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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ermodynamic concepts presented in the physics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physics teaching.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thermodynamic contents related to the laws of thermodynamics in 13 kinds of physics textbooks in terms of the types of
definitions and the explanations of related te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ternal energy’, ‘first law of thermodynamics’, and ‘thermal efficiency’, which are content elements
of the curriculum, were defined in all textbooks, but other terms were used without definition in
some textbooks. Second, many terms were differently defined or had mixed definitions. Third, the
results that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was expressed as Q = ∆U + W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was presented as the Calvin-Planck statement showed that the thermodynamics
contents were described mainly by using the heat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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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학 교과서에 제시된 열역학 개념의 정의와
설명의 특징을 알아보고 물리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물리학 교과서 13종에
제시된 열역학 내용을 열역학 제1법칙과 열역학 제2법칙으로 나누어 관련 용어의 정의 여부와 관련 개념의
설명 방법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로 제시된 ‘내부 에너지’, ‘열역학 제1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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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효율’ 등은 모든 교과서에서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만, 다른 용어들은 정의 없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둘째, 동일한 용어가 다르게 정의되거나 혼용되어 사용된 사례가 많았다. 셋째, 열역학 제1법칙의 식 표현
(Q = ∆U + W ) 이나 열역학 제2법칙을 캘빈-플랑크 진술로 제시한 것과 같이 열역학 내용은 열기관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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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되면서 정립되었다. 따라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열역학 개념을 혼재하여 사용해왔다는 문제가 있다 [5,10].

중등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열역학 관련 핵심 내용인 열
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은 자연 현상을 아우르는 중요한
물리 법칙이며, 관련 개념인 에너지와 엔트로피 개념은 역
학적 현상과 열 현상을 통합하는 물리학의 핵심 개념이다
[1,2]. 따라서 수차례의 과학과 교육과정의 변화 속에서도
열역학 내용은 중등 과학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열역학 법칙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역
학 법칙에서 등장하는 열, 일, 에너지, 엔트로피와 같은 물
리 용어의 명확한 이해가 개념 발달의 중요한 초석이 된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학습자들이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물리
오개념의 대표적 사례에 해당한다 [3–5].
선행 연구에 의하면, 학습자들은 열 개념을 온도, 열에
너지, 내부 에너지와 구분하지 못하며 [4,6], 엔트로피의 경
우도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3]. 또한 클라우지우스가 정의한 엔트로피 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문제 풀이 적용에 어려움
이 있고 [7], 엔트로피를 에너지처럼 보존량으로 생각하는
오개념도 열역학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이며 이러한 경향은
수업 후에도 변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열역학 관련 오개념 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한 연구 [9]에
서도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하여 일, 열을 상태 함수로 보거
나 내부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와 혼동하고, 열역학 과정에
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또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는 이 법칙이 성립하는 계의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엔트로피를 이해하지 못하여
무질서도로 비유적으로 이해하거나 보존량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들이 올바른 개념 이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지
적되었다. 즉 열역학 관련 물리 학습에서는 열, 일,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등의 몇 가지 주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전체 내용에 연결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학생들은 이
개념들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리학사적으로 볼 때, 열역학 개념의 정립이 한 순간에
명확하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념이 변화

예를 들면, 열 개념의 경우 초기에는 ‘열소’와 같이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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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개별 입자로 열현상을 설명하다가 후에 분자의 운동
에너지 개념이 정립되었으나 여전히 열을 입자처럼 표현하
는 용어들이 잔존하며, 엔트로피 개념도 처음 도입된 이후로
여러 번의 개념 정립 과정을 거친 대표적인 물리 개념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혼재된 의미 사용은 이미 개념에
대해 익숙하고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물리학을 전공하는
물리학자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물리 용어를
처음 학습하며 이를 기반으로 개념의 일관성을 정립해가는
학습자들의 경우 용어의 일관되지 않은 사용은 개념 이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11,12]. 따라서 중등 물리교육에서
열역학 학습의 기본 자료가 되는 교과서에서 물리 용어의
일관되고 올바른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13].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과학 교과서의 ‘열’ 개
념의 용어 사용에 대해 조사한 연구 [12]에 따르면 초�중등
과학 교과서에서 열과 열에너지는 다양한 유형으로 정의
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과학 교과 영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본문에 정의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도 많아
학습자의 혼란이 우려되었다. 일반물리학 교재의 엔트로피
개념에 대한 분석 [14]에서도, 교재마다 엔트로피를 설명하
는 유형이 다양하였으며, 설명 과정에서 가역 과정에 대한
설명의 부족이나 엔트로피와 열역학 제2법칙의 서술을 연
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열역학 학습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였거나 주로 열이나 엔트로피 한 개념에 초점을 두
었으며 이전의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2019년 현재 고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열역학 내용
이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열역학 지도에의 시사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과학
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물리학Ⅰ, Ⅱ 교과서에서 열
역학과 관련된 핵심 개념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물리 교수학습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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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xtbooks and chapters used for analysis in this study.
Chapter related to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Chapter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heat engine and internal
energy
internal energy and heat
engine
heat engine and internal
energy
How can you work with
heat?
internal energy of heat
engine

Textbooks
P1A
P1B
Physics Ⅰ

P1C
P1D
P1E
P1F
P1G

heat engine and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How can you change the
heat to work?
How do you know the
amount of heat and work?
How do you know the
energy that changes inside
the heat engine?
heat and work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conversion of heat and
work
conversion between heat
and work
heat energy

P1H

P2A
Physics Ⅱ

P2B
P2C
P2D
P2E

II. 연구 방법

Chapter related to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Chapter
pages
the second law of
6
thermodynamics

pages
6
7

thermal efficiency

4

8

thermal efficiency

4

7

thermal efficiency

5

4.5

The heat does not all turn
into work.

1.5

5

thermal efficiency of heat engine

5

6

thermal efficiency and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7

Could all the heat turn into
work?

2

2
2
3
3

-

4

-

4

-

5

-

7

-

다.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내용은 물리학Ⅰ 교과서에만
제시되었는데, 평균 4.3쪽 (최대 7쪽, 최소 1.5쪽) 이었으며

1. 분석 대상 교과서

교과서별 편차가 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서 열역학
내용과 관련된 용어들이 어떻게 정의되고, 열역학 법칙의

2. 분석 과정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 개발된 모든 물리학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분석에 앞서 교육과정에서 열역학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와 분석 단원, 쪽수를 Table

내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교육과정에

1에 정리하였다. 물리학Ⅰ은 총 8종, 물리학Ⅱ는 총 5종이

제시된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대단원 설명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과서를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해

개요, 성취 기준, 유의 사항 등에서 열역학과 관련된 내용을

서 출판사명을 A–H로 하였는데,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는

찾아 정리하였고, 이를 열역학 법칙과 관련지어 물리학Ⅰ과

같은 문자로 표시하였다. 즉, P1A와 P2A는 A 출판사에서

물리학Ⅱ 교육과정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개발된 물리학Ⅰ, 물리학Ⅱ 교과서를 표기한 것이다.

교과서 분석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13종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내용은 물리학Ⅰ 교과서와 물

의 물리학Ⅰ, Ⅱ 교과서의 내용을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리학Ⅱ 교과서에 모두 제시되어 있으며, 물리학Ⅰ에서는

부분과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관

평균 6.3쪽 (최대 8쪽, 최소 4.5쪽), 물리학Ⅱ에서는 평균

련 용어의 정의 여부를 분석하고, 관련 개념이 어떻게 표현

4.6쪽 (최고 7쪽, 최소 3쪽) 의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었

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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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체로 되어 있는 문장을 중심으로 하되, 정의를 내리는
진술문인 경우도 포함 시켜 유형을 분류하였다.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용어 중 정의가 제시된 것은
열, 열량, 열에너지, 온도, 열평형, 열역학 제0법칙, 열기관,
계, 압력, 내부 에너지, 이상 기체, 열역학 제1법칙, 열의
일당량 등이며,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용어 중 정의가
제시된 것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가역/비가역 과정,
고립계, 영구기관, 열기관 등이었다.
열역학 제1법칙의 설명과 관련된 내용 분석은 ‘열’과 ‘내
부 에너지’ 개념의 표현과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표현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열역학 내용 학습
에서 중심이 되는 용어들의 진술 유형에 대해 열역학 관련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유형별로 범주화하되, 교
과서에서 제시한 표현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분석하였
다. 예를 들면, ‘열’에 대한 정의 유형은 관련 연구들에서
나타난 4가지 개념 유형을 바탕으로 교과서에서 어떤 표
현이 사용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클라우지우스 진술, 캘빈-플랑크 진술
등의 고전적 진술과 통계적 진술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의 서술 방법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열 개념은
열역학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는 기초 개념으
로, 선행 연구들의 분석 범주에 따라서 열의 정의를 ‘에너지’
와 ‘에너지의 이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에너지’
는 에너지 이동의 원인으로 나타낸 ‘온도 차이에 의해 이
동하는 에너지’와 에너지 이동의 방향을 나타낸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열, 열량, 열에너지를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추가로 분석하고, 그 특징을 사례와 함께 나타내었다. 내부
에너지는 교과서에 제시된 설명 유형을 ‘에너지의 총합’,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평균 운동 에너지의
합’ 등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열역학 제1법칙의 표현에 대한 분석은 사용된 용어, 식의
표현, 계의 사용 유무 등으로 분석하였다. 내부 에너지와
일과 함께 열, 열량, 열에너지 중 어떤 것을 사용하였는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했다. 또한 열역학 제1법칙의 식 표현으
로는 Q = ∆U + W , ∆U = Q − W 로 구분하였고, 계의
사용 유무는 ‘계’, ‘닫힌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분석 결과들은 그 의미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내용 분석은 클라우지우스 진
술, 캘빈 진술 등의 고전적 진술과 통계적 진술의 3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과서의 서술 방법을 분석하였다. 또한,
캘빈 진술은 “열이 모두 일로 바뀌지 않는다.”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의 두 가지로 나누었고, 통
계적 진술은 ‘확률이 높은 방향’, ‘엔트로피가 커지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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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정도가 증가하는 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유형 분석은 물리교육 전문가 2인의 분석자에 의해 진행
되었다. 각각의 분석자의 1차 분석 결과를 비교 검토하고,
일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합의가 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정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교육과정에 제시된 열역학 관련 내용
2015 개정 고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열역학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교육과정에는
‘내용 체계’에서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별도로 성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내용을 요약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물리학Ⅰ에서는 대단원 ‘역학과 에너지’의 개요를 설명
하면서, ‘열역학 법칙으로 열에너지 전환 및 열효율을 설
명하도록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과 관련하여 열역학 제1법칙을 학습하고, 열효율과 관
련하여 열역학 제2법칙을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내용 체계
표의 ‘일반화된 지식’에서도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모되거나 생성되지 않는다.”,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는 않는다.” 로 진술하고, 해당 내용 요소도 ‘내부 에너지’,
‘열효율’로 명시하면서 각각의 내용이 열역학 제1법칙과 제
2법칙과 대응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에서는 “열기관이 외부와 열과 일을
주고받아 열기관의 내부에너지가 변화됨을 사례를 들어 설
명할 수 있다.” 로 제시하면서 열기관에서의 내부에너지와
열, 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역학 제1법칙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열이 모두 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의 성취기준을 제시하면
서 열효율이 100%가 되지 못하는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을
학습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두 성취기준 모두 열역
학 개념과 관련된 사례를 이용하여 설명하도록 요구하면서
열역학 법칙을 정성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도록 하
였다.
물리학 Ⅱ에서는 물리학Ⅰ보다 다루는 내용 요소가 적게
제시되어 있다. 대단원 ‘역학적 상호 작용’의 개요 설명에
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정량적으로 다루며’라고 제시하면서
물리학Ⅰ에서 배운 열역학 제1법칙과 차별성을 두고 있다.
특히 내용 요소에 제시된 ‘열의 일당량’을 정량적으로 구
하는 과정을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성취기준에
서 “열의 일당량 개념을 사용하여 열과 일 사이의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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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rmodynamics contents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Physics Ⅰ, Physics Ⅱ).
Subject

Phys
ics
I

Phys
ics
II

Core Concept

Generalized Knowledge

Content Element

Energy
transfor
mation

Energy is only
transformed from one
form to another and
that it cannot be
created or destroyed.

internal
energy

Heat can not all be
turned into work.

thermal
efficiency

Energy exists in
various forms and can
be transformed into
other forms.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Energy
transfor
mation

Achievement Standards
• Students can explain with
examples that the internal
energy of heat engine is
changed by exchanging heat
and work with outside.
• Students can explain by
example that heat can not all
be turned into work.
• Students can quantitatively
explain the transformation
between heat and work using
the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Table 3. Terms which were defined in textbooks related to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Terms
temperature
thermal equilibrium
zeroth law of
thermodynamics
heat
heat quantity
heat energy
heat engine
system(closed system)
pressure (of gas)
internal energy
ideal gas
first law of
thermodynamics
mechanical equivalent of
heat

P1A
⃝

⃝

P1B

P1C
⃝
⃝

Physics I
P1D
P1E
⃝

P1F

⃝

⃝
⃝

⃝

⃝
⃝
⃝

⃝
⃝
⃝

⃝

⃝

⃝

⃝

⃝

⃝
⃝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열역학 제1법칙이 포괄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임을 이
해하도록 하여 단원 전체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2.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교과서의 서술 내용 분석
1)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되어 도입된 용어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되어 교과서에 정의가 도입되어
사용된 용어는 온도, 열평형, 열역학 제0법칙, 열, 열량, 열
에너지, 열기관, 계(닫힌 계), 압력, 내부 에너지, 이상 기체,
열역학 제1법칙, 열의 일당량 등이다. 각 교과서별로 열역

P1H

P2A

P2B

Physics Ⅱ
P2C
P2D

P2E

⃝

⃝

⃝
⃝
⃝
⃝
⃝

P1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제1법칙과 관련된 물리 용어의 정의 유무를 정리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15 개정 과학 교육과
정에 따라 모든 물리학Ⅰ 교과서에서 ‘열역학 제1법칙’과
‘내부 에너지’의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리학Ⅱ 교과
서에서는 ‘열의 일당량’을 도입하여 열역학 제1법칙을 설
명하고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를
필수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 요소’ 외에 어떤 용어를 추가하여 열역학 제 1법칙을
설명하고 있는지는 교과서별로 다양하였다.
열역학 제1법칙의 이해를 위해서는 ‘열’과 ‘내부 에너지’
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열은 많은
선행 연구 [12,15]에서 지적하였듯이 여러 과학 교과의 교
재에서 다양한 정의를 사용하여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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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finition of heat and internal energy presented in physics textbooks.
Terms related to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energy transferred
by temperature
heat
energy
difference
energy transferred
from high to low
temperature object
transfer of energy
sum of energy
internal
sum of potential energy
energy
and kinetic energy
sum of molecules’ average
kinetic energy

P1A

P1B

P1C

Physics I
P1D P1E

P1F

P1G

P1H

⃝

P2A

Physics Ⅱ
P2B P2C P2D

⃝
⃝

⃝
⃝

⃝
⃝

⃝

교과서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Table 4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물리학Ⅰ, Ⅱ 교과서
13종에서 열과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분
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열의 정의를 제시한 교과서는 8종
의 물리학Ⅰ 교과서 중에서 2종의 교과서, 5종의 물리학Ⅱ
교과서 중에서 2종의 교과서뿐이었다. 선행 연구 [10–12]에
따르면, 과학 교재에서 사용되는 열의 정의는 ‘온도차에 의
해 이동하는 에너지’, ‘온도차에 의한 에너지의 이동’, ‘분자
운동 에너지’, ‘물체의 상태나 온도를 변화시키는 에너지’
의 4가지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분류틀에 의하면,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학 교과서에서 제
시하는 열의 정의는 모두 첫 번째 유형인 ‘에너지’ 형태의
명사형으로 제시된 것이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는 총 2종이 개발되었는데, 한
교과서에서는 ‘에너지’ 형태의 명사형으로 제시했고, 다른
교과서에서는 ‘에너지의 이동’ 형태의 동사형으로 제시된
것 [12]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본 연구 결과에서는 열을
‘이동하는 에너지’ 유형으로 정의한 4종의 교과서도 두 가지
다른 세부 유형이 나타났는데, 2종의 교과서에서는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에너지’라고 이동의 원인을 중심
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2종의 교과서에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와 같이 에너지 흐름의 방향을
포함하여 열을 정의하였다.
한편, 많은 교과서에는 ‘열’과 함께 ‘열량’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 열량의 정의를 제시한 교과서는
물리학Ⅰ에서 1종과 물리학Ⅱ에서 2종이었으며, 제시된
열량의 정의는 ‘이동한 열의 양’ 이었다. 이들 2 종의
물리학Ⅰ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에서는 열량을
정의하지 않고 바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열과 열량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 예와 같이 같은 개념 (열역학 제1법칙) 을

P2E

⃝

⃝

⃝

⃝

⃝

⃝

설명하는데 교과서 P1A에서는 ‘열’을 사용한 반면, 교과서
P1C에서는 열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열과 열량의
혼용은 동일한 교과서 내에서도 발견되었다 (예 : P2B
교과서).

• 기체가 흡수한 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량과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합과 같다. (P1A,
p.56)
• 기체가 흡수한 열량 Q, 내부 에너지의 변화
량 DU , 기체가 외부에 한 일 W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P1C, p.55)
• 1 J의 일을 했을 때 몇 kcal의 열이 발생할까?
(P2B, p.78)
• 1 kcal의 열량은 몇 J의 역학적 에너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자. (P2B, p.78)

열에너지도 열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물리학
교과서에서 열에너지 용어를 정의하고 사용한 것은
물리학Ⅱ의 1종의 교과서 (P2D) 로 “원자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정의하였다. 나머지 12
종의 교과서에서는 열에너지의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설명에 사용되고 있는데, 열에너지가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열에너지
용어를 사용하는 곳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때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내용의 서술에서였다. 그런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열 또는 열량 대신에 열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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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기관이 고열원으로부터 Q1 의 열에너지를

•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

흡수하여 W 의 일을 하고 남은 Q2 의 열에너지

의 합 (P1D, p.53)

를 저열원으로 방출하는 경우 – (P1B, p.64)

• 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입자들의 미시적인

• J 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한다.

에너지의 전체 합 (P2D, p.82)

정밀한

실험으로 밝힌 J 는 4.2 J/cal이다. 즉, 1 cal

• 분자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운동을 할 때

의 열에너지가 4.2 J 의 역학적 에너지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퍼텐셜 에너지의 합

해당한다는 뜻이다. (P2C, p.74)

(P1E, p.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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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물체를 구성하고 있거나 공간을 채우고
열역학에서 ‘열에너지’와 ‘내부 에너지’는 ‘열(heat)’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계의 평형 상태에서 잘 정의되는 값을

있는 분자들의 역학적 에너지의 총합 (P2E,
p.85)

가지는 상태함수로 기술되며, 변화 과정에 따른 경로 의존
함수인 ‘일’이나 ‘열’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열과 일은
에너지가 ‘이동중’임을 의미하며 경로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의 총 ‘에너지’를 언급할 수는 있으나 계에 얼마나 많은
‘일’이나 ‘열’이 있는지 묻는 것은 물리적으로 적절하지 않

내부 에너지는 그 계가 가지는 모든 내부 자유도의 에너지
의 합이며 [16], 퍼텐셜 바닥점에서부터의 운동 에너지와 퍼
텐셜 에너지의 합을 열에너지라고 한다. 그런데 중등 물리
교과서에서 나타난 내부 에너지의 정의 유형은 열에너지와

다. 그런데 ‘열’을 ‘열에너지’와 혼용하여 쓰거나 ‘이동하

동일한 정의로 제시하거나 단순한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는 에너지’라고 정의할 경우 학습자들이 열을 에너지처럼

기술하여 대학에서 다루는 정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상태함수로 오인하거나 내부 에너지와 구분하지 못하는 문
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11], ‘열’을 ‘이동하는
에너지’인 명사형이 아니라 ‘에너지의 이동’인 동사형으로

2)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표현 분석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열물리 교육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
다. 아직까지 대학 일반물리 교재에서도 저자에 따라 열에

교과서에서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진술은 열역학 관련

대한 명사형 정의를 사용하는 교재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현상 소개, 열역학 제1법칙 정의, 열역학 제1법칙의 식의

중등 교과서에 명사형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표현, 열기관에의 적용 등으로 기술되고 있다. 이 중에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논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표현을 ‘법칙의 서술에서 사용한 용

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열 개념에 대해 어떤 정의를

어’, ‘제1법칙 식의 표현’, ‘정의에서 계의 설정 여부’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학습자의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입장에서 볼 때 교과서 내에서 ‘열’에 대한 기술이 일관된

열역학 제1법칙의 정의는 모든 교과서에서 비슷한 표현

정의를 바탕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한

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열’ 대신에 ‘열량’을 사용한 교과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열과 열에너지, 열량을 혼용하는 진술

서가 물리학Ⅰ에서 2종이 있었고, 물리학Ⅱ에서 1종이 있

은 학습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한

었다. 또한 ‘열에너지’를 사용한 교과서가 물리학Ⅰ에서 1

것으로 보인다.

종이 있었다. 물리학Ⅰ과 물리학Ⅱ 교과서를 모두 발행하는

‘내부 에너지’는 8종의 물리학Ⅰ 교과서에서 모두 정의가
제시되었고, 물리학Ⅱ 교과서에서도 2종의 교과서에서

출판사 중에서 2개의 출판사는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용어 (열, 열량) 를 다르게 사용하였다.

정의가 제시되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는 단순히 ‘에너

교과서에서는 열역학 제1법칙을 식으로 나타내고 있는

지의 총합’으로 설명한 교과서가 5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데, ‘열 = 내부 에너지 변화 + 일(Q = ∆U + W )’로 나타낸

‘퍼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나타낸 교과서는

교과서가 물리학Ⅰ에서 5종, 물리학Ⅱ에서는 모든 교과서

4 종, ‘평균 운동 에너지의 합’ 으로 나타낸 교과서는 1

였고, ‘내부 에너지 변화 = 열 − 일 (∆U = Q − W )’로

종이었다. 한편 다음의 예와 같이 물리학Ⅰ과 Ⅱ 교과서를

나타낸 교과서가 물리학Ⅰ에서 3종이었다. 두 식 모두 수학

모두 개발한 두 출판사 (D와 E) 는 한 출판사에서 개발한

적으로는 동일한 식이지만, 식의 해석에서는 다른 접근으로

교과서임에도 불구하고, 물리학Ⅰ과 Ⅱ에서 다른 유형의

볼 수 있다. 즉 내부 에너지 변화를 왼쪽 항으로 설정한 두

정의를 제시하였다.

번째 식 유형 (∆U = Q − W ) 의 경우는 계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공급된 열과 일의 합으로 설명하며 대부분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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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tatement of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in physics textbooks.
Type of statement

terms

equation
system

relation among heat,
internal energy and work
relation among heat
quantity, internal energy
and work
relation among heat
energy, internal energy
and work
Q = ∆U + W
∆U = Q − W
system
closed system

P1A

P1B

⃝

⃝

P1C

Physics I
P1D P1E
⃝

P1F

P1G

⃝

⃝

⃝

⃝

⃝

⃝

교재에서 기술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는 원인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계의 속성 변화를 설명하는 물리학의 동역
학 관계식에서의 일반적인 표현이다. 반면, 열을 왼쪽항으
로 식을 구성한 첫 번째 유형의 경우 (Q = ∆U + W ) 에는
계에 가해진 열이 계의 내부 에너지 변화와 외부에 한 일로
사용된다는 해석이며 열기관의 작동에 중점을 둔 설명이다.
따라서 열역학 제1법칙의 보편성을 보여주기에는 두 번째
식이 좀 더 적합하다 [2]. 본 연구결과에서는 3종을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 교과서가 첫 번째 유형 (Q = ∆U + W ) 을
채택하여 설명하고 있어 열역학 제1법칙을 도입할 때 열기
관의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열역학 제1법칙과 관련된 서술에서 물리학Ⅰ과 물리
학Ⅱ에서는 정의와 표현에서는 비슷한 서술 방식을 따르
고 있다. 다만,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물리학Ⅱ에
서는 열의 일당량 개념을 도입하여 정량적으로 열과 일을
계산함으로써 열역학 제1법칙을 통해 에너지 보존법칙을
설명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
항’에서는 “에너지 보존 개념을 다룰 때는 학생이 주어진
상황에서 닫힌계를 설정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열역학 제1법칙에서 ‘계(닫힌계)’의
정의를 도입하여 진술한 교과서는 3종 (P1B, P1D, P2D)
이었다. 1종의 교과서 (P1H) 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우주의 한 부분으로, 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끼리는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와 같이 ‘계’의 정의를 나타내었으며, 2
종의 교과서 (P1B, P2D) 에서는 ‘외부와 물질은 출입하지
않지만 에너지는 출입하는 계’의 의미로 ‘닫힌계’를 사용
하였다. 정의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물리학Ⅰ에서 5종,
물리학Ⅱ에서 2종의 교과서에서 ‘계’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
고, 이 중에서 ‘닫힌계’로 나타낸 교과서는 물리학Ⅰ에서 2
종, 물리학Ⅱ에서 1종이었다. 즉, 교육과정에서의 요구에
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의 교과서에서 계에 대한 언급 없이
열역학 제1법칙을 진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2A

Physics Ⅱ
P2B P2C P2D

⃝

⃝

⃝

⃝

⃝

⃝
⃝

⃝

P1H

⃝
⃝

⃝
⃝

P2E

⃝
⃝

⃝
⃝

⃝

⃝

⃝

⃝

⃝

⃝

⃝

3.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교과서 서술 내용 분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내용은 물리학 Ι에서만 다룬다. 따라서 물리학 Ι 교과서 8
종에 나타난 열역학 제2법칙 관련 개념의 정의와 설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도입된 용어와 열역학 제2법칙의 설명
유형으로 분석하였다.

1)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되어 도입된 용어
교과서에서 나타난 열역학 제2법칙 관련 용어는 열효율,
열기관,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 가역/비가역 과정, 고
립계, 영구기관 등이다. 각 교과서별로 어떤 물리 용어가
도입되어 사용되었는지 정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내용 요소’인 ‘열효율’은 8종 교과
서 모두 다루고 있었다. 모든 교과서들이 열기관의 열효
율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진술을 명시적으로 설명한 교과서는 5종이며 나머지 3종
(P1C, P1D, P1E) 의 교과서에서는 본문에서는 왜 열효율
을 다루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열효율의 정의나 공식만을
다루고 있었다(P1D는 보충자료에 제시, P1E는 열의 방향
성과 열기관 효율만 설명).
물리 교육과정에서 열효율 개념을 다루는 이유는 열효율
계산 공식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열역학 제2법칙을 정성적
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문에서
열효율을 다룰 때 열역학 제2법칙과의 내용 연결 정도는 교
과서마다 다양하였다. 이 중 열효율 공식 제시에만 그치고
있는 경우에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
또한, 2종의 교과서에서는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하여
엔트로피, 가역/비가역 과정의 용어를 도입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었으나, 열역학 제2법칙이 적용되는 ‘고립계’
에 대한 언급은 1종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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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rms which were defined in textbooks related to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erms
thermal efficiency
heat engin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entropy
reversible/irreversible
process
isolated system
perpetual motion machine

P1A
⃝
⃝

P1B
⃝
⃝

⃝

⃝

⃝

⃝

⃝

⃝

P1C
⃝
⃝

P1D
⃝
⃝

P1E
⃝

P1F
⃝
⃝

P1G
⃝
⃝

P1H
⃝
⃝

⃝

⃝

⃝

⃝

⃝

⃝

△
⃝

⃝

⃝

⃝

⃝
⃝

⃝

Table 7. Types of statements of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in textbooks.
Type of statement
The spontaneous irreversible phenomena occurs
only in one direction.
(Clausius statement)
It is impossible for heat to move of itself from
a lower-temperature reservoir to a
higher-temperature reservoir.
(Kelvin-Planck statement) While a system
converting work to an equivalent energy
transfer as heat is possible, a device converting
heat to an equivalent energy transfer as work is
impossible.
(Kelvin-Planck statement) A heat engine cannot
have a thermal efficiency of 100%.
(statistical statement) Natural phenomena that
occur spontaneously in the isolated system
always proceed in a highly probable direction.
(statistical statement) In the isolate system, a
spontaneous phenomenon always proceeds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entropy.
(statistical statement) All natural phenomena
occur in the direction of increasing disorder.
a as

P1A

P1B

⃝

⃝

⃝

⃝

⃝

⃝

⃝

⃝

P1C

P1D

P1E

P1F

P1G

P1H

△

⃝

⃝

⃝

⃝

⃝

⃝

⃝

⃝

⃝

⃝

⃝

⃝

⃝

⃝

⃝

⃝

⃝
⃝

⃝

△a

a supplementary reading section

2)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진술 분석

개념을 도입할 때의 역사적 상황에 의해 열기관을 중심으로
열역학 제2법칙을 진술하는 고전적 표현이다.

교과서에서 언급한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진술은 교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학Ⅰ에서 열역학

서마다 다양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이 진술을 가능한 교과

관련 내용은 ‘열역학 법칙으로 열에너지 전환 및 열효율을

서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클라우지우스 진술, 캘빈플랑크

설명하도록 한다.’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열기관의 열효율

진술, 통계역학적 진술 등으로 구분하여 Table 7에 정리하

을 통해 열역학 제2법칙을 진술한 클라우지우스 진술이나

였다.

캘빈-플랑크 진술을 통해 열역학 제2법칙을 도입할 것을 내

역사적으로 열역학 제2법칙의 대표적 표현으로는 클라

포한다고 볼 수 있다. Table 7에 나타난 분석 결과를 보면,

우지우스 진술, 캘빈-플랑크 진술로 지칭되는 고전적 진술,

교육과정상의 최소 요건인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언급은

볼츠만에 의해 도입된 통계역학적 진술이 있다. 열역학 제

대부분의 교과서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접근을

2법칙의 클라우지우스 진술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저온

포함한 교과서는 2종에 불과하였으며, 대부분의 교과서가

열원에서 고온 열원으로 열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은 불가

캘빈-플랑크 진술만으로 열역학 제2법칙의 내용을 다루고

능하다.’는 것이고, 켈빈-플랑크 진술은 ‘계가 고온 열원에서

있었다. 앞선 Table 6의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열역학 제

열을 흡수하여 저온 열원으로 열을 방출하지 않고 완전히

2법칙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나 도입 없이 열기관의 열효율

역학적 일로 바꾸는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에 대한 설명으로 그친 2종의 교과서의 경우에는 열효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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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만으로 표현된 캘빈-플랑크 진술만 제시하여 자연계의
방향성에 관련된 현상이 아니라 열기관의 특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진술의 경우 학생들이 자연계의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법칙으로서의 열역학 제2법칙에 대
한 이해를 위해서는 열기관에만 한정되는 현상이 아님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안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열역학 내용을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
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정의와 법칙의 설명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 교과서에서 사용된 열역학 개념 관련 용어
들이 교과서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동일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동일한 용어
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거나, 한 교과서에서도 다양한 유형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열’은 ‘에너지’ 유형 2
종과 ‘에너지의 이동’ 1종으로 3가지 정의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내부 에너지’의 경우에도 3종류의 다른 정의가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열’, ‘내부 에너지’, ‘열에너지’, ‘열
량’에 대한 개념 정의와 사용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정의를
명시하지 않은 교과서도 많았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열역학 내용은 열기관
을 중심으로 열역학 법칙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많은 교과서들에서 열역학 제1법칙의 공식은 ‘열 =
내부에너지 변화 + 일 (Q = ∆U + W )’로 표현되어 열기
관에 적합하게 제시되고 있었으며, 마찬가지로 열역학 제2
법칙에 대한 진술도 캘빈-플랑크 진술에 국한되어 열기관의
열효율에 제한되어 있어, 여러 진술 표현을 통해 열역학 제2
법칙이 가지는 보편성을 보여주는 교과서는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성립되는 계의 조건
이나 계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 없는 교과서도 절반가량이
되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이 모든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구현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열역학 교육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열역학
관련 주요 용어에 대한 모호한 정의나 혼용의 문제점은 이
번 연구에서도 여전히 나타나 차기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집필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요청된다. 특히, 한 교과서
내에서 다른 물리 용어를 같은 상황에서 혼용하거나 동일

출판사에서의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용어를 다르게 사
용하고 있는 점이 나타난 만큼, 교육과정 설계와 교과서 집
필시에 중학교 교육과정과 통합과학, 물리학Ⅰ, 물리학Ⅱ로
이어지는 위계 속에서도 동일 개념은 동일한 정의를 바탕으
로 심화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전체에 따른 용어의 일관된
사용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
리학Ⅱ와 같은 이공계열 진학자를 고려한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개발시에 해당 단원의 전문가와의 협의에 의해
대학 수준 물리학 용어와의 연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학습자의 혼란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의 설정 의도가 구체적으
로 안내될 필요가 있다. 열역학 제2법칙의 경우, 자연계의
대표적인 보편 법칙으로서 물리 법칙의 본성을 잘 보여주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 열기관만의 한정적인 특
성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애초 의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교육과정상의 내용 요소가 ‘열기관의
열효율’로만 설정되어 있어 교과서마다 저자의 해석 정도
에 따라 ’내용 요소’와 열역학 제2법칙과의 연계 정도가
다양하였다.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교과서 저자
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연구 결과 [17]와 같은 맥락에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 집필시에 핵심 개념이나
내용 요소 등의 설정 의도를 안내하는 내용이 해설서에 충
분히 안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마다 다양한 수준의
접근이 시도된 만큼 현장에서 실제 물리 수업을 실현하는
교사의 적절한 안내가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교과서에
서는 열역학 법칙의 내용을 열기관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전개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내용을 물리학의 핵심개념인
물리학 법칙으로서의 열역학 법칙으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교사가 적절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열역학 용어들의 정의 변화 과정을 내용에 도입하
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열역학 개념 이해에서 중
요한 열, 에너지, 엔트로피 등의 용어들은 물리학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개념이 정립된 이해가 쉽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 교재에서조차 용어 사용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10]. 따라서 교과서 집필시
에 한 용어에 대한 여러 정의를 암묵적으로 혼용하기 쉬운
데, 이러한 과학사적 특성을 교과서 내용 구성에 반영하여
학습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개념 발달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개념 정립의 문제점을 가시화하여 혼란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과서에서 제시된 열역학 관련 개념들이 어떻
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열역학 교육
관련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사
점들은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가지는 한계 및 교육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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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적절한 표현 등의 이유로 구체적인 반영과정은 단순한

[6] D. E. Meltzer, Am. J. Phys. 72, 1432 (2004).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영 방법을 찾는

[7] M. F. Granville, J. Chem. Educ. 62, 847 (1985).

것은 또 다른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W. M. Christensen, D. E. Meltzer, and C. A.
Ogilvie, Am. J. Phys. 77, 9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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