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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개정 교육과정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이 도입되었다 일반상대 2009 . 
성이론 단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
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잘 가르친다. 
는 것은 곧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
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 
위하여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설명한 학술 논문
원전 논문 과 그가 저술한 일반인을 위한 저서( ) (Evolution of 

이하 를 분석하였다Physics, EoP) .
두 연구 대상의 분석은 내용의 흐름 내용의 구조 주제어 간의 구 , (

조도 세부 서술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두 ), . 
대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 단위
로 설정하였다 내용 단위를 바탕으로 흐름도를 작성하고 흐름도. 
를 그리는 과정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물리지식내용구조도(Cultural 

이하 로 그려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Contents Knowledge, CCK) . 
세부 서술 방식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 원전 논문과 의 내용 흐름은 문제 제기 문제  EoP ‘ – 

해결 과정 이론의 검증 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 . – 
용의 구조는 의 세 가지 영역을 모두 갖nucleus, body, periphery
추고 있다 그리고 의 구조도는 원전 논문의 구조도에 포함되. EoP
는 형태로 나타났다 아인슈타인은 두 대상에서 모두 독자들을 더 . 
넓은 지평의 만남으로 이끌기 위한 서술 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요약하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찾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 , 

기 위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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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둘째 이. , 
론의 핵심과 이에 대치하는 를 드러냄으로써 이론에 대periphery
한 이해를 높인다 셋째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비유클리드 . , 
기하학과 같은 수학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 
다양한 설명을 위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넓은 지평
과 만날 수 있도록 이다.
본 연구를 통해 찾은 방법을 통해 추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루 

어지는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칠 수 있
는 교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일반상대성이론교육 아인슈타인 원전논문 일반인을 위한 : , , , 
저서 
학  번 : 2016-2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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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1 서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이 모든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 “

을 제공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 이라고 규, ”

정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2015 , p.123) 2009 

학생들이 가지게 될 개념과 추구할 자연 세계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

성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로까지 확장되었다.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중력파가 년 월 직 2016 2

접적으로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에 성공하고 

있다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며 최신의 물리 이론인 일. 

반상대성이론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2007 

되며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고민은 깊어

지고 있다. 

일반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조헌국 의 조사에 의 (2014)

하면 국내에 건 정도이고 이후로도 연구 논문의 수가 아직 적은 편이5

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데 뒤따르. 

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권순신 의 연. (2013)

구에서 교사들은 개정 교육과정의 개념들이 어렵고 어느 깊이까지 2009 

가르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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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정중호 는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된 단원에 대하여 . (2016) 2009 

수업을 직접 하는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교육 내용의 

양이 많으며 적절한 예시나 다양한 설명 방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는 점을 설명하였다.  

고은정 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직수행을 잘하기 위하여 대 (2013)

학 시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 예비교사들의 학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실습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의 . 

경우 예비교사 시절 대학의 커리큘럼에 일반상대성이론 과목이 따로 있

지 않았고 일반물리학이나 현대물리학 강의의 일부로 일반상대성이론을 

배웠다 교사들이 대학 시절 배우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 

에서 가르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홍우 는 교과를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어 (2006)

떤 내용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해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가. 

르치는 교육 내용을 지식의 구조 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지식‘ ’ . 

의 구조는 학자들의 학문탐구 결과로 나온 기본 개념과 원리 뿐 아니라 ‘ ’ 

학생들이 그것을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경험 의 의‘ ’

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춘호 는 교사들이 . (2007)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앞서 자신이 먼저 공부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깨

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봉우 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 (2016)

은 과학 수업은 교육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수업이라고 생

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교육 . 

내용에 대한 고민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지도서 등의 교재 , 

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다 김민나 는 융합형 . (2013)

과학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육 내용이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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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 확인하며 교과서 간의 지향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권상운. (2018)

은 교재 서술의 특징 내용 구성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물리학의 본질을 , 

추구하는 교재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는 교재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primary literature . Brill, Falk & 

의 연구에서는 를 통해 과학에서 축적된 Yarden(2004) primary literature

지식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밝혔다. 

와 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Baram-Tsabary Yarden(2005)

에 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학자 연구 논문을 primary literature . 

이용한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의 연구 형태와 사고 과정을 익

혀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소양과 태도를 익힐 

수 있었다 이현정 강선영 의 연구에서도 과학자의 논문을 .( , 2009) (2012)

공부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사고 과정과 탐구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을 직접 창시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의 문헌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학술 .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리학의 전체 

맥락을 설명한 교양서적이다 설명의 대상과 목적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 

는 두 대상을 분석하여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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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연구 문제 2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  

가지 접근으로 이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의 설명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 

다음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

떻게 설명하는가?

내용의 흐름은 어떠한가1) ?

내용의 구조 주제어 간의 구조도 는 어떠한가2) ( ) ?

세부 서술 방식은 어떠한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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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2 이론적 배경 

제 절 과학적 설명1 (scientific explanation)
강석진 노태희 는 일상생활에서 설명은 주로 사건이나 현 , (2014, p.22) “ ‘

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 혹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하는 것’ ‘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에서 설명은 원인과  과정에 대해 밝‘ , ’

히는 것 을 의미한다 고 하였다‘ ” .

과학 교육에서는 설명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송은정  . 

외 의 연구에서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2017) ‘

다 는 서술어와 관련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국어과에서’ . 

는 여러 가지 설명 기법을 포함하는 의미로 설명 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

만 과학과에서 설명은 과학 개념이나 원리를 사용하여 관찰한 것이나 “

자연 현상에 대하여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 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국어과에서는 설명과 묘사하기 등의 단순 기술을 . 

구분하여 해석하지만 과학과에서는 묘사하기 수준의 인지적 영역까지 포

함하는 넓은 의미로 설명이란 용어를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황의녕 의 연구에 따르면 내용에 따라 설명하려는 상황의 특성이  (2006)

있고 이에 따라 설명 방식에 차이가 있다 지도서에서 단원마다 설명하. 

려는 상황의 특성이 교사의 생명 현상 설명 방법과 많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 현상을 설명할 때 교육자의 관심은 학생에게 생물학적 . 

지식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으로 하여금 과학적 사고를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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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는 것이다 학생의 과학적 사고를 돕기 위해서는 과학적 설명으로 . 

주된 설명방식인 인과적 설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형을 통한 설명에 대한 연구 장지은 에서는 과학자들이 모형 구 ( , 2016)

성과 사용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표현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을 발

전시킨다고 하였다 모형 구성은 과학 탐구의 핵심으로 과학 본성의 이. 

해와 과학적 소양 함양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설명한다고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여러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곧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살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 . 

교육계에서 여러 교재의 설명을 어떻게 연구하고 분석하였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설명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다.

하상우 는 서술을 분석하며 교과서에서 특수상대성이론에 대해 어 (2018)

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영하 는 교과서를 분석하여 . (2010)

교육과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홍우 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식의 구조 를 가르 (2006) ‘ ’

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식의 구조 라는 것은 학자들이 해당 학문 분. ‘ ’ “

야를 연구할 때 쓰는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등 을 가리‘ ’, ‘ ’ ”

킨다.

물리학의 다른 주제와 관련된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개념과  

개념 변화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교사들이 , 

가져야 할 개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최현.( , 2006)

위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들을 통해 어떤 대상이 설명하는 내용이나 방 

식을 알기 위한 연구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논리적 구조와  

내용 구성 서술 방식을 살펴보았다 대상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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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내용 설명하는 방식 논리 구조 서술 이 중요하다는 것을 , ( , , )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내용의 흐름을 보기 위하여 흐름도를 그리고. ,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의 구조는 구조도를 통해 분석하고 서술 CCK 

방식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 절 일반상대성이론 교육 연구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내용이 교육과정에  2009

편성되었다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은 특수상대성이론 교육에 대한 연구에 . 

비해 그 연구 비율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만을 연구 대. 

상으로 삼지 않았어도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에 대한 연구 중 일2009 1

반상대성이론 단원과 관련이 있는 연구들까지 포함하여 살펴보았다.

권순신 에 의하면 개정 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사들이 가르쳐 (2013) 2009 

야 하는 내용의 양이 많고 교과 수준 역시 높아 학생들이 어렵게 느낀다

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과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 . 

세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이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라는 의견이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 

새로 도입된 개념을 교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고 상세한 교육‘

자료 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들이 새로 도입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 . 

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권순신 은 교사 연수가 . (2013)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

는데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는 새로 도입된 단원이나 어려운 단원 개념 ‘

이해 연수 였다’ .

정중호 는 개정 물리학 의 교육 내용 중 새롭게 도입된 두  (2016) 2009 1

개의 단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두 개의 단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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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 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에 ‘ ’ . 

대해 교사들은 수업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교육내

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위의 연구를 통해 교사들이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느끼 

고 이것이 수업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절 교재와 학술논문에 대한 연구3 

김재권 등 의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일반물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015)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개념 발견의 귀추적 사고과정을 

모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구상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적

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이론적 배경이 있다면 아인슈타인의 사고 . 

과정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성현중 의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2017)

중 교수학습 방법으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수식의 전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어. 

떤 사고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를 학생들은 직

접 보고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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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3 

제 절 연구 대상1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관련 학자들에게 일반상대성.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학술논문 ‘Die Grundlage der 

이하 원전 논문allgemeinen Relativitätstheorie(Einstein, 1916)’( )과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이하 를 분석함으로써 ‘Evolution of Physics(Einstein, Infeld, 1938)’( EoP)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는 서문에서 아인슈타인이 밝히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독자를 대상 EoP

으로 한다.

We find him interested in physical and philosophical ideas 

and we were forced to admire the patience with which he 

struggled thorough the less interesting and more difficult 

passages.(Einstein, Infeld, 1938, 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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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자의 유형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 내 

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만으로는 . EoP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온전히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이 . 

직접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전 논문을 함께 분석함

으로써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

원전 논문은 개의 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번째 는 일반상 5 Part . 4 Part

대성이론을 물질현상에 적용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는 일반상대성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현상에 대한 .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고 5

개의 중 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Part Part A~C, E . 

는 고전 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 물리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 EoP

다 본 연구에서는 의 내용 중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인 . EoP 3

장의 절에서 절까지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10 13 . 

제 절 연구 방법2 

본 연구에서는 두 연구 대상의 내용 분석을 위해 귀납적인 접근을 하였 

다 우선 두 대상을 문장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고 문장들을 하나로 묶는 .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였다 중심 내용이 통하는 여러 문단을 하나. 

의 내용 단위로 설정한 후 다시 내용 단위의 중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문장 단위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두 대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였지만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두 대상의 분석 과정 및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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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한 사람 아인슈타인 이 같은 대상 일반상대성이론 을 설명하고 있. ( ) ( )

기 때문에 분석과정에서 두 대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의미가 서로 연결

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각각의 대상을 독립. 

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두 대상 속에 담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과정은 하상우. 

의 연구에서 드러난 일종의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으로 볼 수 있(2013)

다 지평의 융합을 이루어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논문을 통. 

해 를 이해하고 의 내용을 통해 논문의 속에 담겨있는 뜻을 이EoP , EoP

해하는 순환적인 과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로 표현하. [ -1]Ⅲ

였다.

그림 [ -Ⅲ 1 원전 논문과 의 분석 과정] EoP

분석한 내용에 대한 해석은 이론적 배경을 통해 파악한 교재 분석의 세 

가지 관점인 내용의 흐름 내용의 구조 세부 서술의 특징에 대하여 이루, , 

어졌다. 

내용의 흐름은 내용 단위들을 흐름도로 표현하여 분석하였다 . 

흐름도를 작성하며 추출한 주제어들을 의 연구에서 제시한  Galili(2012)

과학이론문화내용지식인 의 관점에CCK(Culturla Contents Knowledge)

서 분석하여 구조도로 나타내어 내용의 구조를 파악하였다. Galili(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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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림 와 같이 이론의 구조도를 표현하였다[ -2] CCK .Ⅲ

그림 [ -Ⅲ 2 구조도] CCK 

이 구조도는 학습자가 지식을 가지 구성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 . 

가장 안쪽에 그려진 부분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나타낸다. 

를 감싸는 부분은 을 나타낸다 의 다양nucleus body knowledge . nucleus

한 적용 문제 해결 현상에 대한 설명 관련 실험 결과 등이 이에 해당, , , 

한다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있는 주제어는 에 속한다 이것은 . periphery . 

핵심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에 해당한다.(Galili, 2012)

권상운 은 근거 이론의 절차를 참조하여 일반 물리학 교재 서술의  (2018)

특징을 파악하였다 차 코딩을 통해 문장들을 개의 작은 범주로 구성. 1 40

하였고 차 코딩을 통해 차적으로 코딩된 범주들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2 1

로 재조합하여 교재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 

방법을 참조하여 차 코딩을 마친 내용 단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1

합하는 차 코딩을 통해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2 . 

이러한 연구 과정에는 연구자 외에 물리교육 전문가 인과 물리학 박사  1

인 물리교육 석사과정 대학원생 인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1 , 2

하며 결과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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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연구 결과4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인 를 내용의 흐름과 EoP

내용의 구조 세부 서술 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의 창시자인 아, . 

인슈타인이 이론을 설명한 방법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상대성이

론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 절 흐름도를 통해 파악한 내용의 흐름1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선 두 대

상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전 논문과 를 분. EoP

석하여 내용을 단위화하고 단위화 된 내용 단위를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열한 흐름도를 표현하였다 원전 논문의 분석은 개의 에 총 개. 4 Part 20

의 절을 대상으로 하였고 는 개의 절이 분석대상이었다 내용 단위EoP 4 . 

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흐름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원

전 논문은 하나의 절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설정하였다 의 경우 각 . EoP

절의 서사 구조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며 정리한 중심 내용1)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설정하였고 총 개의 내용 단위가 나타났다21 . 

내용 단위들은 흐름도에 순차 또는 병렬 심화의 세 가지 관계로 연결 , 

1) 김홍빈 이경민 이경호 이서지 이은예의 투고 예정 공동 연구 결과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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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현하였다 우선 원전 논문과 에서 서술된 순서를 그대로 따. EoP

르는 경우를 순차 관계로 표현하였다 순차 관계는 내용 단위들이 인과 . 

관계에 있거나 내용의 전환이 있는 경우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 

등에 해당한다 이를 흐름도에 표현한 방식은 내용 단위들을 상하로 배. 

열하고 아래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글의 흐름에서 뒤에 나온 내용 단위이더라도 같은 대상을 또 다른 개념 

이나 말로 설명하고 있거나 뒤에 나올 다른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논리

적 위상이 비슷한 경우를 병렬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병렬 관계는 흐름. 

도에 내용 단위를 나란히 배열하고 실선으로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단위 중에서 일반상대성이론만을 위한 내용이 아닌 물 

리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

이 담겨있는 내용 단위를 심화 관계로 표현하였다 심화 관계에 해당되. 

는 내용 단위는 직전 내용 단위의 옆으로 나란히 배열한 뒤 점선으로 연

결하였다. 

내용 단위들은 원전 논문의 경우 별로 의 경우 절별로 배열하 Part , EoP

였다 내용 단위들이 배열된 각 와 절은 하나의 내용 상자로 묶였다. Part . 

내용 상자들도 내용 단위들을 배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열하였다.

다음에서는 원전 논문과 의 내용 단위들을 배열한 흐름도의 모습을  EoP

살펴보고 두 흐름도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설명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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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름도

원전 논문의 흐름도(1) 

원전 논문의 개 중 물질 영역에 대해 설명하는 를 제외한  5 Part Part D

개의 를 이루는 총 개의 절을 내용 단위로 하여 원전 논문의 흐4 Part 20

름도를 작성하였다 이때 내용 단위에 나타난 숫자는 절의 순서를 의미. 

한다 의 절과 절은 내용 단위의 순서로는 번과 번에 해. Part E 21 22 19 20

당되지만 절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여 흐름도에 표현하였다 그 결과는 . 

그림 과 같다[ -1]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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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의 내용 단위 은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이전 1

에 고전역학과 비교할 때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 설

명하고 있다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역학의 시간의 공간에 관한 개념을 . 

변화시키긴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modification to which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has 

subjected the theory of space and time is indeed far-reaching, but 

one important point has remained unaffected.(Einstein, 1916, p.147)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중 

요한 점은 기하학의 법칙 더 일반적으로는 운동학의 (laws of geometry), 

법칙 이라고 설명한다 두 법칙은 시간과 공간에 관(laws of kinematics) . 

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해석이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며 

내용 단위 을 마무리하고 있다1 .

We shall soon see that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cannot adhere 

to this simple physical interpretation of space and time.(Einstein, 1916, 

p.148)

내용 단위 는 뉴턴의 양동이 로 알려진 이상실험에 대한 마흐의 해석  2 ‘ ’

을 상기시키며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을 지적한다 또한 중력장이 모. 

든 물체에게 동일한 가속도를 부여한다는 등가원리를 적용하여 관성좌표

계와 이것에 대해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뿐 아니라 가속하는 좌표계까지

도 현상을 물리적으로 기술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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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로부터 특수상대성원리가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

내용 단위 은 다시 한 번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이 지닌 시간과 공 3

간에 관한 물리적인 의미의 변화를 설명한다 차원 시공간 연속체에 좌. 4

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 법칙에 

일반공변성을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내용 단위 와 은 내용 단위 에서 설명한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이  2 3 1

지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위상이 비슷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내용 단위 에 순차적으로 내. 1

용 단위 와 이 배열되는데 둘은 병렬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2 3 .

내용 단위 는 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요소 4 (linear 

element, !"로 표현 와 ) !"#을 나타내는 수식에서 $%&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용 단위 에서 설명한 시공간 연속체에 좌표를 부. 3

여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내용 단위 에 이어지는 순차 관계로 표3

현하였다.

의 흐름도(2) EoP

의 장 절에서 절까지 개의 절을 분석하며 중심 내용들을 정 EoP 3 10 13 4

리하고 이것을 총 개의 내용 단위로 설정하였다 내용 단위들의 관계20 . 

를 파악하여 배열한 흐름도는 그림 와 같다[ -2]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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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 절은 개의 내용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단위 은  EoP 3 10 6 . 1

관성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내, 

용 단위 는 물체의 운동을 다른 물체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2

상식과 고전역학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 고전역학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둘은 흐름도에서 병렬관계로 표현된다. .

내용 단위 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 법칙이 모든 좌 3

표계에 대해 타당하도록 정식화하는 것 즉 일반공변성을 추구하는 것임, 

을 설명하고 내용 단위 는 그 해답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 해결되었다고 4

간단히 제시하고 있다 내용 단. 위 과 가 내용 단위 과 로부터 제기3 4 1 2

된 문제의 해결 방향 해결, 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과 를 3 4

병렬관계로 표현된 내용 단위 과 에1 2 이어지는 순차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 에서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5 “better 

understanding of reality(Einstein, Infeld, 193 라고 설명하고 있8, p.225)”

다 이는 비단 일반상대성이론만의 목적이 . 아니라 물리학의 궁극적인 목

적을 설명하는 것이고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까지 내용의 심화관계로 연결하였다4 .

절은 가속 운동하는 승강기의 내부와 외부의 관찰자가 승강기 내부  11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실험2)을 통해 관성좌표계의 존재를 제거하는 

부분이다 내용 단위 은 이상실험의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논의를 . 7

이상실험을 통해 이끌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뒤이은 내용 단위 과 는 떨어지는 승강기 또는 끌어 올려지는 승강기  8 9

2) 우리는 에른스트 마흐에 의해 사고실험이라고 말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에서  EoP
라고 표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표현을 “idealized experiment” . 

그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이상 실험이라 번역하여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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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물체 운동에 대한 내부와 외부 관찰자의 설명이 양립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와 관성좌표계에서의 자연 현상에 대. 

한 설명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므로 내용 단위 과 는 병렬8 9

관계로 연결된다. 

내용 단위 은 끌어 올려지는 승강기 내부의 빛에 대한 내부와 외부  10

관찰자의 설명을 담고 있고 내용 단위 은 등가원리를 통해 두 설명이 11

양립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내용 단위 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 8, 9

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내용 단위 는 등가원리를 통해 관성좌표계를 제거한 앞선 논의를 정 12

리하고 있으므로 내용 단위 에 뒤이은 순차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11 .

절은 개의 내용 단위가 나타난다 내용 단위 에서는 앞으로의 내 12 5 . 13

용이 기하학과 관련된 내용임을 밝힌다 뒤이어 절과 유사하게 내용 . 11

단위 와 에서 이상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하학의 필요성을 설명하므14 15

로 둘은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 에서는 옛날 물리학자와 현대 물리학자의 대화를 통해 새 16

로운 기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이미지와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앞선 내용 단위들에서 제기한 새로운 기하학의 모습을 .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은 순차관계로 연결된16

다.

내용 단위 은 시공간의 개념을 일반화시키는 일반상대성이론의 특징 17

을 요약하는 것으로 내용 단위 에 뒤이어진다16 . 

절의 내용 단위 은 다시 한 번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한 문제를 제 13 18

기하고 뒤이어 새로운 중력이론의 특징을 내용 단위 에서 설명한다19 . 

내용 단위 에서는 새로운 이론은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일반적20

인 물리학 이론의 조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에 심화관계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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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다. 

내용 단위 은 일반상대성이론을 검증하는 자연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21

뒤이어 내용 단위 에서 이러한 검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열린 결론22

으로 절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내용 단위 과 는 순서대로 내용 단13 . 21 22

위 에 순차관계로 연결된다19 .

절에서 고전역학이 상식과 충돌한다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 10

결하는 과정은 절과 절에 나타난다 따라서 절에 뒤이은 절과 11 12 . 10 11

절은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절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검증의 12 . 13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들에 뒤이은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2. 원전 논문과 의 흐름도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EoP

앞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 EoP

용의 흐름을 분석하여 흐름도로 표현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흐름도를 그. 

리며 살펴본 두 대상의 내용과 흐름도의 모습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다룬 내용과 내용 흐름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

겠다.

단계 구성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과정 이론의 검증(1) 3 : – – 

원전 논문과 의 흐름도를 비교했을 때 각각의 흐름도를 이루고 있 EoP

는 개의 내용 상자의 배열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4 . , 

내용 상자에 뒤이어 두 개의 내용 상자가 나란하게 배열된다 그리고 마. 

지막 내용 상자가 뒤따른다. 

내용 상자의 배열 뿐 아니라 각 내용 상자가 담고 있는 의미 역시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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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림 과 그림 와 같다[ -3] [ -4] .Ⅵ Ⅵ

 그림 [ -3] Ⅵ
원전 논문 흐름도의 모식도

       
그림 [ -4] Ⅵ

흐름도의 모식도EoP 

원전 논문과 의 흐름도를 간단하게 표현한 모식도를 보면 원전 논 EoP

문과 의 내용 흐름이 모두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과정 물리학 수EoP ‘ ( , – 

학 이론의 검증 이라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 - ’ 3 . 

내용 상자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

다.

흐름도를 그리며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첫 번째 내용 상자는 기 

존의 물리 이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원전 논문에서는 내용 . 

단위 에서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2 .

In classical mechanics, and no less in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re is an inherent epistemological defect which was, perhaps for the 

first time, clearly pointed out by Ernst Mach.(Einstein, 1916, p.148)

아인슈타인은 마흐가 지적한 인식론적 결함을 서로에 대해 회전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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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두 유체 덩어리에 대한 이상실험을 통해 설명한다 표면이 구형인 . 

한 유체 덩어리('( 가 자신에 대해 회전하고 있는 유체 덩어리) ('# 를 보면 )

그것의 표면은 타원 모양이 된다 한편 . '#가 자신에 대해 회전하고 있는 

'(을 보면 '(의 표면은 타원 모양이 된다. '(과 '#의 현상에 대한 설명은 

모순된다 회전하는 유체 이상실험 뿐 아니라 가속 좌표계와 중력이 작용. 

하는 좌표계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상실험 내용 단위 과 관성좌표계와 ( 2)

이에 대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원주율에 대한 차이 등을 드러내며 지금

까지의 물리학 이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것은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음 내용 단위 에서의 대화는  EoP . 1

관성좌표계의 뜻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what is an inertial system?”

“It is a c.s. in which the laws of mechanics are valid. A body on 

which no external forces are acting moves uniformly in such a c.s. 

This property thus enables us to distinguish an inertial c.s. from any 

other.”

“But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no forces are acting on a body?”

“It simply means that the body moves uniformly in an intertial c.s.”

…

“Then what, concretely, is you inertial c.s., and how is its state of 

motion to be chosen?”

“It is merely a useful fiction and I have no idea how to realize it. If 

I could only get far away from all material bodies and free myself 

from all external influences, my c.s. would then be iner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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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at do you mean by a c.s. free from all external influences?”

“I mean that the c.s. is inertial.”

(Einstein, Infeld, 1938, pp.221 222)∽

 

대화의 내용을 보면 관성좌표계는 역학법칙이 유효한 좌표계이고 여기 

서 역학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끊임없이 등속 운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 질문으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물었는. 

데 물체가 관성좌표계에서 운동하는 것이라 답한다 질문과 답이 꼬리를 . 

물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존 역학법칙이 가지는 관성좌표계에 대한 개념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문제를 의 내용 단위 에서 우리의 상식과 고 EoP 2

전역학의 충돌로도 설명하며 고전역학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고전역. 

학에서는 회전하는 좌표계와 그렇지 않은 좌표계에서 적용되는 물리법칙

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즉 좌표계의 움직임을 단 하나의 좌표계만 존재. , 

하는 상황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물체. 

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다른 물체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확인할 . 

수 있다.

By the motion of a body we always mean its change of position in 

relation to a second body. It is, therefore, contrary to common sense 

to speak about the motion of only one body. Classical mechanics and 

common sense disagree violently on this point.(Einstein, Infeld, 1938, 

p.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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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도의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원전  . 

논문과 는 개의 내용 상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원전 논EoP 2 . 

문의 와 의 절과 절이 이에 해당된다Part B Part C, EoP 11 12 .

우선 원전 논문에서는 에서 텐서에 대해 설명하고 에서  Part B Part C

텐서로 표현된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고전. 

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변성을 갖는 수학적 도구

인 텐서로 물리법칙을 표현하면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에서 텐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art B .

Let certain things(“tensors”) be defined with respect to any system of 

co-ordinates by a number of functions of the co-ordinates, called the 

“components” of the tensor. There are then certain rules by which 

these components can be calculated for a new system of 

co-ordinates, if they are known for the original system of 

co-ordinates, and if the transformation connecting the two systems is 

known.(Einstein, 1916, p.157)

즉 텐서로 물리 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좌표 변환을 하여도  , 

성립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고 자연 현상에 대한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

해질 것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물리 법칙을 얻기 위하여 텐. 

서의 종류 계산 특징 등을 순전히 수학적인 논의로 설명하고 , , (purely) 

있다.

에서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중력이론인 중력장 방정 Part C

식을 기존의 물리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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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eely movable body not subjected to external forces moves, 

according to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in a straight line and 

uniformly. This is also the case,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for a part of four-dimensional space in which the system 

of coordinates )*, may be, and is, so chosen that they have the 

special constant values given in (4).(Einstein, 1916, p.178)

To show that the field equations correspond to the laws of 

momentum and energy, it is most convenient to write them in the 

following Hamiltonian from (Einstein, 1916, p.181)… 

The field equations for matter-free space formulated in §15 are to be 

compared with the field equation

∇
#
,-*

of Newton’s theory. We require the equation corresponding to 

poisson’s equation

∇#,-./01

where 1 denote the density of matter.(Einstein, 1916, p.184)

입자의 운동 방정식이 측지선방정식을 따른다는 것 장 방정식이 운동 , 

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는 것 물질이 없는 곳과 물질이 있는 , 

곳에서의 장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과 푸아송 방정식과 연결시켜 설명

하는 것이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 

에서 새로운 공식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한다는 설명은 따로 없지만 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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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공식을 표현하는 것이 곧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것이고 문

제를 해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에서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해야 하는 것에 대해  EoP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물리 법칙이 일반공변성을 .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우선 절에서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물리 현상에 대한 설명은 모 11

든 좌표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능. 

하게 하는 것은 등가원리와 중력장의 존재이다 등가원리를 고려하지 않. 

는다면 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관찰자가 보는 진행경로와 외부의 

관찰자가 생각하는 내부 관찰자에게 보일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한 설명은 

달라진다 즉 내부의 관찰자는 빛은 직진하므로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설. 

명하지만 외부의 관찰자가 생각할 때는 승강기가 위로 가속하고 있으므

로 내부 관찰자가 휘어지는 빛의 진행 경로를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처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설명이지만 등가원리에 의해 빛이 .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는 질량을 지닌다는 점에서 내부의 관찰자가 빛

이 중력장에 의해 휘어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 

용은 다음의 서술로 확인할 수 있다.

We can eliminate “absolute” motion from our examples by a 

gravitational field. But then there is nothing absolute in the 

non-uniform motion. The gravitational field is able to wipe it out 

completely.

The ghosts of absolute motion and inertial c.s. can be expelled from 

physics and a new relativistic physics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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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Infeld, 1938, pp.234~235)

이러한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일반상대성이론과 기존의 기하학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절을 시작하고 있다12 .

Our next example will be even more fantastic than the one with the 

falling lift. We have to approach a new problem ; that of a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relativity theory and 

geometry.(Einstein, Infeld, 1938, p. 235)

아인슈타인은 그림자 인간을 가정하고 그들이 사는 시공간을 기하학적 

으로 설명하고 있다 차원의 구면에 살고 있는 그림자 인간들에게 반지. 2

름이 서로 다른 두 동심원의 원주율이 같지 않다는 점 회전하는 원반의 , 

내부와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는 큰 원의 원주율이 같지 않다는 점을 통

해 우리가 알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흐름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우리의 관찰 상식 , 

과 잘 들어맞음을 검증한다 논문의 와 의 절이 이에 해당. Part E EoP 13

한다. 

논문은 절에서 중력이 매우 약하고 유한한 영역 안에 분포해 있는 물21

질에 의해서만 중력장이 발생한다는 근사를 통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의 장

방정식이 뉴턴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인다 최신의 이론이 조건에 . 

의해 고전 이론의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은 마치 양자역학의 대응원

리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응원리는 미시세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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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는 양자역학에 일상세계의 거시적인 변수를 대입하면 고전역학과 

같은 결과를 얻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원전 논문의 절은 와 같이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 22 EoP

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은 장방정식을 통. 

하여 질량을 가진 물체를 지날 때 빛이 얼마나 휘어지는지 수성의 궤도, 

가 정확히 얼마만큼 달라지는지 직접 계산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다.  

Calculation gives for the planet Mercury a rotation of the orbit of 4

3 per century, corresponding exactly to astronomical ″ 

observation(Leverrier)(Einstein, 1916, p.200)

는 절에서 빛의 휘어짐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일반공변성을 만 EoP 11

족하는 물리 법칙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절에서는 지금까지의 논. 13

의를 정리하고 중력이 매우 약하다는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 일반상대성

이론을 고전역학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의 새 이론이 

검증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How did the new theory of gravitation stand the test of experiment? 

This question can be answered in one sentence : The old theory is a 

special limiting case of the new one. If the gravitational forces are 

comparatively weak, the old Newtonian law turns out to be a good 

approximation to the new laws of gravitation.(Einstein, Infeld, 

1938,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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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수성의 궤도가  

회전하는 것 지구와 태양 위에서 시계의 리듬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해, 

주고 있다.

원전 논문과 간의 내용 흐름의 공통점과 차이점(2) EoP 

앞서 원전 논문과 의 흐름도가 문제 제기 문제 해결 과정 물리 EoP ‘ (– 

학과 수학 이론의 검증 이라는 단계 구성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하였) - ’ 3

다 이것은 두 대상의 흐름도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다. . 

내용의 흐름이 단계 구성이라는 점은 두 대상의 공통점이지만 각 단계3

를 이루는 세부적인 내용이나 흐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번 절. 

에서는 원전 논문과 간의 내용 흐름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공통점과 EoP 

차이점을 분석하여 아인슈타인의 설명 방법에 대한 특징을 찾아보았다.

우선 원전 논문과 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그러한 문제로부 EoP

터 설명을 시작하고 있었다 원전 논문에서는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 

을 지적하고 에서는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EoP . 

원전 논문에서 지적한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이 곧 관성좌표계의 문

제임을 생각했을 때 두 대상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흐름도의 첫 단계에서 드러나고 있다. .

원전 논문과 의 또 다른 공통점은 문제 해결의 결과로 나온 이론을  EoP

같은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논문에서는 내용 단위. 

에서 근사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이 뉴턴의 법칙으로 21

환원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대응원리와 유사하다 이. . 

것은 의 내용 단위 에서도 나타난다EoP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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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ld theory is a special limiting case of the new one. If the 

gravitational forces are comparatively weak, the old Newtonian law 

turns out to be a good approximation to the new laws of 

gravitation.(Einstein, Infeld, 1938, pp.251-252)

에서는 수식과 계산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근사를 통해 일반상대 EoP

성이론이 뉴턴의 법칙으로 환원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다 하지. 

만 이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사색의 결과만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설명하

며 대응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한다 근사를 통해 예전의 이론으로 . 

환원할 수 있으므로 예전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곧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임을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발판을 

제시하고 있다.

이론을 검증하는 방법은 이론이 적용되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도 가능하다 이것은 원전 논문의 내용 단위 와 의 내용 단위 . 22 EoP 21

에서 나타난다 원전 논문은 측정자와 시계의 흐름 변화 사례 빛의 굽어. , 

짐 수성의 세차 운동에 대해 중력장 방정식을 적용하여 변화에 대해 정, 

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는 절에서 설명한 빛의 굽어짐 외에도 . EoP 11

수성의 세차 운동 변화와 태양 위에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원전 논문과 가 자연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EoP

사례를 통해 이론을 검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두 대상. 

을 쓸 때까지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학술 논문에서 설명한 사례를 일반인. 

들을 위한 책에도 그대로 소개한 것은 이 사례들이 정량적인 설명 없이

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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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흐름도의 문제 제기 단계와 이론의 검증 단계는 같은 사례를 통해 설명 

하고 있다 문제 해결 과정이 물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대상에서 물리학과 수학의 영역으로 보는 내용

에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원전 논문은 수학 영역으로 텐서를 제시하지만 는 수학 영역 EoP

으로 새로운 시공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원전 논문의 수학 영역은 . 

순전히 수학적이다 하지만 의 수학 영역은 수식이 등장하지 (purely) . EoP

않는다 다만 길이의 길고 짧음을 비교하는 것으로도 수학적인 대상인 . 

기하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전 논문과 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학과 수학 영 EoP

역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과 같다 이에 대. [ -1] . Ⅵ

한 자세한 설명을 다음 절에서 이어가도록 하겠다.

물리학의 영역 수학의 영역

원전 
논문

장방정식을 통해 일반공변성을 만
족하는 물리 법칙을 설명

장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인 텐서 소개

EoP
등가원리를 통해 승강기 이상실험
을 설명하여 일반공변성을 만족하
는 현상에 대해 설명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

표 원전 논문과 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어진 물리학과 수학의 영[ -1] EoPⅥ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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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수학 영역 설명의 균형(3) 

앞서 원전 논문과 의 문제 해결 과정에 물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이  EoP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한 두 대상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학과 수학. 

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 

용 뿐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설명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은 원전 논문과 

에서 물리학과 수학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EoP . 

는 일반상대성이론의 주요 결과물인 중력장 방정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아인슈타인의 물리학과 수학 영역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다.

원전 논문은 일반 교재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수식을 바탕으로 물리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기 이전에 텐서라는 수학. 

적 도구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문제 해결 과정의 한 영역에 해당한다 텐. 

서를 공변성을 만족하는 물리량으로 소개하고 텐서의 정의 계산 특징 , , 

등에 대한 설명이 문제 해결 과정의 한 영역을 차지한다 아인슈타인은 . 

이 과정에서 수학적인 내용 뿐 아니라 물리학에 기반을 둔 수학 개념인 

텐서를 설명하고 있다. 

 제 절 과학이론문화내용지식 관점에서 표현한 내2 (CCK) 

용의 구조
 

앞 절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내용을 단 3

계로 구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에. EoP

서 주로 설명한 내용을 분석하여 주제어로 선정하고 이것을 과학이론문

화내용지식 이하 관점으로 분석하(Cultural Contents Knowledge, 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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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석한 결과를 구조도로 표현하여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 

설명하는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고 구조도의 비교를 통해 드러나는 설명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원전 논문과 의 흐름도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1. EoP

원전 논문(1) 

원전 논문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

관성좌표계• 등가원리• 비유클리드 기하학• 일반공변성• 

시공간• 텐서• 측지선 방정식• 중력장 방정식•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 대응원리• 자연 현상• 

는 이론의 핵심 원리와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아인슈타인은  nucleus . 

아래 문장을 통해 등가원리에 의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이론을 추구

하는 일반상대성이론의 핵심 원리에 대해 설명하였다.

It will be seen from these reflexions that in pursuing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e shall be led to a theory of gravitation, since 

we are able to “produce” a gravitational field merely by changing the 

system of coordinates.(Einstein, 1916, p.150)

이 문장에서 말하는 는 가속하는 좌표계와 중력이 작 “these reflexions”

용하는 좌표계를 구별할 수 없다는 등가원리를 바탕으로 특별한 좌표계

는 없다 즉 관성좌표계의 존재를 제거하고 일반공변성을 추구해야 한다, 

는 설명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의 추구. 

가 중력이론의 변화를 추구할 것임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등가원리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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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변성은 이론의 핵심인 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nucleus .

는 이론의 핵심에 대한 예시 적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body , .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시공간을 해석하는 도구이다 텐서는 중력장 방정. 

식을 쓰기 위한 수학적 도구이고 중력장 방정식을 얻기 위해 측지선 방

정식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응원리에 따라 , - .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 역학으로 근사된다는 점과 기존에 설명하지 못했

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 

주제어들은 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ody .

마지막으로 는 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을 말한다 일반 periphery nucleus . 

상대성이론에서 에 해당하는 지식은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의문을 nucleus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관성좌표계는 일반상대성이. 

론의 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nucleus .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원전 논문의 구조도는 그림  CCK [ -5]Ⅵ

과 같다. 

그림 원전 논문의 구조도[ -5]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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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도(2) EoP

를 구성하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EoP .

관성좌표계• 등가원리• 일반공변성• 비유클리드 기하학• 

시공간• 중력 방정식• 대응원리• 자연 현상• 

에서 이론의 핵심 원리나 지식을 나타내는 는 등가원리 시 EoP nucleus , 

공간 일반공변성으로 나타났다 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 . 10 11

과 절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일반공변성이고 그것은 등가원리12

로부터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이론은 우리의 시공간을 설명한. 

다는 점에서 이상의 가지 주제어는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3 nucleus .

를 뒷받침하는 지식인 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비유클리드  nucleus body

기하학 중력 방정식 대응원리 자연 현상이다 의 절에서는 시공, , , . EoP 12

간을 설명할 때 일반공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

하다고 설명한다 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비유클리드 기하. nucleus

학은 에 해당한다 문제 해결의 결과물인 중력 방정식 그것을 검증body . , 

하기 위해 조건에 의해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의 법칙으로 환원된다는 

대응원리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역시 이론의 에 해당하는 지식body

을 나타내주고 있다.

관성좌표계라는 주제어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따 . 

라서 에 해당한다periphery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의 구조도는 그림 과 같다 EoP [ -6] .Ⅵ

그림 의 구조도[ -6] EoP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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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과 의 구조도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2. EoP

모두 갖춘 가지 영역(1) 3

원전 논문과 의 주제어를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두 대상은 모 EoP CCK 

두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었다 는 물리 이론의 3 . CCK

역사적인 담론을 나타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일반상대성이론도 중력. 

에 대한 물리학 이론의 역사적인 변화의 과정의 결과물이다 특히 아인. 

슈타인이 두 대상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일반상대성이론은 기존의 물리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한 이론이다. 

그러한 이론을 설명함에 있어 아인슈타인은 학술 논문에서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책에서든 기존 이론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각 영역의 주요한 개념을 나타내는 주제어들의 유사성. 

을 통해서도 이론을 설명할 때 아인슈타인이 중요하게 생각했을 개념들

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각 영역을 이루는 주제어의 비교를 통해 구조도를 바탕 

으로 알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설명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원전 논문과 간의 구성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2) EoP 

원전 논문과 의 주제어를 관점에서 분석했을 때 두 대상은 이 EoP CCK 

론의 핵심인 와 핵심에 반대되는 개념인 영역에서 공nucleus periphery 

통적인 주제어를 나타내고 있다 논문과 의 구조도에서 공통적으로 . EoP

나타나는 영역의 주제어는 등가원리 시공간 일반공변성 이고 nucleus ‘ , , ’

영역의 주제어는 관성좌표계 이다periphery ‘ ’ . 

앞서 흐름도의 특징에서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두 대상에서 모두 기존 이론의 문제인 관성좌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

며 모든 좌표계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공변성 을 제시하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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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성좌표계에 대한 문제는 등가원리 를 통해 해결되었고 일반공변성. ‘ ’

을 만족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내는 우리의 시공간 은 새로운 기하학이 ‘ ’

필요함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가지 주제어가 에서 나타난다는 것3 nucleus

을 이해할 수 있다. 

에서는 절의 마지막 문장에서 앞으로 생각할 두 가지 원칙적인  EoP 10

문제로 중력과 기하학을 제시한다 중력과 관련된 문제는 절에서 등가. 11 ‘

원리 를 통해 해결하였고 기하학에 대한 문제는 절에서 우리의 시공’ 12 ‘

간 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

한편 란 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을 의미하는데 아인슈 periphery nucleus

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 설명의 과정에서 두 대상에서 모두 지적한 문제

인 관성좌표계 가 곧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periphery .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족하는 절대 공간과 시간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 

독립성은 고전 역학의 에 해당한다 절대 공간이란 nucleus (Galili, 2005). 

개념은 관성좌표계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로부터 일반상대

성이론을 설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전 역학의 가 새로운 이nucleus

론에서는 에 해당한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원전 논문에서는 periphery .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at this requirement of general co-variance, which takes away from 

space and time the last remnant of physical objectivity, is a natural 

one, will be seen from the following reflexion.(Einstein, 1916, p.153)

위 문장에서 물리적 객관성 은 고전 역학의 절대  (physcial objectivity)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공변성에 대한 . 

요구가 물리적 객관성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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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의 절대 공간 개념 또는 관성좌표계라는 개념을 지운다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곧 일반공변성은 일반상대성이론의 에 해당하고 . nucleus

관성좌표계는 에 해당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periphery .

따라서 원전 논문과 의 예상 독자가 다르고 글의 성격이 다르지만  EoP

공통의 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ucleus

등가원리 시공간 일반공변성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 . 

한 설명의 과정에서 관성좌표계가 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드periphery

러낼 필요성이 있다.

원전 논문과 의 구성 요소의 차이점은 영역에서 나타난다 EoP body .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제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중력 body ‘ , 

법칙 자연 현상 대응 원리 이다 이는 의 영역의 전체 주제어, , ’ . EoP body 

에 해당한다 원전 논문은 와 비교하여 영역에서 더 많은 주제. EoP body 

어가 나타난다 텐서 측지선 방정식 에너지 보존 법칙 이 이에 해당하. ‘ , , ’

는데 주로 수학 영역에 관련되거나 물리 법칙의 수식 전개에서 필요한 

개념들이다.

영역의 공통 주제어 중 자연 현상과 대응 원리는 내용의 흐름으 body 

로 봤을 때 이론의 검증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제어들이다 아인슈타인은 .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문제 제기와 이론의 검증을 자세히 다루었

다 문제 제기와 관련된 주제어인 관성좌표계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 , , , 

공간은 와 영역에서 나타났다 영역이 나타내는 nucleus periphery . body 

개념이 이론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원전 논문과 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EoP .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이 매우 큰 경우에 그 효과를 더 느낄 수 있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뉴턴의 법칙으로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

다 따라서 새로운 이론이 우리에게 친숙한 세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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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기 위하여 대응원리와 같이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 법칙으로 근사되

고 있음을 두 대상에서 모두 보이고 있다.

공통적인 주제어 중 중력 법칙 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은 원전 논문과  ‘ ’ ‘ ’

의 수학과 물리학의 영역에서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관EoP . 

련된 내용은 다음 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번 절에서는 영역의 body 

주제어 중 차이가 있는 주제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텐서 측지선 방정식 에너지 보존 법칙 은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나는  ‘ , , ’

주제어이다 텐서에 대한 부분은 에서 말한 것처럼 순전히 수학적 . Part B

과제 이다 텐서로 표현하는 방정식을 통해 일(purely mathematical task) . 

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이론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텐서가 물리적 의미

를 뒷받침하기는 하지만 텐서 라는 주제어가 갖는 의미는 순전히 수학적‘ ’

이라는 점에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나고 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EoP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측지선 방정식 과 에너지 보존 법칙 은 원전 논문에서 중력장 방정식을  ‘ ’ ‘ ’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법칙이다 주제어들이 갖는 의미가 . 

텐서처럼 순전히 수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EoP

은 이 두 주제어가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시공간 이란 공통의 에 해당하는 주제어의 경. ‘ ’ nucleus

우에도 원전 논문에서는 라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는데 ‘linear element’

이것도 역시 시공간을 수학적으로 표현하여 이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으로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EoP .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두 대상의 가 공통의 를 가지고 있지 CCK nucleus

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는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전 논문이 . 

핵심 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장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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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표현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면 는 일EoP

반인을 대상으로 핵심 지식에 대한 발견의 맥락으로 접근하며 물리적 이

해를 돕는 범위에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텐서나 측지선 방. , 

정식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반상대성이론의 장방정식의 형태를 구현하, 

는 것과 관련 있는 지식이므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난 것이고 비유클리

드 기하학은 시공간 이란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수‘ ’

학적 지식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두 대상에서 모두 다루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리학과 수학의 연결 가능성(3) 

이번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의 주제어 중 영역에서 공통으로  EoP body 

가지고 있는 주제어 중 중력 법칙 과 비유클리드 기하학 을 통해 물리학‘ ’ ‘ ’

과 수학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중력 법칙 은 앞서 원전 논. ‘ ’

문과 의 흐름도를 비교하여 얻은 세 번째 특징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EoP

물리학과 수학 영역을 복합적으로 다루며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절에서는 두 가지 주제어 중 비유클리드 . ‘

기하학 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

아인슈타인은 에서 기하학에 대한 자신 Geometry and Experience(1921)

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Geometry thus completed is evidently a natural science; we may in 

fact regard it as the most ancient branch of physics.(Einstein, 1921,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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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은 내용 단위 에서 일반공변성의 요 ‘ ’ 3

구를 위한 이상실험을 통해 나타났다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원의 둘레와 . 

지름을 측정하고 그 비율을 계산했을 때 /보다 큰 값이 나오는 문제를 지

적하며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f this experiment were performed with a measuring-rod at rest 

relatively to the Galilean system ), the quotient would be /. With 

a measuring-rod at rest relatively to )′, the quotient would be 

greater than /. This is readily understood if we envisage the 

whole process of measuring from the “stationary” system ),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the measuring-rod applied to the 

periphery undergoes a Lorentzian contraction, while the one 

applied along the radius does not. Hence Euclidean geometry 

does not apply to )′.(Einstein, 1916, p.152)

위의 내용을 보면 둘레를 측정하는 측정자와 반지름을 측정하는 측정자 

의 로렌츠 수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유클리드 기하학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좌표를 설정하여 정확한 값이 얼마인지 계산. 

하거나 둘레나 반지름의 길이 변화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 을 설명하는 부분은 흐름도에 나타 EoP ‘ ’

난 개의 네모 상자 중 하나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설4

명도 자세하다 원전 논문과 동일한 이상실험에 대해서도 아인슈타인은 . 

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Eo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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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ide observer on the disc begins measuring the radius and 

circumference of the small circle. His result must be the same as 

that of the outside observer. ( ) This means that the stick has the …

same length for the outside and inside observers, and the result of 

these two measurements will be the same for them both. Now the 

observer on the disc measures the radius of the large circle. ( ) …

Thus three measurements are the same for both observers: two radii 

and the small circumference. But it is not so with the fourth 

measurement! (Einstein, 1938, pp.240-241)

위의 내용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에서는 좌표계를 제시하여 설 

명하는 반면에 에서는 이상실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EoP

풀어 설명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에 관찰자를 세우고 그들이 측정하는 . 

측정값과 원주율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큰 원의 원주

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에 자연스럽게 다다르도록 하였다.

원전 논문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로렌츠 수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면 에서는 로렌츠 수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EoP

는 않았지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The velocity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inner circle, and this 

contra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Einstein, 1938, p.241)

 

학생들이 물리를 공부하며 느끼는 여러 어려움의 요인 중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핵심 원리와 개. 

념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도 있지만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에 대한 접근이 



- 45 -

어려운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에서 좌표계 로렌츠 수축과 같은 수학적 도 EoP , 

구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대상을 설명하였

다 이를 통해 수학과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 등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 

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의 주제어를 굵은 글씨로 표현하여 논문과  EoP

의 구조도를 합성한 결과를 그림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EoP [ -7] .Ⅵ

흐름도의 관계에서 아인슈타인 논문의 와 부분이 에 Part A Part E EoP

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구조도의 관계에서도 나. 

타난다 의 주제어는 모두 논문의 와 에서 선정된 주제. EoP Part A Part E

어와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흐름도와 주제어의 구조도를 통해 논문의 와 에서  Part A Part E

설명한 내용을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함에 있어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중

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원전 논문 구조도와 구조도 합성[ -7] EoP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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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절 세부 서술 방식3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과 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내용의  EoP

흐름과 주제어의 구조도를 분석하며 설명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 

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세부적인 서술 방식의 특징

을 알아보았다.

서술 방식1. 

원전 논문(1) 

원전 논문은 학술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는  

것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문제 제기 단계에서 논문의 목적을 . 

밝히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 자신의 연구 과정을 나열하며 정당화하였

다 이론의 검증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 

있다 이러한 서술의 과정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일반상대성이론. 

을 설명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않는다 설명의 과정이 갖는 의미 나아가 . , 

물리학 이론의 성질을 함께 설명하며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더 큰 지평

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내용 흐름의 각 단계 별로 이러한 서술. 

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명의 의미에 대한 서술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t is not my purpose in this discussion to represent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as a system that is as simple and logical as 

possible, and with the minimum number of axioms; but my main 

object is to develop this theory in such a way that the reader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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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l that the path we have entered upon is psychologically the natural 

one, and that the underlying assumptions will seem to have the 

highest possible degree of security.(Einstein, 1916, p.154)

즉 일반상대성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  ,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론으로 변화되어 가는 “ ” 

과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일반상대성이론. 

을 이해하는 과정이 곧 더 자연스러운 물리학 이론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해 보이거나 그 

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개념들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밝히

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이론을 이해할 때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The word “special” is meant to intimate that the principle is 

restricted to the case when )′ has a motion of uniform 

translation relatively to ), but that the equivalence of )′ and ) 

does not extend to the case of nonuniform motion of )′ 

relatively to ).(Einstein, 1916, p.147)

위의 문장은 내용 단위 에서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며  1

특수 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원전 논문을 작성하‘ ’ . 

기 이전에 이미 특수상대성이론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이론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특수 라는 단어의 의미를 ‘ ’

분명히 밝히며 새로운 이론에 대한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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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나 원리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 풀어 설명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 

은 문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In classical mechanics, as well as in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 coordinates of space and time have a direct physical meaning. To 

say that a point-event has the 2( coordinate 3( means that the 

projection of the point-event on the axis of 2(, determined by 

rigid r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Euclidean 

geometry, is obtained by measuring off a given rod(the unit of 

length) 3( times from the origin of coordinates along the axis of 

2( . …

This view of space and time has always been in the minds of 

physicists, even if, as a rule, they have been unconscious of 

it.(Einstein, 1916, p.151)

All our space-time verifications invariably amount to a determination 

of space-time coincidences. 

…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reference serves no other purpose 

than to facilitate the description of the totality of such 

coincidences.(Einstein, 1916, p.153) 

좌표 설정이나 측정이라는 개념은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물리학자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좌표계 역시 물리학자. 

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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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좌표 설정과 측정 좌표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필요, 

하다 유클리드 기하학으로는 새로운 시공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설명만. 

으로 그치지 않고 좌표와 측정의 관계 좌표계를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이

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

독자들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의미를 설명하는 것 외에도 같 

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는 과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흐름도에서 . 

살펴봤듯이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유도로 설명을 

마무리하지 않고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다시 -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기도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확인할 . 

수 있다.

To show that the field equations correspond to the laws of 

momentum and energy, it is most convenient to write them in the 

following Hamiltonian form.(Einstein, 1916, p.181)

수식으로 나타나는 물리 공식을 변형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물리학자들에게 익숙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과정에. 

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I will now give equations (47) in a third form, which is 

particularly useful for a vivid grasp of our subject.(Einstein,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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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3)  

물리학 이론의 성질에 대한 서술

개념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뿐 아니라 물리학 이론의 특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원전 논문의 Part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과 법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 관측 가능한 A . ‘

사실 을 강조하거나 모든 좌표계에 대해 물리법칙이 (observable facts)’

성립해야 한다는 점 등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물리학 이론의 특성이

다.

설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

원전 논문의 서술을 설명의 기술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학술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말을 거는 듯 질문을 하고 이상실험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 

예고를 통해 독자들이 논문의 설명 흐름을 쫓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

다.

위와 같이 설명을 위한 기술이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원전 논문의  Part 

원전 논문의
Part

내용
설명을 
위한 기술

Part A

The need for an extension of the postulate • 
of relativity

질문
이상실험
예고

The space-time continuum. Requirement of • 
general covariance for the equations 
expressing general laws of nature 

이상실험 
예고

표 원전 논문의 설명을 위한 기술[ -2]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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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는 기존의 이론에서 새로운 이론으로의 변화에 대한 당위A . Part A

성을 부여하고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시공간과 역학 법칙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전 논문의 의도를 밝히는 부분이다 독자들이 의. 

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이나 원리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여 고전 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이, 

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2) EoP

는 물리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 EoP

에 복잡한 수식이나 계산을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아인슈타인은 물리. 

학의 개념이나 이론들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여러 단서들을 통

해 사건을 해결하는 추리 소설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The scientist reading the book of nature, if we may be allowed to 

repeat the trite phrase, must find the solution for himself; for he 

cannot, as impatient readers of other stories often do, turn to the end 

of the book. In our case the reader is also the investigator, seeking 

to explain, at least in part, the relation of events to their rich 

context. To obtain even a partial solution the scientist must collect 

the unordered facts available and make them coherent and 

understandable by creative thought.(Einstein, Infeld, 1938, p.5) 

결말을 알 수 없는 자연이라는 책은 관찰과 실험 논리적인 사고 과정 , 

등의 단서들과 그것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통해 

해석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해석의 과정을 를 통해 일반 . E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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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인 여러 개. 

념과 이론 그리고 이론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거나 물리학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은 절에서 제시하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속하11 . 

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중력이 문제 관성좌표계의 존재여부 를 해결( )

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상실험이 등장한다 아래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 

관찰하는 이상실험 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관찰하는 이상, 

실험 마지막으로 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를 지나는 빛을 관찰하는 , 

이상실험에 대한 설명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이를 통하여 

독자들은 문제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아래로 떨어지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관찰하는 이상실험에 대해  

설명할 때 두 가지 시점이 등장한다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반영한다 첫 번째는 이상실험을 하. 

고 있는 저자와 독자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이상실험 속의 승강기 내부

와 외부의 관찰자 시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상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 

에 앞서 전지적인 시점에서 결과를 예상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실험의 결

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위한 기초 등가원리 좌표계의 성( , 

질 를 다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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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관점을 취할 때는 독자에게 친숙한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아 

인슈타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물체. 

가 떨어지는 것은 친숙한 상황이다 이 점이 승강기 이상실험을 제시하. 

는 순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떨어지는 승강기의 상황을 먼저 제시함. 

으로써 독자들이 이상실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

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빛의 휘어짐에 대해서도 아래로 휘어지는 상황을 . 

제시하고 있어 휘어짐의 이유를 중력에 의한 것으로 연결 짓기 수월하다. 

물리학 이론의 성질에 대한 서술

물리학의 본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 

나고 있다. 

But our final aim is alway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ality.( ) …

Although it sounds paradoxical, we could say: Modern physics is 

simpler than the old physics and seems, therefore, more difficult and 

intricate. The simper our picture of the external world and the more 

facts it embraces, the more strongly it reflects in our minds the 

harmony of the universe.(Einstein, Infeld, 1938, p.225)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더 잘 이해하는 것 

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뉴턴 역학으로 우리 주변 물체의 운동은 잘 . 

설명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또한 에서 . EoP

계속 지적했듯이 관성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이. 

에 대한 해답이 일반상대성이론이겠지만 이 이론의 형태는 복잡하고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조화 를 추구. (harmony of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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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간의 모험은 계속되어 간다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독자들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을 추구해가며 잃어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Every speculation must be tested by experiment, and any results, no 

matter how attractive, must be rejected if they do not fit the 

facts.(p.251)

에서 이상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 EoP

운 이론을 추구하는 과정이 자칫 사색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 

색은 반드시 실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 덕분에 독

자들은 자연을 이해하는 모험의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 

점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 사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

설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

는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  EoP

외에도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의 한 절을 구. EoP

성하는 흐름에 따라 표 에 정리하였다[ -3] . Ⅵ

의 EoP
절 제목

흐름 내용
설명을 
위한 기술

10 
General 
Relativity

시작 고전물리학의 중대한 어려움• 질문
중간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 인지갈등

마무리
일반상대성이론의 구체적인 논의에 대• 

한 예고
예고

표 의 설명을 위한 기술[ -3] EoP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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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절부터 절까지 일반상대성이론이라는 큰 주제로 설명되기는  EoP 10 13

하지만 각 절 별로 절의 제목으로 대표되는 소주제에 대한 완결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의 단계에서는 주로 질문이나 예고의 기술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내용을 시작하며 독자들이 그 내용에 빠져. 

들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중간 단계에서는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무리 단계는 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음 절에 대한 예고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11 
Outside
and Inside 
the Lift

시작 승강기 이상실험을 예고• 예고

중간
이상실험 1• 
이상실험 2• 
이상실험 3• 

이상실험
인지갈등
대화

마무리 새로운 상대론적 물리학의 특징 요약• 
정리
예고

12
 Geometry
 and 
experiment

시작 새로운 기하학에 대한 예고• 예고

중간

이상실험 1• 
이상실험 2• 

이상실험
인지갈등
논증

새로운 기하학의 모습• 

대화
시각화
비유
논증

마무리 새로운 상대론적 물리학의 특징 요약• 정리
13 
General 
relativity 
and its
verification

시작 뉴턴의 중력 법칙이 가진 문제• 
정리 
질문

중간 새로운 중력 이론의 특징• 비유

마무리 검증의 열린 결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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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과 의 서술 방식을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2. EoP

더 넓은 지평의 만남으로 이끄는 서술 방식(1)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과 에서 모두 기존 물리학 이론의 문제를  EoP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두 대상에서 모두 개념이. 

나 원리의 의미와 물리학 이론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며 독자들이 일반상

대성이론에 대해 단편적인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역학 법칙의 변

화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질문이나 예고 이상실. , 

험 등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면서 독자들이 물리학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 물리학 이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고

전 물리학에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

이며 지평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원전 논문과 의 서술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2) EoP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은 물리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술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을 EoP

것 같지만 공통점 또한 드러났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대상의 서. 

술 방식의 공통점은 독자들을 더 넓은 지평과 만나게 하기 위하여 다양

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설명을 위한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 

한다 질문 인지 갈등 유발 예고 이상실험 논증 등의 방법은 원전 논. , , , , 

문과 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독자들EoP . 

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전 논문의 경우 이와 같은 설명 기술의 활용이 에서  Part A

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전 영역에서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며 . EoP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전 논문은 외의 부Par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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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는 설명 기술을 찾기 어렵다 넓은 지평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서사적인 서술이 나타날 뿐 특별

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의 경우 전체 서술에서 개념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방식 EoP

을 취하고 있고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였다 특히 의 서문에. EoP

서도 밝히고 있듯이 가 독자와의 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인슈EoP

타인은 마치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듯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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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결론 및 논의5 

제 절 요약 및 결론1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찾고자 아인슈타 

인의 원전 논문과 를 분석하였다 잘 가르치는 것은 곧 어떤 내용을 EoP .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인 .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위한 저서와 학술논문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 

떻게 설명하는가?

내용의 흐름은 어떠한가1) ?

내용의 구조는 어떠한가2) ?

세부 서술 방식은 어떠한가3) ?

연구 결과 흐름도를 통해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의 설명을 위한  

내용 구성은 문제 제기 문제 해결 이론의 검증이라는 세 개의 단계- – 

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전 물리학의 관성좌표계라는 존재에 . 

의문을 제기하며 인식론적 결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물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 

다는 검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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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과 는  EoP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인 새로운 이론에 대하여 대응원리와 자. 연 현상

을 통해 검증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물리학과 수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 

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

다 원전 논문이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중. 

력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에서는 일EoP

반공변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리학 영역에서 다루

고 우리의 시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하학을 수학 영역

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과 수학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물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중력장 방정식. 

에 대한 설명이 원전 논문에서는 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면 에EoP

서는 그것의 특징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함으로써 중력장 방정

식에 대한 이해에 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전 논문과 의 주제어를 구 EoP CCK 

조도로 나타냈을 때 두 대상은 가지 영역인 를 3 nucleus, body, periphery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대상의 와 영. nucleus periphery 

역에 나타난 주제어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으로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을 설

명할 때 핵심 개념이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간 이라는 점과 ‘ , , ’

영역의 관성좌표계 개념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periphery ‘ ’ 

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 body 

주제어는 주로 수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난 주제어

이다 가 수식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어는 나. EoP

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수학의 영역인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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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나타났는데 이로부터 수학과 물리학을 연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

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서술 방식을 살펴본 결과 아인슈타인은 독자들을 더  

넓은 지평의 만남으로 이끌기 위하여 설명 과정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물리학 이. 

론의 성질을 설명하여 과학의 본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었고 다

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설명 기술의 경우 원전 논문은 주로 . 

에서는 다양하게 활용되었지만 이후에는 간결하게 수식 위주로 Part A

설명되었다면 에서는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설명 기술을 활용함으로EoP

써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방식을 살펴봤을 때  

중요한 점은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론의 핵심인 일반공변성과 이에 대치되는 개념. 

인 관성좌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변화된 우리

의 인식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 뿐 아니라 물리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개

념 주제어 들이 과학이론문화내용지식 의 구조를 나타낸다 대상과 ( ) (CCK) . 

목적이 다른 두 대상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

의 교사와 전문가들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상대성

이론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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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절 논의 및 제언2 
본 연구는 일반상대성이론의 교육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이론의  

창시자인 과학자의 두 가지 원전을 비교 분석하여 특징을 살펴보았다, . 

이를 통하여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설명의 시작은 기존 물리학에 대한 문제  , 

제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일반상대성이론의 공간 개념에 대한 교재 . 

분석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단순히 관성좌표계에

서 성립하던 물리법칙이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대

성 원리의 확장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김효순( ,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의 확장이라는 결과보다 확장의 2014). 

과정을 더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사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상

대성이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

다.

둘째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학에 대하여 어렵다 , 

는 이유로 내용을 모두 제외하거나 수식만을 나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과 에서 모두 문제 해결 과정으로 물. EoP

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또한 텐서 측지선 방정식 . , 

등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어는 에서 제외하였지만 비유클EoP

리드기하학이란 주제어는 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한 축으로 설명할 EoP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수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셋째 학술 논문을 쓰는 것도 일반인을 위한 책을 쓰는 것과 같이 쉽게  , 

쓸 수 있다 이는 학술 논문을 일반적인 교양 도서처럼 쉬운 말로 써야 .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위. 

하여 그에 걸맞은 언어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원전 논문의 텐서라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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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도구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논문을 이해하는데 필요. 

한 도구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원전 논문과 의 서술 방식의 EoP

공통점처럼 독자들을 넓은 지평으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좀 더 친절하고 쉬운 학술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 

용과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아인슈타인의 저서

의 내용 구성을 수업의 구성에 반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구조도와 교육과정 비교 일반상대성이론에서 수학의 역할과 관련 CCK , 

내용 교육 방법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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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Einstein Expla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Focusing on His ‘Research 
Paper for Scientists’ and ‘A 

Book for Laymen’

Lee, Seoji

Physic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ory of general relativity(GR theory) was introduced to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9 in Korea. 

However we do not have enough studies teachers' difficulties in 

teaching GR theor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good physics 

teaching is to teach physics as physicists do. In this sense, teaching 

well is in line with knowing what is being taught. We tried to find a 

good way to teach the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In this study, we 

wanted to know what should be taught and how to teach theory. In 

order to find a way to teach the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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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Einstein’s research paper(original paper) and a book for 

laymen(Evolution of physics, EoP), since Einstein is the founder of 

the theory.

 The analysis of the two objects was done in three ways; flow 

charts, structure diagrams(CCK) and ways of description. First, the 

contents of the two objects were analyzed. And then, the central 

contents were organiz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 terms of 

content. Based on the content unit, the topic words extracted during 

flow charts drawing and analyzed the structure of contents as a 

cultural contents knowledge structure(CCK structure). Finally, 

detailed descriptive methods were categorized and organized. 

 Results revealed that flow charts of original paper and EoP 

consisted of three steps; troubleshooting problem solving theory – – 

verification. Both of the CCK structures had all three areas: nucleus, 

body, and periphery. And the structure of the EoP appeared to be 

included in the structure of the original paper. In both objects, 

Einstein presented a narrative style to guide the reader to a 

meeting of the broader horizons.

 In summary,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ways to teach general 

relativity lesson learned from Einstein. First, start a discussion on 

the new theory, raising the question of classical mechanics. Second, 

by revealing the core of the theory and the periphery against it, one 

could have a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heory. Third, when 

describing general relativity, it is necessary to describe a 

mathematical field, such as non-Euclidean geometry. Finally, it le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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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s to meet a wider horizons by using methods for a variety of 

explanations.

 The teaching ways foun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future 

research such as analyzing the curriculum of high school and 

developing textbooks.

keywords : education of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Einstein, 
            original paper, a book for laymen
Student Number : 2016-21576



과학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를 중심으로

How Einstein Expla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Focusing on His ‘Research Paper for

Scientists’ and ‘A Book for Laymen’

2019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물리교육전공

이 서 지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를 중심으로

How Einstein Expla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Focusing on His ‘Research Paper for Scientists’

and ‘A Book for Laymen’

지도교수  이  경  호

이 논문을 과학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1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물리교육전공

이  서  지

이서지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 년  1 월

위 원 장 송 진 웅 (인)

부위원장 채 승 철 (인)

위 원 이 경 호 (인)



- i -

국문초록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이 도입되었다. 일반상대

성이론 단원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크지만 이

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잘 가르친다

는 것은 곧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 잘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

하여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이 이론을 설명한 학술 논문

(원전 논문)과 그가 저술한 일반인을 위한 저서(Evolution of

Physics, 이하 EoP)를 분석하였다.

두 연구 대상의 분석은 내용의 흐름, 내용의 구조(주제어 간의 구

조도), 세부 서술 방식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두

대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을 내용 단위

로 설정하였다. 내용 단위를 바탕으로 흐름도를 작성하고 흐름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물리 이론의 과학 문화 구조도

(Discipline-culture structure of theory knowledge)로 그려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부 서술 방식을 범주화하여 정리하였다.

분석한 결과 원전 논문과 EoP의 내용 흐름은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과정 – 이론의 검증’이라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

용의 구조는 nucleus, body, periphery의 세 가지 영역을 모두 갖

추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두 대상에서 모두 독자들을 더 넓은 지

평의 만남으로 이끌기 위한 서술 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요약하면,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찾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

기 위한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둘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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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핵심과 이에 대치하는 periphery를 드러냄으로써 이론에 대

한 이해를 높인다. 셋째,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같은 수학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설명을 위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더 넓은 지평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끈다.

본 연구를 통해 찾은 방법을 통해 추후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루

어지는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칠 수 있

는 교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일반상대성이론교육, 아인슈타인, 원전논문, 일반인을 위한

저서

학 번 : 2016-2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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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을 “모든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

을 제공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라고 규정

하고 있다.(2015 개정 교육과정, p.123)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는

학생들이 가지게 될 개념과 추구할 자연 세계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로까지 확장되었다.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중력파가 2016년 2월 직

접적으로 검출되었다는 발표가 나왔고 이후 지속적으로 검출에 성공하고

있다. 중력파를 검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며 최신의 물리 이론인 일

반상대성이론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교육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

되며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교육 현장의 고민은 깊어

지고 있다.

일반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된 연구의 수는 조헌국(2014)의 조사에 의

하면 국내에 5건 정도이고 이후로도 연구 논문의 수가 아직 적은 편이

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데 뒤따르

는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권순신(2013)의 연

구에서 교사들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념들이 어렵고 어느 깊이까지

가르쳐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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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정중호(2016)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새로 도입된 단원에 대하여

수업을 직접 하는 교사들이 교육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고 교육 내용의

양이 많으며 적절한 예시나 다양한 설명 방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는 점을 설명하였다.

고은정(2013)의 연구에서는 예비교사들이 교직수행을 잘하기 위하여 대

학 시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이 예비교사들의 학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실습수업의 실행에 영향을 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연구자의

경우 예비교사 시절 대학의 커리큘럼에 일반상대성이론 과목이 따로 있

지 않았고 일반물리학이나 현대물리학 강의의 일부로 일반상대성이론을

배웠다. 교사들이 대학 시절 배우는 내용이 적기 때문에 실제 교육 현장

에서 가르치는 것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홍우(2006)는 교과를 잘 가르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은 어

떤 내용을 가르치는가에 대한 해답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가

르치는 교육 내용을 ‘지식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여기서 지식

의 구조는 학자들의 학문탐구 결과로 나온 ‘기본 개념과 원리’ 뿐 아니라

학생들이 그것을 관련된 현상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의 의

미를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신춘호(2007)는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앞서 자신이 먼저 공부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깨

달아야 한다고 했다. 이봉우(2016)의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생각하는 좋

은 과학 수업은 교육 내용을 학생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수업이라고 생

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잘 가르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교육

내용에 대한 고민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지도서 등의 교재

를 바탕으로 한 텍스트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다. 김민나(2013)는 융합형

과학교과서를 분석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는 교육 내용이 다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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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지 확인하며 교과서 간의 지향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권상운(2018)

은 교재 서술의 특징, 내용 구성의 특징 등을 분석하여 물리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재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얻었다.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대상

으로 삼을 수 있는 교재는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primary literature가 갖는 의미에 주목하였다. Brill, Falk &

Yarden(2004)의 연구에서는 primary literature를 통해 과학에서 축적된

지식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밝혔다.

Baram-Tsabary와 Yarden(2005)의 연구에서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

에 primary literature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과학자 연구 논문을

이용한 교수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자의 연구 형태와 사고 과정을 익

혀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소양과 태도를 익힐

수 있었다(이현정, 2009). 강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과학자의 논문을

공부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사고 과정과 탐구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

는데 도움이 되기 위하여 어떤 교육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론을 직접 창시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

의 문헌 두 가지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학술

논문이고 다른 하나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물리학의 전체

맥락을 설명한 교양서적이다. 설명의 대상과 목적이 다를 것이라 생각되

는 두 대상을 분석하여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어떤 내용과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

알아봄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에 줄 수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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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

가지 접근으로 이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의 설명방식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

떻게 설명하는가?

1) 내용의 흐름은 어떠한가?

2) 내용의 구조(주제어 간의 구조도)는 어떠한가?

3) 세부 서술 방식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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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제 1 절 설명한다는 것

강석진, 노태희(2014, p.22)는 “일상생활에서 설명은 주로 ‘사건이나 현

상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 혹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말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학에서 설명은 ’원인과 과정에 대해 밝히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과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많은 개념과

이론은 어떤 현상의 원인과 과정을 밝히기 위한 것들이다.

이러한 과학의 내용과 탐구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 교육에서 담당해

야 하는 몫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과 학

생들의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송은정 외(2017)의 연구에서는 과학과

성취기준에서 ‘설명하기’라는 인지적 영역에 대한 과학교육전공자와 국어

교육전공자의 해석의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과학 교육에서 설명

한다는 것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어교육전공자

는 ‘설명’을 여러 가지 설명 기법을 포함하는 큰 개념으로 본 반면, 과학

교육전공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범위에 한정된 개념으로 보았다. 또한

과학과 성취기준에서 ‘설명할 수 있다’로 서술된 경우 국어교육전공자들에

게 ‘설명하기’의 인지적 영역 뿐 아니라 ‘묘사하기’, ‘단순 기술’ 등의 영역

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즉 독자들에게 성취기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성취기준에 대표적인 행동 서술어의 정의와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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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외에도 교사들의 실제 수업에서의 설명 과정에 대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황의녕(2006)의 연구에서는 생명 현상을 설명할

때 생물학의 특성을 살리면서 설명하고 학생의 사고 능력 발달을 도울 수

있는 교육 방법을 고안하기 위하여 교사들이 생명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

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교사들이 참조하는 지도서를 바탕으로

생명 현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진술하고 교사가 수업에 사용했던 설명 방

법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주로 목적론적 설명보다 인

과적 설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환경 보전 방법’과 같이 인간

의 의지를 표현하는 설명 문장이 많은 단원의 경우 목적론적 설명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교사들의 설명 방법은 교사들이 참조하는 지도서

에 나타나는 설명 상황의 특성이 교사들의 설명 방법과 많은 관련이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교과 내용을 설명할 때 지도서를 참고하는 것과

같은 실제적인 방법 외에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한 답은 이홍우

(2006)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기 위하여 ‘지식

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였다. ‘지식의 구조’라는 것은 “학자들이

해당 학문 분야를 연구할 때 쓰는 ‘기본 개념과 원리’, ‘핵심적 아이디어’

등”(이홍우, 2006, p.49)을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를 가르친다는 것은 학

생들이 해당 분야의 학자들과 “비록 ‘수준’에 있어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일을 하도록”(이홍우, 2006, p.43) 가르친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현상을 보는 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것은 곧 교육내용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에서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의 구조를 가

르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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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개념과 개념 변화, 교수 학습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만 정작 교사들이 가져야 할 개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최현,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관련

된 지식의 구조를 갖추고자 우선 주제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교육 내용을 아는 것이 곧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일반상대성이론 교육 연구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이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되었다.

해외에서도 아직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

관련된 연구 결과가 적은 편이다. 해외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 주제

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에 대해 다루는 연구를 찾아볼 수 있

다.(Bandyopadhyay&Kumar, 2010; Stein, Galili, &Schur, 2014 등)

일반상대성이론이 교육과정에 도입되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이

것은 권순신(2013)의 연구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일반상대성이론

이 포함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Ⅰ 교과서 내용에 대한 현직교사

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교과 내용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 79% 가량의

현직 교사들이 어렵다고 답했다. 교과 내용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로는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가르쳐야 할지 명확하지 않은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

어서’, ‘학생들 수준에 맞지 않는 심화된 과학 개념들이 다수 포함되어서’,

‘교사도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다수 포함되어서’ 등이 있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이 가장 요구하는 것은 ‘새로 도입된 개념을 교사

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쉽고 상세한 교육자료’였다. 이를 통하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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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은 스스로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권순신(2013)은 교사

연수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을 말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원하는 연수는 ‘새로 도입된 단원이나 어려운

단원 개념 이해 연수’였다. 특정 단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진 않았지만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새로 도입된 일반상대성이론 단원에 관련된

연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정중호(2016)는 2009 개정 물리학 1의 교육 내용 중 새롭게 도입된 두

개의 단원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두 개의 단원 중 하

나인 ‘시공간의 새로운 이해’는 일반상대성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 단원을

설명할 때 교사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교육내용에 대한 자신감 결여

였다. 교사들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또 다른 어려움으로는 너무 많은 교육내용

의 양, 부족한 시수, 다양한 설명 방식이나 자료의 부족 등을 꼽았다.

김성원(2012)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상대성이론의 교육적 의

의와 교육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는 상대성이론의 교육 방향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상대론 학습에서는 이론의 어려운 점을 부각시키는 것

이 아니라 새롭게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물리학

자들이 하는 연구를 인식하고 가치를 알게 하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김성원, 2012)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을 걱정하는 이들에게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상대론 교육의 목적임을 상기시키며 다양한 교육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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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도 하였다.

많지 않은 연구들이지만 교사들이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느끼고 이것이 수업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어려움은 교사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이해의 부족 때문이지만 일반상

대성이론 교육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았다.

제 3 절 교재와 학술논문에 대한 연구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교재를 분석하여 교육내용을 연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Brill, Falk & Yarden(2004)의 연구는 primary literature가 과학교육에

서 갖는 의미를 보여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과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통해 배운 학생들은 과학 지식과 활동, 그리고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을 친

숙하게 느끼게 되었다. Phillips, Norris(2009)는 primary literature를

적용하면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학교 교육에서 사용하는 언어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Baram-Tsabary와 Yarden(2005)는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것에 primary literature의 역할이 있다고 설명하

였다.

김재권 등(2015)은 광양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인

슈타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를 수업에 활용하였다. 대학에서 일반물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 개념 발견의 귀

추적 사고과정을 모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 과정을 구상하고 이

를 학생들에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에게 이론적 배경이 있다면 아

인슈타인의 사고 과정이 학생들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현정(2009)의 연구에서는 과학자 연구 논문을 이용한 교수학습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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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과학자의 연구 형태와 사고 과정을 익혀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

력을 향상시키고 과학적 소양과 태도를 익힐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강선영(2012)의 연구에서도 과학자의 논문을 공부함으로써 과학자들의 사

고 과정과 탐구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성현중(2017)의 연구에서는 특수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

중 교수학습 방법으로 아인슈타인의 탐구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수식의 전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이 어떤

사고를 했고 어떤 과정을 통해 그런 결과를 얻었는지를 학생들은 직접 보

고 경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

교육내용을 찾는데 primary literature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학 교육에서 연구하는 문헌은 primary literature 뿐 아니라 교과서나

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러한 교재를 분석하기 위한 관점과 기준은 매우 다

양하다. 권상운(2018)은 교과서 분석 기준들이 대부분 교과서의 형식적 측

면을 분석하거나 교수학습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체

개발한 분석틀을 통해 물리학의 본질을 가르치는 것을 추구하는 교재에

대한 분석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절에서 교과를 잘 가르치고 설명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일반상대성이론은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교육과정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교사들은 가

르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육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원하고 있

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적은 편이고 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조사하거나 교과서,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교사들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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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 내용과 방

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

법을 찾기 위해 primary literature 성격을 갖는 아인슈타인의 학술 논문

과 저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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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관련 학자들에게 일반상대성

이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한 학술논문 ‘Die Grundlage der

allgemeinen Relativitätstheorie(Einstein, 1916)’(이하 원전 논문)과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저술한

‘Evolution of Physics(Einstein, Infeld, 1938)’(이하 EoP)를 분석함으로써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을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EoP는 서문에서 아인슈타인이 밝히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독자를 대상

으로 한다.

We find him interested in physical and philosophical ideas

and we were forced to admire the patience with which he

struggled thorough the less interesting and more difficult

passages.(Einstein, Infeld, 1938, p.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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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독자의 유형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교육 내

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EoP만으로는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지식의 구조를 온전히 알 수 없다. 과학자들이

직접 학문을 탐구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원전 논문을 함께 분석함

으로써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온전한 지식의

구조를 알아볼 수 있다.

원전 논문은 5개의 Part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4번째 Part는 일반상

대성이론을 물질현상에 적용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는 일반상대성이론 자체를 설명하는 내용이라기보다 현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논하는 내용이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고 5

개의 Part 중 Part A~C, E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oP는 고전 역학부터 양자역학까지 물리학 전반의 내용을 다루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EoP의 내용 중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부분인 3

장의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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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학술 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를 분석하

여 아인슈타인이 설명하고 있는 일반상대성이론의 내용과 이론을 설명하

는 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재를 분석하는 분석틀과 방법은 다양하지

만 본 연구에서는 권상운(2018)의 연구에서 활용한 일반물리학 교재 분석

틀(표 Ⅲ-1)을 바탕으로 하였다. 과학의 관심, 내용 구성, 서술의 특징이라

는 세 가지 분석 기준 중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내용과

방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두 대상의 내용 구성(지식의

범위와 스토리라인)과 서술의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도구적(instrumental) 유형

반성적-해석학적

(reflective-hermeneutical)

유형

과학의 관심

(과학의 가치)

기술적(technical) 관심

실용적인(pragmatic) 과학

(오직 과학의 경제적 가치)

우주론적(Cosmological) 관심

상호 및 자기 이해를 위한 과학

(결과의 의미, 타당성에 대한

추구)

내용 구성

(지식의 범위

& 스토리라인)

상대적으로 제한된 영역의

사실적 지식들 및

문제 풀이 기술의 강조

우주론, 철학, 역사 및

사회학 등을 고려하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의 과학적 지식

짧게 파편화 된 스토리들

및 약한 스토리라인

중심 주제와 주변 주제

사이의 통합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강한 스토리라인

서술의 특징

이미 짜여져 있는 지식의

전달

“수사학적 결론”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주는 방식

[표 Ⅲ-1] 권상운(2018)의 일반물리학 교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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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원전 논문과 EoP의 내용을 여러 차례 독해하며 내용의 흐

름과 구성, 주제 등을 정리하였다. 우선 두 대상의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

여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여러

문장들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형성하고 중심 내용을 정리하였다.

두 대상을 문장 단위로 나누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는 두 대상의

분석 과정 및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쳤다. 한 사람(아인슈타인)이 같은 대

상(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상에서 나타나는 내용의

의미가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는 각각

의 대상을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두 대상 속에 담긴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석학적 순환의 과정을 통해 지평의 융합을 이루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원전 논문을 통해 EoP를 이해하고, EoP의 내용을 통해 원

전 논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Ⅲ

-1]에 표현하였다.

[그림 Ⅲ-1] 원전 논문과 EoP의 분석 과정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 내용 단위를 내용의 순서와 관계에 따라

배열하여 흐름도로 작성하였다.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도에서 드러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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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비교하여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의 내용의 흐

름과 구성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드러난 주제어들의 관계를 구조도로 표현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와 그것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때 과학 이론의 학문 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 of

theory knowledge, 이하 DC 구조도)를 이용하였다. DC 구조는 학습자가

지식을 3가지 구성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가장 안쪽에 그려진 부분

은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나타낸다. nucleus를 감싸는 부분은

body knowledge을 나타낸다. nucleus의 다양한 적용, 문제 해결, 현상

에 대한 설명, 관련 실험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가장 바깥쪽에

는 nucleus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인 periphery를 나타낸다.(Galili,

2005) DC 구조도의 기본 유형은 [그림 Ⅲ-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Ⅲ-2] DC 구조도

마지막으로 내용의 흐름과 주제어들의 구조가 드러나는 아인슈타인의 세

부 서술 방식을 분석하였다. 권상운(2018)은 근거 이론의 절차를 참조하여

일반 물리학 교재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1차 코딩을 통해 문장들을

40개의 작은 범주로 구성하였고 2차 코딩을 통해 1차적으로 코딩된 범주

들을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여 교재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참조하여 1차 코딩을 마친 내용 단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재조합하는 2차 코딩을 통해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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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과 EoP에서 독자들에게 일반상대

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고자 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는 연구자 외에 물리교육 전문가 1인과 물리학 박사

1인, 물리교육 석사과정 대학원생 2인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논의

하며 결과의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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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인 EoP를 내용의 흐름과

내용의 구조, 세부 서술 방식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

슈타인이 이론을 설명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상대성이론

을 가르칠 때 중요한 내용과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제 1 절 흐름도를 통해 파악한 내용의 흐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내용과 방법을 찾기 위하여 우선

두 연구 대상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원전 논문과

EoP를 분석하여 내용을 단위화하고 단위화 된 내용 단위를 내용의 흐름에

따라 배열한 흐름도를 표현하였다. 원전 논문의 분석은 4개의 Part에 대

하여 이루어졌고 EoP는 전체 내용 중 일반상대성이론을 중점적으로 다루

는 4개의 절을 분석하였다. 원전 논문은 각 절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보

았기 때문에 총 20개의 내용 단위가 나타났다. EoP의 경우 각 절의 서사

구조에 따라 내용을 분석하며 정리한 중심 내용1)을 하나의 내용 단위로

설정하였고 총 21개의 내용 단위가 나타났다.

1) 김홍빈, 이경민, 이경호, 이서지, 이은예의 투고 예정 공동 연구 결과물(일반상

대성이론을 가르칠 때 고려해야할 세 가지 교훈 :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 19 -

내용 단위들은 흐름도에 순차 또는 병렬, 심화의 세 가지 관계로 연결

하여 표현하였다. 우선 원전 논문과 EoP에서 서술된 순서를 그대로 따

르는 경우를 순차 관계로 표현하였다. 순차 관계는 내용 단위들이 인과 관

계에 있거나 다른 내용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이것을 내용 단

위들을 상하로 배열하고 아래 화살표로 연결하여 흐름도에 표현하였다.

글의 흐름에서 뒤에 나온 내용 단위이더라도 같은 대상을 또 다른 개념

이나 말로 설명하고 있거나 뒤에 나올 다른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논리

적 위상이 비슷한 경우를 병렬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병렬 관계는 흐름

도에 내용 단위를 나란히 배열하고 실선으로 연결하였다.

마지막으로 내용 단위 중에서 일반상대성이론만을 위한 내용이 아닌 물

리학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거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철학적인 내용

이 담겨있는 내용 단위를 심화 관계로 표현하였다. 심화 관계에 해당되

는 내용 단위는 직전 내용 단위의 옆으로 나란히 배열한 뒤 점선으로 연

결하였다.

내용 단위들은 원전 논문의 경우 Part별로, EoP의 경우 절별로 배열하

였다. 내용 단위들이 배열된 각 Part와 절은 하나의 내용 상자로 묶였다.

내용 상자들도 내용 단위들을 배열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열하였다.

다음에서는 원전 논문과 EoP의 내용 단위들을 배열한 흐름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두 흐름도의 비교를 통해 파악한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

설명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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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흐름도

(1) 원전 논문의 흐름도

원전 논문의 5개 Part 중 물질 영역에 대해 설명하는 Part D를 제외한

4개의 Part를 이루는 총 20개의 절을 내용 단위로 하여 원전 논문의 흐

름도를 작성하였다. 이때 내용 단위에 나타난 숫자는 절의 순서를 의미

한다. Part E의 21절과 22절은 내용 단위의 순서로는 19번과 20번에 해

당되지만 절의 순서를 그대로 내용 단위 번호로 반영하여 흐름도에 표현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Ⅵ-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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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1] 원전 논문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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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논문의 내용 단위1은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고전역학과 비교할 때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드러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 특수상대성이론이 고전역학의 시간의 공간에 관한 개념을 변화시

키긴 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The modification to which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has

subjected the theory of space and time is indeed far-reaching,

but one important point has remained unaffected.(Einstein, 1916,

p.147)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이론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가지 중요

한 점은 기하학의 법칙(laws of geometry), 더 일반적으로는 운동학의 법

칙(laws of kinematics)이라고 설명한다. 두 법칙은 시간과 공간에 관한

해석을 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해석이 변화될 것임을 예고하며 내용

단위1을 마무리하고 있다.

We shall soon see that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cannot

adhere to this simple physical interpretation of space and

time.(Einstein, 1916, p.148)

내용 단위2는 ‘뉴턴의 양동이’로 알려진 이상실험에 대한 마흐의 해석을

상기시키며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을 지적한다. 또한 중력장이 모든 물

체에게 동일한 가속도를 부여한다는 등가원리를 적용하여 관성좌표계와

이것에 대해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 뿐 아니라 가속하는 좌표계까지도 현



- 23 -

상을 물리적으로 기술함에 있어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로부터 특수상대성원리가 확장될 필요성을 제기되었다.

내용 단위3은 다시 한 번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이 지닌 시간과 공

간에 관한 물리적인 의미의 변화를 설명한다. 4차원 시공간 연속체에 좌

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물리 법칙에 일

반공변성을 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내용 단위2와 3은 내용 단위1에서 설명한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이

지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해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

리적 위상이 비슷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내용 단위1에 순차적으로 내용

단위 2와 3이 배열되는데 둘은 병렬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4는 좌표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요소(linear

element, 로 표현)와 을 나타내는 수식에서 가 갖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내용 단위3에서 설명한 시공간 연속체에 좌표를 부

여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내용 단위3에 이어지는 순차 관계로

표현하였다.

내용 단위 5부터 12까지는 원전 논문에서 새로운 이론에 대한 공식을 쓰

기 위하여 필요한 수학적인 도구인 텐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용 단위 5와 6은 여러 가지 종류의 텐서의 정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병렬 관계로 표현하였다. 내용 단위 7은 텐서의 간단한 계산에 대

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내용 단위 5와 6에 이어지는 순차 관계로 나

타낼 수 있다.

내용 단위 8에서는 (fundamental tensor, 기본텐서)의 의미를 설명하

고 내용 단위 9에서는 측지선 방정식과 입자의 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

다. 두 내용 단위를 물리학에 기반을 둔 수학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판단하고 병렬 관계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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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어지는 내용 단위 10, 11, 12는 텐서의 미분, 특별한 공식, 리만

크리스토펠 텐서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들 내용은 특별한 관계를 가

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내용 단위들을 순차 관

계로 표현하였다.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에서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이 가지는 결함

에 대해 지적하며 일반상대성이론으로의 확장이 인식론적으로 당연히 이

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수학적 도구인 텐서에 대해서도 설명한 후 본격적으로 Part C를 통해 일

반상대성이론의 대표 공식인 중력장 방정식에 대해 설명한다.

내용 단위 13은 중력장에 놓인 점 입자의 운동 방정식을 내용 단위 9에

서 설명한 측지선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며 운동방정

식에서 중력장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내용 단위 14와 15는 물질이 없는 곳에서의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한다.

내용 단위 14는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설명하고 내용 단위 15는 이것이

운동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내용 단위 16과 17은 물질이 있는 곳에서의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설명

을 담고 있다. 내용 단위 16에서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표현하고 내용

단위 17에서 이로부터 운동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인다.

내용 단위 18에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서의 중력장 방정식으로부터 물질

에 대한 운동방정식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내용 단위 13이 운동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뒤이어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14~18은 13의 순차관

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 14와 15가 물질이 없는 곳에서의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둘은 병렬 관계로 표현되고 뒤이어 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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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곳에서의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는 내용 단위 16과 17도 병렬 관계

로 표현되며 연결된다. 내용 단위 18은 내용 단위 16과 17로부터 중력장

이 아닌 물질에 의한 운동방정식을 이끌어냈으므로 내용 단위 16과 17의

심화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art E는 중력장 방정식이 근사를 통해 뉴턴의 법칙으로 환

원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내용 단위 21과 여러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내용

단위 22로 이루어져 있다. 두 내용 단위는 일반상대성이론의 검증과 적용

에 관한 내용으로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Part A는 기존의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Part B와 Part C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Part A의 순차관계로 Part B와

Part C가 이어지며 둘은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뒤이은 순차관계로 Part E가 연결된다.

(2) EoP의 흐름도

EoP의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4개의 절을 분석하며 중심 내용들을 정리

하고 이것을 총 20개의 내용 단위로 설정하였다. 내용 단위들의 관계를

파악하여 배열한 흐름도는 [그림 Ⅵ-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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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2] EoP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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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의 3장 10절은 6개의 내용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 단위 1은 관

성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내

용 단위 2는 물체의 운동을 다른 물체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내는 우리의

상식과 고전역학 사이의 불일치를 통해 고전역학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

다. 두 내용 단위는 기존 이론에 대한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

으므로 흐름도에서 병렬관계로 표현된다.

내용 단위 3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 법칙이 모든 좌

표계에 대해 타당하도록 정식화하는 것, 즉 일반공변성을 추구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내용 단위 4는 그 해답이 일반상대성이론으로 해결되었다고 간

단히 제시하고 있다. 내용 단위 3과 4가 내용 단위 1과 2로부터 제기된

문제의 해결 방향,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3과 4는 내용

단위 1과 2에 이어지는 순차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 5에서 아인슈타인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better

understanding of reality(Einstein, Infeld, 1938, p.225)”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반상대성이론만의 목적이 아니라 물리학의 궁극적인 목

적을 설명하는 것이다.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단

위 4의 심화관계로 연결하였다.

11절은 가속 운동하는 승강기 내부와 외부의 관찰자가 승강기 안에서 일

어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실험2)을 통해 관성좌표계의 존재를 제

거하는 부분이다. 내용 단위 7은 이상실험의 의미를 설명하며 앞으로의

논의를 이상실험을 통해 이끌어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뒤이은 내용 단위 8과 9는 떨어지는 승강기 또는 끌어 올려지는 승강기

2) EoP의 “idealized experiment”를 ‘이상실험’이라고 번역하였다. 현대에는 주

로 ‘사고실험’으로 쓰인다. 원문의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그대로 번역하여 본문에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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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물체 운동에 대한 내부와 외부 관찰자의 설명이 양립 가능함을 보

이고 있다. 가속 운동하는 좌표계와 관성좌표계에서의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에 모순이 없다는 것을 보이고 있으므로 내용 단위 8과 9는 병렬관계

로 연결된다.

내용 단위 10은 끌어 올려지는 승강기 내부를 지나는 빛에 대한 내부와

외부 관찰자의 설명을 담고 있고 내용 단위 11은 등가원리를 통해 두 설

명이 양립 가능함을 보이고 있다. 내용 단위 8, 9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내용 단위 12는 등가원리를 통해 관성좌표계를 제거한 앞선 논의를 정리

하고 있으므로 내용 단위 11에 이어지는 순차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12절은 5개의 내용 단위가 나타난다. 내용 단위 13에서는 앞으로의 내용

이 기하학과 관련된 내용임을 밝힌다. 뒤이어 11절과 유사하게 내용 단위

14와 15에서 이상실험을 통해 새로운 기하학의 필요성을 설명하므로 둘은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내용 단위 16에서는 옛날 물리학자와 현대 물리학자의 대화를 통해 새로

운 기하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이미지와 특징을 설

명하고 있다. 앞선 내용 단위들에서 제기한 새로운 기하학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16은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내용 단위 17은 시공간의 개념을 일반화시키는 일반상대성이론의 특징을

요약하는 것으로 내용 단위 16에 뒤이어진다.

13절의 내용 단위 18은 다시 한 번 뉴턴의 중력 법칙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뒤이어 새로운 중력이론의 특징을 내용 단위 19에서 설명한다. 내

용 단위 20에서는 새로운 이론은 실험으로 검증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물리학 이론의 조건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내용 단위 19에 심화관계로 연

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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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단위 21은 일반상대성이론을 검증하는 자연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뒤이어 내용 단위 22에서 이러한 검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열린 결론으

로 13절이 마무리된다. 따라서 내용 단위 21과 22는 순서대로 내용 단위

19에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10절에서 고전역학이 상식과 충돌한다는 어려움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

하는 과정은 11절과 12절에 나타난다. 따라서 10절에 뒤이은 11절과 12

절은 병렬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13절은 새로운 이론에 대한 검증의 내

용을 담고 있으므로 앞의 내용들에 뒤이은 순차관계로 연결된다.

2.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도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

앞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EoP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의 흐름을 분석하여 흐름도로 표현하였다. 이번 절에서는 흐름도를 그리며

살펴본 두 대상의 내용과 흐름도의 모습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을 설명할 때 다룬 내용 흐름의 특징을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원전 논문과 EoP 흐름도의 공통점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도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각각의 흐름도를 이루

고 있는 4개의 내용 상자의 배열이 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첫

번째 내용 상자에 뒤이어 두 개의 내용 상자가 나란하게 배열된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 상자가 뒤따른다.

내용 상자의 배열 뿐 아니라 각 내용 상자가 담고 있는 의미 역시 유사

한데 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림 Ⅵ-3]과 [그림 Ⅵ-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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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Ⅵ-3]

원전 논문 흐름도의 모식도

[그림 Ⅵ-4]

EoP 흐름도의 모식도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도를 간단하게 표현한 모식도를 보면 원전 논문

과 EoP의 내용 흐름이 모두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과정(물리학, 수학)

- 이론의 검증’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내용

상자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흐름도를 그리며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원전 논문과 EoP 흐름도

의 첫 번째 내용 상자는 기존의 물리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이다. 원전 논문에서는 내용 단위2에서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을 다음

과 같이 지적하였다.

In classical mechanics, and no less in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re is an inherent epistemological defect which was,

perhaps for the first time, clearly pointed out by Ernst

Mach.(Einstein, 1916,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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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마흐가 지적한 인식론적 결함을 서로에 대해 회전하는 동

일한 두 유체 덩어리에 대한 이상실험을 통해 설명한다. 표면이 구형인 한

유체 덩어리()가 자신에 대해 회전하고 있는 유체 덩어리()를 보면

그것의 표면은 타원 모양이 된다. 한편 가 자신에 대해 회전하고 있는

을 보면 의 표면은 타원 모양이 된다. 과 의 현상에 대한 설명

은 모순된다. 회전하는 유체 이상실험 뿐 아니라 가속 좌표계와 중력이

작용하는 좌표계를 구별할 수 없다는 이상실험(내용 단위 2)과 관성좌표

계와 이에 대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원주율에 대한 차이(내용 단위 3)

등을 드러내며 지금까지의 물리학 이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다.

이것은 EoP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내용 단위 1에서 관성좌표

계의 뜻을 묻고 답하는 과정을 담은 대화 내용이다.

“what is an inertial system?”

“It is a c.s. in which the laws of mechanics are valid. A body on

which no external forces are acting moves uniformly in such a

c.s. This property thus enables us to distinguish an inertial c.s.

from any other.”

“But what does it mean to say that no forces are acting on a

body?”

“It simply means that the body moves uniformly in an intertial

c.s.”

…

“Then what, concretely, is your inertial c.s., and how is its state

of motion to be chosen?”

“It is merely a useful fiction and I have no idea how to realiz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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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 could only get far away from all material bodies and free

myself from all external influences, my c.s. would then be

inertial.”

“But what do you mean by a c.s. free from all external

influences?”

“I mean that the c.s. is inertial.”

(Einstein, Infeld, 1938, pp.221-222)

대화의 내용을 보면 관성좌표계는 역학법칙이 유효한 좌표계이고 여기서

역학법칙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물체가 끊임없이 등속 운동하는 것

을 말한다. 다음 질문으로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의 의미를 물었는데 물

체가 관성좌표계에서 운동하는 것이라 답한다.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대

화 내용을 통해 질문과 답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

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역학법칙이 가지는 관성좌표계

에 대한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관성좌표계에 대한 문제를 EoP의 내용 단위 2에서

또 다른 관점으로 설명한다. 회전하는 좌표계와 그렇지 않은 좌표계에 적

용되는 물리법칙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기존 이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다. 고전역학에서는 회전하는 좌표계와 그렇지 않은 좌표계에 적용되는 물

리 법칙이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곧 좌표계의 움직임을 단 하

나의 좌표계만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

리의 상식으로는 어떤 물체가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의 다른 물체와

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을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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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 motion of a body we always mean its change of position

in relation to a second body. It is, therefore, contrary to

common sense to speak about the motion of only one body.

Classical mechanics and common sense disagree violently on this

point.(Einstein, Infeld, 1938, p.222)

흐름도의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제기 단계에서 원전 논문은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을 지적하고 EoP에서는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원전 논문에서 지적한 고전역학의 인식론적 결함이 곧 관성좌

표계의 문제임을 생각했을 때 두 대상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흐름도의 두 번째 단계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다. 원전 논

문과 EoP는 2개의 내용 상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원전 논문의

Part B와 Part C, EoP의 11절과 12절이 이에 해당된다.

우선 원전 논문에서는 Part B에서 텐서에 대해 설명하고 Part C에서 텐

서로 표현된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기한 고전역학

의 인식론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변성을 갖는 수학적 도구인 텐

서로 물리법칙을 표현하면 된다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의 Part B에서 텐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Let certain things(“tensors”) be defined with respect to any

system of co-ordinates by a number of functions of the

co-ordinates, called the “components” of the tensor. There are

then certain rules by which these components can be cal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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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new system of co-ordinates, if they are known for the

original system of co-ordinates, and if the transformation

connecting the two systems is known.(Einstein, 1916, p.157)

즉, 텐서로 물리 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떠한 좌표 변환을 하여도 성

립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고 자연 현상에 대한 모순 없는 설명이 가능해

질 것임을 말해준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물리 법칙을 얻기 위하여 텐서의

종류, 계산, 특징 등을 순전히(purely) 수학적인 논의로 설명하고 있다.

원전 논문의 Part C에서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중력이론인 중

력장 방정식을 기존의 물리학 지식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A freely movable body not subjected to external forces moves,

according to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in a straight line

and uniformly. This is also the case, according to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for a part of four-dimensional space in

which the system of coordinates  , may be, and is, so chosen that

they have the special constant values given in (4).(Einstein, 1916,

p.178)

To show that the field equations correspond to the laws of

momentum and energy, it is most convenient to write them in

the following Hamiltonian from … (Einstein, 1916, p.181)

The field equations for matter-free space formulated in §15 are

to be compared with the field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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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Newton’s theory. We require the equation corresponding to

poisson’s equation

∇   

where  denote the density of matter.(Einstein, 1916, p.184)

입자의 운동 방정식이 측지선방정식을 따른다는 것, 장 방정식이 운동량

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따른다는 것, 물질이 없는 곳과 물질이 있는 곳에

서의 장방정식을 라플라스 방정식과 푸아송 방정식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것이 중력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

로운 공식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한다는 설명은 따로 없지만 텐서를 이용하

여 공식을 표현하는 것이 곧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

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원전 논문의 Part C는 기존 물리학 지식에 기반을 두었으며 일반

공변성을 만족하는 텐서로 표현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새로운 방정식을 소

개하는 부분이다. 즉,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물리학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원전 논문이 수학적 개념인 텐서를 설명한 후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한

것과 달리 EoP에서는 새로운 물리 법칙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해야 한다는

물리학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우리의 시공간에 대한 물리 법

칙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하

였다.

우선 11절에서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물리 현상에 대한 설명은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등가원리와 중력장의 존재이다. 등가원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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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관찰자가 보는 진행경로와 외부의 관찰자가

생각하는 내부 관찰자에게 보일 빛의 진행 경로에 대한 설명은 달라진다.

즉 내부의 관찰자는 빛은 직진하므로 직선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하지만 외

부의 관찰자가 생각할 때는 승강기가 위로 가속하고 있으므로 내부 관찰

자가 휘어지는 빛의 진행 경로를 관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설명이지만 등가원리에 의해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는 질량을 지닌다는 점에서 내부의 관찰자가 빛이 중력장에 의해

휘어진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의 서술로

확인할 수 있다.

We can eliminate “absolute” motion from our examples by a

gravitational field. But then there is nothing absolute in the

non-uniform motion. The gravitational field is able to wipe it out

completely.

The ghosts of absolute motion and inertial c.s. can be expelled

from physics and a new relativistic physics built.

(Einstein, Infeld, 1938, pp.234~235)

이러한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일반상대성이론과 기존의 기하학 사이에

문제가 있음을 밝히며 12절을 시작하고 있다.

Our next example will be even more fantastic than the one with

the falling lift. We have to approach a new problem ; that of a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relativity theory and

geometry.(Einstein, Infeld, 1938, p.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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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그림자 인간을 가정하고 그들이 사는 시공간을 기하학적으

로 설명하고 있다. 2차원의 구면에 살고 있는 그림자 인간들에게 반지름

이 서로 다른 두 동심원의 원주율이 같지 않다는 점, 회전하는 원반의 내

부와 외부 관찰자가 측정하는 큰 원의 원주율이 같지 않다는 점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던 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원전 논문과 EoP 흐름도의 두 번째 단계가 물리학과 수학 영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두 대상이 물리학과 수학 영역

을 모두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특징이지만 각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

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흐름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한 결과가 우리의 관찰, 상식과

잘 들어맞음을 검증한다. 원전 논문의 Part E의 21절, 22절과 EoP의 13

절이 이에 해당한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원전 논문의 21절을 시작한다.

As has already been mentioned more than once,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as a special case of the general theory is

characterized by the  having the constant values (4). From what

has already been said, this means complete neglect of the effects of

gravitation.(Einstein, 1916, p.193)

이후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얻은 중력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에서 중력

에 의한 효과를 없애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고전역학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얻는 과정을 수식의 전개를 통해 보여준다. 이것은 미시세계를 기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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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에 일상세계의 거시적인 변수를 대입하면 고전역학과 같은 결과

를 얻어야 한다는 대응원리와 유사하다.

원전 논문의 22절은 EoP와 같이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중력장 방정식을 통해 계산하여 자연

현상에 대해 정량적인 설명을 한다. 측정자와 시계의 흐름 변화 사례, 질

량을 가진 물체를 지날 때 빛의 휘어짐, 그리고 수성의 궤도가 달라지는

정도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Calculation gives for the planet Mercury a rotation of the orbit

of 43″ per century, corresponding exactly to astronomical

observation(Leverrier)(Einstein, 1916, p.200)

EoP는 11절에서 빛의 휘어짐이라는 자연 현상을 통해 일반공변성을 만

족하는 물리 법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3절에서는 이 외에 지금까지

의 논의를 정리하고 중력이 매우 약하다는 특별히 제한된 경우에 일반상

대성이론을 고전역학으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우리의 새 이론

이 검증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How did the new theory of gravitation stand the test of

experiment? This question can be answered in one sentence :

The old theory is a special limiting case of the new one. If the

gravitational forces are comparatively weak, the old Newtonian

law turns out to be a good approximation to the new laws of

gravitation.(Einstein, Infeld, 1938, pp.2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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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으로 수성의 궤도가

회전하는 것, 지구와 태양 위에서 시계의 리듬이 달라지는 현상에 대하여

정성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흐름도의 마지막 단계인 이론의 검증 단계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검증하

기 위한 사례들이 원전 논문과 EoP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원

전 논문에서는 수식을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풀고 정확한 값을 얻는 과정

을 보여준 것에 비해 EoP는 정성적인 설명으로 독자들을 이해시키고 있

다. 학술 논문에서 설명한 사례를 일반인들을 위한 책에도 그대로 소개한

것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이 사례들을 정량적인 설명 없이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원전 논문과 EoP 흐름도의 차이점

앞서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도가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과정(물리학

과 수학) - 이론의 검증’이라는 3단계 구성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두 대상은 같은 문제 의식(관성좌표계의 존재)을 가지고 있었고 유사

한 사례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였다. 흐름도의 두 번째 단계인 문제 해결

과정은 원전 논문과 EoP 모두 물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

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두 대상에서 물리학과 수학의 영역으로 보는 내용

에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EoP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학과 수학 영역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표 Ⅵ-1]은 원전 논문과 EoP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어진 물리학과

수학 영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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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영역
원전 논문 EoP

물리학

텐서로 표현된 중력장 방정식을

통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물

리 법칙을 설명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관성

좌표계 제거(일반공변성 설명)

수학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인 텐서 소개

새로운 기하학의 필요성과 모

습을 설명

[표 Ⅵ-1] 원전 논문과 EoP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어진 물리학과 수학의 영

역

우선 원전 논문은 물리학 영역에서 중력장 방정식에 대해 설명한다. 중력

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의 형태를 텐서를 이용하여 표현하고 이 방정식이

기존의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텐

서가 일반공변성을 가지므로 텐서로 표현한 중력장 방정식도 일반공변성

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에서 텐

서로 표현되는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 방정식의 변형을 통한 물리 법칙의

확인 등을 보여준다.

한편, EoP의 물리학 영역에서는 주로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물리 법칙

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관성좌표계를 제거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저

서이므로 수식이 등장하지 않지만 내부와 외부의 관찰자 입장을 모두 살

피고, 세 가지 실험 상황을 보여주는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은 일반공변성이다. 모든

좌표계에서 양립할 수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며 결국 관성좌표

계의 존재가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있다.

원전 논문과 EoP에서 다루고 있는 물리학 영역의 중심 주제는 중력장

방정식과 관성좌표계 제거로 서로 다르게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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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중심에는 일반공변성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중심 생각이 일반공변성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수학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대상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우선 원전

논문에서는 텐서에 대한 소개와 설명을 제시하지만 EoP에서는 새로운 시

공간의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의 Part B에서 설

명한 텐서에 대해 순전히 수학적인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후 텐

서의 정의, 표현, 계산 등에 대해 수식과 함께 설명한다.

EoP의 수학 영역은 새로운 시공간의 구조를 표현하기 위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하학 역시 수학적 대상이지만 수식은 등

장하지 않는다. 길이의 길고 짧음을 비교하는 과정만으로도 기존의 유클리

드기하학으로는 우리의 시공간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전 논문과 EoP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영역은 텐서와 비유클리드기하학

이라는 수학적 대상이다. 다루고 있는 내용의 차이가 나타났을 뿐 아니라

설명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원전 논문에서는 주로 수식의 전개를 바탕

으로 설명을 덧붙인 것에 비해 EoP에서는 수식 없이 이상실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처럼 두 대상의 내용 흐름 중 가장 큰 차이점

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 중 수학 영역의 주제의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원전 논문과 EoP의 내용 흐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두 대

상에서 모두 기존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

의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이나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새 이론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일반상대성이

론을 가르칠 때 기존 이론에 대한 문제 제기의 중요성과 이론의 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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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흐름의 차이점은 문제 해결 과정의 물리학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다루는 중심 내용과 방식에서 나타났다. 원전 논문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

는 수학적 도구인 텐서를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

한 것에 비해 EoP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이론을 찾기 위하여 관성좌표

계를 제거해야 함을 설명하고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원전 논문과 EoP의 대상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원전 논문의 경우 수학적 개념

과 수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EoP는 숫자조차 등장하지 않고

어림을 통해 독자들이 정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었다. 우리가 학

생들에게 일반상대성이론을 가르칠 때 어려운 수학 내용이 장애물로 느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EoP에서 나타난 설명을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을 가

르칠 때 필요한 수학 내용과 방법에 대한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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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리 이론의 학문 문화 구조도(DC structure)로

표현한 내용의 구조

앞 절에서 원전 논문과 EoP 흐름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아인슈타

인이 설명하고 있는 일반상대성이론의 내용과 그 흐름을 살펴보았다. 두

대상에서는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과정 – 이론의 검증’이라는 3단계의

내용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대

한 공통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의문을 물리학과 수학의 영역을 통해 해

결하였다. 또한 빛의 휘어짐이나 수성의 궤도 변화 등 같은 사례를 통해

이론을 검증하였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물리학과 수학 영역에서 설명한 내용에는 차이

가 있었다. 원전 논문은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를 먼저 설명하였고 텐서로

표현한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한 새로운 방정식이 기존의

물리학 이론인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EoP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물리 법칙을 찾기 위해서 관성좌표

계의 존재는 없어져야 함을 세 가지 이상실험을 통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

리고 우리의 시공간은 새로운 기하학을 통해 설명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이번 절에서는 앞서 원전 논문과 EoP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어

를 선정하고 이것을 물리 이론의 학문 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 of theory knowledge, 이하 DC 구조도)로 나타내었다. 구조

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원전 논문의 각 절의 내용과 EoP의 세부 내용 단

위를 정하기 위한 문단들의 내용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나 사용되

고 있는 특정한 개념이나 법칙을 정리하여 주제어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

어 원전 논문의 Part A의 2절에서 마흐의 이상실험을 통해 고전 역학의

근본적인 인식론적 결함인 관성좌표계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관성좌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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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주제어를 선정하였고 Part B 전체의 내용이 텐서에 대한 정의, 종류,

계산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텐서’라는 주제어를 선정하였다.

DC 구조도는 3가지 요소의 지식을 표현하고 있다. nucleus는 이론에서

핵심적인 원리를 나타낸다. 이를 감싸는 body는 nucleus의 다양한 적용,

문제 해결, 현상에 대한 설명, 관련 실험 결과 등을 나타내고 nucleus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 또는 nucleus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가장 바

깥 영역인 periphery에 나타난다.(Galili, 2005)

원전 논문과 EoP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DC 구조도를 그리고 이를 비교하

여 나타나는 특징을 통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의 구조

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물리 이론의 학문 문화 구조도(DC 구조도)

(1) 원전 논문의 DC 구조도

원전 논문을 구성하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관성좌표계 • 등가원리 • 일반공변성 • 시공간

• 텐서 • 측지선 방정식 • 중력장 방정식

• 운동량-에너지 보존법칙 • 대응원리 • 자연 현상

아인슈타인은 아래 문장을 통해 등가원리에 의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상대성이론의 핵심 원리라고 설명하였다.

It will be seen from these reflexions that in pursuing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e shall be led to a theory of gravitation,

since we are able to “produce” a gravitational field merely by

changing the system of coordinates.(Einstein, 1916,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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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에서 말하는 “these reflexions”는 가속하는 좌표계와 중력이 작

용하는 좌표계를 구별할 수 없다는 등가원리를 바탕으로 특별한 좌표계는

없다, 즉 관성좌표계의 존재를 제거하고 일반공변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설

명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관점 역시 변

화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등가원리와 일반공변성, 시공간이란 주제어는

이론의 핵심인 nucleus에 해당되는 주제어라고 볼 수 있다.

body는 이론의 핵심에 대한 예시, 적용 등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한다.

텐서는 중력장 방정식을 쓰기 위한 수학적 도구이고 중력장 방정식을 얻

기 위해 측지선 방정식,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대응원리에 따라 일반상대성이론이 뉴턴 역학으로 근사된다는 점과 기존

에 설명하지 못했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제어들은 body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periphery는 nucleus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 또는 nucleus

에 반대되는 이론이나 개념을 말한다. 일반상대성이론에서 nucleus에 해

당하는 지식은 관성좌표계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의미를

가졌다. 따라서 관성좌표계는 일반상대성이론의 nucleus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원전 논문의 DC 구조도는 [그림 Ⅵ-5]과

같다.

[그림 Ⅵ-5] 원전 논문의 DC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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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oP의 DC 구조도

EoP를 구성하는 주제어는 다음과 같다.

•관성좌표계 • 등가원리 • 일반공변성 • 비유클리드 기하학

• 시공간 • 중력장 방정식 • 자연 현상

EoP에서 이론의 핵심 원리나 지식을 나타내는 nucleus는 등가원리, 시

공간, 일반공변성으로 나타났다. 10절에서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11절

과 12절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일반공변성이고 그것은 등가원리로

부터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이론은 우리의 시공간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이상의 3가지 주제어는 nucleus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nucleus를 뒷받침하는 지식인 body에 해당하는 주제어는 비유클리드 기

하학, 중력장 방정식, 자연 현상이다. EoP의 12절에서는 시공간을 설명할

때 일반공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다. nucleus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body에

해당한다.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역시 이론의 body에 해당하는 지식을

나타내주고 있다.

관성좌표계라는 주제어는 일반공변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개념이다. 따라

서 periphery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나타낸 EoP의 DC 구조도는 [그림 Ⅵ-6]과

같다.

[그림 Ⅵ-6] EoP의 DC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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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논문과 EoP의 구조도를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

(1) 온전한 형태의 구조도

DC 구조도에는 물리 이론의 두 가지 유형의 지식이 나타난다. 첫 번째

유형의 지식(nucleus, body 영역)은 이론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지식이

고 두 번째 유형의 지식(periphery 영역)은 첫 번째 유형의 지식과 상반

되는 개념을 포함하는 영역의 지식이다.(Galili, 2012) DC 구조도는 이론

의 주요한 핵심 지식 뿐 아니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을 드러내

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개념 변화 모형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Galili,

2005)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과 EoP의 주제어들을 DC 구조도로 나타낸 결과

는 [그림 Ⅵ-5]와 [그림 Ⅵ-6]과 같았다. 두 구조도를 보면 두 대상에서

모두 nucleus, body, periphery의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

할 때 새로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식(nucleus, body 영역) 뿐 아

니라 이에 상반되는 지식(periphery 영역) 역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일반상대성이론은 중력에 대한 물리학 이론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 나온 결과물이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과 EoP의 흐름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학술 논문에

서든 일반인을 대상으로 쓴 책에서든 기존 이론과의 갈등을 드러내고 해

결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다음 절에서는 원전 논문과 EoP의 각 영역을 이루는 주제어들의 비교를

통해 구조도를 바탕으로 알 수 있는 아인슈타인의 설명의 특징을 살펴보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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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논문과 EoP 간의 구성 요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원전 논문과 EoP의 주제어를 비교하면 EoP의 주제어 중 ‘비유클리드 기

하학’을 제외하면 EoP의 구조도가 원전 논문에 포함되는 형태로 나타난

다. 원전 논문과 EoP의 공통된 주제어는 진하게 표기하고 원전 논문에만

있는 주제어는 밑줄, EoP에만 있는 주제어는 점선을 그어 두 구조도를 합

성하면 [그림 Ⅵ-7]과 같다.

원전 논문과 EoP의 주제어를 DC 구조도로 나타냈을 때 두 대상은 이론

의 핵심인 nucleus와 이에 반대되는 개념인 periphery 영역에서 공통적

인 주제어를 나타내고 있다. 논문과 EoP의 구조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nucleus 영역의 주제어는 ‘등가원리, 시공간, 일반공변성’이고

periphery 영역의 주제어는 ‘관성좌표계’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두 대상에서 모두 기존

이론의 문제인 관성좌표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좌표계가 동등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공변성’을 제시하였다. 관성좌표계에 대한 문

제는 ‘등가원리’를 통해 해결되었고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타내는 우리의 ‘시공간’은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3가지 주제어가 nucleus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림 Ⅵ-7] 원전 논문 구조도와 EoP 구조도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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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대상에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

일하게 지적한 문제인 ‘관성좌표계’가 곧 periphery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클리드 기하학을 만족하는 절대 공간과 시간,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독립성은 고전 역학의 nucleus에 해당한다(Galili, 2005).

절대 공간이란 개념은 관성좌표계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고

전 역학의 nucleus가 새로운 이론에서는 periphery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원전 논문에서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

다.

That this requirement of general co-variance, which takes away

from space and time the last remnant of physical objectivity, is a

natural one, will be seen from the following reflexion.(Einstein,

1916, p.153)

앞의 문장에서 물리적 객관성(physcial objectivity)은 고전 역학의 절대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공변성에 대한 요

구가 물리적 객관성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일반상대성이론에서 고전 역

학의 절대 공간 개념 또는 관성좌표계라는 개념을 지운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곧 일반공변성은 일반상대성이론의 nucleus에 해당하고 관성

좌표계는 periphery에 해당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원전 논문과 EoP의 예상 독자가 다르고 글의 성격이 다르지만

공통의 nucleus를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등가원리, 시공간, 일반공변성을 설명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설명의 과정에서 관성좌표계가 periphery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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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낼 필요성이 있다.

body 영역의 주제어 중 원전 논문과 EoP에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주제어

는 ‘중력장 방정식’과 ‘자연 현상’이다. 중력장 방정식은 일반상대성이론의

주요 결과라는 점에서 두 대상에서 공통적인 주제어로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연 현상’은 내용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론의 검증 단계에서

나타나는 주제어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문제 제

기와 이론의 검증을 자세히 다루었다. 문제 제기와 관련된 주제어인 관성

좌표계,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간은 nucleus와 periphery 영역에서

나타났다. body 영역이 나타내는 개념이 이론을 적용한 결과이므로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원전 논문과 EoP에서 등장하

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원전 논문과 EoP 구성 요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두 대

상의 구성 요소의 차이점은 body 영역의 주제어의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전 논문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텐서, 측지선 방정식, 운동량-

에너지 보존 법칙, 대응원리’이다. 텐서에 대한 부분은 Part B에서 말한

것처럼 순전히 수학적 과제(purely mathematical task)이다. 텐서로 표

현하는 방정식을 통해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는 이론을 세울 수 있다는 점

에서 텐서가 물리적 의미를 뒷받침하기는 하지만 ‘텐서’라는 주제어가 갖

는 의미는 순전히 수학적이라는 점에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나고 EoP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측지선 방정식’과 ‘에너지 보존 법칙’은 원전 논문에서 중력장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과 법칙이다. 주제어들이 갖는 의미가 텐

서처럼 순전히 수학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EoP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두 주제어가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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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원리’는 이론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원전 논문에서는 근

사를 통해 중력장 방정식이 뉴턴의 법칙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을 수식

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EoP는 원전 논문에 비해 수식을 다루지 않고 있

으므로 이론의 환원 가능성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는 물리 이론의 성질

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대응 원리’를 주제어로 선정하지는 않

았다.

EoP에만 나타나는 주제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원전 논문에서도

일반공변성의 요구를 위한 이상실험을 통해 유클리드 기하학이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등장한다. 하지만 EoP에서 새로운 기하학의 형태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전 논문은 유클리드 기하학이

타당하지 않다고 짧게 설명할 뿐이다. 따라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원전

논문의 주제어로 선정하지 않았다.

body 영역에서 원전 논문에만 있는 주제어들은 주로 수식으로 표현되는

내용들이었고 EoP에만 있는 주제어는 수학적 개념이지만 그 뜻을 풀어 설

명한 주제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두 대상의 DC 구조도가 공통의 nucleus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식을 무엇으로 제시할 것인가는 내용을 어떻

게 설명해 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원전 논문이

핵심 지식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장 방정식

에 대한 물리적 의미와 수학적 표현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면 EoP는 일반

인을 대상으로 핵심 지식에 대한 발견의 맥락으로 접근하며 물리적 이해

를 돕는 범위에서 수학적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 즉, 텐서나 측지선 방정

식,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반상대성이론의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를 구현하

는 것과 관련 있는 지식이므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난 것이다. 비유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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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기하학은 ‘시공간’이란 핵심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므로 수

학적 지식이지만 그것의 의미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EoP에서 자세히 다

루고 있다.

(3) 일반상대성이론 설명에서 수학의 역할

앞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EoP의 많은 내용이 원전 논문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인슈타인이 설명하고 있는 주제어 중 수학과 관련된

‘텐서’라는 주제어는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기 위한 순전히 수학적인 도

구로써 원전 논문에서만 다루어졌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경우 수학적

개념이지만 EoP에서만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 점을 통해 아인슈타인

이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수학을 다루는 방식을 살펴보며 일반상대성이

론 설명에서 수학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인슈타인은 Geometry and Experience(1921)에서 기하학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밝힌 바 있다.

Geometry thus completed is evidently a natural science; we may

in fact regard it as the most ancient branch of physics.(Einstein,

1921, p.2)

현재는 물리학에서 따로 설명하거나 다루지 않지만 아인슈타인은 기하학

이 물리학의 한 분야였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EoP에서 엿볼 수 있다. EoP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하는 부분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4개의 절 중 하나의 절(12절)을 모두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원전 논문과 동일한 이상실험(가속하는 좌표

계의 운동 상태)에 대해서도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더 자세하게 풀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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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The inside observer on the disc begins measuring the radius and

circumference of the small circle. His result must be the same as

that of the outside observer. (…) This means that the stick has

the same length for the outside and inside observers, and the

result of these two measurements will be the same for them

both. Now the observer on the disc measures the radius of the

large circle. (…) Thus three measurements are the same for both

observers: two radii and the small circumference. But it is not so

with the fourth measurement! (Einstein, Infeld, 1938, pp.240-241)

위의 내용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에서는 좌표계를 제시하여 설

명하는 반면에 EoP에서는 이상실험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풀

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부와 외부에 관찰자를 세우고 그

들이 측정하는 측정값과 원주율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큰 원의 원주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에 자연스럽게 다다르도록 하였

다.

원전 논문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로렌츠 수축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제시하였다면 EoP에서는 로렌츠 수축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

았지만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

The velocity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the inner circle, and

this contraction should be taken into account.(Einstein, 1938,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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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물리를 공부하며 느끼는 여러 어려움의 요인 중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핵심 원리와 개념

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도 있지만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에 대한 접근이 어

려운 탓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좌표계, 로렌츠 수축과 같은 수학적 도구

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수학적 대상을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수학과 관련된 개념이나 원리 등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면서 풀

어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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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세부 서술 방식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과 EoP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내용의 흐

름과 주제어의 구조도를 분석하며 설명의 내용과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이러한 흐름과 구조 이외에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아인슈

타인의 세부적인 서술 방식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1. 서술 방식

(1) 원전 논문

원전 논문은 학술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드러내는 것

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내용 흐름의 3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문제 제기 단계에서 논문의 목적을 밝히고 두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의 단

계에서는 자신의 연구 과정을 나열하며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였다. 이론의

검증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

술의 과정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단순히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것에

만 집중한 것은 아니다. 그는 원전 논문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It is not my purpose in this discussion to represent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as a system that is as simple and logical as

possible, and with the minimum number of axioms; but my main

object is to develop this theory in such a way that the reader

will feel that the path we have entered upon is psychologically

the natural one, and that the underlying assumptions will seem

to have the highest possible degree of security.(Einstein, 1916,

p.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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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상대성이론을 추구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이론을 만드는 것이 아

니라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이론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

정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듯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에서 연구 결과를 정당화하는 것 뿐 아니라 물리학 이론 그 자체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개념이라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때로는 여러

관점에서 한 대상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설명의 과정이 갖는 의

미에 대해 서술하고 나아가 물리학 이론의 성질을 함께 설명하여 논문을

읽는 사람들이 더 큰 지평과 만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며 학술 논문이지만 하나의 수업 교재와도 같은 모습이 엿

보인다. 이러한 서술이 나타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서사 구조

원전 논문은 논문의 목적을 소개하고(Part A) 수학적 도구인 텐서를 설

명하고(Part B) 이를 통해 새로운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한다(Part C). 그

리고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검증사례를 설명하며(Part E) 마무리 되는

흐름을 가지고 있다. 이때 논문의 목적을 소개하는 Part A는 다른 Part와

는 다르게 그 안에서 작은 서사 구조(시작-중간-마무리)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절에서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이야기로 기존의 물리학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며 독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인하고 정리하

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내용으로 이끌어 갈 준비를 하는 ‘시작’의 단

계로 볼 수 있다. 2절과 3절은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이유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내용을 주로

전개하는 ‘중간’의 단계이다. 4절은 좌표와 측정에 대한 이야기로 앞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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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Part A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후의 다른 Part에서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서사 구조의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 비록 논문의 일부에서만 나타난 서사 구조이지만 학술 논문임에도

독자들이 생각을 정리하며 새로운 이론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끌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개념에 대한 설명

아인슈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단순해 보이거나 그

동안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개념들에 대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다시 밝히

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이 이론을 이해할 때 오해가 없도록 하였다.

The word “special” is meant to intimate that the principle is

restricted to the case when ′ has a motion of uniform translation
relatively to  , but that the equivalence of ′ and  does not extend
to the case of nonuniform motion of ′ relatively to  .(Einstein,
1916, p.147)

위의 문장은 고전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며 ‘특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원전 논문을 작성하기 이전에 이미 특수

상대성이론은 많은 과학자들에게 알려진 이론이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을 설명하기 이전에 ‘특수’라는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며

새로운 이론에 대한 독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이해를 돕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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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나 원리 등이 갖는 의미에 대해 풀어 설명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

은 문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In classical mechanics, as well as in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the coordinates of space and time have a direct

physical meaning. To say that a point-event has the  coordinate 

means that the projection of the point-event on the axis of  ,

determined by rigid rods an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Euclidean geometry, is obtained by measuring off a given rod(the

unit of length)  times from the origin of coordinates along the axis

of  . …

This view of space and time has always been in the minds of

physicists, even if, as a rule, they have been unconscious of

it.(Einstein, 1916, p.151)

All our space-time verifications invariably amount to a

determination of space-time coincidences.

…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of reference serves no other

purpose than to facilitate the description of the totality of such

coincidences.(Einstein, 1916, p.153)

아인슈타인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좌표 설정이나 측정이라는 개념은

고전역학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좌표계 역시 물리학자들에

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다. 하지만 일반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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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론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해석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좌표 설정

과 측정, 좌표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유클리

드 기하학으로는 새로운 시공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설명만으로 그치지

않고 좌표와 측정의 관계, 좌표계를 설정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

아인슈타인은 간단해 보이는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나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다양하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다음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존 이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의

일부이다.

In addition to this weighty argument from the theory of

knowledge, there is a well-known physical fact which favours an

extension of the theory of relativity.(Einstein, 1916, p.149-150)

아인슈타인은 이 문장에 앞서 물리학 법칙이 관측 가능한 사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해 회전하는 두 유체의 모양

을 설명하는 것의 모순을 지적하며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것을 지식에 바탕을 둔 무거운 논증이라 말하며 뒤이은 내용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보여줄 것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중력장 방정식을 설명하는 과정은 한 번의 유도로 설명을 마무리하

지 않고 이 새로운 방정식이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한다는 관점

에서 다시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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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how that the field equations correspond to the laws of

momentum and energy, it is most convenient to write them in

the following Hamiltonian form.(Einstein, 1916, p.181)

설명 과정의 의미에 대한 서술

원전 논문은 사람들이 새로운 중력 이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

록 설명하고 있다. 이론의 요약된 결과와도 같은 중력장 방정식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수식의 모음과도 유사하다. 새로운 방정식은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를 활용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논문에서 텐서에 대한 설명

도 함께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식을 적을 때의 약속이나 의미에 대한

설명도 찾아볼 수 있다.

With the help of the equation of the geodetic line we can now

easily deduce the laws by which new tensors can be formed from

old by differentiation. By this means we are able for the first

time to formulate generally covariant differential equations. We

reach this goal by repeated application of the following simple

law:-.(Einstein, 1916, p.169)

앞의 문장은 원전 논문의 10절에서 미분을 통해 텐서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인슈타인은 이번 절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목표에 달성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앞서 보인

측지선 방정식을 통해 바로 계산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아

인슈타인은 과정의 의미에 대해 상기시켰다. 독자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

는 수학의 내용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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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수식으로 나타나는 물리 공식을 변형하여 다양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물리학자들에게 익숙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그런 과정에도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I will now give equations (47) in a third form, which is

particularly useful for a vivid grasp of our subject.(Einstein, 1916,

p.183)

위의 문장은 중력장 방정식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물리학 이론이 아니

라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정식이라는 점에 대

해 설명한 후 이어지는 문장이다. 아인슈타인이 보여주는 중력장 방정식의

형태,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끌어 낸 형태에 이어 세 번째로 식을

변형하는데 이를 통해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음에 대

해 설명하고 있다.

물리학 이론의 성질에 대한 서술

원전 논문은 주로 중력장 방정식의 결과와 검증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

루어져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념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덧붙

이거나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는 등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돋보이기도 한다. 개념이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뿐 아니라 물리학 이

론의 특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서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는

원전 논문의 Part A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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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nswer can be admitted as epistemologically satisfactory,

unless the reason given is an observable fact of experience. The

law of causality has not the significance of a statement as to the

world of experience, except when observable facts ultimately

appear as causes and effects.(Einstein, 1916, pp.148-149)

아인슈타인은 인과 법칙이 의미를 가지기 위하여 ‘관측 가능한 사실

(observable facts)’을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에 이어

지는 설명에서도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물리학 이론은 상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 전개되었다.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물리학 이론의 또 다른 특성은 다음과 같은 문장

으로 확인할 수 있다.

The laws of physics must be of such a nature that they apply to

systems of reference in any kind of motion. Along this road we

arrive at an extension of the postulate of relativity.(Einstein,

1916, p.149)

모든 좌표계에 대해 물리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점은 일반공변성과 이어

지는 생각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고전 역학과 특수상

대성이론에서부터 일반상대성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아인슈타인은 그

점에 대해서 독자들도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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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

원전 논문의 서술을 설명의 기술 측면에서 분석했을 때 학술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말을 거는 듯 질문을 하고 이상실험을 통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예고를 통해 독자들이 논문의 설명 흐름을 쫓아가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

다.

원전 논문의

Part
흐름 내용

설명을

위한 기술

Part A

시작
• Observation on the special theory of

relativity

논증

예고

중간

• The need for an extension of the

postulate of relativity

질문

이상실험

예고

• The space-time continuum.

Requirement of general covariance for

the equations expressing general laws

of nature

이상실험

예고

마무리
• The relation of the four coordinates

to measurement in space and time
정리

[표 Ⅵ-2] 원전 논문의 설명을 위한 기술

위와 같이 설명을 위한 기술이 나타나는 부분은 주로 원전 논문의 Part

A였다. Part A는 기존의 이론에서 새로운 이론으로의 변화에 대한 당위

성을 부여하고 물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시공간과 역학 법칙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하고자 하는 원전 논문의 의도를 밝히는 부분이다. 독자들이 의

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이나 원리의 단순한 나열보다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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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기술을 활용하여 고전 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 그리고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해 고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보인다.

(2) EoP

EoP는 물리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이기 때문에

복잡한 수식이나 계산을 다루지 않고 있다. 대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개념이나 이론들의 의미에 대해 이해하는 과정을 여러 단서들을 통해 사

건을 해결하는 추리 소설에 비유하여 설명한다.

The scientist reading the book of nature, if we may be allowed to

repeat the trite phrase, must find the solution for himself; for he

cannot, as impatient readers of other stories often do, turn to

the end of the book. In our case the reader is also the

investigator, seeking to explain, at least in part, the relation of

events to their rich context. To obtain even a partial solution the

scientist must collect the unordered facts available and make

them coherent and understandable by creative thought.(Einstein,

Infeld, 1938, p.5)

결말을 알 수 없는 자연이라는 책은 관찰과 실험, 논리적인 사고 과정 등

의 단서들과 그것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가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통해 해

석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해석의 과정을 EoP를 통해 일반 독자

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그는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인 여러 개념과 이

론 그리고 이론의 변화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

으로 설명하거나 물리학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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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구조

EoP의 각 절은 하나의 소설처럼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 구조가 나타나

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문학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발단

– 위기 – 갈등 – 절정 - 대단원’의 5단계 구조를 갖는다. 김홍빈 외 4인

의 공동연구3)에서는 5단계 구조를 수정하여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을 ‘초대-전개-절정-마무리’의 4단계로 EoP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독

자들을 이야기로 이끄는 부분을 ‘초대’ 단계로, 물리학 이론의 발전 과정

의 위기와 갈등의 단계를 ‘전개’ 단계로 설정하였다. 갈등이 정점에 이르

며 teachable moment를 이끌어 내는 부분을 ‘절정’ 단계로 보았으며 이

후의 단계는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무리’의 단계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12절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Our next example will be even more fantastic than the one with

the falling lift. We have to approach a new problem; that of a

connection between the general relativity theory and

geometry.(Einstein, Infeld, 1938, p.235)

이 내용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며 새로운 내용으로 이끄는 부분으로 서사

구조의 ‘초대’ 단계에 해당한다. 이후 12절의 내용은 이상실험을 통해 새

로운 기하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전개’ 단계, 새로운 기하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절정’ 단계를 거쳐 앞선 내용을 정리하

며 새로운 상대론적 물리학의 특징을 요약하는 ‘마무리’의 단계를 나타내

고 있다.

3) 김홍빈, 이경민, 이경호, 이서지, 이은예의 투고 예정 공동 연구 결과물(일반

상대성이론을 가르칠 때 고려해야할 세 가지 교훈 :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 66 -

개념에 대한 설명

EoP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쓴 저서인 만큼 개념이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힘과 운동에 관련된 내용부터 전기,

열 등에 관한 내용까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념과 원리가 이미

앞서 설명되었다. 하지만 일반상대성이론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기억을 상

기시키며 다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

We remember that the acceleration of a falling body is quite

independent of its mass and that it was this fact which revealed

the equality of gravitational and inertial mass(p.37).(Einstein,

Infeld, 1938, p.227)

어느 부분에서 설명했던 내용인지 표시하는 것과 함께 관성질량과 중력질

량 등가원리에 대해 다시 설명하고 있다. 뒤이은 내용에서는 그것이 앞으

로의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임을 설명하며 독자들에게 아인슈

타인의 설명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의 방향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관성계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내용을 이

끌어 갔다. 이 의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제기되었는데 첫 번째는 관성계를

정의내리는 것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우리의 상식과 관성계 정의 과정

의 충돌이다.

Our interview reveals a grave difficulty in classical physics. We

have laws, but do not know what frame to refer them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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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hole physical structure seems to be built on sand.

We can approach this same difficulty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Einstein, Infeld, 1938, p.222)

아인슈타인은 관성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의 반복 과

정을 통해 어려움을 제기하였다. 앞의 인용문은 관성계 정의에 대한 어려

움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후 내용

에서 아인슈타인은 두 대상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통해 운동 상태를 결정

하는 우리의 상식과 한 물체만의 운동으로 설명되는 관성계의 정의 사이

의 불일치를 드러냈다.

관성계의 정의에 대한 문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중요한 부분

임이 앞선 연구 결과인 내용의 흐름과 주제어의 구조도를 통해서도 드러

났다. 내용 흐름의 3단계 중 첫 단계인 문제 제기 단계의 중심 내용은 관

성계의 정의에 대한 문제였다. CCK 구조도에서 관성좌표계는 periphery

영역에 속하는데 과학이론문화내용지식의 측면에서 periphery 영역은 과

학 교수를 할 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관성계에 대한 문제의식

을 갖는 것은 독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과정을 두 가지 관점을 통해 설명하며 독자들이 문제 상황에 좀 더 깊게

빠져들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은 11절에서 제시하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속

하는 승강기 이상실험을 통해 중력이 문제(관성좌표계의 존재여부)를 해결

하는 중요한 열쇠임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이상실험이 등장한다. 아래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관

찰하는 이상실험, 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관찰하는 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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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마지막으로 위로 가속하는 승강기 내부를 지나는 빛을 관찰하는 이상

실험에 대한 설명은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반복되는데 이를 통하여 독자

들은 문제 상황과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다.

또한 아래로 떨어지는 승강기 내부의 물체를 관찰하는 이상실험에 대해

설명할 때 두 가지 시점이 등장한다는 것도 아인슈타인이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특징을 반영한다. 첫 번째는 이상실험을 하고

있는 저자와 독자의 시점이고 두 번째는 이상실험 속의 승강기 내부와 외

부의 관찰자 시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상실험의 결과를 설명하기에 앞서

전지적인 시점에서 결과를 예상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실험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위한 기초(등가원리, 좌표계의 성질)를 다지

고 있다.

여러 관점을 취할 때는 독자에게 친숙한 상황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아

인슈타인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독자들에게 물체가

떨어지는 것은 친숙한 상황이다. 이 점이 승강기 이상실험을 제시하는 순

서에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떨어지는 승강기의 상황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상실험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또한 빛의 휘어짐에 대해서도 아래로 휘어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

어 휘어짐의 이유를 중력에 의한 것으로 연결 짓기 수월하다.

설명 과정의 의미에 대한 서술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이상실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일반상대

성이론을 설명하는 부분 중 3장의 11절과 12절은 수식의 전개나 복잡한

실험 과정과 결과 대신 이상실험을 바탕으로 독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자

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

서 아인슈타인은 이상실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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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e again, idealized experiments will be discussed. Although

these may sound very fantastic, they will, nevertheless, help us

to understand as much about relativity as is possible by our

simple methods.(Einstein, Infeld, 1938, p.226)

일반상대성이론은 우리의 일상 경험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따라서 아인슈타인이 EoP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계산이나 실험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은 이상실험만으로도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이

다.

물리학 이론의 성질에 대한 서술

물리학의 본성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드러

나고 있다.

But our final aim is always a better understanding of reality.(…)

Although it sounds paradoxical, we could say: Modern physics is

simpler than the old physics and seems, therefore, more difficult

and intricate. The simper our picture of the external world and

the more facts it embraces, the more strongly it reflects in our

minds the harmony of the universe.(Einstein, Infeld, 1938, p.225)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뉴턴 역학으로 우리 주변 물체의 운동은 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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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또한 EoP에서 계속

지적했듯이 관성좌표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해답이 일반상대성이론이겠지만 이 이론의 형태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조화(harmony of the universe)를 추구하는 인간

의 모험은 계속되어 간다는 과학의 본성에 대해 독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이론을 추구해가며 잃어선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Every speculation must be tested by experiment, and any results,

no matter how attractive, must be rejected if they do not fit the

facts.(p.251)

EoP에서 이상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이론을 추구하는 과정이 자칫 사색으로 그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색은

반드시 실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는 아인슈타인의 말 덕분에 독자들은

자연을 이해하는 모험의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아인슈

타인은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해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새로운 이론이 사색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다.

설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의 활용

EoP는 개념이나 의미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

에도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을 EoP의 한 절을 구성하

는 흐름에 따라 [표 Ⅵ-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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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구조의 4단계(초대-전개-절정-마무리)에서 절정 단계 이후에 전개가

계속 이어지거나 절정 단계에서 특별한 설명을 위한 기술이 쓰이지 않는

경우로 인해 [표 Ⅵ-3]에 나타낸 흐름은 ‘시작-중간-마무리’의 3단계로

표현하였다.

EoP의

절 제목
흐름 내용

설명을

위한 기술

10

일반상대성

이론

시작 • 고전물리학의 중대한 어려움 질문

중간 • 고전역학과 상식의 충돌 인지갈등

마무리
• 일반상대성이론의 구체적인 논의에 대

한 예고
예고

11

승강기의

내부와 외부

시작 • 승강기 이상실험을 예고 예고

중간

• 이상실험 1

• 이상실험 2

• 이상실험 3

이상실험

인지갈등

대화

마무리 • 새로운 상대론적 물리학의 특징 요약
정리

예고

12

기하학과

실험

시작 • 새로운 기하학에 대한 예고 예고

중간

• 이상실험 1

• 이상실험 2

이상실험

인지갈등

논증

• 새로운 기하학의 모습

대화

시각화

비유

논증

마무리 • 새로운 상대론적 물리학의 특징 요약 정리

13

일반상대성

이론의 검증

시작 • 뉴턴의 중력 법칙이 가진 문제
정리

질문

중간 • 새로운 중력 이론의 특징 비유

마무리 • 검증의 열린 결론 정리

[표 Ⅵ-3] EoP의 설명을 위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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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의 10절부터 13절까지 일반상대성이론이라는 큰 주제로 설명되기는

하지만 각 절 별로 절의 제목으로 대표되는 소주제에 대한 완결성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시작의 단계에서는 주로 질문이나 예고의 기술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내용을 시작하며 독자들이 그 내용에 빠져들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역할을 한다. 중간 단계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무리 단

계는 주로 내용을 정리하거나 다음 절에 대한 예고를 함으로써 독자들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 원전 논문과 EoP의 서술 방식을 비교하여 나타난 특징

(1) 원전 논문과 EoP 서술 방식의 공통점 : 더 넓은 지평의 만남으

로 이끄는 서술 방식

원전 논문과 EoP가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서술 방식은 모두 단편적

인 지식의 전달보다는 개념이나 원리의 의미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었다. 또한 질문이나 예고, 이상실험 등 다양한 설명의 기술

을 활용하면서 독자들이 물리학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만들고 물리

학 이론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며 고전 물리학에서 일반상대성이론

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돕고 있다.

설명을 위한 기술의 활용에 있어서도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 질문, 인

지 갈등 유발, 예고, 이상실험, 논증 등의 방법은 원전 논문과 EoP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들은 독자들을 더 넓은 지평과 만나게 하기 위한 다양

한 전략으로 보인다. 독자들은 자신의 지평과 원전 논문이나 EoP에서

마주한 지평의 융합을 이루어 더 넓은 지평의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



- 73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EoP 뿐 아니라 학술 논문인 원전 논문에서도 다

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원전 논문과 EoP 서술 방식의 차이점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은 물리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EoP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서술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공통점 또한 드러났다. 하지만 원전 논문의 경우 Part A를 제외하

고는 특별한 서사 구조가 나타나지 않았고 설명 기술의 활용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EoP가 전 영역에서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며 일반상대성이

론을 설명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전 논문은 Part A 외의 부분에서는 설명

기술을 찾기 어렵다. 넓은 지평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서술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서사적인 서술이 나타날 뿐 특별한 설명 기술을 활

용하고 있지는 않다.

EoP의 경우 전체 서술에서 개념이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다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다양한 설명의 기술을 활용하였다. 특히 EoP의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EoP가 독자와의 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아인슈타인은

마치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을 하듯이 책을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 절이 하나의 완결성 있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 독자들이 쉽게 이

야기에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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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제 1 절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내용과 방법을 찾고

자 아인슈타인이 원전 논문과 EoP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했

는지 분석하였다. 잘 가르치는 것은 곧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

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아인슈타인은 학술논문과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일반상대성이론을 어

떻게 설명하는가?

1) 내용의 흐름은 어떠한가?

2) 내용의 구조(주제어 간의 구조도)는 어떠한가?

3) 세부 서술 방식은 어떠한가?

연구 결과, 흐름도를 통해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의 설명을 위한

내용 구성은 문제 제기 – 문제 해결- 이론의 검증이라는 세 개의 단계

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고전 물리학의 관성좌표계라는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며 인식론적 결함을 지적하고 그것을 물리학과 수학의 두

영역을 통해 해결한다. 그리고 새로운 이론이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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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검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원전 논문과 EoP는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공통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인 새로운 이론에 대하여 대응원리

또는 자연 현상을 통해 검증하였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물리학과 수학이라는 두 가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지만 각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원

전 논문이 텐서라는 수학적 도구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중력장 방

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면 EoP에서는 일반공변성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물리학 영역에서 다루고 우리의 시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새로운 기하학을 수학 영역에서 다루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과 수학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물리학 이론을 설명하는 중력장 방정식에

대한 설명이 원전 논문에서는 수식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면 EoP에서는

그것의 특징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함으로써 중력장 방정식에 대

한 이해에 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내용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원전 논문과 EoP의 주제어를 DC 구조

도로 나타냈을 때 두 대상은 3가지 영역인 nucleus, body, periphery를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두 대상의 nucleus와 periphery 영

역에 나타난 주제어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으로부터 일반상대성이론을 설

명할 때 핵심 개념이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간’이라는 점과

periphery 영역의 ‘관성좌표계’ 개념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에 대

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찾을 수 있었다. body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주제어는 주로 수학과 관련된 개념으로 원전 논문에서만 나타난 주제어

이다. EoP가 수식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제어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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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EoP에서도 자세히 설명하는 수학적 개념이 있는

데 바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원전 논문에서는 간단히 넘어간 개념을

오히려 일반인을 위한 저서에서 자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일반상대성이

론을 설명할 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

식 없이도 수학적 개념을 설명한 것을 통해 물리학에서 수학의 역할과

설명 방법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부 서술 방식을 살펴본 결과 원전 논문의 도입부인 Part

A와 EoP의 각 절은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와 같이 서사구조가 나타났다.

또한 개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이를 여러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하

며 설명 과정의 의미에 대한 서술, 이론의 성질에 대한 서술 등을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과학의 본성에 대

한 독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두 대상에서 모두 다양

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고 있었다 원전 논문은 주로 Part A에서 다양하

게 활용되었지만 이후에는 간결하게 수식 위주로 설명되었다. 하지만

EoP에서는 전 범위에서 다양하게 설명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이론을 설명한 방식을 살펴봤을 때

중요한 점은 기존 물리 이론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론의 핵심인 일반공변성과 이에 대치되는 개념인

관성좌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에 의해 변화된 우리의 인

식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들

이 일반상대성이론 뿐 아니라 물리학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도

록 다양한 설명 기술을 활용하였으며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개념(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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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들이 물리 이론의 과학 문화 구조를 나타낸다. 대상과 목적이 다른

두 대상에서 모두 강조하고 있는 바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와 전

문가들이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

르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

일반상대성이론을 창시한 아인슈타인이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작성

한 학술 논문과 일반인을 위해 저술한 교양서적을 분석하였다. 내용의

흐름, 내용의 구조, 서술 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로부터 얻은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일반상대성이론에 대한 설명의 시작은 기존 물리학에 대한 문제 제

기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일반상대성이론의 공간 개념에 대한 교재 분석

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단순히 관성좌표계에서 성

립하던 물리법칙이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상대성 원

리의 확장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의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김효순, 2014).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의 확장이라는 결과보다 확장의 과정을

더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사고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일반상대성이론

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학에 대하여 어렵다는

이유로 내용을 모두 제외하거나 수식만을 나열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원전 논문과 EoP에서 모두 문제 해결 과정으로 물리학과 수

학의 두 영역을 균형 있게 다루었다. 또한 텐서, 측지선 방정식 등 수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어는 EoP에서 제외하였지만 비유클리드기하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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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주제어는 EoP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한 축으로 설명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일반상대성이론 교육에서 다룰 수 있는 수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위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일반상대성이론을 잘 가르치기 위한 교육 내

용과 방법에 대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밝힌 아인슈타인의 저서

의 내용 구성을 수업의 구성에 반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

DC 구조도와 교육과정 비교, 물리학 영역 중 수학의 역할과 범위 등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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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ow Einstein Explains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Focusing on His ‘Research

Paper for Scientists’ and ‘A

Book for Laymen’

Lee, Seoji

Physic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ory of general relativity(GR theory) was introduced to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revised curriculum in 2009 in Korea. 
However we do not have enough studies teachers' difficulties in 
teaching GR theor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good physics 
teaching is to teach physics as physicists do. In this sense, teaching 
well is in line with knowing what is being taught. We tried to find a 
good way to teach the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In this study, we 
wanted to know what should be taught and how to teach theory. In 
order to find a way to teach the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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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d Einstein’s research paper(original paper) and a book for 
laymen(Evolution of physics, EoP), since Einstein is the founder of 
the theory.
 The analysis of the two objects was done in three ways; flow 
charts, structure diagrams(DC structure) and ways of description. 
First, the contents of the two objects were analyzed. And then, the 
central contents were organized, and they were classified in terms 
of content. Based on the content unit, the topic words extracted 
during flow charts drawing and analyzed the discipline culture 
structure of theory knowledge(DC structure). Finally, detailed 
descriptive methods were categorized and organized. 
 Results revealed that flow charts of original paper and EoP 
consisted of three steps; troubleshooting – problem solving – theory 
verification. Both of the DC structures had all three areas: nucleus, 
body, and periphery. In both objects, Einstein presented a narrative 
style to guide the reader to a meeting of the broader horizons.
 In summary, the following are examples of ways to teach general 
relativity lesson learned from Einstein. First, start a discussion on 
the new theory, raising the question of classical mechanics. Second, 
by revealing the core of the theory and the periphery against it, one 
could have an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heory. Third, when 
describing general relativity, it is necessary to describe a 
mathematical field, such as non-Euclidean geometry. Finally, it leads 
students to meet a wider horizons by using methods for a variety of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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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aching ways found in this study could provide future 
research such as analyzing the curriculum of high school and 
developing textbooks.

keywords : education of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Einstein,

original paper, a book for laymen

Student Number : 2016-2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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