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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uthors during the development of physics textbooks.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authors, and the difficulties in development of textbook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37 difficulties were classified into categories such as overall composition, level of content, detailed composition, inquiry, and illustration & photograph. Second, the
difficulties were related to curriculum: lack of understanding of curriculum, inadequacy of inquiry,
and distinction of physics Ⅰ and Ⅱ. Third, most difficulties were found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evel and the scope of the cont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some implications such as an improvement of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a need to develop curriculum
commentary, an improvement of the textbook adoption system, and a need for a textbook data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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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자가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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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물리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집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7명의 집필자를 대상으로 설문과 면담을 실시하여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어려움은 총 137개로 전체적 구성,
내용의 수준, 세부 내용 구성, 탐구, 삽화 및 사진 등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둘째, 교과서 집필에의 어려움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요소가 많았다. 교육과정의 이해 부족, 탐구의 부적합성, 물리학 Ⅰ과 Ⅱ의 구분 등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430

New Physics: Sae Mulli, Vol. 69, No. 4, April 2019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발 과정의 개선, 교육과정 해설서 개발의 필요, 교과서 발행제도의
개선, 교과서 자료 지원체계 필요 등의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PACS numbers: 01.40.ek, 01.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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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고 한다. 교육과정은 학습자가 배워
야 할 학습 내용은 물론 교사들의 교수 활동의 전반을 결
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시하였고, 이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어
순차적으로 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1].
교육과정은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
시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에 연결되는
것은 교과서이다. 우리나라 중등학교에서는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채택하여 교육과정의 개정 목적에 맞는 교과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 수준을 객관적
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교과서를 활용하는 것은
가치가 높다. 특히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동일시하는 교과
서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과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고, 교과서의 질이 수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2–5].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면
교과서 관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다. 물리 교과의 경우
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분석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 물리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탐구 유형 분석 [6],
탐구 활동에 포함된 과학 실천 분석 [7] 등과 같이 탐구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고, 물리 내용과 관련하여 광학 내용
분석 [8], 특수상대성 이론의 내용 분석 [9], 양자 역학과 관
련된 내용 분석 [10]도 이루어졌다. 이전의 교육과정까지
포함하면 물리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교과서가 어떻게 개발되는지를 보여주
는 연구나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집필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연구한 것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교과서 집필이 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며 소수의 집필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선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교과서 연구 및 집필
과정에 참여하는 집필자와 편집자의 경험 및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과학 교과와 관련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Park & Kim [11]은 과학교과가 포
함된 중등 교과서 집필자와 편집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연구를 통해 교과서 집필 과정 및 집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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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하였다. 이들은 교육과정의 잦은 개정, 내용의 수준 및
교과 간 중복된 내용의 과다, 집필 시간의 부족, 심사 기준
의 문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Chae et al. [12]은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집필자가 겪은 어려움을
연구하였는데, 교과서 집필 체계, 교육 과정의 내용· 위계 ·
수준, 집필팀 내부 요인 등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이를 통해 교
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민에 빠지게
된다. 단순한 어려움은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해소되기도 하지만, 딜레마 상황은 쉽게 해결될 수 없다. 딜
레마란 ‘두 개의 가치(혹은 대안)가 선택상황에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대안)의 선택으로 인해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다. 즉, 딜레마는 갈등이
가득한 상태이며 대안들 가운데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3], 해결방법이 정해져 있는 문제와는 달리 조정과
타협이 필요한 과정이다 [14].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딜레마에 놓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좋은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한 요건을 알 수 있어 중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수행된 교과서 집필 과정 및 경험에 대한 연구
들은 주로 집필자가 겪는 어려움 중 외적 체제 및 환경과
관련된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집필자가 집필 내용
이나 방법을 결정하는데 있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교육과정의 수시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잦은 교과서 변경이 이루어지
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과서
내용을 선정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분석하는 것은 가치가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
학교 물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겪는 집필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질의
물리 교과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2015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는 검
정 심사를 통해 물리학 Ⅰ은 총 6종, 물리학 Ⅱ는 총 5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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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ormation of textbook authors who took part in this study.
Author
A
B
C
D
E
F
G

Publisher
VS
VS
VS
MN
MN
MN
CJ

Affiliation(position)
University (Professor)
High school (Teacher)
University (Professor)
University (Professor)
High school (Teacher)
High school (Teacher)
High school (Teacher)

개발되었다 (후에 물리학 Ⅰ은 교과서 2종이 추가 검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이 중 물리학 Ⅰ과 Ⅱ 교과서가 모두
검정 심사를 통과한 출판사는 총 3개로, 본 연구에서는 이
세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과서 집필자 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집필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수 3명, 고등학교
교사 4명으로 모두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개발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물리학 Ⅰ 교과서는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전자기장, 파동과 정보통신 등의 3개 단원으로 구
성되었고, 물리학 Ⅱ 교과서는 역학적 상호작용, 전자기장,
파동과 물질의 성질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중 첫 번째
단원에서는 역학 (열역학과 현대물리 일부 포함), 두 번째
단원은 전자기학, 세 번째 단원은 광학과 현대 물리로 구성
되어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그 중 한 단원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지만, 개발과정에서 계속되는 검토 과정에 공동으
로 참여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서를 공동 집필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교과서 개발 과
정에서 경험했던 어려움과 고민을 기술하도록 요청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방법을 선정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각 집필자들이 제시하는 고민과
어려움들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수학습방법 포함) 과
연관 지어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또한 집필자들이 기술
한 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과 확인을 위해 일부 집필자들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교과서 집필자들의 응답을 비슷한 내용으로 묶는 방식
으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로 내용의 구성 측면과 관련된 3
가지 분석 요소인 ‘전체적 구성’, ‘내용의 수준’, ‘세부 내용
구성’과 ‘탐구의 구성’, ‘사진 및 삽화 구성’ 등의 대범주가
설정되었다. ‘전체적 구성’ 범주는 단원 전체의 내용 전개,
소단원 서술 구조, 차시 구분, 교과서 분량, 물리학 I과 물
리학 II의 구분 등의 세부 범주로 구분하였다. 내용의 수준
은 이전 학년 내용, 추가 개념 설명으로 구분하였다. 세부
내용 구성은 설명 어려움, 용어 사용, 예시 선택, 비유 사용

Main Writing Unit
Optics & Modern Physics
Electromagnetics
Mechanics & Modern Physics & Thermal Physics
Optics & Modern Physics
Optics & Modern Physics
Electromagnetics
Electromagnetics

등과 세부 내용 서술방법(서술 방법, 개념 도입, 내용 중복,
내용의 양) 등으로 구분하였다.
탐구 구성은 탐구 선정(탐구 선정, 탐구 적합성), 탐구 내
용 구성 (탐구 내용, 탐구의 배치, 탐구의 수준), 평가,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삽화 및 사진 구성은 삽화와 사진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의 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내용들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와의 차별성, 중학교 교육과정 이해,
수업 모형 적용, 교육과정 이해, 평가 문제 등) 은 기타로
구분하였다.

III. 연구 결과
교과서 집필자들이 물리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과 고민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전체적 구성’, ‘내용의
수준’, ‘세부 내용 구성’, ‘탐구의 구성’, ‘사진 및 삽화 구성’,
‘기타’ 등의 범주로 구분하였고, 각 세부 범주별 의견의 수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7명의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총 137개로 1명당 평균 19.6개였다. 전체 내용 구성
과정과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총 26개(19.0%)의 의견
이 제시되었고, 내용의 수준 설정과 관련한 어려움으로 32
개 (23.4%), 세부 내용 구성으로는 40개 (29.2%) 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탐구 구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21개(15.3%),
사진 및 삽화와 관련해서는 10개 (7.3%) 의 의견이 제시되
었다.

1. 전체적 구성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
교과서를 처음 개발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
준을 토대로 어떻게 교과서를 구성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
다. 대단원 및 중단원을 어떤 성취기준으로 묶어서 구성할
것인지, 대 (중) 단원의 전체적인 내용 흐름은 어떻게 할 것
인지, 각 소단원별 차시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교과서의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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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fficulties of textbook authors in development of physics textbooks.

Overall composition

Level of contents

Detailed composition

Inquiry

Illustration and photograph

Etc.

Difficulty factor
composition of contents of the whole unit
narrative structure of small unit
division of class time
amount of textbook
distinction of physics Ⅰ and Ⅱ
the content of the previous grade
explanation of additional concept
level and scope of content
difficulty in explanation
terminology
selection of example
use of metaphor
description method
introduction of concept
description of detailed content
overlap of content
quantity of content
inquiry selection
inquiry selection
inquiry suitability
content of inquiry
composition of inquiry content
placement of inquiry
level of inquiry
evaluation
etc.
illustration
photograph
differences from previous curriculum textbooks
understanding of middle school and integrated science curriculum
application of instructional model
understanding of curriculum
problem
Total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기 때문
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소단원을 어떻게 나누어 기술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된다. 성취기준들이 물리학의 개념체
계에 따라 제시되어 있어 그대로 구분해도 되지만 일부 성
취기준들은 서로 다른 내용들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교과서의 내용 전개에 어려움을 만든다. 이에 대한 어려움
을 제시한 한 집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내용은 ‘간섭, 회절
– 도플러효과 – 전자기파 발생/수신 – 볼록렌즈의
상 – 이중슬릿 간섭’의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원래
전체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서로 단락된 여러
개념들을 나열한 것이라서 어떻게 교과서를 구성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 (집필자 A)

Number of difficulties
3
8
6
5
4
8
5
19
11
8
10
1
6
1
1
2
6
5
4
2
1
1
2
7
3
2
2
1
2
1
137

물리학 II의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는 파동 및 광학과
관련된 5개의 성취기준에서 ‘간섭, 회절 – 도플러효과 –
전자기파 발생/수신 – 볼록렌즈의 상 – 이중슬릿 간섭’
의 개념을 다루고 있다. 학교 수업에서는 본 차시에 다루는
내용들이 이전 차시의 수업 내용, 다음 차시의 수업 내용과
서로 연계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이들
성취기준들은 각각 다루는 내용들이 서로 연계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어 교과서 집필자들을 어렵게 했다는 의견이
었다.
보통 성취기준 한 개가 소단원 한 개로 구성되며 일반적으
로 3차시 내외로 구성된다. 집필자들은 이 소단원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8개의 의견이 제시
되었다. 특히 한 개의 개념이 두 개의 성취기준에 제시되는
경우 어떻게 소단원을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였다는 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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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가 제시되었다. 특히 물리학 Ⅱ의 “[12물리Ⅱ03-01] 전
자기파의 간섭과 회절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예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와 “[12물리Ⅱ03-05] 이중슬릿의
간섭실험을 이용하여 빛의 파장을 구할 수 있다” 에서는
모두 간섭을 다루고 있는데, 두 성취기준을 합쳐서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다른 성취기준들이 모두
별도의 소단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어떻
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발된
교과서를 살펴보면 한 교과서 (VS) 는 두 성취기준을 하나
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고, 두 교과서 (MN, CJ)
는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관련된 어려움을
제시한 두 집필자의 의견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물리학 II에서 간섭 (회절) 이 성취기준 01과 05로 나
누어져 제시되어 있다. 보통 성취기준과 단원 (소단
원)의 순서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둘로 나누는
것이 맞을지, 하나로 합쳐서 해야 할지 고민이 있었다.
(집필자 A)
•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에서 파동의 간섭과 회
절을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여 실험결과를 계산결과와
비교할 수 있게 하라고 제시 되어 있다. 그러나 파동
의 간섭을 뒷단원인 영의 이중슬릿 차시에서 수행하
게 된다. 그러면 간섭에 대한 실험 없이 파동의 회절
실험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있었다. (집필자 E)
물리학 Ⅰ에서도 “[12물리I03-04] 다양한 전자기파를 스
펙트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를 통해 간섭을 학습하고 있다. 어떤 물리개념
(여기서는 간섭)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현상이
무엇인지 설명해야 하고, 원리까지 설명한 다음에 이용 예
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서인데, 간섭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물리학 I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같이 물리학 Ⅰ과 물리학 Ⅱ의 구분에서 겪는 어려움은 모두
4개가 제시되었다.
교과서의 차시 구분 과정에서의 고민과 관련된 의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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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그 양과 수준을 정하여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교과서별 차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교육과정을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교과서별로 차별성을 인정해야 하지
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범위는 공통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에 행동요소를 포함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행동 (활동)을 한 차시로 구성
할 것인지의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집필자 E
가 제시한 “성취기준 해설에 ‘렌즈, 신기루 등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게 한다.’로 되어 있어, 파동의 굴절관련 사례들을 한
차시로 구성해야 할지 개념 단원의 활동하기 정도로 넣어야
할지 고민되었다.” 는 의견이 그 사례이다.
교과서의 분량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모두 5개가 제시되
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는 학습자 부담을
감소하기 위하여 개념의 수를 줄였을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페이지를 제한하였다. 교과서 편찬상의 유의점에 따르면,
교과서 분량은 부록을 포함하여 물리학 Ⅰ은 210쪽, 물리학
Ⅱ는 220쪽을 기준으로 제한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보다 약 2/3 수준인 적은 지면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물리 개념을 설명하고 활동을 배치하는 것은 교
과서 저자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다는 의견이었다. 교과서
분량과 관련한 두 집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전류에 의한 자기장 내용은 직선, 원형, 솔레노이드를
모두 다루되, 실험도 모두 수록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세 종류의 실험을 모두 수록하면 한 페이지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필자 B)
• 교육과정에서 평가방법으로 과학적 발달을 역사적으
로 고찰한 내용을 이용하여 과학적 논쟁에 관한 과학
글쓰기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양자역학에 대한 인식론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인
과학 논쟁을 주제로 과학 글쓰기 활동을 만들어 보려
고 했다. 그런데 좁은 지면에 불확정성 원리에 대한
두 사람의 주장과 논쟁과정을 쉽게 풀어 쓸 수 없었다.
(집필자 D)

로는 모두 6개가 제시되었다. 교과서 집필 단원이 정해
지면 각 소단원을 몇 차시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차시로 나눌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연구에 참

2. 내용의 수준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

여한 교과서 집필자들이 개발한 교과서 3종을 성취기준별
차시로 분석하였는데, 물리학 Ⅰ은 23개 성취기준 중에 5
개 성취기준에 대해서만 같은 차시로 구성하였고, 물리학
Ⅱ는 27개 성취기준 중에서 불과 5개 성취기준에 대해서만
같은 차시로 교과서가 구성되었다. 교과서 쪽수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동일하게 구성된 성취기준의 개수는 더 적어진다.

교과서의 내용 수준과 관련한 어려움으로는 총 31개가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전 학년의 내용을 포함할 것인
지에 대한 고민과 관련하여 총 8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
요한 개념들이 있다. 즉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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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다. 내용 수준
관련 의견을 제시한 집필자의 사전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집필자 A – 파동의 정의, 종류, 여러 가지 파동 현상
• 집필자 B –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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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집필자들도 여러 의
견을 제시하였는데 대표적인 의견 몇 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등가속도 운동의 종류에 자유낙하운동, 연직 위로 던
진 물체의 운동 이외에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
동을 포함시켜야 할 지 고민이 있었다. (집필자 C)

• 집필자 E – 파동의 요소 (파장, 진동수)
• CCD의 원리를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
• 집필자 F – 원자 모형

이 있었다. 광전효과에 의해 입사하는 빛의 세기에

• 집필자 G – 옴의 법칙과 소비 전력

따라 전자가 발생하는 과정만 설명해서는 영상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

이 내용들은 대부분 중학교 또는 통합과학에서 배운 것인
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개념
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의 완결성과 학생들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내용들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을
위해 학교급별로 교육 내용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
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과서 검정 심사를 고려하여
이전 학교급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를 고민하였다.
추가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 이 개념들이 교육과정 수준
을 넘어설 것을 우려해 포함 여부를 고민하였다는 의견은
모두 5개였다. 공명 진동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코일의
자체유도 계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집필자
E의 의견, 전기력으로 원자에서 전자의 구속을 설명할 때
학생들은 구심력을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을 교과서에 담기 어려웠다는 집필자 G의 의견이 그
예이다.
교과서 내용 수준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교과서의 내용 수준의 범위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모두 19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중등 교육과
정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해 놓았다. 교
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용이 교과서에
제시되면 학생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주게 되고, 정상적인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초
중등학교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통해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보다 더 상위 내용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과서에 제시하는 내용이 교육과정
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는지 판단하는데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집필자 G는 이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다이오드에서 광다이오드를 다룰 것
인지, 저항의 복합 연결을 다룰 것인지, 원자모형에서 보어
모형을 포함해야 하는지, 증폭 원리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
지, 바이어스 전압을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포함할

이다. (집필자 D)
• 도플러 효과에서 성취기준이 ‘파원의 속도에 따라 파
장이 달라짐을 이해하고’ 라고 제시 되어 있다. 음원
이 운동할 때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만 설명하고 관
찰자가 운동할 때 발생하는 도플러 효과는 설명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지 고민되었다. (집필자 E)

3. 세부 내용 구성에서의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
교과서에서 물리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문
장을 집필할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
내용 구성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많은 의견 (40개, 29.2%) 이 제시되었는데,
개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11
개로 가장 많았다. 특히 현대 물리 영역의 전기소자 (반도
체, 트랜지스터) 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 집필자 F의 ‘도체, 반도체, 절연체의 구분
이 모호했다’, ‘전기 전도성이 불순물 반도체 (p형, n형) 가
고유 반도체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증폭작용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기가 어려웠다’, ‘트랜지스
터에서 바이어스 전압을 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어렵다’
는 의견이 그 예이다. 전기 소자 관련 내용은 2009 개정 교
육과정부터 물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교사들도
익숙하지 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학생 수준에서 어떻게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다.
용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교과서 집필에서의 어려움으로
모두 8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 전자기학과 관련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몇 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전기전도도, 전기전도율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집필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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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장, 바이어스 전압 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집필자 G)
• 전하와 전기의 용어 구분 등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서술하는 것이 어려웠다. (집필자 F)
• 코일과 솔레노이드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고민되
었다.
전자기학은 추상적인 현상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학
생들이 매우 어려워하는 영역이다. 전하를 어떻게 정의할

435

설명하지만 실제 현상에서 두 원리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물리의 원리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어도 비슷한 방식으
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를 통해 기존 교과서와의 차
별성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때 좀 더 참신한 사례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
었는데, 개념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 중복을 어떻게
피할 것인지, 내용의 양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 등과 관련
된 의견이었다.

것인지는 물리학 연구자들에게도 쉽지 않은데 이것을 학생
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다는 의견이었
다. 물리학회에서는 물리학용어 사전을 발행하는 등 정확한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용어의 정의를 찾을 수 있지만, 정확한 설명과 학생들
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적절한 예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은 모두 10개가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개념 + 행동” 형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예를 찾아 그 원
리를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이 구성된 성취기준이 매우 많이
있었다. 특히 물리학 Ⅰ에서는 성취기준 23개 중에 10개
(43.5%) 에서 사례를 들도록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 집필자
들은 적절한 사례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제시한 어려움 중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성취기준에 제시된 간단한 구조물의 안정성을 정량적
계산으로 설명하는 사례를 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집필자 C)
•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의 실생활 예를 구분해서 제
시하는 것이 어려웠다. (집필자 F)
• 도서관 감응 제거기+보안 시스템의 원리를 넣지 않
을 수는 없어서 최소화하여 실었는데,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검토 의견이 많았다. (집필자 B)
교과서에 넣기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
는 실제의 물리 현상이 단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 어렵고
복합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는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등속운동을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알짜힘이 0인 상황은 생활 속에 발견하기 쉽지 않는
것처럼 하나의 물리 원리에 들어맞는 적절한 예를 발견하
기 어렵다. 집필자 F가 지적한 것처럼 교과서에서는 정전
기 현상을 설명할 때 정전기 유도와 유전 분극을 구별하여

4. 탐구의 구성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
탐구는 과학을 다른 교과와 구별 짓는 요소로 과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과서 집필자
들은 탐구 활동을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이 나타나게 되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탐구를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총 11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는 각
대단원마다 2∼3개의 탐구를 제시하고 있어 모든 교과서에
서는 이 탐구를 메인 탐구로 포함하고 추가적인 탐구 활동
을 개발한다. 어떤 탐구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은 8개로, 탐구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는 그렇게 많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탐구 제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전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교육과정이나 기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가 학교에서 수
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탐구 적합성과 관련된 의견으로
모두 5개가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된 두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에는 ‘압전 소자와 이중 코일을 이용한 전
파의 송수신 실험’을 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제목만으로는 어떤 실험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제시된 실험이지만,
압전 소자만으로는 헤르츠가 했던 전자기파 검출 실
험을 재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이 단원에 적합한 실
험으로 보기 어렵다. (집필자 A)
• 교육과정에 광전지를 이용한 광전효과 실험을 탐구
활동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광전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즉,
특정 물질이 갖는 한계진동수로 인해 한계진동수 이
하의 진동수를 갖는 빛에서는 광전자 나타나지 않다
가 한계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갖는 빛에서는 빛의
세기에 비례한 광전자 발생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된다. (집필자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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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D는 광전지 전문 연구자들과 만나 논의하였고, 그
결과로 광전지는 넓은 진동수 대역에서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한계진동수를 보여주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탐구에서는 빛의 세기에 따른
광전자 생성만 다루고 한계진동수 관련 활동은 다루지 않았
다고 하였다. 이밖에 전기 전도도 측정 탐구가 물리학 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 (집필자 F),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
장 실험 결과가 교과서 그림과 같이 나오게 하기 어렵다는
의견 (집필자 B), 스피커를 이용한 보강· 상쇄 간섭 실험이
정량적 실험이 어려우며, 여러 모둠에서 동시에 실험하기
어렵다는 의견 (집필자 A) 등이 제시되었다.
정해진 탐구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으로는 모두 4개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탐구를 합쳐서 구성
할 것인지, 분리하여 구성할 것인지와 같이 탐구의 배치에
대한 고민으로 2개의 의견, 탐구의 수준과 관련된 고민으로
1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탐구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탐구에서 안전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5. 삽화 및 사진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
물리 교과서에서 삽화나 사진은 다른 교과보다도 더 중
요한 의미를 가진다. 삽화는 반직관적이고 추상적인 물리
개념을 학습할 때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리 학습에서 삽화는 본문의 내용을 보조할 뿐
아니라 주요한 물리 개념과 관련되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5,16]. 물리 개념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실험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삽화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자들은 삽화와
사진을 어떻게 교과서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 삽화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의견은 모두
7개가 제시되었다. 특히 파동 및 광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몇 개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 이중슬릿 간섭을 모식도로 나타낼 때 두 슬릿에서 나
오는 광선과 스크린 한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

• 교과서에서 보여주는 결과는 슬릿간격에 비해 스크
린까지의 거리가 매우 길기 때문에 무늬의 밝기와 간
격이 균일한 간섭무늬가 나타난다. 하지만 삽화로 상
황을 나타내다 보면 간격과 무늬 밝기가 균일한 것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집필자 D)
삽화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내면 원리를 이해하기
힘들어 삽화로 나타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삽화
로 표현할 때에는 실제 현상을 이상화하여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삽화에 제시된 상황이 실제와 다르게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오개념이 발생할 우려가 있게 된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을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많은
교과서 집필자들이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사진 선정과 관련해서는 모두 3개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교과서를 제작할 때 사진은 직접 촬영을 하거나 필요한 사
진을 구매하여 사용하곤 한다. 다른 교과에서는 비슷한 상
황을 나타내는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만, 물리 교과에서의
사진은 실험 상황이나 실험 결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진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집필자 D는 “X선과
전자에 의한 회절무늬를 비교함으로써 전자의 파동성을
이해시키려고 하였다. 기존 교과서 및 외국의 일반물리학
책에서도 X선과 전자에 의한 회절무늬 사진이 서로 뒤바뀐
채 출판된 것이 있어서 혼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직접
촬영이 어려운 사진을 전공 서적에서 구하고자 하였지만,
전공 서적 조차도 잘못된 사진을 담고 있어 교과서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이었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시간
이 그렇게 길지 않은 상황에서 물리 현상 (실험) 과 관련된
정확하고 좋은 사진을 교과서에 담기 위해 개별 출판사와
집필자들이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필수
자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의 대범주에 포함하기 어려운 어려움들도 모두 8개가
있었다. 이전 교육과정의 교과서와의 차별성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제시한 의견이 2개였고, 물리 교과서가 중학교 과학
교과서, 통합과학 교과서와 동시에 개발되면서 이전 학교급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교과서 개발이
힘들었다는 의견도 2개 제시되었다. 단순히 교육과정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2개 있었고, 수업 모형을
적용해보고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평가 문제를 제
시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의견도 각각 1개씩 제시되었다.

지 고민이 있었다. 줄임 표시로 할 것인지, 볼록렌즈
를 넣어서 표현할 것인지 고민되었다. (집필자 A).

IV. 결론 및 시사점

• 얇은 막의 간섭에서 보강/상쇄 간섭이 이루어지는 것
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는 파장과 두께가 비슷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기가 어려웠다. (집필자
A)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자가 겪는 어려움
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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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집필자들이 제시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에서 ‘전
체적 구성’, ‘내용의 수준’, ‘세부 내용 구성’ 등과 같이 내용
의 구성과 수준 선정과 관련된 어려움이 많이 제시되었고,
그 어려움들은 교육과정과 깊게 관련되었다. ‘전체적 구성’
에서 물리학 Ⅰ과 물리학 Ⅱ 교육과정에서 같은 개념을 제
시했을 때 각 교과서별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같은 교육과정에서도 하나의 개념이 두
성취기준에 나뉘어져 있을 때 교과서 집필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많은 어려움 요인은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된 어려움이었다. 정확히 설명하려다
보면 학생들의 수준을 넘어서게 되고 이것은 학생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
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방법에 대한 지
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탐구의 구성과 관련된 어려움도 많이 제시되었다. 교육과
정에 제시된 탐구의 적합성과 관련된 의견과 탐구의 구성과
배치와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삽화 및 사진과 관련된
의견도 제시되었는데, 다른 교과에 비해 물리에서는 이론
에 부합하는 삽화 및 사진이 요구되어 이와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정책, 교과서 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몇 가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된 논의이다. 교육과정 개
정이 있을 때마다 학교의 교과 편제와 교과별 시수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각 교과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들이는 시간은 전체
교육과정 개발 기간에서 많이 축소되곤 한다. 물리 교육과
정은 물리학자, 물리교육자, 교사 등 여러 전문가들의 논의
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제한적인 시간과 인력의 투입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은 교과서 개발보다 훨씬 더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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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과정 해설서의 개발 필요이다. 제7차 교육과
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해설서를 개발
하였다. 이후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 해설서를
개발하지 않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내
에 일부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을 포함하였지만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교육
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교육과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
다. 따라서 교육과정 해설서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내용, 범위를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정 제도 또는 자유발행제로의 교과서 발행 제도
의 개선이 필요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는 각 교과서별로 자율권을 높이고자 인정 제도
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다시 이전의 검정 제도로 귀환하였다.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상을 실현하고 심사를 통해 적법한 교과서만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제도의 취지도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 제도에서도 인정 심사를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교과서 집필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근원에는 제대로 된 좋은
교과서를 만들려는 것과 함께 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다.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교과서 발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물리 교과서에 필요한 사진, 삽화, 정확한 용어 해설
등과 같은 기본 요소들에 대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
요가 있다. 물리 교과서는 각 출판사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는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학생
들에게 공급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출판사에
서 소모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발하여 지원한다면 오류가 없는
자료를 교과서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물리
관련학회에서도 진행할 수도 있고, 국가적으로 지원 체계를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공청회와 같은 과정을 통해 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두세줄로 표현된 성취기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실제로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
육과정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곤 한다.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를 지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가 학교에서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연구
결과 [17,18]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틀려도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토대로 만들어야 하는 제약이
있다. 현재의 교육과정이 수시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
기 때문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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