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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실행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의

도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특히 각 교과의 특성을 고

려하여 핵심 개념과 역량 등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물리학 교과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탐

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물리학 교육의 모습을 점검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우선적으로는 교육학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탐색했으며, 이를 교과 

수준에서 해석하여 물리학 교과가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 체계를 

탐색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위대한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저서,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를 연구하여 물리학 교과의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자 했

다. 그리고 EoP를 바탕으로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어, 

그리고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힘과 운동 영역

의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첫 번째 연구 결과로는, EoP 분석을 통하여 힘과 운동 

영역의 7가지 주제어를 추출했으며, 이를 DC 구조도(Galili, 2005 & 

2012) 측면에서 연구하여 각 주제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작성하였다. 특히 힘과 운동 영역의 경우, 운동 현상을 해석했던 

두 과학자의 관점에서부터 출발하여 여러 물리학의 개념과 법칙들

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또한 추출한 주제어의 경우, 운동 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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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물리학적인 사고 과정과 물리학 특유의 

특성을 담아내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결과로는, 첫 번째 연구를 통하여 파악한 

내용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고등학

교 물리학Ⅰ 교과서 8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 2015 개

정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는 전반적으로 물리학적인 사고 과정

과 물리학 특유의 특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대부분

의 교과서는 결과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개념을 제시하는 순서 역시 과학자들의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을 담기에는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

으로는 보다 물리학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

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연구들을 제언해보았다.

주요어 : 힘과 운동, 구조도, 주제어, 내용 지식 체계,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학  번 : 2019-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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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과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통한 행복한 학습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

지고 개발되었다(김경자 외, 2015).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따라, 2015 개

정 교육과정은‘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의 개발’, ‘학습량의 질

적 적정화’ 등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김경자 외, 2015). 여기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성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단편적인 지식 위

주의 교육과 문제 풀이 위주의 교육을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들에

게 있어서는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김경

자 외, 2015). 특히 학생들의 경우 과도한 학습량과 과열된 교육 경쟁 등

의 문제를 겪고 있었기에,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었다(김경자 외, 2015).

 이를 위해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는 ‘교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

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교과의 특성을 반영한 교과 역량을 제시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15a; 김

경자 외, 2015; 이광우 외, 2014).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과 교육과정을 통

해 실제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적정화하도록 하였으며(김경자 외, 2015), 이는 교과 교육과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육내용을 개선함으로써 학습경험의 질 개선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박희경, 2016). 여기서 기존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바로 역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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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의 적정화로, 교과의 중

요한 핵심 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침으로써 학생의 핵심 원리 및 역량 습

득을 가능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많은 학습량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 부

담을 축소한다는 것이다(강남화, 2015). 즉,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지식 습

득 위주 교육을 극복하기 위해 소수의 핵심적인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이 엄선되고 구조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었다(김경자 

외, 2015).

 그중에서 과학과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개정되었다. 

과학과의 교육목표는 과학과의 성격에 함축되어 성격의 연장선으로서 교

과 교육목표가 제시되었으며1)(홍후조, 2016), 과학과 내용에 대해서는 과

학 교과 학습을 통해 얻어야 할 핵심 개념을 선정했다(이광우, 2014). 여

기서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로 ‘자연 현상에 대

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

다.’를 설정했으며, 이는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과 같은 정의적 영

역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홍후조, 2016). 또한 과학과에

서 도입한 핵심역량은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

1) 이를 바탕으로 살펴볼 때에, 물리학은 ‘모든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

을 제공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교육부, 

2015b)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또한 적어도 모든 고등학생이 

통합과학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는 교과로 정의된 물리학 I (강남화, 2015)은 

“‘물리학Ⅰ’은 초등학교 과학부터 고등학교 ‘통합과학’까지 물리 영역

에서 다룬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

목”(교육부, 2015b)으로 서술되고 있다. 즉, 물리학 교과의 경우, 모든 자연

과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자

연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과의 핵심역

량을 달성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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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장영록 외, 2015a; 장영록 외, 2015b)에서 볼 때

에, 과학과 교육과정 속에서 선정되는 핵심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교육과정을 비롯한 전반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여전히 지식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임유나 & 홍후조, 

2016). 보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가

운데에서, 교과 특성과 상관없는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제시했다

는 것이다2)(임유나 & 홍후조, 2016). 그리고 이와 같은 지식 위주의 구

성은 실제 수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물리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유한 & 손정우, 2019)을 살펴보면, 내용이 어렵다

는 학생의 반응이 여전한 것은 물론, 수식 의미만 나열하는 수업보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수업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과학과 교육과정의 경우, 과학교육에서의 내용을 선정하는 가운

데에 그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바가 있다(이재봉 외, 2010). 특히 과학교육 내용의 본질은 

과학 내용 지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학교육의 

내용은 교과로서 과학 과목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평가되

었다(이재봉 외, 2010). 또한 과학교육의 내용이 과학적 태도 등의 정의

2) 이는 과학과를 비롯한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전반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문제점이기도 하다. 특히 내용 체계를 구성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과의 특성

을 고려하지 않은 총론의 일방적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모경환, 강대현, 

은지용, 2016; 박희경, 2016; 서영진, 2015; 오윤주, 2016; 임유나 & 홍후조, 

2016), 이로 인하여 각 교과마다 핵심 개념이나 일반화된 지식 등을 선정하는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서영진, 2015; 이광우 & 정영근, 2017; 

임유나 & 홍후조, 2016; 정혜승, 2016).



- 4 -

적 측면과 같은 교육목표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도 보았다(이

재봉 외, 2010).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학문으로서 과학 

내용과 학교 교과로서의 과학 내용 사이의 구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

족했기 때문으로 보았다(이재봉 외, 2010).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학을 가

르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과 더

불어, 교육내용을 제시하는 가운데에 필요한 연계성 역시 부족한 것이었

다(이재봉 외, 2010).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

과별 핵심 내용 선정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더불어 내용 체계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했다(이재봉 외, 2010). 즉, 이는 과학 교과

의 특성을 잘 담아내는 내용 지식 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쓴 책,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가 하나의 가능성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EoP는 본질을 다루고 통합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물리 교육에 중요

한 교훈을 주는 것(Kim & Lee, 2018)과 동시에, 상대성이론뿐만 아니라 

역학법칙의 변화를 잘 담아내며 물리학의 개념과 원리의 의미를 깊게 생

각하도록 쓰여진 책(이서지, 2019)이라 평가된 바가 있다. 또한 EoP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이 문제 발견의 과정 가운데에 있어서 중요한 창의

적 사고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로부터 창의적인 과학자들의 

문제 발견 과정을 연구한 경우도 있었다(김영민 외, 2013). 특히 이러한 

새로운 관점과 창의적인 사고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요구했던, 

‘창의융합형 인재’와도 관련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

다. 즉 다시 말해, 전반적인 EoP 연구를 통하여 앞서 강조되었던, ‘교

과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핵

심 개념’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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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이러한 EoP를 통해 물리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물리 교육의 모습을 점검한 선행연구도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선행 연구(홍혜진, 2020)에서는 EoP에서 보여주는 힘과 운동 영역

의 내용 구성과 흐름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중학교 교육과

정과 교과서를 점검한 바가 있다. 여기서 EoP는 과학 지식뿐만이 아니라 

과학사와 과학철학 등 지식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로부터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선행 연구(이경민, 2020)에서는 EoP에서 추출한 

상대성이론 영역의 주제어를 바탕으로 상대성이론 영역의 구조도를 나타

내고 각 주제어의 평가 기준을 정리한 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도와 

주제어의 평가 기준을 통하여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학교 교재를 분석한 

바가 있었다. 여기서 EoP는 핵심적인 원리나 패러다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성이론의 각 주제어들 사이에 긴밀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교과서 

분석을 진행했으며,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필요한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자 EoP를 참고했다. 특히 그중에서도 앞선 선행 연구(홍

혜진, 2020)에서 힘과 운동 영역을 흐름도로 바라보았던 것을 참고하여, 

힘과 운동 영역을 구조도와 주제어로 정리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EoP를 기준으로 힘과 운동 영역을 연구하여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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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

째 연구의 목적은 뛰어난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물리학의 내용 지식 체계

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물리 교육의 목적과 방법 그리고 내용 지식 

중에서, 물리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 지식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하여 구조도와 주제어라는 2가지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

하며, 물리학의 첫 번째 영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힘과 운동 영역의 내

용 지식 체계를 정리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의 목적은 뛰어난 물리학자의 관점으로 현재 사

용되고 있는 물리학 교과서의 내용 지식 체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물리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 지식 체계가 현재의 물리학 교과

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선 연구의 과

정을 통해 도출된 힘과 운동 영역 내용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

행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의 힘과 운동 영

역 내용 지식 체계를 정리했다.

 그리고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는 어떠한가?

2.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의 

힘과 운동 영역 내용 지식 체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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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 교과서를 연

구하기에 앞서, ‘어떠한 내용을 가르쳐야 하는가?’와 같이, 보다 근본

적인 차원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다

음의 같은 순서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탐색했다.

 먼저 일반적인 교육학 수준에서 교과의 성격과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탐색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철학과 교육

과정 목적론 등을 오랜 기간 연구한 교육학자 이홍우 교수의 책에서 주

장하는 바를 정리하여, 특정 교과에 적용할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다음으로는 물리학 교과에서 나타나는 지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정리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과학 교수학습 이론과 과학 교육과정 등을 오

랜 시간 연구한 물리 교육학자 Igal Galili 교수의 논문을 참고하여, 물리

학 교과에 있는 지식은 어떠한 모습과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정리하

고자 했다.

 마지막으로는 앞선 이론적 배경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물리 교육과 관

련하여 실행되었던 연구를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물리학 

영역의 내용구조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를 분석한 연구를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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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지식의 구조와 교과

 이홍우(2006)는 ‘지식의 구조와 교과’의 표지 서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다.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각 교과의 성격에 비추어 

규정해 보라는 요청이다. … 또한 ‘지식의 구조’는 교육의 내용에 관

한 아이디어일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가르치는 방법과 그런 내용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 목적까지 포함하여 교육의 전체를 새롭게 조망

하라는 요청이다.” 

(이홍우, 2006, 표지 서문)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각 교과의 성격에 비추어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

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특히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

정에서, 성격의 연장선으로서 교과 교육목표가 제시(홍후조, 2016)된 것

을 생각해본다면, 표지 서문의 글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시도

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식의 구조’가 교육내용에 대한 것뿐만 아

니라, 가르치는 목적과 방법까지 아우른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

인다. 특히 단편적이고 지식 위주의 교육이 문제로 제기된 상황(임유나 

& 홍후조, 2016)임을 생각해볼 때에, ‘지식의 구조’는 현재 교육상황

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와 동시에, ‘지식의 구조’가 구체적

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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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것’이 어떠한 의

미인가? 이에 대하여 저자는 각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가르치는 것이 곧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것이라 설명한다. 그렇기에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지

식의 구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홍우(2006)는 ‘지식의 구조’란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

라 학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자, 학문 안에 있는 기본 개념과 원리, 그

리고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설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학자들이 실제

로 하는 일은 학자들이 발견하고 축적한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그 지

식을 발견하는 동안에 학자들이 실제로 했던 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물리학의 경우, 어떠한 법칙이나 원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한 법칙이나 

원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생각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핵심적인 아이디어 역시도, 이미 완성

된 결과적 지식보다는, ‘학문의 기저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를 의미하며, 이 역시 학자들의 사고 과정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한

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홍우(2006)는 ‘지식의 구조’를 ‘학문 특유의 

사고방식’ 또는 ‘현상을 보는 눈’으로 소개한 바가 있으며, 이는 장

회익(2012)이 ‘우주인의 눈’이라는 글을 통하여 주장한 바와도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다. 결국 ‘지식의 구조’에서 의미하는 ‘학문 특유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법칙이나 원리에 얽매인 것이 아닌, 주어진 학문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는 사고방식과 안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글로도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학습자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학습자의 ‘마음’의 한 

부분으로 된다는 뜻이며, 학습자의 ‘보는 눈’ 또는 ‘안목’으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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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뜻이다. 예컨대 물리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이와 같

이 물리학적 지식이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물리학적인 

안목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홍우, 2006, p.46)

“어느 특정한 분야에 관련된 현상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학자들은 반드

시 그 현상을 보는 ‘눈’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학문에는 각

각 이러한 ‘눈’이 있다. 학문을 한다는 것은 곧 이 ‘눈’을 가지고 

현상을 보는 일을 하다는 뜻이다. 예컨대 물리학을 한다는 것은 물리학

적 현상을 물리학적 안목(또는, 관점)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안목

은 곧 ‘학문의 이면에 숨어 있는 기본 아이디어’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홍우, 2006, p. 54)

 물론 이러한 설명을 두고서, 그 의도와 의미하는 바는 이해할 수 있으

나 실제로 ‘지식의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표현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 의문이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이홍우(2006) 역시, ‘지식의 구

조’가 교육 현장에 적용되는 가운데에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설명한 바

가 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식의 구조’에서 강조하는 학자의 사고 과정이

나 핵심적인 아이디어, 즉 학자가 가지는 ‘지식의 구조’가 과연 교사

나 학생이 가져야 하는 지식의 구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에 대한 것

이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가운데에서, 학자의 사고 과

정은 필요 이상으로 거대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리

고 이에 대하여 이홍우(2006) 역시, 탐구의 과정 속에서 하는 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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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같지만, 그 일의 수준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애초

에 ‘지식의 구조’는 전통적인 지식만을 강조하여 학생에게 무의미한 

상태로 주입하는 것을 부정하는 입장이기도 하다(홍은숙, 2003). 그렇기

에 ‘지식의 구조’가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학습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3).

 다음으로는, ‘지식의 구조’가 지나치게 지식 위주나 학문 중심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는 우려를 표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교과서의 단

원 마무리에서 제시되는 ‘개념의 구조도’를 두고서, ‘개념의 구조

도’로 표현되는 것들은 이미 정리되고 완결된 지식이므로 학자의 사고 

과정이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결국 ‘지식의 구조’에 대하여 동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교과

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가 가진 ‘지식의 구조’를 연구하여 학

문 특유의 모습이나 성격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실제 학자들이 했던 사고 과정과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을 ‘지식

의 구조’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홍우(2006) 역시, 책의 

뒷부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바가 있다.

 

3) 다만,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드러난 지식 위주 교육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물리학을 가르침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 지식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학 교과의 특성을 

살리는 교육의 가장 기초적인 바탕을 탐색하는 것일 뿐이지,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식을 강조하자는 입장이 아니다. 오히려 학습자

를 위한 여러 교육적인 노력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그저 학습자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과연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와 같이 제일 기본적인 내용부터 연구하고자 함을 밝히는 바이다.



- 12 -

“문제는 사고 과정을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어떻게 체계화하며 그 체계

에 맞게 어떻게 학습 내용을 선정, 조직, 제시할 것인가에 있지 않을

까?”

(이홍우, 2006, p.278)

 즉 다시 말해, 지식의 구조와 교과에서는 각 교과의 성격에 맞게 가르

치는 것이 교과를 교과답게 가르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학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구조를 파악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물리

학 교과의 경우, 물리학의 사고 과정이나 아이디어가 지식의 구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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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물리학의 내용 지식 체계

 앞선 절, ‘지식의 구조와 교과’를 통하여 각 교과가 가진 사고 과정

이나 아이디어가 담긴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과학 교과 중 하나인 물리학의 경우, 학문의 

개념 자체가 교육내용이 될 수 있으므로(Young & Muller, 2010), 물리학

이라는 학문의 개념과 원리 등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다시 말

해,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사고 과정과 아이디어가 담긴 물리학 지식 체

계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Galili(2005 & 2012)는 물리학의 지식을 고정적이고 결과적인 지

식의 덩어리가 아닌, 역사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으로 이동하는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과학이론의 문화 내용 지식(Cultural Contents 

Knowledge)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물리학의 내용 지식을 학문-문화 구조

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로 정리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도 안에

는 [그림Ⅱ-1]과 같은 모습으로 물리학 지식이 3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나타난다.

[그림Ⅱ-1]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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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핵(Nucleus)의 경우,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학과 같은 물리학의 영역

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원리나 패러다임, 또는 관점 등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는 고전역학이나 전자기학 등의 영역에서 중요하고 근본적

인 이론이나 생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몸체(Body)의 경우, 핵(Nucleus)에 의해 파생된 지식이나 개념, 

또는 실험 결과나 설명되는 현상 등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물리학 지식들은 이러한 몸체(Body)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주변부(Periphery)의 경우, 핵(Nucleus)의 핵심적인 원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식들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변부

(Periphery)에 포함되는 내용이 핵(Nucleus)이나 몸체(Body)에 포함된 내

용보다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설명될 수 없던 이론이나 현상들

이 어떠한 핵(Nucleus)을 만나서 설명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주변부(Periphery)의 움직임은 과학의 역사 속에 담긴 개념 변화 등

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의 한 예

시로는 고전역학의 체계(Galili, 2005)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핵(Nucle

us)의 내용으로는 절대시공간에 대한 뉴턴적 개념(Newtonain concepts of 

absolute space, absolute time), 관성의 원리(principle of inertia), 관성질

량의 개념(concept of inertial mass)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몸체(Body)의 

내용으로는, 투사체의 운동 법칙(laws of projectile motion), 역학적 에너

지 보존 법칙(laws of mechanical energy conservation), 진자의 운동(pen

dulum laws),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Kepler’s laws of planetary moti

on), 일-에너지 정리(work-energy theorem)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주변부(Periphery)의 경우, 어떠한 관점인지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며 이것이 고전역학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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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다. 예를 들어, 뉴턴적인 관점의 주변부(Periphery)로는 아리스토텔

레스의 관점에서 설명한 임페투스가 다루어진다. 또한 뉴턴적인 관점보

다 더 진보된 상대론과 양자론은 개념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될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로 표시된 

고전역학의 개념은 단순히 역학 영역의 이론들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서, 이론들 사이의 연관성을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근본적인 요소들

로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떠한 핵(Nucleus)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주변부(Periph

ery)의 지식이 이동하게 되며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영역일 경우에는 아

래에 있는 그림과 같은 모습으로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

ucture)가 표현될 것이다.

[그림Ⅱ-2] 2개의 핵(Nucleus)을 가질 때의 학문-문화 구조도

          (Discipline-Culture Structure)

 그리고 이렇게 물리학의 지식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 힘이나 무게와 

같은 기본 개념들조차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설명이 주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결국 각 핵(Nucleus)의 관점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비롯되

는 몸체(Body)와 주어진 핵(Nucleus)의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주변부

(Periphery)에 해당하는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16 -

제 3 절 The Evolution of Physics 관련 연구

 앞선 절, ‘물리학의 내용 지식 체계’를 통하여, 물리학의 지식이 어

떠한 모습과 관계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에 따라 

물리학을 물리학답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물리학 영역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 체계를 정리할 필

요가 있다. 특히 물리학 영역을 연구하고 내용 지식 체계를 정리하는 데

에 있어서는, 위대한 물리학자의 관점을 통하여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하

며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에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쓴 책,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는 물리 교육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Kim & Lee, 

2018)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의 핵심이 되는 새로운 관점을 강조한

다는 점(김영민 외, 2013)에서 물리교육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특히 EoP가 상대성이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힘과 운동 영역

에 있어서 중요한 역학법칙의 변화를 잘 담아냈다는 것과 동시에 물리학

의 개념과 원리의 의미를 잘 다루었다는 점(이서지, 2019)에서 힘과 운동 

영역을 분석함에 있어서 유의미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다음은 실제 EoP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들로, 힘과 운동 영역

의 흐름도 연구(홍혜진, 2020)와 일반 상대성이론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

어 분석틀을 바탕으로 현대물리학 교재를 분석한 연구(이경민, 2020)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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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Evolution of Physics를 통한 힘과 운동 영역 흐름도 연구

홍혜진(2020)은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를 통하여 연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그림Ⅱ-3]의 힘과 운동 영역의 흐름도로 나타냄

과 동시에 다음의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다.

 첫 번째로, EoP는 ‘과학지식’뿐만 아니라 과학지식에 대한 본질적인 

타당성과 의미를 폭넓게 제공하며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힘과 운동 영역에서는 힘과 운동 사이의 관계를 

다루며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하나의 흐름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EoP는 과학사에 기반한 이야기를 통해 ‘과학지식’과 ‘과

학을 둘러싼 맥락’을 통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전역학의 체계

가 완성되는 흐름 안에 있는 갈등과 그러한 갈등의 해소를 다루며 유기

적으로 연결된 이야기로 평가했다. 또한 EoP 안에서 다루어지는 이야기

는 고전역학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닌, 역학적 관점을 넘어서는 열린 결

말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세 번째로, EoP는 물리학적인 지식에 대한 단순한 이해나 적용을 넘어

서, 과학지식의 본질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특히 물리학적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탐구의 대상인 자연

과 탐구의 주체인 인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책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과 더불어, 과학을 교육함에 있어서 EoP와 같이 과

학사적 이야기를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EoP 안에서 다루어지는 힘과 운동 영역은 단순히 뉴

턴의 법칙과 같이 이미 완성된 법칙으로 향하는 것이 아닌,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흐름과 더불어 더 넓고 통합적인 영역의 물리학으로까

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모습은 힘과 운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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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가르침에 있어서, 보다 물리학 교과다운 물리학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실마리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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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3] 힘과 운동 영역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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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Evolution of Physics를 통한 주제어 및 구조도 연구

 이경민(2020)은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를 통하여 연구

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일반 상대성이론 영역의 주제어 분석 기준틀

과 더불어 [그림Ⅱ-4]의 구조도로 정리했다.

 먼저 일반 상대성이론 영역의 주제어 분석 기준틀은 총 7개의 주제어에 

대하여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기준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4)

 관성계 폐지

S – 뉴턴 역학과 특수 상대론에서 사용되던 관성계라는 개념이 일반 상

대성이론에서는 폐지되거나 재정의 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되 –마치 

에테르(ether), 열소(caloric), 임페투스(impetus) 등의 개념이 과학사

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것과 같이- 세계를 바라보는 큰 관점의 변화

라는 측면에서 기술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5) 

M – 일반 상대론에서 관성계라는 개념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

만 하거나 관성계의 재정의(국소 관성계의 정의)에 대해 충분한 설

명이 없이 소개한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4) 여기서 해당 주제어 분석 기준틀은 본 논문의 20~23페이지에 걸쳐서 소개된

다. 소개되는 주제어 분석 기준틀은 이경민의 2020년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주제어 분석 기준틀

을 소개하기 위하여 인용하였다.
5) 일부 현대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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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곳 관성계(global inertial 

frame)의 폐지를 함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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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변성

S – 일반공변성이라는 단어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모든 좌표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다는 내용을 설명하되, 이것이 물리법칙의 속성이라는 

측면 즉, 모든 물리법칙에 해당된다는 점을 언급한 경우가 이에 속

한다. 구체적으로 역학법칙, 전자기법칙 등 독자가 알고 있을 것으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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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차원에 그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즉, 예시 또는 추가적

인 설명이 없는 경우)

N – 언급되지 않았다.

 등가원리

S – 등가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서술6)과 함께 중력의 존재가 임의적인 

것임 즉, 관찰자에 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

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중력의 본질-가상적 존

재, 도구적 존재-을 설명했는가 하는 것이 평가의 기준임을 뜻한다.

M – 등가원리에 관한 기본적인 서술 방식 중 하나이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6) (1) 중력질량과 관성질량이 동일함

(2) 중력과 탄성력이 동일함

(3) 중력에 의한 현상과 가속에 의한 현상을 구별할 수 없음(구별하게끔 하는 

국소적 실험은 존재하지 않음)

(4) 물리법칙의 형태는 모든 국소 관성계에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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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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

(예: 상대성원리)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M – 단순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거나, 비유클리드 기

하의 기본 성질을 물리학의 맥락과 무관하게 별도로 소개하는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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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 법칙임을 설명한 경우이다. 즉, 장을 

기술하는 법칙임을 강조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장 관점의 세계관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수식을 제시하는지의 여부는 중

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M – 단순히 수식만 제시한다든지, 수식의 기본적인 의미를 단순히 설명

한 경우(예: 물질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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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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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는 정량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M – 정성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관측 현상을 제시하고, 이것이 GR를 지

지한다는 언급만 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N – 언급되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주제어의 분석 기준틀을 통하여 현대물리학 교재를 평가했

으며, 몇 가지 특징을 정리했다. 먼저 첫 번째로,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관성계, 중력, 시공연속체 등의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 세계의 기하학적 성질에 대한 물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

았다. 특히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상대성이론을 잘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보편성을 추구하는 물리 이론의 특징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

고 보았다. 특히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물리학의 본질적인 특징임

(Eunye et al, 2021)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네 번째로, 현상 위주의 설명이 많다고 보았다. 특히 수성의 세차 운동

이나 빛의 굽어짐,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GPS 등을 잘 설명하고는 있

으나, 일반상대성 이론의 중요한 원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보았다. 

 



- 24 -

 다음으로 일반 상대성이론의 구조도는 [그림Ⅱ-4]의 그림과 같이, 일반 

상대성이론 영역의 핵(Nucleus)에는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몸체(Body)에는 비유클리드 기하학, 장방

정식, 관측 현상이 있었으며, 주변부(Periphery)에는 관성좌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화살표를 통하여 각 주제어들 

사이의 서술 순서와 연결성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EoP 안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

으로 드러났다. 먼저 EoP에서는 핵(Nucleus)이 강조되며 서술되는 것이 

주된 특징으로 드러났다. 특히 EoP에서는 일반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

인 일반공변성, 등가원리, 시공연속체가 균형 있게 서술되고 있는 것으

로 평가했다. 다음으로 주제어들 사이의 연결이 긴밀한 것이 주된 특징

으로 드러났다. 특히 EoP에서는 일반상대성 이론 영역의 각 주제어들 뿐

만 아니라, 고전역학 영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한 반면에 현대물리학 교재의 경우, 관련된 관측 현상에 대하여 많

은 설명을 하고는 있으나, 일반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우선 관성계 폐지나 등가원리, 그리고 시공연

속체 등을 설명함에 있어서 물리적 대상의 실재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수학적인 도구 정도로만 다

룰 뿐, 그에 대한 언급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일

반상대성 이론의 주요 개념인 일반공변성에 대한 강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EoP 안에는 물리학 영역을 이해하는 데

에 있어서 필수적인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개념들 사이

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지를 잘 정리한 것으로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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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Ⅱ-4] 일반 상대성 이론 영역의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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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 문제 1의 과정을 통하여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

식 체계를 파악하며, 연구 문제 2의 과정을 통하여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한다. 그에 따라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을 진행하기 위

하여 선정한 물리학자의 저서와 연구 문제 2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8종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참고했던 연구 

방법의 이론적 절차와 더불어, 실제 연구의 과정 가운데 고려한 내용을 

함께 정리했다. 이를 통하여 실제 연구 과정에 대한 생생한 모습을 담아

두고자 했다.

제 1 절 연구 대상

1. The Evolution of Physics

 ‘The Evolution of Physics’(이하 EoP)는 뛰어난 물리학자이자 현대물

리학의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상대성이론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이 인펠

트와 함께 쓴 책이다. 그리고 두 저자가 책의 서문에서 밝히는 바에 따

르면, 물리학과 수학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식은 없더라도 물리학적·철

학적 관념(physical and philosophical ideas)에 흥미를 가진 독자를 위하

여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두 저자와 독자 간의 대화

로, 인류가 사고를 통해 물리 현상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하려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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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 책을 번역한 옮긴이 역

시, EoP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었다.

 늦게나마 소개되는 이 책은 일반인에게 물리학을 설명하는 여타의 책과

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 서술과정이 극히 평이하면서도 매우 

깊이 있는 이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따라서 물리학

에 대해 기초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

기 위해 딱딱한 이론만을 공부하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과학에 관심있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물리학 일반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서술

되었다. 또한 이 책의 원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학의 발전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어떻게 인류가 자연을 객관적이고 체

계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왔는가를 아인슈타인의 눈을 통해 직접 경

험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러한 인류의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형성

된 추상화된 관념 세계가 과연 어떻게 자연이라는 현상세계와 결합되어 

자연을 설명하게 되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 책의 

독자는 자연을 탐구하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옮긴이의 말)

 그리고 이러한 의도와 평가는, 앞서 언급되었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의 의도와 문제점을 생각해볼 때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특히 원래의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

정한(홍후조, 2016), ‘자연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교육부, 2015b).’를 달성하는 데

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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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의 경우에도, 물리학의 성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자연과

학의 기반이 되는 개념을 제공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교육부, 2015b)’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

아가, 모든 고등학생들이 통합과학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는 교과로 정의

된 물리학Ⅰ(강남화, 2015)의 경우에도, 물리학Ⅰ의 성격에서 제시된 바

인, “‘물리학Ⅰ’은 초등학교 과학부터 고등학교 ‘통합과학’까지 물

리 영역에서 다룬 기초 개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

기 위한 과목”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수식 의미만 

나열하는 수업보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전달되는 수업을 원하는 학생들

(이유한 & 손정우, 2019)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도 보인다.

 그에 따라 본 연구자는 EoP가 현재의 물리학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시

사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며, EoP를 바탕으로 힘과 운동 영역

의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물론 이러한 분석 범위의 선정을 

두고서, 누군가는 아인슈타인이 아무리 뛰어난 물리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인슈타인이 창시한 상대성이론에 한해서만 특출난 것이라고 생

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의 현대물리학은 고전역학을 넘어서서 상대

성이론까지 이해의 지경이 확장되었으며, 그 이해의 지경이 얼마나 넓은

지에 따라 기존의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 근사를 통하여 고전역학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

해본다면, 뛰어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시각을 가지고 물

리학의 첫 번째 영역인 힘과 운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 문제 1의 분석 대상과 분석 범위에 대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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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대상 저자 분석 범위

The Evolution of Physics:

The Growth of Ideas from

the Early Concepts to

Relativity and Quanta

(아인슈타인이 직접 쓴 

물리이야기)

A. Einstein

& L. Infeld

(지동섭 옮김)

The Rise of the 

Mechanical View

(제1장 역학적 

관점의 형성)

The first clue

 (2절. 최초의 단서)
Vectors

 (3절. 벡터)
The riddle of motion

 (4절. 운동의 

수수께끼)
One clue remains

 (5절. 또 하나의 단서)

[표Ⅲ-1] 연구 문제 1의 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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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8종의 힘과 운동 영역

 교과서는 교육과정의 목표나 내용 등의 기본정신을 반영하며(김정호, 1

998; 박승재, 1985; Wang 1998), 또 동시에 실제 수업이나 학습에 있어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중요한 학습 매체이다(백남진, 2008; 최경희 & 김

숙진, 1996; Chiang-Soong & Yager, 1993; Huh et al, 2004; Ji & Jeong, 

2009; Jin, & Joo, 2010; Kim et al, 1998). 따라서 현재의 물리학 교육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물리학 교과서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여러 물리학 교과서 중에서도, ‘모든 고등학생들이 통

합과학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는 교과로 정의된 물리학Ⅰ’(강남화, 2015) 

교과서를 선택했다. 다만 연구 문제 2의 경우, 연구 문제 1의 결과에서 

도출된 힘과 운동 영역 내용 지식 체계를 통하여 분석을 진행한 관계로, 

EoP 안에서는 다루지 않은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 보존을 제외

한 힘과 운동 영역을 분석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 문제 2의 결과를 다

루며 추가적인 설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 문제 2의 

분석 대상과 분석 범위에 대한 것이다.

Code 출판사 저자 분석 범위

A 교학사 김영민 외 7명 12~41

B 금성출판사 이상연 외 4명 12~29

C 동아출판 송진웅 외 4명 10~27

D 미래엔 김성진 외 6명 12~31

E 비상교육 손정우 외 5명 12~28

F 지학사 김성원 외 5명 12~30

G 천재교육 강남화 외 5명 10~31

H YBM 곽영직 외 3명 10~30

[표Ⅲ-2] 연구 문제 2의 분석 대상 및 분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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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방법

1. Elo &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과 실제 연구의 과정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책을 통하여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점검하고자 했다. 하지만 앞서 지식의 구조와 교과(이홍우, 

2006)에서 언급한 ‘개념의 구조도’의 한계7)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였기

에, 단순히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를 정리하여 개념의 구조도를 제시하

는 것보다는 그 안에 담긴 맥락과 특징을 파악하여 정리하고자 했다.

 그러한 가운데, 질적 내용분석은 단순히 유사한 의미끼리 묶어 범주를 

만들거나 단어의 수를 세는 계량적 방법이 아니라 내용의 코딩을 통해 

범주의 외연적 의미와 내재적 의미를 모두 파악하는 연구 방법(최성호 

외, 2016)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뿐

만 아니라, 질적 내용분석은 대중매체 속의 메시지 분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최성호 외, 2016), 특정 인물의 의도와 특성을 확인하

는 데에 사용된다는 점에서(홍성열, 2001),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쓴 책

을 분석함에 있어서 적절할 것이라 판단했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중 하나인, Elo & Kyngäs(20
08)의 과정을 따라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Elo &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은 크게 귀납적 접근과 연역적 접근으로 나뉜다. 그리고 사전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것에서 일반적인 것으로, 특정한 사

례에서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통합이 된다는 점에서 귀납적 

7) ‘Ⅱ. 이론적 배경’ - ‘제 1절 지식의 구조와 교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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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Elo &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뿐만 아니라, [그림Ⅲ

-2]와 같이 ‘흐름도-구조도-주제어’의 순환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아인

슈타인과 인펠트의 책 속에 담긴 내용을 분석했다. 여기서 힘과 운동 영

역의 ‘흐름도’에 해당하는 연구(홍혜진, 2020)가 존재하는 관계로, 해

당 연구의 내용을 참고하여 나머지 ‘구조도’와 ‘주제어’사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진행한 연구의 내용을 두고서 타당한 해석을 

도출하고자,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분석의 과정(2020.1~2021.8)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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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Ⅲ-1] Elo & Kyngäs(2008)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 [그림Ⅲ-2] 흐름도, 구조도, 주제어를 통한 EoP 연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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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단계 준비

 준비 과정에서는 가장 먼저 단어나 주제와 같은 분석의 단위를 선택한

다. 또한 분석의 목적과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며 표본 추출에 대하여 고

민을 하는 시기이다. 여기서 추출되는 표본들은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전체적이면서도 

작은 것이 되어야 한다(Graneheim & Lundman, 2004).

 그리고 본 연구자는 2019년 하반기에 ‘지식의 구조와 교과’를 읽으며 

보다 ‘교과다운 교과’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를 바탕으로 

물리학답게 가르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구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물리학의 성격에서 말하는 ‘자연 현상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물리학’ 교과는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연구하고자 했다. 

그에 따라 운동의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한다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책을 선택하고 힘과 운동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했다8).

 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의 과정 속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선행 연구(홍혜진, 2020)의 흐름도를 염두에 두고 EoP를 분석하며 구조

도와 주제어를 정리했다. 특히 [그림Ⅲ-2]와 같이 EoP 안에서 다루어지

는 물리학의 개념과 특징들이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떠한 개념이 중요

하게 다루어지며 이어지는지를 파악하며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다.

 

8) 물론 이 당시에는 선행연구(홍혜진, 2020)와 범위를 일치시키고자 1장 5절, 

‘또 하나의 단서’(질량에 대한 절)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2020년 하반기에 

연구 대상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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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단계 조직화

 

 조직화 과정에서는 질적인 자료를 조직하는 것으로, 크게 ‘개방 코

딩’, ‘범주 형성’, ‘추상화’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방 코

딩은 자료를 읽으며 내용을 정리하고 제목을 구성하는 단계로, 자료의 

모든 부분을 묘사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으며 제목을 달고 범주를 자

유롭게 생성하는 단계이다. 

 다음으로 범주 형성은 개방 코딩을 통하여 얻은 범주의 목록을 더 높은 

수준의 제목으로 그룹화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는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범주들을 더 높은 차원의 범주로 묶는다. 여기서 범주를 만들 때에

는 단순히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어 보이는 것을 관찰로 그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특징에 따라 나누어 그룹끼리 비교하는 것9)이다(Dey, 

1993). 그에 따라 귀납적 과정을 통해 범주를 형성할 때, 연구자는 결과

를 어떤 범주에 넣을지 해석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추상화는 범주 형성을 통하여 연구 주제에 대한 보편적인 

해석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Robson, 1993). 여기서 추상화의 과정이 지

속될수록 연구 결과는 더욱 합리적이게 된다(최성호 외, 2016).

 

9) 이 부분에서 본 연구의 과정이 Krippendorff(2004)의 과정과는 다르다고 여겨

지는 이유가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에서는 특징에 따라 그룹을 

나누다 보니 때로는 다른 장이나 절의 구분을 넘어서서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도 했다. 그런데 Krippendorff(2004)의 가장 첫 번째 단계인 단위화(unitizing)

에서는 물리적 측면, 문장, 범주, 진술, 주체에 따라 단위가 정의되고, 각 단

위 간의 독립적인 구분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그에 

따라 Krippendorff(2004)의 과정보다는 Elo & Kyngäs(2008)의 실제 연구의 과

정과 더 일치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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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실제적인 조직화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방 코딩은 2020

년 1월부터 시작되었으며, 본문을 반복하여 읽으며 아인슈타인과 인펠트

의 관점으로부터 운동을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보이는 모든 문장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한 모든 문장에서 아인

슈타인과 인펠트가 강조했거나 중요하게 다룬 물리학적인 개념이나 원

리, 사고 과정이나 패러다임 등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목을 작성했다. 보

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자연에 대한 탐구’, ‘직관적 사고’, ‘힘과 

속도 변화’, ‘작용으로서의 힘’, ‘벡터의 표현’ 등의 제목이 있었

다. 또한 이러한 과정 중에서는, 선행 연구(홍혜진, 2020)의 흐름도를 참

고하여 중요한 물리학적 개념이나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범주 형성 및 추상화는 2020년 6월부터 진행되었으며, 6인의 

연구자가 논의를 통하여 1차적인 범주가 선정됐다. 이때 처음 선정된 범

주는 총 7가지로, ‘운동의 해석’, ‘직관적 사고’, ‘이상실험’, 

‘등속 운동’, ‘작용으로서의 힘’, ‘벡터’, ‘뉴턴의 자연 법칙’이

었다.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며, 현재 정리

된 각 범주와 그 내용은 본문의 연구 결과를 통해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

다.

 

 (3) 3단계 보고

 

 보고 과정에서는 위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주제어와 그 기준을 정리했

다. 또한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제시했으며,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하여 현재 물리 교육에 대

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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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어 평가 기준의 작성 방안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주제어를 추출했으며, 각 주제어에 대한 세부적

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연구를 진행했다. 여기서 각 주제어에 대한 세

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얻고자 세운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주제어의 수준

 먼저 본 연구에서는 Niaz(1998)의 연구를 참조하여 S(satisfactory), 

M(mention), N(no mention)이라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각 주제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 다만 Niaz(1998)의 연구는 

일반화학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을 과학사적 논쟁에 대한 서술과 관련

하여 평가한 것이므로, 과학사적 논쟁에 대한 서술을 평가 기준으로 제

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과학사적 논쟁

에 대한 서술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S(satisfactory)와 M(mention) 

사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책의 저자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

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통해 S(satisfactory)와 M(mentio

n)을 구분하고자 했다. 즉, ‘해당 주제어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다루어지

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위대한 물리학자의 관점이 얼마나 잘 담겨

있는가’로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각각의 주제어들을 설명하

며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다루어지면 S(satisfactory)로, 단어나 개념은 언

급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없다면 M(m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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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으로,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N(no mention)으로 구분했다. 특히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S는 자세하고 풍부하며 충분한 설명이다’, 

‘M은 사전적인 의미의 나열과 불충분한 설명이다.’ 정도의 구분을 넘

어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M(mention) 수준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깊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일단 M 기준의 설명에 따르면,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 없이 단어나 개념을 언급만 할 경우 M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단어나 개념을 ‘언급만’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의 수준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이상적

인 교과서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바와 같이, 단순한 단어의 반복

이 아닌 최소한 명시적인 정의가 있어야 언급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인 힘이나 

질량의 경우, 아무리 여러 번에 걸쳐 그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힘이나 질량과 같은 물리량에 대해서는 물리량에 대한 정의가 주어

지는 경우에만 물리량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판단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렇게 M 기준에서 의미하는 언급의 수준을 명확히 정리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어질 교과서 분석의 결과 속에서 강조할 물리교육적 시

사점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실제 물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생

각해보면, 힘이나 속도 외에도 일과 같은 여러 물리학적 개념을 배운다. 

그런데 이러한 힘이나 속도,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일상 속

에서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인 것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물리

학적인 개념과는 다를 때가 있다. 따라서 물리학에서 개념을 어떻게 정

의하고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으며, 이로부터 보다 물

리학적인 사고방식을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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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제어의 내용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 주제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어떠한 것들이 

담겨야 하는가를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각 주제어는 주제어만의 고유한 

내용과 목표가 있으므로, 어떠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를 파악하고자 했

다. 그에 따라 아래의 질문10)을 반복하며 주제어의 내용을 정리했다.

 “해당 주제어가 물리학 개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

를 가지고 있는가?”

 “해당 주제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바, 강조점이 무엇인가?”

 “주제어의 S(satisfactory) 기준만으로도 해당 영역의 전반적인 흐름과 

내용이 이해되는가?”

 덧붙여 설명하자면, 아인슈타인과 인펠트만의 독특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서술하되, 내용이나 용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그 의미

를 제한하는 것은 삼가도록 했다. 만약 주제어 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설

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이나 예시로 설명을 보충하도록 했다. 단, 주

제어 기준에서 사용되는 ‘예를 들어’나 ‘여기서’라는 표현은, 여러 

예시 중에서 하나가 아닌 가장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예시임을 의미하도

록 했다.

10) 주어진 질문들을 보고 예상 질문을 활용하는 White & Marsh(2006)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분석 방법은 연구 초기부

터 예상 질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에 반해, 본 연구는 연구의 과정 중에서 

주어진 질문들이 정리되었다. 그에 따라 White & Marsh(2006)의 질적 내용분석 

방법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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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제어의 표현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후속 연구와 시사점을 염두에 두고 주제어

의 표현을 일치시키고자 했다. 먼저 주제어의 이름은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되, 그 내용은 독자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름

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DC 구조도(Galili, 2005 & 2012)에서 제시된 핵

(Nucleus), 몸체(Body), 주변부(Periphery)의 모습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고

자 했다.

 또한 교과서 분석을 고려하여, 주제어 기준의 어미를 통일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와 같은 표현은 교과서를 분석함에 있

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작업이 되므로 사용을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위대한 물리학자의 관점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

하는가?’와 같이 질문 형식을 사용했다. 이는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을 

참고한 것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쉽

게 답을 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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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서 분석의 방향성

 또한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

과서의 모습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연구자가 생각하는 교과서의 모습에 따라 교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으므로, 교과서 분석을 하기에 앞서 이상적인 교과서의 모습을 명

확히 하고자 했다.

 먼저 교과서의 모습을 두고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구성된 교과서의 모

습과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채워가며 완성해 나가는 교과서의 모습을 생

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의 교육과정이 ‘학습량의 적정화’나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강조하면서, 이전의 방대했던 백과사

전식 교과서보다는 다양한 실생활의 예시와 역량을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교과서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과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

심할 여지도 없이 찬성하는 바이다. 특히 학습자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배우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더 다양한 사고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어도 가르치기로 한,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핵심 원리에 대

해서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입장이 예전의 백과사전식의 방대한 교과서를 추구하는 것

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조금의 설명을 더하자면, 현재의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습량의 적정화를 지키고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가

르치되, 그 가르치는 것만큼은 제대로 가르치자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

는 예전의 백과사전식 교과서와 교육과정이 초래했던 지식 위주와 암기 

위주의 교육과는 달리, 적은 것을 가르쳐도 자세하고 제대로 가르치라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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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예로 물리학의 경우, 운동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힘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힘을 배울 때에, 적어도 힘

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알고, 힘에 대한 법칙은 어떠한 의미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힘을 제대로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전과 같이 백과사전식의 방대한 교과서가 되지 않

도록, 정말로 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과서에서는 

단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도 가능하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또 명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를 두고서 교과서나 

해설서 속에서 은연중에 의도하고 있거나, 또는 교사의 수업 재구성 역

량에 따라 꼼꼼하고 자세하게 배울 수 있다고도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가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학습 매체(백남진, 2008; 최

경희 & 김숙진, 1996; Chiang-Soong & Yager, 1993; Huh et al., 2004; Ji 

& Jeong, 2009; Jin, & Joo, 2010; Kim et al. 1998)인 것과 더불어 교사마

다 수업 재구성 역량이 다르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기

에 교사의 역량에 따라 불안정하게 좌지우지되기보다는, 완결성을 갖춘 

교과서가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뒷받침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외에도, 교과서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같은 기본정신을 반영한다

는 것(김정호, 1998; 박승재, 1985; Wang 1998)을 생각해본다면, 물리학은 

‘자연 세계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교육부, 2015b)이

다. 그리고 정말로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과 그 내용을 담은 교

과서라면, 꼼꼼하고 자세하게 그에 대한 설명이 드러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의 진정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해서나(설동근, 2006), 물

리학의 성격과 목표에서 말하듯 자연 세계를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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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나, 물리학의 여러 사고 과정들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교과서를 

이상적인 교과서의 모습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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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1

 본 장에서는 첫 번째 연구 문제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 장의 내용은 크게 3절로, 각각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어의 평가 기준,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어의 

특징’,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EoP를 통하여 정리한 

힘과 운동 영역을 구조도와 주제어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정리했다. 또한 

2절에서는 정리된 주제어에서 드러난 특징과 더불어, 각 내용에서 더욱 

논의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해당 

연구 결과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힘과 운동 영역 구조도와 주제어의 평가 기준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각각의 주제어들을 설명하며 중

요하게 다룬 내용이 다루어지면 S(satisfactory)로, 단어나 개념은 언급하

지만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없다면 M(mention), 

해당 주제어에 대하여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N(no mention)으로 구

분했다.

 또한 DC 구조도(Galili, 2005 & 2012)를 함께 작성해 나가며 각 주제어

들이 DC 구조도 상에서 어떠한 내용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리했

다. 그리고 다음은 구조도와 주제어 및 각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가의 기

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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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Ⅳ-1] 힘과 운동 영역의 학문-문화 구조도(Discipline-Cultu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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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동 현상

S – 역학적 법칙을 통하여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운동 현상을 설명하

고 있는가. (여기서 ‘역학적 법칙’은, 뉴턴의 제1·2·3 법칙을 비

롯하여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

을 의미한다)

M – 역학적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 운동 현상을 단순히 언급만 하고 있

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2)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

S – 운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직관적 사고(속도는 외부 힘

의 작용 여부를 나타낸다)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M – 운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직관적 사고와 연관 짓지 않

고, 단순히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3)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

S –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11)을 통하여 관성 원리를 설명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등속 운동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가장 간단한 운동 형태인 것을 통하여 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가 세워짐을 설명한다.)

M –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의 관점을 통하여 관성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11) 여기서 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구체적으로 ‘갈릴레이의 과학적 사고 과

정’)은 운동 상태를 해석할 때에 외력을 전제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

동 상태를 상정하고 그로부터 단계적으로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섭동의 과정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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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작용으로서의 힘) 

S – 힘은 운동하는 물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외부적 원인(작용)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여

기서 ‘단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유한한 시간의 힘의 작용을 

통해 ‘초기 운동-힘의 작용-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으로 운

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M – 힘은 운동하는 물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외부적 원인(작용)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힘의 정

의를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5)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

S - 속도 변화 개념을 도입할 때 속도 변화 개념의 일반화12) 과정을 포

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단순한 직선상의 운동에서 복잡한 곡선

상의 운동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속도 개념이 일반화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M – 속도 변화 개념의 일반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히 속도 변화

의 정의를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12) 여기서 ‘개념의 일반화’란 처음 정의된 개념의 적용 범위보다 확장된 범

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반화된 개념은 원래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원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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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 법칙의 상보성

S –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때 운동 법칙의 중요한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이를 힘과 거리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13)과 구분 지어 

설명한다)

M –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때 운동 법칙의 중요한 성질을 포함하

지 않고, 단순히 뉴턴의 운동 법칙의 정의를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7) 질량

S – 질량을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으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서 ‘구분 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역학의 기본 개념인 질량을 관

성질량과 중력질량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실험적인 결과로서 두 질

량이 서로 같으나 고전역학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함을 설명

하는 것을 의미한다.)

M –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을 구분 지어 설명하지 않고, 단순히 질량의 정

의를 언급만 하고 있는가.

N – 언급하지 않음.

13) 여기서 ‘힘과 거리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

의 한 예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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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힘과 운동 영역 구조도와 주제어의 특징

 먼저 구조도의 경우, 자연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 현상에서

부터 시작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완성되는 고전역학의 체계를 나타

낸다. 특히 호기심과 탐구의 대상이었던 운동 현상을 두고서, 이를 어떻

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마리를 던진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과정은 두 과학자로부터 비롯된 각각의 관점으로 

이어진다.

 그중에서 첫 번째 핵(Nucleus)이자 운동에 대한 관점은 아리스토텔레스

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따라가 보면, 그는 운동 현

상을 직관과 경험에 비추어 해석했으며, 속도와 외부 작용 사이에는 직

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우리의 일

상에 비추어 봤을 때에 매우 직관적인 것과 동시에 타당한 생각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뉴턴의 역학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동의할 

만한 내용이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핵(Nucleus)이자 운동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은 갈릴레

이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운동 현상을 과학적 사고 과정에 입각하여 해

석했으며, 사고실험을 통하여 ‘속도’가 아닌 ‘속도 변화’와 외부 작

용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아내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의 가장 기본적

인 형태는 등속 운동인 것을 통하여 관성 원리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

러한 갈릴레이의 생각은 뉴턴에 의해 관성 법칙으로 일반화되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갈릴레이의 관점을 핵(Nucleus)으로 삼아, 고전역학과 

관련된 여러 과학적 개념과 지식들이 몸체(Body)의 내용으로 연관되어 

나온다. 먼저 힘의 경우, 갈릴레이의 업적을 통하여 힘은 어떠한 운동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를 변화시키는 작용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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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에서는 임페투스(impetus) 또는 활력(vis viva)과 

같이 물질의 내재적인 상태로 해석되었으나, 갈릴레이 이후부터는 힘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었다. 또한 운동을 해석함에 있어서 힘의 작용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힘의 작용과 더불어 변화하는 속도의 개념을 물리학적으

로 일반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드러난다. 특히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함으

로써 1차원상의 운동을 2차원상으로의 운동을 일반화하고 확장하여 이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화의 과정은 과학적인 사고방식

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 법칙과 같이 일반화된 법칙으로 이어

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의 결과로, 힘에 대한 보다 더 온전한 법칙을 얻

게 되었다. 앞서 말했던 ‘힘과 속도 변화 사이의 관계’가 정리되어 뉴

턴의 운동 법칙이 되었으며, 만유인력과 같이 ‘힘과 두 물체 사이의 거

리에 대한 관계’를 통하여 힘에 대하여 보다 더 정교화된 결론을 얻은 

것이다. 즉 다시 말해, 힘에 대한 정성적인 법칙과 정량적인 법칙을 통

하여 운동을 상호보완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위의 이상실험을 통하여 질량 역시 뉴턴의 운동 법칙 가운데에서 

중요한 단서임을 알게 되었다14). 특히 질량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

로 다른 두 질량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기도 했다. 다만, 

14) 여기서 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 후에 다

시 한번 이상실험으로 돌아가 질량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다. 따라서 만약 책

의 서술 순서에만 충실하게 구조도를 작성한다면 질량과 뉴턴의 운동 법칙 

사이의 화살표는 부적절하게 보인다. 하지만 질량을 다루는 절이 ‘또 하나

의 단서’라는 점과 뉴턴의 운동 법칙 안에 질량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에 화살표로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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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역학의 체계 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

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EoP의 구조도로부터 몇 가지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먼저 EoP에서는 핵(Nucleus)의 내용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주어진 영역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첫 번째 핵과의 대립을 통하여 나타나는 갈릴레이

의 관점은 힘과 운동 영역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법칙들을 유

도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핵(Nucleus)으로부터 파생되는 몸체(Body)의 내용이 고전역학의 체

계를 완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힘과 속도 변화 사이의 

관계, 그리고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운동 법칙에 중요한 2가

지 축을 강조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운동 법칙의 상호보완적인 측면

을 강조하며, 실제 물리학자가 힘과 운동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

해 나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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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는 힘과 운동 영역의 주제어가 각각 어떠한 의미와 특징을 가

지고 있는지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각 주제어의 특징을 다룸에 있어서

는 EoP의 원문과 번역본을 활용하여 그 의미와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운동 현상

 첫 번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운동 현상을 역학적 법칙으로 해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물리학의 경

우, ‘어떠한 영역’의 ‘어떠한 현상’을 ‘어떠한 이론’을 통하여 바

라보고 해석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앞서 ‘지식의 구조와 

교과’(이홍우, 2006)를 정리하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리학 특유의 사

고방식과 물리학이라는 학문 안에 포함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압축적으

로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운동 현상의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현상으로 첫 번째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기도 하

다. 이는 앞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했던 호기심과도 매

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실제로 EoP에서도 다음의 문장들을 통하여 호기

심과의 연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Attempts to read the great mystery story are as old as human 

thought itself.” 

(Einstein & Infeld, 1938 p.5)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고자 하는 노력은 인간의 사고만큼이나 오래되

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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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ost fundamental problem, for thousands of years wholly 

obscured by its complications, is that of motion.” 

(Einstein & Infeld, 1938 p.6)

 “수천년 동안 그 복잡한 구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가장 근본

적인 문제는 운동에 관한 것이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4)

 “In our endeavour to understand reality we are somewhat like a man 

trying to understand the mechanism of a closed watch.”

(Einstein & Infeld, 1938 p.33)

 “자연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은 닫혀진 시계의 

기계장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유사한 면이 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7)

 이처럼 EoP 역시 인간의 사고에서부터 비롯된 호기심을 강조했으며, 특

히 자연 현상중의 첫 번째인 운동 현상을 두고서 근본적인 탐구의 대상

이었음을 밝히고 있기도 했다.

(2)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운동 현상을 해석하

는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 사고의 흐름이었는

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 아

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받아들여졌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이는 인간이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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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리고 EoP 내에서도 다음의 문장들을 통하여 아리스토텔레스

의 직관적 관점이 얼마나 자연스러웠고, 또 권위가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제어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은 직관적 사고가 매우 자연

스러운 운동 해석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지, 직관적 사고를 배제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물리학에서 진행되었던 탐구의 역사를 살펴보

면, 직관적 사고를 통하여 물리학적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The method of reasoning dictated by intuition was wrong and led to 

false ideas of motion which were held for centuries. Aristotle’s 

great authority throughout Europe was perhaps the chief reason for 

the long belief in this intuitive idea. We read in the Mechanics, for 

two thousand years attributed to him:”

(Einstein & Infeld, 1938 p.6~7)

 “직관에 의한 추론 방법은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 결과 과학자들은 

수세기동안 운동에 대해 그릇된 개념들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

들이 이러한 직관적 판단을 그렇게 오랫동안 신봉해 온 주된 이유는 

아마도 유럽 전역에 걸친 아리스토텔레스의 위대한 권위 때문이었을 

것이다. 2,000년 동안 줄곧 그의 영향 밑에 있었던 『역학 Mechanic

s』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이 담겨있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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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

 

 세 번째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의 경우, 갈릴레이

가 시도했던 과학적 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시도였는지

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물리학적인 사고방식 중 하

나라고도 할 수 있는 섭동의 원리를 통하여 다양한 여러 변수들 가운데

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변수를 찾아 그로부터 운동을 분석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는 물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이나 사

회문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고민토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

학적 사고방식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EoP 내에서도 이러한 갈릴

레이의 사고 과정을 두고서 위대한 업적이라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

하고 있었다.

 “To understand these phenomena it is wise to begin with the 

simplest possible cases, and proceed gradually to the more 

complicated ones.” 

(Einstein & Infeld, 1938 p.6)

 “운동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운동 형태에서 시작하여 

점점 더 복잡한 운동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4)

 “The discovery and use of scientific reasoning by Galileo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chievements in the history of human thought, 

and marks the real beginning of physics.”

(Einstein & Infeld, 1938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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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릴레이가 사용했던 과학적 추론 방법은 인간 사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의 하나였고,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물리학이 

시작되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5)

 “Let us examine the fundamental facts of motion more closely, 

starting with simple everyday experiences familiar to mankind since 

the beginning of civilization and gained in the hard struggle for 

existence.”

(Einstein & Infeld, 1938 p.7)

 “문명이 시작된 이래 생존을 위한 고통스런 투쟁의 과정 속에서 인류

와 친숙하게 되었던 단순한 일상적 경험들로부터 출발하여 운동에 대

한 근본적인 사실들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Einstein & Infeld, 1938/1990, p.15)

 “Galileo’s contribution was to destroy the intuitive view and replace 

it by a new one. This is the significance of Galileo’s discovery.”

(Einstein & Infeld, 1938 p.9)

 “갈릴레이는 이 과정에서 직관적인 관점을 무너뜨리고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대체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이것이 갈릴레이의 발견이 갖는 

중요성이다. ”

(Einstein & Infeld, 1938/1990, p.15)

 또한 갈릴레이의 관성 원리를 통하여 등속 운동이 가장 중요한 운동 상

태로 밝혀지는 과정 역시 물리학 특유의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데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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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물리학을 

처음 배울 때에 등속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임을 직관적으로 받아들

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단순히 등속 

운동에 대한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등속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가?’, ‘만약 등속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면 

왜 일상에서는 등속 운동을 확인하기가 어려운가?’, ‘정말로 등속 운

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 맞는 것인가?’와 같이 다양한 질문들을 통

하여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관련하여, EoP 내에서도 다음의 문장을 통하여 등속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 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 이어진다.

 “From the variety of complex motions in the world around us we 

choose as our first example uniform motion. This is the simplest, 

because there are no external forces acting. Uniform motion can, 

however, never be realized;”

(Einstein & Infeld, 1938 p.9)

 “물질세계의 여러 가지 복잡한 운동 가운데 첫 번째 보기로서 우리는 

등속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힘의 작용이 전혀 

없는 가장 간단한 운동 형태이다. 그러나 등속 운동이 결코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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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작용으로서의 힘)

 네 번째로 힘(작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울 

때에 힘의 작용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특히 힘 개념의 경우, 물리학 전반을 이해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인 생각을 벗어나는 지점

이다.

 예를 들어 힘을 이해하는 학생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뉴턴의 운동 법칙

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대와 같이 물질의 내

재된 속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김영식, 1989; 이봉련, 2002; Chi et 

al, 1994). 그러다보니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를 묶어 운동 자체를 하나

의 상태로 보기보다는, 정지 상태와 운동 상태 사이를 오가는 운동으로 

나누어 운동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에 힘의 작용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통하여 운동 상태와 그 상태에 작용하는 힘이 있

음을 인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동 현상을 단계적으로 바라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힘의 작용을 기준으로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고전역학의 다양한 문제 상황 속에서 언제 힘의 작용을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줄 수 있다. 

 또한 힘의 작용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태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물리학에서는 

어떠한 함수나 상태가 존재하고, 그 상태(state)에 작용(acting on)하는 연

산자(operator)가 존재한다. 그리고 힘의 경우, 힘이 운동의 내재적인 원

인이나 상태가 아닌 작용임을 밝히는 것을 통하여 상태와 작용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나 경험적으로 이해하던 힘의 개념을 물리학적 힘의 개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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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EoP 내에

서도 이러한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과 힘의 작용을 두고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An impressed force is an action exerted upon a body, in order to 

change its state, either of rest, or of moving uniformly forward in a 

right line.

    This force consists in the action only; and remains no longer in the 

body, when the action is over. For a body maintains every new 

state it acquires, by its vis inertiae only.”

(Einstein & Infeld, 1938 p.11)

 “한 물체에 가해진 힘은 정지 상태이건 직선상의 운동 상태이건 그 상

태를 변화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작용’이다.

    힘은 오직 작용으로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작용이 끝났을 때는 

더 이상 물체 속에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물체는 이제 관성에 의해서

만 새로이 획득한 모든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18~19)

 “Three stages of the motion can be distinguished: the initial motion, 

the action of the force, and the final motion after the force has 

ceased to act.”

(Einstein & Infeld, 1938 p.13)

 “이 운동은 초기 운동, 힘의 작용, 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이라는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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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

 다섯 번째로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 속도 변화의 개념을 도입

하는 일반화의 과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물론 이것이 

벡터의 이름이나 기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물리학에서 

개념이 확장되는 가운데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는 이야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힘과 속도 변화라는 물리학의 개념이 

벡터라는 수학적 개념의 화살표로 표현되고, 이러한 벡터의 도입을 통하

여 자연스럽게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일반화된 법칙으로 유도되는 것

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EoP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통하여 개념이 확장되고 일반화되는 과정들을 강조하고 있었다.

 “From the extremely rich variety of motions we shall take only the 

simplest and apply to their explanation the law just formulated.” 

(Einstein & Infeld, 1938 p.25)

 “앞으로 우리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운동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만

을 가지고 방금 얻어냈던 법칙을 그 설명에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0)

 “But we do not immediately see how we can apply them to motion 

along a curved path.”

(Einstein & Infeld, 1938 p.19~20)

 “그러나 우리가 곡선상의 운동에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지 

곧바로 알기란 힘든 일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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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eneralization of a concept is a process very often used in 

science. … One requirement, however, must be rigorously satisfied: 

any generalized concept must reduce to the original one when the 

original conditions are fulfilled.”

(Einstein & Infeld, 1938 p.20)

 “개념의 일반화는 과학에서 매우 빈번히 사용되는 과정이다. … 그러

나 한가지 요건만은 엄격히 충족되어야 한다. 즉 모든 일반화된 개념

은 원래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원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어야 한

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6)

 “We can try to generalize the old concepts of velocity, change of 

velocity, and force for the case of motion along a curved path. 

Technically, when speaking of curves, we include straight lines. The 

straight line is a special and trivial example of a curve. If, therefore, 

velocity, change in velocity, and force are introduced for motion 

along a curved line, then they are automatically introduced for 

motion along a straight line. But this result must not contradict those 

results previously obtained. If the curve becomes a straight line, all 

the generalized concepts must reduce to the familiar ones describing 

rectilinear motion.” 

(Einstein & Infeld, 1938 p.20)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예를 가지고 이것을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속도, 속도 변화, 그리고 힘이라는 오래된 개념들을 곡

선 운동의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화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다. 기술적



- 62 -

으로는 우리가 곡선에 대해 말할 때에는 거기에 직선도 포함된다. 직

선은 곡선의 특수한 그리고 사소한 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속

도, 속도 변화, 그리고 힘이 곡선 운동에 도입된다면 그것은 자동적

으로 직선운동에 대해서도 도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이전에 얻어진 결과들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곡선을 직선을 바꾸

었을 때, 일반화되었던 모든 개념들은 직선상의 운동을 나타내는 친

숙한 개념들로 환원되어야할 것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6)

 “And now what is to be regarded as the clue to curvilinear motion? 

Exactly the same ! The only difference is that change of velocity 

has now a broader meaning than before.” 

(Einstein & Infeld, 1938 p.24)

 “그러면 이제 무엇이 곡선운동에 대한 단서로 채택되어야 하는가? 그

것은 직선운동과 똑같다. 유일한 차이는 속도 변화가 이전보다 더 넓

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0)

 여기서 일반화의 과정이 어떠한 의미와 중요성을 갖는지 조금 더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속도 변화의 개념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단순히 차

원 확장의 의미로만 일반화의 과정을 거친다면, 일반화 과정의 의의를 

강조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차원 확장을 하기 위해 

벡터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라면, 벡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텐서까지 

배워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경우에는, 단순히 차원의 확장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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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벡터의 도입이 일반화된 법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

다. 후술될 EoP의 내용에 따르면, 아인슈타인과 인펠트는 앞서 정리한 

힘과 속도 변화의 개념을 벡터라는 화살표로 나타낸다. 그리고 이러한 

벡터의 도입은 1차원에서부터 힘과 속도 변화의 개념을 수학적인 화살표

로 나타낸 것이며,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자연스럽게 2~3차원으로의 확장

되는 것과 동시에 힘과 속도 변화에 대하여 일반화된 법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화된 법칙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일반화 과정이 갖

는 의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교육을 생각해보아도, 개념이 환원되는 것을 통하여 이해의 

지경이 넓어지기도 한다. 즉 다시 말해,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 주제어

에서는 ‘물리학 개념의 일반화’와 ‘개념의 확장’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기도 하다.

 “The force, like the velocity or its change, must be represented by a 

vector and not by a number alone.” 

(Einstein & Infeld, 1938 p.19)

 “즉 힘은 속도나 속도 변화처럼 숫자가 아니라 벡터로 나타내야 한

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5)

 “Here the sceptic may remark that he sees no advantage in the 

introduction of vectors. All that has been accomplished is the 

translation of previously recognized facts into an unfamiliar and 

complicated language.

    But we shall see that just this strange language leads to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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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generalization in which vectors appear to be essential.”

(Einstein & Infeld, 1938 p.19)

 “여기에서 회의론자들은 벡터라는 개념의 도입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이제껏 해왔던 일이라고는 이미 알려진 사

실들을 낯설고 복잡한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 전부가 아닌가라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곧 벡터라는 이상한 표현방식이야말로 운동을 

기술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법칙을 유도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25)

(6) 운동 법칙의 상보성

 

 여섯 번째로 운동 법칙의 상보성의 경우, 뉴턴의 운동 법칙과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을 구분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원운동이나 행성의 운동과 같은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물리학의 법칙을 통하여 운동 현상을 해석한다. 그리

고 이러한 물리학의 법칙에는 힘과 속도 변화 사이의 관계로 운동 현상

을 해석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뿐만 아니라, 힘과 거리 사이의 의존 관계

를 통하여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만유인력과 같은 법칙들이 있다. 여기

서 뉴턴의 운동 법칙과 만유인력과 같이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은, 운동 

현상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추정인 것과 동시에 운동 현상을 결정하는 법

칙들이다.

 예를 들어, 행성의 운동을 예측한다고 할 때에, 각각의 법칙을 통하여 

행성의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 먼저 행성에 대한 초기 조건과 속도 변

화를 알고 있다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하여 주어진 시간에 대한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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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 등을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주어지는 시간에 따라 계산이 반복

되기는 하겠지만, 적어도 뉴턴의 운동 법칙을 통하여 행성의 운동을 예

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간단한 수학적 준비만 되어있다면, 만유인력의 

법칙을 통하여 행성의 운동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처럼 물리학의 자연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두 법칙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다루고자 했다. 그리고 EoP 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통

하여 힘의 방향을 다루는 법칙과 힘의 크기를 다루는 법칙들을 구분할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We should like to be able to predict the position of the earth and 

the other planets for any arbitrary instant of time, we should like to 

predict the date and duration of the next solar eclipse and many 

other astronomical events. It is possible to do these things, but not 

on the basis of our initial clue alone, for it is now necessary to know 

not only the direction of the force but also its absolute value-its 

magnitude.”

(Einstein & Infeld, 1938 p.30)

 “우리는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 지구와 다른 행성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기를 원한다. 또한 다음번 일식이 발생하는 날짜와 지속시간, 또

는 다른 많은 천문현상들에 관하여 예언하고 싶어한다. 이런 일들은 

실제로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단서만으로는 가

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힘의 방향뿐만 아니라 힘의 절대값, 

즉 힘의 크기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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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s just two complementary guesses are needed for quantitative 

conclusions concerning the motion of the planets. One is of a general 

character, stating the connection between force and change in 

velocity. The other is special, and states the exact dependence of the 

particular kind of force involv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bodies. 

The first is Newton’s general law of motion, the second his law of 

gravitation. Together they determine the motion.”

(Einstein & Infeld, 1938 p.31)

 “따라서 행성의 운동에 대해 정량적인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면 두 개

의 상호보완적인 추정이 요구된다. 하나는 일반적인 성질에 관한 것으

로, 힘과 속도 변화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특수한 경우

로, 어떤 특정한 종류의 힘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정확히 

어느 정도의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전자는 뉴튼의 운동

에 관한 일반법칙이고, 후자는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들이 함께 운동

을 결정한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35)

(7) 질량

 일곱 번째로 질량의 경우, 고전역학의 영역 안에서 질량의 개념을 나누

어 설명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물론 이를 두고서 굳이 

질량의 개념을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으로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

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질량의 개념은 뉴턴의 운동 법칙 안에 있

는 중요한 3가지 요소 중 하나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물리학Ⅰ에 등장하는 실험들에서도 관성질량의 개념이 들어가는 수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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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나 중력질량의 개념이 들어가는 중력가속도 실험 등이 있다. 이처럼 

질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고전역학의 핵심적인 법칙 안에 등장하는 요인

인 것과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질량의 개념마저도 물리학Ⅰ 수준에서도 

분명히 등장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질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한가지가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질량은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질량의 개념이 유도된

다는 점이다15). 그렇기에 이처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질량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두 질량의 개념을 혼동할 여지를 주는 것이

며, 고전역학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질량을 불완전하게 배우는 것

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하나의 예로, 중력질량을 제

대로 학습하는 과정을 통하여 무게와 질량을 혼동하지 않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경우도 있었다(Galili et al, 2016).

 하지만 EoP에서도 언급하는 바와 같이, 질량은 다른 개념들에 비하여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다보니 질량을 그저 물질의 한 속성 정

도로만 다루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량 안에 있는 두 개념을 혼동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처음 질량을 배움에 있어서, 질량의 개념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EoP 내

에서도 다음과 같은 문장들을 통하여 두 질량을 구분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었다.

15) 특히 질량은 그 개념을 정의하는 방법 가운데에서 매우 특이한 모습을 가지

고 있다. 다른 물리학의 개념들이 한 번에 하나의 방법으로 정의되는 반면에, 

질량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서로 다른 두 질량이 정의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

한 두 방법은 실제 고등학교 물리학 수업 수준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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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sk: if we determine the ratio of two masses in both ways 

described above, do we obtain the same result? The answer given 

by experiment is quite clear. The results are exactly the same! This 

conclusion could not have been foreseen, and is based on 

observation, not reason. Let us, for the sake of simplicity, call the 

mass determined in the first way the inertial mass and that 

determined in the second way the gravitational mass.”

(Einstein & Infeld, 1938 p.35~36)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각각의 방법으로 두 질

량의 비율을 결정한다면 그 결과는 동일한가? 실험에 의하면 대답은 

분명하다. 결과는 정확하게 동일하다! 이 결론은 미리 예측할 수 없었

을뿐만 아니라 추론이 아닌 관찰에 근거하고 있다. 이제 간단한 첫 

번째 방법으로 결정된 질량을 관성질량이라 하고, 두 번째 방법으로 

결정된 질량을 중력질량이라 부르자”

(Einstein & Infeld, 1938/1990, p.39)

 다만, 서로 다른 두 질량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전역학의 범위 안

에서는 한계가 있기에 우연성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이것을 두고 개연성

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으나, 오히려 과학 지식의 잠정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측면이라고도 판단했다. 물론 이를 과학 지식의 잠정성으로 

남겨두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고전역학이나 상대성이론 모두 자연 현상

을 탐구한다는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그렇기에 물리

학이라는 학문의 범주에서 생각해본다면, 상대성이론과 같은 학문의 경

계는 임의적일 뿐이며, 오히려 각 학문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성을 가

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서로 다른 두 질량을 나누어 설명하되, 고전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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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안에서의 잠정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우연성을 강조하도록 했다.

 “the identity of the two masses is fundamental and forms a new and 

essential clue leading to a more profound understanding. This was, 

in fact, one of the most important clues from which the so-called 

general theory of relativity was developed.”

(Einstein & Infeld, 1938 p.36)

 “두 질량의 동일성은 근본적인 의미를 지니며 좀더 깊은 이해에 도달

할 수 있는 새롭고 필수적인 단서를 제공해준다. 이 단서야말로 이른

바 일반 상대성이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주요한 단서 중의 하나이

다.”

(Einstein & Infeld, 1938/1990, p.40)

 “Since this identity of inertial and gravitational mass was fundamental 

for the formulation of the theory of relativity, we are justified in 

examining it a little more closely here.”

(Einstein & Infeld, 1938 p.36)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의 동일성이 상대성이론의 정식화를 위한 기본적

인 사실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

을 것이다. ” 

(Einstein & Infeld, 1938/199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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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 결과1을 다루었다. 특히 EoP의 

내용을 중심으로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어를 추출했으며, 주제

어의 경우 각 주제어의 세부적인 기준을 통하여 내용 지식 체계를 정리

했다. 특히 각 주제어의 세부적인 분석기준의 경우, 아인슈타인과 인펠

트가 각각의 주제어들을 설명하며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다루어지면 

S(satisfactory)로, 단어나 개념은 언급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

하게 다룬 내용이 없다면 M(mention), 해당 주제어에 대하여 다른 언급

이 없을 경우에는 N(no mention)으로 구분했다. 또한 DC 구조도(Galili, 

2005 & 2012)를 함께 작성해 나가며 각 주제어들이 DC 구조도 상에서 

어떠한 내용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다음은 구조도

와 주제어에 대한 정리이다.

 먼저 구조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갈릴레이가 핵(Nucleus)으로 나타

났으며, 그로부터 안에 내용들이 전개되며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갈릴레이의 관점을 핵(Nucleus)으

로 삼아 몸체(Body)에 해당하는 힘과 속도 변화에 대한 개념이 유도되

며, 질량에 대한 개념 역시 갈릴레이의 관점으로부터 유도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의 단서들을 통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에 

도달하며, 이로부터 고전역학의 눈으로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과정을 정

리했다. 이는 선행연구(홍혜진, 2020)에서 나타났던 바와 유사한 결과이

기도 하다.

 다음으로 각 주제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첫 번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운동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서 

그 현상과 영역을 기술하는 법칙인 역학적 법칙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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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직관적 사고가 얼마나 자

연스러운 인간 사고의 흐름이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

다. 세 번째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의 경우, 갈릴

레이가 시도했던 과학적 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시도였

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네 번째로 힘(작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울 때에 힘의 작용이 갖는 의미

가 어떠한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다섯 번째로 속도 변

화(벡터의 도입)의 경우, 속도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 속에 담긴 

의의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여섯 번째로 뉴턴의 운동 법

칙의 경우, 운동 현상을 기술하는 운동 법칙 속에 담긴 중요한 성질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일곱 번째로 질량의 경우, 고전역학

의 영역 안에서 질량의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

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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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 결과 2

 본 장에서는 두 번째 연구 문제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관점에서 

바라본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의 힘과 운동 영역 내용 지식 체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한다. 본 장의 내용은 크게 3절

로, 각각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의 특징’,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절에서는 앞

선 연구 결과1로 파악한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통하여 현

재의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2절

에서는 정리된 교과서 분석 결과에서 드러난 특징과 더불어, 각 내용에

서 더욱 논의하고 생각해보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3절에

서는 해당 연구 결과의 내용들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결과1에서 파악한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

식 체계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앞서 추출한 힘과 운동 영역의 7가지 주제어와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통

하여 S(satisfactory), M(mention), (no mention)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다만 주어진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과정 속에서 M(mention)과 N(no 

mention) 사이의 표기상 혼동이나 가독성을 우려하여 N(no mention)의 

경우를 ‘-’로 표현했다. 그리고 다음은 연구 결과1의 주제어 분석 기

준을 바탕으로 평가한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분석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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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현상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

관성 원리
(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

힘(작용으로서의 힘)
속도 변화

(벡터의 도입)
운동 법칙의

상보성
질량

A S S M - M M -

B S - M M M M M

C S - M M M M M

D S - M M M M -

E S - M - M M -

F S - M M M M M

G S - M - M M -

H S - M M M M -

[표Ⅴ-1]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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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의 특징

 본 절에서는 각 주제어에 대한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 분석 결과와 

더불어, 교과서 전반에 걸친 특징을 정리하고자 한다. 여기서, 교과서 분

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연구 결과1에서 제시했던 각 주제어

의 S(satisfactory) 기준들과 더불어, 실제 교과서 중 일부의 사례를 통하

여 각 주제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림을 추가하도록 했

다.

(1) 운동 현상

 첫 번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 – 역학적 법칙을 통하여 정성적, 혹은 정량적으로 운동 현상을 설명

하고 있는가. (여기서 ‘역학적 법칙’은, 뉴턴의 제1·2·3 법칙을 

비롯하여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자연의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 

법칙을 의미한다)

 여기서 운동 현상은 운동 현상을 역학적 법칙으로 해석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두었으며, 이는 고전역학의 체계 안에서 운동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운동 현상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S(satisfactory)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주어진 역학적 법칙을 통하여 운동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관

점을 제공했다’기보다는, ‘일상생활과 역학적 법칙을 연관 짓는’ 정

도였다. 특히 관성 법칙의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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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운동 현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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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2]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운동 현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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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

은 다음과 같다.

 S – 운동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직관적 사고(속도는 외부 힘

의 작용 여부를 나타낸다)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은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

서 직관적 사고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 사고의 흐름이었는지를 중요

한 기준으로 두었으며, 이는 인간이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사고였는지를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에 대하여 단 하나의 교과서만 S(satisfactory) 기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나머지 7권은 N(no mention)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S(satisfactory)로 평가한 교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Ⅴ-3]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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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과 관련하여 많은 서술이 있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우리의 일상생활을 기반으로 한 직관적 사고에 질문을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 관점까지 함께 서술했기

에 S(satisfactory)로 평가했다.

 다만 N(no mention)의 평가를 받은 교과서 중에서도 그 수준이 조금씩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떤 교과서에서는 교사가 실제

로 어떻게 수업을 재구성하냐에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을 

다룰 여지16)가 있기도 했다. 하지만 앞서 연구 방법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N(no mention)으로 평가했으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그림Ⅴ-4]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2

16) 하지만 해당 교과서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을 다룰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그 내용이 각 단원 마무리에 제시되어 그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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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

 세 번째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의 경우, S(satisfac

tor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 – 운동에 관한 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17)을 통하여 관성 원리를 설명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등속 운동이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의 가장 간단한 운동 형태인 것을 통하여 운동을 해석하기 위한 

기초가 세워짐을 설명한다.)

 여기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는 갈릴레이가 시도

했던 과학적 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있는 시도였는지를 중요

한 기준으로 두었으며, 이는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낼 수 있는 중

요한 지점으로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

학적 관점에 의한)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

었다. 특히 모든 교과서에서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이나 관성에 대하여 언

급은 하지만, 관성의 원리를 유도할 수 있었던 갈릴레이의 과학적 사고 

과정이 누락된 채 사고실험의 내용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M(mention)으로 평가된 교과서 중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

적 관점의 경우처럼 교사가 실제 수업을 어떠한 순서로 구성하느냐에 따

라 그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는 했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갈릴

레이의 사고실험을 다룬 예시는 다음과 같다.

17) 여기서 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구체적으로 ‘갈릴레이의 과학적 사고 과

정’)은 운동 상태를 해석할 때에 외력을 전제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운

동 상태를 상정하고 그로부터 단계적으로 운동 상태를 해석하는 섭동의 과정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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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5]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

 또한 추가적으로 교과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모든 교과서의 경우 관성

의 법칙을 다루기 이전에 운동의 분류에서 등속도 운동을 먼저 학습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EoP처럼 등속 운동에 대한 사고실험에서부터 시작하

여 관성 법칙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앞서 학습한 등속 운동을 관성 법칙

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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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힘(작용으로서의 힘)

 네 번째로 힘(작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 – 힘은 운동하는 물체에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외부적 원인(작용)임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여

기서 ‘단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유한한 시간의 힘의 작용을 

통해 ‘초기 운동-힘의 작용-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으로 운

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힘(작용으로서의 힘)은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힘의 작용이 어떠한 의미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이는 고전역학의 문제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유한한 시간 안에서 힘

의 작용을 기준으로 운동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한 것

이기도 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과서가 힘의 개념을 언급하긴 하지만, 

주제어의 기준이었던 ‘유한한 시간의 힘의 작용을 통해 ‘초기 운동-힘

의 작용-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으로 운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에 따라 

5종의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3종의 교과서는 힘

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N(no mention) 기준으로 평가된 경

우도 있었다.

 여기서 N(no mention) 기준으로 평가된 교과서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물리교육적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서 연구 결과1에서 언급

했던 바와 같이, 힘의 경우 일상에서 사용되는 힘의 의미와 물리학적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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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념이 다르다(김영식, 1989; 이봉련, 2002; Chi et al, 1994). 그렇기에 

학습자의 혼동과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 물리학적인 힘의 개

념을 배울 때에 그 개념을 확실하게 배워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N(no mention) 기준으로 평가된 교과서들 사이에서도 나름대로의 

차이가 존재하기는 했다. 한 교과서의 경우, [그림Ⅴ-6]과 같이 힘의 정

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힘의 조작적 정의를 설명하고 있

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서 교과서 분석의 방향성18)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언급과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N(no mention) 기준으로 평가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운동량-충격량의 개념을 배울 때에 주제어 기준에

서 요구하는 내용을 학습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의 

흐름을 생각해보면, 교과서에서는 뉴턴의 제2 법칙을 배우고 가속도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한다. 그러한 다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공식을 배

우며 운동의 예측으로 넘어가고, 그 뒤에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개념

을 배운다. 그렇기에 운동량-충격량을 배우면서 유한한 시간 안에서 힘

의 작용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힘의 개념을 배우고 많은 시간이 지

난 뒤이다. 따라서 힘을 배우고 난 뒤에 배우기보다는 힘에 대한 개념을 

배울 때에 학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뉴턴의 제2 

법칙을 통하여 운동의 예측을 배울 때에 힘의 작용과 관련된 설명이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음의 [그림Ⅴ-7]은 교과서에서 힘의 개념과 더불어, 뉴턴의 제

2 법칙과 등가속도 운동 등을 배우는 예시이다.

18) ‘Ⅲ.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제 2절 연구 방법’ - ‘3. 교과서 분

석의 방향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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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6]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조작적 힘의 정의

[그림Ⅴ-7]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힘(작용으로서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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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

  다섯 번째로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 - 속도 변화 개념을 도입할 때 속도 변화 개념의 일반화19) 과정을 포

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단순한 직선상의 운동에서 복잡한 곡선

상의 운동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속도 개념이 일반화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여기서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는 속도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는 과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는 물리학에서 개념을 확장

시키고 일반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줘야 함을 판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

만 모든 교과서가 속도 변화의 개념을 다루기는 하지만 속도 변화의 개

념을 일반화하거나 이로부터 운동을 확장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 따라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에 대하여 모든 교

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된 교과서 사이에서도 일반화의 과정을 

다루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 따라, [그

림Ⅴ-8]과 같이 속도 변화의 개념을 다룸에 있어서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화살표로 나타낸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화살표의 도입에

19) 여기서 ‘개념의 일반화’란 처음 정의된 개념의 적용 범위보다 확장된 범

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일반화된 개념은 원래의 조건들이 충족되면 원래의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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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직선상의 운동 해석이 곡선상의 운동 해석까지 확장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벡터의 도입이나 포

물선 운동과 같은 2차원상에서의 운동은 물리학Ⅱ에서 배우는 것으로 명

시되어 있다(교육부, 2015b). 하지만 선행연구에 따르면, 물리학Ⅰ과 물리

학Ⅱ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데에 어려움(Lee et al, 2019)이 있

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엄격하게 교육내용을 선정하

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시각도 있었다(홍후조, 2002). 결국 이러한 교육과

정의 모습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교육내용의 선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이재봉 외, 2010)을 시사하는 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

다.

 그리고 다음은 [그림Ⅴ-8]은 화살표 표시를 도입하여 속도 변화 개념을 

설명한 교과서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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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8]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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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동 법칙의 상보성

 

 여섯 번째로 운동 법칙의 상보성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은 다음

과 같다.

S –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때 운동 법칙의 중요한 성질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고 이를 힘과 거리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20)과 구분 지어 

설명한다)

 여기서 운동 법칙의 상보성의 경우,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할 때에 

운동 법칙의 특수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

고자 했으며, 이는 운동 법칙을 이해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필요한 상호

보완적인 두 법칙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과서 분석의 결

과, 모든 교과서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에만 편중하여 힘을 설명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물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설명하는 가운데에 힘의 크기

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힘의 단위를 설명하

는 가운데에서 힘의 크기를 언급하는 것뿐이며, 만유인력과 같이 특정한 

힘의 크기를 다루는 법칙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에 따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예

시는 [그림Ⅴ-9]와 같다.

20) 여기서 ‘힘과 거리 사이의 의존 관계를 나타내는 특정한 힘에 대한 법칙’

의 한 예로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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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9]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운동 법칙의 상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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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질량

 일곱 번째로 질량의 경우, S(satisfactory)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S – 질량을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으로 구분 지어 설명하고 있는가. (여기

서 ‘구분 지어 설명한다는 것’은, 역학의 기본 개념인 질량을 관

성질량과 중력질량으로 나누어 설명하며, 실험적인 결과로서 두 질

량이 서로 같으나 고전역학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부족함을 설명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질량은 서로 다른 두 질량의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특히 실제 물리학 수업을 생각해보면, 관성질량

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서로 다른 두 질량의 구분을 하고 있

는지를 판단하고자 했다. 하지만 8종의 교과서 중 5종의 교과서는 질량

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질량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질량의 정의를 언급한 교과서의 경우에도, 그 

정의를 설명하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질량은 

‘관성의 크기’라고 간단하게 언급한 교과서가 있는 반면에, 교과서의 

한 지면을 할애하여 관성의 크기인 질량을 설명한 경우가 있었다. 그에 

따라 5종의 교과서는 N(no mention)으로, 3종의 교과서는 M(mention)으

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은 관성질량에 대하여 설명한 교과서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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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Ⅴ-10]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질량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물리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 결여된 채, 결과적인 지식 위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EoP에서는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와 갈릴레이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법칙들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은 매

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관점에서 비롯된 지식의 결과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경우,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여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

다. 잠시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돌아보면, 관성 원리(갈릴레이

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속

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에도, 벡터의 개념이나 기원 등에 집중한 것

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개념을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힘의 개념이나 힘을 다루는 법칙의 경우에도, 작용

으로서의 힘이 가지는 의미나 힘을 다루는 법칙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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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과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 과정의 흐름과 

교과서의 개념 제시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oP에서는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사고에서부터 시작하

여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 도달하며, 이로부터 등

속 운동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조망한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운동을 분류하며 속도의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관성 법칙을 배우며 등속 운동을 해석한다. 그에 따라 속도 변

화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순간을 생략한 채, 그 결과만을 배우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설명의 과정은, ‘등속 운동이 정말

로 가장 간단한 운동인가?’와 같은 생각을 간과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중요한 물리학 개념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힘과 운동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힘에 대하여 그 정의를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뉴턴 운동 법칙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인 질량 역시 그 개념을 다룸

에 있어서 부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를 두고서 꼭 엄밀

하게 정의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힘이나 질

량을 제외하더라도, 일이나 부피같이 과학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일상에

서 사용되는 의미가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의미 가

운데에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념의 엄밀한 정의는 꼭 필요한 것

이며, 이것이 동시에 물리학의 눈으로 자연 세계를 체계적으로 이해(교

육부, 2015b)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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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본 장에서는 연구 문제 2에 대한 연구 결과2를 다루었다. 특히 연구 결

과1에서 파악한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사

용하고 있는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 8종의 힘과 운동 영역을 평가했

다. 특히 분석 기준의 경우,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각각의 주제어들을 

설명하며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다루어지면 S(satisfactory)로, 단어나 개

념은 언급하지만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이 없다면 

M(mention), 해당 주제어에 대하여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N(no 

mention)으로 구분했다.

 먼저 힘과 운동 영역의 각 주제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

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서 S(satisfactory)로 평가를 받기는 

했으나, 역학적 법칙을 바탕으로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주어진다

기보다는, 주어진 운동 현상과 역학적 법칙을 연관 짓는 정도였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한가지의 교과서가 

S(satisfactory)로 평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N(no mention)으로 평가

를 받았다. 물론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었으나, 교과서의 구성만으로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세 번째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의 경우, 모든 교

과서가 갈릴레이의 사고실험이나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

와 관련된 갈릴레이의 과학적 사고 과정을 연결 짓지는 않고 있었다.

 네 번째로 힘(작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유한한 시간의 힘의 작용을 

통해 ‘초기 운동-힘의 작용-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으로 운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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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부분의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심지어 힘과 

운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힘의 정의를 언급

하지도 않은 교과서가 있기도 했으며, 해당 교과서는 N(no mention)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다섯 번째로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 운동을 분류하며 속도 변

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교과서 내에서도 설명하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화살표를 도입하여 속도 변화를 설명하는 교과서와 그렇지 

않은 교과서가 나뉘기도 했다.

 여섯 번째로 운동 법칙의 상보성의 경우, 모든 교과서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루기는 하지만, 운동 법칙의 상호보완적 성질을 보여주는 데에

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일곱 번째로 질량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질량의 개념을 정의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에 따라 3종의 교과서만 M(mention)

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5종의 교과서는 N(no mention)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질량의 개념을 언급한 교과서 중에서도 그 정의를 설명하는 가운데

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물리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 결여된 채, 결과적인 지식 위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EoP에서는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와 갈릴레이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법칙들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은 매

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관점에서 비롯된 지식의 결과만을 주로 



- 94 -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경우,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여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

다. 잠시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돌아보면, 관성 원리(갈릴레이

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속

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에도, 벡터의 개념이나 기원 등에 집중한 것

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개념을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힘의 개념이나 힘을 다루는 법칙의 경우에도, 작용

으로서의 힘이 가지는 의미나 힘을 다루는 법칙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과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으로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 과정의 흐름과 교

과서의 개념 제시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oP에서는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서부터 시

작하여 힘(작용으로서의 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념을 확장하고 일반

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속도 변화의 개념을 배운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

우, 운동을 분류하며 속도의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관성 법칙을 

배우며 등속 운동을 해석한다. 그에 따라 속도 변화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순간을 생략한 채, 그 결과만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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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요약 및 논의

제 1 절 요약

 본 연구에서는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인펠트의 관점에서 시

작하여 물리학의 내용구조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물리학 교

육을 점검해보고자 했다. 그에 따라 연구 결과1에서는 EoP를 바탕으로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주제어를 추출했으며,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

가 기준을 작성했다. 또한 연구 결과2에서는 연구 결과1의 내용을 바탕

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물리학Ⅰ 8종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에서는, Niaz(1998) 연구를 참조하여 S(satisfactory), 

M(mention), N(no mention)이라는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각 주제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기존 연구의 방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아인슈타인과 인펠트가 중요하게 다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S(satisfactory), M(mention), N(no mention)을 

구분하였다. 또한 DC 구조도(Galili, 2005 & 2012)를 함께 작성해 나가며 

각 주제어들이 DC 구조도 상에서 어떠한 내용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그리고 첫 번째 연구에서는 EoP의 내용을 중심으로 힘과 운동 영역의 

구조도와 7개의 주제어를 추출했으며, 주제어의 경우 각 주제어의 세부

적인 기준을 통하여 분석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구조도에서는 아리스토

텔레스와 갈릴레이의 관점이 핵(Nucleus)으로 나타났으며, 그로부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전개되며 고전역학의 체계를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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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갈릴레이의 관점을 핵(Nucleus)으로 삼아 몸체

(Body)에 해당하는 힘과 속도 변화에 대한 개념이 유도되며, 질량에 대

한 개념 역시 갈릴레이의 관점으로부터 유도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역학의 단서들을 통하여 뉴턴의 운동 법칙에 도달하며, 

이로부터 고전역학의 눈으로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과정을 정리했다. 이

는 선행연구(홍혜진, 2020)에서 나타났던 바와 유사한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각 주제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 첫 번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운동 현상을 역학적 법칙으로 해석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아

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직

관적 사고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인간 사고의 흐름이었는지를 중요한 기

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세 번째로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

에 의한)의 경우, 갈릴레이가 시도했던 과학적 사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

하고 가치있는 시도였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네 번째

로 힘(작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힘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힘의 작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

다. 다섯 번째로 속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 속도 변화 개념을 도입

하는 과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여섯 번째로 운동 법칙

의 상보성의 경우,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운동 법칙의 특수한 성질을 중

요한 기준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일곱 번째로 질량의 경우, 고전역학의 

영역 안에서 질량의 개념을 나누어 설명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자 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1에서 파악한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5 개정 물리학Ⅰ 교

과서 8종의 힘과 운동 영역을 평가했다. 먼저 힘과 운동 영역의 각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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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았다. 첫 번째로 운동 현상의 경우, 모든 교

과서에서 S(satisfactory)로 평가를 받기는 했으나, 역학적 법칙을 바탕으

로 운동 현상을 해석하는 관점이 주어진다기보다는, 주어진 운동 현상과 

역학적 법칙을 연관 짓는 정도였다. 두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적 

관점의 경우, 한가지의 교과서가 S(satisfactory)로 평가된 것을 제외하고

는 모두 N(no mention)으로 평가를 받았다. 물론 실제 수업에서 교과서

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었으

나, 교과서의 구성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세 번째로 관

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의 경우, 많은 교과서가 갈릴레

이의 사고실험이나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고는 있으나, 이와 관련된 갈릴

레이의 과학적 사고 과정을 연결 짓지는 않고 있었다. 네 번째로 힘(작

용으로서의 힘)의 경우, ‘유한한 시간의 힘의 작용을 통해 ‘초기 운동-

힘의 작용-힘의 작용이 끝난 후의 운동’으로 운동을 단계적으로 구분하

여 설명한다’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으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교과

서가 M(mention)으로 평가되었으며, 힘의 정의를 언급하지 않아 N(no 

mention)으로 평가된 교과서도 있었다. 다섯 번째로 속도 변화(벡터의 도

입)의 경우, 운동을 분류하며 속도 변화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으며, 그

에 따라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같은 

M(mention) 기준의 교과서 내에서도 설명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뉴턴의 운동 법칙의 경우, 모든 교과서

에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다룰 때에 특정한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법칙

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따라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하여 모든 교과서가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일곱 번째로 질

량의 경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질량의 정의를 누락한 채 질량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5종의 교과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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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o mention) 기준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M(mention) 기준으로 평가된 

3종의 교과서 내에서도 설명하는 수준의 차이가 존재했다. 한 교과서에

서는 ‘관성의 크기’라는 한마디로 설명한 반면에, 교과서의 한 지면을 

할애하며 관성의 크기인 질량을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전반적인 특징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물리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가 결여된 채, 결과적인 지식 위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

를 들어, EoP에서는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와 갈릴레이의 관점을 소개하고, 이에서부터 비롯되는 생각과 법칙들을 

이끌어낸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바라보는 두 관점은 매

우 소홀하게 다루고 있으며, 각 관점에서 비롯된 지식의 결과만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의 경우,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여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

다. 잠시 주제어의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돌아보면, 관성 원리(갈릴레이

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또한 속

도 변화(벡터의 도입)의 경우에도, 벡터의 개념이나 기원 등에 집중한 것

이 아니라, 물리학에서 개념을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힘의 개념이나 힘을 다루는 법칙의 경우에도, 작용

으로서의 힘이 가지는 의미나 힘을 다루는 법칙을 구분하여 설명할 것을 

강조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2015 개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과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의 경우,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사고 과정의 흐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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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의 개념 제시 순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oP에서는 관성 원리(갈릴레이의 과학적 관점에 의한)에서부터 시

작하여 힘(작용으로서의 힘)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개념을 확장하고 일반

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속도 변화의 개념을 배운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

우, 운동을 분류하며 속도의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뒤에 관성 법칙을 

배우며 등속 운동을 해석한다. 그에 따라 속도 변화의 개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순간을 생략한 채, 그 결과만을 배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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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논의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힘과 운동 영역의 내용 지식 체계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고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했다. 특히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중에서, 과학교육에서의 내용 선정에 대

한 연구 부족과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수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힘과 운동 영역 안에 있는 

내용 지식 체계를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물리학 교육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2015 개정 고등학교 물리학Ⅰ 교과서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

의 교과서에서는 물리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물리학 특유의 사고 과정이나 물리학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사고 과정의 결과와 단편적인 이해를 보여주

고 있었다. 또한 운동 현상을 이해하는 자연스러운 사고 과정의 흐름을 

생각해볼 때에, 교과서의 개념 제시 순서는 유기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서 집필진의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이 교과서를 구성

하는 가운데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시사했다(Lee et al, 2019). 특

히 교육과정의 이해 부족과 물리학Ⅰ과 Ⅱ의 구분 문제, 그리고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을 연구한 선행연구(홍혜

진, 2020)에서는 현재의 교육과정이 과학지식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과

학지식’과 ‘과학을 둘러싼 맥락’이 단절되어 단편적으로 제시되었음

을 시사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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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교육과정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

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교육과정 구성을 두고서, 이전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엄격하게 교육내용을 선정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는 시

각도 있었다(홍후조, 2002). 특히 과학교육의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개정

이 반복되면서 학습량 조절의 측면에서 핵심 내용에 대한 선정과 배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 바가 있다(이재봉 외, 2010).

 따라서 앞으로의 후속 연구는, 보다 본격적으로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 지식 체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힘과 운동 영역을 넘어서 열역학이나 전자기학, 또는 현대물리학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내용 지식 체계를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보다 더 유의미하게 다가갈 수 있

는 물리학 교육의 모습을 고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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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Knowledge System of 

Force and Motion Area and High 

School Physics I Textbook Analysis:

Based on Einstein and Infeld'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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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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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implemented, unintended 

problems were rais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particular, 

even though core concepts and competencies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many difficulties in utiliz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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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plore ways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s subjects and to examine the current physics 

education based on this. Accordingly, first of all, starting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we explored what education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and interpreted it at the subject level to 

explore the content knowledge system of the physics subject. More 

specifically, we tried to understand the content knowledge system of 

physics subjects by studying the books of Einstein and Infeld, one of 

the great physicists, The Evolution of Physics (here in after, EoP). And 

based on EoP, we tried to grasp the content knowledge system of the 

strength and exercise area by presenting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the strength and exercise area, the main word, and the main word.

Accordingly, as a result of the first study, seven keywords in 

the force and exercise areas were extracted through EoP analysis, and 

these were studied in terms of DC structural diagrams (Galili, 2005 & 

2012) to prepare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for each keywor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field of force and motion, sta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two scientists who interpreted the phenomenon of 

motion, various concepts and laws of physics were drawn.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extracted keyword, it contains important physical 

thinking processes and physics-specific characteristics in interpreting 

motor phenomena.

Next, as a result of the second study, eight types of 2015 

revised high school physics I textbooks were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 knowledge system identified through the first study. An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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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the analysis, the 2015 revised High School Physics I textbook 

showed a lack of physics thinking processes and physics-specific 

characteristics overall.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most 

textbooks consisted of resultant and fragmentary knowledge and that 

the order of presenting concepts was not enough to contain the natural 

thinking process of scientists. Finally, studies that need to be conducted 

to realize physics education that utilizes the characteristics of physics 

subjects were suggested.

keywords : Force and Motion, Structure, Keywords, Content Knowledge 

System, Physics I, Textbook Analysis

Student Number : 2019-2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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