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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living in a rapidly changing age of science. We need to have a deep interest in and do
active research on the identity of science education, which explores what science is and how scientific
knowledge relates to our lives. In this research, we tried to develop a new physics education course
for helping pre-service teachers to form their own identity.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ing: (1)
How did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of physics education change through the course? (2)
How did Einstein’s T heEvolutionof P hysics (EoP) affect their understanding of physics education?
Participants were 11 undergraduate students in Seoul who took the course in 2018.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ing: (1) At the beginning, most of the pre-service teachers understood physics education
as an unidirectional transmission of knowledge about physics. Meanwhile, by the end of the course,
their understanding had changed to a new understanding: physics education is a mode of human
activity that explores nature and seeks an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beings based on
the knowledge system of physics. (2) Most of the pre-service teachers learned the authenticity and
practicality way of physics education through the book.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Physics education, Teacher education, Identity of physics education, Einstein, The evolu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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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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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이 무엇이며, 과학지식이 우리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을 탐구하는 과학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를 개발하여 예비물리교사들이 자신의 전공 정체성
을 형성하도록 돕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수업에서 아인슈타인의 The Evolution of Physics
(EoP) 는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본 연구에는 서울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2018년 1학기에 개설된 물리교육론 강의를 수강했던 물리교육 전공 학부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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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기 초에, 대부분의 예비물리교사들은 물리교육학을 기존의
물리학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것에 관한 학문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기말에 그들 대부분은 새로운 인식
즉, ‘물리교육학은 물리학의 지식체계를 바탕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활동의 양태’로 변화하였다. (2) EoP를 통해 많은 예비물리교사들은 물리교육학만의 고유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
PACS numbers: 01.40.Fk
Keywords: 물리교육학, 교사교육, 물리교육의 정체성, 아인슈타인, 물리학의 진화

I. 서론
“훌륭하게 일을 해내는 능력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에서 나온다.”
Palmer의 책 [1]에서 인용한 이 글은 어느 분야에서건

Fig. 1. The definition of science education (Adapted from
[3].)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하는 문제는 바로 그 자신이
하는 일의 탁월성 혹은 전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Palmer는 교사의 정체성은 교사의
전문성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과학교사의 정체성 역시, 과학교사의 전문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2]. 한편, 과학교사의 정체성은
교사가 자신의 전공인 과학교육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함께 성장하게 된다 [2]. 즉, 과학교육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과학교사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교육학 또는 물리교육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과학교육학 또는 물리교육학의 정의,
나아가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예비/현직과학교사
또는 물리교사들은 과학교육학 개론서 또는 물리교육학 개
론서를 통해서 과학교육학 또는 물리교육학의 정의와 의미
등을 처음 접하게 된다. 과학교육학 개론서 또는 물리교육
학 개론서들 중 대표적인 한 교재 [3]에 따르면, 과학교육은
‘과학의 교육’과 ‘과학을 통한 교육’으로 대별된다. 여기서
과학의 교육은 응용교육학으로서 교육학의 연장이거나 그
한 분야이며, 과학을 통한 교육은 응용과학으로서 과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Fig. 1).
최근 출간된 새 물리교육학총론 I [4]에서는 ‘물리교육학
은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에 관한 학문’ 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 교재에서 물리교육학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류기준에서 응용교육 (과학의 교육 또는 물리의 교육)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과학교육학 또는 물리교육학에 대한
정의에 동의할 수 있는가? 과학교육 혹은 물리교육이란
단지 기성의 과학지식 혹은 물리학지식을 잘 가르치는/전
달하는 것에 관한 학문일 뿐인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최근
우리나라 과학교육계의 대표적인 원로이신 박승재 교수의
한국 과학교육학에 관한 회고 강연에서 있었다. 아래는 박
승재 교수의 회고강연 원고 [5] 중 일부내용을 발췌한 것이
다. 우선, 강연자는 우리의 과학교육에서 과학교육 고유의
정체성이 존재하는지 혹은 과학의 일부/교육의 일부로 그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인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과학교육은 실제로 과학, 그리고, 교육과 관계
되지만, 과학교육은 과학의 일부분으로 과학자
의 일인지? 교육의 일부분으로 교육자들이 무
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대 과학교
육에 잘못이 있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이어서, 강연자는 우리나라 과학교육학이 반세기가 넘는
역사 속에서도 아직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지 못하고, 계속
방황해 왔다는 것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
과학교육학의 미래는 더욱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위의 문장에서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 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그러나 교재의 본문에서 이에 관한 직접적인
설명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다만, 상식적인 입장에서 생각
할 때, ‘기본적으로 물리학을 가르치는 것’이란 Fig. 1의
∗ E-mail:

ghlee@snu.ac.kr

“과학교육이 광의의 과학계 (이공기술계) 나 교
육계 (인문사회계) 의 주도권에 따라 출렁인 것
이 역사적 사실입니다.…(과학교육의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이하게
모방이나 하고…(과학교육관련 요소들 간에)
서로 단절된 상황에서…(지금의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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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면) 과학교육과와 과학교육학회는 쇠퇴할
것이고 로보트 공학을 보조하는 일에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국내 뿐 아니라 국제 과학교육학계에서도 과학교육 학계
내에 과학교육학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의 인용문 [6]은 이와 같은 문제제기의 한
가지 예이다.
“None of the articles examined offered ... any
real critique of Kuhn’s position, and SE community has become a ‘admiration society for
Kuhn.’ ...This lack of sophistication about
the HPS is a major problem for the SE community, apart from other things it leaves the
community prey to faddisms and intellectual
snake-oil merchants.”
위 글에서 Matthews [6]는 과학교육자들이 과학의 역사와
철학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한
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과학교육연구를 좀 더 진지하게
수행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이 보기에
우리 과학교육계에서 이 문제-과학교육자들이 단순히 과

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물리교사들이 일찍부터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은 향후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졸업 후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한편, 본 연구
자들은 새로운 물리교육론을 구상하면서 기존의 개론서를
보완할 수 있는 교재로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 를 채택
하였다. 이 교재는 비록 물리교육론을 학적으로 정의하고
설명하기 위한 교재가 아니라는 제한점과, 문서의 특성상
수업 실천을 고스란히 담아내기는 어려운 제한점은 있으나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가 물리학을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개발한 새로운 물리교육론의 중요한 특징은 이론과 부분
적인 예시위주로 구성된 기존의 물리교육관련 개론서와는
별도로 생생한 물리교육적 실재가 담긴 교재 (아인슈타인
물리이야기)를 병행해서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물리교육
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
학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
(The Evolution of Physics [7], 이후 EoP로 줄여서 표기
함)는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학사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으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더욱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란 과학교육자들이 과학교육학의 본질적 측면

II. 연구맥락과 과정

에서 과학의 본성을 비롯한 과학의 역사/철학 및 제반 과학
교육 관련 주제들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1. 연구의 맥락

바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기본 바탕은 바로 ‘과학교육학의 정체성’ 이라고 본다. 만
약, 우리가 현재 혼동 상태에 있는 과학교육학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 과학교육자들은
더 큰 방황과 혼동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
교육계의 한 원로의 경고 [5]처럼, 우리 과학교육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물리교육학계도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에 대
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 및 논
의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물리교육학의 연구와 실천에 관한 보다 체계적
이며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의
한 가지 시도로, 본 연구자들은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물리교육론
강의는 물리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이다. 즉, 물리교육론강의는 예비물리교사들
이 자신의 전공을 잘 이해하고 나아가 물리교육 전공자로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서
2018년 1학기에 개설된 물리교육론 강의를 수강했던 물
리교육 전공 학부생 11명 (남학생 9명, 여학생 2명) 이다.
이들의 학년 구성은 2학년 (1명), 3학년 (9명), 4학년 (1
명) 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는 본
연구자들이 그동안 맡아온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이 반영된
강의들의 연속선상에서 개발되었다.
본 연구자들은 물리교육과의 학부강의 (예: 물리교수법,
물리교재개발 및 연구법, 역학 및 교육, 전자기학 및 교육,
물리수학 및 교육) 와 대학원 강의 (예 : 과학교육 기초론,
과학의 본질 및 과학교육, 물리학습지도, 교사를 위한 일
반상대론, 교사를 위한 현대물리학) 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강의들이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
록 연구와 교육실천을 병행해왔다. Fig. 2는 새로운 물
리교육론 강의의 핵심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본 연구자가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면서, 공통되게 다루었던 문제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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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The Core Structure of the New Physics Education Course.
예는 다음과 같다 :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만약 물리학을

의미의 물리학은 물리학의 지식체계 (좁은 의미의 물리학)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정의할 수 있다면, 넓은 의미의

를 바탕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물리학과 좁은 의미의 물리학은 각각 물리교육학과 어떠한

추구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인간 활동의 양태라고

관련이 있는가? 기존의 개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리교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Fig. 2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물리

육학 (또는 과학교육학)은 무엇이며, 이러한 정의가 가지는

학이 지식체계로서의 물리학만을 구성요소로 가지는 반면,

제한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물리학은 자연, 인간, 좁은 의미의 물리학을

기존 강의들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그 내용을

구성요소로 가지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짐을

바탕으로 새로운 물리교육학 강의의 핵심구조를 Fig. 2와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넓은 의미의 물리학과 물리교육

같이 구성하게 되었다.

학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Figure 2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거시적인 관점에서 두 영역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세

강의에서는 물리학의 두 가지 측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부적인 관찰이나 분석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물리학과

물리학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논의는 권재술 등 [8]이 언

물리교육학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급한 과학의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권재술

우리는 ‘각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와 ‘각 영역이

등 [8]에 따르면, ‘과학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두 영역간의 비교를 시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

하였고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발견하였다.

으로서의 과학이고 다른 하나는 지식의 체계로서의 과학’

첫째, 구성요소 측면에서 두 가지 영역은 유사성이 있

이다. 특히, 과학의 두 가지 측면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 즉, 물리교육학과 넓은 의미의 물리학은 모두 ‘자연,

-과학 분야 중 한가지 대표적인 분야인- 물리학의 두 가지

인간, 좁은 의미의 물리학’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공

측면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었다. 즉, 물리학 역시 넓은

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리교육학을 포함한

의미에서 인간의 활동 양태의 한 유형으로 보는 것과 좁은

과학교육학이 세 가지 요소 (자연, 인간, 과학) 로 구성되어

의미에서 과학 활동의 성과물로써의 지식의 체계로 볼 수

있다는 논의의 예는 과학교육론 [8]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있다. 좁은 의미에서 물리학은 개념, 이론, 법칙, 탐구방법

한편, 과학/과학사/과학철학/과학교육분야의 여러 문헌

등과 같은 물리학의 지식체계로 볼 수 있다. 한편, 넓은

[7, 9–11]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과학은 객관적 지식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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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자연의 궁극적 실재를 추구하는 지극히 인간적
인 활동 – 즉, 자연, 인간, 과학 [지식체계] 으로 이루어진
활동- 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각 구성요소에서 인간이
학생이냐, 물리학자냐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좁은
의미의 물리학도 학생이 배우는 물리학이냐, 물리학자가
사용하는 물리학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Bruner [12]가 주장한 다음의 내용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차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
“지식의 최전선에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학자들이 하는 것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이 하는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지적 활동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모종의 이
해에 도달하려는 활동을 할 때, 그 사람의 하는
일과 본질 상 다름이 없다. 이런 활동의 차이
는 하는 일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적
활동의 ‘수준’에 있는 것이다. 물리학을 배우는
학생은 다름 아니라 바로 ‘물리학자’이며, 물리
학을 배우는 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물리학자들
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일 것이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은 물리학자들이 하듯이 물리현상
을 탐구한다는 뜻이다.”
위의 글과 관련하여, 국내의 교육과정 학자인 이홍우
[13]는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 전체에 깔린 핵심적인 확신
은 한마디로 ‘물리학을 공부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물리학자와 본질상 동일한 일을 한다’ 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에게 물리학자처럼 물리학을
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도 처음부터 물리학자와 학생이 똑
같은 수준의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의 수준을 고
려하면서, 물리학적인 안목이 부족한 학생들이 물리학적인
안목으로 사물과 현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홍우 [13]에 의하면 학문중심교육과정
(발견학습 등 전통적인 탐구학습을 포함하여)의 실패는 학
문중심교육과정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예 : 학문과 지식의
구조의 의미) 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점, 즉 교육의 무시
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나 실현될 수 있는 이상을 그 첫 단계에서
부터 실현하려고 한데에 그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이와 같은 구성요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두
가지 영역이 이루고자하는 목적 역시 유사하다. 먼저, 물
리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기존의 물리학
지식을 전달하는 것 또는 좁은 의미의 물리학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물리학을

잘 가르친다는 것은 본질적 의미에서 물리학을 물리학답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 [13] - 즉, 물리학자가 물리학의 지식체
계를 바탕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과 같은 넓은 그리고 진정한 의미
의 물리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 이라고 할 때,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이라는 두 영역 간에는 분리하기 어려운 깊은
관련성이 존재한다. 즉, 넓은 의미의 물리학은 그 본질에
있어서 물리교육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두 영역은 그 구성요소와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그 실천 과정
에서 누가 주체인지에 따른 (혹은 수준에 따른) 세부 목표
및 진행과정에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본질적 관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기
원과 역사 및 실천에 관한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어져야한
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물리교육학의 구성요소와 목적에
관한 기초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물리교육학을 보
다 넓고, 본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도록 안내하는 강의의
개발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다루고자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자들은 물리교육학의 정의 및 물리학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다.
다음은 물리교육학의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두 가지
상보적인 교재의 역할에 관한 논의이다. 물리교육학의 내
용에는 물리교과의 교수목표, 교수내용, 교수방법 등이 포
함된다. 이러한 물리교육학의 내용들은 기존의 물리교육
학 개론서 (혹은 과학교육론 교재) 에서 세분화된 목차와
함께 자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교재들의 장점은
교수목표에서 교수방법에 이르기까지 물리교육학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세부 항목화하여 분류하고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는데 있다. 그리하여, 독자들이 물리교육
학의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거나 특정 내용들을 찾고자할
때, 이용하기가 수월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물리교육학교재(또는 과학교육학 교재)들은
물리교육학의 내용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지나치게 세분화
함으로써 물리교육학내용들 간의 총체적인 상호연관성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물리교육학 만의 생생하고
고유한 특성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
은 물리교사들은 기존의 물리교육학 (그리고 과학교육학)
교재에 담긴 내용들이 – 몇 가지 예시들이 있기는 하지만지극히, 세분화된 개념이나 이론들과 분절적인 예시들을 다
룸으로써, 현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석하고
해결방안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 (이 의견은 최근 본 연구자들 중 한 사람이 맡아온 대
학원 강의 (예 : 2017년도 물리학습지도, 과학교육기초론)
를 수강한 현직교사 6명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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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는 물리교육학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있어서,
기존 물리교육학 교재 (또는 과학교육학 교재)의 장점을 활
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자
들은 학생들에게 물리교육학의 단편적/부분적 내용지식이
아닌 물리교육학의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고유한 지식을
보여주는 방안은 학생들이 물리교육의 생생한 실재를 만나
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전체적
또는 통합적’의 의미는 물리교육학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교수목표, 교수내용, 교수방법 등) 이 개별적
으로 분리되기 이전의 상태, 즉 모든 구성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원래의 상태 즉, 모든
요소들이 하나로 통합된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물리교육
학이 가장 물리교육학다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임으로 이
는 물리교육학의 고유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우리는
EoP를 통하여 학생들이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가 자연을 탐구하며 이해하고, 그 내용을 독자와
나누는 - 넓은 의미의 물리학이자 그 자체가 물리교육의 생
생한 실재가 되는 -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에서는 과학교육론 교재와
함께 아인슈타인이 그의 동료 인펠트와 함께 집필한 EoP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로 번역된 책) 를 주 교재로 채
택하였다. 아인슈타인이 서문 [7]에서 밝힌 것처럼, EoP
의 내용은 관념 세계와 현상 세계를 연결시키려는 인류의
시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물리학 즉,
물리교육학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의 핵심 아이디어는 학생들이 물리학의 본
질 (넓은 의미 또는 참된 의미의 물리학) 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리교육학과 물리학의 관계, 물리교육학의 본
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물리교육론의 핵심구조’ 는 강의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과정
속에서 그 구조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였다. 즉, 일
련의 강의 과정, 강의 주제에 대한 학생의 생각 드러내기
- 학생들 간의 생각 나누기 - 새로운 생각 접하기 – 생각
키우기 등을 통해서 강의의 핵심 구조에 관한 도입/적용/
비판적인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물리교육학에 관한 예비물리교사들의 인
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먼저, 강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수강신청자들에게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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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통하여 사전기초설문지를 배포하고, 첫 수업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사전기초설문지에는 ‘물리학이란 어
떤 학문인가? ’, ‘물리교육학은 어떤 학문인가? ’,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관계는? ’ 등과 같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간보고서를 통해서 학생들은 매주 수업 전에 공지
하는 강의 자료 (강의교재, 참고문헌) 를 미리 읽고, 자료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수업의
주 교재 중 하나인 EoP (아인슈타인 물리이야기)에서 자신
이 맡은 주제 (예 : 힘과 운동, 열과 에너지, 특수상대론…)
에 관한 본문 분석 및 물리교육적 시사점 도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업 중 발표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
다. 특히, 발표에 앞서서 교수자와 학생간의 일 대 일 면담
이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면담 시간은 학생의 발표 준비에
관한 논의 뿐 아니라 수업전반에 관한 학생의 이해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매월 말 반
성적실천기록지를 통하여, 한 달여 동안 강의시간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내용/생각의 변화가
있었던 경험/남겨진 의문점이나 좀 더 논의하고 싶은 주제
등을 작성하였다. 학기 말 반성적실천기록지에는 학기 시
작 전에 배포했던 사전기초설문지의 질문과 동일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특히 ‘물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물리교육
학은 어떤 학문인가? ’와 같은 질문을 통해 한 학기 강의를
통해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하
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EoP를 읽고 논의하면서
자신의 물리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물리교육학에 대한 이
해에 도움이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기존 교재
(과학교육론) 와 함께 EoP를 병행하여 물리교육론을 공부
한 것은, 기존 교재(과학교육론)만을 가지고 물리교육론을
배우는 것보다 더욱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와 같은 질문을
포함시킴으로써 EoP가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학기말과제로 학생들은 물리학의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물리교육학 교재 (일명, 나의
물리교육론) 를 개발하여 제출하였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들은 두 명의 연구자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두 명의 연구자는 학기 초 설문지와
학기 말 반성적실천기록지의 문항들 중에서 물리교육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식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답변 내
용을 독립적으로 발췌한 다음, 논의를 통해 합의된 자료로
정리하였다. EoP가 물리교육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인
식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예비교사들의 답변 내용을 발췌한 후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두 연구자가
함께 반복하여 읽으면서 물리교육학에 대한 예비교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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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을 두 개의 유형 (Type I과 Type II) 으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Type II에 해당하는 응답 내용을 다시 한 번 반복
하여 읽으면서 다시 두 개의 유형 (Type IIa와 Type IIb)
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장기적인 관찰과
면접, 삼각검증 (triangulation) 중 자료의 삼각화 (예 : 예
비교사들이 학기 중에 제출한 주간보고서 및 매월 제출한
반성적실천기록지, 학기말 과제 등), 연구자간의 분석 결과
비교 및 분석결과의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 등을 거쳤다
[14].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위 예비교사
의 응답을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약한 해석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위 예
비교사는 이미 완결된 물리학 지식 체계를 상정하고 있고,
이에 도달하도록 학습자를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인식 유형을 ‘일차원적 방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와 같이 이미 기존의 물리학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교수자로부터 학습자로 향하는 일차원적 방향성의 구
도로 물리교육학을 인식하고 있는 양상은 다른 예비교사의
응답에서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예비교사

III. 연구결과

11은 물리교육학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짧고
명료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물리교육학은 물리학과는 다르게 기존의 지

1. 학기 초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에 대한 인식의 특

식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를

징

고민하는 학문” (예비교사11)
예비교사들이 학기 초에 작성한 설문지 내용을 분석한 결
과, 물리교육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인식은 대체로 효과적인
지식의 전달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다소간 완결된 물리학 지식 체계 - 물리학의 연구방법 및
결과적 지식(개념, 법칙, 이론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지식
체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 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
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을 물리교육학
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역할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2는 학기 초 설문에서 물리교육학에 대한 자
신의 생각을 물리학과 대비시켜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위의 두 사례처럼 물리교육의 방
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물리교육학에 대한 자신의
선형적 인식 - 지식 전달의 일차원적 방향성을 함축하는
인식의 유형을 의미함 - 을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일부 예비교사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하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
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6은 기본적으로 지식 전달의 방법을
연구하는 것 즉,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물리교육학이라는 점을 언급한 후, 특히 오개념의 형성과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물리교육학의 주된 목적이라고 강조하

“물리학은 앞을 향해서 새로운 물리학적 지식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면, 물리교육학은 뒤를 보고
기존의 물리학적 지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이
끌어주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물리교육학은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
사람이 잘하게끔 하는게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예비교사2)

였다.
“(물리교육학은) 물리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
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오개념을 쉽게
가지게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중략)... 오개념이 생긴다면 어떤 형태로
생기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물리교육학에서

위의 예비교사가 ‘기존의 물리학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완결된 물리학 지식 체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또한, ‘다른 사
람들을 이끌어준다’, ‘잘 가르친다’ 등의 표현 속에는 교수
자와 학습자 간의 비대칭적인 지식 전달 즉, 지식을 많이 알
고 있는 교수자로부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학습자로의
한 방향으로의 지식 전달이라는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혹 지식의 ‘전달’이라는 이미지는 너무 지나친
해석이며, 교수자는 단지 학습자 스스로 물리학 지식을 잘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6)
또한 효과적인 지식 전달을 위해서는 학습자 스스로가 물
리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즉, 학습의 당위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물리교육학에서는 어떤 이유로
물리학을 배울 필요가 있는지 그 당위성에 관하여 탐구하는
것으로 학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예비교사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5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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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교육학에서는) 물리학을 가르치고 배우
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토대로 어떤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 이
를 확인하고 그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이
다.)” (예비교사5)

여전히 ‘이미 완결된 물리학 지식 체계’라는 이해 방식이

즉, 예비교사5가 보여준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은 구체
적으로 물리학을 배우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왜 유용한지 (효용성) 등을 적절한 방법론을 통해서 확인
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을
한 예비교사는 물리학을 배워야 하는 목적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며, 물리교육학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일부 예비교사는 전반적인 물리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야말로 물리학과 구별된 물리교육학만의 주
요한 특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2는 물리교육학을 “고도로 발전된 물리학을 잘 정리하여
어떻게 하면 물리학을 공부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일차원적 지식 전달의 방법으로 물리교육학을 인식하고
있는 유형의 전형적인 예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예비교사
2는 물리학 연구자가 세부 분야에 대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자신의 연구 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반적인 물리 분야를
가르치는 것이 물리학과 구별된 물리교육학 고유의 업무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물리교육학의 주요한 역할인 것으로

“(물리학에서는) 자신의 분야의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다른 분야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자신의 연구 성과
도 내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분야를 연구하고
정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분야는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연구했다보니 다
른 사람이 본인의 분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시간에 쫓겨 설명하기 귀찮아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리교육학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2)
이처럼 예비교사2는 세부 분야의 지식 확장에 집중하는
물리학 연구와는 달리 물리학 전반을 아우르면서 물리 지
식을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물리교육학의 학문적
특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의 전경
(landscape)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에 주목한
다는 점에서 단순히 세부 지식의 전달 방법에만 주목하는
것 보다는 한 단계 고차원적인 인식의 양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 속에

내포되었다고 볼 때, 이 역시 물리학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달하는 것이 물리교육학의 목표라는 인식의 틀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흥미와 기대감을
인식하는 예비교사가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9는 물
리교육학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물리교육학은 물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물
리를 기대하게 하는 것 ...(중략)... 물리교육자
는 물리라는 미술관의 큐레이터이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리에 관한 기대감을 불어넣어주
는 것이 우리 물리교육자들의 역할인 것이다.”
(예비교사9)
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면 일견 예비교사9가 일차원적
인 지식 전달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비교사9가 작성한 학기말 반성적
실천기록지에는 물리교육학에 대한 자신의 학기 초 인식이
교수자로부터 학생을 향한 정확한 지식 전달에 있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저는 정확히 물리를 전달하는 것이 교실에서
물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목표라 생각했었습
니다. ‘정확히’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비교사9)
이와 같이 학기 초 대부분의 예비교사들은 물리학과 물
리교육학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물리학 지식체계를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 물리교육학의 주된 특징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보인 바와 같이 일부 예비교사는
물리교육학의 고유한 특징으로써 오개념 해소, 물리학 학습
의 당위성 설명, 전반적인 물리학 분야의 전경에 대한 강조,
흥미와 기대감 유발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인식은 지식 전
달의 구체적인 방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공통적으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비
대칭적인 지식 전달의 구도로 물리교육학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식의 유형을 Type I
이라고 부를 것이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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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는 점이다. 예비교사11은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해 우선 물리학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즉,
물리학은 자연과 인간, 물리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상호작용 그 자체이며 이를 통해 진리에 접근하고자 노력하
는 일이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비교사
11이 물리교육학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
다. 이와 같이 물리학에 대한 인식이 자연-인간-물리학의 역
Fig. 3. (Color online) (Left) Type I shows the unidirectional transmission of knowledge from physics in a narrow sense to human beings. (Right) Type II shows the
mode of human activity that explores nature and seeks
understanding of nature and human beings based on the
knowledge system of physics.

동적 상호작용의 구도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경계가 허물어진 양상은 예비교사11 외에도
총 3명의 예비교사(27.3%)의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
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1은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생각을 물리학 및 물리교육학이 지향하는
바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2.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한 예비교사들의 물
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

“물리교육학이란 인간에게 자연과 물리를
소개해 줌으로써 인간에게 물리이론의 특성을

한 학기 동안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경험한 후 예비교
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은 자연, 인간, 물리학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변화된 것으
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기 초 물리교육학을
일차원적 방향성을 지닌 지식 전달의 구도로 바라보았던
것과는 달리, 학기 말에는 물리교육학을 자연-인간-물리학
이라는 구성 요소들 간에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구도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11은 물리교육을 통해 개인과 자연, 그리고 물리
학 지식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흥미 유발, 지식 습득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 탐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해하게 해주고 더 나아가 물리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 (진), 조화 (선), 단순성 (미) 의 가
치를 깨닫게 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선의 실천을
지향하게 하는 것이다. …(중략)… 보편성,
조화, 단순성을 지향하는 물리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동시에 물리교육학이 지향하는
가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예비교사
1)

즉, 예비교사1은 물리학이 단순히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것
을 넘어서 보편성(진), 조화(선), 단순성(미)이라는 가치를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공동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의

“우선 물리학의 의미가 확장되었다는 것이었
습니다. 물리학은 단순히 자연의 법칙을 설명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물리학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진리
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그래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일은 어
떤 한 개인의 사고를 자연과 연결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흥미를 느끼고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인 진리 탐구를 어떤 방식
으로 해나가는지와 그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중략)… 학생이 자연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
11)

실천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물리학의 본질에

예비교사11의 응답 내용에서 주목할 특징은 물리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물리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나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간 활동의 양

대한 예비교사의 새로운 이해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물리교육학의 지향과 물리학의 지향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하여 약 81.8%(11
명 중 9명) 에 달하는 예비교사는 물리학의 지식체계를 바
탕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활동의 양태로 물리교육학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학기 초 설문에서 대부분의 예비교사가 물
리학과 물리교육학을 명확하게 구별하였고, 물리교육학을
일차원적 지식 전달의 방법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인식의 양상이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물리교육학을 자연-인간-물리학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파악하게 된 경우 (Type II) 중에서도 특히
태로 파악하게 된 경우를 Type IIa로 세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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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 of physics educ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course
At the end of the course

Type I
11
2

한편, 새로운 물리교수론 수업을 통하여 물리교육학을 자
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활동의 양태로 인식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은 구별된 학문이며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 예비교사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
10은 학기 말 설문에서 다음과 같이 물리학을 넓은 의미로
파악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물리교육
학의 역할을 넓은 의미의 물리학과 연결 지으려고 하였다.
“물리학을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연을 이
해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그 과정을 통해 태
동한 ‘과학’이라는 학문을 알려줄 수 있다. 즉,
자연-인간-과학의 융합적이고 조화로운 모습을
알려주기 위하여 ... 물리교육학이 필요하다.”
(예비교사10)
즉, 예비교사10은 물리학을 자연-인간-과학 사이의 역동
적인 관계로 파악하였고 물리교육학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어서 예비교사10은 “물리학은 자연을
인간이 관찰하고 이해한 것에서 규칙을 찾아내어 과학으
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반면, 물리교육학은 물리학에서
만들어낸 과학을 인간 (학습자) 에게 가르침으로써 자연의
이해에 다가가는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물리학과 물리교
육학은 자연-인간-과학의 모형에서 순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써 예비교사2는
물리학 및 물리교육학을 자연-인간-과학 이 세 가지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기 초와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물리학에서는 과학
지식 산출을, 물리교육학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최
종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물리학은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며 과학을 도출
해내는 것이라면, 물리교육학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이 들었다.” (예비교사2)
위와 같이 물리학 및 물리교육학이 자연-인간-물리학 사
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구성요소 중에서 물리학
과 물리교육학이 각각 집중하고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

Type II
0
9

Total number of participants
11
11

과정은 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응답한 예비교사를 Type IIb
로 구분하였다. Type II에 해당하는 9명의 예비교사 중 6
명이 Type IIb에 해당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 중에는 한 학기의 수업을 경험한
후에도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Type I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총 11명 중 2명). 이들은 연구자들
이 한 학기의 강의 과정을 통해 실천하고자 했던 새로운
물리교육론 강의의 핵심적인 구조 (Fig. 2 참조) 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만으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해당 예비교사들이 정
기적으로 제출한 다른 자료들은 이 두 명의 예비교사가 본
강의 및 교재 (EoP) 를 통해서 자신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초기의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만 선택적으로 취하는 경향이
컸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추후 연구에서 이에 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해 총 11명의 예
비교사 중에서 9명은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이 현저하게
변화되었다 (Table 1). 학기 초와는 달리 한 학기의 수업과
본인들의 고민 과정을 겪으면서 물리교육학이 자연-인간과학 이렇게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능
동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구성요소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인간 활동이 물리학 및 물리교육학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이는 학기 초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일
차원적 지식 전달의 구도와는 매우 대비되는 인식의 변화이
다. 인식의 변화가 현저했던 이들 9명의 예비교사 중에서 3
명은 좁은 의미로 이해하던 물리학을 넓은 의미로 확장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이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였다. 한편, 나머지
6명의 예비교사는 물리학을 넓은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서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특징을 자연-인간-과학의 큰 구도
안에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물리학과 물리
교육학은 실천 과정과 목표 면에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에서 아인슈타인의 물리이
야기 EoP (Evolution of Physics)가 예비교사들의 물리교
육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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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절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

“⟨과학교육론⟩에서 배운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에서는 기존의 물리교육학 또는 과학교육론 개론서가

물리이야기⟩ 를 통해서 실전으로 다지면서

지닌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아인슈타인의 EoP를 주

물리교육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

교재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위대한 물리학자인

니다.

⟨ 과학교육론⟩ 교재에서는 교육학적

아인슈타인이 EoP를 통해 독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

이론을 소개하는데 실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그 자체가 물리교육적 실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는 예시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수업에 참여한 예비교사들은 스스로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들었습니다. ...(중략)...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인슈타인이 보여주고 있는 넓은

물리이야기⟩ 에서는 ...(중략)...

의미의 물리학이 무엇인지 직접 느끼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르칠 수 있는 예시들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가졌다. 이 과정 속에서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물리교육론을 가르칠 수 있어서

인식의 변화에 있어서 EoP가 준 영향을 크게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었다.
(1)물리교육학만의 고유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배울
수 있었음.

물리학을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교사2)

이처럼 예비교사들은 아인슈타인의 EoP가 기존의 과학
교육론 교재와는 달리 물리교육학의 고유성을 보여주는 실
질적인 물리교육론의 역할을 해줄 뿐만 아니라 수업을 준

우선,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의 상당수(11명 중 8명)는

비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아인슈타인의 EoP가 물리교육학의 고유성과 구체적인 실

아인슈타인의 EoP를 ‘물리교육을 구현한 프로토 타입’으로

천 방안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을

본 예비교사1의 표현은 예비교사들이 이 책을 물리교육의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II절에서 언

생생한 실재로 여겼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교육이라는 현

급한 바와 같이 물리교육 교수학습이론과 모형, 방법 등에

상, 그 중에서도 물리교육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구체적

관해서는 과학교육론 및 물리교육학 개론서를 통해 어느

인 사례는 수업을 통해서만 오롯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도 학습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의 예시가 부족하다는

아직 이러한 수업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예비교사들에게 물

점이 많은 물리교사들에 의해서 한계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 역시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인 어
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예비교사1은 기존의
과학교육학 개론서가 교수학습에 관한 여러 이론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수업을 준비하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인슈타인의 EoP가 이 부분을 보완해 주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과학교육론⟩ 은 과학교육을 설명해주는 훌륭
한 교과서이지만 이것만으로는 과학교육에 대
한 추상적인 이미지만을 제공해 줄 뿐이었다.
하지만 ⟨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 는 우리가
머리로 밖에 그릴 수 없었던 이상적인 물리교
육을 구현한 프로토 타입이라 볼 수 있다.” (예
비교사1)

리교육은 추상적인 그 무엇으로 부유하는 상태이며, 위에서
인용한 예비교사들의 응답처럼 기존의 과학교육학 또는 물
리교육론 교재는 이 불안정한 갈증을 해소해주는데 있어서
큰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인슈타인의 EoP
는 예비교사에게 물리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한 것
으로 보인다. 예비교사3과 예비교사4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 가 물리교육 요소
들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
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비교사3)
“⟨ 아인슈타인의 물리이야기⟩ 는 아인슈타인이
가르치는 물리 교육 그 자체였습니다. ...(중
략)... 과학교육론을 배우는데 이론 학습에만

이와 비슷하게 예비교사2는 기존의 과학교육론 교재에

그친다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함이

는 예시가 부족하여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인슈타인

을 언급한 후, 반면 아인슈타인의 EoP는 풍부한 예시들을

의 물리이야기⟩ 는 실제 문제 [이론을 적용해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교육학을 실전으로 이해하는데

수 있는 구체적인 예시]의 역할을 잘 해냈던 것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같습니다.” (예비교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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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학에 대한 인식이 확장됨으로써 물리학과 물리교

“[EoP는] ‘자연-인간-과학’의 물리학적 흐름

육학의 본질적 관계성을 이해하게 됨

(자연→ 인간→ 과학) 과 물리교육학적 흐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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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인간→ 자연) 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아인슈타인의 EoP가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준 또 다른 영향은 이 책이 우선 물리학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는 점이다.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 (11명 중 7명) 은 EoP를 통해 넓은 의
미의 물리학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 물리학과 물리교육학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이해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를테면 예비교사1은 “EoP가
물리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물리학에 대한 이러한 확장
된 이해를 통해 앞선 III.2절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물리교

(예비교사10)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교사들 중 다수는 EoP
를 통해 넓은 의미의 물리학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은 물리학이 단순히 개념, 이론, 법칙, 탐구방법
등의 지식체계가 아니라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활동의 양태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세 명의 예비교사는 자연-인간-과
학의 역동적인 관계인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데까지 인식이 확장되었다.

육학의 지향과 물리학의 지향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다는
인식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비슷하게 예비교사

IV. 요약 및 논의

11은 물리학에 대한 인식이 넓은 의미의 물리학으로 확장된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물리교육학의 정체성을 강조한 새로운

“[EoP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물리교육론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내적가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집중해보니

인식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있

이 책 (EoP) 이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있다는

어서 아인슈타인의 EoP(Evolution of Physics) 가 어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이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단순한 경험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인간의 사

첫째로, 예비물리교사들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변화

고로 자연을 탐구하여 만들어낸 연결 관계라고

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학기 초에, 대부분의 예비물리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론

교사들은 기존의 물리학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것을 물리

이 만들어지고 선택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교육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강의의 학기말

있었습니다.” (예비교사11)

에 예비물리교사들의 인식은 대체로 물리교육학의 정체성
에 관한 새로운 인식, 즉 물리교육학은 물리학의 지식체계

즉, 예비교사11은 EoP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적가치가

(좁은 의미의 물리학)를 바탕으로 자연을 탐구하여 자연과

무엇인지 집중하는 과정에서 책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강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 활동의 양태로

조하고 있는 물리학의 특징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변화하였다. 이는 학기 초에 그들이 보여주었던 일차원적

EoP에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을 완결된 지식의 집합으로

지식 전달의 구도와는 매우 대비되는 인식의 변화이다. 특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 세계와 관념 세계를 연결하고

히, 일부 예비교사는 좁은 의미로 이해하던 물리학을 넓은

자 하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비교사

의미로 확장하여 이해하게 되면서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이

11은 EoP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과로서의 과학’이

그 본질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인식하였다.

아닌 ‘과정으로서의 과학’이라는 물리학의 중요한 특징을

둘째로, 새로운 물리교육론 수업에서 EoP가 예비교사들

발견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단순히 경험 지식의 집합으로

의 물리교육학에 대한 인식변화에 준 영향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었던 좁은 의미의 물리학에서 넓은 의미의 물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많은 예비물리교사들은 EoP를 통하

리학으로 인식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앞 절에서 인용한

여 –기존의 물리교육론교재가 보여주지 못한- 물리교육학

바와 같이 물리학에 대한 인식이 자연-인간-과학의 역동적

만의 고유성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

상호작용의 구도로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리학과 물리

였다. 더불어, 일부 예비교사들은 EoP를 통하여 물리학에

교육학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에 이른 것으로

대한 인식이 확장됨으로써 물리학과 물리교육학의 본질적

보인다. EoP를 통해 물리학에 대한 인식과 물리교육학에

관계성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한 인식이 동시에 변화된 것은 예비교사10의 응답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연구자들은 물리교육학의 정체성
을 이해하고 정립하는 과제는 많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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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서 함께 진행해야 할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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