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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ptics contents of high school physics textbooks for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ptics contents of the
physics textbooks were generally described in the order of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and the scope and levels of the optics contents varied greatly from textbook to textbook. In
particular, many differences were noted in the contents related to interference. Second, the number
of inquiries per textbook was 8.0 in Physics I and 5.2 in Physics II, but the compositions of the
inquiry activiti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ird, the analyses of an image of an object under
the water, thin film interference, an image by using a convex lens,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schematics were investigated, and many differences between textbooks and several illustrations
with physical errors were found.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I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extbook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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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광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학 교과서의 내용은 대체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의 순서로
기술되었는데, 광학 개념의 범위와 수준은 교과서별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간섭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둘째, 광학 관련 탐구는 물리학Ⅰ에서는 교과서당 평균 8.0개, 물리학Ⅱ 교과서에서는
평균 5.2개였고, 탐구활동 구성의 교과서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셋째, 물 속 물체의 상, 얇은 막 간섭,
볼록렌즈에 의한 상, 간섭과 회절 개요도 등에 대한 삽화를 분석하였는데, 교과서간 차이가 많았으며,
물리적인 오류가 있는 삽화도 여러 개 발견되었다.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서 개발에의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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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초중등학교에서의 교육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교
과목 편제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내용에 이르기까지 관리
되고 있다. 최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교과서가 개발되어 고등학교에서는 2018학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다. 1학년 과정에서는 주로 통합과학과 과학탐
구실험을 배우며, 2학년부터 물리학Ⅰ, 물리학Ⅱ 등의 과학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은 물리를 매우 어려워하며 흥미가 높지 않은 과목
으로 인식하고 있어 [1,2], 물리보다는 화학, 생명과학, 지구
과학 등의 다른 과학 교과를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탐구 지원자인 212,390
명 중에서 물리Ⅰ을 선택한 학생은 54,792명 (24.0%), 물
리Ⅱ를 선택한 학생은 2,738명(1.3%)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비해서 매우 적은 학생들이 선
택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매년 비슷한 추세로 물리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물리를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다른 교과들보다 어렵다고 인식하여
관심이 적기 때문일 것이다. 물리의 영역 중에서 광학은 그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다루기 때문에
물리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광학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3].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포함한 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교육과정은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활용
은 크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은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대부
분의 교과서는 검인정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과
서는 학교에서의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이며, 교과서의
질이 수업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5].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교과서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교
과서의 내용 분석은 물론이고, 교과서의 형식과 구성, 탐구
활동, 표상, 삽화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가 이루
어져왔다. 광학 영역과 관련된 교과서 연구도 일부 이루어
졌다. 한국, 일본, 중국의 중학교 과학 교과서 중 ‘빛’ 단원을
대상으로 내용 조직 방식을 비교한 연구 [8], 제7차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시각 관련 내용을 분석한 연구
[9], 2007년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의한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내용 중 ‘상 (image)’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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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10].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중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내용을 교육과정의 개정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한 연구 [3]도 진행되었는데,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광학 내용을 분석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세연 등이 연구한 ‘교과서 집필자가 고등학교 물리 교
과서 개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분석’을 살펴보면, 교과서
저자들이 물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광학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11].
교과서 저자들은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
정에서 혼란을 겪었으며, 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는 과
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특히 삽화와 사진과 관련된
교과서 집필의 어려움에서는 광학과 관련된 사례가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광학이 빛과 파동을 다루는 학문으로
이를 시각화하는 과정이 교과서에 많이 제시되었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교과서 저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
서 어려움을 나타내었다는 것은 실제 개발된 교과서마다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로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과서의 구성과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선제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물리학Ⅰ,
Ⅱ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II.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교과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물리학Ⅱ는 모두
3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학Ⅰ은 ‘(1) 역학과
에너지’ 단원에서 역학과 현대물리 (상대론), 열물리의 내
용을 다루고 있으며, ‘(2) 물질과 전자기장’에서는 전자기
학의 내용을 다루며, ‘(3) 파동과 정보통신’에서는 광학, 현
대물리(빛의 이중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학Ⅱ도
물리학Ⅰ과 유사하게 ‘(1) 역학적 상호작용’에서 역학, 현
대물리(상대론), 열물리 내용을 다루고, ‘(2) 전자기장’에서
전자기학 내용을, ‘(3)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서 전자기학
(전자기파), 광학, 현대물리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12].
본 연구는 고등학교 물리학Ⅰ, Ⅱ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물리
학Ⅰ의 ‘(3) 파동과 정보통신’, 물리학Ⅱ의 ‘(3) 파동과 물
질의 성질’ 중 광학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
다. 분석에 사용된 교과서는 개발된 모든 교과서를 대상으
로 하여, 총 8종의 물리학Ⅰ 교과서와 총 5종의 물리학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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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를 분석하였다. 교과서를 구분하여 나타내기 위해
출판사명을 A – H로 하였는데, 같은 출판사의 교과서는
같은 문자로 표시하였다 (예 : P1A-물리학Ⅰ교과서, P2A물리학Ⅱ교과서).

2. 분석 과정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과서
저자들의 어려움 연구 [11]에서 제시한 분석 범주를 참고로
하여 ‘전체 단원의 구성’, ‘세부 내용의 구성’, ‘탐구’, ‘삽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내용의 구성’은 교과서의 소단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광학 개념을 어떤 순서로 조직화하였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교과서 저자들은 교과서 개발 초기에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를 정하는데, 이때 성취기준을 어떻게 묶어서 구성할 것인
지, 소단원별 차시 구분과 양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정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의 광학 관련 성취기준
이 광학 개념을 연계성 있게 제시하고 있지 않고, 특히 물리
학Ⅱ에서는 파동의 간섭을 두 성취기준에 나뉘어 제시되어
있어 교과서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11]. 이러한 어려움이
교과서에는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세부 내용의 구성’은 광학 개념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전
개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타 학교급에
제시되었던 내용의 포함 여부 (파동의 기초), 파동의 굴절
법칙의 전개 방법, 간섭의 설명 제시 방법, 볼록렌즈의 상
제시 방법 등을 분석하였다.
‘탐구’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과학 교과에서는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들의
연구 방법을 이해하고 과학적 개념은 물론 과학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3–15]. 교과서
에서는 다양한 탐구 활동을 제시하면서 탐구의 결과를 통해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 어떤 탐구를 수행하였는지 비교하는
것은 교과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서는 물리학Ⅰ에서 ‘여러 가지 전반사 관찰’, ‘두 개의 스피
커를 이용한 보강 · 상쇄 간섭 실험’을 필수 탐구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탐구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 방식을
비교하였다.
‘삽화’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광학은 빛과 파동이 진행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경
우가 많은데, 교과서 저자들도 광학 관련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삽화 표현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의 유형과 물리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물리 개념 및 탐구, 예시,
삽화 등에서 물리 학습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전체 내용의 구성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광학 내용은 교육과정의 내용 체
계의 ‘파동’에 해당한다. 물리학Ⅰ의 ‘(3) 파동과 정보통신’
에 제시된 6가지 성취기준 중 3개, 물리학Ⅱ의 ‘(3) 파동과
물질의 성질’에 제시된 8가지 성취기준 중 3개에 해당된다.
Table 1에 성취기준과 관련된 광학 개념을 정리하였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광학 개념은 물리학Ⅰ에서는 파동의
성질, 굴절, 전반사, 간섭, 물리학Ⅱ에서는 간섭, 회절, 렌
즈의 상, 간섭의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광학의 개념의
위계를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제시하면, 기하광학에서는
‘빛의 성질 → 반사 → 굴절 → 거울과 렌즈에 의한 상’ 등
의 순이고, 파동광학에서는 ‘파동의 성질, 중첩 → 간섭 →
회절’ 등의 순서이다. 이와 비교하면 교육과정에 제시된
광학 내용 위계는 제대로 기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일부 내용은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고, 모든 광학 개념을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목이 이공계 진학생들의 기초학습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광학 내용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물리학Ⅰ 교과서의 ‘(3)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 내용을 개
념별로 교과서 쪽수를 나타낸 결과 (Table 2) 를 보면, 광학
내용은 평균 19.5쪽으로 파동의 성질과 굴절에서 7.25쪽,
전반사에서 5.13쪽, 간섭에서 7.13쪽이었다.
소단원 구성을 살펴보면, 개발된 교과서의 대부분은 교
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의 순서대로 소단원을 구성하여
설명하고 있다. 8개의 물리학Ⅰ 교과서 중 6개의 교과서에
서는 성취기준이 제시한 순서대로(파동의 성질, 굴절 → 전
반사 → 전자기파 → 간섭) 교과서 내용을 전개하였고, 2개
출판사 (P1D, P1F) 만 다르게 기술하였다. P1D 교과서는
광학 내용을 앞쪽에 모으고 전자기파를 맨 뒤쪽으로 배치
하고, 전반사와 간섭을 바꾸어 ‘파동의 성질, 굴절 → 간섭
→ 전반사 → 전자기파’와 같이 기술하였고, P1F 교과서는
전자기파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단원으로 묶고, 전자기파는
현대물리 부분의 앞쪽에 제시하였다.
물리학Ⅱ는 파동을 전자기파로 제시하여 전체 단원의 흐
름을 기술하고 있다. 빛도 전자기파이지만, 교류 회로의 전
자기파와 볼록렌즈의 상을 만드는 빛을 같은 범주로 다루는
것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성취기준의 순서가 ‘간섭과 회절 - 도플러효과 - 전자기파
발생, 안테나 수신 - 볼록렌즈의 상 - 이중슬릿 간섭’ 등으로
기술된 것은 유기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광학 내용
이 위계있게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자기학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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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ptics 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2015 national science curriculum.
subject

physics
I

physics
Ⅱ

Achievement criteria
The student kn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wavelength, and speed of the wave, and
can explain an example of how the speed of a wave
varies with the medium.
The student can explain the optical communication
process using the principle of total reflection of waves.
The student can identify and explain examples of the
use of wave interference.
Students can understand and explain the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and examine
various examples.
Students can use the diagram to explain the process
of image formation in convex lenses and quantitatively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cus and image.
Students can find the wavelength of light using a
double slit interference experiment.

optics concepts
· characteristics of wave
· refraction
· total reflection
· interference
· interference
· diffraction
· image of lens
· interference

Table 2. Number of pages per concept in the ’waves and telecommunications’ section of Physics Ⅰ textbook.
P1A

P1B

P1C

P1D

P1E

P1F

P1G

P1H

average

6

6

7

10

7

6

9

7

7.25

4

6

5

5

6

4

6

5

5.13

· electromagnetic wave

5

6

4

7

5

4

6

5

5.25

· interference
sum

8
23

9
27

6
22

6
28

6
24

6
20

8
29

8
25

7.13
24.75

· characteristics of wave
· refraction
· total reflection

remarks

not optical
contents

Table 3. Number of pages per concept in the ’waves and properties of matter’ section of Physics Ⅱ textbook.
·
·
·
·

interference
diffraction
Doppler effect
generation and reception of
electromagnetic waves
· image by convex lens
sum

P2A

P2B

P2C

P2D

P2E

average

8

10

9

15

10

10.40

4

6

5

5

6

5.20

6

8

5

9

8

7.20

6
24

6
30

5
24

5
34

6
30

5.60
28.40

기파)과 역학(역학파동-도플러효과)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전체 단원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지 못했다.
물리학Ⅱ의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의 내용을 개념별로
교과서 쪽수를 세어보면 (Table 3), 광학 내용은 평균 16.0
쪽이었고, 간섭과 회절이 10.4쪽, 볼록렌즈에 의한 상이 5.6
쪽이었다.
교과서별로는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 P2D 교과서에서
는 간섭과 회절의 내용이 15쪽으로 다른 교과서보다 5 – 7
쪽 정도 많이 집필하였다. 특히 회절에 대해서는 8쪽으로
구성하였는데, 다른 교과서에서는 2 – 4쪽 밖에 기술되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과서 개발
지침에 총 쪽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념에 많은
쪽수를 할애하게 되면 다른 개념을 설명하는 쪽수는 적어질

remarks

not optical
contents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소단원 구성이나
개념별 교과서 쪽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지침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
기 때문이다. 교과서 집필에서 개념별로 쪽수를 제시하는
것처럼 교과서 개발의 자율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사용
하는 것은 불필요한 방법이지만,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배우는 내용의 양과 깊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교과서 개발시 출판사간 협의 또는
교육과정 개발진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물리학Ⅱ의 소단원 구성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는 간섭을
기술하는 방식에서의 차이다. 교육과정에서는 간섭을 두
개의 성취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때문에 교과
서 저자들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두 성취기준을 합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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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해야 할 것인지 나누어서 기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다 [11]. 개발된 교과서를 살펴보면, 3종의
교과서 (P2A, P2D, P2E) 는 두 성취기준을 합쳐서 기술하
였고, 2종의 교과서 (P2B, P2C) 는 두 성취기준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나누어서 기술하였다.

2. 세부 내용의 구성 분석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광학은 ‘파동’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 ‘빛과 파동’
에서 다루는데, 파동의 정의, 파동의 종류 (횡파, 종파), 파
동의 표현(파장, 진동수, 주기), 파동의 특성(진폭, 진동수)
등을 학습한다. 교과서 저자들은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
에서 이들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할 것인지 고민하였다
[11]. 파동의 중첩을 설명하기에 앞서 파동에 대한 기초적
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학습량 적정화 때문에 학교급간 학습내용의 중복을 줄여야
하고, 또한 교과서 쪽수의 제한 문제도 고려해야 했다.
물리학Ⅰ 교과서 8종 중에서 1쪽 이내로 간략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총 3종 (P1A, P1B, P1H) 이었다. 이들 교과서에
서는 파동의 정의와 파동의 표시에 대한 설명까지만 제시
하였다. 다른 3종의 교과서 (P1E, P1F, P1G) 는 2쪽으로
제시하였는데, 횡파와 종파에 대한 설명을 그림과 함께 제
시하거나(P1E), 파동의 발생과 표현을 탐구로 제시하거나
(P1F), 파동의 발생과 전달을 상세히 제시하였다 (P1G).
한편, P1C 교과서는 파동의 발생, 여러가지 파동 (횡파, 종
파) 관찰 등의 탐구 2개를 제시하면서 3쪽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P1D 교과서에서도 파동의 발생, 스마트폰을 이용
한 파형 관찰 등의 탐구 2개를 포함하여 4쪽의 많은 양이
제시되어 있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 매질에 따라 파동의 속력이 다른
것을 ∼’은 파동이 성질이 다른 경계면에서 굴절하는 현상을
학습하도록 제시된 것이다. 물리학Ⅰ 교과서는 굴절을 설명
하는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정성적인 설명만 제시한 경우로 P1C, P1D, P1H의
세 교과서에서 발견되었다. 두 교과서 (P1D, P1H) 에서는
파면의 이동을 수레 바퀴(장난감 자동차)로 비유하여 아스
팔트 (콘크리트) 에서 잔디 (모래밭) 로 비스듬히 진행할 때
잔디로 먼저 진입한 바퀴가 아스팔트에 있는 바퀴보다 느리
기 때문에 진행방향이 꺾인다는 방식의 설명으로 전형적인
파동 관점에서의 굴절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P1C 교과서
에서는 입사파와 굴절파의 속력의 비 (v1 : v2 )가 파장의 비
(λ1 : λ2 )와 같다는 것을 식으로 나타내기만 했을 뿐 입사각

과 굴절각과의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이들 세 교과서
에서는 굴절률을 정의하지 않고 설명하였는데, P1C 교과서
에서는 전반사를 설명할 때에 비로소 굴절률을 정의하였다.
파동 (빛) 이 굴절한다는 것은 이미 초등학교 6학년에서 배
운 개념으로 굴절의 원인이 매질간 속력의 차이라는 설명을
포함한다고 해도 고등학생 수준에 부족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파동이 굴절하는 현상을 정량적인
결과만으로 제시한 교과서로 P1B, P1F의 두 교과서에서
발견되었다. 입사각 (θ1 ) 과 굴절각((θ2 ) 의 사인비가 )
속력의
v1
λ1
sin θ1
비 (즉, 파장의 비) 와 같다는 결과 sin θ2 = v2 = λ2 를 식
으로 제시하고 이를 굴절법칙 (스넬법칙) 으로 명명하였다.
P1B교과서는 속력의 비 (파장의 비) 를 매질 1에 대한 매
질 2의 굴절률 (n12 ) 로 정의하는 것까지 포함하였다. 굴절
설명의 세 번째 유형은 스넬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까지 포
함한 교과서로 P1A, P1E, P1G의 세 교과서였다. 파동이
굴절하는 상황에서 파면이 같은 시간동안 이동한 거리의
비가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의 비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여
스넬 법칙을 유도하였다.
스넬 법칙의 포함 유무는 전반사 설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굴절법칙을 정성적으로 설명한 세 교과서에서는 전반사에
대한 설명도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수준으로 제시하였고,
P1E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교과서에서는 스넬 법칙의
결과를 이용하여 임계각을 굴절률로 정의 (sin θc = n1 또는
sin c = nn21 ) 하였다.
간섭은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동시에 제시되는 개념
이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물리학Ⅰ에서는 간
섭의 활용 예를 다루고, 그 원리에 대한 내용은 물리학Ⅱ에
서 다루게 되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간의 중복을 줄여 학생들의 학습량을 적정화하고자 했기
때문에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같은 설명이 제시되지 않
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물리학Ⅰ에서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다루지만, 이를 위해서는 간섭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될 수 밖에 없다. 8종의 물리학Ⅰ 교과서
에서는 대부분 비슷한 전개 방식으로 간섭을 다루고 있다.
파동의 중첩을 이용하여 중첩 원리를 설명하고, 간섭 원리를
통해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을 설명하고 있다. 이후 스피커를
이용한 간섭실험과 함께 간섭의 활용예를 제시하였다.
한편 물리학Ⅱ에서의 간섭 설명은 교과서간에 차이가
있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리학Ⅱ에서는 간섭을
다루는 성취기준이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어 출판사에 따
라 합쳐서 기술하기도 하고 분리해서 기술하기도 하였다.
P2A 교과서에서는 간섭의 기본 원리를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고 이중슬릿의 간섭 (영의 실험) 원리를 설명하면서 간
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P2B 교과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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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의 원리를 설명한 후 간섭의 예를 제시하였고, P2C, P2D
교과서에서는 물결파 간섭 실험을 통해 간섭 원리를 설명하
고 그 후에 이중 슬릿 간섭을 다루었다. P2E 교과서에서는
전자기파에 대해 설명하고 중첩 원리를 통해 간섭을 설명한
이후 영의 실험을 소개하였다.
물리학Ⅱ의 볼록렌즈에 의한 상의 내용 제시 과정은 대부
분의 교과서에서 유사하게 구성되었다. 초점을 정의하고 볼
록렌즈에서 광선추적을 하는 방법으로 3개의 광선을 그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작도를 통해 상을 구하는 내용 (탐구) 이
제시되었다. 이후 렌즈 방정식을 통해 물체거리, 상거리와
초점거리 간의 정량적 관계를 제시하는 방식이었다. 내용
구성상에서 다른 교과서와 차이를 나타낸 것은 P2C 교과서
로, 이 교과서에서는 초점을 도입하기 전에 평면거울에 의
한 상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반사와
굴절의 개념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렌즈에 의한
상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습한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는 것은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학교급간 내용의 중복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불필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볼록렌즈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P2A, P2E의 두 교과서만 포함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선추적 방법은 4개의 교과서에
서는 직접 제시한 반면, P2D 교과서에서는 탐구 활동 속
에서 작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되었다. 고등학교 물리학Ⅱ에서 다루는 볼록렌즈는 얇은
볼록렌즈로 실제로는 빛이 볼록렌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 2회의 굴절이 일어나야 하지만, 렌즈의 가운데에서 1
회만 굴절이 일어나는 것으로 근사한다. 또한 이 때문에
렌즈의 중심을 통과한 광선은 굴절하지 않고 직진한다고
가정한다. P2E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제시하였다. 물리학Ⅱ에서의 광선추적은 근축광선
추적으로 광축에 가까운 광선 (즉, 굴절각이 작은 경우) 에
대해서만 성립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차가 발생하
여 한 점에서 상이 형성되지 않는다. P2A 교과서에서만
‘광축에 가까운 광선만 다룬다’고 제시되어 있었고, 수차의
개념은 P2E 교과서에서 구면 수차와 색수차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초점과 상의 관
계를 정량적으로 구할 수 있다’고 제시되어 있어, 모든 교과
서에서는 렌즈 방정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P2C 교과서를
제외하고 모든 교과서에서 유도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특히 P2B 교과서에서는 렌즈 방정식 유도과정을 탐구로
구성하여 제시하였다.

과학 교과에서 탐구는 다른 교과와 과학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서는 탐구를 수행하
는 과정을 통해 개념을 학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탐구가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 교육과정
에서는 대단원마다 2-3개의 필수 탐구를 제시하고 있으며,
교과서에서는 필수 탐구 이외에도 여러 개의 탐구를 포함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물리학Ⅰ에 제시된 탐구를 크게 구분하면 파동의 기초,
굴절, 전반사, 간섭 등으로 나뉠 수 있다. 세부 내용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파동의 기초와
관련된 탐구는 파동의 모습을 설명하는 개념 (진폭, 파장,
주기, 진동수) 과 파동의 종류 (횡파와 종파) 등을 알아보는
탐구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을 확인하는 탐구로 구성되
었다. 3종의 교과서에서는 두 내용을 모두 탐구로 구성하
였고, 3종의 교과서에서는 두 탐구 활동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내용을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굴절 관련 탐구는 물결파의 굴절, 굴절의 규칙성 찾기, 굴
절 현상의 예 등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결
파의 굴절’은 물결파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수면의 깊이가
달라졌을 때 물결파의 속력이 바뀌면서 굴절하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굴절의
규칙성 찾기는 매질이 바뀔 때 빛이 굴절하는 현상을 관찰하
고 굴절의 원리를 찾는 것으로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
었다. 2종의 교과서(P1A, P1G)에서는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하여 둘 사이의 관계인 스넬 법칙을 유도하도록 되어 있
고, 다른 1종의 교과서 (P1E) 에서는 매질에 따라 굴절각이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수준까지만 제시되었다. 탐구를
제시하지 않은 두 종의 교과서 (P1B, P1F) 는 본문에 스넬
법칙을 제시한 반면, 다른 3종의 교과서는 굴절의 정량적인
해석은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인 수준까지만 포함하였다.
전반사 관련 탐구는 총 20개가 제시되었는데, 전반사를
관찰하고 그 원리를 탐색하는 활동,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을 관찰하는 탐구, 광섬유와 광통신 관련 탐구 등으로 구성
되었다. 전반사 원리 탐구는 굴절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전
반사 현상을 확인하고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을 관찰하는
탐구는 모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과정에
서 제시된 탐구 활동(여러가지 전반사 관찰)이기 때문이다.
교과서마다 2 – 5개 정도의 전반사 현상을 예로 제시하고 전
반사를 이용하여 설명해보는 활동으로 아크릴막대, 물줄기,
직각프리즘, 광섬유 등에서의 전반사를 예로 제시하였다.
간섭과 관련된 탐구는 총 21개로 파동의 중첩, 파동 간섭
그리기, 파동의 간섭 조사,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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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tics-related inquiries in the physics I textbooks.
P1A
wave

refraction

total
reflection

interference

fundamental elements of
a wave
velocity of wave
refraction of water wave
regularity of refraction
examples of refraction
etc.
principle of total reflection
various total reflection
optical fiber and optical
communication
etc.
superposition of wave
drawing of wave
interference
investigation of wave
interference
interference with two
speakers
etc.

⃝
⃝
⃝
⃝

P1B
⃝
⃝

P1C

P1D

⃝(2)*

⃝(2)*

⃝

⃝

⃝

⃝
⃝

⃝

⃝
⃝
⃝

⃝
⃝

⃝
⃝

⃝

⃝

⃝

⃝

⃝

P1E

⃝(2)*
⃝
⃝

⃝
⃝

⃝
⃝

⃝
⃝

⃝

⃝

⃝

P1F

P1G

P1H
⃝
⃝

⃝

⃝
⃝
⃝
⃝
⃝

⃝

⃝

⃝

⃝

⃝

⃝

⃝

⃝

⃝
⃝

⃝

⃝

⃝

⃝
⃝

* two inquiries were presented

등이 제시되었다. 파동의 중첩을 관찰하는 탐구는 6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었는데, 용수철을 흔들어 같은 모양의 파
동과 반대 모양의 파동이 겹쳐졌을 때의 중첩을 관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는 ‘두 개의 스피커를 이용한
간섭’ 실험인데,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 탐구이다. 이 탐
구는 정량적으로 실험하기 어렵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
기 어려워 교과서 저자들이 구성하기 어려워 하는 탐구였
다 [11].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신호발생기 등을 이용하여
특정 주파수의 파동을 발생하고, 사람의 귀로 직접 듣거나
(P1A, P1C, P1E, P1F, P1G), 스마트기기 (P1B, P1D),
소음측정기 (P1H) 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
다. 6종의 교과서에서는 간섭 현상을 정성적으로만 설명
하도록 하였고, 2종의 교과서(P1A, P1D)에서는 스피커와
간섭위치 사이의 거리와 파장과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설명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종의 교과서에서는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를 표시하여 측정하였지만 그 결
과를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활동은 포함하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두 스피커의 연결한 선상으로부터
약 1 –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하였는데, 1종의
교과서(P1E)에서는 두 스피커 사이에서만 측정을 하였고,
1종의 교과서 (P1D) 에서는 두 종류의 측정을 모두 시행하
였다. 이 실험은 위치에 따라 간섭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
문에 귀로 측정하였을 때에는 두 귀 중 한쪽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1종의 교과서 (P1A) 를 제외하면 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한 교과서 (P1F)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소리가 크고 작은 것을 확인하는 질문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포함하기도 했다.
물리학Ⅱ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를 간섭, 회절, 볼록렌즈
에 의한 상 등으로 구분하여 그 세부 분석 결과를 Table 5
에 정리하였다. 물리학Ⅱ의 탐구 수는 교과서별로 차이가
컸는데, P2D 교과서에는 모두 10개의 탐구가 제시되어 있
지만, P2E 교과서에는 불과 2개의 탐구만 제시되어 있었다.
간섭과 관련된 탐구는 모두 12개로 간섭 현상을 확인하는
실험과 생활 속에서 간섭 현상을 조사하고 설명하는 탐구가
3종의 교과서에 각각 제시되었고, 간섭 무늬의 간격을 측정
하여 빛의 파장을 구하는 탐구는 모든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간섭 현상의 확인은 수면파 (물결파) 를 이용하는
경우가 2종,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간섭 설명이 1종의 교과
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회절과 관련된 탐구는 회절 현상을
확인하는 탐구가 4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고, 회절
무늬를 이용하여 빛의 파장을 구하는 실험과 생활 속에서
의 회절 현상에 대한 조사활동이 1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간섭 무늬로 빛의 파장을 구하는 탐구가 교육과정에 제
시된 필수 탐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과서에 비슷한
방법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교육과정의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에 제시된 “파동의 간섭과 회절을 학생들이 직접
관찰하여 실험 결과를 계산 결과와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회절을 이용한 측정
실험이 단 1종의 교과서에만 제시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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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ptics-related inquiries in the physics Ⅱ textbooks.

interference

diffraction

image by a
convex lens

check for interference
measurement of wavelength
using interference
examples of interference
check for diffraction
measurement of wavelength
using diffraction
examples of diffraction
ray tracing
finding a focal length
etc.

P1A

P1B
⃝

P1C
⃝

P1D
⃝(2)*

P1E

⃝

⃝

⃝

⃝

⃝

⃝

⃝
⃝

⃝

⃝
⃝(2)*

⃝

⃝
⃝
⃝

⃝

⃝

⃝(2)*
⃝(2)*

⃝

* two inquiries were presented

볼록렌즈에 의한 상과 관련된 탐구로는 광선추적을 통해
상을 작도를 통해 구하는 탐구가 3종의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2종의 교과서 (P2A, P2B) 는 광선추적방법을 간
단히 설명한 후, 볼록렌즈 앞의 물체의 위치를 초점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각각 광선추적을 통해 상을
찾고 그 특징을 설명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다른 1종의
교과서(P2D)는 물체의 위치가 초점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경우를 다른 탐구로 구성하였는데, 특히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허상의 의미를 활동을 통해 이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한편, 2종의 교과서 (P2C, P2E)
는 볼록렌즈에 의한 상을 관찰하고 물체와 렌즈 사이의 거
리, 렌즈와 상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여 렌즈의 초점거리를
구하는 탐구를 제시하였다. P2C 교과서에서는 천정에 있
는 형광등에 의한 상을 맺게 하여 렌즈와 상까지의 거리를
초점거리로 놓고 일정한 거리에 있는 물체 (LED) 와 상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와 비교하는 활동이 구성되어 있었고,
P2E 교과서에서는 물체 뒤에 전구를 놓아 물체가 2차 광원
의 역할을 하여 스크린에 상이 맺도록 제시되어 있었다.

4. 삽화의 구성
물리 학습에서는 그림,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 [16]. 특히 광학은 빛이나 파동이 전달되는 과정
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는 과정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더 중요하다. 물리학 교과서에 제시된 삽화 중에서 물 속
물체의 상, 얇은 막 간섭, 볼록렌즈 상, 간섭과 회절 개요도
등에 대해 교과서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물 속에 있는 물체는 공기 중으로 빛이 굴절하여 나오면서
꺾이기 때문에 실제 위치보다 굴절률만큼, 즉 원래 깊이의
3/4 위치로 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위에서 보았을 때이고, 비스듬한 위치에서 보면 위쪽만이

Fig. 1. (Color online) Wrong illustration about the image
of an object in water (P1G, p.151).
아니라 관찰자의 위치 쪽으로도 당겨져 보여야 한다. 물
속에 있는 물체의 상을 표시한 교과서는 물리학Ⅰ의 5종의
교과서인데, 물체 바로 위쪽에 상을 표시한 교과서가 3종
이었고, P1D 교과서는 앞쪽으로 떠 있게 나타냈으며 (너무
많이 떠 있는 것으로 나타냈지만), P1G 교과서는 뒤쪽으로
떠 있는 것으로 나타내었다(Fig. 1). 상을 나타내려면 물체
에서 출발한 2개 이상의 광선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5종의 교과서 중 3종에서는 하나의 광선으로 나타내었다.
얇은 막에서의 간섭을 설명할 때 입사된 파동과 윗면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파동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얇은
막의 예로는 무반사 코팅, 비눗방울, 기름띠 등이 제시되었
는데, 교과서별로 살펴보면 무반사 코팅에 대해 물리학Ⅰ의
5종 교과서에서, 비눗방울은 물리학Ⅰ의 5종, 물리학Ⅱ의
1종 교과서에서, 기름띠는 물리학Ⅰ의 1종, 물리학Ⅱ의 2
종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었다.
이 중 기름띠는 비교적 두껍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3λ−4λ
수준으로 나타내도 물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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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lor online) Illustration presenting the relation
between a object and a image (P2C, p.168).

Fig. 2. (Color online) Wrong illustration about thin film
interference (P1E, p.177).
무반사 코팅막과 비눗막의 두께는 매우 얇아 0.5λ − λ(위
치에 따라 다르지만) 수준이기 때문에, 막 속에서의 파동의
모습을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쉽지 않다. 무반사 코팅의
경우에 2종 교과서(P1A, P1F)에서는 3λ 수준으로 두껍게
나타내어 파동의 모습을 보이도록 제시하였고, 1종의 교과
서(P1G)에서는 막 내에서의 파동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2종의 교과서 (P1D, P1E) 교과서에서는 0.5λ − λ 두께로
막을 나타내었지만 하나의 파동이 경로를 달리하여 진행하
였다가 다시 합쳐졌을 때 간섭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다른 두 파동이 간섭되는 것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잘못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Fig. 2).
볼록렌즈에 의한 상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서 그 모양과
크기가 다르며, 상의 위치도 다르게 나타난다. 교육과정에
서 제시한 대로 볼록렌즈에 의한 상의 형성을 물체가 초점
안쪽과 바깥쪽에 있을 때로 구분하여 작도하는 과정이 탐
구로 제시되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제
시하였다. 탐구로만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P1D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Fig 3과 같이 2차원 상에서
물체와 상의 관계를 작도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는데, P1B
교과서는 초점 밖에 물체가 있을 때 물체거리가 초점거리의
2배일 때와 그보다 작고 클 때로 구분하여 세 위치에 대한
상의 형성을 제시한 반면, 물체가 초점 안쪽에 있을 때는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P1A 교과서는 하나의 그림 속에 물
체의 위치에 따른 상의 모습을 나타내어 물체와 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고(Fig. 4), P1E 교과서는 초점
안쪽과 바깥쪽에 물체가 있을 때의 상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Fig. 4. (Color online) Illustration presenting images according to position of object (P2A, p.162).

Fig. 5. (Color online) Type Ⅰ : geometry of in interference (P2B, p.194).
Table 6. Geometry types of interference and diffraction
in physics textbooks.
Interference
Diffraction

P2A
Ⅱ, Ⅲ
Ⅱ

P2B
Ⅰ
-

P2C
Ⅰ
-

P2D
Ⅱ
Ⅰ

P2E
Ⅱ
Ⅰ

이중 슬릿에 의한 간섭과 단일 슬릿 회절에서 빛의 진행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모두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중
슬릿의 각각에서 관측점까지를 직선으로 연결한 유형(유형
Ⅰ, Fig. 5), 중간에 물결줄임 표시를 이용하여 나타낸 유형
(유형 Ⅱ, Fig. 6), 실제 크기의 비율로 그리고 이중 슬릿
은 확대하여 나타낸 유형 (유형 Ⅲ, Fig. 7) 이다. 물리학Ⅱ
교과서 5종에서 간섭과 회절의 원리를 설명할 때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Table 6에 나타
내었다.
유형Ⅰ로 나타낸 교과서는 간섭에 대해서 2종, 회절에 대
해서 2종이었고, 유형Ⅱ로 나타낸 교과서는 간섭에 대해서 3
종, 회절에 대해서는 1종이었다. 교과서 P2B와 P2C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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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 online) Type Ⅱ : geometry of in interference (P2D, p.162).

Fig. 7. (Color online) Type Ⅲ : geometry of interference
(P2A, p.143).
회절에 대한 구성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유형Ⅲ에 대해서는
교과서 P2A에서 간섭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나타났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간섭을 유형 Ⅱ와 Ⅲ의 두 가지 유형으로 모
두 제시하였다.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유형Ⅰ인데, 특별한
추가 요소 (물결줄임, 확대) 가 없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
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와 다른 왜곡된 그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오개념을 가질 수 있다. 이중슬릿의 간격은 수
mm 정도인 것에 비해 슬릿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는 1m
내외로 교과서에 그림으로 나타내려면 슬릿 사이의 간격은
거의 무시할 수 있어 유형Ⅲ과 같이 그리거나 스크린까지를
줄여서 나타낸 유형Ⅱ와 같이 나타내어야 한다. 유형Ⅰ로
나타낸 교과서에서도 그 한계점을 인식하여 두 슬릿 사이의
광선이 평행하게 진행한다는 것을 글과 그림을 이용하여
추가하기도 했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내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8종의 물리학Ⅰ 교과서의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과 5

351

종의 물리학Ⅱ 교과서의 ‘파동과 물질의 성질’ 단원에 제
시된 광학 관련 내용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전체 단원
의 구성’, ‘세부 내용의 구성’, ‘탐구’, ‘삽화’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진행하였다. ‘전체 내용의 구성’에서는 교과서의
소단원 구성과 광학 개념이 어떤 순서로 조직화하였는지를
비교하였고, ‘세부 내용의 구성’은 파동의 기초, 스넬 법칙,
간섭, 볼록렌즈의 상 제시 방법 등의 서술 방법을 비교 분석
하였고, ‘탐구’에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탐구 활동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삽화’에서는 물 속 물체의 상, 얇은
막 간섭, 볼록렌즈에 의한 상, 간섭과 회절의 개요도 등을
나타낸 삽화의 교과서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 구
성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따라서 구성되어, 물
리학Ⅰ 교과서의 대부분은 ‘파동의 성질, 굴절 → 전반사
→ 전자기파 → 간섭’의 순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있었고,
물리학Ⅱ는 ‘간섭과 회절 - 도플러효과 - 전자기파 발생,
안테나 수신 - 볼록렌즈의 상 - 이중슬릿 간섭’의 순으로 구
성되었다. 고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에 제시된 광학 내용은
학생들이 익혀야 할 광학 개념이 위계있게 제시되지 않고
개념간에 연결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광학 개념의 범위와 수준이 교과서별로 차이있게
기술되었다. 파동의 기초와 관련된 내용은 1쪽 수준에서
작성한 교과서부터 중학교에서 학습했던 내용을 포함하여
3 – 4쪽 수준으로 길게 작성한 교과서도 있었다. 굴절에
대한 설명도 정성적인 수준에서만 제시한 경우부터 스넬
법칙의 유도 과정을 포함하여 제시한 경우까지 다양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섭은 교과서별로 가장 차이가 많은
부분이었다. 간섭 개념은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에서 모두
다루어지는데, 교과서에 따라서 두 교과서에서 중복된 내
용을 제시하기도 했고, 물리학Ⅱ에서는 한번에 기술하기도
하고, 다른 내용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기술하기도 했다.
셋째, 광학 관련 탐구 활동은 물리학Ⅰ 교과서에서는 파
동의 기초, 굴절, 전반사, 간섭 등의 내용으로 교과서당 평균
8.0개의 탐구가 제시되었으며, 물리학Ⅱ 교과서에서는 간
섭, 회절, 볼록렌즈에 의한 상 등의 내용으로 교과서당 평균
5.2개의 탐구가 제시되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필수탐구
는 물론 교수학습방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탐구가
구성되어 탐구 활동의 주제와 방법에 유사성이 많았다.
넷째, 광학 단원의 삽화에 대한 분석은 물 속 물체의 상,
얇은 막 간섭, 볼록렌즈 상, 간섭과 회절 개요도 등에 대해
교과서 그림의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교과서 간에 광학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있어 많은 차이가 발견되었으
며, 물리적인 오류가 포함된 그림도 여러 개 발견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학 교육 및 교과서 개발과
관련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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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과 관련된 논의이다. 교육과정은 비

발하여 새 교육과정 개발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교적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정을

구축을 한다면 교과서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리

해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때문에 교과서마다

적 오류가 없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높은 자료가 교과서에

구성 방식에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내용 전개나 학습하는

제시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물리교육 개선에 이바지 할 수

개념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방향을

있을 것이다.

정해주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교과서 저자들이 교육과
정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나 실제 교과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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