10.6%)등으로 분류되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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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및 동시성의 상대성 등의 핵심개념과 이 핵심
개념의 논리적 선수 학습요건이 되는 사건, 관성 좌표계, 고유 길이, 고
유 시간 등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시간 팽
창과 길이 수축의 유도 및 연계를 통해 개념 간 논리적 연결을 제시하
며,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달라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또한 교수 학습방법과 관련한 68개의 학생 의견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 제시(48.5%),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11.8%) 그
리고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17.6%)등으로 분류되었다. 학생들은
광속에 대한 고전역학과 맥스웰 전자기방정식의 불일치와 같은 문제점에
서 시작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과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사고실험을 포함하는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개념별로 고전역학과 비교하여 과학이론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전
달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결론적으로 교과서 내적 체제의 학습내용조직에서는 핵심개념과 핵심
개념의 논리적 선수 학습요건이 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념 간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교수 학습방법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론의 도입배경부터
기본 원리, 이론적 결과 그리고 경험적 증거로 이어지는 하나의 성공한
과학이론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같은 특성을 반
영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 전개를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새로운 교육과정에 의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이를 실제 교과서나 수업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특수 상대성 이론, 물리Ⅰ교과
서 평가, 학습내용조직, 교수 학습방법, 내적 체제
학 번 : 2015-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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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떻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 게 가

획 말하며(조희형, 2005), 한국

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일련의 계 을

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술
교육과정의 “물리Ⅰ”교과는 물리학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과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기본 목표로 하며, 궁극적으로 민주사회
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학에 대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이
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물리Ⅰ교과서에는 “상대성
이론” 단원이 새롭게 도입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교육 내용의 일반적 기준을 제시한다(교육과학기 부, 2012). 2009 개정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에 대한 고전 물리학의 인

깨뜨리며 많은 물리학자의 관심사가 되어 왔으며(배새벽 외, 2004),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중력 렌즈, GPS, 수성의 근일점 이동, 도플러 효
과 등 다양한 개념과 분야에 사용된다(이호용, 2016).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하는 2009 개정 물리Ⅰ 교과서에는 광속불변,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및 질량-에너지 등가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와 가
속좌표계와 등가원리 등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및 블랙홀과 중
력렌즈에 대한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현대
식을

물리학의 중요한 영역인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중 상대성 이론은 양자론

더욱 철학적이며, 학생들에게 두 관성계의 관측자가 보는 물리법칙
의 변환을 설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발산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
게 할 수 있다고 한다(김영대 외, 1994).
김성원(2012)이나 Gim(2016)에 따르면 고교 교육과정에서 상대성 이론
보다

을 도입하는 방법은 일반물리학에서 소개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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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에테르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 마이컬
슨 몰리 실험을 바탕으로 매질 없이 전파하는 빛의 성질에 대한 해석과
광속의 관찰자 불변성을 소개한다. 이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설과
함께 고전물리학과 다르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소개한다. 이 때 동
시성 개념은 정지 관찰자와 등속 이동하는 관찰자 사이에 동시성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도입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달리 특수 상대성 이론은 상식적인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고 그 개념과 수학적 전개가 단순하고 쉬워서 논리적 사고능력만
갖춘다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권재술 외,
2013).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학습에는 물리 개념의 학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는데(조헌국, 2014), 대부분의 상대론적 현상
이 직접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우리의 일상 경험과 상반된다는 점, 그
리고 많은 역설이 있다는 점이 어려움의 원인으로 보인다(권재술 외,
있다. 일반물리학 교재에서는

2013).

현재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내용을 압축해놓은 교수
학습 자료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및 체계구성에 따라 교과서의 모습
은 변하게 된다. 교사는 교수 학습활동에서 필요한 학습목표와 내용을
교과서에서 가져오기에 결국 교육과정은 교과서라는 매체를 통해서 교사
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노명완, 2004). 또한 교과서는 학습 방법의
지침이 되는 학생용 도서로서 학생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홍웅선,
1991) 교수 학습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는 매체라고 볼 수 있다(노명완,
2004). 특히 과학 교과서는 설명 외에도 과학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학
생의 탐구과정 유도, 학습동기 유발, 실험문제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
는 훌륭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Abruscato,J, 2004).
교과서는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용과 구성을 학생의 입장에
서 평가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학생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마

데 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 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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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
교과서 중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적 체제의 개선방안을 제
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의 제안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개발한 교과서 체제 분석틀을 이
용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분석하고 이
를 앞서 수행한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음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 과 같다.
1.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
영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3.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 개선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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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가?

1.3. 용어의 정의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2009년 12월 23일 “교육과
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로 고시된 후, 2011년 8월 9일 “교육과학기
술부 고시 제 2011-361호”로 최종적으로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과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과서 체제
x b k structure)란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
소들의 상태 및 요소와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박진
용 외, 2011) 내적 체제(internal structure)와 외적 체제(external
structure)로 구분된다.
교과서 체제(te t oo

내적 체제
질

당

교과서 체제에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실 적인 내용에 해 하는 것으
로 교육과정,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방법 및 평가 등의 구성

박

요소를 포함한다( 진용

외, 2011).

학습내용의 조직
본 연구에서 학습내용의 조직이

란 교과서 내적 체제의 한 구성요소이

며 교과서에서 선정된 학습내용을 계열성과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조직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계열성은 논리적이고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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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통합성은 중

숙 외, 1995) 결국 학습내용
의 조직이란 선정된 학습내용을 개념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배
심이 되는 개념이나 주제를 의미하므로(이용
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수 학습방법
교수 학습은 교수와 학습의 합성어로 교수는 학습자의 내재적인

능력

을 개발하기 위한 교사의 의도적인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고 학습은 어떤

써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강기수 외, 2012). 개념상 교수와 학습은 분리해서 나타낼 수 있지
만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하나의 과정에서 나타나므로(김지은, 2013) 교
수 학습으로 통칭하여 부르게 된다. 따라서 교수 학습방법이란 교사의
의도적인 활동을 통해 학습자에게 바람직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식을
지식을 배움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외적 체제
접

외형적 요소에 해당하
는 것으로 표기표현, 편집디자인, 교과서외 참고자료, 저자 및 출판사 및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종이 질, 제본 상태 등) 등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박진용 외, 2011).
교과서 체제에서 내용과 간 적으로 관련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

술

변 원리에 근거해서 시간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기 하는 이론으로 아인슈타인에 의해 제안되었다
(일본

뉴턴프레스,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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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의 한계
음

니

본 연구는 다 과 같은 한계를 지 고 있다.

첫째, 이공계열에 적성과 흥미가 있는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결
과로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결과를

니

전문가가 아 라 교과서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 평가한

토대로 하여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6 -

2. 이론적 배경
2.1.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
이 절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이 가지는 의의와 목적으로 시작

밝혀진 학생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데
마주하는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제안을 살
펴보고자 하였다.
하여 선행연구를 통해

2.1.1.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의 의의와 목적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사회 전반에

쳤

걸쳐 막대한 영
기술은 더 이상

GPS(위성항법시스템)등의
없으면 안 될 요소가 되어 현대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특
수 상대성 이론 교육의 의의는 학생들에게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
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등장한 과학개념과 원리를 가르치는데 우선적으
로 있다. 두 번째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정립시켜 나가며 아인슈타인
을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경험했던 탐구과정을 공유함으로서 과학적
사고를 신장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물리 I 과목의 성격을 “학생들이 과학적 사고
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창의적 사고능력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
서 갖추어야 할 소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20세기 물리학의 시작이 된 현대 물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상
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물리 교과에 도입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현대 물
리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
도 정성적인 이해는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등학교 상대성 이론 학습에서 이론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는
향을 미 으며 그 결과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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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물리학
자들이 하는 연구를 인식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성원, 2012).
것이 아 라 새롭게

2.1.2. 특수 상대성 이론 학습에서 학생의 어려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해와 관련된 학생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몇 가지 어려움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우리의 일상 경험에 반한다는 점이다.
Angotti et al(1977)은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대성 이론
을 가르치기 위한 모듈을 개발하는 연구과정에서 학생들이 일상경험에
반하기 때문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수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김영삼 외(2008)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기본개념을 익히는 과
정에서 생활경험에 의한 선개념이 방해요소로 작용하여 어려움을 일으키
는 것을 확인하였다. 권재술 외(2013)는 일상 경험과 상반된다는 점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특수성으로 제시한 바 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사건의 발생과 인식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김재권(2014)은 심층 면담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특수 상대론 기초개념에
대한 이해 수준 분석에서 학생들이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
을

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준교(2016)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 상
대성 이론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빛

순서대로 빛이 발생하는 순서를 결정하고, 동시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은 동시에 관측되지 않고, 동시에 발생한 사건은 반드시 동시
에 관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헌국 외(2016)는 물
리 전공자와 비전공자 대학생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해 동시성의 개념에
이 도달하는

대한 이해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사건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먼저

측정된 사건이

먼저

났

일어 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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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을 착시나 겉보기 현상으로 생각한
다는 점이다. Angotti et al(1977)은 상대성 이론 교육의 어려움으로 학생
들이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착시라고 믿는 점을 들었다. 길이 수축에 대
해 원근법 때문에 그렇게 보이므로 지각의 문제라고 한 학생도 있었으며
(Hewson, 1982),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이 실제 효과가 아니라 수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조헌국, 2014). 이준교(2016)는 학생
들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낀다.’ ‘짧아 보인다.’ 등의 표현으로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겉보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네 번째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를 적용하기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김재권(2014)은 단순한 현상의 기억, 개념의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항목
에서는 학생들이 비교적 높은 성취도를 나타냈으나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과 좌표계 개념을 사용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을 설명하
는 데에는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조헌국
(2014)은 학생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개념들을 혼동하며 길이 수
축, 로런츠 변환 등을 수학적으로 풀어내더라도 적용할 때 이러한 효과
들이 어느 한 쪽에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준교(2016)는 학생들이 ‘길이 수축’, ‘시간 팽창’, ‘동시성의 상
대성’ 등의 용어를 배웠지만 개념정의를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있어 어느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모르고 있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조헌국 외(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시성 개념의 이
해 조사에서 전공자들의 점수가 비전공자들에 비해 높았지만 물리 교재
나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낯선 상황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전공에 관계없이 동시성 개념의 적용을 어려워한다고 해석하였다.
다섯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기본 원리(광속 불변 원리,
상대성 원리)와 그로 인한 이론적 결과(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못한다는 점이다. 배새벽(2004)은 학생들이 광
속 불변 원리는 이해하지만 광속 불변 원리가 고전 역학에 끼친 파급 효
등)의 관련성을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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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지적하였다. 조헌국(2014)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여러 개념들을 혼동하는 이유로 수학적 능력 및 물
과는 이해하지

리적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핵심개념인 동시성의 상대성, 기준계, 시

호

공간의 상 연관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제시하였다.

Mar´ıa Rita Otero

접근은 일반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론’
부분에 빨리 가도록 두 가지 기본 원리의 개념화과정이 없이 간략한 분
석으로 구성되어 진행되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섯 번째로 학생들은 시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경향이 있었다.
Posner et al(1982)은 시공간이 절대적이라는 형이상학적 믿음이 상대론
개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조헌국(2014)은 고등
학생이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 절대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물체의 질량과
운동 상태가 관찰자의 운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여긴다고 기술한
바 있다.
(2015)는 전통적인 교과서

2.1.3.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2.1.3. 선행연구의 제안
학생들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해와 관련하여 가지는 공통적인 어려
움들을 정리하면 일상경험에 반하는 점, 사건의 발생과 인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을 착시나 겉보기 현상으로 생각하
는 점,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워하는 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기본 원리와 그로 인한 이론적 결과의 관련성을 이해하
지 못하는 점, 시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번 소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
을 위한 연구자들의 제안을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과의 비교를 통해 도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UriHaber-Schaim(1971)는 고등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특수 상대성 이론 교수 학습 순서 연구에서 스넬의 법칙이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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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팽창 등 다른 물리 이론에서 사용하는 일반

웠

배 거나

방법

처럼

존

학생이 기 에

알고 있을 내용과 방법에서부터 상대성 이론 개념을 이해할 수

록 지도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고전역학과 비교하
여 속도가 빛의 속도에 접근할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이 어떠한 의미를 부
여하는지를 교사가 보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rriassecq &
Greca(2012)는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의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을 분
있도

석한 결과 역사적, 인식론적 관점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측면이 고려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고전역학의 관점, 특수 상

찰

루 야 한다고 제
안하였다. 또한 Mar´ıa Rita Otero(2015)는 고등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
해 고전적 상대주의 운동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첫 단계로
상대성 개념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기초하여 가르친 다음, 두 번
째 단계로 상대론적 물리학의 관점에서 고전 물리학을 재평가하는 기회
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다. Gim(2016)은 특수 상대성 이론
을 가르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6단계를 제시하며, 첫 번째 단계에
서 교사가 특수 상대성 이론과 뉴턴 역학의 차이점을 소개해야 한다고
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상대운동이나 관 자 개념을 다 어

주장하였다.

두 번째는

속도가 다른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등의 개념이해를

두

돕기

관성계에서의 사건관측을 개념별로 비교하여 가르

위해

쳐야

김성원(2012)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사들이 정지한
경우와 등속운동을 하는 두 가지 경우의 시공간 그림을 비교하며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등의 개념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이해시키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조헌국 외(2016)는 동시성의 상대성을 이해하는데 생
한다는 것이다.

기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생들에게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의 상
대적 운동을 명시적으로 가르치고, 관측되는 사건이나 운동을 각각의 좌

야 하며, 관측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단
순하더라도 계산 과정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는 고전물리학의 절대 시공간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표계에서 해석하고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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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다. 조 국(2014)은 시공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학생들의 어려움을

환

해소하기 위해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의 인식론적 전 이 필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Mar´ıa Rita Otero(2015)는 학생들이 상대론적 물

리학의 관점에서 고전 물리학을 재평가하는 경험을 통해 절대 시간의 개

벗어나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된다고 보았다.
네 번째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구
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Angotti et al(1977)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교수 학습과정의 첫 단계로 학생을 상대론적
사고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스스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함을 느
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Gim(2016)은 아인슈타인의 사
고실험을 다루어서 그의 연구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학생
들에게 두 가지 기본 원리로부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유도할 수 있
념에서

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번째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동시성 등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
를 더 강조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이다. 김영삼(2003)은 특정 개념에 대한 학습은 그 자체만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될 수 없으므로 완전한 개념변화를 위해 다양한 상황 속에 적용
시켜 상대론적 사고에 익숙해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헌국
(2014)은 시간 팽창이나 길이 수축, 상대론적 질량 등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서 상대론에 접근해야 하며,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성
의 원리를 활용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 다양한 활동을 통
해 학생들이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
조하였다. 또한 김재권(2016)은 좌표계와 사건의 정확한 의미를 수업시
간에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및 동시성 등의 핵
심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며 암기나 숙달을 통해 정답을 맞힐 수
다섯

있는 평가를 지양하고 다양한 유형의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개념을 적용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할 수 있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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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과서 체제와 구성요소
이 절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교과서의 개념을 시작으로 교과서 체제
와 구성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2.1. 교과서의 개념
교과서의 개념에 대하여

최경희 외(1996)는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술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서 기 한 교육 내용을

술
고, 진재관 외(2007)는 “교육과정을 구체화시켜 학교 수업 현장에 제공되
는 교수 학습의 중심 자료이면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완성되
학생 수준에 맞게 선정 및 조직하고 진 한 학생용 학습 도서”라고 하였

어 가는 목표 중심의 교재”라고 하였다. 이는 교과서를 단지 수업에 사

니

호

용하는 교재가 아 라 교사와 학생의 교수 학습 과정 및 상 작용을
는

돕

매체로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료 제공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데 내용 제공의 성격은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특정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며, 자료 제공의 성격은 교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의 특
성에 따른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노명완, 2004). 따라
서 내용 제공의 성격이 교육을 설계한 공급자의 입장을 나타낸다면, 자
료 제공의 성격은 교육에 임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나타내므로(노명완,
2004), 교과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매체임을 다시 한 번
또한 교과서는 내용 제공과 자

확인할 수 있다.

호

정리하면 교사와 학생의 상 작용 속에서 교육과정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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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긴 교수 학습

매체 중 하나가 교과서이므

설계하는 공급자와 교육에 임하는 수요자의 입장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교과서는 학교 교육에
서 기대하는 교과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로 교과서는 교육을

수 있다.

2.2.2. 교과서 체제
su u

김 복 외,

체제( tr ct re)의 정의는 ‘요소와 요소들 간의 관계’ 이므로( 재

x b k structure)는 교과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와 요소들 간의 상호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박
진용 외(2011)는 이러한 교과서 체제가 “단순히 교과서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소들을 유의미하게 분류하고 상호 관
계를 밝힘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과서 분석과 개발을 가능
2006) 이를 통해 교과서 체제(te t oo

하게 한다.”고 하였다.

살펴보면 교과서의 구성 요소를 이용숙 외(1995)는 외형적
체재와 내용 구성 방식으로, 노명완 외(2004)와 이종국(2008)은 외적 체
재와 내적 체제로 구분하였다. 용어는 다르지만 외형적 체제와 외적 체
제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표현ㆍ표기, 편집디자인 등을
하위범주로, 내용 구성 방식과 내적 체제는 교과서에 담기는 내용을 의
미하며 학습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 학습 방법 등을 하위범주로 포함
선행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구성 요소를 내적 체제와
였으며 각 체제의 구성요소는 다

외적 체제로 구분하

음 소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2.2.3. 교과서 체제의 구성요소
금씩

교과서 체제는 학자에 따라 조
체제와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내적

외적 체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체제는 여러 가지 구성요소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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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다.

우선 내적 체제는 교과서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
로 내용의 배열 및 전개과정과 관련된 여러 구성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정태범, 2000), 이종국(2001)은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로 내용 선정, 내용
서술, 내용 조직의 진실성과 창의성, 통일성 및 균형성의 조화 여부를,
노명완 외(2004)는 내용 선정, 조직, 제시 방식을 제시하였다.
외적 체제는 교과서를 구성하는 외형적 요소로 정의할 수 있는데(노
명완 외, 2004), 그 구성요소로 정태범(2000)은 판종, 지질, 활자, 색도,
편집 등을 이종국(2001)은 판형, 쪽수, 용지의 선택과 가독성에 대한 사
항(활자, 자간, 행간, 여백, 판면율, 일러스트레이션, 지질, 인쇄 효과 등),
장정에 관한 사항(표지, 면지, 속표지 등의 꾸밈과 정책 제본) 등을, 김재
복 외(2006)는 크기, 판형, 활자, 색상 등을 제시하였다.
박진용 외(2011)는 앞선 연구들과 진재관 외(2009)의 연구 등을 토대
로

‘교육과정의 반영’, ‘학습내용의 선정’, ‘학습내용의 조직’, ‘교수 학습

ㆍ 현

방법’, ‘학습 평가’의 다섯 가지 구성요소를 내적 체제로, ‘표기 표 ’,

편 디자인’, ‘교과서 외 참고 자료’, ‘저자 및 출판사’, ‘물리적 특성(종
이의 질 및 제본 상태, 교과서의 모양, 크기, 두께)’의 다섯 가지 구성요
소를 외적 체제로 하는 수요자 중심 교과서 제체 개발 틀을 제작하고 교
과서 선정률에 따른 교과서간 구성요소 및 세부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수
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을 연구하였다. 진재관 외(2009)가
개발한 교과서 평가도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학습내용의 선정’, ‘학습
내용의 조직’, ‘교수 학습활동’, ‘학습평가’, ‘표현 표기 및 외형 체제’의 총
‘ 집

6개의 평가영역과 17개의 평가기준, 40개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

만점은 6개의 평가영역을 다 합쳐서
평가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며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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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점으로 되어있다.

[표 2-1] 교과서 평가도구의 평가영역별 점수(진재관
평가영역
교육과정
학습내용의
선정
학습내용의
조직
교수 학습
활동
학습평가

현 표기
및 외형

표

체제

외, 2009)

평가내용
점수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25
학습내용이 학생들의 수준에 적절하고
류
이
45
정확하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가
선정된 학습내용이 연계성과 계열성을 고려 을 때
55
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다양하고 학생들에게 유용한 교수 학습 활동을
35
나 포함하고 있는가
다양한 평가활동을 안내하며 단 지식이 아 종합
20
적 사고 을 평가하고 있는가

?

얼마
마

?
오 없
했
?

얼

?

력

현 표기상의 오류가 없고
제본 상태는 양호한가?
표

?

순

닌

지면 구성, 종이의

질,

20

박진용 외(2011)의 연구를 진재관 외(2009)의 연구와 비교하면 6개의
평가영역 중 ‘표현 표기 및 외형 체제’를 외적 체제의 구성요소로 나머지
5개의 평가영역은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킨 것을 알 수 있다.
2.2.4. 교과서 내적 체제 중 ‘학습내용의 조직’
했

뒤에는 학생과 학습 환경
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계획함으로써 과학수업이 시작된
다. 수업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상호작용의 대상이
학습내용이라면 상호작용의 매체는 교수 학습방법이 되므로 효과적인 학
습에는 교사, 학생, 학습내용, 교수 학습방법의 네 가지 요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권재술, 2006). 이 요인 중 학습내용은 그 내
용이 정해졌다면 일정한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내용
의 조직은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형성되며, 내용 요소간의 관련 정도에
의해 달라지는데 교과서의 내용 조직 원리는 계열성과 통합성이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용숙 외, 1995). 계열성은 교육내용의 전후 관계
교사가 학습내용과 학습목표를 정 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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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을 지향한다(이용숙 외, 1995).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은 크게
를 의미하며 선행경험을 기초로 이후의 경험이나 내용이

다섯 가지의 원리로, 다섯 가지의 원리는 다시 하위 원리들로 분류할 수

음 표와 같다(이용숙 외, 1995).

있는데 이를 나타내면 다

숙 외, 1995)

[표 2-2] 계열성의 다섯 가지 원리와 그 하위 원리(이용

세계중심의 원리
개념중심의 원리
탐구중심의 원리

학습중심의 원리

공간적 원리
시간적 원리
물리적 속성
유목 관계
명제 관계
정련도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탐구의 논리
탐구의 경험적 기초
경험적 선수학습 요건
도
도
흥미
발달
내면
절차
활용 가 성

친숙
곤란

화

활용중심의 원리

숙 외(1995)에 따르면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용

능

음

다섯 가지 원리와 그 하위 원리는 다 과

우선 세계중심의 원리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관련성을 강
조하는 것으로 공간적 원리, 시간적 원리, 물리적 속성으로 나눌 수
있다. 공간적 원리는 근거리-원거리 순서처럼 내용이 물리적 배열
순서대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시간적 원리는 사건의
전후관계, 시간적 순서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으로 다루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속성은 조직하고자 하는 현상이
지닌 크기, 모양, 명도, 강도 등의 기준에 따라 조직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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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개념중심의 원리는 학습자가 배워야 할 개념을 중심으
로 한 내용 구조화를 강조하는 것으로 유목관계, 명제관계, 정련도,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으로 나눌 수 있다. 유목관계는 유목에 포함
되는 요소를 제시하기 전에 일반적인 유목을 먼저 제시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원숭이나 사자를 다루기 전에 포유류의 개념을 다루는
것이 해당한다. 명제관계는 명제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이론이 설명하는 사실보다 먼저 이론을, 거시적 법칙보다 먼저 미
시적 법칙을 증거가 지지하고자 하는 명제보다 먼저 증거를 제시하
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정련도는 개념과 명제가 정확성, 추상성,
모호성, 범주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가
속이라는 개념은 속도와 시간의 관계보다 덜 정확하기 때문에 먼저
가르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은 어떤 개념이
나 명제가 다른 개념이나 명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
로 가속이 속도의 변화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속도의 개
념이 요구되므로 속도를 먼저 가르쳐야 함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탐구중심의 원리는 지식을 생성하고, 발견, 증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열성으로 탐구의 논리와 탐구의 경험적 기초로
나눌 수 있다. 탐구의 논리는 타당한 추론 과정의 순서대로 조직할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화에 포함하는 사례를 제시한 후 일반화를 발
견하도록 하는 것, 가설을 설정하고 나서 증거수집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한다. 탐구의 경험적 기초는 탐구 활동 전개에 있어서 탐
구진행 과정 및 방법부터 다루는 것으로 구체화된 문제를 탐구하기
이전에 문제 영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먼저 다루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네 번째로 학습중심의 원리는 학습심리학적 지식에 의존하는 계
열성으로 학습자를 강조하고 있으며 경험적 선수학습 요건, 친숙도,
곤란도, 흥미, 발달, 내면화로 나눌 수 있다. 경험적 선수학습 요건
은 발달적 영향과는 관계없이 후속 기능의 학습을 촉진하는 기능의
학습을 먼저 가르쳐야 함을 의미하며 사전 찾기를 가르치기 전에
알파벳 순서를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친숙도는
친숙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것을 나중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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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야 한다는 것으로 한국의 학교를 먼저 가르치고 외국의 학교를
가르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곤란도는 학습자에게 쉬운 것
부터 어려운 것 순으로 제시해야 함을, 흥미는 학습자의 흥미를 유
발하는 내용부터 먼저 가르쳐야 함을 의미한다. 발달은 학생의 심
리적 발달 순서에 맞춰 가르칠 것을 의미하며, 내면화는 감수, 반
응, 가치판단, 조직화, 인격화 순으로 정의적 목표분류학의 위계순
르

서를 따라 가르칠 것을 의미한다.

능

야 한다
는 것으로 절차와 활용 가능성으로 나눌 수 있다. 절차는 기능 훈
련과 같은 내용에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하위 과정 순으로 제시
해야 함을 의미하며 활용 가능성은 학습자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성
이 높은 것부터 먼저 제시해야 함을 의미한다.
활용중심의 원리는 내용의 활용가 성을 중심으로 조직해

호

정리하면 계열성의 원리는 학습자와 교과 내용과의 상 작용에서 내용

순서로 조직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다섯 가지 원리를 포함하
고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원리는 세계의 속성과 현상, 개념, 학습자의 경
을 어떤

험, 탐구와 활용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세계와 연결되도록 학습내용을 횡적
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개념중심의 원리, 질문중심의 원
리, 주제중심의 원리로 나눌 수 있으며 이용숙 외(1995)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통합성의 원리는 교육경험이

야

개념중심의 원리는 주요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이 통합되어

함

우 내용간의 연계가 불분명해지고

을 의미하며 추상성이 지나칠 경

없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과학, 기술공학, 지리 교과는 ‘물’
통합의 의미가

이라는 개념을 통해 내용을 통합할 수 있다.

질문중심의 원리는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
미하며,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이유를 다루는 질문을 통해 교
육내용을 구체화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비판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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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와 책임의 본질은 무엇인가라
는 질문은 권리, 책임, 평등, 상호의존 등의 개념을 통합하여 다루
며 주제와 관련 있는 쟁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게 할 수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있다.

야 함을 의

주제중심의 원리는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이 통합되어

눌 수 있다. 제1유
형은 다양한 교육과정으로부터의 통합으로, 예를 들어 ‘우리자신’이
라는 주제는 영어, 수학, 가학, 지리, 시민교육 등으로부터 내용을
도출하여 통합할 수 있다. 제2유형은 두세 개의 교과로부터의 통합
으로 예를 들어 강이라는 주제는 지리, 환경교육, 과학 교과로부터
미하며 주제는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으로 나

내용을 도출하여 통합할 수 있다. 제3유형은 하나의 교과에서 주제
를 도출하는 것으로 수학에서 도형 같은 주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질문,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 경험과 학습내용
을 관련짓는 것으로 다른 영역의 내용과 유의미한 관계를 부여함으로써
정리하면 통합성은 개념,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외(2009)는 앞에서 설명한 계열성과 통합성을 내면화하여 교과
서의 ‘학습내용의 조직’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부내용은 다음 표
진재관

와 같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년

살펴보면

학습요소와 목차 조직의 효과성, 단원

료

및 학 에 따른 연계 및 계열성, 시각자 의 학습 효과성, 자기주도적 학

강조하고 있다. 이 때 학습요
소와 목차 조직의 효과성은 학습요소 구성이 유용한지와 목차의 순서가
습 용이성의 측면에서 학습내용의 조직을

논리적인지를, 연계 및 계열성은 학습내용이 이후의 내용과 연결되는 동

깊이와 넓이를 더해 가는지를 확인한다(이용숙 외, 1995). 또한 시
각자료의 학습 효과성은 시각자료가 학습내용과 잘 어울리고 이해하기
쉬우며 명료한지를, 자기주도적 학습 용이성은 참고자료가 다양하고 수
준별로 되어 있으며 단계별 안내가 이해하기 쉬운지를 확인한다. 각 평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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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목의 점수는 5점이 배정되어 ‘학습내용의 조직’ 영역의

만점은 55점

큰 점수로서 ‘학습내용의 조직’이 가
지는 중요성을 알려준다. 박진용 외(2011)의 연구에서 현장 교사들이 과
학 교과서를 선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로 ‘학습내용의
조직’을 선택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
인데 이는 6개의 평가영역 중 가장

[표 2-3] ‘학습내용의 조직’ 영역의 평가기준 및 항목과 평가점수(진재관
평가기준
7. 교과서의 구성 요소
들이 효과적으로 조직되
어 있는가

?

8. 교과서 내용이 단원
및 학 에 따른 연계 및
계열을 고려하고 있는
가

년

?

료

9. 시각자 (그림, 사진,
그
, 지도 등)는 학
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
구성되어 있는가

래프

록

?

10.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 하도 구성되어 있
는가

능

?

록

외, 2009)

평가항목
학습 요소(학습목표, 도입, 본문, 정리, 그림
및 도표, 참고 자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
어 있는가
목차(대단원, 중단원, 소단원)의 배열 서가
논리적으로 정 되었는가
단원 간 내용의 단 중 이나 비 이
는가
학 간, 학교급간의 연계 및 계열성을 고려
하고 있는가
학습의 내용 구성(본문, 활동 및 문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시각자 는 학습내용과 조 를 이 고 있
도 배치하고 있는가
시각자 가
하지 않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게 표 되어 있는가
시각자 의 요소(
, , ,
, 도형
등)들이 명 하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
는가
학습내용의 이해를
기 위한 참고 자
및 관련 활동(인터
사이 ,
미 어,
정보 습 , 도서 기 등)들이 다양하게 안
내되어 있는가
학생 수준별로 학습이 가 한 자 를 제시
하고 있는가
학습 단계별(도입, 전개, 정리) 안내 및 지
시사항이 명확하고, 이해하기 운가
합계

료

?

렬

?

년

?
순 복

순
약 없

?

?
화

료
루
록
?
료 너무 복잡
쉽 현
?
료
캡션 글 색 삽화
료
?
돕
료
넷 트 멀티 디
득
읽
?
능 료
?
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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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5
5
5
5
5
5
5
5

5

5
5
55

2.2.5. 교과서 내적 체제 중 ‘교수 학습방법’
처럼 ‘교수 학습방법’은 수업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매체가 되므로 ‘학습내용의 조직’과 더불어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훌륭한 교사는 학생들
앞에서 언급한 것

의 학습 준비도나 지적 수준, 학습내용에 따라 적절한 교수 학습방법을

노력하므로(권재술, 2006), 교수 학습의 중심자료인 교과서는(진
재관 외, 2007) 다양한 교수전략과 학습방법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교과서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중
하나가 ‘교수 학습방법’이라는 점(진재관 외, 2009; 박진용 외, 2011), 진
재관 외(2008)의 연구에서 조사된 외국 사례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가 교
찾고자

과서 평가기준으로 교과서가 교수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다는 점은 이를
교수 학습방법의 원리는

화

뒷받침한다.

크게

화

다섯 가지로 자발성의 원리, 개별 의

음

원리, 사회 의 원리, 직관의 원리, 통합의 원리가 있으며 다 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김지은, 2013).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구안법, 문제해결학습법, 발견학습, 프로그램학습에서
잘 나타난다. 개별화의 원리는 학습자 각자의 요구와 능력에 알맞은 학
습활동의 기회부여를 강조하는 것으로 프로그램학습 등에서 구체화되어
드러난다. 사회화의 원리는 학생들 사이의 협동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원
리로 분단학습, 직소학습 등에서 잘 나타난다. 직관의 원리는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하거나 경험시킴으로써 학습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원리로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는 것이 이 원리를 적용시켰다고 볼 수 있다. 통합
의 원리는 학습을 부분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도해
야 한다는 것으로 교과의 통합, 지식과 정의적 특성의 통합 등 전인교육
을 강조하는 원리이다.
진재관 외(2009)는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원리를 내면화하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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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수 학습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웠는데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교수 학습활동’ 영역의 평가기준 및 항목과 평가점수(진재관
평가기준

루 질

록

?

12. 학습자에게 유용한
교수 학습활동이 이 어
수 있도 구성되어
있는가

질

?

록

평가항목
점수
개별 은 소그 활동, 미 어 활용 등의
다양한 학습 활동 및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
5
가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 는 다양한 학습
활동( 의, 론, 실험, 실습 등)을 제시하고
5
있는가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상 을 해결하는 학
5
습 활동을 예시하고 있는가
학습 주제에 적절하며, 실
가 한 학습
5
활동 및 방법을 제시 하고 있는가
교과서 내의 참고자 (부 , 인, 용어해 ,
5
찾아보기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교과서
의 참고자 (교사용지도서,
5
,
자 등)는 충분하고 유용한가
학습내용에 적절한 소
어, 교육
체
5
등의 구 및 활용이 리한가
합계
35

혹

11. 다양한 교수 학습활
동이 이 어 수 있도
구성되어 있는가

루
료

13. 교과서 참고 자 는
충실하게 제공되어 있는
가

?

외, 2009)

룹

?

토 토
?

외
북 CD 료
현

디

키

황
?
현 능
?
료 록색
설
?
료
워크
?
프트웨
매
편
?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 활동의 다양성과
유용성, 교과서 참고자료의 충실성을 평가하고 있어 교과서가 교수 학습
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교수
학습 활동의 다양성은 그룹의 규모 및 소재에서의 다양성과 학습활동 참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여유도에서의 다양성을, 교수 학습 활동의 유용성은 실생활 관련여부와

현 능

료

외

료

실 가 한지를, 교과서 참고자 의 충실성은 교과서 내 의 참고자 의

편리성을 확인한다.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각 평가항목의 점
수는 5점이 배정되어 ‘교수 학습방법’ 영역의 만점은 35점이 된다. 이는
6개의 평가영역 중 ‘학습내용의 조직’과 ‘학습내용의 선정’에 이어 세 번
째로 큰 점수로서 ‘교수 학습방법’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려준다.
유용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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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교과서 체제 분석틀의 개발
당
만 과학 교과서의 분석
틀은 개발된 것이 많지 않았으며 그마저도 대부분의 경우가 교과서간 탐
구활동의 비교나 문제인식, 가설설정 등의 탐구 요소를 정량적으로 비교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박진용 외
일반적인 교과서 분석틀 연구는 상 수 있었지

(2011)가 개발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은 교과서 체제

세부요소를 분석하여 다루기에 과학교과서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념 및 아이디어를 다루는 범주와 학생의
참여를 다루는 범주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과학진흥협회가 미
구성 요소 및

세부

내용,

국의 교과서를 평가하기 위해 Project 2061을 통해 개발한 고등학교 생

C

물 교과서 평가에 사용한 준거( riteri

a Used in Evaluating the

Textbooks’ Quality of Instructional Support)를 활용하여 새로운 분석틀

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 개선할 수 있
는 점을 체제의 측면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분석틀을 사용하였

다. 사용한 분석틀은 교과서 체제에 기초하여 교과내용이 교과서를 통해

누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 어 평가하고 있기에 개선할

알려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의 뿌리가 된 두 분석틀을 살

수 있는 단계와 요소를 명확하게

펴보고자 한다.

2.3.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
년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은 2011 에 한국교육과정평
가원에서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이 실제로 원하고 있는 교과서 내적

외적 체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발한 분석틀이다.
국어와 사회(역사), 과학, 기술ㆍ가정 교과서를 토대로 개발되었으며 이
를 활용하여 선정률에 따른 교과서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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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표 2-5]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 진용
교과서
체제

세부 내용

구성요소
교육과정의
반영

량
료
료

설

쟁

택

변화
응
떻
료
료
설
쉬
설
현

현

외적
체제

현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육 목적의 구 정도
단원 목표 전달 정도
학습 분 의 적절성
내용 수준의 적정성
학습내용의 학습 동기 유발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선정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점이나 진로 선 에 관한
기 자 제공여부
탐구 활동과 지식 명의 연계성
단원 전개 및 구성 체제의 적절성
단원의 연계성
각종 자 의 학습 효과성
학습내용의 자기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교실 학습
에 대한 대 성
조직
탐구 활동 과정이 어 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다
실험 관련 원자 시각자 제공 여부
과학 용어와 명의 이해하기 운 정도
탐구 활동이 개념 명에 도움이 되는 정도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교수 학습 방법의 적용가 성
학생 참여 증진 학습활동의 정도
교수 학습 실생활 문제 해결학습 활동의 제시 정도
다양한 과학 상 및 탐구에 관한 자 의 제공성
방법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로서의 수
업과정 제시
목표 달성정도를 재는 적절한 평가 방법의 제시 정도
학습평가
목표 달성정도를 재는 다양한 평가 방법의 제시 정도
자기 점검 방법의 적절성
자 기
체의 적절성
표기표
이해하기 운 표
어
명 개념 및 용어 명
표지, 학습활동 자인의 흥미 유발 정도
집 자인
지면 구성의 학습 리성
교과서
지도서, 활동지, 지도 자 의 유용성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 체의 유용성
참고자
장 교사 참여도
자 및
자의 인지도 및 학문적 전문성
출판사
출판사의 인지도 및 출판 경험
종이 , 제본 상
물리적 특성
양, 기, 께

읽

내적
체제

외, 2011)

편 디
저

외
료

글 크 글씨
쉬 현
휘설
디
편
현
저

질
태
모 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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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

능

료

설

료
매

모델

우 교과내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은 내적 체제의 경

용이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내용으로 선정되고 조직된 후 적절한 교수 학
습방법을 통해 학생에게 전달되고 이를 평가하는 단계에 따라 5개의 구
성요소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구성요소별로 다시

세부내용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므로 교과내용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

누

외적 체제는 이 일련의 과정과
는 별개로 이 내용을 담는 형식에 대한 평가이므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평가가 학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교과서는 학생을 위한 학습자료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로 나 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이 분석틀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발틀에 대부분이 그대로 사용되었

루

루

으므로 개발한 분석틀을 다 는 절에서 구성요소별 의미를 같이 다 기
로 하겠다.

2.3.2. Project 2061의 교과서 평가준거
년

미국과학진흥협회(AAAS)는 1848 에 미국 과학자들이 영국과학진흥

혁계
획인 Project 2061을 통해 미국의 교과서를 평가하며 국경을 초월한 광
범위한 과학교육을 추진한 바 있다.1) 이 때 미국과학진흥협회는 중학교
협회(BA)를

모델로

조직한

민간단체로(이은경,

2001) 과학교육 개

와 고등학교의 수학 교과서, 중학교 과학교과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를
대상으로 평가하였는데 이중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평가에 사용한 준거

C a Used in Evaluating the Textbooks’ Quality of Instructional
Support)는 다음 표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2) 이 평가준거는 생물 교과
서 평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부분의 항목이 일반적인 과학 교과서로
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 riteri

h ps://www.aaas.org/program/project2061
h p://www.project2061.org/publications/textbook/hsbio/summary/criteria.htm

1) tt
2)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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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미국과학진흥협회의 생물 교과서 평가준거

범주

I.

학습에 대
한 목적의식
제공

준거

un
알
l ss n
알

?

?

?

p qu s
kn wl dg
술
II. 학생의 생
각(idea) 고
려하기

III.

IV.

현

과학적
아이 어의
개발과 사용

디

디 ky da
술

알 알

?

디
디 ky da
알
록

da

다양하고
적절한
상
에 대한 학
습기회 제공

침

추가 지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고 동기를 부
단원( it) 목
여하는 전반적인 목적과 방향을 전달하
표 려주기
는가
수업( e o )
수업의 목표, 다른 수업과의 관계를 전
목표
려주
달하는가
기
체계적 활동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논리적,
제시하기
체계적으로 제시하는가
선 행 지 식
( rere i ite
핵심 아이 어( e i e )의 학습에 필요
o e e)
한 선행지식과 기 을 제시하는가
과 기 제시
하기
교사에게 학
교사에게 학습에 방해가 되거나 도움이
생의 일반적
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i e )을
인 생각 려
려주는가
주기
교사가 학생
과학적 아이 어가 도입되기 전에 핵심
의 생각(i e )
아이 어( e i e )와 관련된
한
을 확인하는
상에 대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를 교
것을 지원하
사가
수 있도 되어있는가
기
일반적인 생 학생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해결하려고
각 해결하기 하는가
다양한
상 핵심 아이 어( e i e )를 지지하는 여
제공하기
가지 다양한 상을 제공하는가
생생한 경험
상을 직 적, 간 적으로 경험하는 활
제공하기
동을 포함하고 있는가
핵심 아이 어( e i e )와 관련하여 증
상을 통한
거에 근거한 논 이 일어나도
하는
주장하기
가
사고와 의사소통을
진하도
아이
의미 있게 용
어나 과정에 대한 경험과 관련하여 전
어 소개하기
문용어를 소개하는가
아 이 어 를 핵심 아이 어( e i e )에 대한 정확하
효 과 적 으 로 고 이해하기 운 표 이 포함되어 있

현

현

?

러
현

?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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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ky da
현
접 접
?
디 ky da
쟁
촉
?
디 ky da
쉬 현

?

da

친숙 현
바
?
?

록
록 디

?
디 종
디 ky da
순
?
디 연
끌
?
술
범 모델
링
?
지식의 시범
술
및 모델링
범 모델링
?
적용할 과제
황
나 질문 제시
술
록
하기
질
?
신
학생의 생각 료화
당화
록
(idea) 설명
?
료친
피
유도하기
드백 f dba k 받
?
학생의 해석 현
읽
과 추론유도
끄
질
하기
?
학생 스스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한 것을
배운 것을 확
확인하고 반영하게 하는 방법을 제안하
인하도록 격
는가?
려하기
목표와 일관 핵심 아이디어(key idea)와 일치하며 이
된 평가하기 를 반영하는 평가항목을 포함하는가?
단편적 방법, 즉 이해 없이 공식을 사용
이해를 위해 하거나 반복적으로 암기하는 것을 지양
평가하기
하고 아이디어의 적용을 요구하는 평가
과제를 포함하는가?
교수를 위해 교사에게 활동을 선택하고 수정할 수
평가 사용하 있도록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법을 제
기
시하는가?
제시하기
아이 어
합하기
아이 어
결하기

V. 현상,

경
험 및 지식
에 대한 학
생
사고의
진

촉

VI.

학생의
향상정도 평
가

VII.

는가
핵심 아이 어( e i e )를 종합하는 논
리적 서를 제공하는가
적절한 개념적 연결에 대해 명시적으로
관심을 고 있는가
기 이나 지식의 사용을 시 및
하는가
또는 교사를 위해 기 이나 지식의 사
용을 시 및
하는 방법을 포함
하고 있는가
학생들이 다양한 상 에서 지식을 사용
하거나 기 을 연습할 수 있도 과제
나 문을 제시하는가
각 학생이 자 의 생각을 나타내고, 명
하고, 정
하고, 제시하도 하는
가 학생이 동
구와 교사로부터
( ee c )을 을 수 있는 시기와
방법이 제안되는가
상 및 은 것에 대한 학생의 해석과
추론으로 이 는 과제 및 일련의 문
이 포함되어 있는가

교사에게 내
과학 학
교사가 교과서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용에 대한 지
습
경의
과학, 수학 및 기 에 대한 이해를 향상
원을 제공하
형성 진
시 는 데 도움이 되는가
기

환
촉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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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

호

호기심과 질
문을 격려하

환
강 질
피
?

독

교사가 학생의 기심을 영하고, 창
성을 보상하고, 건 한 문 정 을 장
려하고, 단주의를 하는 교실 경을
기
조성하도 도와주는가
교사가
학생을 위해 높은 기대로
려하고,
학생이 성공을 경험할
학생을
수 있게 하고,
학생이 과학 수업에
지원하기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수 있는 교
실 공동체를
는 데 도움을 주는가

모든

격

독
록
모든
모든
모든
느낄
만드

신
환

?

범주로 구성된 이 평가준거는 학습의 개인과 사회적 측면을 고
려하여 개발되었으며 Kesidou & Roseman(2002)에 따르면 각 범주는 다
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7개의

범

‘ 주 1’은 ‘학습에 대한 목적의식 제공’으로서, 학생이 교과서의
목적, 목표 및 활동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어

야 하며 이러한 활동에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범주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이해가능하고 동기를 부여하
떤 의미인지 이해해

는 전반적인 목적의식과 방향을 제공하는지, 각 단원 또는 각 활동
이 목표를 제시하는지, 단원과 활동의 논리적

순서를

제시하는지

세 가지 평가준거를 가지고 있다. 이 범주를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교육의 목적의 구현 정도와 단원 목표 제시방식
여부의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교육과정의 반영’

응

에 대 한다고 볼 수 있다.

범

력 키우

‘ 주 2’는 ‘학생의 생각 고려하기’로서, 학생들의 이해 을

존

려면 이미 기 에 가지고 있는 생각, 부정확한 생각들과 후속 학습

토대가 될 수 있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 이러한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새로운 생각뿐 아니라 과학적 개념을 배우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지식과 기술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
다. 이 범주는 교재가 핵심 아이디어의 학습에 필요한 선행지식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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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우

기 을 명시하고 있는지, 교사에게 학생들의 생각-개념을 배 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 도움이 되는 생각-을 경고해주는지, 핵심 아이

디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교사에게 제시하는지,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올바른 생각과 비교해서
다루는지 여부의 네 가지 평가준거를 가지고 있다. 이 범주는 교과
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활동 전
략에 해당하므로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교수 학습방법’에 대응
한다고 볼 수 있다.

범

‘ 주 3’은 ‘다양하고 적절한

현상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으로서,

현상은 학생들이 과학적 개념을 그럴듯한 것으로 보거나 과
학적 개념의 유용성을 받아들이는 등 과학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
적절한

을 준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습 활동, 시

익숙한 현상에 대한 논의를 통해 그들이 배우
는 과학적 개념을 적절한 현상과 관련시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이 범주는 교과서가 핵심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현상을 제공하는지, 이러한 현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활동을 제공하는지 여부의 두 가지 평가준거를 가지고 있
다. 이는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
고 과학현상 및 탐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내적 체제
의 구성요소에서 ‘교수 학습방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주 4’는 ‘과학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용’으로서, ‘범주3’에서
말했던 것처럼 학생들에게 관련 현상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면 과학
적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과학적 아이디어는 현
상으로부터 직접 추론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아이디어를 명시적으
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은 특정 과제 상황
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배우는데, 학습한 것을 다른 상황에 전이
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범주는 핵심 아이디어에 대
한 증거를 제시하여 관련된 논쟁을 유도하는지, 과학 개념과 원리
에 관한 기술적인 용어를 소개하는지,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 정확
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지, 핵심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논리적
연, 시청각 도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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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제공하는지, 개념의 연결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지, 학습한
내용의 적용과정을 보여주는지,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한 내용을 적
용할 수 있도록 과제나 질문을 제공하는지 여부의 7가지 평가준거
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면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이해
하기 쉬운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는지 여부를
평가준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과
학적 개념 및 원리의 설명의 이해 용이성에 해당하므로 내적 체제
의 구성요소에서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주 5’는 ‘현상, 경험 및 지식에 대한 학생 사고의 촉진’으로서,
‘범주 3’ 과 ‘범주 4’ 가 ‘범주 5’에 의해 보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이 관련 현상과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도록 시간, 기
회 및 지침을 제공해야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재가 명확하게 과학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더라도 학생들이 구성한
과학적 아이디어의 의미는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된 일련의 질문과 과제들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이해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범주는 교과서가 학생 본인의 생각을 설명하도록 격려하는지, 학생
의 해석과 추론을 유도하는 과제나 질문을 포함하는지, 학생이 배
운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여부의 세 가지 평
가준거를 가지고 있다. 이 범주는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
면 ‘범주 2’ 나 ‘범주 3’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학습
활동 전략이고, 박진영(2011)의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에서 ‘학생 참여 증진 학습활동의 정도’에 대응하므로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교수 학습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범

‘ 주 6’은 ‘학생의 향상정도 평가’로서, 평가의 목적은 학습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습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평가가 학습의 목표

야 하고, 평가의 결과를 다시 교수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범주는 교과서가 핵심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목
표와 일관된 평가를 하는가, 반복적 암기나 공식 사용을 지양하고
학생의 깊은 이해를 확인하는 평가과제를 포함하는가, 교사에게 평
가결과를 활용하여 교수방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의 세
와 일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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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평가준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술

살펴

보면 적절한 평가방법에 관하여 서 하고 있으므로 내적 체제의 구

응

성요소에서 ‘학습평가’에 대 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범주 7’은 ‘과학 학습 환경의 형성 촉진’으로서, 교사는
학습이 잘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고, 교과서는 교사
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범주는 교과서가 교사에게 교수에 필요한 수학, 과학 및 기술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지, 교사가 학생의 호기심을 환영하고 질문
을 장려하도록 하는지, 교사가 모든 학생을 격려하며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의 세 가지 평가준거를 가지고 있다.
요약하면 교과서가 교사를 적절하게 지원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다른 범주가 교과서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중점
을 두고 있는 것과 다르게 교과서와 교사의 상호작용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교과서 체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박진용 외
(2011)나 진재관 외(2009)가 수행한 연구의 세부내용에는 없는 내
용이지만 교사를 위한 교수지원이 핵심이므로 구성요소 상 ‘교수
학습방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워야 하는 핵심아이
디어를 중심으로 크게 학생과 교사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좋은 교
과서는 학생들에게는 핵심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목표와 내용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학생 본래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도록 하며, 새로 배운 아
이디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경험을 가지게 한 뒤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사에게는 핵심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와 이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숙지하도록 안내
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한 피드백과 함께 격려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
생들이 성공경험을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정리하면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교과서 평가준거는 배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과학진흥협회는 교과서가 학생에게는 핵심

디

극

아이 어와 관련된 적 적인 참여를, 교사에게는 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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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및 격려할

술 숙지와 관련된 조언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과 비교하면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의 평가준거가 교과서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미국과학진흥협회의 평가준거는 교과서와 학생의 상호작용뿐
만 아니라 교과서와 교사의 상호작용, 즉 교사를 위한 교과서의 교수지원
제공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교과서를 학생용 학습도서로 여
기는 반면 미국의 경우 교과서를 학생용 학습도서인 동시에 교사를 위한
교수자료로 여기는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이 교과서의 내적 체제, 외적 체
수 있는 기

제에 다양한 면을 고려하여 평가한다면, 미국과학진흥협회의 평가준거는

디

내적 체제, 그 중에서도 핵심 아이 어에 집중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외적

체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학진흥협회의 평가준거의

디

목적이 명확하게 핵심 아이 어의 전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3.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틀
분석은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 방안에서 사용한 수요자 중
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과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 교과서 평가

루 졌

준거를 절충하여 개발한 분석틀을 기반으로 이 어 다. 이 때 기본 구

박진용 외(2011)가 개발한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비교 분석틀
을 토대로 하였으며 ‘개념 및 아이디어’, ‘학생의 참여’를 다루기 위해 미
조는

국과학진흥협회가 개발한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 평가에 사용한 준거

C a Used in Evaluating the Textbooks’ Quality of Instructional
Support)를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노명완 외(2013)와 이
봉우(2011)의 자료를 참고하여 일부 세부요소를 수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개발된 분석틀은 2개의 체제, 10개의 구성요소, 35개의 세부내용, 58개의
세부요소로 구성되었다.
( rit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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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개발된 분석틀
교과서
체제

구성요소
교육과정의
반영

세부 내용

세부요소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육 목적의 구 정도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교육 목적의 구 정도
대단원 목표
소단원 목표
체계적 활동 제시하기
대단원수
소단원수
학습활동수
심 보충자 분
내용 수준의 적정성
단원의 길 이 서
단원 표지의 관련성
그림, 사진,
관련
과학과 관련된 사회적 점 제공 및 연구사
진로 선 에 관한 기 자 제공 여부
탐구 활동과 지식 명의 연계성
과학지식의 전 과정
및 한국의 물리학자 소개
대단원 전개
소단원 간의 연계
학습내용의 개요제시4)
소단원 전개
그림, 사진, 그
, 지도 등의 학습 효과성

현

현

단원 목표 제시 방식

량

학습 분 의 적절성

내적
체제

학습내용의
선정

내용 수준의

화

적정성3)

학습 동기 유발
실제 생활과의 관련성
탐구 활동과 지식

설명의 연계성

역사적 배경

학습내용의
조직

단원 전개 및 구성 체제의 적절성

료

각종 자 의 학습 효과성

료 시각자료 제공

실험 관련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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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료 량
잡 술
삽화
쟁
읽 료
설
파

래프
개념 설명이나 탐구 활동에

례

알

자기주도적 학습의 용이성
탐구활동의 수준의 적절성

현
디

디

과학적 아이 어의 개발과 사용5)

학생 참여 증진 학습활동

교수 학습
방법

실생활 문제 해결학습 활동
다양한 과학 상 및
탐구에 관한 자 의 제공성

현
료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로서의 수업과정 제시7)8)
교수 학습 활동유형

외적

체제

현

표기표

편집디자인

평가 방법의 적절성
평가 방법의 다양성
자기 점검 평가의 적절성
평가 활동 유형
자 기
체의 적절성
이해하기 운 표
어
명 개념 및 용어 명
표지, 학습활동 자인의 흥미 유발 정도

글 크 글씨
쉬
휘설
디

현

디
디

범 모델링
질
디 설

삽화 지도, 도표의 양
이전 이론 소개 및 당시의 세계관
사진 및

모델

학습평가

료

맞은 실제 시각자 의 양
학습안내, 학습과정 제시 정도
탐구활동의 수준의 적절성
상을 통한 주장
아이 어의 효과적 제시
아이 어의 종합
아이 어의 연결
지식의 시 및
적용할 과제 및 문 제공
학생의 아이 어 명 유도
학생의 해석과 추론 유도
학생의 학습내용 인지 유도
6)실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 학습활동의 적절성

설

- 35 -

이론의 도입배경
이전 이론과의 비교
과학자의 탐구과정
개별 학습활동 정도
상 학습활동 정도
적절한 평가 방법의 사용 여부
다양한 평가 방법의 사용 여부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방법 안내 유
평가 활동
자 기 및
체의 적절성
언어 표 의 이해 가 성
어려운 용어, 개념, 이론 등에 대한 보충 명 여부
표지, 학습활동 자인의 흥미 유발 정도

호

피드백
글 크 글씨
현
능
디

무

설

외
료

교과서
참고자

저자 및
출판사

물리적 특성

박 외
노 완외

편
료

료 배치, 줄, 간격, 여백, 색조 등의 학습 편리성
지도서, 활동지, 지도 자료의 유용성
CD, 온라인 자료 등의 유용성
현장 교사 참여도
중ㆍ고 교사 비율
사범계 학자 비율
출판사의 인지도 및 출판 경험
종이 질, 제본 상태
교과서의 모양, 크기, 두께 등의 적절성

지면 구성의 학습 리성
지도서, 활동지, 지도 자 의 유용성
학습활동에 필요한
교육 체의 유용성
장 교사 참여도

현

자

매

저자의 인지도 및 학문적 전문성
출판사의 인지도 및 출판 경험
종이 , 제본 상
양, 기, 께

질
태
모 크 두

p

3) 진용 (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방안 24 참조
4) 명
(2013). 국어교육학 개론 4판 95 참조
5)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 교과서 평가준거 참조

p

h p://www.project2061.org/publications/textbook/hsbio/summary/criteria.htm)

( tt

박 외(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방안 125p, 172p 참조
봉우 외(2011). 과학사 활용 과학 교육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822p 참조
박 외(2011). 수요자 중심의 교과서 체제 개발방안 229p 참조

6) 진용
7) 이
8) 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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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의 반영’은 교육과정이 교과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나타
교과서의 내적 체제에 해 하는 구성요소를

내는 것으로 물리교육의 목적이 대단원 및 소단원 목표, 그리고 교과서
에서 제시하는 활동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량

‘학습내용의 선정’은 교과서에 선정된 학습내용이 분 이나 수준 등에
서 학생에게 적절한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단원과 활동수

뿐만 아니라 실

제 생활이나 역사적 배경과의 관련성도 판단의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다.

순서, 어느 정도의 분량,
어떤 형태의 자료로 구성하여 제시하는지를 나타내며 단원 및 자료간의
연계성과 계열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 ‘학습내용의 개요제시’의
경우 학습내용의 개요와 관련하여 분석하기 위해 노명완 외(2013)의 자
료를 참조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과학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용’의 경
우 개념 및 아이디어의 제시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학습내용의 조직’은 선정된 학습내용을 어떤

과학진흥협회의 생물 교과서 평가준거를 참고하여 기준으로 추가하였는

존 박진용 외(2011)의 연구에서 ‘학습내용의 조직’의 구성
요소에 ‘과학 용어와 설명의 이해 용이성’이 미국과학진흥협회의 ‘과학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용’과 같은 내용임을 활용하였다.
‘교수 학습방법’은 학생의 학습 준비도나 지적 수준, 학습내용의 성격
에 따라 교사와 학생이 학습내용을 상호작용하는 방법으로서(권재술,
2006) 학습자 참여, 실생활 관련 문제, 다양한 자료의 제공성, 과학 탐구
과정의 참여, 개별 및 상호 학습활동 정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때
세부내용 중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모델로서의 수업과
정 제시’의 경우는 박진용 외(2011)의 분석틀에 있었지만 그 세부요소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아 이봉우 외(2011)의 자료를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학습평가’는 학습내용을 배운 뒤 이를 점검하는 것과 관련된 구성요소
데 이 때 기 에

로 평가방법의 다양성과 적절성, 자기 점검 평가를 제공하는지 등을 기

삼고 있다.
교과서의 외적 체제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표기표현’은 교과서에 쓰인

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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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현

단어 및 문장의 표기 및 표 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확하게 표 되어 있

백

설

고, 교과서 여 을 활용하여 따로 보충 명을 하는가 여부 등을 기준으
로 포함한다.

편 디

디자인과 관련된 구성요소로 표지 및 본문의
디자인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하기 편리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 집 자인’은 교과서의

포함한다.

외 참고자료’는 교과서 외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유용
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로 지도서나 활동지, CD, 온라인 자료의 유용성을
‘교과서

기준으로 포함한다.

저

저자와 제작하는 출판사와 관련된
구성요소로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급에 해당하는 교사가 얼마나 집필에
참여하였는지, 출판사는 이 교과서의 제작을 맡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
‘ 자 및 출판사’는 교과서를 집필한

고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포함한다.
‘물리적 특성’은 교과서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구성요소로 종이

태

제본 상 , 교과서의

모양, 크기, 두께

질,

등이 교사와 학생이 사용하는데

적절한가 여부를 기준으로 포함한다.
정리하면 개발된 분석틀은 내적 체제의 경

우 교과내용이 학생에게 전

달되는 단계에 따라 5개의 구성요소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각 구성요

세부내용과 세부요소로 나누어 평가하므로 교과내용을 학생에
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외
적 체제는 이 내용을 담는 형식이므로 내적 체제의 평가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박진용 외(2011)의 분석틀과 비교해보면 학습내용의 조직에
서 개념을 다루고 있는 세부요소와 교수 학습방법에서 이론의 형성과정
을 다루는 세부요소가 추가되어 관련 요소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
소를 다시

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 분석틀을 사용하여 앞서

설명한

10가지의 구성요소 중

‘학습내용의 조직’과 ‘교수 학습활동’을 중점적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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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요소와 관련지어 분석하였다. 6가지의 구성요소 중 이

택

음

두 가지 구성

요소를 선 한 이유는 다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학습에서 학생들이 가지

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체제 개선

접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므로 학습의 이해와 직 적인 관련이

접

없는 외적

체제는 배제하고 직 적으로 영향을 주는 내적 체제를 분석하고자 하였
다.

둘째,

내적 체제 중 ‘학습내용의 조직’, ‘교수 학습활동’은 상대적으로

권재술(2006)은 학습의 핵심적인 요소로
교사, 학생, 학습내용, 교수 학습방법을 지목하였으며, 진재관 외(2009)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연구에서도 6개의 평가영역 중 중요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차지하는 점수

았

비중이 높 다. 또한

박진용 외(2011)의

연구에서도

현장의

과학교사들

이 교과서를 선정할 때 ‘학습내용의 조직’, ‘교수 학습활동’을 가장 중요
한 구성요소로 지목하였다.

셋째,

학생들의 의견이 ‘학습내용의 조직’과 ‘교수 학습활동’의 구성요

소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학습내용의 선정’은 중요한 구

임

성요소 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견이

외

매우 적어 어떤 개선방안을 도

출하기에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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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09 개정에 따른 물리Ⅰ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의 교과서 분석
2.4.1.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 기 물리학이 진보하는데 기초가 된 상

최소한의 현대 물리 내용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완전한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하더라도 정성적인
이해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Ⅰ에서 시공간과 우주에서 시공간의 새로
대론을 물리 교과에 새로 도입하였다. 이는

운 이해의 내용 요소로 들어가 있다(표 2-4).
[표 2-8]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Ⅰ 과학과 교육과정 내용체계
(교육과학기 부, 2012)

술

영 역
시간, 공간,
시공
운동
간과
시공간의
주
새로운 이해

우

내용 요소
시간의 측정과 표준, 길이의 측정과 표준,
과 충
, 역학적 에 지 보 법
중 의 발견, 상대성 이론,
과 중
지 상 작용과 기본입자

량

력

격량

너

호

뉴턴 운동법칙, 운동
존 칙
블랙홀 력렌즈, 우주 모형, 4가

빛

이중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육과정 내용은 “ 의 속도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에 지 동등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
본 원리에 대해 이해한다.”로, 성 기준은 “ 의 속도 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에 지 동등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
리를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교육부, 2014). 또한 교육부(2014)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학습내용은 2009 교육과정에서 새로 도입된
것으로 과학에 대한 기심 및 흥미도를 증가시 수 있고 시공간에 대
한 대적인 해석을 통해 대 물리학의 기초 개념을 학습할 수 있으므

설

현

질량 너
취
질량 너
호

빛

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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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로 이를 핵심 성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교과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는 기본 원리,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동시성,
에 지 동등성을 주요 내용 요소로
다 고 있 을
수 있다.

루

질량 너

음 알

이어지는 절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판된 총 2 종류의 물

편의상 A 교과서와 B 교과서로 칭하고 교과서별로 학습목
표와 학습내용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학습내용 전개는 선행연
리Ⅰ교과서를

구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학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다섯

토

가지 제안이 반영되어있는지를 검 한 후 내적 체제 중 학습내용의 조직
과 교수 학습방법의 구성요소별로 분석하여 4장에서 이어지는 학생들의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2.4.2. 선행연구에 근거한 A 교과서의 분석
음 세 가지를

A 교과서에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목표로 다 의
들고 있다.

김 민 외, 2009)

[표 2-9] A 교과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학습목표( 영

오

1.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 게 된 배경을 안다.

설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 을 이해한다.
3.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과 관련된 관측 및 실험의 예를 안다.

또한 지도서에 따르면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음

있으며 차시별 학습목표는 다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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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외, 2009)

[표 2-10] A 교과서 특수 상대성 이론 차시별 학습목표( 영
차시

학습목표
1. 에 르가 어 게 포기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한다.

1차시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정

2차시
3차시

테

떻

두 가지를 이해한다.

3.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상대 속도를 구할 수 있다.
1.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여 동시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2.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길이 수축을 이해할 수 있다.
1.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시간 팽창을 이해할 수 있다.
2.

질량·에너지 동등성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말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
게 된 배경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역사적 배경으로 에테르 개념과 마이
컬슨 몰리 실험의 소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시별로 살펴보
면 1차시에는 빛의 매질로 에테르를 가정하였지만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서 에테르 속 빛의 속도 변화를 관찰할 수 없어서 아인슈타인은 에테르
를 포기하고 빛이 매질 없이 진행한다는 것을 수용하였다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다. 2차시에는 광속 불변 원리와 상대성 원리를 소개하고 동시성
을 한 좌표계에서 동시로 보이는 사건이 다른 좌표계에서는 동시가 아닌
걸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는 수준으로 도입하고 길이 수축을 간단한 계
산과정을 포함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시간 팽창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간단한 계산과정을 포함하여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
다. 이 때 ‘로런츠 변환’은 본문에 등장하고 여백에도 따로 간단하게 소
개하기는 하지만 수식을 다루지 않으며 등속으로 운동하는 좌표계 사이
에서 관측값들 사이에 대한 변환 정도로만 명시하고 관련된 개념인 상대
론적 운동량이나 상대론적 에너지는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시간 팽창
과 길이 수축을 광속 불변 원리로부터 유도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이를
물음에서 적용하여 계산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A 교과서의 학습내용 전개를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2-1]과 같다.
차시별 학습목표를 통해 교과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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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빛의 속도 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질량-에
너지 동등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설명
할 수 있다.

교과서 학습목표
1.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안다.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가설을 이해한다.
3.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과 관련된 관측 및 실험의 예를 안다.

3.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

1. 마이컬슨 몰리 실험
- 에테르 소개
- 실험목적
- 실험결과

- 아인슈타인의 결론
- 에테르 개념 포기
- 광속불변 도입

2.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
- 두 가설의 의의 : 속도가 다른 두 관성 좌표계의 비교
- 가설
-

1 : 상대성 원리
상대성 원리의 정의
4차원 시공간(뉴턴의 시공간,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의 비교)
로런츠 변환의 의의

- 가설
-

2: 광속 불변 원리
광속 불변 원리의 정의
상대속도 개념
뉴턴역학과 상대성이론에서의 상대속도 비교

- 동시성
- 동시성의 정의
- 예시 : 두 관성계의 동시사건 비교
- 길이 수축
- 길이 수축의 정의
- 고유 길이의 정의
- 예제 : 동시성 및 길이 수축
- 확인문제
- 시간 팽창
- 시간 팽창의 정의
- 고유 시간의 정의
- 예시
- 확인문제
- 관측 사실의 증거 : 뮤온
- 뮤온의 소개
-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의 연계
- 질량 에너지 동등성
- 질량 에너지의 정의
- 예시
- 확인문제

[그림 2-1] A 교과서의 학습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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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것처럼 선행연구의 다섯 가지 제안이 교과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먼저 학습내용의 조직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에서 차이
앞서

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선행연구에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등의 개념이해
를 돕기 위해 속도가 다른 두 관성계에서의 사건관측을 이 개념별로 비
교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한 점이다.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의 경우
선행연구에서는 속도가 다른 두 관성계에서의 사건관측을 개념별로 각각
의 좌표계에서 비교하여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A 교과서
에서는 길이 수축을 다룰 때에는 길이 수축만, 시간 팽창을 다룰 때에는
시간 팽창만 다루어서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좌표계의 관측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이 한 사건을 다른 좌표계에서

임

키

관측하는 측면 을 부각시 지 않고 있으므로 선행연구의 제안이 반영되
어 있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동시성 등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 강조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다. 이 제안은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 부분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교과서에서
핵심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에서는
두 가지 가설의 의의가 속도가 다른 두 관성 좌표계에서 동일 사건을 관
측할 때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술한다. 계열성의 원리는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따라 학습내용을 조직할 것을 강조하는데(이용
숙 외, 1995) 이에 따르면 ‘사건’과 ‘관성 좌표계’는 상대성 원리를 이해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정의가 상대성 원리를
가르치기 전에 제시되어야 한다. ‘사건’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
하는 용어이므로 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만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사건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며 개념에서 학습의
어려움을 수반하므로(이준교, 2016; 조헌국 외, 2016; 김재권, 2014), 발생
과 인식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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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사이의 관계식인 물리
법칙이 동일한 것이지 물리량이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정확하게 정
의해주어야 하는데 이 점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그리고 상대성 원리를 설명함에 있어 ‘관성 좌표계’를 정의하
는 대신 ‘균일하게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은 관성 좌표계의 정의인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하
는 좌표계’에 비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성 좌표계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할 수 있겠다. 동시성 개념은 정의를 따로 제시하는 대신 동시성이 상대
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의 동시 사건이 다른 것이
라고만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지 질량은 그 용어가 본문에 등
장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는 아예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유 길이의 경우 자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 잰 길이라고 정의하고 있
는데 ‘자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측정대상이 되는 물체에
다. 또한 ‘상대성 원리’는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라는 정의에 비해 정확하지 않으므로 관

락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적용
을 살펴보면 동시성과 길이 수축은 관련예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 팽
창과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경우 어떤 예시나 예제가 없어 학생에게 개
성 좌표계와 같은 맥 에서 정의가

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두 가지에서 선행연구의 제안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과
의 비교를 통해 도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성 원리나 동시
성, 상대 속도 및 좌표변환의 경우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교
할 수 있는 내용 요소지만 교과서에서는 상대 속도와 동시성에서 비교하
는 반면 상대성 원리나 좌표변환에서는 비교하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는
교수 학습방법과 관련해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
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도입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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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으로, 도입은 출발점을 제공하고 이를
개하는데 목적이 있다(이용

숙 외,

토대로

ㆍ

교수 학습활동을 전

1995). 따라서 이어지는 내용인 광속

변 원리가 자연스럽게 전개되기 위한 논리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흐름을 살펴보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로 에테르가 없다는 것
이 확인되었고 이를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여 에테르 개념을 포기했으며
광속 불변 원리를 특수 상대성 이론에 도입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학
생들에게 광속 불변 원리를 수용시키기 위해서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A 교과서에서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장치나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흐르는 강에서 방향에 따른
배의 속도변화로 비유한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 이 내용 요소가 빠져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그 뒤에 이어지
불

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과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의 일부가 되
므로 학생들의 탐구에 필요한 근거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Gim(2016)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구에
학생을 참여시켜야 함을 주장하며 탐구활동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두 가
또한

지 기본 원리로부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해

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 교과서의 경

없

유도과정 이 공식

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만 결과로 제시하고 있어 이런 점이 반영되어 있지 않

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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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선행연구에 근거한 B 교과서의 분석
B 교과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목표로

곽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표 2-11] B 교과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학습목표( 성일

외, 2009)

1.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 안다.
2.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에너지 동등성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같이 제공 되는 지도안에 따르면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은 총 2차시로

록 구성되어 있으며 차시별 학습목표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 차
시별 지도 내용을 살펴보면 1차시에서는 정지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
에서 나오는 전조등 불빛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어 빛을 전달하는 매질로서 에테르를 소개
하고 마이컬슨 몰리 실험이 이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으나 증명에 실
패함으로써 광속 불변 원리가 옳았음을 보여준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그 뒤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원리인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
가르치도

원리를 가정으로 소개하고 이를 통해 동시성의 상대성을 확인할 수 있는
탐구문제를 제시함으로서 동시성 개념을 소개한다. 이 때 지도서에는 탐

워
에 따라서 동시가 다를 수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다룰 것을 권하고 있
다. 2차시에서는 같은 상황에 있는 두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설명하고 광속 불변 원리를 이용하여 수식적으로 로런츠 인
자를 유도한다. 이 때 따로 로런츠 변환을 언급하거나 의미를 설명하지
는 않는다. 이후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간단한 수식으로 소개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으로 뮤온의 수명을 다룬다.
지금까지 설명한 B 교과서의 학습내용 전개를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
교하여 나타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구 유의사항으로 동시성 개념은 학생들이 어려 할 수 있으므로 기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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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기 : 특수상대성 이론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빛의 속도 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질량-에너지 동등성 등 특
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아인슈타인의 결론
- 에테르 개념 포기
- 광속불변 도입

교과서 학습목표
1.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 안다.
2.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에너지 동등성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의 의의
- 가정 1 : 상대성 원리
- 상대성 원리의 정의
- 관성 좌표계의 정의
- 가정 2: 광속 불변 원리
- 광속 불변 원리의 정의
- 상대속도 개념
- 상대속도 비교 :뉴턴역학과 상대성이론

살펴보기 : 매질없이 빛이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들어가기 : 어떤 불빛이 더 빠를까?

- 마이컬슨 몰리 실험
- 에테르 소개
- 실험목적
- 실험장치
- 실험결과

- 정지한 자동차의 전조등
-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 측정 : 사건의 발생과 인식
- 두 사건의 동시성
- 동시성의 정의
- 사건의 정의 및 발생과 인식
- 예시 : 두 관성계의 동시사건 비교
- 시간 팽창
- 고유 시간의 정의
- 시간 팽창의 유도(예시)
- 시간 팽창의 정의
- 길이 수축
- 고유 길이의 정의
- 길이 수축의 유도
- 시간 팽창과의 연계

개념 넓히기 :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현상
- 뮤온의 지표면 도착
- 뮤온의 소개
- 예제 :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의 연계

- 질량 에너지 동등성
- 정지 질량의 정의
- 질량 에너지의 정의
- 예시

[그림 2-2] B 교과서의 학습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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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의 다섯 가지 제안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있는지

살펴보면

학

습내용의 조직에 관해서는 한 가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바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동시성 등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더
강조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

동시성, 시간 팽창, 그리고 길이 수축은 개념의 적용을 본문에 제시하고

만 질량 에너지 동등성의 경우 어떤 예시나 예제가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리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해 확인문제가 없어 학생에게 이러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건’ 개념의 경우 B 교과서에서는 광속
불변 원리를 소개한 후 관성 좌표계의 측정을 다루며 사건이 발생한 시
점이 사건을 관찰한 시점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다만 사건의
있지

발생과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적용하여 보여주거나 적용할 예제를 제공

설명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교수 학습방법과 관련해서는 A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에서 선
행연구의 제안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특수 상
대성 이론을 고전역학과의 비교를 통해 도입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
다. 상대성 원리나 동시성, 상대 속도, 좌표변환의 경우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을 비교할 수 있는 내용 요소지만 상대 속도와 동시성 개념
하지 않아 개념이해에 필요한

은 비교하는 반면 상대성 원리 개념은 비교하지 않고 내용을 전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
구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학생들은 광속 불
변 원리를 수용하기 위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과정과 결과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B 교과서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 장치를 삽화로 제
공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하여 어떻게 빛의 속력 변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구체적인 실험 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신 흐르는 강에서 방향에 따른 배의 운동과 에테르 속에서 지구
의 운동을 비교 제시하여 이를 유추하게 할 뿐이다. 또한 이어지는 특수
않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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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로부터
광속 불변 가정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있었던 아인슈타
상대성 이론의 가정에서 아인슈타인은

인의 구체적인 탐구과정을 언급하지 않아 학생들의 탐구에 필요한 근거
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상대성 이론을 도입하는 내용으로는 에테르
에 대한 역사적 논의와 마이컬슨 몰리 실험을 바탕으로 광속 불변 원리
를 소개하고 있다. 김성원(2012)에 따르면 이는 대학교 일반물리학 교과
정리하면

서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학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때 곤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한다. 상대성 이론을 소개한 이후에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등을

키

워

소개하여 고전역학과의 차이를 부각시 는데 이 때 학생들이 어려 할

런츠 변환의 도입을 생략하고 더불어 로런츠 변환이 연관된
상대론적 운동량, 에너지 등의 동역학적 부분을 다루지 않고 있다. 또한
동시성에 대한 부분은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수준에서 도입하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이용하여 핵에너
수 있는 로

지와 그 활용을 소개하고 있다.

만 네 가지 정도

선행연구의 제안과 비교하면 교과서별로 차이는 있지

에서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내용의 조직과 관련해서는

두 관성계에서의 사건관측을 개념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지 않는 점,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동시성 등 핵심개념을 명확하게 소개하지 않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또한 교수
학습방법과 관련해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개념별로 고전역학과 비교하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전제된 이론 설명 및 실험 과정
이 생략되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유도과정이 없어 학생들이 탐구에
지 않는다는 점,

필요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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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3.1.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세 가지로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 2종의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1 교
과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이다. 선행연구의

우 국내외 학술지 및 학위논문 중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학습과 관련된

경

연구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때 고등학생의 특수 상대성

룬 학술지 및 논문은 수가 많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도 일부 포함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1 교과서의 경우
출판되어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물리Ⅰ
이론 학습을 다

교과서를 사용하였다.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은 정

루

규 수업과정에

서 이 어진 학생들의 수행평가결과에서 추출하였다. 서울에 위치한 한

년

과학 고등학교 1학

학생 141명이 여기에 참여하였으며

루 져

여학생 29명의 성비로 이 어 있다.
수행평가는 사회적 주석달기 시스템(Soci

남학생 112명,

al document annotation

system)을 활용하여 수집되었으며 PDF를 올리면 학생들은 원하는 부분
에 댓글을 달아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
통계적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온라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리Ⅰ교과서 2종의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PDF 파일을
보고 1주에 2개 이상씩, 2주간 총 4개 이상의 댓글을 [표 3-1]처럼 달도
록 안내를 받았다. 교과서 PDF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판
되어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물리Ⅰ교과
서를 사용하였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제공된 수행평가 안내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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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수행평가 안내문

신

교과서에 자 의 생각달기
생각을

글로 쓸 부분
질

싶

질

1.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문하고 은 부분에 문하기
2.
나은 개선점을 제시하고 은 부분에 의견달기
- 추가하고 은 내용 또는 그림(
구체적으로)
- 해를 불 일으 거나, 필요가 다고 생각해서 제거하고
내용 또는 그림
- 논리적으로 구성이 이상해서 서를
어 주고 은 부분
3. 구의 문 및 의견에 자 의
및 추가의견달기

더

싶
러

오

친

싶

키

매우
없

순 바꾸
신 답변

질

싶은

싶

쓰레드에 661개의 글이 등록되었으며 본 연
구에서는 이 글 중 ‘2. 더 나은 개선점을 제시하고 싶은 부분에 의견달
기’로 달린 의견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모르는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
변 및 기타 의견 등 연구목적에서 벗어나는 의견은 분석에서 제외하였
수행평가결과 총 320개의

다.

3.2. 분석 방법
현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리Ⅰ교과서에 대한 학생들
의 평가의견을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혼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요자
본 연구는

의 요구가 반영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적 체제의 개선방
안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해석한 결과는 물리교육 전문가와 중등
물리 교사로 구성된 집단

당

세미나를 여러 차례 실시하여 연구 결과의 해

석 및 논의의 타 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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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및 논의
4.1.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조직 개선방안
수집된 총 542개의 학생 의견 중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학습내용
의 조직에 대한 것은 74.9%(40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
습내용의 조직은 계열성과 통합성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는데 학생들은
주로 개념의 정의와 연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통합성보다는 계
열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절에서는 학
생들의 의견을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대한 정의(10.6%),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9.1%),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7.6%) 및 핵심개념의 적용
예시(10.6%)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분류에 들어가지 않는 학
생들의 의견은 별도개념에 대한

설명이나 단순히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

는 것 등으로 분류되어 본 절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4.1.1.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대한 정의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406개 중 40개(9.9%)가 논

설명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견
들은 분석틀에서 ‘과학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용’의 하위 범주인 ‘아이
디어의 효과적 제시’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들은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대한

동시성 등 핵심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이 되는 사
건, 관성 좌표계, 고유 길이, 고유 시간 및 정지

먼저

를

질량 개념에 대한 정의

제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 선수학습 요
어려움을 수반함에도(이준교, 2016; 조

‘사건’은 동시성이나 상대성 원리를

당

건에 해 하고, 개념에서 학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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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국 외, 2016; 김재권, 2014)불구하고 2009 개정 물리Ⅰ교과서에서 정의
가 제시되지 않았다. A 교과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의
의의에서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하지만 정의나 추가적인 설명은 없으며,
B 교과서의 경우 시공간의 측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사건을 관찰
한 시점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사건’의 정의는 제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사건의 정의를 발생과 인식을 포함하여 설명해줄 것
을 요청하고 있다.
[표 4-1]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의 정의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개념

학생 의견 요약

세

설

사건을 정의하고 사건의 발생과 인식을 자 하게 명해
사건
주었으면 겠다.
정확한 표 및 이해를 위해 관성 좌표계의 정의를 다
어 한다.
관성 좌표계는 다른 비관성 좌표계에서 볼 때 비관성 좌
관성
표계로 보인다는 사실 등 관성 좌표계에 대한 명을 추
좌표계
가해 한다.
일하게 움직인다는 표 은
한 부분이 있으므로
관성 좌표계라는 로
어 한다.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을 기 할 때에 표 을 수정해 한다.
사건의 동시성과 관련 거나 하여 등 고유 길이의 정의
를
자 히 해주어 한다.
고유 길이 길이 측정방법 등 고유 길이에 대한 명이 추가되어 한다.
고유 길이의 정의에서 단 히 정지한 상 라는 표 등
해의 소지가 있는 여 표 은 수정해 한다.
시공간 좌표에 대한 정의와 예시,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에서 일어 사건은 가 보아도 동시에 일어 것이라
동시성
는 명, 관 자의 정의 등 동시성에 대한 추가적인
명을 해 한다.
정지
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은 불
으로 는지
속도의 증가에 따라 하는지 등을 자 히 려주어 한다.
정지
정지
및 정지에 지와 관련된 표 을 수정해 한
다.
합계

야

균
든

좋
현

루

설

야

현 모호
모
말 바꾸 야
술
현
야
짓
더 세
야
설
야
순
태
현
오
러 현
야
난
누
난
설 찰
설
야
질량
질량 변량 남
변
세 알 야
질량
질량
너
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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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수
2
5
2
2
2
5
4
3

8

5
2
40

관성 좌표계와 관련된 한 학생의 평가 의견을
“전체적인

설명이

있기 전에 좌표계에 대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이

있었으면

좋

겠다. 좌표계는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틀이

드

되고, 운동은 상대적이므로 반 시 기준틀인 좌표계를
에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에 대한

'

생각한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등속도

설정해준 후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운동하는 두 관측자'와
좌표계'에서 라는 말로

말이 계속 등장하는 데, 이를 '관성
대체하면 읽을 때 더 간결한 표현이 될 것이다. 또,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 추가된다면, 이 단원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을 때,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같은

설명 전에 좌표계 및 관성 좌
표계의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사건과 관성 좌표계는 A 교과서의 경우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에서 두 가지 가설의 의의가 속도가 다른 두 관
이 의견은 운동의 해석을 위해 전체적인

성 좌표계에서 동일 사건을 관측할 때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라

술

처음 등장한다. 이 때 ‘관성 좌표계’는 정의 대신 ‘균일하게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라고 모호하게 표현된다. ‘관성 좌표계’는 상대성
원리 등의 핵심개념에 필요한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해당하고 본문에
서 계속 반복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먼저 명확하게 정의해달라는 학생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 서 하며

‘고유 시간’은 시간 팽창을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으로

람

신

현

A 교과서에서 ‘움직이는 사 이 자 의 시간을 측정한 것’으로 표 하고

찰

았

있는데 ‘관 자가 보 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

난 두 사건의 시간 간

격’이라는 정의와 비교하여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고유 길이’는 길이 수축을 정의하기 위한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으로

람 잰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A 교과서에서 ‘자와 같이 움직이는 사 이

현

데 이 표 은 ‘측정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
에서 측정한 길이’라는 정의에 비해 길이를 측정하는 좌표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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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이

모호하므로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찰

‘동시성’과 관련해서는 시공간 좌표에 대한 정의, 관 자의 정의를 동

먼저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
다. B 교과서의 경우 두 가지 기본 원리 뒤에 시공간의 측정을 다루며
시공간 좌표를 설명하지만 A 교과서는 단순히 4차원 시공간이 공간의 3
차원에 시간축을 더한 것이라고 설명할 뿐 따로 시공간 좌표를 정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찰자의 정의는 결국 사
건의 발생과 인식 그리고 관찰자가 속하는 관성 좌표계와 관련되므로 앞
시성 개념의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으로

에서 언급한 사건과 관성 좌표계의 정의를 다시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질량’은 정지 에너지를 가르치기 위한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으로
A 교과서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의는
없다. 또한 B 교과서에서는 정지 질량이란 용어 대신 정지했을 때 물체
의 질량이라는 정지 질량의 정의를 그대로 풀어서 사용하고 있어 정지
에너지 개념에 앞서 정지 질량을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을 핵심개념의 정의에 앞서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사건, 관성 좌표계, 고유 길이, 고유 시간 및 정지 질량
‘정지

등의 개념을 정의해달라는 내용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자의

당

관점에서 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핵심개념들이 가지는 물리적

록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각 핵심개념의 정의에 앞서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이 되는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1.2.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406개 중 37개(9.1%)가 핵

났
하위 범주인

심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은 분석틀

디
범주화된

에서 ‘과학적 아이 어의 개발과 사용’의
적 제시’로

디

‘아이 어의 효과

것이다. 학생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개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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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정지 에 지, 상대성 원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2]와 같다.
[표 4-2]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개념

학생 의견 요약
더
설 야
현 오
왜
설
현
술 야
너
너
너
떻 바뀌
응 만
설
야
너
현
칙
말
말 바꾸 야
칙 범
야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의 의미를
정확하게 명해 한다.
길이 수축에 대한 표 이 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해 한다.
길이 수축
운동방향과 수직한 방향의 길이는
수축하지 않는지
등 길이 수축의 이해를 위해 명이 필요하다.
시간을 상대적으로 본다는 표 등 동시성에 대한 표
동시성
을 수정하여 정확하게 서 해 한다.
전체에 지는 정지에 지와 운동에 지의 합이라는
명,
이 에 지로 어 게
는지에 대한 명,
정지
정지에 지는 핵반 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정지 에
에 지
지에 대한 명이 추가되어 한다.
정지
및 정지에 지와 관련된 표 을 수정해 한
다.
자연계의 법 이 동일하다는 은 이해하기 어려 므로
상대성
물리법 이 동일하다는 로
어 한다.
원리
자연계의 법 의 주를 언급해 한다.
합계

야

너

너
질량
너
너
질량
칙

빈도수

현
설
설 왜
야
우

6
7
3
7

10

2
1
1
37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을 정
지한 사람이 측정할 때에는 그 시간이 늘어난다.’고 정의하고 있다. 아주
빠르게라는 표현은 기준이 없어 모호한 표현이며 시간 팽창은 그 효과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일어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이를 통해
시간 팽창이 아주 빠를 때에만 일어나는 효과라고 오해할 수 있어 명확
‘시간 팽창’은 A 교과서에서 ‘아주

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길이 수축과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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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명을 해줄 때 그래프만 그리는 것보다 두 지
점 사이를 아주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를 멀리서 정지한 관측자가
관찰하는 그림이 있고 그 상황에서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는 두 지
점이 짧게 측정되고 멀리서 정지한 관측자는 두 지점 거리가 줄어
들었다는 말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마지막에 길이 수축은 운동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말과 그 이유를 설명해주었으면 학생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
“길이 수축에 대해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를 정지한 관측자가 관찰할 때에 그 길
이가 줄어 보인다는 것이다.'에서 고유 길이보다 길이가 줄어 보인
다는 서술이 부족하다. 이 문장보다 '아주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를
정지한 관측자가 관찰할 때에 아주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와 동일한
관성계의 관측자가 관찰할 때보다 길이가 줄어 보인다는 것이다.'
라고 고치는 것이 길이 수축에 대한 더 명확한 서술이라고 생각한
“아주

다.”

난

이 의견들은 길이 수축을 정의할 때 운동방향으로 수축이 일어 다는

임 넣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길

것과 길이 수축의 기준이 고유 길이 을
이 수축’은 A 교과서에서 ‘아주

찰

빠르게 달리는 관측자를 정지한 관측자

가 관 할 때에 그 길이가 줄어 보인다.’ 고 정의하고 있다. 길이 수축은

만 일어나며 운동방향과 수직인 방향의 길이는 수축되지 않
는데 A 교과서에서는 이런 방향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A 교과서의 경
우 길이 수축의 공식에는 고유 길이가 들어있지만 정의에는 무엇보다 줄
어 보이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유 길이라는 기준을 정의에 넣어줄
필요가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은수가 측정한 거리보다 줄어든다고 명시
하지만 은수가 측정한 거리가 고유 길이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A 교과서는 ‘시간 팽창’과 마찬가지로 항상 일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아
주 빠를 때에만 일어나는 효과라고 오해할 수 있어 명확하게 정의할 필
운동방향으로

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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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성과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애매한 표현인 것 같다. 시간을
본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나의 사건을 다른 좌
표계에서 보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시간을 본다는 표
현 말고 다른 표현을 사용하였으면 좋겠다.”
“시간을 상대적으로 본다는 표 이

설명함에 있어 명확하게 표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시성’은 A 교과서의 경우 정의 대신 ‘동시성이 상대적
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두 관측자의 동시 사건이 다른 것’이
라고 모호하게 언급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우 ‘시간을 상대적으로 보
기 때문에 한 관찰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관찰자에게는 동시
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풀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을 상대
적으로 본다는 표현에서 본다는 것을 다시 관측의 의미로 오해하는 학생
들이 있어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지 에너지’에서 학생들은 질량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두 교과
서 모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로 정의하며 질량이 곧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정지 에너지의 정의를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질
량은 정지 질량과 로런츠 인자의 곱으로 표현되어 속도에 따라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수식으로 알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어 학생들의 입
장에서 궁금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
Ⅰ교육과정은 상대론적 에너지를 제외하고 질량 에너지 동등성만을 포함
하고 있지만 이는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에 발생한 문제로 판단
이 의견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된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재고해볼 필요는 있지

만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벗어나므로 상대론적 에너지를 다루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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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균

‘상대성 원리’는 A 교과서에서 ‘ 일하게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에서는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동일하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균일하게 움직이는 모든 좌표계’라는 표현은 모호하므로 관성 좌
표계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동일하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연계의 법칙이라는 말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명확하게 표현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누락되어 있는 설명을 제시해달라는 내용으로,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운동 에너지를 포함하는 상대론적 에너지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벗어
나므로 추후 재고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핵심개념들이 가지는

바르게 이해하고 추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는데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핵심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
물리적 의미를
다.

4.1.3.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406개 중 31개(7.6%)가 핵

났
에서 ‘과학적 아이디어의 개발과 사용’의 하위 범주인 ‘아이디어의 종합’
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개념인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동등성, 광속 불변 원리 등이 논리적으로
심개념의 논리적 연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은 분석틀

연결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3]과 같다.
‘시간 팽창의 유도’, ‘길이 수축의 유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특수 상

두 가지 핵심개념이 논리적으
요청하고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정

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로부터 유도를 통해

음

로 연결되어 있 을 명시해달라고

찰

찰

지한 관 자와 운동하는 관 자의 좌표계를 동시에 나타내고 비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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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인

설명은 하고 있으나 계산과정은 없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만 결과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
정에서 수반되는 탐구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시간 팽창과 길이 수
축의 유도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기에(Angotti et al, 1977; Gim,
2016) 학생들의 이러한 요청은 타당해 보인다.
공식

[표 4-3]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을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논리적
연결

학생 의견 요약

빈도수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이 일어나는 이유의 명확한 이해를 위해 유도
의 유도 를 보여 한다.
길이 수축
광속 불 원리를 사용하여 길이 수축을 유도해 한다.
의 유도
시간 팽창 시간 팽창을 증명한 후에 이로부터 길이 수축을 다 어
어 한다.
과 길이 주는 서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한
에 다 어 한다.
수축의
의 지상도 은 좌표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 수 있으
연계
므로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으로 동시에 명해 한다.
에 지 동등성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원리를 연
기본
결하여 명이 들어가 하며 이를 통해 속도는 c를
원리와 길 수
을 명해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면
과 에 지의 개념이
하므로
과 에 지의 동등성
에 지 확장된다는 명은
에 대한 유도과정을 제시해 한다.
기 의 상대 속도 공식(
이
)이 틀 것이 아
라 로
의 근사된 결과라는 것을 언급해 한
때에는
이
차이가
이 다. 속도가 충분히
이
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과 으므로 상대 속도를
명을 제시해 한다.
로
상대성 이론의 논리적
을 따라가기 위해 로
을
의
이용하여 상대 속도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보여주어 한
근사
다.
로
의 유도과정을 통해
이
의 확장이
로
을 제시해 한다.
합계

야
변

순

야

바꾸 야
착

루

꺼번 루 야
뮤온
질
설 야
질량 너
두
설
야
넘
없음 설 야
질량 너
질량
설 모호
질량 너
너
야
존
갈릴레 변환
린
니 런츠 변환
야
느릴
두 변환 큰
없
갈릴레
갈릴레 변환
변환
야
런츠 설
흐름
런츠 변환
변환
야
런츠 변환
갈릴레 변환
런츠 변환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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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
2
1
3
2

5

3

4
2
31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연계와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음

살펴보면

다 과 같다.

뮤온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
다. 뮤온의 시점에서는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뮤온에게는 지표면
까지의 거리가 길이 수축으로 인해 짧아져 보일 것이다. 따라서 뮤
온의 속도로 지표면에 도달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뮤온의 수명보
다 짧게 되어 뮤온이 지표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또한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의 시점에서는 뮤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뮤온이 지표면
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두 가지 시점을 모두 설명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

뮤온의 지표면 도착을 뮤온의 입장과 지표면에 있는 관측자
의 입장 모두를 고려함으로써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연계하여 다루기
를 요청하고 있다. A 교과서의 경우 뮤온의 수명을 설명할 때 뮤온의
입장과 지표면 관측자의 입장을 본문에서 정성적으로는 다루지만 정량적
으로 다루지 않으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 개념을 정의할 때에는 이런
논리적 연결이 없다. 선행연구는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개념이해를
위해 속도가 다른 두 관성계에서의 사건관측을 개념별로 비교할 것을 강
조하고 있으므로(김성원, 2012; 조헌국 외, 2016) 학생들의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연계해달라는 요청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 원리와 질량 에너지’에서 학생들은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다. 하
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용하여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유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수렴할 때 질
량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을 이용하여 어떠한 물체도 광속을 넘
을 수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첫 번째의 경우 두 교과서 모두 질량 에너
지를 유도과정 없이 공식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유도과정을 살펴보면 계
산이 필요한 적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 단원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해
이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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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의 경우 극한개념을 이용하며 증명할 수 있고, A 교과서
의 경우 빛의 속도에 수렴할 때 시간 팽창의 극한을 그래프로 이미 제시
하고 있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내용은
결국 상대론적 에너지에 해당하고 앞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은
질량 에너지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추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재고해볼
보인다.

필요가 있겠다.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의 근사’에서 학생들은 로런츠 변환을 이

‘

용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 속도 공식을 유도하고, 이를 근사하여

갈릴레이 변환을 이용하여 유도한 상대 속도 공식, 즉 고전역학의 상대
속도 공식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A 교과서에서는

런츠 변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관측값들 사이의 변환이라는 소개
만 언급하고 있으며, B 교과서에서는 로런츠 인자를 유도하지만 로런츠
변환이라는 용어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로런츠 변환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갈릴레이 변환과 로런츠 변환을 통
로

한 상대 속도 공식 유도 및 근사의 제시는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
을 비교하여 개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제안과 맥을 같이하

만 U Haber-Schaim, 1971; Mar´ıa Rita Otero, 2015; Gim, 2016;
Arriassecq & Greca, 2012), 선행연구도 상대론적 에너지나 로런츠 변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할 것을 명시하지는 않는다. 또한 로런츠 변환은 4차
원 시공간 좌표와 함께 고차원적인 설명을 수반하므로 고등학생의 수준
에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여기서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므로
상대론적 에너지 및 로런츠 변환을 다루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
며 가능하다면 속력이 충분히 느릴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 속도 공
식이 고전역학의 상대 속도 공식에 수렴한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다고
지 ( ri

판단된다.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을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선행연구와 일치

당

만 상대론적 에
너지 및 로런츠 변환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4차원 시
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 63 -

외 야 할 것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므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제 해

료

파생되는 특수 상
대성 이론의 구조를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 팽
창 및 길이 수축 등의 핵심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야 할 필요가 있다.
로 사 된다. 따라서 기본 원리로부터 이론적 결과가

4.1.4. 핵심개념의 적용 예시
학습내용의 조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406개 중 43개(10.6%)가 핵

났

심개념이 적용된 예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은 분석틀
에서 ‘그림, 사진, 그

래프, 지도 등의 학습 효과성’ 또는 ‘지식의 시범 및

모델링’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개념인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에너지 등이 적용된 예시의 제시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4]와 같다.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이 개념들이 적용된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래프 및 관측자에 따른 물체를 삽화로 비교해
서 제시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시간의 개념과
특히 ‘길이 수축’ 개념은 그

달리 수축된 길이는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관측자에 따른 길이 수축을 삽화로 제시하지 않고 있

B 교과서의 경

래프 또한 제공하지 않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시간 팽창과 길

으며 그

이 수축, 동시성 등 핵심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김 삼

; 헌

; 김재권, 2016) 학생들의 의

것을 제안하므로( 영 , 2003 조 국, 2014 ,

당

견은 타 하다고 할 수 있다.
‘동시성’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이 되는 시공간 좌
표의 예와 동시성을 적용한 예를 보여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B 교과서의

우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뒤에 시공간의 측정을 다루며 시공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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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좌표를

설명하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없으며,

A 교과서는 시공간 좌

두 교과서에서 모두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없고 정성적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학
생들의 요청은 타당해 보인다.
표의 예를 제시하지 않는다. 동시성을 적용한 예는

[표 4-4] 핵심개념의 적용 예시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개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동시성

학생 의견 요약

쌍둥이 역설 등 시간 팽창의 예시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
어야 한다.
직관적 이해를 위해 속도가 다른 관측자에 따른 물체를
그림으로 비교해서 보여주어야 한다.
길이 수축의 그래프가 제시되어야 한다.
길이 수축 설명을 위해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적용 예를
먼저 들어야 한다.
시공간 좌표에 대한 정의와 예시,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서 일어난 사건은 누가 보아도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는 설
명, 관찰자의 정의 등 동시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야 한다.

동시성의 도입 전에 시공간 좌표에 대한 정의와 예시가
필요하다.
이해를 위해 동시성의 명확한 적용 예를 들어주어 한
다.
생성, 라 분열, 인공 양 로
등 핵분열 핵
합에서 정지 에 지를 이용하는 예시를 제시하고 명해
한다.
에 지 동등성의 적용을 보기 위해 라 분열 등
예시가 적용된 핵분열이나 핵 합의 식도가 있어 한
다.
에 지 동등성을 보여주는 핵분열과 핵 합의 구체
적인 적용을 제시해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전체 개념이 적용된 예를 같이 명
해 한다.

야

쌍

우 늄

야
질량 질량 너
에너지
질량 너
전체
합계

태 프 젝트

너

융

모

설

우 늄

융

야

융

야

설

야

빈도수
2
4
1
1

8

1
2
15

5
3
1
43

질량 에너지와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65 -

폭탄을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핵분열과 어

“핵분열의 예시로 원자

떤 관계가 있는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핵분열과 원

폭탄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명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핵분
열과 핵융합의 자세한 과정과 추가적인 예시를 들으면 더 내용이
풍부해지고, 이해하기 편할 것 같다.”
자

처럼 ‘질량 에너지’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핵분열 및 핵융합의 모식도
및 구체적인 에너지 계산을 예시로 요청하고 있다. 두 교과서는 질량 에
너지 공식을 제시하고 핵분열, 핵융합 반응을 통해 질량 에너지를 사용
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A 교과서의 경우 핵분열의 예로 원자폭탄과 원
자력 발전을 들고 핵융합의 예로 태양을 들지만 구체적인 계산이나 모식
도는 제시하지 않는다. B 교과서의 경우 전자 양전자 쌍생성과 우라늄
235의 핵분열을 예로 들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계산이나 모식도는 제
시하지 않는다. 이는 물리Ⅰ교과서의 <에너지> 대단원의 <핵의 변환과
에너지> 소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내용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시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B 교과서의 경우 핵분열을 언급하고 <핵의 변
환과 에너지> 소단원 쪽수를 제공하여 핵분열과 관련된 예시를 교과서
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산의 경우 계산과정
이 복잡해지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이해한다는 학습목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예에 대해서 적용하여 보여주는 것이 타당해 보인
이

다. 또한 선행연구는 핵심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시 및

당

모식도를

질량 에너지와 관련하여 핵분열 및 핵융합의 예

제시하거나 이 내용이 들어간 소단원을 안내하는 것이

타 하다고 판단된다.
‘상대성 원리’에서 학생들은

모든

칙

좌표계에서 자연법 이 동일하다는

예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B 교과서는    를 예로 들어

설명

만 A 교과서의 경우 상대성 원리를 설명할 뿐 예시를 제공하
지 않으므로 학생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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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념이 적용된 예시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선행연구와 일치

당

겨

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 하다고 여 진다. 따라서 핵심개념에 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핵심개념을 적용한 예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후 연구해야 할 것
해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 상대론적 사고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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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수 학습방법 개선방안
수집된 총 542개의 학생 의견 중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교수 학습
방법에 대한 것은 12.5%(68개)로 학습내용의 조직에 이어

두 번째로 높

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수 학습방법은 교사와 학생사이의 학습내용을

화

화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문제로 자발성의 원리, 개별 의 원리, 사회

의 원리, 직관의 원리, 통합의 원리 등에 의해 구성된다. 학생들은 주로

모델로서의 수업과정 제시’로 범
주화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패러다임으
로 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형성과정 제시(48.5%),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11.8%) 그
리고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17.6%)로 분류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4.2.1.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 제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68개 중 33개(48.5%)가 특수

났
분석틀에서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모델로서의 수업과
정 제시’의 하위 범주인 ‘이전 이론 소개 및 당시의 세계관’ 또는 ‘이론의
도입배경’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들은 당시의 세계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배경이 되는 실험 및 일화 그리고 이전 이론의 문제점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은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
적인 결과는 [표 4-5]와 같다.

빛

화

특수 상대성 이론에 영향을 준 ‘ 의 속도와 관련된 실험 및 일 ’에는

마이컬슨 몰리 실험 이외에도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
식이 있다. 마이컬슨 몰리 실험은 두 교과서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
본 원리인 광속 불변 원리를 주장하기 위한 도입으로 사용되고 있다. A
교과서에 등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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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마이컬슨 몰리 실험목적이 에테르의 확인에 있음을 명시
하지만 실험 장치와 실험 과정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흐르는 강에서 방
향에 따른 배의 속도변화로 비유하여 제시한다. 또한 결과도 에테르가
없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는다. B 교과서의 경우 A 교
과서와 같은 비유로 실험 과정을 안내하는 것 외에 실험 장치를 삽화로
제시하지만 그 외에는 명시하지 않는다.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은 빛의
속도가 상수라는 결론을 내리는데 이는 당시 고전역학의 속도 개념과 양
립할 수 없어 문제가 되었다. 두 교과서는 맥스웰의 전자기 방정식을 다
루지 않는다. 선행연구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구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제안하므로(Angotti et al, 1977;
Gim, 2016) 광속불변원리가 나오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 빛의 속도와
관련된 실험 및 일화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타당해 보인다.
‘상대성 원리’와 관련해서 학생들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이어 아
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요청하고 있다. 아인슈타인
의 상대성 원리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서 역학 법칙을 물리법칙으
로 확장시킨 것이지만 두 교과서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다루지 않
고 있다. ‘빛의 속도와 관련된 실험 및 일화’가 광속 불변 원리를 위한
배경이 된다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교과서의 경

배경이 되므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의 배경을 요청하는 것은

당

타 해 보인다.

런츠 변환’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로런츠 변환이 제시된 배경을 요청
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런츠 변환과 그 배경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므로 교과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로

학생들은 ‘이전 이론의 문제점’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으로 제
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서 언급한 맥스웰의

세차운동에 대한 고전역학의 계산에서
생기는 근일점 오차 등을 들 수 있다. 두 교과서는 모두 고전역학의 문
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전자기 방정식과

더불어

수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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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 제시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요소

학생 의견 요약
빈도수
마이컬슨 몰리 실험으로부터 특수 상대성이 도입된 배경
을 설명하기 위해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가설 및 의도,
15
방법 등을 비롯한 배경을 제시해야 한다.
빛의 실험
맥락을 위해서 빛의 매질인 에테르에 대한 기존 사람들
속도와
4
의 생각을 다루어야 한다.
관련된
마이컬슨 몰리 실험과 CERN의 측정자료 외에도 과학사
실험 및
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한 일화 또는 빛의 속도가 일정하
4
일화
다는 것을 보인 맥스웰의 발견 등을 소개해야 한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맥스웰 전자기 방
1
정식과 뉴턴 역학과 관련지어 설명해야 한다.
상대성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
4
원리
성 원리가 나오게 된 배경을 다루어야 한다.
로런츠
2
변환 로런츠 변환이 도입된 배경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전
특수 상대성 이론 전의 이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등 특
이론의
3
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된 도입배경을 다루어야 한다.
문제점
합계

33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을 제시하도

록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

당

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등장이 고전역학의 한계점에서부터 시작한다
는 것을

깨닫고 과학이론의 본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

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을 제시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4.2.2.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68개 중 8개(11.8%)가 특수

났
은 분석틀에서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모델로서의 수업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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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인 ‘이전 이론과의 비교’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
들은 동시성, 상대성 원리, 로런츠 변환 그리고 질량 개념을 특수 상대성
과정 제시’의 하위

이론과 고전역학에서 비교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개념

학생 의견 요약

뉴턴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에 대하여
비교를 해야 한다.
뉴턴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로런츠 변환과 갈릴레
로런츠
변환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로런츠 변환이 도입된 이
변환 이
유를 보여야 한다.
역학의 관성질량과 아인슈타인의 상대론적 질량을
질량 뉴턴
비교하여 설명해주어야 한다.
동시성을 정의할 때 뉴턴역학과 아인슈타인 역학에서의
동시성
동시성을 비교해야 한다.
상대성
원리

빈도수

합계

상대성 원리와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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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1
8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 '아인슈타인의 상대
성 원리'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 모든 관성계에서 역학의 법칙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같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의 물리법칙이란 전자기학 법칙 또한
포함하며, 교과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든 자연계의 법칙'이 동
일하다고 설명할 경우, '자연계의 법칙'이 '물리법칙'과 동일하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더러,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와의 차이점을 명
확히 이해할 수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아 에서 언급된

1

뉴턴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의 차이가 드러
나지 않으므로 이 둘을 비교하여 차이를 부각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
선행연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과의 비교를 통해 가르쳐야 한
다고 제안하고 있지만(UriHaber-Schaim, 1971; Mar´ıa Rita Otero, 2015;
Gim, 2016; Arriassecq & Greca, 2012), 두 교과서는 모두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제시하고
이 의견은

이를 특수 상대성 이론의 상대성 원리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런츠 변환’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로런츠 변환과 갈릴레이 변환을 비
교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로런츠 변환은 4차원 시공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므로 교과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질량’과 관련하여 학생은 상대론적 질량과 관성질량을 비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두 교과서 모두 상대론적 질량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
지만 그 수식을 제시하고 있고 A 교과서의 경우 운동에 따라 질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반면 B 교과서에는 질량이
증가한다는 설명이 없다. 교육과정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가르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질량 에너지는 상대론적 질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해 비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로

‘동시성’과 관련해서 학생은 고전역학과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

우
고전역학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전 사람들이 생각한 동시성을 다루
론에서 동시성 개념을 비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B 교과서의 경

고 이어서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동시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한다.

우 특수 상대성 이론은 고전역학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르다고 설명하며 그 첫 단계로 동시성을 설명하고 있어 비교는 하지만
고전역학의 동시성을 따로 제시하지 않아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명시적으로 고전역학의 동시성과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동시
A 교과서의 경

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다.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를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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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행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돕는 동시에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
론으로의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핵심개념별로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개념이해를

4.2.3.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총 68개 중 12개(17.6%)가 아인

났
틀에서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모델로서의 수업과정 제
시’의 하위 범주인 ‘과학자의 탐구과정’으로 범주화된 것이다. 학생들은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 사고실험, 광속불변원리 및 로런츠 변환과 관련
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를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 다. 이 의견들은 분석

하여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4-7]과 같다.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과 관련된 학생의 평가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사 이 아인슈타인이라서 일단 그의

략

놓
읽고 나면 '그
래서 아인슈타인이 뭐했는데'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이 책에
서는 마이컬슨-몰리가 가상의 매질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
인 과정은 자세히 실어서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와 의의(빛
은 매질이 없다)를 알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뒤에서 등장할 시
간 팽창, 길이 수축 등의 공식들을 유도한 과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도대체 왜 그런 형태의 식이 나왔는지도 알 수도 없으며, 그
식들이 맞는다고 쳐도 그 식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애매
모호한 면이 있는 것 같다.
간 한 소개를 적어 은 것 같은데, 이 단원 전체를

이 의견은 아인슈타인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 유도과정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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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도과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B 교과서에는 아인슈타인이 유도했다고 언급하지는 않지만 두 과정을
유도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학
생의 의견은 단순히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의 수식적인 유도과정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었던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다뤄줄 것을 요청하고
기를 요청하고 있다. A 교과서에는

있다. 선행연구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Angotti et al, 1977; Gim,

탐구에 참여시

2016)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과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7]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를 요청하는 학생의 의견 및 빈도수

요소

학생 의견 요약

시간 팽창
아인슈타인이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을 유도한 과정을
및 길이
주어 한다.
수축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을 문으로 어 학생들이 생각
사고실험 할 수 있게 하고, 교사가 적절한
으로 이해를 도와
한다.
이
리 실험결과가 아인슈타인이 에 르를 포기
하게 되는데 기여하고 그 결과 광속 불 원리가 나 다
광속불
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 및 탐구
원리
과정을 어주어 한다.
광속 불 원리가 나 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사고실
험 및 탐구과정을 어주어 한다.
물리 교과서는 물리법
아 라 물리학자들의 논리
로
적 사고를 보여주어 하므로 로
을
역학에
도 적용하려고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이
나
한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으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
정도 같이 다 어 한다.
합계

밝혀

야

질

야
마 컬슨 몰

변

런츠
변환

넣
변

넣
답변

변

테

왔

야
오
넣
야
칙뿐만 니
야
런츠 변환 뉴턴
했던
드러 야

루 야

빈도수
1

2

5

2

1

1
12

‘사고실험’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을 제시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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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고 있다.

두

만

교과서는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을 제시하지 않지

람 빛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사 이

했

속도로 운동한다고 가정 을 때 들고

얼굴이 비칠 것인가라는 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에서 시작되
므로(일본 뉴턴프레스, 2006) 사고실험은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드러
내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요청처럼 교과서에 아인
있는 거울에

슈타인의 ‘사고실험’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

‘광속 불

테

원리’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에 르 개념을 포기하고 광속

변 원리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사고과정을 제시하기를 요
청하고 있다. 두 교과서는 모두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결과 에테르가 없
다는 논리를 펼친 후에 아인슈타인이 이를 수용하고 광속 불변 원리를
세웠다고 제시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구체적인 사고를 제시하
불

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는 학생들을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구에 참여시

; G im ,

1977

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으며(A

당

ngotti

et

al,

2016) 학생의 요청은 타 하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런츠 변환’과 관련하여 학생들은 로런츠 변환을 고전역학에 적용하
려고 했던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로런
츠 변환은 A 교과서만 간단히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이므로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에서 제시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하도록 요청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선행
연구와 일치하며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의 연구 동기와 고전역학에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패러다
임 도입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도입 부분
에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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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 개선방안
이 절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한 선행연구의 제안과 이에 기초하여 본 연구자가 수행한 교과서 분석
그리고 교과서 분석틀로 분석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기반으로 하여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 개선방안
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습내용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과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구조에 초점을

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 전개를 [그림 4-1]로 제시하였다.
교과서 학습목표는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

성 이론의 도입배경을 아는 것,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

파생된 이론적 결과와 그 경험적 증거를 설명하
는 것이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은 광속 불변 원리와 관련된 것
으로 에테르와 관련한 19세기의 세계관,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목적 및
는 것 그리고 이로부터

실험 과정과 결과, 고전역학과 맥스웰 전자기 방정식의 광속불일치 문제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등을 의미한다. 이는 고전역학의 문제점

음

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출발하였 을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과 함께
과학이론의 측면에서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로
부터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의 이론적 결과가
는 것을

파생되

설명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기본 원리와 이론적 결과로 구성되

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특수 상대성 이론
의 이론적 결과를

현상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설

써 특수 상대성 이론이 과학이론으로서 성공적이며 과학이론은
현상을 통해 증명될 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다.
명함으로

<1. 흥미유발 및 선수개념 확인>에서는 정지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
차에서 나오는 전조등 불빛 중 어느 쪽이 빠른지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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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빛의 속도 일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 질량-에너지 동
등성 등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 학습목표
1.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을 안다.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3.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와 그 경험적 증거(현상)를 설명할 수 있다.

1. 흥미유발 및 선수개념 확인

4.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

- 흥미유발 : 정지한 자동차와 달리는 자동차의 전조등 비교
- 선수개념 확인 : 상대속도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
-

당시의 세계관 : 에테르
실험: 마이컬슨 몰리 실험
이전 이론 : 맥스웰의 빛의 속도
과학자의 탐구 과정 : 아인슈타인

광속 불변 원리

3.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 의의 : 기본 원리
- 첫 번째 원리 : 상대성 원리
-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정의 : 관성 좌표계
- 정의와 뜻, 예시 : 상대성 원리
- 이전이론과의 비교 : 갈릴레이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 두 번째 원리 : 광속 불변 원리
- 정의와 경험적 증거 : 광속 불변 원리
- 이전이론과의 비교 : 고전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상대속도

- 동시성의 불일치
-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정의 : 사건
- 예시 : 사건의 발생과 인식
- 정의 : 동시성의 불일치
- 예시 : 두 관성 좌표계의 동시성 비교
- 시간 팽창
-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정의 : 고유 시간
- 유도 : 시간 팽창
- 정의 : 시간 팽창
- 확인문제
- 길이 수축
-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정의 : 고유 길이
- 유도 : 길이 수축
- 정의 : 길이 수축
- 논리적 연결 : 시간 팽창과의 연계
- 확인문제
- 고전역학과의 비교 : 동시성, 시간, 길이 개념

5.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증거
- 현상을 통한 주장 : 뮤온의 수명
- 정의 : 뮤온
- 예시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과 연계

[그림 4-1]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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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앞서 속도와 가속도 단원
에서 배운 선수개념인 상대 속도 개념을 확인하며 광속은 지금까지 배운
상대 속도와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2.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에서는 광속과 관련하여 특수 상대
성 이론이 대두되기 전 19세기 사람들이 에테르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마이컬슨 몰리 실험의 목적 및 실험 과정과 결과, 고전역학과 맥스
웰 전자기 방정식의 광속불일치 문제 그리고 이를 고민하는 아인슈타인
의 탐구과정을 다룬다.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은 ‘빛의 속도로 운동한다
고 가정했을 때 들고 있는 거울에 얼굴이 비칠 것인가?’라는 아인슈타인
의 사고실험으로 시작하여 광속 불변 원리를 세우기까지의 논리적 과정
과 관련된

을 제시한다.

<3.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서는 기본 원리의 의의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인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

끌

을 이 어내는

토대가

음

되었 을 명시한다. 이어 상대성 원리의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인 관성 좌표계를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을

처럼 가속운동을 하
지 않는 관성 좌표계에만 적용할 수 있음을 기술한다. 상대성 원리를 ‘모
든 관성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정의하고 이는 관
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이 같다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하는 물리 법칙이
같다는 뜻임을 서술한다. 그 뒤에 상대성 원리와 관련한 간단한 예시를
하는 좌표계’ 라고 정의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

제시하여 학생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대성 원리는

래 갈릴레이가 세운 것으로 아인슈타인은 이를 역학법칙에서 물리법칙
으로 확장시켰음을 제시하여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상대성
원리를 비교한다. 광속 불변 원리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
원의 속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다.’고 정의하고 <1. 흥미유발 및 선수
개념 확인>에서 제시했던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자동차의 운동에 관
계없이 같음을 명시한다. 이어 현재까지의 실험결과는 광속이 항상 일정
함을 지지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광속에 가깝게 운동하는 파이온에서 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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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속력도 정지한 광원에서 방출한 빛의 속력과 같았음을 예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의 상대 속도 개
념을 비교하여 상대 속도의 상대론적 개념변화를 유도한다.
<4.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는 아인슈타인에 의해 특수 상
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로부터 파생된 이론적 결과에 대해 알아볼 것임을
출된

안내한다.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인 사건을 ‘특정 시각에 특정 위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사건이 시간좌표와 공간적 위치좌표를 포

임 술
삽화와 함께

음

함하는 개념 을 기 한다. 이어 사건의 발생과 인식은 다를 수 있 을

설명하고

예시를 들어 학생들이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찰

난 사건이 다른

제공한다. 동시성의 불일치는 ‘한 관 자에게 동시에 일어

찰

관 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로 정의하고 관성 좌표계에

음 설명한다. 속도가 다른 두 관성 좌표

따라 동시성이 불일치할 수 있 을

계의 동시성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예를 제공하여 동시성의 불일치의 이

돕는다. 시간 팽창의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인 고유 시간을 ‘관찰자
가 보았을 때 동일한 위치에서 일어난 두 사건의 시간 간격’으로 정의하
고 광속 불변 원리로부터 시간 팽창을 유도하여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시간은 항상 고유 시간보다 길어짐을 설명하며 시간 팽창을 정의
한다. 이 때 이동거리와 시간을 문자로 넣고 삽화를 같이 제공하여 학생
들이 직접 유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간단한 계산을 해볼
해를

수 있는 확인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시간 팽창을 적용해 볼 수 있도

록 한다. 길이 수축의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인 고유 길이를 ‘측정대상이
되는 물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로 정의한

삽화에서 길이 수축을 유도하고 다른 관성
좌표계에서 측정한 길이는 항상 고유 길이보다 짧아짐을 설명하며 길이
수축을 정의한다. 길이 수축은 운동방향으로만 일어나며 운동방향과 수
직으로는 일어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이 때 학생들이 직접 유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은 같은 상황에 대해 속도
가 다른 두 관성 좌표계의 관측결과임을 강조하여 시간 팽창과 길이 수
다. 앞서 시간 팽창을 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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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길이 수축을 계산한 뒤 다른 관찰
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시간 팽창을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확인문제
를 제시하여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의 논리적 연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
축 개념을 연관 지을 수 있도

다. 고전역학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 시간, 길이 개념을 비교하

친 파급 효과를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다. 마지막으로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으로 계산된 물
리량 및 결과는 착시나 겉보기 현상이 아닌 실제결과이며 각 관찰자의
입장에서 옳은 것으로, 절대적으로 옳은 물리량 및 결과를 찾는 질문은
무의미함을 설명한다.
<5.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증거>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기본 원리
여 특수 상대성 이론이 미

로부터 추론한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의 이론적 결과

현상을 통해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뮤온
을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서 공기와 충돌하여 만드는 소립자’로 정의하
고 지표면에 도착하는 뮤온의 수명이 뮤온과 지표면에 있는 관찰자에게
각각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으로 관측되는 예시를 제공한다. 끝으로 고
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시공간 개념의 인식론적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하는 이런 현상은 절대적인 시공간 개
념을 관찰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바꾸었음을 기술
가

한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으로는 특수 상대성 이론

의 기본 원리로부터의 논리적 연결을 보일 수가

없어

기본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전체의 논리적 흐름에서
독립적인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질량 에너지 동등

이론적결과가

벗어나있는

성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이어지는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핵분열

융

루

및 핵 합의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다 는 것이 학생들의 특수 상대성

료

이론 이해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 된다. 본 연구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
원에 대한 연구이므로 제안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 전개
에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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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까지

지

학습내용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과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

대성 이론의 구조에 초점을

둔 학습내용 전개를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핵심개념을 논리적
선수학습요건과 함께 다시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수 상대
성 이론의 도입배경부터 이론적 결과가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이론의 형
성과정이

드러나도록 순서를

구성하였다. 제안하는 내적 체제 개선방안

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개념과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의 이해를
증대시

킬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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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제언
5.1. 요약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궁극적으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물리학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해 물리Ⅰ교과서에 “특수 상
대성 이론” 단원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아인슈타인이 제안한 특수 상대

철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
에서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
성 이론은 학생들에게

심개념인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및 동시성의 상대성 등의 이해에 어려움

황

을 가지며 이를 다양한 상 에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

담긴 교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요
한 매체로서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물리Ⅰ
과서는 교육과정에

교과서는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및 동시성의 상대성 등 핵심개념의 정의
가 불분명하고 개념 간 논리적 연결이

드러나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요자인 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교과서 중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적 체제의 개선방안
을 제안하여 학생들의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한 선행연구의 제안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물리Ⅰ 교과서의 특수 상
대성 이론 단원을 분석하였다. 이후 교과서 체제 분석틀을 이용하여 특
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앞서
수행한 분석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은 교과서 평가 및 선정에서

겨

았던 ‘학습내용의 조직’과 교수 학
습방법’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가장 중요하게 여 지며 학생의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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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대성 이론 교육에서 학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선행연구

술

는 제안 정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학습과 관련된 연구 학 지 및 논문
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 상

룬 학술지 및 논문은 수가 많지 않아 대학생을 대상

대성 이론 학습을 다

으로 한 논문도 일부 포함하였다.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
판된

두

종류의 물리Ⅰ교과서를 사용하였다.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은 서울소재의 고등학교 1학

년 학생 141명(남학

생 112명, 여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한 수행평가결과에서 추출하였다. 수
행평가는 교과서 P

환

DF를 올리면

학생들은 원하는 부분에

댓글을

달아

서로 의견을 교 할 수 있는 사회적 주석달기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되
었다.
수집된 총 542개의 학생 의견 중 내적 체제의 구성요소에서 학습내용
의 조직에 대한 것은 74.9%(406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
생들은 학습내용의 조직에서 주로 핵심개념의 정의와 논리적 연결이 보
되길 라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계열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은 본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에 대한 정의(10.6%), 핵심개념의 명확한 정의(9.1%), 핵심
개념의 논리적 연결(7.6%) 및 핵심개념의 적용 예시(10.6%)로 분류하였
다. 이 의견들은 분석틀에서 ‘과학적 아이 어의 개발과 사용’ 또는 ‘각종
자 의 학습 효과성’으로 주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타개념에 대한
명이나 구체적인 내용 이 단 히 명을 자 히 해달라는 의견 등은
제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핵심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것
으로 핵심개념의 이해를 위해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이 되는 개념, 핵심
개념 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배운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예시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한 학생들의 의견은
핵심개념의 이해를 조하고 다양한 상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며,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탐구에 학생들을
참여시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 일치하여 타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핵심개념들이 가지는 물리적 의미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 상대론

완

바

음

료

범 화
없 순 설
살펴

설

외

순

강

황

켜야

디

세

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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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

록

적 사고가 자리 을 수 있도 핵심개념 및 논리적 선수학습 요건 개념
의 명확한 정의, 핵심개념의 논리적 연결 및 적용 예시를 제공하는 방안
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 된다.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학생의 의견은 12.5%(68개)로 학습내용의 조직
에 이어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과학 지식이
발견되고 사용되는 전형적
로서의 수업과정 제시’로 주 되는 의
견을 제시하고 있어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하나의 과학이론으로서 전달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의견은 본 연구자
의 판단에 따라 특수 상대성 이론의 형성과정 제시(48.5%), 특수 상대성
이론과 고전역학의 비교(11.8%)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 제시
(17.6%)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고전역학에서 발생한 문제점
에서 시작하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과정을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과
함께 제시하고 이를 고전역학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한 학생들의 의견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과의 비
교를 통해 도입하고 가르치며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수반되
는 탐구에 학생들을 참여시
한다는 선행연구의 제안과 일치하여 타
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다 도입의 필요성을
고
과학이론의 본성을 인식하며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인식론적 전
이 일어 수 있도 하나의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
하고 이를 고전역학과 비교를 통해 전달하며 이와 관련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사 된다.
선행연구의 제안에 기초하여 분석한 교과서 내용과 교과서 분석틀로
분석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을 비교하여 특
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위
해 학습내용의 전체적인 구성 방식과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
의 구조에 초점을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학습내용 전개를 제시하
였다. 교과서 학습목표는 과학이론으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
을 아는 것,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이로
부터 생된 이론적 결과와 그 경험적 증거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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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다. 이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과정을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과 함께
과학이론의 측면에서 제시하여 기본 원리와 이론적 결과로 구성되는 특
수 상대성 이론의 구조와 과학이론의 본성을 이해시 기 위한 것이다.
학습내용은 ‘흥미유발 및 선수개념 확인’,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
‘특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 ‘특
수 상대성 이론의 경험적 증거’의 5단계로 이 어 다. 핵심개념을 논리
적 선수학습요건과 함께 다시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였으며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부터 이론적 결과가 경험적으로 증명되는 이론의
형성과정이
나도
서를 구성하였다.
에 지 동등성은
교
육과정상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 전체의 논리적
에서 어나있다고
판단하여 제안하는 학습내용 전개에서 제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단원의 도입부분에서는 일상적인 경험과 관련된 문으로 학생의
흥미를 유발하고 선수개념인 상대 속도 개념을 확인한다. 이후 고전역학
의 문제점을 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그의 사고실험과 함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도입배경으로 제시한다.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통해
진 기본 원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이론적 결과인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팽창 및 길이 수축을 이 어냈 을 명시한다. 이 한 이론
적 결과는
의 수명 상과 같은 경험적 증거를 통해
되어 특
수 상대성 이론을 성공적인 과학이론으로 려
을 명한다. 단원
의 지 에서는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인식론적 전 이 일어
수 있도 특수 상대성 이론이 절대적인 시공간 개념을 관 자에 따라
달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는 역할을 다는 점을 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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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5.2. 결론 및 시사점
선행연구의 제안에 기초한 교과서 내용 분석과 교과서 체제 분석틀로
분석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 비교 분석을
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교과서 중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적 체제의 개선방안을 다 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토

음

첫째,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핵심개념과 핵심개념의 논리적 선수
학습요건이 되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며 다양한
상 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시간 팽창, 길이 수축 및 동시성의 상대성 등의 핵심개념이 가지는 물리
적 의미를 이해시 으로 상대론적 사고를 가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황

킴

써

능

둘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론의 도입배경부터 기본 원리, 이론적 결
과 그리고 경험적 증거로 이어지는 하나의 성공한 과학이론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학생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발전과정에서 수반되는 아

럽

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이해하고, 자연스 게 고전역학과 비교하게 함으

써 특수 상대성 이론의 구조와 과학이론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

로

이다.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고전역학에서 상대성 이론으로 인식론적 전

환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접근을 고려하여 핵심개념의 이해를 강조하고 과학이론으
로서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
기 쉬운 물리Ⅰ교과서 중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내적 체제를 구성하
위와 같은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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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계속 연구 과제
본 연구에 사용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의견
은 과학고 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이후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특수 상대성 이론 단원의 교과서 내적 체제

았

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 기 때문에 이를 실제 교과서나 수업에서 사용하
는 학습지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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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rganizational improvement of
the "Theory of Special
Relativity" in the 2009 revised
national curriculum-based
Physics Ⅰ textbook
ung, Hyun jung
Science Education (Phys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was newly introduced in the
2009 revised science curriculum physics as a subject without
sufficient accumulation of relevant research. During the class,
students showe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and applying the core
concepts such as time dilation, length contraction, the relativity of
concurrency. One of the causes for this difficulty was the textb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 textbook
organization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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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research on the two textbooks
based o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nd collected and analyzed students'
opinions about it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ers. One hundred
forty-one highs school students from Seoul participated in the study.
After they learning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y submitted
opinions through the social comment system. The collected opinions
of the stud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developed by th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Development. This
framework compares the user-centered textbook system comparative
analysis framework and the American Academy of Science (AAAS)’s
science textbook evaluation criteri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textbook analyses.
Out of 542 students, 74.9% (406 students) said that the textbooks
have organized learning contents and 12.5% (68 students) said there
wer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he organization of learning
contents is constituted by the principles of sequence and integration.
Students tended to refer to sequence more than to integr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students judgment has an incomplete element,
logically insufficient or unnecessary. Although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s an effective method of delivering learning
contents, the students considered the delivery method presented in the
textbook to be ineffective.
The 406 students' opinions on the organization of the learning
contents were classified to be a logical prerequisite (10.6%), clear
definitions of core concepts (9.1%), logical connections of core
concepts (7.6%), and application examples of the core concepts
(10.6%). Students were asked to clearly define the key concepts such
as time dilation, length contraction, and relativity of concurrency. As
well as, the concepts of an event, inertial coordinate system, inherent
length, and intrinsic time which are logical learning requirements for
the core concept. The main idea was to provide a logical connection
- 94 -

between concepts through induction and connection of time dilation
and length contraction, and also to provide various examples applying
the learned concept.
In addition, 68 students' opinions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were classified as representing the formation process of special
relativity theory (48.5%), comparison of special relativity theory with
classical mechanics (11.8%), and Einstein's inquiry process
presentation (17.6%). Students were asked to present the development
of a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beginning with problems such as
classical dynamics of light fluxes and inconsistencies in Maxwell's
electromagnetic equations. In addition, it was essential to present
Einstein's inquiry process including accident experiments and to
compare them with classical mechanics in terms of concepts and
effectively communicate them in terms of scientific theorie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logical concepts,
the logical learning requirements of the core concepts, logically
connect the concepts, and provide an example of applying the learned
concepts. In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 it can be said that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ory needs to be presented as a
successful scientific theory leading from the background of theory to
basic principles, theoretical results, and empirical evidence. The
development of the contents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reflects
the above characteristics is suggested. This will help to develop
textbooks of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based on new curriculum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pplying it
to learning materials used in actual textbooks or class lessons.
Keywords : 2009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physics Ⅰ textbook evaluation,
organization of learning contents, teaching & learning
method, internal structure
Student Number : 2015-2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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