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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다양한 물리학 이론 중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은 물리학 전공자

에게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대부분

의 이공계 대학생과 예비교사들은 현대물리학 강좌를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론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이해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내용을 분석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저술

한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로 표기)을 분석하여

일반 상대성이론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

대성이론 내용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EoP를

분석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 7가지에

대한 각각의 평가 기준을 3단계로 제시한 후, 이에 따라 국내에

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현대물리학 교재 6종에 대한 분석을 진

행하였다. 또한 Galili(2012)의 학문-문화 구조도를 활용함으로

써, EoP와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핵심주제어들 간

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 번째 연구 결과로,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강조하였던 주제어들을 단지 언급만 하거나 언급

조차 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

대로 현대물리학 교재의 전반적인 특징 4가지를 규명하였다. 첫

번째 특징은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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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

에 대한 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보편성을 추

구하는 물리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과, 마지막

으로 현상 위주의 설명이 많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연구결과로, 아인슈타인의 저서에서는 일반 상대성이

론의 핵심주제어들 중 3가지의 핵심주제어들과 이를 보조해 주

는 다른 핵심주제어들이 적절하게 나타나 있는 것과 달리 현대

물리학 교재에서는 EoP에서 다루는 핵심주제어들 중에 생략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EoP에는 핵심주제어들 간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반면에 현대물리학 교재는 현상에 대

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있었으며 핵심 주제어들 사

이의 관계성이 없이 현상 위주의 분절적인 설명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하여 시

사하는 점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주요어 : 일반 상대성이론, 현대물리, 교재 분석, 상대성이론 교육,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핵심 주제어

학 번 : 2017-29332



- 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

제 2 절 연구문제 ··································································· 5

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 6

제 1 절 물리 교재 분석 연구 ············································ 6

1. 대학 물리 교재 ····································································· 6

2.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과정과 교과서 ······························· 8

제 2 절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관련 연구 동향 ············· 14

제 3 절 물리학의 지식 구조 ·············································· 17

1. Galili의 물리학 지식구조이론 ············································ 17

2. EoP에 나타난 물리학의 지식 구조 ·································· 19

제 3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30

제 1 절 연구 대상 ································································· 30

1. The Evolution of Physics ················································· 30

2. 현대물리학 교재 ··································································· 32

제 2 절 연구 방법 ································································· 34

1.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

분석방법 ················································································ 34

2.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

분석방법 ················································································ 37



- iv -

제 4 장 연구 결과 1 ··················································· 39

제 1 절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분석 기준틀 ····· 39

제 2 절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주제어의 특징 ······· 44

제 3 절 요약 ············································································ 59

제 5 장 연구 결과 2 ··················································· 61

제 1 절 EoP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구조도 ·················· 61

제 2 절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구조도 ······················ 71

제 3 절 요약 ·········································································· 77

제 6 장 결론 및 제언 ··············································· 79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79

제 2 절 논의 및 제언 ························································· 82

1. 논의 ························································································· 82

2. 제언 ························································································· 85

참고문헌 ········································································ 88

Abstract ········································································ 93



- v -

표 목 차

[표 2-1] IB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상대론 ········· 9

[표 3-1]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현대물리학 교재 ········· 33

[표 4-1] 등가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 ····························· 41

[표 4-2] 현대물리학 교재 ‘일반 상대성이론’ 분석 결과 ··· 45

[표 5-1]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 ············································ 73

[표 6-1] 현대물리학 교재의 특징 요약 ································· 81

그 림 목 차

[그림 2-1]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상대론 성취기준 ··· 11

[그림 2-2] 선행연구에 사용된 일반 상대론 삽화 5가지 ··· 12

[그림 2-3] 학문-문화 구조도(DC 구조도) ···························· 18

[그림 2-4] EoP에서 시공연속체 비유(아메리칸 타운) ······· 25

[그림 2-5] 일반 상대성이론 원전 논문의 구조도 ··············· 27

[그림 2-6] EoP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 ·························· 28

[그림 3-1] 질적 내용 분석에 의한 분석 과정 ····················· 35

[그림 5-1]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EoP의 일반 상대

성이론 구조도 ························································· 63

[그림 6-1] 현대물리학 교재의 휘어진 공간 비유 ··············· 82



- 1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현재 일반 상대성이론은 관련 학계를 넘어서 일반인들과 비전공자들에

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 초,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견하였던 중력을 매개하는 물질인 중력파가 실제로 검출되었

고, 이를 통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되면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대중들이 중력에 의한

시간 팽창 등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스텔라’를 통해 중력에 의해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음을 접하면서 이 신기하고 의아한 현상에 관심을 갖

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적인 관심과 함께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교육 연구도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적인 부분을 다루는 학술지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수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연구(Moore, 2016; Price, 2016)나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되는

여러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유용한 것일지에 대한 연구

(Gould, 2016; Rowlands, 1997), 혹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쉽게 이해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는 연구(김성원, 2017; Egdall, 2009;

Krau & Zahn, 2018; T. Kaur etc. 2017; Stannard etc., 2017; Kersting,

2019; Stannard, 2018)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교육 문

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이론이 국가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

는 등 교육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물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았던 반면, 2009 개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루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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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과정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내용 및 순서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물리Ⅰ’에 특

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이론을 포함한 현대물리의 여러 가지 지식

을 소개하고 있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현재 개정된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물리학 Ⅰ’에 특수 상대성이론을, 물리학 Ⅱ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나누어 가르치고 있다(교육부, 2015).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

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많은 예비교사와 현직 교사들은 일반 상대

성이론을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연대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학습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조헌국, 2014;

김희경 & 이호용, 2016). 이러한 학습 과정의 어려움은 일반 상대성이론

이 이론의 특성상 오감이나 실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

기 때문이다. 이에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론을 잘 이해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현대물리학 교재’의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과 예비교

사가 이 교재를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을 유일하게 접하기 때문이다. 일

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상대성이론’의 강의를 상시로 개설하고 있지 않

고, 일반 상대성이론은 ‘현대물리’ 강좌에서 약 한 차시 정도의 짧은 시

간에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전공하지 않은 예비교사

를 포함한 대부분의 이공계 학생들에게 입문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

물리학 교재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이 이론을 제대로 가르

치는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이론을 학습할 때

에 과학자가 사유했던 방식과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방향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김영민, 2007). 과학을 잘 가르친

다는 것은 단편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지식의 구조나 이론의 관

점에 대해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되어 오고 있다(장희익, 2012; Gali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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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이홍우, 2006)1). 즉, 과학자의 사유 방식을 따라서 가르치는 것이

과학의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은 아인슈타인 한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하여

마무리까지 지은 이론이라는 점에서 다른 물리 이론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 자신이 상대성이론

을 어떻게 소개하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대한 아이슈타인의 관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이 강조하였던 핵심주제어를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또한, 교육

의 방법에 있어서 Galili(2012)가 제시하였던 학문-문화(Discipline

-Culture; DC)의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이러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교육할 때 어떠한 지식의 모양

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틀과

DC 구조도에 대해서는 2장 이론적 배경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아인슈타인

(1938)이 직접 쓴 저서인 <The Evolution of Physics> (이후 줄여서

EoP라고 지칭함)과의 비교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인슈타인의

EoP는 아인슈타인이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처음

으로 소개하였던 원전 논문(A. Einstein, 1916)과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

면에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이서지, 2019). 그렇지만 원전 논문과

는 달리 EoP는 저자가 서문을 통해서도 밝히고 있듯이 물리학 전문가가

1) 그렇다고 해서 본 연구가 1960년대 브루너(J. Bruner)(1960)를 중심으로 전개

된 전통적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회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여

기서 말하는 지식의 구조는 장회익(2012)이 말하는 물리학적 관점(우주인의 눈)

과 I. Galili(2012)등이 말하는 문화로서의 물리학적 지식 구조 등과 관련된 것이

며 이것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재해석한 이홍우(2006)의 설명과도 관련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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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된 책임을 알 수 있다.

“We had him [reader] making up for a complete lack of any

concrete knowledge of physics and mathematics by quite a great

number of virtues.” (A. Einstein, 1938)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수식을 사용하여

정량적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성적으로 소개한다는 식의 언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Tipler와

Llewellyn(2012)은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A full description of the general theory uses tensor analysis at a

quite sophisticated level, well beyond the scope of this book, so

we will be limited to qualitative or, in some instances,

semiquantitative discussions. (p.97-98)

이처럼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론을 정량적으로 서술하는 것

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정성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고 있

다. 즉, 정교한 수준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성과’의 한 예로 최대한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라면 이론의 핵심을 잘 서

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EoP에서는 원전 논문과 달리 복잡한 수식

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현대물리학

교재와 EoP가 공통적으로 이론의 정량적인 서술보다는 정성적인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EoP

를 기준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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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개념들이 현대물리학 교재

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정의할 수 있다.

1.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

론의 주제어는 어떠한가?

2.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

론 구조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첫 번

째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알아보기 위해 EoP

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만든다. 그리고 이 분석틀

을 활용하여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EoP에 서술된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를 파악하고, 현대물리학 교재의 구조도와 비교

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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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본 절에서는 현대물리학 교재의 분석에 앞서, 물리 교재를 분석하였던

여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 후, 본 논문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일

반 상대성이론을 분석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물

리학의 지식 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Galili의 관점을 소개하

고, 이러한 관점으로 EoP를 분석하였던 연구논문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제 1 절 물리 교재 분석 연구

본 연구는 물리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물리 교재는

학생들의 교육 수준과 선행 지식 등에 따라 같은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

내용의 범위나 깊이가 다르다. 우선 대학 물리 교재 분석을 통해 가르치

고자 하는 내용의 범위나 깊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

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일반 상대성이론 내용과 관

련된 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대학 물리 교재 분석 연구

본 연구는 대학 물리 교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학

물리 교육에서 이론의 내용의 범위와 내용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비슷하게 어떠한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연구의 한 예로, Niaz (1998)가

원자의 구조 단원을 평가한 것이 있다. Niaz (1998)는 세 가지의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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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모형(Thomson, Rutherford, Bohr의 모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

각하는 내용을 토대로 평가 기준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대학 물리 교재

를 평가하며 원자의 구조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를 알아보았

다. 이는 원자의 구조 단원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

는지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연구의 맥락에서

권상운 (2018)은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

과에서는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가 다른 교재와 보이는 차별화된 특

징이 있음을 드러내고, 물리학 지식의 이해에 있어 맥락 속에서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는 점을 드러내었다. 한편, 특정한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을 연구한 것도 있었다. 김은선(2016)은 광전효과에서 빛의 세기가

같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현대물리학 교재를 찾아보았

지만 교재마다 제각각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

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빛의 세기를 양자적인 견지로 어떻게 표상

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다. 이

러한 논문들에서는 대학 물리 교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단원마다 구체

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논문들에서는 원자의 구조, 광전 효과 등 특정 주제에 관한 단원

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 평가 기준을 선정하여 진행한 것

도 있고, 특정 교재를 좋은 교재의 표본이라는 점을 여러 방면에 대해

분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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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상대성이론 교과서/교육과정 관련 연구

일부 국외의 교육과정에서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한 중․고등학교 교

육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국외의 대표적인 교육과정 중 하나인 IB 교

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루고 있다. IB 교육과정이란 스위스

비영리 공적 교육재단인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BO)’에서 주관하여 개

발한 교육과정으로, 현재 전 세계 146개국 3,700여 개의 학교에서 채택해

서 운영하고 있다. 다음 표는 IB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상대성

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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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IB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일반 상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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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과학적 본성, 이해, 적용 등 여

러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하

고 있다. 특히 등가원리 빛의 휘어짐에서부터 출발하여 적색편이 블랙홀

등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체적인 부분들까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곡률로 표현되는 시공간의 기하학에 대하여 질량과 에너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와 블랙홀과 열역학 사이에 예기치 못한 연결성에 대

해서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일반 상대성이론을 고교 물

리에서 가르치고 있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20세

기 물리학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다준 상대성이론과 양자론을 도입한 것

이다. 최근 100년간 물리학의 눈부신 발전상을 고려하여 현대 물리학의

내용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폭 삽입하게 되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내용은 특별히 특수 상대성이론과 비슷하게 두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출

발하였다. 이 두 가지 가설은 관성력과 중력의 등가의 원리와 시공간의

굽어짐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러한 가설에서 출발하여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설명과 검증을 진행하였다 (김성원, 2012; 교육과학기술

부, 2009). 교육과정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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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2015개정 교육과정의 일반 상대론 성취기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가속 좌표계와 등가원리 등 일반 상대성이

론의 기본 원리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력

렌즈 효과나 블랙홀에 대해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는 앞으

로 다루게 될 현대물리학 교재의 내용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 1에 특수, 일반 상대성이

론이 포함되었던 반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물리학 1에

특수 상대성이론이, 물리학 2에 일반 상대성이론이 나뉘어 들어갔다. 이

는 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변화할 때 ‘교육의 적정화’를 목표에 두고 개정

하였기 때문에 물리학 1의 범위를 축소한 결과로 보인다.

상대성이론이 국가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게 되면서 특수 상대성이론

연구보다 일반 상대성이론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소개되지는 못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개된 연구들을 볼 때 현재의 일반 상대성이론의

교육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

경 & 이호용, 2016; 조헌국, 2014; Moore, 2016; Price, 2016). 김희경과

이호용(2016)은 물리 1 교과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삽화 5개를 통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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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어려움을 주는 특징 유형을 6가지로 나누어 분류하고 각각의 어

려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분석에 사용하였던 삽화 5가지는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선행연구에 사용된 일반 상대론 삽화 5가지(김희경 & 이

호용, 2016)

연구 결과로는 삽화의 어려움 유형으로 ‘실제 대 상징 읽기 (R/S)’,

‘선택과 부각점(SEL)’, ‘언어적 요소 읽기 (VE)’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

났고, 관련 물리 개념들과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

려움을 유발하였다. 특히, 일반 상대성이론은 특별히 3차원 공간의 왜곡

을 2차원 이미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DR)이 나타났고, 직

관적으로 삽화를 읽어 물리 개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물리 이론을 바

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물리

1 교과서의 일반 상대성이론을 삽화를 통해 도움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김희경 & 이호용, 2016).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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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물리학 단원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다는 연구 등이 진행되어 왔다.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가

르쳐야하는 핵심 내용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

다. 현재 국내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물리학에서 소개하는 전통적인 방

법’을 활용하여 소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김성원, 2012).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현대물리학 교재에 나타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 내용과 범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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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 관련 연구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를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면 일반 상대성이론의 수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을 소

개하는 연구,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되는 여러 현상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유용한 것일지에 대한 연구, 일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모형을 소개하는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 상대성이론은 텐서를 사용하여 이론의 논리를 전개해 나

가는 어려운 이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이해하는 데 발생하는 어

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Moore, 2016; Price, 2016).

Moore(2016)는 연구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유도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인 아인슈타인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즉, Christoffel 기호와 텐서를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에

게 활동지를 만들어 익숙해질 수 있는 연습을 하도록 하여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Price(2016)는 휘어진 시공간

에 대해 학생들이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한 절에서는 수식 없이 기본적인 물리 지식만으로 이해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였다.

둘째로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해 해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

하여 유용한 설명을 소개하는 논문들이 있다 (Gould, 2016; Rowland,

1997). Gould(2016)는 공이 떨어지는 현상에 대하여 일반 상대성이론에

서의 유용한 설명을 제시하였다. 즉, 공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뉴턴

과 아인슈타인은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도의 궤적에 비

유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특히 Gould(2016)는 공을 떨어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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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은 공간의 휘어짐이 아닌 시간의 휘어짐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Rowland(1997)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대표적

인 3가지 현상을 소개하였다.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예견할 수 있는 현상

에는 중력에 의한 적색편이 현상,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수성의 세차

운동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특수 상대성이론과 뉴턴의 중력에서부터

도출하면서 새로운 설명 방식을 보여주었다.

한편 현재 어렵다고 받아들여지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현상을 쉽게 이

해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연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김성원, 2017;

Egdall, 2009; Kraus 등, 2018; Kaur 등, 2017; Stannard 등, 2017;

Kersting, 2019; Stannard, 2018). Egdall(2009)은 물리학 지식이 전혀 없

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해 수학을 전혀 사용하지 않

고 소개하는 것을 담았다. 등가원리나 휘어진 시공간 등을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개하였다. 김성원(2017)은 일반 상대

성이론의 비유적 그림인 고무판 비유가 적절한지에 대해 논하였다. 시공

간의 휘어짐을 소개하기 위해 굽어진 공간을 2차원에 표현하는 비유적인

그림이 실제로 계산을 해보았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결과

가 나왔다. 따라서 비유 모형은 물체 주위에 굽어진 공간을 이해시키기

에는 비교적 적절하지만 정확하게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Kraus

등(2018)은 빛과 자유입자가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해 어떠한 경로로 이

동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보여주었다. Kaur 등(2017)은 시간과 공간, 중

력, 양자의 개념을 고등학교 교육에 도입하여 학교 과학 교육의 패러다

임 변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에 아인슈타인의 사고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비유 모델을 사용하였다. 논문에서 소개된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고등학

교 교실에서 상대성이론 개념을 가르치는 것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도

출하였다. Stannard(2017)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떨어지는 물체의 경로

를 기본적인 기하학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뉴턴이 설명하는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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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아인슈타인의 생각해서 물체가 떨어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

었다. Kersting (2019)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력을 시공간의 휘어

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델을 소개하였다. 자주 사용하는 고무판 모델

의 경우 공간의 휘어짐에 대해서만 다루는데, 중력 현상은 공간뿐만 아

니라 시공간의 휘어짐에서 비롯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휘어진 시간

모델을 고등학교 현장에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주로 일반 상

대성이론을 공부할 때에 시공간의 휘어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하는 모

습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소개한 논문들은 주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의 방법에 관한

것들이었다. 한편, 교수·학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

반 상대성이론의 내용의 범위와 내용의 구조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부족

한 것으로 보인다. 물리 이론을 가르치는 방법에 따라 이론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

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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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물리학의 지식 구조

본 연구는 지식의 구조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일반

상대성이론의 교육내용의 범위와 지식의 모양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Galili(2012)의 지식 구조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

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EoP에서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지식의

구조로 바라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1. Galili (2012)의 지식 구조

Galili (2012)는 물리학 내용 지식을 고정된 지식의 체계로 보지 않고,

대화를 통해 역사의 변천을 겪는 일종의 문화적 관점으로 보았다. 이러

한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림 2-3]이고, 이러한 구조도를 학

문-문화 구조도(DC structure)라고 부른다. Galili(2012)는 학문-문화 구

조도(DC structure)를 활용하여 물리학 내용 지식의 구조를 표현하였다.

학문-문화 구조도는 특정 이론에서 다루는 내용의 위계질서에 대해 구

분을 하고 있다. 크게 핵(Nucleus), 몸체(Body), 주변부(Periphery) 세 부

분으로 나뉘며 각각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핵(Nucleus)은 이론의 핵심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와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한편, 몸체

(Body)는 핵(Nucleus)에 의해 파생될 수 있는 지식인 개념이나 실험 결

과 및 설명되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주변부(Periphery)는 이론으로 설명

될 수 없는, 즉 이론과 대립되는 지식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도를 이

용한다면 가르칠 지식의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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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학문-문화 구조도(DC 구조도)

[그림 2-3]은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단일한 학문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학문-문화로서 바라보는 관점을 담고 있는 구조도이다. 물리학이란 앞서

설명한 특정 이론의 위계를 다루는 구조들이 모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역학과 열역학은 서로 상충되어 보이나, 이것

이 역학과 열역학을 통합한 통계물리학이라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고전 역학은 상대성이론적 역학을 근사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몸체(Body) 부분이 서로 겹치는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3]에서 이론의 핵을 색이 칠해진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였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몸체(Body)이다. [그림 2-3]과 같이 물리학

이란 하나의 단일한 이론의 체계를 나타낼 뿐 아니라, 각각의 이론이 긴

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식의 구조는 이홍우(2006)가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를 재해

석한 설명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브루너는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이 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홍우(2006)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

친다.’라는 말이 ‘교과답게 가르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브

루너가 말한 과학자의 하는 일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즉,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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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르치되 그 안목으로 현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지식의 구

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Galili(2012)나 장회익(2012)이

주장하는 물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소개와도 일맥 상통하는 설명

이라고 볼 수 있다.

2. EoP에서 드러난 물리학의 지식 구조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드러내야 하는 물리학의 지식 구조에 대한 연구

들이 선행되었다. 본 연구자는 EoP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서술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EoP에 담긴 물리학의 지식 구조를 잘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EoP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홍빈 외, 투고예정)를

통해 아인슈타인이 강조하는 주제어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구체화 시

켜서 연구 결과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

론의 구조에 대해 원전 논문과 EoP에서 각각 어떻게 드러내었는지를 소

개하였다(이서지, 2019). 다음을 통하여 EoP에 드러난 물리학의 지식 구

조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EoP에 드러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의 내용과 범위(Why,

What, How)

아인슈타인의 EoP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홍빈 외, 투고예정)에서는 일

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Why),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지(What),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How)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아인슈

타인이 저서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기준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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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목적(Why)을 본 선행연구에서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 자연의 실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고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 물질 세계나 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의 관념 세계를 구성하는 개

념적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를 넘어서 물질 세계의 구조 그리고 자

연 세계를 보여주는 특징을 파악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둘째는 나

와 우리(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소

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연-인간-과학 간의 관계성에 대한 메타적

이해와 그 관계성의 발전을 위한 공동체적 헌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소개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

성이론을 교육하는 목적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선행연구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의 목적(Why)에 이어서 내

용(What)에 대해서도 장을 함께 포함하여 주제어를 8가지로 나누어 소

개하고 있다. 그 주제어는 관성계 폐지, 일반 공변성, 등가원리, 비유클리

드 기하학(새로운 기하학), 시공연속체(새로운 시공간), 장방정식, 관측

현상, 장이다. 이 주제어들을 앞에서 소개했던 목적(What)에 근거하여

분류를 하여 다루고 있다. 8가지 주제어에 대해서는 본 논문에서도 함께

다루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관련한 방법(How)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물리학의 역사와 이론 발달 과정

을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과 결론적 지식이 아닌 열려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강조했던 주제어를 중심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8가지 주제어들 중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

석하는 것에 적절한 7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편,

‘장(field)’과 ‘장방정식(field equation)’은 둘 다 ‘장’에 대한 강조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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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장(방정식)’으로 나타내었다.

EoP에서 이 일곱 가지 주제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주제어는 관성계 폐지이다. 관성계는 뉴턴 역학에서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관성계에서 물리학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관성계는 특수 상대성이론에

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물리학의 기초 개념이다.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

성이론이 이러한 여태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간인 관성계라는 개

념을 폐지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였다(Gutfreund & Renn, 2015). 구체적으로

EoP의 10절에서는 관성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관성계가

정의될 수 없고, 순환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논증을 시

작하고 있다.

“이것을 더욱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고전 물리학자에게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져보자. “관성계란 무엇입니까?” (중략) 그러나 앞에

서 대답한 설명과 다른 새로운 해답을 얻긴 힘들어 보이므로 좀 더 구

체적인 설명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을 바꾸어보자. (중략) 우리는 또다

시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고전

물리학의 중대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자연법칙은 있지만 그것을 언급

할 수 있는 어떠한 좌표계도 알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물리학의 구조

는 사상누각처럼 보인다.”(EoP, 186)

이와 같이 EoP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험적으로 당연하다고 간주해왔

던 관성계가 실제로는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모든 좌표계에 타당한

물리 법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연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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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주제어는 일반공변성이다. 일반공변성이란 일반 상대성이

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으로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하는 물리법칙의

보편적 성질’을 의미한다. 이 일반공변성은 EoP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기저에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

다. 즉, 일반 공변성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특정 개념을 넘어서 이 이론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개념이 일반 상대

성이론에만 국한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특수 상대성이론이나 뉴턴 역

학에서도 일반공변성을 만족하도록 형식화할 수 있다. 또한, 아인슈타인

의 이론을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현대의 시도에서 물리 이론을 공변적

체계(covariant formulation)로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일

반공변성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일반 상대성이론이었기 때문에 이 이

론에서 이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부각하여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EoP에서는 일반공변성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의 내용 전개를 이끌어나가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관성계

개념을 폐지시키는 것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일반공변성과의 긴밀한 관

계를 볼 수 있다.

“절대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운동이 상대적인, 그리하여

운동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좌표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정말로 상대성

이론적인 물리학을 구축해낼 수 있을까? 실제로 이것은 가능하다! ...

모든 좌표계에 적용될 수 있는 물리법칙을 형성하는 문제는 일반 상대

성이론에 의해 해결되었다.”(EoP, 189)

따라서 개념적으로나 인식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관성계라는 개념을

일반공변성을 활용해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관성계뿐만 아니라,

등가원리나 새로운 기하학에서도 일반공변성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준으

로 전개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공변성이 물리법칙

의 가장 최정점의 기준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활용해 물리학 이론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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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어는 등가원리이다. 아인슈타인은 EoP 저서의 시작 부

분에서 역학적 관점의 형성을 다루면서 질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

체적으로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에 대해 나누어 설명하고 있고, 이를 우연

히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질량의 같음이 일반 상대성이론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등가원리란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다는 점에서 출발한 원리인데, 이는 가속되는 승강기 내부

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하여 외부 관찰자와 내부 관찰자의 설명

이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곧 관성계와 가속계의 연결다

리 역할을 중력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를 아인슈타

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승강기 내부의 관찰자와 외부의 관찰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좌표계를 기준으로 모

든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물론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은 양립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물리현상은 서로

다른 두 좌표계-비록 상대적으로 등속운동을 하지 않을지라도-에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부합되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 때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의 변환에 영향

을 주는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력은 마치 두 좌표계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EoP, 193)”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관찰자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아인슈타인은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 가능한 새로운 상대성이론적 물리학을 형성하였다고 말

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떤 좌표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력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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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주제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다. 아인슈타인은 비유클리

드 기하학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수식을 전

혀 사용하지 않고 설명하였다. 통상적인 일반 상대성이론 교재나 교양

도서에서는 수학의 한 부분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

클리드 기하학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맥

락 안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성질에 대해 논하였다는 것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EoP에서 아인슈타인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강

조한 이유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등 수학 지식이 필수

적이라는 뜻이기보다는 인간이 측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바

뀌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 기하학은

수학이 아닌, 물리학의 한 분야로 간주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EoP에서는 2차원 평면에서 성립하는 기하학이 2차원 구

표면에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을 통해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에 대한 설

명을 시작하고 있다. 회전 원판으로 예시되는 가속되는 좌표계와 정지한

좌표계의 비교를 통해 모든 좌표계에서의 설명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하학이 반드시 필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가 절대운동을 거부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고수하려고 한다

면 유클리드 기하학보다 더욱 일반화된 기하학의 기초 위에 물리학을

정립시켜야 한다. 만약 모든 좌표계가 허용된다면 이러한 결론을 거역

할 수는 없다.” (EoP, 203)

다섯 번째 주제어는 시공연속체(새로운 시공간)이다. EoP에서 아

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전에 한 절을 따로 할애하여 시

공연속체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명명법(nomenclature)을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다. 시공간

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실재이므로 시간과 공간을 따로 구분하여 취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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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자체가 객관적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아인슈

타인은 4차원 시공연속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단

일한 개념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다. 특히 특수 상대성이론과는 달리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4차원 시공연속체가 물질과 함께 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아메리칸 타운 등의 비유를 통해 휘

어진 시공간의 개념을 가시적인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그림 2-4] EoP에서 시공연속체 비유(아메리칸 타운)

여섯 번째 주제어는 장방정식이다.2) 이것은 뉴턴의 중력법칙을 일

반공변성(일반 상대성이론)과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립된 중력

법칙이다. EoP에서 아인슈타인은 장방정식의 수학적 형태를 제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강조하였다. 즉, 장방정식

으로 묘사되는 새로운 중력법칙이 구조법칙(structure law)의 형태를 가

진다는 점이다. 아인슈타인은 구체적으로 쿨롱의 법칙에서 맥스웰 방정

식으로의 변천을 활용해 뉴턴의 중력법칙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으로의 변

천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중력방정식도[맥스웰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중력장의

2) 장방정식을 EoP에서는 ‘중력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개념상의 차이가

없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장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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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기술해 주는 구조법칙이다. (중략) 뉴턴의 중력법칙에서 일반 상

대성이론으로의 변천은 쿨롱의 법칙에서 맥스웰의 이론으로의 변천과 어

느 정도 비슷하다. (EoP, 211)”

구체적으로 구조 법칙이란, 장을 기술하는 물리법칙으로, 시간과 공간

상의 한 점에서 정의되는 장의 변화가 주변에서의 장 값의 변화를 결정

짓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을 뜻한다.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이 역학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 현상을 소개하던 뉴턴 역학과는 달리, 장의 상호

작용으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장 관점으로의 변화는

아인슈타인이 EoP 책 전반에 걸쳐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물리학

적 세계관의 변화이다.

마지막 주제어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검증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측 현상에 대한 것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뉴턴이 예

측했던 타원 궤도에서 약 43″정도의 오차가 난다는 점은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의 원인을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태양 위에 있는 시계와 지구 위에 있는 시계의 리듬이 다르다는

것도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EoP에서 아인슈타인은 현상

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나열하기보다는 이 검증이 아직 완전히 끝

난 것이 아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결과를 관찰을 통해 검증하는 문제는 복잡하여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중략) 단지 지금까지는 관찰에 의한 검증을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의 결론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말을 할 뿐이

다. (EoP,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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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 원전 논문과 EoP에서 드러난 물리학의 지식 구조

아인슈타인의 EoP와 GR 원전 논문을 비교했던 선행연구(이서지,

2019)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선행연구는 아인슈타

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저서와 물리 전문가에게 이론을 소개

하고자 작성했던 학술논문을 비교하였다.

본 선행연구에서는 Galili(2012)의 구조도를 참고하여 원전 논문에서의

DC 구조도와 EoP의 DC 구조도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

전 논문의 주제어를 관성 좌표계, 등가원리, 일반 공변성, 시공간, 텐서,

측지선 방정식, 중력장 방정식, 운동량-에너지 보존법칙, 대응원리, 자연

현상 총 10가지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핵(Nucleus), 몸체(Body), 주

변부(Periphery)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그림 2-5] 일반 상대성이론 원전 논문의 구조도

이와 비슷하게 EoP를 구성하는 주제어는 관성좌표계, 등가원리, 일반

공변성, 비유클리드 기하학, 시공간, 중력 방정식, 자연현상 7가지로 보았

다. 이를 나타낸 EoP의 구조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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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EoP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

본 논문에서도 위의 EoP의 GR 구조도를 활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분석하였을 때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

(Nucleus)에는 3가지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는 가장 중심을

이루는 개념은 ‘모든 좌표계에서 동등한 물리 법칙’이라는 개념인 일반

공변성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EoP는 일반 공변성을 중심으로 일반 상대성의 모든 논리 구조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중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등가원리이다. 일반

공변성을 이루기 위해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생각이 이

등가원리이다. 좌표계를 하나로 이어주었다는 측면에서 이 개념도 이 이

론을 이루는 주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시공연속체이다. 이 이

론을 통해 시공 연속체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물리학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3가

지 개념인 일반 공변성, 등가원리, 새로운 시공 연속체를 일반 상대성이

론의 핵(Nucleus)으로 볼 수 있다.

몸체(Body)는 핵(Nucleus)에는 속하지 못하지만,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주요 결과들이나, 현상들이 이곳에 속한다. 장 방정식이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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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이 이 이론의 주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클리

드 기하학에서 넘어선 비유클리드 기하학 또한 이 이론의 몸체(Bod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설명되는 천체 현상들이

여기에 속한다.

주변부(Periphery)는 이 이론에 속하지 못하는 핵(Nucleus)에 대립되

는 지식이 이 곳에 속하는데,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관성계가 이곳에

속한다. 고전역학에서는 많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좌표계이지만,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등가 원리에 의해 폐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EoP의 DC 구조도와 위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GR 원전 논문과 EoP의 DC 구조도를 비교하여 볼 때, 핵(Nucleus),

몸체(Body), 주변부(Periphery)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개념이 모두 나

타나고 있다는 점과 핵(Nucleus)에 동일한 개념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

고 주변부(Periphery)의 관성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

다. 반면에 차이점으로는 원전 논문에서만 소개되고 있는 텐서, 측지선

방정식, 운동량-에너지 보존 법칙, 대응원리 등이 있다. 이는 수학적인

부분에서 독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드러난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세부적인 서술 방식에 있어서 차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

다. 원전 논문과 EoP 모두 서사 구조를 가지는 등을 보았을 때, 더 넓은

지평의 만남으로 이끄는 공통점이 있지만, 원전 논문은 Part A에서만 이

점이 두드러진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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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앞서 보았듯이 연구 문제 1은 주제어를 평가하는 것이고, 연구 문제 2

는 구조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으로 선정한 저서와 교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연구 방법에 대한 소개

를 하고자 한다.

제 1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함께 쓴 EoP와 현대물리학 교

재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 절에서는 EoP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분석에 활용된 현대물리학 교재의 선정에 대해 다루었다.

1. The Evolution of Physics

물리학의 대가이자 현대물리의 많은 부분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의 생

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쓴 책을 읽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

다. 특히 일반 상대성이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과학자 한 명이 서술했다

는 측면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분석함에 있어 아인슈타인의 생각에서

출발해 현대의 교육과 비교하는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 중

‘The Evolution of Physics’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책은 아인슈타

인과 인펠트가 함께 작성한 책으로3),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3) EoP가 작성된 시기인 1938년도는 아인슈타인이 국제적으로 바빴던 시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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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했던 책인 ‘Relativity. The Special and general Theory’ 보다 물리

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쓰인 책이다. 본 책은 뉴턴의 역학적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역학적 관점의 형성에서 쇠퇴까지를 담은 책이라

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역학적 관점의 쇠퇴로 장 관점으로 넘어가

게 되었다는 물리학의 발전과정을 잘 담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개념의

나열이 아닌 맥락을 중심으로 과학을 소개하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서지, 2019; 홍혜진, 2020).

본 책은 1장 ‘역학적 관점의 형성’에서 시작하여 4장 ‘양자’라는 것으

로 끝을 맺고 있다. 그중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루는 장은 3장 ‘장과

상대성이론’이다. 해당 장에서는 장에 대한 설명과 에테르란 개념의 폐기

를 다루고 있고, 특수 상대성이론과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0절 일반 상대성이론이라는 관성계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장

에서부터 등가원리,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설명하여 검증까지 나아가는

13절까지 4절에 걸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3장의 10절에서 13절까지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아인슈타인과 인펠트

가 본 저서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과 주제어를 위

주로 분석틀을 개발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도를 개발하였다.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기에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함께 작성된 책인 EoP가

인펠트가 주로 작성한 책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인슈타인이 후에 작성한 책

을 참고하여 보면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방식과 EoP에 담

긴 내용의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인펠트의 자서전(1965)에서 아인슈타인

에게 직접 물리학을 배우면서 EoP에서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이나 흐름이 아인

슈타인의 생각을 많이 반영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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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대물리학 교재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현대의 교재들이 어떻게 설명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내 대학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는 현대

물리학 교재를 살펴보았다. 또한, 인지도를 고려하기 위해 온라인 서점

사이트의 평가와 중고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교재의 수를 참고하여 현

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한 선행연구(김은선, 2016)로부터 10종의 교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0종의 교재 중 국내 대학 전공과목에서 교

재로 많이 사용되는 책 6종을 추가적으로 선별하였다. 이에 대한 타당성

확보를 위해 현대물리학 전공 강의를 하고 있는 전문가 2인의 검증을 거

쳤다.

[표 3-1]은 최종적으로 선정된 6종의 교재에 대한 설명으로, 저자와

제목, 판, 그리고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장 및 해당 장의 전

체 페이지 수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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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Author Title Edition
Chapter

(number of
pages)

A A. Beiser
Concepts of

Modern Physics
6th Ch.1 (4)

B
R. Serway, C.
Moses and C.

Moyer
Modern Physics 3rd Ch.2 (6)

C
P. Tipler and
R. Llewellyn

Modern Physics 5th Ch.2 (11)

D R. Harris Modern Physics 2nd Ch.2 (12)

E K. Krane Modern Physics 3rd Ch.15 (16)

F
S. Thornton
and A. Rex

Modern Physics
for Scientist and

Engineers
4th Ch.15 (19)

[표 3-1]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현대물리학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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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이번 절에서는 EoP와 현대물리학 교재를 비교 분석할 때 사용하였던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크게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를 분석

하는 것과 구조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방법

은 다음과 같다.

1.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GR 주제어 분석방법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주제어를 분석하기 위한 기

준들(분석 매트릭스)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이다. 분석의 타당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선 이론의 창시자인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

성이론의 주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EoP를 기준으로 현대물리학 교재와 비교하도록 하였고, 앞서

EoP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홍빈 등, 투고예정)에서 주제어 일곱 개를 추

출하였다.

그리고 추출한 주제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서술함으로

써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 매트릭스를 개발하였다. 아

인슈타인의 관점을 EoP에서 추출하여 S (Satisfactory)로 선정하고, 일반

상대성이론 교재를 참고하여 M (Mention)의 구체적인 기준을 선정하였

다. 분석 매트릭스의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현대물리학 교

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며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각 주제어에 대하여 EoP에서 설명한 내용과 방식을 기준

으로 S (Satisfactory), M (Mention), N (No mention)의 세 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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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현대물리학 교재를 직접 평가해 보는 과정에서 분석 매트릭스를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이상의 과정에서 3인의 연구자가 신뢰도와

타당도를 얻기 위해 합의를 이룰 때까지 계속하여 논의하였다(Merriam,

2009).

[그림 3-1] 질적 내용 분석에 의한 분석 과정

다음으로는 완성된 분석 매트릭스를 기준으로 [그림 3-1]과 같은 과정

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가·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인슈타인의

EoP를 기준으로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의 주제어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

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주제어에 대해 기계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할 경우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현

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 QCA)’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랐다. 그중에서도 Elo와 Kyngäs의

내용분석 과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Elo & Kyngäs, 2008).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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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은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가 분석하는 과정으로 앞에서 개발한 분석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6종의 현대물리 교재를 평가하는 질적 내용분석의

연역적 과정을 보여준다.

현대물리 교재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졌다. 연구

자 3인은 독립적으로 각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읽

으면서 EoP의 주제어와 관련되는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을 추출하여 분

석의 단위 선택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이루었다. 질적 내용분석은 해석

의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Krippendorff, 2004), 교재에 서술된 내용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 단위 사이의 논리적 연관뿐만 아

니라 전체 맥락 속에서 부분의 의미를 순환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 내용분석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였다(Choi, Jung

& Jung, 2016). 또한 각 주제어에 대한 평가에서도 3인의 연구자가 독립

적으로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요소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함께 교재를 읽으면서 논의하였다.

일곱 가지 주제어를 평가한 분석 매트릭스의 결과를 가지고 현대물리

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 서술의 특징을 다시 네 가지로 범주화

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따라서 평가의 결과 및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

반 상대성이론 단원 서술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였다.

4) Elo와 Kyngäs(2008)는 질적내용분석의 절차를 준비, 조직화, 보고의 3단계로

구분하여 선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았다. 질적내용분석은 크게는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으로 대별되지만, 보통의 연구 방법에서는 이 두 가

지 접근 뿐 아니라, 분석 매트릭스를 개발하여 그것을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방

법인 귀납-연역적 접근을 사용할 수 있다(Elo & Kyngä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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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GR 구조도 분석방법

두 번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연구문제 1에서 사용하였던 EoP에서

추출한 7가지 주제어를 중심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였다(김홍빈

외, 투고 예정). 7가지의 주제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관성계 폐지, 일

반 공변성, 등가원리, 새로운 시공 연속체,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방정식,

관련 천체현상이다.

위의 주제어를 Galili(2008) 논문의 학문-문화 구조도(2장 3절에서 소

개)에서 나누고 있는 것과 같이 핵(Nucleus), 몸체(Body), 주변부

(Periphery)로 나누고 EoP에서 서술한 순서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였다.

여러 번 반복하여 서술한 경우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였다. 아인슈타

인의 EoP에서 내용 흐름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

는 고전역학의 주제어 또한 함께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개념들 사이에

논리적으로 연결을 하며 서술할 때에는 연결선과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

현하였고, 연결성이 부족할 때에는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다음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를 기준으로 현대물

리학 교재를 분석하였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

에 EoP의 주제어를 핵(Nucleus), 몸체(Body), 주변부(Periphery)로 구분

한 학문-문화 구조도에서 출발하여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하였다. 아인

슈타인의 구조도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소개하

고 있지만,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주제어의 경우 색

깔을 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 앞선 EoP 분석과 마찬가지로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화살표와 번호를 활용하여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연구자 3인이 각자 독립적으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읽으면서 EoP의 주제어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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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연결성이 있는지를 단어나 문장 또는 문단을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자들이 독립적으로 분석한 후 분석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를 때까지 함께 교재를 읽으면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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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1인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

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는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를 알아보고자 한다. 1절에서는 EoP를 기준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

가하는 기준틀을 작성하였고, 2절에서는 교재에 적용한 결과를 서술하였

다.

제 1 절 분석 기준틀 개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 강조했던 주제어 일곱

가지를 기준으로 현대물리 교재 분석을 위한 기준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물리학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을 과학사적 논쟁에

대한 서술과 관련하여 세 단계의 수준으로 평가하여 분석하였던 Niaz

등의 연구(Niaz, 1998)를 참조하여, 3절에서 소개된 각각의 주제어를

EoP에서의 강조점을 기준으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평가 기준을 수

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할 때 아인슈타인의 EoP에서 각

각의 주제어들을 소개한 방식 및 강조점을 잘 드러낸 설명에 대해서는

S (Satisfactory)로 평가하였고, 단지 언급만 한다면 M (Mention)으로,

해당 주제어와 관련하여 언급하지 않는다면 N (No mention)으로 평가하

였다. 각각의 기준은 실제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순환적

인 수정·보완을 거쳤다. 다음은 구체적인 평가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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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계 폐지

S - 뉴턴역학과 특수상대성이론에서 사용되던 관성계라는 개념이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폐지되거나 재정의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되 –마

치 에테르(ether), 열소(caloric), 임페투스(impetus) 등의 개념이 과

학사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과 같이- 세계를 바라보는 큰 관점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5)

M -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관성계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만 하거나 관성계의 재정의(국소 관성계의 정의)에 대해 충분

한 설명이 없이 소개만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일반공변성

S – 일반공변성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모든 좌표계에서 물

리법칙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되, 이것이 물리법칙의 속성이라

는 측면 즉, 모든 물리법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역학법칙, 전자기법칙 등 독자가 알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되는 법칙을 예시로 제시하여 이해를 도모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M -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설명하지만, 이를

물리법칙의 보편적 성질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기보다는 단순

한 기술 차원에 그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즉, 예시 또는 추가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

5) 일부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관성계가 폐지되었다는 표현 대신 국소 관성계

(locally inertial frame)가 정의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경우 국소 관성

계의 재정의가 곧 뉴턴 역학의 기초가 되었던 온곳 관성계(global inertial

frame)의 폐지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 41 -

N - 언급되지 않았다.

등가원리

S - 등가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서술(표 4-1)과 함께 중력의 존재가 임

의적인 것임 즉, 관찰자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중력의 본질-

가상적 존재, 도구적 존재-을 설명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임

을 뜻한다.

M - 등가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서술 방식 중 하나이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표 4-1] 등가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

등가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6)

● 표현1: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동일함

● 표현2: 중력과 관성력이 동일함

● 표현3: 중력에 의한 현상과 가속에 의한 현상을 구별할 수 없음(구

별하게끔 하는 국소적 실험은 존재하지 않음)

● 표현4: 물리법칙의 형태는 모든 국소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6) 등가원리에 관한 다양한 서술 방식이 존재하며, 엄밀하게는 각 명제들이 함

의하는 바가 다르다. 전통적인 일반 상대성이론 교재에서는 WEP (Weak

Equivalence Principle), SEP (Strong Equivalence Principle) 등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의 등가원리 명제를 소개하고 있다 (Weinberg, 1972; Hartle, 2003; Moore,

2012). 본 연구에는 등가원리에 대한 현대물리 교재의 진술 방식이 대체로 위와

같은 네 가지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들 유형을 기본적인 서

술이라고 보았다. 표현4의 경우 일견 일반공변성에 관한 진술로 보이지만, 일부

교재에서는 등가원리를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중력과 가속 현상의 동등함을 어

느 정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4를 등가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서술에 포함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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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클리드 기하학

S - 유클리드 기하의 기본 성질(예: 삼각형의 내각의 합, 원주와 지름의

비율 등)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물리학의 원

리(예: 상대성원리)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M - 단순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거나, 비유클리드

기하의 기본 성질을 물리학의 맥락과 무관하게 별도로 소개하는 경

우가 이에 속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시공연속체(새로운 시공간)

S -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여 하나의 개체(object)로 취급해야 할 필요성

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계관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경우가 이

에 속한다.

M - 새로운 시공간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단순히 단어만 언급하고 있는 경우는 M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최

소한 단어에 대한 정의는 있어야 M으로 평가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장방정식

S - 중력에 관한 장방정식이 구조법칙임을 설명한 경우이다. 즉, 장을

기술하는 법칙임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장 관점의 세계관

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수식을 제시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M - 단순히 수식만 제시한다든지, 수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단순히 설명



- 43 -

한 경우(예: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말해준다는 식의 의미 설명)가 이에 속한다. 의미에 대

한 설명 없이 단순히 용어만 언급한 것은 M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관측현상

S - GR의 원리를 통해 관측 현상을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정성적으로

또는 정량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M - 정성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관측 현상을 제시하고, 이것이 GR를

지지한다는 언급만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위의 기준들은 EoP에서 추출한 주제어를 중심으로 아인슈타인의 관

점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관점에 대해

알 수 있다.



- 44 -

제 2 절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 내

용의 특징

1절에서 소개한 분석 기준틀로 6종의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한 결

과는 [표 4-2]와 같다.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관측 현상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관성계의 폐지, 장방정식 등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

로 볼 수 있다. 3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EoP

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관성계의 폐지에 관해 설명할 정도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이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인 일반공

변성에 대해서 다수의 교재들이 그 중요성에 대한 강조 없이 단순히 언

급만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EoP에서 강조했던 비유클리

드 기하학이나 장 관점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

재는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 -

[표 4-2] 현대물리학 교재 ‘일반 상대성이론’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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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주제어별로 현대물리학 교재의 서술 방식을 소개하는 것을

대신하여 [표 4-2]를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교재 서술의 특징을 소개

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는 현대물리학 교재는 아인슈타인이 강조하였던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성계와

중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공연속체와 장이 실재한다는 것에 대

해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우리 세계

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설명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 번째로는 물리학 이론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일반공변성 개념을 충분

히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입증해주는 관측 현상 위주의 설명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1.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실재성에 대해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reality)’라고 하

는 것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강조

한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과 그 중요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직 아

인슈타인이 EoP에서 함축하고 있는 실재성에 대한 것만을 논의의 대상

으로 한다. 아인슈타인은 경험주의적인 관점에서 실재성에 관하여 서술

하고 있고(Gutfreund & Renn, 2015)7), 그것에 대한 예로 선험적으로 주

어졌던 ‘절대 공간’에 대한 모호성을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

7) 아인슈타인의 사상적인 배경에는 마흐(E. Mach)의 인식론과 흄(D. Hume)의

경험주의에 영향을 받았다 (Einstein, 1916; Einstein, 1979). 그는 EoP 뿐만 아

니라 Physics and Reality(1936), Relativity: Special and General Theory(1920)

등의 저술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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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적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EoP를 통해 관성계, 중력, 시공연속체 등 물리적 대상

의 실재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반면, 현대물리학 교재에

서는 주제어들에 대한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아

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할 때에 그 당시 시대적으로 잘 받아

들여지고 있던 뉴턴 역학에서 중요한 기초 개념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으

로 관성계와 중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실재하지 않는 것임을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한편, 당시 절대

적인 것으로 믿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통합한 시공연속체(시공

간)에 대한 개념이 실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장

이라는 개념은 단지 수학적인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 실재하

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1) 관성계(inertial frame)

첫 번째로 관성계의 경우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관성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반 상대성이론을 통해 관성계 개념이 제거

되었다는 설명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마치

에테르(ether)나, 열소(caloric) 등의 개념이 과학사 속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과 같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통해 관성계 개념이 사라졌고 이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의 중대한 변화인 것으로 설명하였다. 반면, 대부분

의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관성계에만 적용되는 특수 상대성이론을 가속계

에도 적용되는 이론으로 확장한 것이 일반 상대성이론이라는 정도로 서

술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관성계가 폐지되었다는 것

을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위의 표에서 유일하게 관성계 폐지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교재 D

의 경우에는 관성계라는 개념이 확실하게 폐지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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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국소 관성계(locally inertial frame)라는 개

념을 새롭게 재정의하게 되었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에 교재 D는 관

성계 폐지를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뉴턴역학과 특수

상대성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던 온곳 관성계(global inertial frame)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으로 관성계의 폐지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소 관성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으며, 국소 관성계 도입을 통해 세

계를 바라보는 큰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Harris, 2007).

Accordingly, he generalized the concept of an inertial frame

by defining a locally inertial frame: one that is falling freely in a

gravitational field. (It is “local” because it must be small enough

the non-uniformities in the field are negligible are negligible,

giving the same acceleration for objects within it. Also note thay

yhis definition includes ordinary gravity-free inertial frames as a

special case.) (p.45)

한편, 교재 F의 경우([표 4-2]에 *로 표시함) 관성계의 폐지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특정 관찰자에게 있어서 관성계로

평가되는 좌표계가 다른 관찰자에게는 관성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

을 아래의 글과 같이 함으로써 관성계의 개념이 사실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Thornton & Rex, 2013).

The inside of the orbiter is almost an inertial reference

system, and the astronauts can do experiments insid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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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iter on a small particle that obeys Newton’s laws. However,

according to an inertial reference system fixed in the distant

stars, the shuttle is in an accelerated reference system. If the

astronauts cannot see outside their capsule, can they tell

whether they are somewhere in outer space or “falling around

the Earth”? Can they understand precisely why they are

weightless? (p.557)

2) 중력(gravitational force)

다음으로 중력의 실재성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인슈타인

은 중력을 필요에 따라 삽입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임의의 개념으로 설

명하고 있다. 즉, 중력을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중력의 개념을 삽

입 또는 제거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중력을 임

의적인 것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재도 있었다. 구체

적인 예로 중력을 임의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교재의 경우 ‘no such

thing as a gravitational force’, ‘cancel out’, ‘produce’과 같은 표현을 사

용하고 있다. 즉, ‘중력이라는 것은 없다.’, ‘임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는 Serway 등(2005)의 설명이다.

According to Einstein, there is no such thing as a

gravitational force. Rather, the presence of a mass causes a

curvature of spacetime in the vicinity of the mass, and this

curvature dictates the spacetime path that all freely moving

objects must follow. (p.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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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도 여전히 중력이라는 것이 실재하고, 관

성력이 이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정도의 서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재 D의 경우 등가원리를 소개하면서, 관성력이 중력을 ‘흉

내낸다(mimic)’라는 표현을 통해 가속계에서 느낄 수 있는 관성력이 실

제 중력과는 구별된다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Harris, 2007).

Provided that  equals  , this force would mimic a

gravitational force  in all respects. (p.44)

(3) 시공연속체(spacetime continuum, 또는 시공간)

세 번째는 시공연속체의 실재성이다.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공연속체가 필수적으로 도입되

어야 하는 개념임을 소개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단지 편리성 때문이라고 소개하

고 있다. 예를 들어 교재 A는 4차원 시공간을 도입하는 것이 편리하고

우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A. Beiser, 2003).

A convenient and elegant way to express the results of

special relativity is to regard events as occurring in a

four-dimensional spacetime [bold in original text] in which the

usual three coordinates  , ,  refer to space and a fourth

coordinate  refers to time, where   . (p.46)

위와 같은 설명은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설명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

다. 현대물리학 교재 4종은 시공간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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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공간을 통합하여 하나의 개체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를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 단지 편리성을 위한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교재들을 4장 1절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M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D

교재의 경우 시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의조차 제

대로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어서 위와 같이 평가하였다. 특히

C 교재의 경우,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면서 시공간에 대한 개념을 사

용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4) 장(field)

장(field)의 실재성과 관련하여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중력에 관한 구

조 법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장방정식을 소개하고 있다. 원전 논문에

서 수식을 사용하여 소개한 것과는 다르게 EoP에서는 수식 없이 장방정

식을 소개하고 있다. 이는 장에 대한 관점을 강조한 것으로 입자와 입자

사이의 역학적 상호작용으로 대표되는 뉴턴 역학적 세계관에서 장 관점

의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인다. 즉, 일반 상대

성이론을 통해 뉴턴식의 입자 간의 역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만 머물러

있던 학생에게 자연을 바라보는 다른 관점인 장 관점을 소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현대물리 교재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입문서 차원으로 다루

기 때문에 장방정식을 본격적으로 소개하지는 않는다. 특히 장방정식에

대해 제대로 소개하기에는 텐서 등 어려운 수식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장방정식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6종의 교재 중에

서 유일하게 장방정식을 언급하고 있는 교재 E의 경우, 장방정식을 텐서

를 사용한 수식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시공간 곡률과 물질의 밀도 사이의

정성적인 관계를 통해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Kra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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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lativity gives a relationship between curvature and the

density of mass and energy in space, which can be written

symbolically as

curvature of space = 



(mass-energy density)

Note that this expression incorporates gravitation (Newton’s

constant G) and special relativity (the speed of light c). (p.492)

이는 장방정식의 물리적 의미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을 하고 있다. 하

지만, 구조 법칙으로서의 장방정식의 의미를 EoP에서와 같이 설명한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일반 상대성이론이 뉴턴 관점의 세계관에서 장

관점의 세계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충분

히 만족스럽지 않은 설명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관성계, 등가원리, 시공연속체, 장방정식 등의 주제어를 중

심으로 현대물리 교재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교재에서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설명이 부족함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 설명과 관련하여 현대물리 교재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의 특징은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설명

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일반 상대성이론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특수 상대성이론에서 가속계로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일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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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론 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입문 수준의 현대물리 교재에서 기하학과 관련된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일견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상대성이론을 잘 이해하

는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oP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시공간의 휘어짐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수학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인간이 측정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4장

1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바체프스키(N. I. Lobachevsky)와 볼랴이(J.

Bolyai) 등에 의해 발전된 공리론적 체계로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

기보다는 오로지 측정을 통해 얻어낸 우리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

에서의 ‘실용 기하학(practical geometry)’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Gutfreunt & Renn, 2017; Einstein, 1922). 이렇듯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세계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

에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두 교재에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 언급하고 있

기는 하지만, 물리학의 맥락이나 필요성과는 별개로 소개하고 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재 B에서는 구의 표면에서 걸어가는 두 사

람의 예를 통해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성질을 소개하였다. 적도 부근에서

는 평행하게 걸어가던 두 사람이 북극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며

공간의 휘어짐이 일종의 힘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며 구면

기하학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Serway, 2004).

As an example of the effects of curved spacetime, imagine

two travelers moving on parallel paths a few meters apa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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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rface of the Earth and maintaining an exact northward

heading along two longitude lines. ... As they approach the

North Pole, however, they notice that they are moving closer

together, ... Thus, they will claim that they moved along

parallel paths, but moved toward each other, as if there

were an attractive force between them [emphasized in

original text]. They will make this conclusion based on their

everyday experience of moving on flat surfaces. From our

perspective, however, we realize that they are walking on a

curved surface, and it is the geometry of the curved surface

that causes them to converge, rather than an attractive force.

[underlined by the authors] In a similar way, general

relativity replaces the notion of forces with the movement of

objects through curved spacetime. (p.55-56)

3.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함

세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현대물리 교재들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

하는 과정에서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학 이론의 본질적 특징을 잘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면서 어느 좌표계에서나 물리 법칙이 동등하다는 일반공변성이라

는 개념을 통해 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일반공변성은 보편성을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물리학 이론의 본질적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이은예, 2019). 더 나아가 일반공변성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중심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물리학 전반을 통합하려는 시도까지 가



- 55 -

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반면,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는 일반공변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현대물리학 교재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가장

주요한 개념인 일반공변성을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A와 교재 F). 나머지 4종의 교재에서는 일반공변성과 관련된 내용

이 상대성이론의 가설 중 하나로 단원의 처음 부분에 부분적으로 언급되

어 있다. 하지만, 이 개념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지배하는 물리학 이론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구체적으

로 교재 C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Tipler & Llewellyn, 2012).

Einstein’s development of the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as

not motivated by any experimental enigma. Instead, it grew out

of his desire to include the descriptions of all natural phenomena

within the framework of the special theory. By 1907 he realized

that he could accomplish that goal with the single exception of

the law of gravitation. (p.98)

이와 같은 설명은 특수 상대성이론에서 여전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졌

던 상대성원리를 모든 좌표계로 확장하고자 했던 아인슈타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화

의 시도가 모든 물리법칙에 대한 필수적인 요구 사항이 되어야만 한다는

내용의 일반공변성의 원칙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충분히 설명한 것으

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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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상 위주의 설명이 많음

본 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물리 교재에서 공통적으

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일반 상대성이론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

는 것에 충실하다는 것이다. 교재마다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할애하는 분량의 차이가 있어 현상에 대한 설명에도 다루는 폭에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수성의 세차운동, 빛의 굽어

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GPS 등 일반 상대성이론이 설명하는 현상들

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대성이론을 포함하여 모든 물리 이론은 결국 실험 및 관측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측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는 것

은 매우 자연스럽다. 아인슈타인도 EoP에서 관측을 통한 검증을 중요하

게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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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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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52)

다만, EoP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41쪽의 내용 중 실험적

검증인 관측 현상에 대해 소개하는 부분은 단 3쪽에 불과하다. 이는 아

인슈타인이 실험적 검증보다, 이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및

물리학 전체 속에서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더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수성의 세차운동을 설명할 때에 아인슈타인은 현

상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이 발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 57 -

...general relativity developed without any attention to this

[precession of the Mercury] special problem. Only later was the

conclusion about the rotation of the ellipse in the motion of a

planet around the sun drawn from the new gravitational

equations. (p.254)

반면에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와 반대로 관측 현상에 대

한 설명에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많은 현대물리학 교재들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이론 자

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나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치중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재 C의

경우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시작하면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Tipler & Llewellyn, 2012).

its [GR] importance in the areas of astrophysics and

cosmology and the need to take account of its predictions in

the design of such things as global navigation systems calls for

its inclusion here. (p.97)

교재 C의 저자는 천문학과 우주론 분야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이 중요

하며, 이 이론이 GPS 등을 설명하고 있어서 교재에 포함시켰다는 언급

을 하고 있다.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고유한 특징과 물리학 전체 속에

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보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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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현대물리학 교재는 아인슈타인이 강조하

였던 실재성(관성력과 중력의 비실재성과 시공연속체와 장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언급하지 않거나 설령

언급하고 있더라도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았다. 물리학 이론의 본질적 특성인 일반공변성에 대해

서도 강조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그 대신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

이 되는 여러 가지 현상 위주의 서술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대물리 교

재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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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EoP를 분석한 선행연구(김홍빈 외, 투

고 예정)를 바탕으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현대물리 교재 6종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

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EoP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으로 추출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로는 관성계 폐지,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비유클리

드 기하학, 시공연속체(새로운 시공간), 장방정식, 관측 현상이 있다. 각

각의 주제어에 대하여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위하여 EoP에서

강조한 바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 S (Satisfactory)로 평

가하는 기준을 잡았다. 해당 개념을 언급하기는 하나 EoP에 비해 설명

이 부족한 것을 M (Mention)으로 잡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경우를 N

(No Mention)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분석틀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는 아

인슈타인의 설명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

인슈타인이 EoP에서 강조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와 현대물리 교재

의 설명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아인슈타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였다. 일반 상대성이론을 통해 관성계

라는 개념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

았다. 등가원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중력의 존재가 좌표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임의성이 있다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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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는 교재는 많지 않았다. 또한, 시공연속체를 단순히 편의를 위한

도구로 설명할 뿐,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대상으로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이 왜 필수적인지에 대하여 설명한 교재는 없었다. 장의 실재성에 대

해서도 아인슈타인과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장 관점의 세계관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대부분의 교재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언급하지 않았고, 이를

언급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에서의

물리학적 맥락이 아닌 수학의 한 분야로 잠시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셋째, 많은 현대물리 교재들이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반공변성 개념을 다소간 언급하고는 있었지만, 이 개념이 일반 상대성

이론의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었다는 것과 물리 법칙의 보편성

을 추구하는 것이 물리학 전반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는 않았다.

넷째, 공통적으로 모든 현대물리 교재들은 일반 상대성이론과 관련된

관측 현상을 설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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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 2

본 절에서는 연구문제 2인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

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는 어떠한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알

아보기로 한다. 1절에서는 EoP를 기준으로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가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하였고, 2절에서는 현대물리

학 교재의 구조를 아인슈타인의 관점에 비교하였다.

제 1 절 EoP에 드러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

론 구조도

EoP에서 드러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는 Galili(2012)

가 소개하고 있는 학문-문화 구조도를 참고하였다. 학문-문화 구조도에

서는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들의 위계를 핵(Nucleus), 몸체(Body), 주변

부(Periphery)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홍빈 등, 투고예정;

이서지, 2019)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참고하

였다.

핵(Nucleus)은 이론의 중심원리 또는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

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론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생각 등을 말한

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Nucleus)으로는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

연속체’가 포함된다. 일반공변성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중심을 이루는 것

으로, 이론의 논리 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주제어이다. 등가원리는 일반 상

대성이론에서 등가원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게 한 가장 중심적인 원리이

다. 마지막으로 시공연속체는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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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하게 만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핵(Nucleus)으로

분류하였다.

몸체(Body)는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나 실험 결과, 설명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몸체(Body)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

방정식’, ‘그 밖의 관련 현상’이 포함된다.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일반 상

대성이론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기하학이다. 장 방정식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장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 수식

이다.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대표적인 결과에 해당한다. 그 밖에 관련

자연 현상들이 몸체(Body)에 포함된다.

주변부(Periphery)는 이론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 및 이론과 대립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관성좌표계는 주변부

(Periphery)에 포함된다. 관성좌표계는 고전 역학에서 많은 것을 설명하

고 있지만, 일반 상대성이론의 등가원리에 의해 폐기되었다.

다음 [그림 5-1]은 학문-문화 구조도에 근거하여 EoP에서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연결이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순서적인 연결이기보다는 각각의 주제어들이 다른 주제어들을 설명할 때

관련성을 잘 맺으며 표현한 것을 말한다. EoP는 [그림 5-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 사이의 연결뿐만 아니라 고전 역학의

주제어와의 연결 또한 잘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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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EoP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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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oP의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도[그림 5-1]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EoP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서술하

고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한 첫 번째 절인 10절에서는 관성계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다. 관성계는 고전 역학에서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자 특수 상대성이론에서도 여전히 유지되는 물리학의 기초 개념이

다. 이러한 관성계 정의에 대한 모호성과 순환논리를 지적하며, 선험적인

것으로 간주해왔던 관성계가 사실은 제대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드러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모든 좌표계에

타당한 물리법칙(일반공변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독자의 관심을 이동시

킨다(1→2). 본 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든 좌표계에 타당한 물리법칙

을 위해 중력과 기하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음 11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중력의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같다는 등가원리를 전제로 하면

가속되는 승강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외부와 내부의

관찰자의 설명이 모두 타당한 설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중력이

일종의 연결다리 역할을 해 두 좌표계의 설명을 만족시킨다(2→3). 승강

기의 이상실험을 통해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과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빛의 휘어짐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3→4). 다시 말

해, 아인슈타인은 모든 좌표계에서 성립 가능한 물리법칙을 등가원리를

통해 완성할 수 있었다. 이것이 어떤 좌표계에도 성립 가능한 새로운 상

대성이론적 물리학을 형성시키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곧 관성계의 특수

성이 사라진다는 관성계의 폐지를 의미한다(3→5).

12절에서는 10절의 마무리 부분에서 언급하였던 기하학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다. 모든 좌표계에서 동등한 물리법칙(일반공변성)을 성립시키

기 위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을 넘어선 새로운 기하학(비유클리드 기하

학)의 필연적인 등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6→7). 회전 원판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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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되는 좌표계와 정지한 좌표계의 비교를 통해 모든 좌표계에서 설명

을 타당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절의 마지막에서는 아메리칸 타운이라는 새로운 기하학을 활용한 비유를

통해 새로운 시공 연속체의 개념을 가시적인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7→8).

마지막 절인 13절에서는 뉴턴의 중력법칙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일

반공변성과 조화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앞선 특수 상대성이론 단원

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이 로렌츠 변환 법칙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일반공변성에 적용되는 새로운 중력 이론(

장 방정식)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9→10).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는 새로운 이론(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을 소개하

고 있다. 수성이 뉴턴이 예측한 타원궤도로부터 이탈한다는 사실은 이

미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일반 상대성이론의 장 방정식을 활용해 계

산하면 설명할 수 있다(9→11). 또한, 태양 위의 시계와 지구 위의 시

계의 리듬이 다르다는 것도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를 두 가지의 특

징으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중심 원리나 패러다

임을 담고 있는 핵(Nucleus)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는 주제어

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이론과

고전 역학과의 긴밀한 연결성과,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

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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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심 원리나,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핵(Nucleus)이 강조

Eo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 상대성이론에서는 3가지의 주제어-일

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를 핵(Nucleus)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5-1]을 보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Nucleus)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핵(Nucleus)의

주제어인 일반공변성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 이

론의 처음에서 끝까지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생각임을 잘 드러내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핵(Nucleus)의 주제어인 등가원리는 일반 상대성이론

에서 가속하는 계와 중력장의 계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으로 서로 다른

가속계를 연결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했다는 핵심적인 생각을 잘 드러

내었다. 마지막 핵(Nucleus)의 주제어인 시공연속체는 물질과 함께 동적

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타

운 등의 비유를 동해 휘어진 시공간의 개념을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그림 5-1]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중심 원리나,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핵(Nucleus)를 충분히 잘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주제어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성을 보임

[그림 5-1]에서 Galili(2012)의 학문-문화 구조도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화살표를 통한 주제어 간의 연결성이다. 본 연구에서 화살표와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특징으로 일반 상대성이론과 고전역학 사이의 긴밀한 연결과,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들 사이의 긴밀한 연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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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상대성이론과 고전 역학 사이의 긴밀성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를 보면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

어뿐만 아니라 고전 역학의 주제어도 함께 등장하였다. 각각의 주제어들

사이에 화살표로 연결이 많이 되고 있고,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과 고전

역학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을 잘 보여주는 서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첫 번째로는 고전 역학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던 주제어인 ‘관성

계’와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와의 연결성이다. 아인슈타인은 EoP에서

‘관성계’에서 출발하여 모든 좌표계에 성립하는 물리 법칙인 일반공변성

을 만족해야한다는 것으로 연결하였다. 또한, 가속하는 계와 중력장의 계

가 완전히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등가원리에 의해 ‘관성계가 폐지’

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EoP에서 관

성계와 일반 상대성이론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통해

고전역학에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주제어인 ‘관성계’와 일반 상대성

이론의 주제어를 연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관성계는 존재하는가? (중략)

이러한 어려움은 피할 길이 없고 어떠한 물리이론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어려움의 뿌리는 자연법칙(고전법칙)이 오직 특

별한 종류의 좌표계, 즉 관성좌표계에서만 타당하다는 데 있다.(188,

재번역) (중략) 우리는 등속운동하는 좌표계뿐만 아니라 서로 상대적

으로 임의적인 운동을 하는 좌표계를 포함하는 모든 좌표계에 대해 타

당하도록 모든 물리법칙을 정식화할 수 있는가?” (EoP,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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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는 유클리드 기하학을 대체할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회전하는 원반의 이상실험을 통해 특정 좌표계에서 유클리드 기

하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일반공변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새로

운 기하학(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필요함을 드러내었다.

세 번째로는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일반 상대성이론과 연결한 것이다.

일반 상대성이론은 특수 상대성이론과 뉴턴의 중력 법칙이 조화를 이루

지 못했다는 특수 상대성이론의 큰 결함에서 출발하여 발전되었다. EoP

에서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중력의 구조법칙(장 방정

식)으로 확장하여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은 여

태까지 뉴턴의 입자적인 세계관에서 모든 자연 현상을 해석하던 것을 넘

어서 장 관점의 세계관으로 확장하였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EoP

에서는 다음과 같이 뉴턴의 중력법칙이 중력의 구조법칙으로 확장된 것

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는 운동법칙을 일반화하는 데 성공했듯이 중력법칙을 특수

상대성이론에 적용하기 위해 일반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력법

칙을 고전변환이 아닌 로렌츠 변환에 대해 불변이게끔 정식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략)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도 하나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특수 상대성이론의 관성좌표계에

서 일반 상대성이론이 적용되는 임의의 좌표계로 중력의 법칙을 일

반화하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p.210)

EoP는 고전역학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으로의 확장을 소개하면서 새로

운 이론의 조건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새로운 이론은 옛날의 이론보

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옛날의 이론을 이끌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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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즉,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이론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고전역학으로 회귀 가능해야 함을 나타내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를 통하여, 일반 상대성이론은

이론만 단일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닌, 고전 역학에서의 문제에서 출발하

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생각의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있다.

이는 학문-문화 구조도(Galili, 2012)에서 물리학 학문을 단일한 학문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학문-문화로서 바라보는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2)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짐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를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과 고

전역학과의 긴밀한 연결뿐만 아니라 일반 상대성이론을 이루는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예시로 일반공변성

을 중심으로 한 연결성을 들 수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은 다른 주제어들

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이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전체를 ‘일반공

변성’이라는 주제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일반공

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관성계가 등가원리에 의해 폐지된다는 이야기

구조를 통해 연결성을 드러내었다. 다음은 일반공변성을 만족하기 위해

등가원리를 발견해 내고, 이를 통해 관성계가 폐지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예(엘리베이터 실험)를 통해서 물리현상은 서로 다른 두

좌표계-비록 상대적으로 등속운동을 하지 않을지라도-에서 모순되지

않고 서로 부합되는 설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하지만 우

리는 그 때 하나의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의 변환에 영향을 주는



- 70 -

중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중력은 마치 두 좌표계를 연결하

는 다리와 같다. (p.193)

이와 비슷하게 일반공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하학(비유

클리드 기하학)이 필요하고, 이는 새로운 시공연속체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전 원반의 예를 통하여 특정 좌표계에서는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기하학이 필요성을 부각시

키고 있다. 특히 EoP에서는 일반공변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

하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M(현대 과학자) : 안됐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원인

불명의 관성좌표계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물리학을 모든 좌표계에

적용시키려면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의 방식이 당신의 방식보다 더욱

복잡한 수학적 도구가 사용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만 저의 물리학적

가정은 보다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p. 208)

EoP는 일반 공변성 뿐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성

도 보여주었다. 특히 등가원리를 보여주는 엘리베이터 사고실험을 통해

빛의 휘어짐에 대해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중력의 구조법칙

(장 방정식)에서 수성의 세차운동의 오차를 계산해 낼 수 있다는 것 또

한 설명하며 주제어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들

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들 사이

에 밀접한 연결을 통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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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관련 구조도

1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도를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

조도를 개발하였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에 포함된 주

제어가 현대물리학 교재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회색의 글씨를 활용하여

부각하였다. 또한, 주제어들이 연결성을 보이면 화살표를 이용하여 나타

내었는데, 연결은 있으나 약한 논리적 연결이 있다면 점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대물리학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주제어 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았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현대물리학 교

재에서 주제어 간 연결을 보여준 부분에 대한 예시이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등가원리를 활용하여 빛의 휘어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EoP에서 승강기 사고실험을 통해 가속되는 계에서

빛이 휘어지는 것과 중력에 의해 빛이 휘어지는 것이 본질적으로 같다는

설명을 하는 방식과 비슷함을 볼 수 있었다.

It follows from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that light should be

subject to gravity. (A. Beiser, p. 34)

또한, 몇 가지의 책에서 적색편이 현상을 등가원리와 연결하여 설명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가속되는 좌표계와 중력장 아래의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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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계가 본질적으로 같아서 가속되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적색편이 현상

을 중력장 아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이야기 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light emitted at one

point in a gravitational field will have a different frequency if

observed at a different point. (R. Harris, p.45)

위의 예시와 같이 명확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개념을 설명할 때에

개념 간 약하게 연결하면서 서술하는 경우 약한 연결로 표현하였다. 많

은 책에서 일반공변성을 설명하지 않거나, 아인슈타인이 했던 생각이라

고 하며 언급을 해주는 정도가 전부인데, P. Tipler & R. Llewellyn의

교재에서는 등가원리를 일반공변성과 약하게 연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

었다. 이 책에서 특수 상대성이론에서 상대성원리를 가속계로 확장하는

것을 등가원리의 확장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일반 공변성을 가리키

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The principle of equivalence extends Einstein’s first postulate, the

principle of relativity, to all reference frames, noninertial (i.e.,

accelerated) as well as inertial. It follows that there is no absolute

acceleration of a reference frame. (P. Tipler & R. Llewellyn, 2012)

위와 같은 설명으로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주제어 간의 연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나타내면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

성이론 구조도를 [표 5-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주로 등가원리만 주제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73 -

강한 논리적 연결 약한 논리적 연결

A. Beiser R. Serway, C. Moses, C. Moyer

P. Tipler, R. Llewellyn R. Harris

K. Krane S. Thornton, A. Rex

[표 5-1]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물리학 교재 GR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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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교재에 대한 주제어 간 연결을 소개하는 것을 대신하여 [표

5-1]을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교재 특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

째로는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핵(Nucleus)가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몸체(Body)에도 생략된 것이 많다는 것이

고, 세 번째로는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

고 나열식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번째는 현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현대물리학 교재는 최근 이

슈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 대부분의 현대물리 교재에서는 핵(Nucleus)이 강조되지 않음

첫 번째 특징은 Krane 교재를 제외하면, 핵(Nucleus)이 강조되지 않

았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EoP에서 일반공변성의 개념으로 일반 상

대성이론의 전체적인 논리를 이끌어나갔던 반면에,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는 일반 공변성을 소개를 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재에서 새로운 시공 연속체를 일반 상대성이론의 결

과로 제시하며 연결성 없이 소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등가원리의

경우에는 많은 교재에서 처음 한 절 정도 할애하여 중심원리로 설명하고

있고, 천체 현상들을 설명하는데 이 원리를 활용하여 설명하는 교재도

있었다. 핵(Nucleus)의 주제어 중에서 생략되어 있는 주제어도 있었고,

강조하더라도 등가원리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 몸체(Body)에서도 생략된 것이 많음

두 번째 특징은 몸체(Body)에서도 생략된 것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

선은 장방정식이 거의 모든 교재에서 서술하고 있지 않았다. 장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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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요한 결과인데, 텐서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 방

정식의 존재조차 서술하지 않고 있는 책들이 많았다.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중력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보여주는 것보다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많은 교재에서 새로운 기하학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다. 비유클

리드 기하학은 새로운 시공 연속체를 이해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개

념인데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소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

였다. 마지막으로 관성계 폐지에 관한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고전 역학과 연결하지 않고 서술하면서 나타난 결

과로 보인다.

3. 주제어들 간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고 나열식 설명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특징으로는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고 나열식의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인슈타인의 EoP에서 일반공변성이라는

핵(Nucleus)이 다른 개념 간의 유기적 연결을 맺으며 전체의 논리를 이

끌어나간 반면에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짧은 문장

으로 소개만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대부분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성 없이

소개하고 있었다. 특히, 일반 상대성이론을 서술하며 천체 현상을 많이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을 나열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4. 현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

넷째, 교재들에서 현상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 아인슈타인의 EoP는 일반 상대성이론을 검증하는 관점에서 일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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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몇 가지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

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천체 현상들을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소개하

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론 내용의 논리적 흐름에 집중하기보다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에 치중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5. 최근 이슈를 담고 있음

다섯째로 현대물리학 교재는 최근 이슈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본 구조도를 보면, 아인슈타인은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에 대해 많

이 언급하지 못하였지만,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최근의 이슈에 대하여

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EoP가 일반 상대성이론이 발견되고

오래 지나지 않아 쓰인 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나 그 당

시 알지 못했던 일반 상대성이론에 의한 여러 천체 현상들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블랙홀이나 중력파 등의 여러

가지 최근의 이슈를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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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도가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현대물리학 교재에 적용하여 현대물리

학 교재의 구조도를 개발하였다.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일반 상대성이

론의 핵(Nucleus)에는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가 있었고, 몸체

(Body)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방정식, 관측 현상이 있었고, 마지막으

로 주변부(Periphery)에는 관성좌표계가 있었다. 본 연구의 구조도에서는

각각의 주제어들의 서술 순서를 부여하고, 주제어 간의 연결성을 알아보

기 위해 화살표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도 마찬가

지의 과정을 거쳤다.

일반 상대성이론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EoP

를 분석한 결과 2가지의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는 Nucleus가 강조되었

다는 것이다. EoP에는 아인슈타인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념인 일반

공변성, 등가원리, 시공 연속체가 균형 있게 서술되면서 강조되고 있었

다. 둘째는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다는 것이다. 일반 상대성이론

과 고전역학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일반 상

대성이론 주제어 간의 연결도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아인슈타인의 관점에서 살펴본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

이론 개념 구조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Krane 교재를 제외하면 Nucleus가 강조되고 있지 않았다. 대부분 교재

에서 Nucleus의 주제어가 생략되어 있거나, 강조하더라도 등가원리만 지

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둘째,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고

단순나열식의 설명을 하고 있었다. 즉, 개괄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개

념을 소개하는 것이지 개념들 사이의 깊은 연결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

다. 셋째, Body에도 생략된 것이 많았다. 이는 고전역학과의 연결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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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해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생략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일반 상대성이론의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는 ‘관성계 폐지’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었다. 넷째, 상대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과 관련된

현상들만 지나치게 강조된 본문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즉, 일반 상대성

이론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일반 상대성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들

을 자세히 소개하는 모습을 대부분 교재에서 보였다. 다섯째, EoP와는

다르게 현대물리학 교재는 최근 이슈를 담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블

랙홀이나 중력파와 같은 이슈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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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단원을 아인슈타인의

저서인 EoP과 비교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

이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리할 수

있다.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첫 번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이 EoP에서 강조하였던 주제어 7가지

에 대하여 분석틀을 개발하고, 이를 6종의 현대물리학 교재에 적용하였

다.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설명 방

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로, 현대물리학 교재에

는 아인슈타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던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관성계와 중력

은 실재하지 않고 시공연속체와 장은 실재하는 것임을 잘 드러내지 못하

였다. 둘째, 현대물리학 교재에는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

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중요하게 생

각하지 않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셋째, 현대물리학 교재는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한고 있다. 다시 말해서 아

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전반적인 논리를 이끌어나가는 일반 공변

성에 대해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를 강조하지 못하고 언급만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넷째,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관련 자연 현상을 위주로

설명하고 있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EoP를 통해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6종의 현대물

리학 교재에서 드러난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와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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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는 아인슈타인이 보여준 지식의 구조

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첫째, 대부분의 현

대물리학 교재에서는 핵(Nucleus)이 강조되지 않았다. 아인슈타인은 일

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를 일반 상대성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인 핵으로 인지하였는데, 현대물리학 교재들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중요한 개념들을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둘째, 현대물리학 교재들은 몸체

(Body)에서도 생략된 것이 많았다.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관성계 폐지,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 방

정식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았다. 고전역학과의 연결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성계 폐지를 다루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어려운 수학을 도입해야 한

다는 부담감으로 인해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장방정식을 다루지 못한 것

으로 생각된다. 셋째, 현대물리학 교재는 주제어들 간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고 나열식 설명을 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아인슈타인은 일반

공변성의 개념을 다른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시키며 논리의 흐름을 이끌

어낸 반면 현대물리학 교재에서는 이러한 연결성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현대물리학 교재는 현상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었다. 일반

상대성이론을 설명하는 페이지 대부분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 자연 현상

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다섯째, 현대물리학 교재는 최근 이슈를 담고 있

다. 이는 현대에 출판된 책이기 때문에 중력파나 블랙홀과 같은 최근 이

슈도 함께 다룬다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표 6-1]과 같이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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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주제어 분석 특징

(EoP에서의 관련 주제어)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현대물리학

교재의 일반 상대성이론 구조 분석

(EoP에서의 관련 주제어)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함

(관성계 폐지, 등가원리(중력의 존재), 시공 연속체, 장)

대부분의 현대물리학 교재에서 Nucleus가

강조되지 않음

(일반 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

우리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설명이 부족함

(비유클리드 기하학)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지 않고

나열식 설명을 함

(일반 공변성과의 연결 부족, 관련 자연 현상 나열)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함

(일반 공변성)

Body에서도 생략된 것이 많음

(관성계 폐지,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방정식)

현상 위주의 설명이 많음

(관련 자연 현상)

핵심 개념보다는 현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

최근 이슈를 담고 있음

(관련 자연 현상)

[표 6-1] 현대물리학 교재의 특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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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의 결과가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관하여 시사하는 점을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이론을 가르칠 때 아인

슈타인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지식과 주변적 지식을 잘 구분해서 가르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보인 바와 같이 현대물리 교재에

서는 전반적으로 아인슈타인이 EoP에서 강조한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

어를 충실하게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재 사

용되고 있는 중등 교과서를 비롯하여 교양도서에 이르기까지 학생에게

일반 상대성이론을 소개하는 다수의 책에서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6-1] 현대물리학 교재의 휘어진 공간 비유

일례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심을 휘어진 시공간으로 소개하면서 휘

어진 공간을 묘사하는 비유적 그림이나 고무판 비유 등을 활용하여 직관

적 이해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6-1]은 현

대물리학 교재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유적 그림의 모습이다. 이러한

그림이나 실물 비유를 통한 설명은 학생들의 이해에 다소간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시공간의 휘어짐을 온전히 묘사하

고 있는 것도 아니다 (김성원, 2017). 설령 그림이나 모형이 비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학습된 도해(圖解)적 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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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과연 일반 상대성이론 학습의 핵심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이다.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심적인

주제로는 관성계가 폐지되었다는 사실, 중력이 임의적이라는 점, 물리법

칙은 일반공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 시공연속체가 단지 수학적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닌 물리적 실체라는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휘어진 시

공간에 대한 비유적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

에 있어서도 그것이 이론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강조하였듯이 분명히 이론이 자연 현상과

일치하는 것은 올바른 과학 이론으로 수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빛이 휘는 현상, 수성의 세차 운동, 중력렌즈나 중력파 등 여러

현상을 소개하는 것은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다. 그러나 이론의 창시자가 강조했던 일반공변성, 관성계 폐지, 시공연

속체의 의미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로 시각적인 모형과 비유, 그

리고 관측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은 이론이 본래 담고 있는 물리적 의미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관성계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 일반 상대

성이론에서 관성계라는 개념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이론을 학습한 후에도 모든 좌표계가 동등하다는 것을 인지하

지 못하고 ‘일반 상대성이론은 관성계뿐만 아니라 가속계에도 적용되는

이론’이라는 막연한 이해에 머무를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상대성이론의 발달 단계에서 관성계의 폐지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학생을 오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 드물기는 하지

만 국내에서 발표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과 관련된 연구 논문 중에서

일반공변성에 대한 강조(이은예, 2019; 박승재, 1969), 시공간 도표의 본

질적인 의미에 대한 강조 등을 논한 경우는 아인슈타인의 핵심 아이디어

를 교육 현장에 반영하고자 한 긍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서 아인슈타인이 보여주고자 했던 핵심 지식을 명확하

게 다룰 필요가 있고, 이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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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우리가 일반 상대성이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학에 관하여 모

종의 편견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개념에 대한 직

관적 이해의 어려움과 더불어 텐서 및 비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한 어려움

즉, 수학적 어려움이 거론되곤 한다. 이 중에서 텐서는 장방정식의 수학

적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텐서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에게 장방정식을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일반 상대성이론의 가장 대표적인 방정식인 장방정식은 텐서로 표현

되는데, 텐서라는 개념이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한 6

종의 교재만 살펴보더라도 하나의 교재를 제외하고는 장방정식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 혹 언급하더라도 ‘장방정식이라는 결과에 대입하면 이

러한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으니, 이 정도

의 설명만으로 학생이 장방정식을 다소간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현대물리 교재의 설명 방식과 대비하여 지적한 바

와 같이 아인슈타인은 장방정식의 수학적 표현을 소개하는 대신 구조 법

칙의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장 관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어느

현대물리 교재에서 소개한 것처럼 ‘물질은 시공간을 휘는 방식을 말해주

고,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한다’ (Wheeler & Ford,

1998)는 식의 정성적 설명을 하는 것도 최소한으로 필요한 일이겠거니

와, 더 나아가 중력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뉴턴 식의

세계관이 장 관점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개하는 것이야말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장방정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장방정식을 소개하는 것은 정량적인 설명이요, 일상 언어로 시공

간의 휘어짐을 소개하는 것은 정성적인 설명이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

의 틀 안에 갇혀있는 것은 아닌지 연구자 및 현장 교육자 스스로 반추해

보아야 할 일이다.

비유클리드 기하학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사용하는 것을 전공 수준의 정량적 설명으

로 간주하여, 이에 관한 설명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는지 돌

아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일반 상대성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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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해하기 위한 선수 지식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일반 상대성이론 교

육은 고교과정뿐만 아니라 학부 전공과목에서도 다루기 어려울 것이다.8)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표적인 현대물리 교재의 저자들이 취하고 있

는 입장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아인슈타인이 EoP에서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일반 상대성이론

의 체계를 가능케 하는 공리론적 수학 체계로서의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라기보다는 측정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 활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실제적 기하학(practical geometry)으로 보아야 한다. 천문학적 스케일의

측정을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기는 어렵겠지만, Kaur 등 (2017)과 Zahn

등 (2014)의 최근 시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교실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일련의 측정 활동을 통해서 세계에 대한 기하학적 지식을 자연스럽

게 넓혀나가는 활동은 물리교육 맥락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

하 교육은 수학 교육에서 다루고, 물리 교육에서는 실험적 사실과 개념

만 다룬다는 식의 이분법은 아인슈타인이 바라본 관점과는 매우 다른 것

이라고 본다.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을 위해 고등 수학이 필요한 것이 아

니라, 거꾸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을 통해 기하학 지식의 본질적인 의

미를 생각해보고, 더 나아가 자연을 이해하고자 하는 인간 활동의 의미

까지도 생각하게 하는 물리 교육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이론 및 그 교육에 관하여 가졌

던 생각을 어느 정도 드러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대의 현상 위주의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일반 상대성이론의 핵심 개념을 강조

8) 실제로 대부분의 물리학 학부 전공 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수학적 골격을

이루는 리만 기하학(Riemannian geometry)을 필수적인 수학 교과 목록에 포함시

키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이론 교재의 경우 전통적으로 ‘수학을 먼저 소개

하기(math-first approach)’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리적 개념을

먼저 소개하기’라든지 ‘혼합형 전략’ 등 최근 시도되고 있는 그 밖의 다양한 교육

적 접근에 관해서는 Christensen 등(2012)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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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측면을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구체적인 교육의 모습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우선 첫째로 일반 상대성이론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관점을 지속적으

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도를 기준으로 주제어 간의

위계와 연결성에 관해 연구하였다면, 이를 통해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내

용의 구성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저서인 EoP와 현대물리 교재와의 비교만

진행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원전 논문이나 그 외

일반 상대성이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저서들을 분석하고 함께 비교함으

로써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의 관점이 반영된 일반 상대성이론 강의나 교재

개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EoP의 교재는 80년 전에 쓰인

교재로 현대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는 교재

이지만, 현대물리학 교육에 맞게끔 꾸준히 연구하고 개발 및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일반 상대성이론 교육에 있어서 EoP의 아이디어를 현대

물리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인슈타인은 저서에서 핵심 지식을 강조하였는데, 앞으로의 일반 상대

성이론 교육에서 이러한 핵심 지식을 명확하게 다룰 필요가 있고, 이를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

이다.

본 연구는 일반 상대성이론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현대물리학 교재에

서 설명하는 내용과 아인슈타인이 EoP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하는 소박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적용해본 일반 상대성이론 교재의 분석틀은 교과서, 교양서 등 일반 상

대성이론 학습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종류의 교재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현대

물리학 교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는 일반 상대성이론의 주제어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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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하는 실천적인 연구도 계속해

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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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Modern

Physics’ Textbooks Analyzed

from Einstein's Perspective:

Focusing on ‘General Relativity’

Unit

Lee, Kyeongmin

Physics,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General relativity (GR) is considered as difficult subject to

understand among other branches of physics even for the physics

experts. Meanwhile, most of the undergraduate students of

science-major and pre-service teachers encounter this theory through

‘modern physics’ course. So, how to describe general relativity in

modern physics textbooks can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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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general relativistic

content of present physics textbooks from Einstein's perspective. So,

we first looked at Einstein’s perspective on general relativity by

analyzing <The Evolution of Physics>(Marked as EoP). This

textbook is written by Einstein for the public.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general relative theory of modern

physics textbooks were analyzed. In first method, we provided the

criteria with three levels based on seven key-words developed in

previous research that analyzed the book by Einstein, The Evolution

of Physics. And we analyzed six modern physics textbooks which are

frequently used as main textbooks in South Korea.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words of the general relativity theory

written on EoP and modern physics was intensively analyzed by

utilizing the discipline-culture framework of Galili (2012).

The first study shows a great difference between what Einstein

emphasized and what modern physics textbooks describe.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description on GR of modern physics textbooks

are following: 1) poor description on the reality of the physical

objects, 2) poor description on the geometrical properties of the

physical world, 3) poor description on the universality of the physical

theories, 4) rich description on the phenomena.

In the second study, three keywords (nucleus) and other keywords

(body) of general relativity are appropriately presented on EoP. And

keywords on EoP are logically connected. On the other hand, in

modern physics textbooks, there were many omitted keywords

unlikely EoP. And we could see that the content of the phenomenon

was relatively more emphasized. In addition, there were many

phenomena-oriented subdivisions without any relationship between

keywords. Final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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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relativity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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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lativity Education, Keyword of genearl rel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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