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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curricula of 14 universities in Korea
and examined the professor’s perception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rofessors perceive
the goals of an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to be an understanding of the physics concept and
the development of basic experiment skills and research ability. Second, the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curriculum consists of 7.2% basic education and 69.2% experiments. Third, professors
play a role in establishing the lecture plan, explaining the theory of experiments and giving grades.
Assistants play a role in the management of experimental equipment and the provision of guidance
for the actual experiments. Fourth, professors’ difficulties are the aging of experiment equipment,
the stud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physics and interest in the experiment. Fifth, the lecture on
the basic experiment and report writing needs to be extended to include student-led experiments.
PACS numbers: 01.50.Qb, 01.30.lb
Keywords: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Physics experiment, Curriculum, University physics education,
Professors’ perception

국내 대학 일반물리학 실험의 교육과정과 담당 교수의 인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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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14개 대학의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일반물리학 실험을 강의하는
교수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은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표로
물리 개념 이해, 실험 기초 능력 습득, 물리 연구 방법 신장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은 기초교육 7.2%, 실험 69.2%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에서 교수는 실험
계획 수립과 실험 이론 설명, 성적 부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험 장비 관리나 실제 실험 지도는 조교들이
수행하고 있다. 넷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좌 운영의 어려움은 실험 기자재의 노후, 학생들의 물리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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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 학생들의 실험에 대한 관심 부족 등이다. 다섯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의 개선을 위해 기초실험과
실험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강의 확대, 학생주도 실험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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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 교과에서는 오래 전부터 과학 지식과 함께 탐구 능력
을 중요한 학습 요소로 규정하고 교육하여 왔다. 과학적 탐
구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학생 수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과학 탐구 교육을 통해 과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과학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연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며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출 수
있다 [1]. 탐구는 과학을 다른 교과와 차이를 만드는 가장 특
징적인 요소로 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강조하여 2007
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자유탐구를 도입하였고, 최
근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학탐구실험 교과를
신설하였다 [2]. 또한 융합인재교육 (STEAM) 수업의 확
대를 통해 다양한 교과의 영역을 융합하여 문제 해결력을
신장시키려는 실행 중심의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탐구가 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많은 비판들이 있어왔고 [3,4], 교사들도 과학 탐구 지도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5–7].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탐구가 요리책식 따라하기에 그치고 있고, 학생들의 자율
권이 주어진 탐구의 수행에서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문제 발견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8].
물리학은 과학 교과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교과로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리학의
발전과 함께 인류 역사가 발전하였으며,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도 물리학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대학의 물리학과
교육과정은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양자역학, 파동
및 광학, 열 및 통계물리학, 고체물리, 유체역학 등의 물리
이론을 학습하고, 물리수학, 선형대수학, 복소변수함수론
등의 수학 교과, 물리 실험, 물리 연구 등의 실험실습 교과를
수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1학년 과정에서는 일반물
리학과 일반물리학실험 등의 기초 교과를 수강하고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물리학 실험은 이과계열 학생이라면 대부분 필
수로 이수하는 교과이며, 학생들은 일반물리학 이론 강의와
함께 이공계 물리학의 기초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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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물리학 실험과 관련된 연구로는 첫째, 일반물리학 실
험에 참여한 학생의 인식과 성취에 대한 분석 연구가 있다.
홍숙희 등은 대학생과 전문가 집단에게 일반물리학 실험과
관련된 기대감(무엇을 배우고, 어떤 기술들을 필요로 하며,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신념) 을 조사하였
는데, 대학생들은 전문가 집단에 비해 기대감 수준이 낮았
으며, 일반물리학 실험에서 학생 스스로 재구성하고 재편
성해야 한다는 독립성 (Independence) 영역에서 가장 높은
기대감이 있었으며, 일반물리학 실험이 실생활과 연관성이
있다는 적용(Application) 영역에서 가장 낮은 기대감을 나
타내었다 [9]. 대학교 과학 실험 수업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실험 과정을 녹화하고 이를 실험 목적, 상호작용, 탐구과정
측면에서 분석하여, 중등교육과 관련지어 해석한 연구도
있으며 [10], 공과대학생이 수강하는 일반물리학 및 실험
교과목의 학습 성취도를 분석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11].
두 번째 연구 유형은 일반물리학 실험의 개선과 그 효
과성 분석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반물리 실험이 요
리책식 실험으로 이루어져 실험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달성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성주의적�협력적 학습과정을 포함한 온라인 보고서 쓰기
활동을 개발하여 적용한 연구도 수행되었고 [12], 일반물리
학 실험에서 상호교수와 협력적 학습을 강조한 수업방법을
적용한 연구를 수행하여 효과가 있음을 보인 연구도 있다
[13]. 일반물리학 실험에서 반성적 사고를 강조한 실험을 수
행하여 학생의 메타인지능력과 탐구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 [14], 대학 물리실험교육 개선을 위해 물리교수
와 학습의 통합적 실천 방략인 공동생성적 대화를 활용한
연구도 있다 [15]. 한편,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에서 탐구
적 과학 글쓰기 (Science Writing Heuristic) 를 적용하기도
하였고 [16], 일반물리학 실험에서 반복적 개선 (iterative
improvement)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강의도 개발되었다
[17].
새로운 기기를 활용한 물리실험 개선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Trumper는 실험 물리의 역사를 리뷰하는
연구를 통해 실험 물리의 미래상으로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
(MBL, Microcomputer Based Laboratory)을 제안하였는
데 [18], 현재 컴퓨터 기반 과학실험은 대학교는 물론 중등학
교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개인용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트랙킹 분석을 활용한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도 있고 [19], 스마트폰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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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돔 제작을 통한 벡터 연산 개념을 익히는 일반물리 실험
수업안도 제시되었다 [21].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과정

이와 같이 일반물리학 실험의 개선을 위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는데, 이 연구들의 특징을 요약하면 특정 대상의
학습자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와 일반물리학 실험 활동 개선
이나 특정 교수법의 적용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국내의 연구 중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이 어떻게 이루
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연구가 이루
어지지 않은 반면에, 미국 물리교사협회(AAPT)에서는 대
학 물리실험 교육과정의 표준지침을 개발하는 연구를 주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2,23]. 2014년에 개발된 대학생
물리 실험 교육과정의 표준 지침에는 대학 물리 실험의 학
습 성과로 지식의 구성 (Constructing knowledge), 모델링
(Modeling), 실험 설계(Designing experiments), 기술적이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물리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일반물리학 실험
을 강의하는 교수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리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24개의 전국
주요 대학 물리학과 교수들에게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밝히고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자료와
일반물리학 실험 운영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요청하였다.
연구에 대한 동의를 통해 총 14개 대학 (응답률 58.3%)
의 일반물리학 교육과정과 현황 설문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 9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3개, 지방거점국립대학 2개였다.

고 실제적인 실험 능력의 발달 (Developing technical and
practical laboratory skills), 자료 처리 및 시각화(Analyz-

2. 조사 내용 및 분석 방법

ing and visualizing data), 물리의 소통 (Communicating
physics)의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22]. 또한 대학 물리 실
험 중 일반물리실험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된 1998년 자료
를 살펴보면,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표로 실험의 미학 (The
Art of Experimentation), 실험 분석 기능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kills), 개념 학습 (Conceptual Learning),
물리에서 지식의 기반 이해 (Understanding the Basis of
Knowledge in Physics) 와 협력적 학습 기술의 발달 (Developing Collaborative Learning Skills) 등의 5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24].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물리 실험과 관련된 연구들
은 주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5],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학 물리실험과 관련된
연구도 특정 대상이나 교수학습방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학 물리실험 개선을 위한 총체적인 연구에는 미흡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학 물리실험 교육의 개선을 목표로 진행되
는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로 일반물리학 실험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반물리
학 실험에 대한 연구들도 그 가치와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일반물리학 실험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지 않고서는 그 실효성을 높이기 어렵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 물리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현황을 분석하고,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들이 갖는 일반물리학 실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일반물리학 실험에 대한 현황 및 인식 조사는 교육과정
일반, 강의 운영 및 평가, 강의 어려움과 개선 등의 영역으로
설문지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의 내용 요소는 Table 1과
같다.
‘교육과정 일반’ 영역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적, 일
반물리학 실험의 차시별 교육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일반
물리학 실험의 목적에 대해 교수들이 응답한 내용은 중복을
포함하여 구분하였고, ‘물리 개념 이해’, ‘기초 실험 능력
습득’, ‘물리 연구 방법 신장’,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의 차시별 내용 분석은 1
학기와 2학기에 이루어진 실험의 내용을 기초교육 (안전교
육, 이론수업, 기초실험), 실험(물리 실험, 보충 실험), 평가
(시험, 발표),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시수와 비율을 분석하
였고, 물리 실험은 영역 (내용) 별로 구분하여 역학실험, 열
물리 실험, 전자기학 실험, 파동 및 광학 실험, 현대물리 실
험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별로 배정된 시간을 구하여
그 비율을 비교하였고, 대학 강의가 학점당 15주로 구성되
는 것을 고려하여 15주 기준 차시수를 별도로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각 실험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
기 위해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실험 안내 자료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물리학 실험’ 교재 6권을 참고하였다. 물리
내용 영역별 분석에서 14개 대학 중 한 대학은 2학기에 이루
어지는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만 분석하여 역학 실험의
분석 대학은 13개였고, 또 다른 한 대학은 2학기에는 주제
중심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자기학 실험의 분석 대학도
13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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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questionnaire.
Category

Contents
• goal of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 curriculum (contents by each class-hour)
⃝ lecture management
• professor’s role
• assistant’s role
•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 linkage between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and ‘introductory physics’
⃝ evaluation
• evaluation items (ratio)
• credit regulations
• difficulty in operating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 improvement of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curriculum (contents and teaching method)

Curriculum

Lecture
management
and evaluation

Difficulty and
improvement

‘수업 운영 및 평가’ 영역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에
서 교수와 조교의 역할, 수업 진행 과정, 일반물리학 실험과
일반물리학 수업과의 연계 등의 수업 운영, 일반물리학 실
험의 평가항목 (비율), 일반물리학 실험의 학점 규정 등의
평가 등을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교수들의 응답은
중복을 허락하여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분석하였다. 교수
와 조교의 역할 분석은 실험 계획 수립, 강의 목표와 관련
이론 설명, 실험 기기의 원리와 분석 방법 설명, 실험 과정
설명, 실험 수행 지도, 장비 관리, 조교 관리, 보고서 채점,
시험 채점 및 학점 부여 등으로 구분하였고, 평가는 출석,
보고서, 시험, 발표, 퀴즈, 태도 등의 범주로 분석하였다.
‘강의 어려움과 개선’ 영역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 교과
운영의 어려움,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방안
(교육 내용 및 교육 방법) 등을 질문하였다. 교수들의 의견
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분석하였는데, 일반물리학 실험
운영의 어려움은 ‘실험 기기의 노후화’, ‘학생의 물리 이해
부족’, ‘학생들의 일반물리학 실험 교과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구분하였고,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의견은 ‘실험 장비 사용법 강의 확대’, ‘실험 보고서 작성

개념 이해’는 질문에 응답한 모든 교수들이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험 연구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 분석, 오류 처리, 장비 사용법 등의 실험
기초 지식을 익힌다는 ‘기초 실험 능력 습득’은 12명 중
7명 (58.3%) 이 응답하였고, 과학적 사고력, 창의력, 실험
보고서 작성법, 논문 작성법 등을 익힌다는 ‘물리 연구
방법 신장’ 으로 모두 4 명 (33.3%) 이 응답하였다. 또한
기타 의견으로 물리 법칙의 놀라움을 경험한다는 정의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응답한 교수도 있었다.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진술한 한 교수의 응답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반물리학실험은 이론 물리학 강좌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험과정을 통하여 확인하여, 실험설계, 실험수행 능력을
함양하는 목적을 가진다. 아울러 실험과정에서 얻어진
과학적 자료를 처리,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능력, 물리학 기본원리의 체계적 이해, 탐구력 유도,
그리고 창의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중략) 자연이 얼마나
물리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거동하고 있는지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방법 강의 확대’, ‘실험 수행 방법의 개선’, ‘동기 유발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교수들이 제시한 의견을 예시로 포함하여 대학 물리실험
교육과 연계하여 고찰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의 목적에 대한 응답으로 크게
3가지 유형의 응답이 제시되었다. 일반물리학 교과와
연계된 물리학 개념들을 실험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물리

일반물리학 실험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미국 물리교사협
회에서 제시한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표 5가지 중에서 주로
개념 학습과 실험 분석 기능에 강의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과정이나 탐구 설계의 경험과 같은 ‘실험
의 미학’은 ‘물리 연구 방법 신장’과 관련지을 수 있지만,
‘물리에서 지식의 기반 이해’나 ‘협력적 학습 기술의 발달’
과 관련된 목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14개 대학의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구성을 강의소개,
기초교육, 실험, 평가, 기타, 휴강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총
차시수와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강의시간을 모두 더하면 총 820시간
으로, 1학기와 2학기에 일반물리학실험이 운영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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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s of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14 universities).
Time

Contents
Time(hour)

Ratio(%)

50
10
26

4.9%
0.6%
2.6%

Class-hour
(15 weeks standard)
0.7
0.1
0.4

24

2.8%

0.4

542

66.1%

9.9

40

4.9%

0.7

12
22
8
108
820

1.5%
2.6%
1.0%
13.2%
100%

0.2
0.4
0.1
2.0
15.0

orientation
safety
theory
basic experiment
(experiment tools,
measurement)
physics experiment
supplement
experiment
exam
presentation

basic
education

experiment

assessment

etc
cancelled class
Sum

고려하면 한 학기당 평균 30.4시간으로 교육과정상에서는

장비를 사용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기초 실험 능

학점당 15주 강의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물리 내용의 확인을 목

이중에서 물리 실험을 수행하는 시간은 전체의 64.4%

적으로 하는 실험과 기초 실험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였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학점당 기준 시수인 15주를

실험은 분명히 다르게 구성될 것이고 그 효과도 다를 것이

기준으로 환산하면 9.9차시로 전체 수업 시간의 2/3미만

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기초 실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이었다. 첫 강의를 강의 소개로 진행하고 (기준시수 환산

교육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0.7차시), 마지막 강의를 평가 (기준시수 환산 0.6차시) 에

제한된 교육 시간 내에서 특정 영역을 확대하면 다른 영역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13차시 중에서 3.5차시 정도를 실험

(예로 본 실험활동)의 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이외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방법론, 오차론, 유효숫

수 있다. 제한된 시간 내에서 실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키기

자, 데이터 분석 방법, 최소자승법에 의한 데이터 분석 등

위해서는 본 실험 시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실험과 관련된 이론 강의는 전체의 2.6%로 15주 기준시수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실험 기초 능력이 무엇인지 정의하

환산으로 0.4차시였다. 실험기구 사용법, 측정방법 등의

고, 일반물리학 실험의 본 실험에서 이와 관련된 것이 무엇

기초실험교육의 시간 비율 및 15주 기준 시수는 2.8%, 0.4

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내용을

차시에 불과하였다.

보완하는 방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초 실험교육의 내용은 길이/두께/곡률반경 측정(마이

실험 장치를 재조정하거나 시험 준비 등을 이유로 강의를

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사용법), 오실로스코프 사용법

진행하지 않는 시간이 전체 중 3.2%인 2차시를 차지하고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한 학교에서는 3D 프린터 사용법을

있었다. 이론 강의보다 실험 강의가 운영하기 어려운 측

지도하고 있었다. 실험실에서의 안전교육을 교육 과정에

면이 있기는 하지만, 기초 실험 교육이나 이론 강의 등을

명시적으로 나타낸 대학은 3개 대학뿐이었고, 차시 비율로

포함하여 15주 동안 휴강 없이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0.2차시 밖에 되지 않았다. 물리 실험이 화학 실험보다는

교육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 않지만, 전기를 사용할 때에 안전

가장 많은 시수가 배정된 물리 실험이 어떤 내용으로 구

사고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안전사고 지도를

성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실험과 관련된 영역으로 역학, 열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역학, 전자기학, 파동 및 광학, 현대물리 등으로 구분하여

일반물리학 실험을 강의하는 교수들이 일반물리학 실험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의 목표 중에서 ‘실험 기초 능력 습득’을 중요하게 인식하

가장 많은 실험이 배정된 영역은 역학으로 전체 중 39.6%

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제 교육과정에서 실험의 기

에 해당하고 주로 1학기에 진행되며, 전자기학 실험이

초 능력을 신장시키려는 교육 내용이 채 1차시도 할애되지

37.4%로 주로 2학기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반물리학

않았다는 것은 교수들의 인식과 실제 강의 내용에 차이가

의 내용이 주로 역학과 전자기학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을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실험을 수행할 때, 여러 실험

고려하면 역학과 전자기학의 실험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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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ents area of physics experiments (14 universities).
Area
classical mechanics
thermodynamics
electromagnetics
wave and optics
modern physics
total

No.
105
10
99
37
14
265

No. of experiments
%
39.6%
3.8%
37.4%
14.0%
5.3%
100%

Table 4. Subjects of classical mechanics experiments (13
universities).
Subject
moment of inertia
conservation of momentum
simple pendulum
rotational motion and
centripetal force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force and acceleration
free fall and projectile motion
coefficient of friction
conservation of
angular momentum
addition and
equilibrium of forces
measurement of
gravitational acceleration

No. of universities
10
9
9

%
76.9%
69.2%
69.2%

9

69.2%

8

61.5%

7
6
5

53.8%
46.2%
38.5%

5

38.5%

4

30.8%

4

30.8%

것은 일반물리학 이론 강의가 1학기에는 역학 중심, 2학기
에는 전자기학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물리학 이론 강의와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의 연계를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동 및 광학은 14.0%로 이루어졌고, 현대물리
실험, 열역학 실험은 각각 5.3%, 3.8%였다. 14개 대학 중
13개 대학에서 파동 및 광학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대 물리 실험이 하나라도 진행되는 대학은 14개 대학 중
불과 7개였다.
역학과 전자기학 영역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공통적으로 많이 시행되는 실험 주제를
정리하여 Table 4(역학 실험)과 Table 5(전자기학 실험)에
정리하였다.
물리 실험이 평균 9.7차시로 이루어지고 (Table 2) 그 중
에서 역학 실험, 전자기학 실험이 각각 39.6%, 37.4%에 해
당되므로(Table 3), 일반물리학 실험이 2개 학기동안 진행
되는 것을 고려하면 역학과 전자기학 실험은 평균적으로
학교당 7-8개 정도 진행된다.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는 실험은 역학 실험 중에서는 관성모멘트 (10
개 대학), 운동량 보존 (9개 대학), 단진자 운동 (9개 대학),
등속 원운동과 구심력 (9개 대학) 등이었으며, 전자기학 실

Table 5. Subjects of electromagnetics experiments (13
universities).
Subject
Ampere’s law
Ohm’s law (Wheatstone
bridge, Kirchhoff’s law)
induced
electromotive force
equipotential lines
and electric field
capacitor
RC circuit, RLC circuit
Lorentz force
Coulomb’s law

No. of universities
10

%
76.9%

9

69.2%

9

69.2%

8

61.5%

7
7
6
5

53.8%
53.8%
46.2%
38.5%

험으로는 앙페르 법칙 (10개 대학), 옴의 법칙 (휘트스톤 브
리지, 키르히호프법칙)(9개 대학), 유도 기전력 (9개 대학)
등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실험이었다.
일반물리학 이론 강의에서 역학 관련 내용 중 중요한 개
념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물체의 운동 해석 (등가속도 운
동)’ - ‘힘과 가속도의 관계’ - ‘역학적 에너지 보존’ - ‘운동
량 보존’ - ‘회전운동 & 각운동량 보존’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실험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때, ‘자유 낙하, 포물선 운동’은 등가속도운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6개 대학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각운동량 보존’도 불과 4개 대학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자기학의 내용도 중요한 개념 순으로 나열하면,
‘쿨롱의 법칙’ - ‘전기장’ - ‘전기 회로(옴의 법칙)’ - ‘자기장’
- ‘유도기전력’ - ‘교류’ - ‘전자기파’ 등이다. 전자기학의 앞
부분(쿨롱의 법칙, 유도기전력)의 내용에 해당하는 실험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뒷부분 (교류, 전자기파) 과
관련된 실험은 RC회로나 RLC회로와 관련된 실험이 일부
이루어졌고, 전자기파와 관련된 실험은 진행되지 않아 일
반물리학 실험이 일반물리학 이론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반물리학 실험의 강의 운영 및 평가
이론 강의와는 다르게 실험 교과는 조교의 도움을 통해
강의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물리학 실험을 운
영하는 교수가 ‘교수의 역할’과 ‘조교의 역할’이 무엇이라
고 인식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10개 대학
교수가 서술식으로 응답하였다. 교수들이 응답한 교수와
조교의 역할의 내용을 범주화하여 가장 많은 응답 순으로
각각 정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교수들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응답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강의계획 수립에 대해 3명 (30%)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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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ofessor’s perceptions on professor’s role and
assistant’s role in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respondent : 10).
Professor’s role
No.
explanation of experiment
7
goals and related theory
guide of
5
experiment execution
TA management
5
explanation of principle
of experimental apparatus 4
and analysis method
explanation of
experiment process

4

establishing lecture plan

3

test scoring and grading
equipment management

3
1

Assistant’s role
guide of
experiment execution

No.

equipment management

6

report scoring

5

explanation of
experiment process

4

explanation of principle
of experimental apparatus
and analysis method
explanation of
experiment goals and
related theory

9

2

1

교수만 응답한 것처럼 교수들이 응답하지 않은 역할들도
실제로는 수행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즉, 교수들의 응답
만으로 실제 교수와 조교가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 속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Table 5에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
다. 다만, 이 자료들은 교수들이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에
대해 교수와 조교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
자료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수의 역할에서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은 실험의 목표와
실험과 관련된 이론을 설명하는 것 (7명 응답), 실험 수행
지도와 조교관리 (5명 응답) 이었다. 조교의 주된 역할로는
실험 수행 지도 (9명), 실험실 운영 및 장비 관리 (6명), 보
고서 채점(5명 응답) 등으로 응답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
보면, 교수는 실험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기초 이론을
설명하고, 조교는 실험 장치를 준비하고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지도를 하며, 보고서 평가는 조교
가, 시험을 통한 평가와 성적 부여는 교수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수도 실험을 지도한다는 응답도 5개 대학이 있었는데,
교수는 주로 실험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고 조교가 직접 실험
실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
으로 실험시간 동안 실험실에 상주하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험 지도에서 교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학교는 1개 대학으로, 수업
진행은 담당교수가 실험원리(이론), 실험장치 사용법, 실험
방법 등의 설명과 실험 수행과정 등 모든 실험 수업을 직접
지도하고, 조교(수업조교)는 담당교수의 지시에 따라 실험
기기의 설치, 회수, 수리 및 기타 실험실 환경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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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도 교수가 실험 목적과 개략적
인 안내를 한 이후에 조교가 자세한 실험 방법 및 실험 장비
사용방법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대학이 많았다.
일반물리학 실험의 수업 진행 방법은 학교마다 다르게 이
루어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 전에 이루어지는 물리 이론 학습과 실험 방법의 사전
숙지를 위해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대학이 3
개 있었고, 퀴즈를 실시하는 학교도 3개 대학이 있었다. 한
대학은 실험 과정을 짧은 동영상(2분∼10분)으로 제작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동영상 시청을 통해 실험 과정을 사전에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 (실험
보고서 제출 일시를 표시한 8개 대학 중 7개 대학) 은 실험
보고서 작성 기한을 1주일로 정하였다.
일반물리학 실험의 주제와 일반물리학 이론 수업과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대학은
일반물리학 내용과 맞추어 실험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고 응
답하였다. 1학기에 진행되는 일반물리학 실험이 주로 역학
실험으로 이루어지고, 2학기의 실험이 전자기학과 파동 및
광학 실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일반물리 (이론) 수업의 진도에 맞춰 실험 순서를 정하며,
실험에 관련된 자세한 물리법칙 및 이론, 원리 등에 대해서
는 이론 수업 때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방향으로 가
볍게 설명합니다.”라고 답한 한 교수의 응답에서 연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구성의 큰 틀로 보았을 때에는 일반물리학 실
험 강의와 일반물리학 이론 강의가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
수행 과정에서는 완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가 제한된 실험실에서 제한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모든
이공계열 학생들이 실험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험의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일
반물리학 이론과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를 운영하는 교수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론 시간에 학습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경우 실험 시간에 이론 설명을 보충할 수 있지만, 공과대학
과 같이 대규모로 운영되는 강의에서는 일반물리학 이론과
실험을 강의하는 교수가 다른 경우가 많아 연계성에 문제가
있다. 일반물리학 실험이 이론의 진행에 영향을 받기 때문
에 실험 강의와 이론 강의를 묶어 한 과목으로 편성하거나
최소한 같은 교수가 강의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물리학 실험의 평가에 대해 항목 비율을 제시한 10
개 대학에 대해 분석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모든
대학에서 평가 항목으로 포함한 평가요소는 보고서이고,
출석은 한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시험은 3개 대학
에서, 퀴즈는 5개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며, 발표평가를
진행하는 대학도 3개 대학이 있었다. 시험, 발표 및 퀴즈를
모두 시행하지 않은 대학은 1개 대학이었다. 평가 비율은
보고서 비율이 가장 높아 평균 48.5%(최저 30%, 최고 70%)
였고, 출석은 평균 19%(최저 0%, 최고 30%)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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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valuation of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respondent : 10).
No. of universities
Ratio(%)

Attendance
9
19

Report
10
48.5

Exam
3
12

Presentation
3
4

Quiz
5
5

Attitude
5
7.5

etc
3
4

Table 8. Difficulty of professor in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respondent : 10).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공계열로 진학한 학생들 대부분이

Difficulty
Aging of experimental equipment
Lack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physics
Insufficient motivation of students
etc
Sum

때문에 물리 실험의 원리를 이해하기 힘들고 실험에 대한

No.
8
7
5
4
24

(%)
(33.3%)
(29.1%)
(20.8%)
(16.7%)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에 대한 학습이 부족하여 이
이해도가 부족한데, 이것이 일반물리학 실험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된 한 교수의
의견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실험 수업이지만 고등학교 때 물리를 배우지 않은 경우

3.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

이론적 내용을 따라오기 힘들어해 실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조교의 실험 설명을 따라만 하는 경우가

일반물리학 실험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강의 진행과 관

많습니다.

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질문하였고, 10명의 교수가
응답을 하였다. 2개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경우를 포함하여

한편 학생들의 일반물리학 실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총 24개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8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도 5명이 제시하였다. 물

에 제시하였다.

리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1학점밖에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은 실험 기자재가 노후하여 실험을

되지 않은 실험이 2시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매 시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으로 모두 8명의 교수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부여되는 것이 부담이 되어 다른

응답하였다. 종합대학의 경우, 자연대학과 공과대학의 대

과목에 비해 부담이 커서 학생들이 힘들어한다는 의견도

부분의 학생들이 일반물리학 실험을 수강하기 때문에 매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임교원 확보가 어려워 시간

학기 천명 가까운 학생들이 일반 물리학 실험을 수강하게

강사 비율이 높다는 의견과 여러 조교들에 대한 객관적인

된다. 실험 기자재가 노후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수립의 어려움, 상대평가를 통한 평가의 어려움,

기자재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 장비에

보고서 작성에서의 학생들의 부정행위 관련 어려움 등의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거나 수리하기 어려워

의견이 제시되었다.

실험 진행에 문제를 겪는다는 응답이 있었다. 기존의 실험

그렇다면 일반물리학 실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들은

장치로는 실험 데이터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여 데이터 수집

어떤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대학 본부에서 이공계

교수들이 응답한 27개의 의견을 정리하여 Table 9에 제시

기초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일반물리학 실험의 기

하였다.

자재를 구축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반물리학 실험 개선을 위한 교수들의 의견 중 가장 많
은 것은 교육 내용의 확대와 관련된 의견으로 총 13개의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학생들과 관련된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측정 장비의 사용방법, 자료

의견으로 학생들의 물리에 대한 이해 부족과 관련된 의견이

분석 방법 등과 같이 기초 실험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7명에 의해 제시되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물리Ⅰ,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7개로 가장 많았다. 기초

Ⅱ, 화학Ⅰ, Ⅱ, 생명과학Ⅰ, Ⅱ, 지구과학Ⅰ, Ⅱ 등의 8개

실험에 대한 강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에 비해 실

교과목 중에서 5-6개를 선택하여 수강하며, 대학수학능력

제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일반 물리학 실험의

시험에서는 보통 과학탐구 영역의 8 개 과목 중에서 2

목표’,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한

개를 선택하는데, 물리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그 선택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해보지 않았던 정밀한

비율이 매우 낮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실험기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아 실험을 수행하는데

과학탐구 지원자인 241,128 명 중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어려움이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데도 익숙하지

학생은 24.0%, 물리Ⅱ를 선택한 학생은 1.2% 정도 밖에

않은 어려움도 있었다.”, “실험기기를 다루는 능력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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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rofessors’ opinions for improvement of introductory physics laboratory.
Improvement opinions
basic experimental ability (measurement, data analysis)
expansion of
scientific writing
education content
scientific ethics
student-led experiments
improvement of teaching method
use of advanced devices
etc
developing methods for motivating students
expansion of lecture time
etc
Sum

하기 때문에 측정기기 사용방법을 1주차 수업에 별도로 익
힐 수 있도록 한다.” 는 의견처럼 기초 실험 관련 강의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의견은 과학글쓰기 또는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5명이
제시하였다. 최근 고등학생들도 과제연구나 R&E 등을 통
해 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경험
하기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에서 실험
보고서 작성 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된 강의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기존의 물리 내용과 연관된 실험 이외에 다른 형태의 실
험을 제안한 의견도 6개 제시되었다. 단순히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실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실험을 생각하고 기존에 있는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새롭게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는 창의적 실험
또는 자기 주도적 실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2명이
제시하였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IT기기를 이용한 실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 반면에 컴퓨터나 인터페이스
툴을 이용한 실험보다 과학자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비슷한
방식의 고전적 실험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각 실험이 물리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발전되
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는 방식을 포함해서 학생들에게
실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는 의견과 같이 물리 또는 물리 실험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의 동기 유발을 위한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3명이 제시하였다. 이밖에 일반물
리학 실험 강의 시간을 확대하거나 학점을 증가하는 방안,
조교 재교육 방안 등의 의견이 추가로 제시되었다.

IV. 결론 및 시사점
중등학교의 물리 교육에 비해 대학교에서의 물리 학습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25], 대학에서

No.
7
5
1
2
2
2
3
2
3
27

(%)
(25.9%)
(18.5%)
(3.7%)
(7.4%)
(7.4%)
(7.4%)
(11.1%)
(7.4%)
(11.1%)

실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특히 부
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강
의의 대표적인 강의인 일반물리학 실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여러 대학의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강의 진행 교수들의 인식을 분석하
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들은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적을 물리 개념 이
해, 실험 기초 능력 습득, 물리 연구 방법 신장 등으로 인식
하고 있다. 둘째, 국내 대학의 일반물리학 실험 교육과정은
기초교육으로 7.2%, 실험으로 69.2%가 운영되고 있으며,
실험 주제는 역학과 전자기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셋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에서 교수는 주로 실험 계획 수립과
실험 개요 (이론) 설명,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실험
장비 관리나 실제 실험 지도는 조교들이 수행하는 경향이
크며, 평가는 보고서 평가가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평가 요소였다. 넷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좌를 운영하는
어려움으로 실험 기자재의 노후, 학생들의 물리 이해 부족,
학생들의 실험에 대한 관심 부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
였다. 다섯째, 일반물리학 실험 강의의 개선을 위해 기초
실험과 실험보고서 작성법 등에 대한 강의 확대, 학생주도
실험의 확대, 실험에의 동기 유발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초 실험의 강화이다. 19세기 후반 글레이즈브
룩과 쇼가 집필하여 새로운 실험 교육 교재로 사용된 ⌜실험
물리학(Practical Physics, 1885)⌟을 보면, 82개의 실험 중
에서 역학, 전자기학, 과학 등 다양한 실험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측정이란 무엇인가” 와 관련된 물리적 측정, 물리적
단위, 물리적 산술과 같은 측정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가 50
쪽 정도 할애되어 역학의 40쪽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
이 기술된 것을 볼 수 있는데 [26], 물리학에서 기초 실험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실험 자체를 통해 물리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리학 연구에서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험 수업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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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다. 교수들이 생각하는 일반물리학 실험의 목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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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노후화에 의한 실험의 어려움이었다. 실험 장치는
지속적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새로운 실험 내용을 확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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