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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초중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고, 디지털교과서, 전자칠판, 태블릿PC 등 교실 환

경도 점차 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다. 이에 물리 수업 시간에 사용

되는 교수학습자료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프

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

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중등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은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의 기호연산, 시각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

용하여 웹브라우저 형식의 Jupyter Notebook에서 진행하였다. 개

발된 교수학습자료는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워크숍의 예시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워크숍 이후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는 자체 개발된 평가틀을 통해 평가하였다. 그

결과 예비교사 교육을 위한 워크숍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중등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워크숍을 진행한 후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확인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사 연수 및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어 : 물리교육, 프로그래밍 언어, 교수학습자료, 파이썬

학 번 : 2017-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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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에 따라 과학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해서 이루어져 왔다. Huelsman (1991)은 대

학 신입생들의 컴퓨터에 대한 배경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의 교육과

정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는데, 그

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다수 대학에서는 과학교육 과정에 컴퓨터

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최근 과학교육은 개인용 컴퓨터가 빠르게 보급되던 지난 세기말보다

더 큰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The Future of Jobs」 보고서를 통해,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해 예고하

며, 모든 분야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술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3년 노벨 화학상은 컴퓨터 시뮬

레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수여되었는데,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2014년을 코드의 해로(Year of the Code)로 지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정보

교과와 초등학교 실과 교과가 필수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교과

서와 전자칠판, 태블릿PC 등 교실 환경 역시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과학 수업시간에 사용되는 교수학

습자료도 디지털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치계산(Numerical Computation) 외에도

기호 연산(Symbolic Computation), 시각화(Visualization), 그리고 확률적

시뮬레이션(Stochastic Simulation)의 세 가지 측면에서 디지털 형식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는 데 활용이 가능하다. 기호연산의 경우 학생들

의 수학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교수방법의 대안으

로 사용될 수 있는데 (Røyrvik, 2002), 이는 학생들이 수학적인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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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없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해주고(Abichandani et al.,2010), 계산보

다 접근 방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Beltzer and Shenkman,

1995). 또한, 시각화의 경우 습득한 지식의 적용 속도를 촉진시켜주며

(Hammond, 1971), 장 현상(Field Phenomena)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Read, 1990). 마지막으로 확률적 시

뮬레이션은 과학에서 실행 불가능한 아이디어를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며(Ahamed, 2010), 이는 학생들이 비용 또는 현실성의 제약을 받

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김종혜, 2014).

Python을 이용하면 이러한 기호연산, 시각화, 그리고 확률적 시뮬레이

션이 가능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환경을 무료로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많은 대학에서 물리 교육과정에 사용하고 있는

MATLAB, Maple, 그리고 Mathematica 프로그램은 모두 고가의 라이선

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들 프로그램은 수학 계산 및 통계적

처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사용 용도가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Python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여 최근 과학 분야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Perkel, 2015).

또한, Python은 배우기 쉽고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목받고

있다. Python이 다른 언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점은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Bogdanchikov 등 (2013)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프로그래밍 지식이 부족한 고등학교 과학교사들이나 과학 영재학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Python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Ahamed, 2010; 김종혜, 2014).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2014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상위 39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로 Python을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Guo, 2014). 이는 앞으로도 모든 분야에 걸쳐 Python의 사용이 늘어날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물리 교육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활용과 관련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Mathematica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더욱더 부족한 실정이다(윤희중,

2000; 2001; 2003; 2005; 2006a; 2006b; 2006c; 서민견과 명연수, 2004;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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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수, 2011; 윤희중과 최용대, 2012; 이종완과 송창근, 2013; 최용대와 윤

희중 2013; 김보경 등, 2014; 고욱희, 2015; 오원근 등, 2015; 양용준과 강

동식, 2017).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그나마도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하여 관련 지식이 없는 일반 독자들은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Srnec et al., 2017; Weiss,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기호연산과 시각화, 그리고 확률적 시

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물리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예비교사와 현직교

사를 대상으로 워크숍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예비교사 교육과 현장 활용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퍼텐셜과 전기장에

대한 벡터미적분의 기호연산과 시각화, 확산에 대한 미분방정식의 기호

연산과 시각화. 그리고 무작위 추첨을 이용한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의 확률적 시뮬레이션과 시각화의 세 가지 사례를 통해 프로그래밍

기반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요소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사례는 배경지식이 부족한 일반 독자들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전산물리 및 교육

수업을 수강하는 서울소재 사범대학 2-3학년 예비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등 물리교사 6명을 대상으

로 동일한 워크숍을 진행한 후 현장 적용을 위한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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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Python과 Jupyter Notebook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반 교수학습자료 개발

1. 이론적 배경

Python은 문법구조가 단순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이

다. 예를 들어, hello world라는 문장을 출력하고자 한다면 print 'hello

world'를 입력하면 된다. print 외에도 다양한 함수들이 기본적으로

Python에 내장되어 있다. 그러나 내장된 함수만으로는 과학교육에 활용

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필요한 함수가 포함

된 라이브러리 혹은 패키지를 불러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Jupyter Notebook, SymPy, NumPy, 그리고 Matplotlib을 사용하였다. 이

들 라이브러리는 모두 Python의 내부 서버로부터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

아 사용할 수 있다.

(1) Jupyter Notebook

Jupyter Notebook(구 IPython Notebook)은 코드, 방정식, 시각화, 그

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웹 브라우저 상에서 하나의 문서 안에 담을 수

있게 해주는 Python의 라이브러리이다(Jesse MK and Philip N, 2015).

Python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입력된 코드의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Interactive Mode로, Jupyter Notebook은 이 기능을 보다 강화

하여 편리한 작업환경을 제공해준다(Perez and Granger, 2007). 이를 이

용하면 교수자가 이론과 코드를 하나의 자료와 화면으로 제공할 수 있어

학습에 매우 유용하다(Srnec et al., 2017). 그림 1은 Jupyter Notebook을

이용하여 작성된 전기퍼텐셜과 전기장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학생들은

별도로 계산기를 준비하거나 손으로 그래프를 그릴 필요 없이, Jupyter

Notebook 상에서 Python으로 기호연산과 시각화 등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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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Jupyter Notebook으로 작성된 전기장에 대한 교수 자료.

Jupyter Notebook은 문서, 계산, 그리고 시각화를 모두 아우르는 향상된

상호작용 환경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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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ymPy

SymPy는 기호연산을 위한 Python의 라이브러리로 이해와 확장이 용

이하도록 간결한 코드로 작성된 컴퓨터 대수(Computer Algebra) 프로그

램이다(Jesse MK and Philip N, 2015). SymPy는 순수하게 Python 언어

로만 작성되었으며 Ondřej Čertík에 의해 2005년에 처음으로 개발된 이

래 오픈소스로 배포되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에도 사용되고 있다

(Joyner et al., 2011). SymPy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사칙연산부터 미적분

과 테일러전개 등 과학교육에 필요한 여러 계산을 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는 SymPy를 이용하여 두 벡터장의 Divergence와 Curl을

구한 것이다. 이처럼 간단한 명령을 통해 벡터미적분에 대한 기호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3) NumPy와 Matplotlib

NumPy와 Matplotlib은 Python에서 시각화와 확률적 시뮬레이션에 필

요한 라이브러리이다. NumPy는 수치 계산을 위한 Python의 라이브러리

로 배열과 선형대수,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그리고 난수 기능

등을 제공하며, Matplotlib은 우수한 2D 그래프와 기본적인 3D 그래프

기능을 제공한다(Jesse MK and Philip N, 2015). NumPy의 배열 기능을

이용하면 Matplotlib으로 시각화할 그래프의 도메인을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난수 기능은 Python의 내장 함수들과 함께 확률적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림 3은 NumPy를 이용하여 원

주율 를 구하는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이를 수행한 결과이다.

이 방법은 정사각형 안에 무수히 많은 점을 무작위로 생성하여 그 비율

을 구한 것인데, Matplotlib을 통해 그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줄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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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SymPy를 이용하여 벡터장의 Divergence와 Curl을 구하는 기

호연산의 과정. 간단한 명령을 통해 벡터미적분에 대한 기호연산을 수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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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umPy를 이용하여 원주율을 구하는 확률적 시뮬레이션.

Matplotlib으로 결과를 시각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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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퍼텐셜과 전기장

전하밀도   인 영역의 전기퍼텐셜을 구하기 위해서는 라플라스 방

정식 ∇   을 풀어야 한다. 이 방정식의 해는 구면좌표계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

 


  
  cos ............(1)

여기서 은 르장드르 다항식(Legendre Polynomials)이며,  과 은

경계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계수들이다.

균일한 전기장 E z 속에 반지름이 인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으

로 된 공이 놓여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경계조건은   에서   , 그

리고  ∞에서  cos이다. 이를 만족하는 라플라스 방정식의 해는

다음과 같다.

   
 cos ............(2)

그림 4는 Jupyter Notebook으로 만든 전하를 띄지 않는 금속 공 주변

의 전기퍼텐셜에 대한 교수자료의 일부로 solve와 gradient 함수를 이용

하여 전기퍼텐셜과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solve 함수를 사

용하기 위해 SymPy가 필요하며, gradient 등 벡터미적분에 대한 기호연

산 함수들을 사용하기 위해 SymPy.Physics.Vector가 필요하다. 또한,

init_printing 함수를 사용하면 Jupyter Notebook에서 SymPy의 기호를

보기 좋게 이미지로 출력해 준다.

In[2]는 식 (2)를 입력해준 것으로 SymPy에서 기호로 된 방정식을 입

력하기 위해서는 symbols, IndexedBase, Function 등의 함수를 통해 방

정식에 사용할 기호를 미리 정의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인 기호는

symbols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하고, 계수나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는 각

각 IndexedBase와 Function 함수를 이용한다. 시그마 기호가 생략된 것

은 solve 함수의 기능적인 제한 때문이다. SymPy의 solve 함수는 아직

무한수열이 포함된 방정식을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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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3]는 첫 번째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계수  을 구한 것이다. 조

건을 정의할 때는 대응관계를 설정해 주는 dict 함수를 이용하며, 이를

적용할 때는 subs 함수를 이용한다. 이때 함수를 정의된 식의 뒤에 붙여

서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Python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

문이다. Out[3]은 solve 함수를 사용하여 계수 을 구한 결과이다.

In[4]는 두 번째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계수 을 구한 것이다.

 cos이 성립하려면   이어야 하므로 두 개의 조건을 정의한다.

이를 이용하여 solve 함수로 계수 을 구하면 Out[4]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모든 계수를 방정식에 대입하면 Out[5]의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이는 식 (2)의 전기퍼텐셜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여기에 시각화 작업

을 위해 결과에서 상수를 모두 1로 치환해주었다(In[6]).

한편, 전기장을 구하기 위한 벡터미적분의 기호연산을 수행하려면 먼

저 좌표계를 설정해주어야 한다(In[7]). 이때 사용되는 함수는

ReferenceFrame과 CoordinateSym이다. 또한, 벡터미적분의 기호연산 함

수들은 직교좌표계에서 정의되어 있으므로 좌표변환을 위한 관계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In[8]). 이에 따라 구면좌표계의 과 를 직교좌표계

의 ,  , 로 바꿔준 후, gradient 함수를 이용하면 전기장을 구할 수 있

다. Out[8]은 직교좌표계에서 전기장을 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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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 공 주변의 전기퍼텐셜에 대한 교수 자

료. Jupyter Notebook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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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전하를 띄지 않는 금속 공과 유전율이 인 유전체공 주변의

전기퍼텐셜과 전기장에 대한 기호연산의 결과를 Python에서 시각화한

것이다. 시각화에 사용된 Python의 라이브러리는 NumPy와 Matploblib

이다. NumPy는 시각화 함수의 도메인을 설정하는데 사용되었으며,

Matplotlib은 함수를 시각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전기퍼텐셜은 contour 함

수를 사용하여 등고선의 형태로 표현하였으며, 전기장은 quiver 함수를

이용하여 벡터장의 형태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등전위면 사이의 전기퍼텐셜 차이는 모두 같다. 따라서 등전

위면의 간격을 비교해봄으로써 물성에 따라 물질 주변의 전기퍼텐셜과

전기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전기장의 경우 동일한 크

기로 규격화(normalized)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의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화살표 방향의 비교를 통해 각 물질이 외부전기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 전하를 띠지 않는 금속 공과 유전체 주변의 전기퍼텐셜과 전

기장의 시각화. NumPy와 Matpoltlib이 사용되었다. 등전위면 사이의 전

기퍼텐셜 차이는 모두 같으며, 전기장은 같은 크기로 규격화되어 있다.



- 13 -

2. 확산

입자의 확산 유량은 고정된 부피에서 다음과 같이 밀도의 gradient에

비례한다.

J r ∇r ............(3)

여기서 는 확산 상수이다. 연속방정식에 따라 시간에 따른 입자의

농도 변화는 확산 유량의 divergence와 같으므로, 입자의 밀도는 다음과

같은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r ∇∙J∇r ............(4)

길이가 인 얇은 1차원 관 속에 임의의 묽은 용액이 담겨 있다고 가

정하자. 이 용액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은 용액 전체로

확산할 것이다. 이 때, 잉크방울의 선밀도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5)

  일 때 관의 중심에 잉크를 한 방울 주입하였다면 초기조건 

는 Dirac-Delta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6)

만약 관의 양쪽 끝이 완전히 막혀있어 흘러나가는 용액이나 잉크방울

의 유량이 없다면   과   에서  이다. 따라서 경계조건은 다

음과 같이 주어진다.


 

 

 
 

 

  ............(7)

한편, 변분법을 이용하면 위의 방정식은 인 함수  ,

에 대한 두 개의 미분방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 


   ............(8)

여기서 은 임의의 양수이다. 이와 같은 두 방정식의 해는 각각 다음

과 같다.

sin
 cos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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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경계조건을 적용하면 를 구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다음

과 같이 알려져 있다.

 cos




 







............(10)

계수 은 초기조건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푸리에

급수(Fourier Series)이다.

 
















 
 cos


 for   








 
 cos


 otherwise

............(11)

그림 6은 Jupyter Notebook으로 작성한 1차원 확산에 대한 교수자료

의 일부로 SymPy를 이용하여 미분방정식을 기호연산으로 푸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정식을 풀기 위해 solve 함수,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해 dsolve와 pde_seperate 함수, 그리고 적분을 위해 integrate 함

수가 사용되었다. 현재까지 SymPy에서 풀 수 있는 미분방정식의 범위

는 1계 편미분방정식으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변수가 두 개인 함수

에 대한 2계 편미분방정식은 바로 해를 구할 수 없다. 따라서

pde_seperate 함수를 사용하여 먼저 주어진 편미분방정식을 두 개의 상

미분방정식으로 분리한 후, dsolve 함수를 사용하여 분리된 두 상미분방

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pde_separate 뒤에 _mul을 붙여서 두 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진 다변수

함수의 1계 편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도 있지만, 2계 편미분 방정식

을 Out[3]과 같이 분리해줄 수도 있다. pde_seperate 함수를 사용하기 위

해 먼저  , , 그리고 를 함수로 정의하였으며, 미분방정식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함수 의 미분은 diff 함수를 사용하여 정의하였다. 이 함수 역

시 Python의 객체지향 특성에 의해 미분하고자 하는 대상의 뒤에 붙여

서 사용할 수 있다.

In[4]～[8]은 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것으로 Out[3]의 왼쪽 항을

임의의 상수 로 놓고 dsolve와 solve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상수 은

  에서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구했으며(Out[5]), 상수 은   에서의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구하였다(Out[7]). 이 경우 Solve 함수만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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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Out[6]과 같이 특정한 해만을 구해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일

반적인 형태의 해를 도출하기 위해서 In[7]과 같이 인위적으로 을 곱해

줄 필요가 있다. 이제 과 을 대입해주고, 의 기호를 으로 치환해

주면 에 대한 해를 얻을 수 있다(Out[8]).

In[9]와 In[10]는 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dolve 함수

를 이용하여 의 일반해를 구한 후(Out[9]), 앞서 구한 상수 을 대입해

주면 해를 얻을 수 있다(Out[10]). 마지막으로 와 를 곱해준 후 모두

더하면 식 (10)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된다(Out[11]). 합에 대한 기호연

산은 summation 함수를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함수 를 이용하여 푸리에 급수로 표현되는 계수 

을 구한 것이 Out[12]～[14]의 결과이다. 푸리에 급수를 계산하기 위한

적분과정의 기호연산은 Integrate 함수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시

각화하기 위해   까지 범위에서 계산하였다. 이는 기호연산의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 수치 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해주는 과정에서, 무한

급수의 경우 계산이 불가능하여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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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길이가 인 1차원 관에서 잉크의 확산에 대한 교수 자료.

Jupyter Notebook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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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은 잉크 방울의 확산에 대한 기호연산의 결과를 NumPy와

Matplotlib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    ,    ,   일 때 잉

크 방울의 농도를 차례대로 시각화하였다. 초기에는 관의 중심에 잉크

방울을 한 방울 떨어뜨렸기 때문에 중심 부근에서 잉크 방울의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경계 부근에는 아직 잉크 방울이 도달하지 못해

농도가 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심에서 잉크 방울의 농도는

점점 낮아지고 경계 부근에서 농도는 점점 높아진다.   에 이르러서

는 관 전체에서 잉크 방울의 농도가 거의 균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잉크 방울이 확산되어 농도가 전체적으로 균일

해 지는 확산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plot 함수를 이용한다.

그림 7. NumPy와 Matplotlib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잉크의 확산을

시각화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잉크의 농도는 전체적으로 균일해진다.

한편, animation 함수는 입력한 시간 간격에 따라 연속적으로 plot 함

수를 사용하여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러므로 이를 이용하면 시간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 양상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으며, 확산과 같은 연속

적인 변화를 보다 역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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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적 부동

유전적 부동은 자연선택과 달리 확률적 과정(Stochastic Process)에

의해 대립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것으로 진화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

다. 확률적 과정의 분산은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므로 유전적 부

동은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작은 집단에

서는 대립유전자의 다양성(Allelic Diversity) 또는 이형접합성

(Heterozygosity)을 잃고 유전적으로 고정될 확률이 높다.

유전적 부동에 대한 수학적인 모델 중 가장 간단한 것은

Wright-Fisher 모델이다. 세대 간의 중첩이 없고 개체수가 으로 일정

하게 유지되는 대립유전자 와 를 가지는 이배체(Diploid) 집단에서 무

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는 경우를 가정하자. 유전자 풀이 형성되는 과정

은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로, 한 세대의 대립유전자 와 의 빈

도는 오직 그 부모 세대에서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번째 세대에서

대립유전자 의 숫자가   일 때, 세대에서 의 숫자가   

일 확률은 다음과 같은 이항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12)
여기서   은 의 숫자가 일 때의 확률이다. 이항분포의 성질을

이용하여   일 때 의 기댓값을 구하면     이다.

그러므로 대립유전자 의 기댓값은 세대가 지나도 항상 일정하게 유지

된다.

 ⋯  ............(13)

반면 의 분산은 세대에 따라 달라진다.

 
  

 


 ............(14)
이 값은 이 무한히 큰 경우 으로 수렴하여 Hardy-Weinberg 법칙

을 만족하게 된다. 그러나 이 유한한 크기를 갖는다면 이 무한히 커

질 때  
으로 수렴한다.   일 때 가  또는 의 값만

을 갖는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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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따라서 세대가 흐를수록 대립유전

자는  또는  중 하나로 고정되어 유전적 다양성을 잃는다. 이 작을

수록 수렴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므로 유전적 부동의 영향은 작은 집단에

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확률이 인 대립유

전자가 소멸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Kimura and Ohta, 1969).


 lo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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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Jupyter Notebook에서 NumPy를 이용한 유전적 부동의 확률

적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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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Jupyter Notebook에서 NumPy의 random 함수를 이용하여

유전적 부동에 대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과정이다. 개체수 

이 다른 네 개의 집단을 생성하고 100세대에 걸쳐 각 집단의 유전적 부

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루프함수와 NumPy.Random의 choice 함수가

사용되었다. choice 함수는 모집단으로부터 중복 추첨을 반복적으로 수

행하여 그 결과를 배열로 출력해주는 함수이다.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립유전자의 비율이 동일하며 개체수가 다른 네 개의 집단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자 함수 gpool을 정의하였다(In[2]). 이 함수는 개체

수 과 대립유전자 의 확률 를 입력받아 개의  또는 로 이루어

진 유전자 풀을 생성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사용하여 대립유전자 A와

의 빈도가 같고, 개체수가 각각 10, 100, 1000, 10000인 네 개의 유전자

풀을 생성하였다(In[3]). 루프함수인 for 함수를 이용하면 반복 작업에 필

요한 명령을 단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전적 부동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또 다른 사용자

함수 gdrift를 정의하였다(In[4]). 이 함수는 choice 함수를 이용하여 무작

위로 개의 대립유전자를 추첨하여 새로운 유전자 풀을 형성하는 과정

을 반복하며 대립유전자 의 빈도를 계속해서 수집하도록 설계되었다.

In[5]는 이를 이용하여 In[3]에서 생성한 네 집단의 유전적 부동을 100세

대에 걸쳐 시뮬레이션 한 것이다. 루프 함수를 이용하여 각 집단에 대해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10회 반복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이용하여 대립유전자 A가 고정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구하였다. In[6]은   인 집단에 대한 시뮬

레이션 결과를 이용하여 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대립유전자의 출현 빈도

가 처음으로 일정해질 때까지 루프 함수를 이용하여 숫자를 센 후 10회

반복한 결과에 대한 평균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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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NumPy와 Matplotlib을 이용하여 유전적 부동의 확률적 시뮬

레이션을 시각화한 결과. 시각화를 통해 집단의 크기가 작을수록 유전자

가 빠르게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는 유전적 부동에 대한 확률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NumPy와

Matplotlib으로 시각화한 것이다. 각 집단에 대한 반복 수행의 결과를 하

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집단의 개체수가 작을수록 빠르게

이형접합성을 잃는 경향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개체수가 10,

100, 1000, 10000인 집단에서 유전자가 하나로 고정될 때까지 걸리는 세

대수의 평균을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각각 27.7, 277, 2772, 277725이다.

이를 통해 개체수가 100 이상인 집단에서는 100세대 안에 유전자가 고정

될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일치

한다.

그림에서 개체수가 100 이상인 집단에서는 10회 반복 수행을 하는 동

안 단 한 번도 유전자의 고정이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 개체수가 10인

집단에서 모든 반복수행에서 100세대가 되기 전에 대립유전자가 하나로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전자가 고정될 때까지 필요한 세대수의

평균은 31.2세대였다. 더욱 정확한 검증을 위해 개체수가 10인 집단에 대

해 반복 수행의 횟수를 10000번으로 늘려 유전자가 고정되는 평균 세대

수를 측정한 결과 27.2007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10회 반복 수

행한 경우 보다 이론값에 더욱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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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등 예비과학교사의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자료 개발에 대한 사례연구

1.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2-4학년에 재학 중

인 예비교사 19명이다. 전산물리 및 교육은 총 15차시 수업으로 전반부

는 Excel VBA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후반부는 Python을 이용한 수치계

산을 학습한다(표 1). 이중 Python 수업 한 차시, 총 4시간을 할애하여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예비교사들은 Jupyter Notebook의 사용 방법, SymPy를

이용한 기호연산, SciPy와 NumPy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Matplotlib을 이용한 시각화 방법을 배우고 포물선 운동과 관련한 예제

를 통해 직접 실습하였다(그림 10). 실습 후 예비교사들은 물리 교과서

에서 임의의 단원을 선정하여 프로그래밍 기반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

였으며, 마지막 차시에 이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표 1. 전산물리 및 교육 수업의 개요

주차 내용
 1-6 ∙Execl VBA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개발
7 ∙중간고사
8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워크숍

(a) Jupyter Notebook 및 Markdown의 기초 사용

(b) SymPy와 Matplotlib을 활용한 기호연산과 시각화

(c) SciPy, NumPy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d)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습
9-13 ∙Python을 이용한 수치계산
14 ∙기말고사
15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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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포물선 운동을 다룬 워크숍 예제. 포물선 운동에 대한 시뮬

레이션과 기호연산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시각화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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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교사들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의 평가 도구 개발에는 과학교육

전문가 2인과 SW교육 연구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교사 1인이 참여하였

으며,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내용 타당도 검토를 통해 이를 수정‧

보완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토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학교육 전문가 5인

과 현직교사 2인이다. 평가범주는 검‧인정 교과용 도서 선정 매뉴얼(교

육부, 2015)의 교과용 도서 평가 기준 항목을 참고하여 내용선정, 내용구

성, 교수학습 및 평가, 그리고 표현 및 외형의 네 개의 영역으로 구성하

고, 여기에 프로그래밍 영역을 추가하였다.

평가영역 중 내용선정 영역은 적정성, 정확성, 학습동기의 세 가지 평

가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내용구성 영역은 효과성, 연계성,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은 활동성, 편리성,

자기 진단 평가로 구성되었고, 표현 및 외형 영역은 정확성 및 가독성과

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영역은 모델링, 표현, 조

작 및 수정, 그리고 디버깅으로 구성되었다. 각 평가기준에 대한 평가항

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평가방식은 5점 리커트 척도(5점: 매우 그렇다, 4점: 그렇다, 3점: 보통

이다, 2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3점 이상이면 교수자

료로서 적합한 것이고, 미만일 경우 부적합한 것이다. 교수학습자료의 평

가는 결과물 발표 이후 과학교육 전문가 3인과 현직교사 2인을 통해 이

루어졌다. 최종 평가 결과는 5인이 평가한 점수의 평균으로, 평가자 간

신뢰도는 SPSS 25에서 급내상관계수(Intra Correlation Coefficient, ICC)

를 구하여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뷰를 요청을 하였으며, 요청에 응

한 6명의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의도 및 개발과정에

서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다. 질문과 응답 내용은 모두 녹음 후 전사

하여 내용 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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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평가틀

평가영역 평가기준 평가항목

내용

선정

1. 적정성

2. 정확성

3. 학습동기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한 학습내용과 개

념을 선정하였는가?

∙개념 및 이론이 정확하고 검증된 자료

에 근거하고 있는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호기심을 자

극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는가?

내용

구성

4. 효과성

5. 연계성

6. 자기주도적

학습

∙학습 요소(본문, 시뮬레이션, 그래프

등)가 유용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학습의 내용 구성(본문, 시뮬레이션, 그

래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고 수준별로 학

습이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가?

교수학습

및 평가

7. 활동성

8. 편리성

9. 자기진단

평가

∙학습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학습활동

을 제시하고 있는가?

∙학습내용에 적절한 시뮬레이션 등의 구

현 및 활용이 편리한가?

∙학생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방법

을 안내하고 있는가?

표현

및 외형

10. 정확성

및 가독성

11. 디자인

∙문장이 명료하며, 전문 용어, 도량형 표

기법 등이 현재 규정에 일치하는가?

∙지면 구성(자료 배치, 줄 간격, 여백,

색조 등)이 안정적인가?

프로

그래밍

12. 모델링

13. 표현

14. 조작

및 수정

15. 디버깅

∙물리 법칙 또는 현상을 적절하게 모델

링하였는가?

∙모델링 결과를 적절한 방법(그래프, 애

니메이션 등)으로 시각화하였는가?

∙변수 조작 및 코드 수정이 용이한가?

∙코드가 오류없이 잘 실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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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의 특징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 자료를 수준별

로 분류하면 중등 수준의 교수학습자료가 11개, 대학 수준의 교수학습자

료가 8개이다. 그리고 영역별로 살펴보면 역학 12개, 전자기 3개, 파동/

공학 3개, 현대물리 1개로, 다른 모든 영역을 합친 것보다 역학 영역의

교수학습자료가 많다(그림 11). 또한, 프로그래밍 요소별로 살펴보면 시

뮬레이션 15개, 시각화 17개로 대부분의 교수학습자료가 시뮬레이션과

시각화 요소를 사용하였지만, 기호연산이 사용된 경우는 대학 수준의 역

학 관련 교수학습자료 2개에 불과했다(그림 12).

구체적인 교수학습자료의 예시는 그림 13∼17에 제시하였다. 대부분

교수학습자료가 예시 (1)과 같이 그래프와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여 시각

화를 하였으며, 예시 (2), (3)과 같이 위젯을 사용하여 조작의 편의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예시 (4), (5)와 같이 외부 패키지를 불러와

3D를 구현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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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자료의 수준

과 영역별 분류. 영역별 분류에서 역학이 압도적으로 많아 그 외의 영역

과 확연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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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자료의 프로

그래밍 요소별 분류. 시뮬레이션과 시각화에 비해 기호연산은 거의 사용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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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교수학습자료 예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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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교수학습자료 예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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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교수학습자료 예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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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교수학습자료 예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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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교수학습자료 예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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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교수학습자료 평가 결과

표 3은 예비교사들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이다. 평가 문항을 제시한 경우가 거의 없어 교수학습 및 평가

영역의 자기 진단 평가 점수가 1.62로 매우 낮게 나온 것을 제외하면 대

체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표현 및 외형 영역의 점수가 높으

며 전체 평균 점수도 3.44로 준수하다. 평가자간 평균점수의 신뢰도를 나

타내는 급내상관계수는 항목점수의 경우 .855, 평균점수의 경우 .755로

Cicchetti(1984)와 Koo and Li(2016)의 해석에 따라 평가 결과의 신뢰도

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 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기준 Ave

내용선정
1. 적정성 3.65

3.722. 정확성 4.57
3. 학습동기 2.95

내용구성
4. 효과성 3.47

3.185. 연계성 3.42
6. 자기 주도적 학습 2.65

교수학습 및 평가
7. 활동성 2.76

2.558. 편리성 3.26
9. 자기 진단 평가 1.62

표현 및 외형
10. 정확성 및 가독성 4.24

3.87
11. 디자인 3.51

프로그래밍

12. 모델링 3.92

3.86
13. 표현 3.81
14. 조작 및 수정 3.35
15. 디버깅 4.35
Ave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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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교사들의 개발의도 및 개발과정의 어려움

교수자료 평가결과에 따라 수준 및 영역별로 평가점수가 우수한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 요청을 하였고, 이 중 표 4와 같은 6명의 예비교

사가 면담 요청에 응했다. 면담을 진행 예비교사들은 각각 광전효과, 충

돌, 케플러법칙, 조화진동, 로렌츠힘, 그리고 열역학을 주제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3.72로 전

체 평균보다 높았다.

표 4. 인터뷰 대상

 

s3 s6 s7 s8 s13 s15 Ave

수준 중등 중등 중등 대학 대학 중등

‧

영역
현대

물리
역학 역학 역학 전자기 역학

프로그래밍

요소

시뮬레

이션

시각화,

시뮬레

이션

시각화,

시뮬레

이션

기호연

산, 시

각화,

시뮬레

이션

시각화,

시뮬레

이션

시각화,

시뮬레

이션

평

가

점

수

내용선정 3.73 4.07 4.13 3.87 3.87 3.80 3.91

내용구성 2.40 4.07 4.13 4.07 3.47 3.27 3.57

교수학습

및 평가
2.53 3.13 3.00 3.20 2.93 2.87 2.94

표현 및

외형
3.80 4.50 4.30 4.10 4.00 4.20 4.15

프로그래밍 3.00 4.15 4.50 4.40 4.15 4.15 4.06

Ave 3.04 3.96 4.03 3.95 3.69 3.65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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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선정과 관련한 개발 의도를 살펴보면 예비교사 모두 실제로 해보

기 어려워 컴퓨터로 보여주기 좋은 내용을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뮬레이션을 활용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직접 가르친 경험으로부

터 내용을 선정한 예비교사 두 명은 다른 예비교사들보다 내용 선정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대학 수준의 내용을 선정한 에비교사들은 스스로

도 잘 모르고 재미있을 것 같은 내용을 선정하였고, 코딩을 통해 복잡한

개념이나 수식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약간 좀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왜 타원형태로 나오게 됐는지?

왜 면적과 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로만 했을

때 쉽게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 (중략) … 수식으로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컴퓨터로 더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교수학습과 관련한 개발 의도의 경우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변수

를 직접 조정해보면서 변화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모두 활동성에서 높

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변수를 직접 조정하더라도 시각화가 미

약한 경우에는 효과성에 점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예비교사는 시뮬레이션과 시각화를 통한 개념의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했으며, 일부는 과제를 통해 코드를 수정하는 심화학습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교수자료에 드러나지는 않았다.

“자기가 변수 값을 조절해서 입력을 시킬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학

생들이 그것을 계속 시도해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

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는 구나 이런걸 … (중략) … 파일형태로 배포하

면 받은 사람이 수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을 써

놓으면 학생이 더 설명을 첨가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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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정에서 예비교사들이 느낀 공통의 어려움은 수업시간에 배운

코드가 제한적이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교수자료 개발과

관련한 코딩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예비교사들은 다양한 물

리적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예제에 대한 소개와 이를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한 학기 정도의 교육을 요구하였다.

“Python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면 지식인처럼 답변 해놓은 것만 있고

설명해 놓은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 지식인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것은 나오는데 … 설명을 해놓은 데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설명을 해놓은 데라고 해도 저희랑 애초에 처음 시작이 다른 것들이 많

았던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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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중등 과학교사의 인식

1. 사전 설문조사 및 논의

표 5와 같이 예비교사들과 동일한 워크숍에 참여한 6명의 물리 전공

중등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및 논의를 통해 TPACK 자신

감과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표 5. 사전 설문조사 대상

 

워크숍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의 TPACK 자신감 점수는 표 6과 같았

다. 이를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중학교 교

사의 경우 기술교수지식이 기술내용지식보다 큰 반면, 고등학교 교사는

기술내용지식의 점수가 기술교수지식 보다 높았다(표 7).

표 6. TPACK 자신감 점수

 
 

T1 T2 T3 T4 T5 T6

TK 4.60 3.70 3.70 4.40 4.40 4.60

TPK 3.57 3.14 4.14 4.14 4.00 3.71

TCK 3.80 1.00 3.00 4.00 4.00 5.00

TPACK 2.63 2.75 3.63 4.38 4.00 3.63

Ave 3.65 2.65 3.62 4.23 4.10 4.24

Group 1 Group 2
T1 T2 T3 T4 T5 T6

Major Phy.edu. Phy.edu. Phy.edu. Phy.edu. Phy.edu. Phy.edu.
Career 7 7 16 4 18 1
Stage High Middle Middle High High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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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의 TPACK 자신감 비교

표 8. 디지털 기술의 사용

   
 

Middle school High school Total

TK 3.70 4.50 4.23

TPK 3.64 3.86 3.79

TCK 2.00 4.20 3.47

TPACK 3.19 3.66 3.50

Ave 3.13 4.05 3.75

Devices Softwares Contents Purpose

smartphone

laptop

projector

usb 
microscope

electronic 
board

MBL

motion sensor

powerpoint

word processor

excel

web browser

function 
generator

mirroring

paint

digital textbook

tracker

show simulation or 
graph

show animation or 
flash

show video clip

observation

quiz

collect data

visual present

make UCC

analyze data

make teaching 
materials

to motivate

to induce 
participation

to show 
experiment in 

class

to concentrate

to better 
understand

to more precise 
analysis

to assist text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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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논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초록색

음영은 고등학교, 파란색 음영은 중학교에서의 사용을 나타낸다. 이를 보

면 중학교에서는 교수의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고등학

교에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TPACK 자

신감 점수와 유사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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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 토론 결과

표 9는 워크숍 이후 모둠 토론을 과정에서 등장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의 장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파란색음영은

중학교, 초록색음영은 고등학교 교사의 의견을 나타낸다.

표 9.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의 장단점

 Pros Cons

Develop
ment

• easy to import external 
simulations

• can create your own inter 
active teaching materials

• can be used as a sour ce 
of digital textbook

• taking a lot of effort and 
time

• need another studying to use
• a little bit high barrier to 

entry
• difficult to find manual in 

detail

Teaching

• help to attract st udents' 
interest

• good for showing visual 
representation

• good for self-studying as a 
homework

• good for introducing 
phenomenon which is hard 
to reproduce in classroom

• need a lot of time to do with 
students

• unnecessary for meeting the 
realistic educational goal in 
high school

• hard to use comparing to 
excel or powerpoint

Studying

• helping in intuitive underst 
anding from simulations

• help to solidify physics 
concepts that already know

• help to understand complex 
situation from simulations

• helping in developing logical 
and systematic thinking

• hard to do without learning 
matrix

• requiring tablet pc for every 
students to use

• bad for reading text 
comparing to paper book

• can focus neither physics 
nor co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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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은 토픽 모델링 기법 중 하나인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에서 주제의 숫자에 따른 일관성 지수를 나타낸 것

이다. 26개의 주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일관성을 보이지만 18번째 이상의

주제는 1% 미만의 단어를 사용하므로 의미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18개

의 주제를 토대로 모델링을 해보면, 그림 19와 같이 8개의 큰 주제로 다

시 묶일 수 있다. 8개의 주제는 각각 워크숍에서 인상 깊었던 점, 프로그

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의 장단점, 중등교육에서의 적합성, 교수자

료 개발 및 교사 교육, 활용 가능성, 물리교육과 코딩교육의 융합, 물리

교유게서의 적합성이다.

.

그림 18. 주제의 숫자에 따른 일관성 지수(Coherenc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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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토픽 모델링의 클러스터 구조

그림 20. Word2Vec 단어 임베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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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은 Word2Vec을 이용한 단어 임베딩 결과이다. Word2Vec에서

벡터 공간에 배치된 단어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중학교 주변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가르치다’를 비롯한 교수와 관

련한 단어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 주변에는 ‘배우다’와 ‘법칙’ 등 내용

과 관련한 단어들이 많이 포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

려면 위해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단어 유사도(Similarity)를 점검해보면

된다. 그러면 위와 마찬가지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단어 유사도(‘중학교’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Index Similarity Index Similarity

공/NNG .99740 활동/NNG .97172
그림/NNG .99317 역할/NNG .97129
전제/NNG .98157 변화/NNG .95721
마지막/NNG .97542 시각/NNG .94930
분석/NNG .97316 배우/VV .93348
가르치/VV .97033 이러/VV .92793
수업/NNG .95794 움직이/VV .92651
함수/NNG .94751 가/VV .92617
관심/NNG .93970 운동/NNG .92451
나중/NNG .93618 계산/NNG .91665
기존/NNG .93271 결과물/NNG .90478
실험실/NNG .92282 변수/NNG .90460
떠오르/VV .92222 보/VV .89156
가지/VV .91824 나오/VV .88193
이상/NNG .91093 방식/NNG .86643
수정/NNG .89861 가상/NNG .86497
중요/NNG .89671 속도/NNG .86387
사용/NNG .88831 법칙/NNG .86135
체계/NNG .88363 정도/NNG .85626
힘들/VA .87881 모르/VV .8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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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무료 프로그래밍 언어인 Python의 기호연산과 시각

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

습자료를 개발하고, 예비교사 교사 교육 및 현장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우선 개발과정에서는 기호연산과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Python에서 그래프, 등고선, 벡터장,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다양하게 시

각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Python을 이용하여 전기

퍼텐셜과 전기장, 확산, 그리고 유전적 부동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사례에

대해 기호연산과 확률적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를

시각화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물리교육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Python의 기호연산과 확률적 시뮬레이션은 물리학의 여러 개념

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벡터미적분과 미분방정식은 역학과

전자기학, 확률적 시뮬레이션은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념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

둘째, Python은 2D 그래프, 등고선, 벡터장, 그리고 애니메이션의 다

양한 시각화가 가능하다. 등고선과 벡터장 같은 특수한 그래프는 퍼텐셜

과 장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그릴 수 있고, 일반적인 그래프는 애니메이

션을 이용하여 연속적인 변화를 나타내거나, 여러 개를 중첩하여 경향성

을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기호연산의 결과는 바로 시각화 할 수 없고 수

치입력이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셋째, Python을 이용한 기호연산의 도입으로, Beltzer 와 Shenkman

(1995)이 주장했듯이 계산 시간을 단축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어려운 계산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데, 벡터 미적분은 그동안 학생들이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애물로 보고되어 왔는데(정계삼과 이경호, 2009; Pepper et al., 2012;

조광희, 2016),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Python의 기호연산을 활

용하여 이를 우회하는 방법이 가능해 진다.

한편,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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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을 진행하고 개발된 교수학습자료를 평가한 결과, 예비교사들은

Python과 Jupyter Notebook을 활용하여 평균보다 우수한 물리 교수학습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워크숍의 효과도 검증할 수 있었다. 다

만, 많은 예비교사들이 수식보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직관적인 이해를 선

호하여 수식 전개와 관련한 기호연산은 거의 사용되지 못했다. 그러므로

향후 워크숍에서는 기호연산의 장점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교수자료 예시

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료 개발과정에서 겪는 예비교사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워크숍 시간을 늘리거나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적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교사들의 인식에서는 중학

교와 고등학교 교사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내용보다

교수법이,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반대로 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따라서 프로그래밍 기반 물리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할 때 이러한 수준별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물리교육에서의

적합성 그리고 물리교육과 코딩교육의 융합은 각각 하나의 큰 주제를 이

룰만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

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내외에서 Python과 Jupyter Notebook을 활용한 물리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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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Python을 이용한 Word embedding과 Topic

modeling

본 연구에서는 Python에서 Word embedding 및 Topic modeling을 하

기 위해 KoNLPy와 Gensim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KoNLPy는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패키지로 Kkma, Komoran, Hannanum, Twitter, 그리

고 Mecab의 5가지 클래스를 통해 형태소 분석 및 품사 태깅이 가능하

다. Gensim 패키지는 Vector space modeling과 Topic modeling을 위한

패키지로 tf-idf, word2vec, 등의 알고리즘을 제공하며, LSI(Latent

semantic analysis)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등의 모델링을 제

공한다.

NUM_TOPICS는 Topic modeling을 위한 주제의 개수를 의미한다. 적

당한 숫자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는 주제의 개수에 따라 여러번 모델링을

반복하며 일관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TOPWORDS는 여러 문

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하여 주제를 분류하는데 큰 의미를 지니

지 못하는 단어들을 정의한 것으로 형태소 분석시 이들 단어는 제외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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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여러 클래스의 형태소 분석기 중에서 Mecab을 사용하

였다. 또한, Topic modeling의 전처리 과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

clean_text라는 사용자 함수를 정의하였다. 이 함수는 텍스트를 입력받아

mecab을 통해 형태소로 분해한 뒤 명사,동사,형용사인 경우에만 품사를

붙여서 출력하며, 이때 불필요한 형태소의 경우 삭제한다.

이렇게 문장별로 clean_text를 통해 토큰화 시킨 후 tokenized_data라

는 이름으로 하나의 문서로 합친다. 토큰화된 문서는 다시 doc2bow를

통해 단어와 단어의 빈도로 나타내는 bag-of-words 형태인 corpus로 변

환시킨다. 이 corpus를 이용하여 LDA 또는 LSI modeling을 할 수 있다.

LDA modeling의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pyLDAvis.gensim 패

키지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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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 결과에서 좌측은 2차원 공간에 주제를 배치한 것이며, 우측은

각 주제에 포함된 단어와 빈도수를 의미한다.

주제의 개수에 따른 일관성을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하

여 반복 모델링을 통한 일관성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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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plotlib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그려보면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word embedding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불러올 필요

가 있다. 특히 word2vec을 이용하여 벡터화된 단어를 시각화 하려면

sklearn 패키지에 포함된 TSNE 클래스를 이용하여 차원을 축소해주어

야 한다. 패키지를 불러온 후 word2vec을 이용하여 토큰화 시킨 텍스트

(toknized_data)를 벡터화 시킨다. 여기서 size는 벡터공간의 차원,

windows는 참조할 주변 단어의 거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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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를 위해 TSNE클래스를 이용하여 2차원으로 차원축소한 후 품

사를 떼어낸 후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다. matplotlib에서 한글 단어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폰트를 추가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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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ogramming

based Physics Teaching

Materials

Lee Jun Haeng

Physic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s implemented, software education
is mandatory in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s, and the
classroom environment such as digital textbooks, electronic
blackboards and tablet PCs is gradually becoming digitalized.
Therefore, the teaching materials used in the physics education are
also in need of change. In this study, we developed a programming
based physics teaching materials, constructed a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 based on this, and conducted a cognitive survey
for middle school science teachers.
   The development of programming based physics teaching materials
was carried out in Jupyter Notebook, a web browser format, using
symbolic operations, visualization, and simulation functions of Python,
an open source programming language. The developed t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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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were used as an example of workshop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After the workshop, programming based physics
teaching materials developed by pre-service teachers were evaluated
through a self-developed evaluation framework.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of the workshop for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was
verified.
In addition, after conducting the same workshop for the secondary

science teachers, we confirmed the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programming based physics teaching materials, and obtained some
suggestions for teacher training and school application.

keywords : Physics Education, Programming Language,

Teaching Materials,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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