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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Korean and international thermodynamics education
research trend and to provide pedagogical implications. This study gathered 27 Korean articles and
186 international articles through the web database powered by Clarivate Analytics. These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Biblioshiny, which was made by using open-source software, and R-studio and
content analysis were added for Korean articl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International
thermodynamics education researche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ince the 2000s, and the increase
in chemistry education journals has been remarkable. Many studies were conduct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studies were conducted on heat and temperature which international
studies were conducted on entropy.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educational implications
related to the scope of thermodynamics education research, integrated research, and researc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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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열역학 교육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열역학 교육 연구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학술학술정보원 등을 통해 국내 논문 27편을 찾았고, 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국제 논문 186편을 추출하였다. 해당 논문의 상세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R-Studio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Biblioshi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국내 논문은 내용 분석을 추가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 열역학 교육 연구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 교육 관련 학술지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른 물리교육 논문과는 달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국내 연구에서는 열과 온도, 국제 연구는 엔트로피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열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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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범위의 확대, 통합 연구의 필요성, 연구 집단의 확대 등과 관련된 교육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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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손쉽게 bibliometrix의 주요 특징들
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열역학은 물리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교원양성
의 기본 이수 과목으로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 양자
역학, 광학 등과 함께 지정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열역학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1],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열에너지’라는 단원이
포함되었다 [2].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2
학년에서 ‘열과 우리 생활’이라는 단원이 포함되어 있고, 물
리학Ⅰ에서는 열역학 법칙으로 열에너지 전환 및 열효율을
설명하는 내용이, 물리학Ⅱ에서는 열과 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물리 교육 연구를 살펴보면, 열역학
과 관련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중등학
교의 물리학은 주로 역학과 전자기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리 교육 연구가 주로 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열역학 교육이 덜 연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열역학은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물리학의 한 영역
으로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열역학 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열역학 교육 연구와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일 것이다.
최근에 각 연구 분야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다. 논문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의 유형을 제시하거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어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 : [4]). 최근
에 연구 동향 분석을 위해 서지 분석과 관련된 빅데이터의
분석이 활용되어 주목받고 있는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인 R-Studio를 활용해서 누구나 쉽게 서지정보를 활용한
분석이 가능하다. 물리 교육 영역 논문의 상세 서지정보를
이용한 연구 [5,6]나 에너지교육 [7] 및 기후변화교육 [8]에
대한 연구가 최근의 예이다.
2017년 Aria와 Cuccurullo에 의해 개발된 bibliometrix
패키지는 서지정보에 제시된 모든 데이터들간의 관계 분석
을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주어 시계열에 따른 출판논문이나
인용지수의 변화, 연구집단 간의 공저자, 인용 관계 등을
도식화하는 데에 유리하다 [9]. 특히 최근에는 biblioshiny
라는 웹기반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어 R 프로그램밍에 익숙

열역학 교육과 관련된 국제적인 연구는 그 연구논문의
수가 많아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서
지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방법을 이용하면
빠른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열역학 교육 논문의 내용 분석과
함께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논문의 서지정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 열역학 연구 동향의 차이 및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열역학 교육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연구된 열역학 교육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
내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논문과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국
내 학술지 열역학 교육 논문은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
보) 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학술
지인용색인 (https://www.kci.go.kr/) 과 한국학술정보원
(http://www.riss.kr/) 등을 이용하여 “열역학, 열물리, 교
육, 학생, 열, 온도, 엔트로피” 등의 주제어를 조합하여 검
색하였다. 또한, 열역학 교육 논문이 게재된 주요 학술지인
새물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대한화학회지 등을 발행하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추가 검색을 하였다. 각 논문의 참고 문
헌을 참고하여 검색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2000년 이전에
수행된 논문을 추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총 27편의 열역학
교육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논문은 Clarivate Analytics에서 제공하는 웹 데이터베이스(Web of Science)를
통해 “(열역학 or 열물리) and (교육 or 교수 or 학생 or
학습 or 이해 or 교사)”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여 제목, 저자
키워드, 키워드 플러스 등에서 검색하였다. 검색결과 총 464
개의 논문이 발견되었고, 이 중에서 열역학 교육과 관련이
적은 논문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통해 186개의 논문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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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st productive journals in thermodynamics education.
rank
1
2
3
4
5

International Journal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Physics
International Journal of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No.
50
24
7
7
6

Korean Journal
New Physics: Sae Mulli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Journal 0f Korean Elementary Science Education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No.
8
8
4
3
2

2.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열역학 교육 연구동향을 분석
하는 것으로, 특히 국외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 국내 열역
학 교육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학술지의 경우에는 세부 내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
육 논문 27편의 분석을 위해 제목, 초록 및 내용을 유형별
로 나누어 이로부터 연구 내용, 연구 대상, 관련 개념 등을
분석하였다. Biblioshiny를 이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상세
서지정보가 필요하다. 국내 열역학 교육 논문에 대해서는
제목, 저자, 초록 정도의 서지정보만 제시되어 있고, 참고
문헌을 포함한 상세 서지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출판된 논문은 기본적인 서지정보조차도 제공되
지 않기 때문에, 논문에 제시된 저자, 제목, 학술지명, 출판
연도, 출판 정보 (권, 호, 페이지), 초록, 언어, 키워드 등을
수기로 입력하여 인용 정보를 제외한 서지정보 파일을 작
성하여 분석하였다.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웹 데이
터베이스(Web of Science)에서 제공하는 상세 서지정보를
모두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연간 논문발행 편수, 논문의 학술지별 분포
및 연간 추이, 열역학 교육 논문의 저자 분포 (참여 저자
수, 공동연구 비율, 가장 많은 논문을 집필한 저자), 인용
정도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워드 클라우드, 주요어의 연
간 출현 추이, 주요어의 공동 발생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 저자-주요어 (플러스)-학술지 등의 관계를 나타
내는 3-영역도표 (three field plot) 등을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열역학 교육과 관련된 국제 논문은 1973년에「American
Journal of Physics」에 게재된 “Random-Walk Model of
Thermal Noise for Students in Elementary Physics”라
는 논문 [10]을 시작으로 매년 1–2편의 논문이 게재되다가
2000년대에 이르러 급속하게 논문수가 증가하였다(Fig. 1).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는「Journal of Chemical

Fig. 1. (Color online) Annual production of thermodynamics education articles.
Education」으로 총 50편이고, 그다음이「American Journal of Physics」로 총 2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Journal
of Chemical Education」은 화학교육 관련 논문이 게재되는
학술지인데, 화학 분야 중 하나인 ‘물리화학’에서 열역학의
내용을 학습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2010년 이후에 3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게재편수는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Fig. 2). 반면 물리학 논문이 주로
게재되는 ‘American Journal of Physics’에는 열역학 교육
관련 논문의 수가 2010년을 전후로 감소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논문은 1년에 0 – 3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2010년 이후에 좀 더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지만, 그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새물리 (New Physics: Sae Mulli) 와 한국과학교
육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로 각각 8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 다음으로
화학 (교육) 논문을 다루는 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에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열역학 교육 연구에 참여한 저자는 국제 학술지에는 총
389명으로 이 중 단독으로 논문을 집필한 저자는 57명이고,
논문당 평균 저자수는 2.09명이다. 한편 국내 학술지에는 총
44명의 저자가 참여했으며, 이 중 단독으로 논문을 집필한
저자는 2명, 논문당 평균 저자수는 2.11명이다. 국제 학술지
에 가장 많은 열역학 교육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Haglund,
J. 로 2010년 이후에 7편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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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st productive authors in thermodynamics
education research.
International
Author
No. of Articles
Haglund, J.
7
Anderson, E.
4
Halpern, A.
4
Jeppsson, F.
4
Meltzer, D.
4
Taraban, R.
4

Fig. 2. (Color online) Journal articles growth per year
(International journals).

Korean
Author
No. of Articles
Jinwoong Song
6
Juhyeon Lee
4
Seoung Hey Paik
4
Han Ho Kim
2
Hyun Jae Kim
2
Jong Yoon Park
2

100개의 논문에 인용되었다. 이 두 논문은 열역학 제 1법
칙과 제 2법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인식)에 관한 연구로

한 학술지도「American Journal of Physics」,「Science &

열역학 내용에 열역학 법칙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Education」,「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Teaching」,

때문에 인용빈도가 높다. 인용빈도 4번째인 Meltzer의 논

「Journal of Baltic Science Education」,「Research in Sci-

문 [15]도 열역학 제1 법칙에 대한 학생의 추론을 분석한

ence & Technological Education」,「Entropy」등 다양

연구였다.

했다. 이 중 2012년에「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열역학 교육 연구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분석

Teaching」에 게재한 ‘Using self‐generated analogies in

하기 위해서 논문의 주요어의 빈도를 Table 4에 제시하였

teaching of thermodynamics’는 17편의 논문에 인용되어

고, 워드 클라우드 (word cloud) 로 나타내었다 (Fig. 3(국

전체 열역학 교육 논문 중에서 32번째로 많이 인용된 논문

제)-빈도수가 너무 큰 ‘열역학 (thermodynamics)’은 제외

이었고, 2011년 이후의 논문 중에서는 6번째로 많이 인용된

하고 나타냄), Fig. 4(국내)). 국제 학술지에서 ‘열역학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가역적인 단열팽창과 이상기체 자유

(thermodynamics)’이 73개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빈

단열팽창의 두 가지 열역학적 상황에 대해 학생들의 ‘자체

도수가 높은 주요어는 ‘물리화학’으로 27개의 논문에 제시

생성 비유 (self-generated analogies)’ 활동을 분석한 연구

되었는데 화학교육 관련 학술지인「Journal of Chemical

였다 [11]. 그리고 2010년에「Entropy」에 게재된 ‘Different

Education」에 게재된 논문에서 다수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Senses of Entropy—Implications for Education’은 15편

반면 ‘물리 교육 (physics education)’은 13개의 논문에 제

의 논문에서 인용된 논문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시되었다. 논문에서 많이 제시된 주요어를 살펴보면 상위

‘엔트로피’의 의미를 분석하여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한 연

학년 학부생 (upper division undergraduate), 1학년 대학

구였다 [12].

생 (first year undergraduate), 대학원 교육연구 (graduate

국내 학술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6편을 게

education research) 등이었는데, 이를 통해 열역학 교육 연

재한 J. Song으로 모든 논문이「새물리」에 게재되었는데,

구가 대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초등학생,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열역학 개념 (계의 에너지

있다. 저자가 작성한 주요어 중에서 빈도수 상위 15개 사이

변화, 엔트로피, 스털링 기관 열효율 등) 에 대한 이해 분석

의 공동 발생 네트워크 (co-occurrence network) 를 나타낸

연구가 많았다.

Fig. 5를 보면, 대학생 이상의 대상을 나타냈던 주요어들이

국제 학술지의 상세 서지정보에는 참고 문헌과 인용 정보

모두 물리화학과 연결되어 화학 교육 관련 연구에서 대학

를 포함하고 있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Table 3

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국제 학술논문 5개를 제시하였다. 2002

이러한 결과는 저자-주요어-학술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년에 Loverude가「American Journal of Physics」에 게재한

3-영역 도표 (three field plot)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Fig.

논문인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first law of thermo-

6). 첫번째 열은 주요 저자, 두 번째 열은 주요어, 세 번째

dynamics: Relating work to the adiabatic compression of

열은 학술지명을 나타내는데, 화학 교육 논문이 주로 게재

an ideal gas’ [13]으로 120개의 논문에 인용되었고, 그다음

되는「Journal of Chemical Education」과 물리 교육 논문

이 1993년에 Kesidou가「Journal of Research in Science

이 게재되는「American Journal of Physics」의 주요어와의

Teaching」에 게재한 ‘Students’ conceptions of the second

연결에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영역 도표를

law of thermodynamics—an interpretive study’ [14]으로

통해 물리와 관련된 열역학 교육 논문에 가장 많은 기여를

Analysi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Research Tends in Thermodynamics Education – Heekyong kim · Bongwoo Lee

33

Table 3. Most cited journals in thermodynamics education research.
Author, Journal
Loverude, M., 2002, AM. J. PHYS.

Kesidou, S., 1993, J. RES. SCI. TEACH.
Linn, M.C., 1991, J. RES. SCI. TEACH.

Meltzer, D.E., 2004, AM. J.
PHYS.

Thomas, P.L., 1998, J. RES. SCI. TEACH.

Title
Student understanding of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Relating work to the
adiabatic compression of an ideal gas
Students’ conceptions of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an interpretive study
Teaching thermodynamics to middle
school students - what are appropriate
cognitive demands
Investigation of students’ reasoning
regarding heat, work, and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 in an introductory
calculus-based general physics course
College physical chemistry students’
conceptions of equilibrium and
fundamental thermodynamics

Fig. 3. (Color online) Word cloud of keywords (International).

Total Citations

TC per Year

120

6.67

100

3.70

80

2.76

77

4.82

76

3.45

Fig. 5. (Color online) Co-occurrence network diagram
between 15 keywords (International).

는 저자가 논문에 작성한 주요어를 포함해서 인용된 논문
의 제목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이용하여 구성된 것으
로 저자가 작성한 주요어에 제시되지 않은 것까지 살펴볼
수 있어 최근 서지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매개
중심성 지수가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드 플러스는 열역학
(thermodynamics, 7.59), 열 (heat, 5.57), 일 (work, 4.86),
과학(science, 2.84), 에너지(energy, 2.74), 1법칙(1st law,
2.63), 학생 (students, 2.38), 개념 (conceptions, 2.11), 오
Fig. 4. (Color online) Word cloud of keywords(Korean).

개념 (misconceptions, 1.70), 화학 (chemistry, 1.14) 등의
순이었다. 개념 단위로 보았을 때, 열, 일 (에너지), 1법칙,

한 저자는 Haglund와 Melzer이고, 화학과 관련된 열역학

2법칙 등이 연결 중심성이 높은 주요어로 밝혀졌고, 저자가

교육 논문에는 Halpern, Abell, Bretz, Brooks, Koretsky

작성한 주요어에서 출현 빈도수 상위 10개 내의 유일한 열

등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학 개념이었던 엔트로피는 키워드 플러스로 살펴본 연결

Figire 7은 국제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 매개 중심성 지수

중심성에서는 연결 중심성 지수가 0.49로 전체 14번째 순위

(Betweenness centrality) 가 높은 키워드 플러스 20개 간

였다. 즉, 엔트로피는 연구의 대상으로 많이 제시되었지만,

의 공동 발생 네트워크를 나타낸 것이다. 키워드 플러스

다른 연구와의 연결성은 낮은 개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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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equency of occurrence of keywords.
International
thermodynamics
physical chemistry
upper division undergraduate
hands on learning manipulatives
first year undergraduate general
physics education
graduate education research
entropy
misconceptions discrepant events
laboratory instruction

No.
73
27
24
14
13
13
10
8
8
7

Korean
entropy
heat
heat transfer
science textbook
physics textbook
reversible process
temperature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thermal energy
-

No.
7
4
3
3
2
2
2
2
2

연구로 총 10개의 논문이 발견되었다. 연구 대상으로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5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
생 대상이 3개, 고등학생 대상이 2개였다.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는 계의 에너지 변화 [16], 열효율 [17], 엔트로피
[18], 열(온도) [19], 용해 [20] 등의 개념에 대해 이해 수준을
분석한 연구였다.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연구 내용 유형은 교육과정 및 교
과서 분석 연구로 이 중 교육과정 분석 연구가 1개, 교과서
Fig. 6. (Color online) Three field plot among authors,
keywords and journals (International).

분석 연구가 8개였다. 교과서 분석 연구는 하나의 개념을
정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여러 교과서를 종합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열과 관련된 개념이
여러 학교급의 교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가 많았는데, 1995년, 2002년, 2018년에 걸쳐 3개의
논문에서 연구되었다. 이 중 2002년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열과 온도 개념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21], 2018년에 게재된
연구에서는 열과 열에너지 개념을 분석하였다 [22]. 열역
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인 엔트로피가 교
과서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모두 2개
이루어졌는데, 일반 물리학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23] 와
일반화학 교재에 관한 분석 연구 [24]가 각각 이루어졌다.
또한, 학교급 하나를 정해서 열역학 관련 개념들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도 2개 이루어졌는데, 초
등학교 교과서의 열에너지 관련 단원 분석 연구 [25]와 고
등학교 물리학 교과서의 열역학 개념 분석 연구 [26] 이다.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이나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가

Fig. 7. (Color online) Co-occurrence network diagram
between 20 keyword plus (International).

4개, 열역학 관련 학생 활동 분석 연구가 3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초등학생)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11개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중학생) 가 7개, 고
등학교 (고등학생) 가 8개, 대학교 (대학생) 가 10개였다. 초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내용, 연구 대상, 관

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한 논문에서 모두 연구하는 경

련된 열역학 개념을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가장

우가 많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대학교 교과서 또는 대학생을

많이 연구된 연구 내용 유형은 학생들의 이해도를 분석하는

연구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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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result of Korean thermodynamics education articles.
Category

research
type

research
target*

concept*

No. of journals

elementary school
student
analysis of
high school
understanding
student
undergraduate
student
analysis of
curriculum
curriculum and textbook
textbook
elementary school (student)
middle school (student)
high school (student)
university (student)
heat
temperature
entropy
heat transfer

3
2

10

5
1
8

9
11
7
8
10
7
6
4
3

*The sum of papers is not presented because one paper may cover several items.

있다. 국내에서 진행된 물리 교육 연구가 대학교 (대학생)

첫번째 그룹은 “분석, 교과서, 과학, 물리, 열역학” 등으로

보다 초중등학교 (학생) 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

구성되어 있는데, 과학 교과서 또는 물리 교과서의 내용 분

면 열역학 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대학교 (대학생) 대상의

석과 관련된 단어들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분석 (analysis,

연구 비율이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16.00)과 교과서(textbooks, 8.03), 과학(science, 7.53) 등

연구에서 다루는 열역학 개념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 매개 중심성 지수가 높았다. 두 번째 그룹은 “학생, 열,

것은 열(heat)로 총 7개의 연구가 관련되어 있었다. 그다음

개념, 온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의 열과 온도 등에

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진 것은 온도(temperature)로 6개의

대한 개념 이해와 관련된 단어들로 연결된 것으로 생각할

연구가 관련되어 있는데, 1개를 제외하면 모두 ‘열’ 개념과

수 있다. 특히 학생(students, 15.79), 열(heat, 13.82) 등이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 두 개념은 교과서 분석은 물론

매개 중심성 지수가 높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학생의 이해정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모두 이루어졌는데,

수 있다.

특히 학생 이해 정도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개념은 엔트로피로 총 4개의 논문에서 다루어졌다.

IV.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과서 분석 연구가 2개, 대학생의
이해정도 분석 연구가 1개, 교수 방법 제안 연구가 1개 이

본 연구는 국내 및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열역학 교육

루어졌다. 열전달(heat transfer) 개념을 다룬 연구는 모두

연구들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3개였는데, 초등학생 대상의 연구가 2개, 중학생 (영재) 대

동향을 분석해 국내 열역학 교육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상의 연구가 1개였다.

목적으로 한다. 국내 학술지 논문으로는 국내에서 발행된

국내에서 발행된 열역학 교육 논문은 그 수가 적어 출현

학술지 중에서 열역학 교육 관련 논문 27편을 선정하여, 논

빈도수가 2회 이상인 주제어가 9개밖에 되지 않아 논문에

문의 제목, 초록, 저자정보, 주요어 등으로 서지정보 파일을

제시된 주요어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

작성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 방법 및 대상,

구에서는 논문 제목에 제시된 단어를 이용하여 공동 발생

주요 개념 등을 정리하였다. 국제 학술지 논문의 분석을 위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Figure 8은 매개 중심성 지수가 높은

해서는 국제학술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186개의 논문

단어 20개를 이용하여 나타낸 공동 발생 네트워크를 나타

을 추출하고, 이를 Biblioshiny를를 활용해 지식 네트워크

낸 것인데,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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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lor online) Co-occurrence network diagram
between 20 title-words (Korean).
열역학 교육 연구는 국제 연구의 경우 2000년대에 이르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학술지에 따른 출판 실적을 살펴보면
화학교육 연구를 다루는「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다음으로 물리학 논
문을 다루는「American Journal of Physics」에 많은 논문
이 게재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는「새물리」와「한국과학교
육학회지」에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열역학 교육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국내, 국제), 최근에 화학과 관련된 열역학 교육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국제), 열역학 개념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 경우에는 열과 온도, 국제 연구는 엔트로피와 관련되어
많이 진행되었다. 또한, 국내 연구는 교과서 분석과 학생
이해 분석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의 물리 교육 연구와 관련
하여 열역학 교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역학 교육 연구 내용의 확대가 필요하다. 국
내의 열역학 교육 연구는 주로 교과서의 열역학 관련 개념
분석과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의 열역학 개념에 대한 이
해정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제 연구에서도
학생 이해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교수
방법, 실험 활동과 관련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초등학
교 수준에서 열과 온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고등학교 및

의 독자적인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화학에서도 물리화학이라는 분야로 널리 학습되고 연구되
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는 화학 측면에서 열역학 교육을
연구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지만, 국제 학술지의 경우에는
물리교육 영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구 결과가 화학교육
학술지에서 제시되고 있다. 또한, 기계공학이나 화학공학
전공에서도 열역학은 중요한 교과목으로 열역학 교육 관련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되는 곳은 다르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열역학의 기본 개념은 같으므로 열역학 교육
연구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전공과 연계한 교육방법 등
에 관한 연구는 열역학 교육의 확장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열역학 교육의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 집단이
열역학 교육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의 열역학 교육 연구는 주로 물리교육 또는 화학교육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초중고 학교 또
는 학생과 관련된 연구가 많고, 대학교 수준의 연구도 주로
사범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열역학 교육이 이
루어지는 물리학과 또는 화학과, 공과대학의 교수자와 연
구자들이 열역학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연구에서는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연구자들을 매개하는 특정 연구자가
존재하기도 한다 (예 : 물리교육 [5], 과학의 본성 [6]). 본
연구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열역학 교육 국제
연구에서도 특정 연구자들끼리의 개인 연구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열역학 교육 연구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다양한 연구 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양한 연구자들이 열역학 교육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대한 분석은
서지정보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서지정보를 이용한 분석은
컴퓨터를 활용하여 기계적으로 손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서지정보에는 연구의 심층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초록을 통해서 일부 결과를 볼 수 있지만,
초록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목, 키
워드, 저자 관계, 인용 관계 등만을 이용한 분석이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서지정보만으로도 국내 연구에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특징들에 대한 세밀한 분
석이 추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학교 수준에서 엔트로피 및 열역학 법칙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바탕

감사의 글

으로 좋은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타 학문영역과의 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물리
학 또는 물리교육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열역학이 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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