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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line with the recent increase in social interest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demand
for various types of IT-based education, such as AI and robots, is also increasing in the science
classes of schools. The physics subject in secondary school has already been revised from the 2009
National Curriculum so that this IT-based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can be meaningfully
fused in line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physics. However, foundations for such convergent
education in teacher education or re-education in school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an
IT convergence-based physics education training course developed for teacher re-education was
conducted, and based on the results, the teacher’s perception on how IT convergence-based physics
education is applicable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are reported based on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responses from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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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융합 기반 물리교육에 대한 물리교사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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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AI, 로봇 등
다양한 IT 기반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중등학교의 물리 교과는 이미 2009 국가교육과정부터
교육과정을 현대적 물리학 발전에 맞추어 이러한 IT기반의 현대적 과학 기술이 의미있게 융합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융합적 교육을 위한 기반이나, 교사 교육 또는
재교육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IT융합 기반의 물리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IT융합 기반 물리교육이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연수 참여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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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20세기의 중등 물리교육은 대체로 물리 현상을 학생들이

이 때문에 학교에서 IT기반 융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험하여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물리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나 정책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물리

시범이나 실험과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결합하는 형태로

교사들은 이러한 교육을 기피하거나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진행되었다 [1]. 따라서 물리교육의 내용은 기초적인 물리

호소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교사들을 돕기 위한 체계적

개념을 가장 쉽고 단순하게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
로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개념을 활용한 과학기술의 응용
분야에 대한 적용은 물리교육에 도입하는데 대체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2].
그러나 21세기 현대 세계에서는 IT기술이 보편화되어 누
구나 IT기반의 통신 장치나 미디어 도구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일상 생활의 사회 문화에서도 이러한 IT의 활
용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제

인 교육의 기회도 많이 제공되지 않으며, 따라서 교사 자신
들도 수업에서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도
입을 꺼리게 되어 학생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물리교육만을
경험하게 되어 자신이 수행하는 실험의 의미도 잘 모르고
[6],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물리학이 기
여하는 바를 충분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7,8].

안된 NGSS(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s) 에서도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사 재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이러한 현대 사회의 변화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과

IT융합 기반의 물리교육 연수과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의 기본틀(Framework)로서 핵심개념(Core Ideas), 연관

바탕으로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IT융합 기반 물리교육이

적 사고 (Cross-cutting Concepts) 와 함께 실천 (Practice)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연수 참여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

를 3대 요소로서 강조하면서, 특히 실천 영역에서 과학 기

석하여 개발된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술을 적용한 다양한 설계와 제작 등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STEM 교육을 구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
2009년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국가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물

II. 연구 방법

리 과목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물리1의 3단원에서
정보 통신을 주제로 교육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물리교육에서 이러한 IT에 기반
을 둔 융합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는 현대의 과학기술 문명에서 물리학

본 연구는 IT 기반 물리교육에 대한 이해나 교육 및 훈련
배경이 거의 없는 일반 물리전공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재교육용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교사 재교육 연

이 어떻게 기반을 이루고 발전에 기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수에 활용한 후 이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 참여 후 평가를

물리교육의 내용영역을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분석하는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둘째는 이러한 IT기반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함으로써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학생들에게 쉽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리의 기초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1. 교육과정 개발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5].
그러나, 이처럼 IT기반 물리교육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기존 의 물리교사 양성 교육은
전통적인 관점이나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물리교사 교육은 전통적인 기본
개념을 상세화하여 학습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교사 재교육용 IT 기반 물리교육 교육과정은 약 17차시
동안 수행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현재 전세계적
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탈리아 Arduino사의 아두
이노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4], 이러한 물리 개념이 현대 사회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나

이를 위하여 아두이노보드를 기초로 한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본 물리 개념의 교육이 마무리되

이해, 아두이노보드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프로그래밍,

는 종단점에서만 부분적으로 제공될 뿐이며, 이에 대해서도

DIGITAL/ANALOG 출력 제어, DIGITAL/ANALOG 입

충분히 준비되거나 학습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닌 경우

력제어를 통한 센서 제어, 아두이노보드를 활용한 물리 실험

가 많다. 여전히 교사 양성교육에서 제공되는 실험활동도

설계, 아두이노보드 기반의 로봇 설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체로 전통적인 도구나 장비에 의존하며, 21세기적인 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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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이크로프로세서와 아두이노보드 이해 (1차시)
마이크로프로세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두이노
보드에 사용된 Atmega 328p MPU를 기초로 하여 마이크
로프로세서의 구조와 기본적인 작동 원리에 대하여 이해하
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의 IT기반 기술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2) 아두이노 스케치와 프로그래밍 (3차시)
아두이노보드에 대한 SW프로그래밍 훈련을 위하여 Arduino사에서 제공하는 Sketch for Arduino 프로그램 도구
를 활용한 기초 SW 언어 이해 및 알고리즘 작성 훈련을
한다 (Fig. 1). 이를 통하여 프로그래밍에서 변수의 종류와
선언의 방법 이해, 함수의 역할과 선언 방법 이해, 기본 내장
함수와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법 이해, 프로그램 오류 유형
에 대한 이해와 디버깅 등 기초 coding 방법을 학습하게
한다.
이러한 coding에 대한 훈련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계산
등 수학 알고리즘에 대한 구성 훈련을 수행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IT 기반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정보
를 처리는 기법을 이해하기 위하여 10진수와 2진수의 변환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3) 아두이노 DIGITAL/ANALOG 출력 제어 이해(4

Fig. 1. (Color online) Sketch for Arduino.

-

아두이노를 이용한 LED 점멸 제어
LED제어를 이용한 광통신 (Morse & ASCII code)
LED 제어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출력제어를 통한 모터제어
스피커 제어를 이용한 톤 발생 및 음악 연주

차시)
아두이노는 디지털 및 아날로그 각각에 대하여 입력과
출력 제어 기능이 있으므로, 4차시동안 이 보드의 출력 제어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가장 단순한 회로 제어인
1개의 LED를 디지털 제어하여 on/off 동작을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LED의 점멸을
통한 binary signal 발생을 통하여 고전적인 Morse 부호에
의한 광통신과 현대의 ASCII 부호에 의한 광통신 방법을
비교하여 이해하게 한다. 또한 아날로그 출력을 활용하여
빛의 밝기를 조절하고, 다양한 컬러 LED를 다중 활용하여
디지털 영상을 구현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아두이노의 출력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광출력 뿐 아니라,
스피커를 통한 음향 신호 출력, 기계 및 로봇 작동에 필요한
모터 제어 등 다양한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설계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 센서와 아두이노 DIGITAL/ANALOG 입력제어
이해 (4차시)
아두이노는 외부의 물리적 신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센
서의 전기 신호를 0 5V까지 10비트 해상도인 1024단계로
나누어 입력 처리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활용
하여 적절한 센서 회로를 구성하면 외부의 물리적 신호를
아날로그적으로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알게한다. 이
러한 센서 회로는 기본적으로 고정 저항과 가변 저항의 직
렬 연결을 통한 전압 분할 회로를 사용하며, 가변 저항의
양단에 아두이노의 아날로그 입력단을 이용한 전압 변동을
측정하여 센서 제어가 가능함을 이해하게 한다.
한편, 아두이노 자체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자를
위한 출력을 제공하는 기능이 없으므로, 아두이노의
수신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또는 컴퓨터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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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T-based teacher retraining curriculum for physics teachers.
Contents
Understanding microprocessors and Arduino boards
How to use Arduino sketch for programming
Understanding Arduino DIGITAL/ANALOG output control
Understanding Arduino DIGITAL/ANALOG output control
Physical experiment design using Arduino board
Robot design using Arduino board and servo motor

Class Hours
1
3
4
4
1
4

데이터를 수신하여 처리하는 시리얼 통신 방법을 이해하고,

하고, 교사들이 스스로 로봇을 설계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바탕으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광센서를 이용한

이를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전에

조도변화 측정 알고리즘과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수행한 학습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물 회피 등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내용을 요약하면

기초 로봇 설계를 이해하고 제작할 수 있게 한다. 그 주요한

다음과 같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두이노와 컴퓨터의 시리얼 통신 이해

- 센서 입력을 통한 출력 로직 설계

- 가변저항을 이용한 센서 원리 이해

- 초음파 센서를 통한 장애물 인식 설계

- 광센서를 이용한 조도변화 측정

- 장애물 회피를 위한 모터제어 동작 설계

- 초음파센서를 이용한 거리 측정

- 기타 용도에 따른 로봇 설계

5) 아두이노보드를 활용한 물리 실험 설계 (1차시)

2. 연수 수행 및 설문 조사

아두이노의 입출력을 활용하면 다양한 장치를 서로

1) 연구 대상 및 연수 수행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측정장치가 작동되게 하고, 이로부터
획득되는 외부 물리적 신호를 측정하여 다양한 물리학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물리교사의 IT기반 물리교육 역량

및 과학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예시로 광센서를

강화를 위한 재교육은 1급 정교사 연수과정에 적용하였으

이용한 진자의 주기 측정이나 물체의 운동 측정, 액체의

며, 이에 참여한 인원은 경력 4년 이상의 현직 물리 교사 35

광투과도를 통한 농도나 특성 변화 측정, 온도 센서를

명으로 소속 교육청은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등이다. 이

이용한 열현상 측정 등 광범위한 중등교육과정의 실험

교사들에게 2019년도 하계 방학 기간에 수행된 교사 연수

설계가 가능함을 알게 하고, 이러한 활동을 설계하게 한다.

에서 본 연구의 교육과정에서 따라 17차시의 연수를 통하여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을 받게 하였으며, 연수는 매 차시마다 2인 1조 또는
상황에 따라 4인 1조로 구성하여 협동 학습으로 수행하게

- 진자의 진동수 측정

하였다.

- 물체의 속도 가속도 측정
- 액체의 광투과도 측정
- 온도센서를 이용한 열현상 측정

2) 설문 조사 방법
본 연구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실제로 적용되어 교사

6) 모터 제어 및 로봇의 설계 제작 (4차시)

교육에 수행되었을 때, 이 교육의 효용성과 문제점을 파악
하기 위하여 연수를 종료한 후 교사들에게 소감문 형식으로

현대의 IT 기술에 기반한 4 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본 교육에 대한 의견을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자유롭게

의미있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가 로봇이므로, 로봇의 작동

진술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하여 수집된 설문지를 분석하여

원리가 다양한 물리 개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교사들이 제시한 장점과 단점을 내용별로 항목화하여 빈도

로봇의 설계가 물리 교육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이해하게

를 추출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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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ypes of positive opinions of participating teachers on IT-based physical education courses.
Positive opinion
Understanding of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4th industrial era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operation of various physical sensors
Understanding the link between physics concepts and real situations
Understanding binary and digital communication
Understanding autonomous vehicles
Creativity, increased concentration, and motivation to solve problems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logical procedures in algorithms
Achievement of robot production
Understanding of the exploration process, such as observation and measurement
Help with free semester education

Frequency
(multiple responses)
13
11
7
7
6
6
2
2
1
1

Table 3. Types of teachers’ negative opinions on IT-based physical education courses
Negative opinion
Program ability,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binary concepts
Purchase cost issues such as Arduino
Difficult to practice in multi-factor classes
Problems of understanding electrical circuits
Lack of class hours
Teacher attitude analysis
Middle school teachers are more active than high school teachers
Passive in the environment and class composition
Passive evaluation of students’ coding skills, etc.
Fear of failure, such as implementing simulations
Lack of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between physics and IT
Lack of understanding of various uses of physics concepts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with voluntary implementation
Improve concept understanding through visual observation and control
Difficult to operate without a working assistant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physics

III. 연구 결과

Frequency
(multiple responses)
15
4
3
3
2
1
1
1
1
1
1
1
1
1
1
1

통하여 자신의 역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1. 긍정적 의견

이러한 응답 경향은 ‘다양한 물리 센서의 작동 개념 이해’
나 ‘물리 개념과 실제 상황에 대한 연계성 이해’라는 응답

본 연구를 통하여 수행된 교사연수에 참여하여 IT기반

에서도 나타난다. 본 교육과정에서 여러 센서들을 결합한

물리교육에 대한 재교육을 이수한 교사들의 자유 응답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측정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나타난 의견은 긍정적 의견과 부정적 의견 두 종류로 나

물리 현상에 대한 측정이나 관찰이 이루어지게 하는 과정을

타났다. 그 중 긍정적 의견을 요약한 내용은 ⟨Table 1⟩ 과

통하여 물리 교육이 전통적인 실험을 넘어서서 현대적인

같다.

IT 기반의 융합적인 실험 설계와 작동을 통하여 수행될 수

긍정적 의견 중 가장 많은 응답은 ‘4차 산업 시대의 연계

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었다. 특히 교사들에게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 여

이러한 경험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스스로 10진수-2진수 변

러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여러

환 알고리즘을 구성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ASCII 부호

정책적인 내용에도 이러한 용어가 반영되는 반면, 교사들은

를 디지털부호화 하여 LED제어를 통한 광통신 알고리즘을

이러한 용어의 다양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이에

만들어 통신할 수 있게 한 내용과, 초음파 센서 등 거리 측정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

센서를 이용하여 장애물을 인식하고 이를 피해나가는 자율

안감을 많이 표현하였다. 그러나 연수를 통하여 하드웨어

주행 로봇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컴퓨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알고리즘 구성을

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Physics Teachers’ Perception of IT Convergence-based Physics Education – Wonkun Oh

하드웨어 컴퓨팅에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구성하게 하는
실습 중심의 연수 교육을 경험한 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자
신의 창의적 사고, 집중력, 문제 해결 동기 등이 중요함을
인식하였고, 이는 IT 융합 물리교육이 그 내용 기반의 교육
효과 뿐 아니라 창의성 등 중요한 교육의 본질적 목표에
대해서도 경험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알고리즘 구성을 통하여 컴퓨팅
에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든지, 물리교육에서
관찰, 측정 등 탐구 과정의 본성에 대한 이해가 확대될 수
있고, 최근 학교 교육에서 도입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서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사들의 긍정적 의견을 보면, 대체로 IT기반의
융합형 물리교육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들
이 잘 나타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의미있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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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용 실험에 필요한 구입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고, 본
연수에서 3 – 4인의 조편성을 통하여 협동학습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시를 보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견도
현실적으로 타당한 문제제기라기 보다는 해당 교사의 적극
성 부족의 문제임을 판단할 수 있다.
다양한 소수 의견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이러한 IT 관련 융합적 교육 내용을 교사 자신이
이해하고 수업에 적용하는데 대한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하나는 학생들이 이러한 내용을 잘 받아들
여 학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자는 앞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 처리와 관련한 교사들의 이해
부족이나 두려움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학생들의
능력이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몇 해 전부터
교육 당국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정보 통신 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이러한 결과로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다양한 코딩 교육 등

2. 부정적 의견
교사들의 IT기반 물리교육에 대한 긍정적 의견은 대체로
현재 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거나 디지털
정보기술에 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
는 반면에, 부정적 의견은 매우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긍정적 의견은 대체로 이전에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개념적 내용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부정적 의견은 대체로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러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Table 3⟩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부정적 의견은 역시 긍
정적 의견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같은 영역인 컴퓨터 프로그
래밍, 디지털 정보 처리 등에 대한 이해의 문제였다. 긍정적
의견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하여 이해를 넓힐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연수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교사들은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 처리를 위한 2진법
관련 수학은 중학교 수준의 내용이고, 현대의 물리학에서
전자기학이나 광학, 고체물리학 등 많은 분야에서 항상 디
지털 정보의 저장, 인식, 고속 처리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
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분야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과 물
리학과의 연관성에 대한 몰이해는 큰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제시된 부정적 의견은 현재 학교가 다
인수 학급 체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아두이노 보드 등의
실험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이를 수업에서 수행하는 문제,
수업 시수의 배정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마이크로보드는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1개

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교사들과의 면담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교사 자신보다도 더 많은 프로그래밍
경험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미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로봇 등에 대하여 많은
호기심을 보이거나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 경향도 고려하면,
이러한 IT 기반 교육이 학생들에게 생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현재의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반영한 의견이 아님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시사점
현대 사회에서 물리 교육이 학생들에게 물리학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기반 기술인 IT와 관련된 내용에 대하
여 물리학이 어떻게 그 기초를 이루고 발전에 기여하는지 알
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예비교사의 교육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강조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는 현직에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 교육과정을 통하여 IT 기반 물리교육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의견은 긍정 의견과 부정 의견으로 나누어진다.
긍정의견의 대부분은 디지털 정보 처리, 센서의 제어를
위한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자동화된 실험, 이를 바탕으로
한 물리 개념의 연계적 이해 등이 모두 물리개념 이해에 도
움이 된다고 보고, 이러한 교육이 4차산업 혁명을 강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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