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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for elementary school science introduced the concept of
weight as more common usage representing the amount of material instead of mass, the reason
being that the mass concept is difficult to understan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 caused by the use of such a nonscientific expression in
official government document and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way of introducing the concept of
weight. For this, we surveyed the opinions of science educators about this problem and analyzed
the transitions of Korean science curricula. In addition, we investigated science curricula and
standards of other countries related to this problem. As a result, the most common perception
of science educators was to introduce both units of weight and mass scientifically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In the transitions of Korean science curricula, the meaning of weight has been
changed from ‘the magnitude of force’ to ‘the amount of material.’ In other countries, although
every country introduces concept of force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no country introduces the
concept of mass. Only one country introduced the concept of weight. Based on these results, we
discussed and suggested introducing the concept of weight within the context of a balanced force
in elementary schoo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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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정의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질량을
도입하지 않고, 무게를 물체의 양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이지 않는 표현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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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담는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초등학교 과정에 무게 개념을 도입하는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무게와 질량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이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교육과정이나 과학표준 문서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진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학교육자들은 무게와 질량의 단위를 구분하여 정확하게 지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서는 무게를 ‘힘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에서 질량을
대신하여 무게로 ‘물체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다른 나라의 경우, 조사한 모든 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힘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질량을 다루는 경우는 없었고, 싱가포르에서만 무게 개념을
도입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과학에서 힘의 평형 관점에서 무게를 도입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논의하였다.
Keywords: 질량, 무게,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I. 서 론
2019년 5월 20일은 측정의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날
이 될 것이다. 국제도량형총회의 결정에 의해 국제단위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 의 기본 단위 7개 중
기준이 새롭게 정의된 4개의 단위가 이 날을 기점으로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변화는 1960년 11차 국제도량형총
회에서 독립된 차원을 가지는 7가지의 기본 단위가 설정된
이후에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1]. 기준이 새로 정의
된 4가지 단위의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단위는
질량 (mass) 이다. 질량의 기본 단위인 1 kg은 백금 90%
와 이리듐 10%로 이루어진 높이와 지름이 각각 39 mm인
원기의 질량으로 1889년에 정의되었으며, 여러 나라들은
이 원기의 복제품을 만들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130년이 지난 지금, 산화 등의 이유로
원기의 질량에 변화가 생기면서 새롭게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이루어져왔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은 탐색되던 끝에 결국 자연의 기본상
수 중의 하나인 플랑크 상수(h)를 이용하여 질량을 새롭게
정의하기에 이르렀다.
중요한 물리 개념 중 하나인 질량의 새로운 정의는 곧
교육현장에서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문제를 수반한다. 현재까지 교육 현장에서는 질량
기준을 실물 원기와 연결하여 시각화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질량 기준은 직관적
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질량의 단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접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교육적 논쟁의 주제 즉, ‘특정 개념을 학생에
맞춰 어느 수준까지 제시할 것인가? ’의 연장선에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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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어떤 단계에서든지 과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과 낮은 학교급에서는 정확
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과학적
개념을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으로 정리될 수 있다
[2].
초등학교에서의 무게 단위의 도입 문제는 재정의된
질량 단위를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의 문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같은 맥락에서 초등학교 과학의 무게
단위 사용과 관련한 논쟁도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과학을
정확하게 가르쳐야한다는 관점에서 무게 단위로 힘의
단위인 N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질량의 단위이지만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 단위인 kg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 점이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이 ‘무게’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기대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무게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성취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
[4 과 09-03] 용수철에 매단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3]
내용체계의 “힘과 운동” 영역 중, 핵심 개념 “힘”과 일
반화된 지식 “물체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한다.”의 하위
항목으로 “무게”가 제시된 것을 고려하면, 이 성취수준에
서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학생들이 힘 (force) 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문제에 대한 탐색을 위해서 질량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게는 질량을 가진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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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이기 때문에 질량으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다. 따라
서 교수 · 학습 상황에서 질량 개념을 도입하지 않은 채로
무게를 재는 원리를 설명하는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4].
게다가, 이 두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혼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개념을 가르치는 교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
두 개념에 대해 학생들도 과학적인 개념을 갖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왔다 [5].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질량
개념의 도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왔지만 [6–8], 무게 개념의 도입 문제는 지금까지
잘 주목받지 못해왔다. 또한 무게 개념에 대한 연구는 학
생들이 가진 개념 (preconceptions or misconceptions) 을
조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9–11]. 이에 질량과 무
게와의 관계 속에서 무게 개념의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 질량과 무게의 단위의 도입
문제에 대한 교육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그동안 질량과 무게의 도입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과
과학표준에서는 질량과 무게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들을 종합하여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 개념을 어떻게 도입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어렵다는 점이다 [14]. Galili와 Bar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
분의 어린이들은 물체를 들 때 근육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힘 또는 물체의 양으로서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고,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무게와 관련지어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15]. 역사적으로, 중력이 발견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
렸다는 점도 학생들이 스스로 중력 개념을 발견하기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 개념을 선언적으로 도입할지
혹은 조작적으로 도입할지 등의 방법적 측면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학생들의 과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무게 개념의 도입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명
시적으로 제시해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무게를 중력으로 정의 (gravitational definition) 하
여 무게 개념 자체의 의미를 강조할지, 무게를 조작적으로
정의(operative definition)하여 무게 개념의 다층적인 이해
를 도울 것인지에 대한 것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주
제이다. “지구가 물체의 질량에 작용하는 힘” 혹은 “중력에
의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은 보편적인 정의는
중력으로 무게를 정의한 것에 해당한다 [13]. 반면, “물체가
물체를 지탱 (support) 하는 곳에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물체를 지탱할 때에 물체를 위 방향으로 떠받히는 힘
(수직항력)”과 같은 정의는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 [14].
측정값으로서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정의하는 것은 이
조작적 정의를 이용한 것에 해당되고, 이 정의는 무게를

II. 이론적 배경
무게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념으로, “물체의
무거운 정도”라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는 일상에서 통용
되는 의미와 상통한다 [12]. 하지만, 무게에 대한 과학적인
정의는 질량, 중력, 힘과 같은 과학적인 개념들과 연계되어
표현된다. 정의에 따라 관련되는 개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과학교육적 맥락에서 무게 개념의 도입
은 중력, 질량, 힘 등과 같은 여러 개념과의 도입과 연관지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물리학 교재에서 소개되
는 가장 보편적인 무게의 정의는 “천체의 중력 (gravity) 에
의해 물체에 작용하는 힘(force)”이다 [13]. 이 정의는 국제
단위계 (SI) 에서 무게의 단위를 힘의 단위인 N(뉴턴) 으로
정의한 사실과 잘 부합할 뿐 아니라, 무게의 상호작용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정의이다. 하지만, 이 정의를 초등학교
과학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8]. 이
정의를 보다 엄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체의 질량, 중
력, 힘과 같은 개념들의 복합적인 이해도 수반되어야하기
때문이다.
무게 개념의 도입에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학생
들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스스로 생각해내기

감각적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5].
학생들에게 무게 개념을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진 무게에 대한 선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
들은 무게를 누르는 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16]. 또
한 무게를 물체를 들어 올릴 때 저항하는 힘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으며 [17], 무게를 물체가 가진 양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18]. 무게에 대한 이러한 선개념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물체의 무게를 가늠해 보는데 영향
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무게를 측정하는
물체의 모양이나 방향에 따라 무게가 달라진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9,10]. 또한 학생들은 물체의 무게를 부피와
관련지어 연속적인 양으로서 생각하기보다는 ‘무거운 것’
혹은 ‘가벼운 것’과 같이 무게를 물체 자체가 지니는 범주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었다 [11]. 이러한 인식은 근
본적으로 힘을 물체 사이의 작용보다는 물체 내부에 있는
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다 [19]. 물체의 운동과 힘의
학습에서 힘의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인
것처럼 [20], 학생들의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무게 개념
의 도입에서 무게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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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Questionnaires for survey.

Item
1-1

Contents
What do you think about using kg as a unit of weight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1. We should use N as a unit of weight.
2. It does not matter to use kg as a unit of weight.
3. We should introduce both units of kg and N with correct meanings.

Item
1-2

Please let us know if you have any opinion related to this problem.

Item
2

What do you think about students learn mass in middle school rather than elementary school for the first time?
1. There would be confusions to learn mass in middle school.
2. It does not matter to learn mass in middle school.
3. Even though students learned about mass and weight, they still have difficulty to distinguish them.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와 질량의 단위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찰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초등학교에서 무게의 단위로
질량의 단위인 kg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과 국외의 교육과정에서는 질량과 무게의
도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무게의 단위를 질량의 단위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
한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 문항은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3문항으로 구성
하였다. 1-1번 문항은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의 단위를
kg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선택형 문제로,
1-2번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서술형 문제로 구성
하였다. 2번 문항에서는 중학교에서 질량을 처음 도입하
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게와 질량의 개념을 혼동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지역교육청 과학 연수와 한국물리학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학교사와 물리학자를 합하여
총 126명의 설문이 수집되었다. 세부적으로는 2가지 방법
으로 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초등교사 (Elementary
school teachers, TE)’와 ‘중등교사, 교육청 장학사, 연구원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school commissioners,
researchers at the laboratory, TR)’을 구분하여, 이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교육학 전공자(Degree
in education, DE)’와 ‘자연과학 전공자(Degree in natural
science, DN)’를 나누어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두 번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질량과 무게가 어떻게 다
루어져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5차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부터 2015 개정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까지 [3], [21–28]
무게, 질량, 중력 등의 용어를 사용한 진술문을 찾고, 교육
과정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진술이 달라졌는지 분석하였다.
교육과정 해설서가 함께 제공된 교육과정에서는 해설서도
함께 분석하였으며, 교육과정의 내용체계표, 내용요소, 성

취기준,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서 나타나는 모든
진술을 살펴보았다. 무게에 대한 탐구활동은 ‘용수철저울의
원리’와 ‘수평 잡기의 원리’로 나누어지는데, 용수철저울의
원리에서는 용수철저울이나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 개념
의 도입과 무게 측정원리에 탐구가 이루어지고, 수평 잡기
의 원리에서는 서로 다른 물체의 무게를 비교하는 탐구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무게의 단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무게의 측정원리를 다루는 용
수철저울의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의 차세
대과학표준 (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NGSS)
[29]과 영국의 국가교육과정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science programmes of study) [30], 호주의 국가교육
과정 (Australian Curriculum Assessment and Reporting
Authority, ACARA) [31],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가교육과
정 (Science Syllabus Primary) [32] 문서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이 문서들에 나타난 무게, 질량, 중력 등의 용어가 사용되는
진술문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무게가 힘이라는 점을 고려
하여 해외의 문서에서 힘 (force) 을 언제,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무게와 질량 단위의 도입 문제에 대한 과학교육자
들이 가지는 인식 조사 결과
초등학교에서 무게의 단위로 질량의 단위인 kg을 사용하
는 것에 대한 과학교육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무게와 질량의
단위를 모두 정확하게 도입하여 가르치자(3번 응답)는 의견
(54.0%) 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무게의 단위를 질량의 단
위인 kg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2번 응답)는 의견(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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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 of educators’ perception about how to
introduce the unit of weight.
Item 1: What do you think
about using kg as a unit of
weight i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1. We should use N as a unit
of weight.
2. It does not matter to use kg
as a unit of weight.
3. We should introduce both
units of kg and N with correct
meanings.
Sum

Total
(%)

TE
(%)

TR
(%)

DE
(%)

DN
(%)

9
2
7
8
1
(7.3) (3.9) (9.7) (7.5) (6.3)
48
28
20
42
6
(38.7) (54.9) (27.8) (39.2) (37.5)
66
21
45
57
9
(54.0) (41.2) (62.5) (53.3) (56.2)
123
51
72
107
16
(100) (100) (100) (100) (100)

* 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R: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school commissioners, researchers at the
laboratory, DE: Degree in education, DN: Degree in natural
science

이 두 번째로 많이 나타났다. 무게의 단위인 N을 도입하여
가르치자 (1번 응답) 는 의견 (7.3%) 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 문제에 대한 DE와 DN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작게 나
타났지만, TE와 TR의 2번과 3번 응답 비율은 큰 차이를
보였다. 즉, TE에서는 2번 응답이 54.9%으로 가장 높게

“오개념을 주지시킬 필요는 없음” (4번 응답자, 설문 1-2
번 응답 결과에서 발췌)
17번 응답자는 과학적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등
학교에서부터 정확하게 도입하여 지도하자는 입장이
었고, 4번 응답자는 오개념을 학생들에게 굳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즉, 이 두 입장은 과학적인
정확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강조할지에 대한 문제로
정리될 수 있었다. 반면,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
을 고려하자는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두 응답자 모두
무게의 단위로 kg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면 kg을 사용하는 것이 맞지만
굳이 초등학생에게 질량의 개념 지도가 필요할지요.” (10번
응답자, 설문 1-2번 응답 결과에서 발췌)
“무게 단위를 kg중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기존의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가르칠 때에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kg중을 써야하나 일상생활에서는 kg만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 (1번 응답자, 설문 1-2번 응답 결과에서
발췌)

나타난 반면, TR에서는 3번 응답이 62.5%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이 응답의 차이에 대해, 초등학생들의 수준을 비교
적 잘 이해하는 초등교사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과학적인
정확성’보다는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교사들
중에 41.2%나 되는 적지 않은 비중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은 여전히 과학교육자
들이 ‘과학적인 정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방증
한다.
설문문항 1-2번 분석결과, 과학적인 정확성을 주장하는
입장과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을 고려하자는 주장의
특징이 세부적으로 드러났다. 즉, 과학적인 정확성을 강
조하는 입장은 과학적인 정확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자는
의견과 오개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는 말자는 의견으로
나뉠 수 있었다.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을 고려하자는
주장에는 과학적인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흥미와
혼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먼저, 과학적인
정확성을 강조하는 두 입장을 살펴보겠다. 두 응답자는
설문 문항 1-1번에서 무게와 질량, 두 개념을 모두 도입하여
정확하게 가르치자는 응답을 하였다.
“질량의 개념을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과 kg
중의 개념을 4학년에서 도입이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17번 응답자, 설문 1-2번 응답 결과에서 발췌)

10번 응답자는 kg을 질량으로서 도입해야하는 것이 맞
지만, 초등학생에게는 질량 개념을 도입하지 말자는 입장
이었다. 1번 응답자는 무게와 질량을 둘 다 소개 한 다음에
kg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하자는 입장이었다. 물론 국제단
위계를 따르면 힘은 N으로 표시해야하지만, kg중 단위는
kg과 숫자 값이 같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보면, 과학적인 정확성이
중요한 점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학생의 상황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중학교에서 질량을 도입하여 지도하는 것에 대한 과학교
육자들의 의견은 Table 3과 같이 조사되었다. 즉, 중학교
과정에서 질량을 처음 도입하여 가르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66.1%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과정에서 질량을 도
입하여 무게와 구분하는 데 혼란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25.2%, 질량을 언제 어떻게 도입하고 지도하여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8.7%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문항에 대한 의견은 앞선 문항에 대한 의견과는 다르게 집
단별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의 단위를 질량의 단
위인 kg으로 가르치고 중학교 과정에서 kg은 질량의 단위
임을 배우는 것이 혼동은 줄 수 있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시에, 이 문항의
1번과 3번에서 나타난 응답 비율 (33.9%) 은 일상생활에서
질량과 무게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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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educators’ perception about introducing mass concept in middle school.
Item 2: What do you think
about students learn mass in
middle school rather than
elementary school for the first
time?
1. There would be confusions
to learn mass in middle
school.
2. It does not matter to learn
mass in middle school.
3. Even though students
learned about mass and
weight, they still have difficulty
to distinguish them.
Sum

Total
(%)

TE
(%)

TR
(%)

DE
(%)

DN
(%)

32
14
18
28
4
(25.2) (26.9) (24.3) (25.7) (23.5)
83
34
49
72
11
(66.1) (65.4) (66.2) (66.1) (74.7)
11
(8.7)

4
(7.7)

7
(9.5)

9
2
(8.2) (11.8)

126
52
74
109
17
(100) (100) (100) (100) (100)

* TE: Elementary school teachers, TR: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school commissioners, researchers at the
laboratory, DE: Degree in education, DN: Degree in natural
science

두 개념의 구분을 어려워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3–8]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은 더 확장된 논의가 필
요함을 시사한다. 초등학교에서의 무게 단위 도입 문제는
여전히 과학교육자들에게 ‘정확성’과 ‘학생들이 이해할만
한 수준’ 사이에 대한 교육적 고민 [2]을 안겨주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질량과 무게의 단위를
정확히 도입하여 지도하자는 의견과 학생들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kg을 무게의 단위로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
중 어느 한쪽의 의견으로 수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중학교 과학에서 질량과 무게 개념을 처음 구분하여
가르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무게 단위의 도입 문제를 넘어서서 ‘초등
과학에서 무게 개념의 위상과 역할’을 포함한 논의가 이루
어져야할 것이다.

Fig. 1. Meaning changes of weight concept represented
in Korean science curriculum.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힘의 단위’를 도입하지 않는다
고 명시하였다. 질량 개념은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고2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만 교수학습 방
법 및 유의사항에 ‘질량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즉,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질량은 도
입하지 않은 채 무게를 도입해왔고, 도입된 무게의 개념은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변화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변화 과정을 각 교육과정의 진술문과 함께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
무게 개념은 교육과정에서 힘의 작용을 가르치기 위한

2.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무게와 질량 개념과 단위의 도입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 문서들을 분석한
결과, 무게는 ‘힘의 크기’로 도입되어오다가, 질량 대신에
‘물체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Fig. 1). 5차
교육과정에서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무게를 힘의 크기
로 도입하였지만,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무게를 질량을
대신하여 ‘물체의 양’으로 나타내었다. 교육과정 문서들
에서 무게 단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대부분 없었으며,

세부 내용 중의 하나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5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이와 관련한 진술이다.
힘의 작용: 힘의 크기, 힘의 작용, 힘과 무게와의 관계를
다루고, 지레, 도르래, 빗면과 같은 연모의 이로운 점을
알아본다. [21]

2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물질의 성질 영역에서도 어려운 질량 개념 대신
무게를 도입하여 사용한다 [3]. 용해 전후의 질량 비교 대신에 용해
전후의 무게 비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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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교육과정에서의 무게 개념은 “힘의 작용”이라는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로 힘의

내용 요소를 가르칠 때 힘과 관련된 지레, 도르레, 빗면

크기를 나타냈다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용수철의

등의 여러 학습 요소 중 하나의 요소로 도입되었다. 6차와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잴 수 있음을 보여준

7차 교육과정에서는 힘과 무게의 관계를 구체화하여 내용

것이다. 즉,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게를 물체의

요소인 “힘과 연모”와 “용수철 늘이기”의 진술문에 다음과

양으로 보고, 용수철저울로 그 양을 측정하는 개념이

같이 제시하였다.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무게 개념을 같은 방법으로 도입3 하면서

힘과 연모: 힘의 크기와 작용에 대해서는 용수철을 당길

‘측정’을 보다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때 늘어나는 길이로 힘의 크기를 비교하고, 용수철에 추를
걸어 늘어나는 길이만큼 손으로 용수철을 잡아당겨 보는

일상생활이나 과학 실험 활동에서 저울을 이용하여 무

활동을 통하여 힘의 크기는 추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음을

게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용수철저울로

이해하도록 한다. [23]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질량을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게로 물체의

용수철 늘이기 : … 용수철에 추를 걸어 늘어나는 길이

양을 나타내고 질량은 도입하지 않는다. [3]

만큼 손으로 용수철을 잡아당겨 보는 활동을 통하여 힘의

즉, 초등학생들이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을 성

크기는 추의 무게로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25]

취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에도 용수
철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여 바르게 읽고 기록할 수

즉, 6차와 7차 교육과정에서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구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체적인 예로 ‘추의 무게’를 도입하였다. 이는 힘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무게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무게 개
념은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에서 질량 대신에 ‘물체의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게 도입의 맥락이 달라졌다.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학습 요소가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힘을 가르치는 맥락에서 무게를

‘힘’에서 ‘무게’로 변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즉,

도입했다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무게 자체를

무게의 도입은 힘을 가르치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다가

가르치는 맥락에서 무게의 의미가 힘의 크기라는 것을

무게 자체를 가르치는 맥락으로 변화하였고, 가장 최근에는

제시하였다. 내용 요소가 “무게”로 바뀌었듯이, 핵심적

무게의 측정을 강조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으로 다루어지는 학습 요소가 힘에서 무게로 변화한 것이다.
무게 :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용수철이 많이

늘어남을 알도록 한다. 또한 물체의 무게를 힘의 크기로

3. 해외의 교육과정과 과학표준 문서에 나타난 초등
학교에서의 무게와 질량 개념의 도입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한다. [27]
Table 4에 나타난 것처럼,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포르의
한편,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도입되는 무게 개념의
의미가 크게 바뀌었다. 즉, 무게를 힘의 크기로서 도입해오
던 것에서 무게를 ‘물체의 양’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한
것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무게를
도입하였다.

교육과정 혹은 과학표준 문서를 살펴본 결과, 싱가포르의
경우만 ‘무게’ 개념을 중력과 직접 관련시켜 도입하였고, 다
른 나라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습 요소로서 무게와 질량,
두 개념 모두를 도입하지 않았다.4
3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질량을 정의하고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게를 대신 도입하여 물체의 양을 나타낸다. …
(가) 여러 가지 물체 중에서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구분하며, 무게를 정확히 재기 위해 저울이 필요함을 안다.
… (다) 용수철저울을 사용하여 물체의 무게를 재는 원리를
이해한다. [28]

4

질량 개념이 어렵고, 도입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8], 질량 대신에 무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중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힘을 배울 때
‘무게’와 ‘질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무게 용어만 제시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중학교 과정에서 해결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힘과 운동 영역에서
다루지 않고 전기와 자기 영역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조사한 4개 나라
모두, 자석의 힘과 관련된 내용을 초등학교 3-4학년에서 다루었으며,
미국과 호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석의 미는 힘과 당기는 힘을
힘과 운동의 하위 내용으로 다루었다. Table 4는 힘을 학습 요소로 삼은
경우만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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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troductions of weight, mass, and force concepts as learning elements represented in the foreign national
curriculums and science standard of elementary school level.
mass

weight

USA
(NGSS)

-

-

England
(National curriculum)

-

-

Australia
(ACARA)

-

-

Singapore
(Primary Syllabus)

-

(5-6th grade)
- gravitational force and weight

Korea
(National curriculum)

-

(3-4th grade)
- weight

먼저, 질량 개념의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학습 요소로
제시한 나라는 없었고, 대부분 중등과학에서 도입되었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는 질량을 학습요소가 아닌, 물질의
성질 영역에서 측정값으로 도입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질량의 보존 개념을 도입할 때 질량 대신에 측정값으로서
무게 용어를 사용하였고, NGSS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force
(3rd grade)
- Force and interaction
(balanced and unbalanced
force, patterns of an object’s
motion, magnetic force)
(5th grade)
- gravitational force
(3rd grade)
- forces and magnets
(5th grade)
- gravitational force
- mechanisms including levers,
pulleys and gears
(4th grade)
- contact and un-contact force
(speed and force, friction and
force, magnet force)
(5-6th grade)
- Interaction of forces
(Frictional force, gravitational
force, force in springs)
-

무게 개념을 초등학교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보면 [32], 해외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 개념
의 도입을 어려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싱가포르
교육과정에서도 무게가 핵심적인 학습 요소로 제시되었다
기보다는 학습 요소인 중력을 학습하면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을 인식시키는
맥락에서 소개된 것이다.
해외의 과학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나타났던 가장 큰 특

5-PS1-2. … 물질을 가열하거나 식힐 때 혹은 물질들을
혼합하더라도 전체 물질의 무게는 보존된다. … 평가시
유의사항 : 평가에는 질량과 무게의 구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29]
이 진술문에서 주목해 볼만한 점은 평가에 질량과 무게의
구분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NGSS에서 측정값
으로서 질량 대신 무게를 사용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과
정과 맥락이 동일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질량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질량 개념의 사용
가능성을 차단시킨 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NGSS
에서는 평가시 유의사항으로 질량과 무게의 구분을 평가
하지 않는다고 제시함으로써 질량 개념의 도입 가능성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습 요소로서 무게를 도입한 경우는 싱가포르 교
육과정이 유일했다. 즉, 싱가포르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징은 조사한 모든 나라에서 힘(force) 개념을 초등학교 수준
에서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사용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힘’ 개념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처음 도입하지만, 해외에서는 보다 간단
하고 쉬운 수준으로 초등학교에서 힘을 도입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Table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미국의 NGSS
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힘과 상호작용의 세부 내용으
로 ‘힘의 평형’, ‘물체 운동의 패턴’, ‘자기력’을 다루도록
하였다. 호주의 교육과정에서는 4학년에서 접촉 (contact)
과 비접촉 (uncontact) 힘과 이에 대한 상호작용을 도입하
였고, 힘과 속력과의 관계, 마찰력, 자기력 등을 다루었다.
영국의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에 중력과 지레, 도르레 등의
작동원리를 힘의 관점에서 도입시켰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5 – 6학년에 힘의 상호작용을 도입하고, 마찰력, 중력, 용수
철에서의 힘을 세부적으로 다루었다. 이 결과는 힘을 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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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도입시키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조된다.
정리해보면, 해외의 교육과정과 과학표준 문서에서 초
등학교 수준에서의 질량과 무게의 도입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질량 개념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요소로
서 도입한 사례는 없었고, 학습요소로 무게 개념을 도입한
나라는 싱가포르가 유일했다. 한편,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서 무게를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힘’에 대한 학습을 하길
기대한다는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해외의 사례에서
힘을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하위 요소와 함께 제시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힘을
도입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접촉힘과 비접촉
힘, 그리고 힘의 평형과 같은 힘과 관련된 개념들을 비교적
쉽고 간단한 수준에서 초등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형 개념의 맥락 안에서 무게 개념의 도입이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즉, 이 제안은 용수철에 물체를 매단 상황에서, ’
용수철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과 물체의 ‘무게’
가 힘의 평형을 이루는 맥락 속에서 무게를 도입하는 것이
다. 본 연구진은 이 방안이 ‘정확성’과 ‘학생들이 이해할만
한 수준’을 동시에 적절히 고려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먼저, ‘정확성’의 측면에서, 무게를 지구가 물체를 잡아
당기는 힘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무게의 본래 속성인 힘으
로서 무게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들 스스로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있
음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15]. 그렇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긴
다는 힘’과 같은 쉬운 표현을 통해서 이 개념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게
개념은 오랫동안 교육과정 문서에서 힘의 크기로서 도입이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힘’이라

V.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무게와 질량 단위 도입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과학 개념을 ‘정확히’ 지도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적이지 않은 개념이 일부 포함될지라
도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 지도할 것인가? 이 두
주장의 갈등은 초등학교에서의 무게 단위 도입에서도 나타
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과학교육자들의 인식조사
결과(연구결과 1)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였
다. 조사결과와 같이, 만약 중학교 과학에서 질량 개념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때 배운 무게 개념과 구분하게 하는 현
재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에서 무게
단위를 현재와 같이 도입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
히려, 초등과학에서 무게 개념을 도입하면서 초등학생들이
무엇을 학습하기를 기대하는가의 질문에 대한 논의로 확장
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과학에서 무게 개념 도입 목적은 ‘학생들의 힘 개념에
대한 이해 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게 개념
의 도입은 ‘힘’ 개념의 학습 맥락에서 오랫동안 도입해왔고,
여전히 무게 개념이 ‘힘과 운동’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은 과
학과 교육과정에서 무게 개념을 통해 학생들이 ‘힘’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한 해외의
사례에서 ‘힘’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학습 요소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힘’을 학습
요소로서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학 교육과정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초등학교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무게를 힘 개념으로서 도
입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 본 연구진은 힘의

는 핵심 개념의 내용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무게를
힘으로서 도입한다면 교육과정에서 담아왔던 이러한 무게
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접근은 학생들이 무게를 물체 내부에 존재하는 양으
로서가 아닌, 물체 간의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는 무게의 정의 자체에 지구와 물체의
관계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가지는 선개념은 견
고하여 잘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 [33]과 무게가 다른 물리
개념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11],
처음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게 개념의 본질적 속성을 보다
정확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힘의 평형의 맥락에서 무게를 도입하는 것은 초등
학교 ‘학생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으로도 볼 수 있다. ‘용
수철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은 학생들이 쉽게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2015 개정 교
육과정에서는 용수철저울로 무게를 재는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성취수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용수철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구체적 조작기인 초등학교 3 – 4학년
학생들에게 탄성의 개념을 정량적으로 엄밀하게 이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정성적 이해는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연구결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보적인 수준
의 ‘힘의 평형’ 개념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 개념을 힘의
평형의 맥락 속에서 도입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단, 본
연구의 시작점인 무게의 단위 사용 문제는, 무게와 질량의
구분을 평가 요소로 삼지 않는다는 미국의 사례와 같이 [29],
과학적으로 정확한 단위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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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여 소개하되 평가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과학에서 무게 단위의 도입 문
제와 함께 무게 개념의 학습을 통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

[17] D. M. Watts, A. Zylbersztajn, Phys. Educ. 16, 360
(1981).
[18] G. Noce, G. Torosantucci and M. Vicentini, Int. J.
Sci. Educ. 10, 61 (1988).

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힘의 평형의

[19] C. Hellingman, Phys. Educ. 24, 36 (1989).

맥락에서 무게 개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20] D. E. Brown, Phys. Educ. 24, 353 (1989).

결과가 앞으로 무게, 중력, 질량과 같은 물리 개념들의 도입

[21] Ministry of Education, The 5th Elementary School

문제에서 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

Curriculum (MOE, Seoul, 1987), p. 72.
[22] Ministry of Education, The 6th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MOE, Seou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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