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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importance of quantum technology is rising globally, it has become imperative to include
quantum physics in the upcoming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of Korea. To explore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n learning quantum physics, we surveyed their preference for physics
and interest in learning quantum physics. We collected the student responses using an online
survey and analyzed 931 responses overall. Notably, students showed a higher preference for
quantum physics over other areas of physics in terms of the emotional response and valuational
comprehension, while they showed a lower preference of quantum physics in behavioral volition.
Students showed a higher interest in the study of atomic structure over quantum technology or
quantum phenomena. They regarded the intellectual curiosity as a more important motive for
interest than career relevancy and showed a high interest in experimental and cultural activities
over others. The preference and interest of the students in learning quantum physics significantly
differed with their grades and the future career path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to teach
quantum physics in high schools as well as the implication for constructing a quantum physics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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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
임성민
대구대학교 물리교육과, 경산 38453, 대한민국

권문호∗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대구 41950, 대한민국
(2022년 9월 1일 받음, 2022년 9월 6일 수정본 받음, 2022년 9월 6일 게재 확정)

최근 양자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양자물리 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물리교육에서 양자물리의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770

New Physics: Sae Mulli, Vol. 72, No. 10, October 2022

고등학교 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였다. 전국 단위로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응답을 수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고등학생
931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은 감정 반응과 가치 인식 차원에서는 물리학의 여러
주제 중에서 양자물리를 보다 선호하였으나, 학습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른 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양자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흥미의 경우, 주제 차원에서는 원자 구조, 양자 기술,
양자 현상 순으로 흥미가 높았고, 동기 차원에서는 호기심과 지식 습득을 진로 연관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활동 차원의 경우 실험 활동과 문화 활동에 대한 흥미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생들의
양자물리에 대한 선호도와 흥미는 학년과 희망 진로 계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양자물리 교육 도입에 대한 당위성과 더불어 물리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Keywords: 양자물리, 고등학생, 물리 선호도,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 교육과정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양자물리의 중요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
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기와 기술 속
에 양자물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
근에는 양자컴퓨터, 양자암호통신, 양자계측 등 양자 기술
(quantum technology)의 발전이 성과를 내면서 양자물리
가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더욱 확장되고 있다. 양자
기술이 국가의 핵심 전략기술로 간주되기 시작하면서 대한
민국 정부는 2021년에 ‘양자 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는 2022년 초에 ‘양자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하였다 [1]. 현재 초
중고등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근미래 사회에서,
어쩌면 현재 사회에서도, 양자물리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
는 모든 현대 시민에게 필요한 소양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으로서 인재
상과 교육목표를 포함하여 각 과목에서 가르쳐야할 학습
내용, 교수 · 학습 방법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사가 수업
을 통해 가르쳐야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3,4].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재상과
교육목표가 달라짐으로 인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교과
내용 또한 변해왔다. 특히 기술의 진보를 주도하고 모든
자연과학의 기반이 되는 물리 교과에서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교과 내용으로 실생활 관련 주제를 포함한 첨단 과
학 기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자 노력해 왔다. 첨단 과학
기술의 핵심이 되는 양자물리에 대한 내용은 2007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원자의 구조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만 소
개되었으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상대성 이론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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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물리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되었다. ‘물리학의 기본 개
념을 바탕으로 자연 현상과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를
목표하는 ‘물리 I’ 과목에서는 물질과 전자기장 영역을 통해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와 빛의 방출, 에너지띠 이론, 반도체
등에 대한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으며, ‘과학 기술과 관련
된 분야를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물리
II’ 과목에서는 미시 세계와 양자 현상을 ‘물질의 이중성’과
‘양자물리’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서 플랑크의 양자
설, 빛의 입자성, 드브로이 물질파와 입자의 파동성, 전자
현미경,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 슈뢰딩거 방정식, 파동함
수, 원자모형, 에너지 준위, 양자터널 효과를 내용 요소로
제시하며 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에서 양자물리를 크게 강
조하였다 [5].
이러한 기조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유지되
었다. 모든 시민의 소양 함양을 위한 일반 선택과목인 ‘물
리학 I’ 과목과 이공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진로선택과목인 ‘물리학 II’에서 양자 현상 또는 양자물리
의 기초 개념이 고르게 제시되는 모습을 보였다 [6]. ‘물리학
I’에서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을 핵심 개념(Big Idea)으로
하여 원자와 에너지 준위, 고체의 에너지띠, 빛의 이중성,
물질의 이중성을 내용 요소로 다루고 있으며, ‘물리학 II’
에서는 ‘빛과 물질의 이중성’과 ‘미시 세계의 운동’을 핵심
개념으로 하여 빛의 입자성, 입자의 파동성, 불확정성 원
리를 내용 요소로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학 교과뿐만
아니라 화학 교과에서도 양자물리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
다. 일반 선택과목인 ‘화학 I’에서 ‘물질의 구성 입자’를 핵심
개념으로 하여 ‘양자수와 오비탈을 이용하여 원자의 현대
적 모형을 설명할 수 있다’와 같은 성취 기준을 제시하며
양자 현상에 기반한 현대적 원자 모형을 다루고 있다 [3].
현재 교육부에서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및 기
초소양 함양’을 강조하여 미래 세대 핵심 역량으로 학생의
디지털 기초 소양 및 AI 소양 함양을 강조한 20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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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의 개발을 주관하고 있다 [7]. 2022 개정 교육과
정 총론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핵심 역량을 강조하는 만큼
물리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자물리 관련 내
용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진로
선택과목인 ‘물리학 II’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빛’이라는 두 개의 과목으로 분화될
것이 공표되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전자기와 빛’ 시안을
살펴보면 ‘양자와 미시 세계’를 하나의 대단원으로 제시하
며 양자물리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8]. 이로 인해 ‘전자기와
빛’에서 ‘전자기와 양자’로의 과목 명칭 변경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이처럼 양자물리의 중요성과 사회의 요구를 고려할 때
중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에서 양자물리와 관련된 학습 내용
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함께 양자물리
교수학습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자물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물리교
육 연구 분야에서 역학, 전자기학 등 고전 물리학에 비해
양자물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2,6]. 이는
그동안 학교 물리교육에서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 영역이
되는 역학, 전자기학과 같은 고전 물리학의 비중이 절대적
이었기 때문이다 [9].
현재까지 이뤄져온 양자물리 분야에서의 교육 연구는 주
로 양자물리 교수학습에 있어 학습자들의 양자물리 개념
이해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10–24]. 이는 상대성
이론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양자물리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개념들의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5–
27]. 파동-입자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파동함수, 원자 구
조, 상태와 측정 등 양자물리에서 제시되는 개념들이 학생
들이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이고 인
과론적인 이해를 벗어나 비결정론적이고 확률적인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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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국가 교육과정에서 양자물리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
는지 정리하였다 [28]. 이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양자물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양자물
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과학의 본성(Nature of science,
NOS)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노
르웨이와 독일의 교육과정에 도입된 양자 얽힘(quantum
entanglement) 현상은 다른 양자물리 개념에 비해 도전적
인 개념이나, NOS 교육에 더욱 효과적이며 학생들의 학습
동기 부여에 더욱 긍정적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교육과정과 양자물리를 연계하여 이뤄진 연구로
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때부터 도입된 양자물리의 불확정성
원리 개념과 관련된 연구 [29,30]와 2015 개정 교육과정 물
리학 교과서의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연구 정도로
[24], 교육과정의 양자물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개정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교과서에서의 개념 설명에 대
한 연구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차원에서
양자물리 개념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양자물리 교수학습을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학생의 물리 주제별 선
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고, 이를 바
탕으로 고등학교 물리교육에서 양자물리 도입에 대한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는 어떠한가?
둘째,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는 어떠
한가?
셋째,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
한 흥미는 응답자의 개인 변인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요구하기 때문에 양자물리 개념 이해의 어려움은 가중되며
[2,24,25],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가 양자물리 개념학습에

II. 연구 방법

초점을 두고 있다.
그나마 현재까지 이뤄져온 양자물리 교육과 관련된 연

1. 연구 대상

구는 주로 대학생들이나 물리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
는 양자물리 관련 분야의 연구는, 특히 국내에서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2]. 또한, 교육과정 개편 때마다 전체적인
학습량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학생들이
양자물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
구는 국내외적으로도 찾기 어렵다. 최근 Stadermann 등은
캐나다, 호주, 독일, 영국 등 주로 서구 지역을 중심으로
총 15개 국가의 중등학교 물리 교육과정 문서 분석을 통해,

양자물리에 대한 고등학생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물리
교사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온라인 설문 주소를
안내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으며, 대구 · 경북 · 충남 · 경기 · 세종시의 총 20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931명이 설문에 응답하였
다. 조사 시기는 1학기가 마무리되는 2022년 7월 중순경에
10일간 실시하였다. 조사 시기를 기준으로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47.6%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며,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은 각각 35.3%, 17.1%이다. 학생들이 이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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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ribu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Gender
Male Female
425
506
45.6% 54.4%

1st
443
47.6%

Grade
2nd
329
35.3%

3rd
159
17.1%

Science
500
53.7%

Course-taken
Physics I Physics II
284
147
30.5%
15.8%

있거나 기이수한 과학 교과로는 통합과학이 53.7%, 물리학
I이 30.5%, 물리학 II가 15.8%로, 물리학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이 전체의 46.3%에 해당한다. 또한 응답
학생들은 희망하는 진로로 공학 계열이 36.7%, 의 · 약 · 보
건 계열이 20.2%, 자연과학 계열이 20.1%로, 자연 계열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체의 77% 정도에 해당하였다
(Table 1).

2. 연구 절차 및 도구
이 연구는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
기 위하여 관련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사할 구인을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구인인 ‘물리 선호도(preference for physics)’는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연구로 수행된 ‘초중등
학생의 과학 선호도 증진 정책 연구’ [31]에서 제안한 ‘과학
선호도(preference for science)’ 개념에 기초하였다. 해당
연구는 2002년 당시 우리나라에 만연한 초중등 학생의 이공
계 기피 현상을 국가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된 정책 연구로서, 학생들
의 과학학습에 대한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과학
선호도라는 구인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과학 선호도는 정
의적 특성의 내면화 양상에 따라 과학 주제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의미하는 감정 반응(Emotional response), 과학
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Valuational comprehension), 과학 학습 수행이나 진로 선택에 대한 행동
의지(Behavioral volition) 차원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과학 선호도 구인을 채택하되
과학 선호도의 맥락을 물리 학습으로 한정하여 물리 선호도
를 구인으로 설정하였다. 물리 선호도를 구인으로 설정하고
조사한 이유는 양자물리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고등학교
물리교육 맥락에서 학습하는 다른 물리 주제와 비교하기
위해서이다. 물리 선호도의 맥락이 되는 주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물리 주제로서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양자와 미시 세계를 포함하여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상대론과 중력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차원별로는 감정 반응 차원은 물리 주제별로
학생이 인식하는 흥미 수준으로, 가치 인식 차원은 물리

Engineering
342
36.7%

Career path
Science Medical
187
188
20.1%
20.2%

Etc
214
23.0%

Total
931
100%

주제별로 현재 삶에서의 중요성과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성
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 행동 의지 차원은 고등학생으로서
물리 주제에 대한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
다. 물리 선호도는 감정 반응 5문항, 가치 인식 5문항, 행동
의지 5문항 등 15문항의 5단계 리커트 척도와 더불어, 가
치 인식 차원에서 물리 주제별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인 순위를 비교하기 위해 선택형 1문항을 추
가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물리 선호도 문항
중 리커트 척도 1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문항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0.945로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카이저 정규화가
있는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15문항에 대한 하위 차원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5개의 문항이 3개의 요인
으로 축소되었으며 각각 감정 반응, 가치 인식, 행동 의지
차원으로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구인인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interest in
learning quantum physics)’는 Im & Pak의 연구에서 제시
한 ‘물리학습에 대한 흥미(interest in learning physics)’를
근거로 제안하였다 [32]. 해당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교과
를 학습하는 맥락에서 학생의 흥미는 호불호를 나타내는
단일 속성의 감정 반응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 다른 측면
을 갖는 다차원적 속성이라고 간주하고 과학 학습에 대한
흥미가 주제, 동기, 활동 차원으로 구성됨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과학학습에 대한 흥미를 조사하는 관련 연구에서 기본
참조틀로 활용되었다 [33,34].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제안에 따라 흥미를 주제, 동기, 활동 차원으로 구성하고,
과학 학습 맥락을 양자물리 학습 맥락으로 대체하였다. 양
자물리 학습의 주제는 기존 우리나라 고등학교 물리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양자물리 주제를 크게 원자의 구조(원자
구조, 불연속 에너지 준위 등)와 양자 현상(빛과 물질의
이중성, 불확정성 원리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여기에
향후 교육과정에서 다룰 것으로 기대되는 양자 기술(양자
기술 기초, 양자컴퓨팅, 양자정보통신 등)을 추가하였다.
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를 의미하는 동기
차원의 하위 요소는 선행 연구에 따라 호기심, 지식 생산과
같은 내적 동기, 진로 관련성과 대학 진학, 사회 유용성과
같은 외적 동기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어떤 교수학습 활
동에서 물리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는지를 나타내는 활동
차원은 선행 연구에 따라 실험(사고실험, 모의실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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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ructure of survey tool.
Construct
Preference
for
physics
Interest in
learning
quantum physics

Dimension
Emotional response
Valuational
comprehension
Behavioral volition
Topic
Motive
Activity

Content
Preference for topics in physics
Importance of topics in physics in everyday life
Importance of topics in physics in future society
Necessity to study topics* in physics
structure of atom/quantum phenomena/quantum technology
curiosity/knowledge/career/college/society
experiment/cultural/exercise/lecture/discussion

Scale
Interval
Interval
Nominal
Interval
Interval
Interval
Interval

*Topics: Force & Energy, Electricity & Magnetism, Light & Wave, Relativity & Gravity, Quantum & Microworld

Table 3. Students’ preference for physics.
Dimension
FE (Force & Energy)
EM (Electricity & Magnetism)
LW (Light & Wave)
RG (Relativity & Gravity)
QM (Quantum & Microworld)

Emotional response
mean
s.d.
3.38
1.12
3.25
1.14
3.38
1.09
3.52
1.11
3.38
1.19

활동, 영화나 대중도서와 같은 문화 활동, 문제 풀이 활동,
강연이나 설명 듣기 활동, 질문과 토론 활동 등으로 구성하
였다.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는 5단계 리커트 척도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문항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0.930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카이저 정규

Valuational comprehension
mean
s.d.
3.79
.95
4.10
.88
3.91
.90
3.81
.97
4.01
.98

Behavioral volition
mean
s.d.
3.87
.97
3.86
.98
3.76
.99
3.70
1.00
3.54
1.10

실시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이수 과목, 희망 진로 계열
에 따른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 교차분석(카이제
곱검정),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6)을 사용하
였다.

화가 있는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13문항에 대한 하위
차원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3개의 문항은 4개의

III. 결과 및 고찰

하위 요인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각각 주제 차원, 활동
차원,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차원에 대응된다. 내적 동기와

1.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

외적 동기는 통틀어 동기 차원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당
초 설계했던 대로 주제, 동기, 활동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1) 차원에 따른 분석

구성하는 것의 타당성을 통계적 구인타당도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구인인 물리 선호도 및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응답자의 개인 특성, 물리 선호도, 양자물리 학습에 대
한 흥미 등 모든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은 구글폼(Google
Forms)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수합하였다. 수합된 응답
결과는 통계분석을 위하여 스프레트시트로 변환하였다. 물
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의 각 차원 및 문항
별 반응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 및 빈도 분석을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를 물리 주제별로 감정 반응,
가치 인식, 행동 의지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Table 3).
첫째, 학생들이 물리 각 주제에 대해 얼마나 흥미를 갖는
가를 나타내는 감정 반응 차원에서 학생들은 모든 주제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3.2점에서 3.5점 정도로 반응하여
중간 이상의 흥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중 상대론과
중력에 대한 흥미가 3.52점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양자와 미시 세계, 힘과 에너지, 빛과 파동에 대한 흥미가
3.38점으로 거의 유사한 흥미 정도를 나타낸다(소수점 셋
째자리까지 비교할 때 양자와 미시 세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음). 전기와 자기 주제에 대해서는 3.25점으로 상대적으
로 가장 낮은 흥미를 보인다. 즉, 학생들은 고등학교 물리
교육에서 접하는 물리 주제 중에서 양자물리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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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와 자기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고등학생들
은 양자물리와 전자기학을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매우 중
요한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셋째, 물리 각 주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학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를 나타내는 행동 의지 차원에서는
모든 주제에 대해 5점 만점 기준으로 3.5점에서 3.9점 정도
로 다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힘과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3.87점으로서 가장 높고, 전기와 자
기가 3.86점으로 그와 유사하다. 그 뒤로 빛과 파동이 3.77
점, 상대론과 중력이 3.70점으로 뒤를 잇고, 양자와 미시
Fig. 1. (Color online) Students’ response for the importance of topics in physics in future society.

세계가 3.54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인식을 보인다.
학생들은 양자물리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흥미를 느끼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흥미

양자와 미시 세계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양호한 선호도를
나타낸다.
학생들이 가장 흥미를 느끼는 주제인 상대론이나 양자
물리는 모두 현대물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중등
학생들이 현대물리에 대해 관심이 많고 배우고 싶어한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35]. 학생들의 이와 같은
반응은, 기존 우리나라 초중등 학교 물리교육에서 고전역
학의 비중이 가장 크고 현대물리의 비중이 작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편으로는 기존 물리 교육과정이 학생의 수
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나타내고 다른 한편
으로는 향후 초중등 수준에서 물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현대물리 분야의 비중이 이전보다 확대되어야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학생들이 물리 각 주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
하는가를 나타내는 가치 인식 차원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생활에서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모든 주제에 대해 5점
만점에서 3.8점에서 4.1점 정도로 반응하여 매우 긍정적인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전기와 자기에 대한 인식
이 4.10점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양자와 미시세계에 대한
인식 또한 4.011점으로 높은 편이다. 빛과 파동(3.91점), 상
대론과 중력(3.81점), 힘과 에너지(3.79점)가 뒤를 잇는다.
한편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한 가지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Fig. 1과 같
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양자와 미시 세계를 선택하였으며, 그 뒤로
전기와 자기를 선택한 학생이 32.3%에 달한다. 한편, 힘과
에너지는 8.7%, 상대론과 중력이 7.8%, 빛과 파동이 5.8%
를 차지하여 양자물리 주제나 전자기학 주제에 비해 다소
큰 차이를 보인다.
학생들은 현재 생활에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전기와 자
기, 양자와 미시 세계 순으로 주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
나,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양자와 미시 세계,

나 중요성 인식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의 중요성에서 가장 낮은 인식
을 보인 역학(힘과 에너지) 주제에 대해서는 학습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다. 주제별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이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물리 교육과정에서 이들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의 순서와 유사하다 [3,7].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I의 경우 성취기준을 기준으로
‘역학과 에너지’ 단원의 성취기준이 10개, ‘물질과 전자기
장’ 단원이 7개,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이 6개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량의 순서와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의 필요성
순서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상관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2) 응답자 변인에 따른 차이
연구에서 고려한 응답자의 개인 변인은 성별, 학년, 이수
과목, 희망 진로였다. 이 4가지 변인은 개념적으로는 서로
독립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제로 인
해 학년과 이수 과목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물리 이수과목이 심화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경우 응답자 931명의 학년에 따른 이수 과목을 살
펴본 결과, 1학년의 96.6%가 통합과학까지, 2학년의 78.4%
가 물리학 I까지, 3학년의 88.7%가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년과 이수 과목을 묶어서
이수 과목이라는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가 각 차원별로 성별, 이수 과목,
희망 진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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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mparison of students’ perceived importance of physics by respondents’ background.
Construct

Category

Importance
in future

FE
EM
LW
RG
QM

Gender
Course-taken
Career path
Female
Male
Science Physics I Physics II Engineering Science
Medical
Etc
(N =506) (N =425) (N =500) (N =284) (N =147)
(N =342)
(N =187) (N =188) (N =214)
7.9%
9.6%
9.4%
8.5%
6.8%
8.4%
6.3%
10.6%
9.7%
39.5%
23.8%
33.4%
33.5%
26.5%
29.4%
32.8%
28.2%
40.6%
5.9%
5.6%
5.0%
8.1%
4.1%
6.7%
4.7%
3.7%
7.2%
9.3%
6.1%
10.2%
6.0%
3.4%
3.8%
9.4%
10.1%
11.1%
37.4%
54.8%
42.0%
44.0%
59.2%
51.7%
46.9%
47.3%
31.4%

첫째, 성별에 따라 물리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성별에 따른 물리 선호도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감정 반응 차원에서는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남학생의 흥미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높았다 (p < 0.01). 가치 인식 차원에서는 힘과 에
너지, 양자와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
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전기와
자기(p = 0.067), 빛과 파동(p = 0.075), 상대론과 중력
(p = 0.181)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행동 의지 차원에서는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영역(p < 0.01) 및 상대론과 중력 영역
(p = 0.035)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양자와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p = 0.284).
한편, 교차분석을 통하여 성별, 이수 과목, 희망 진로라는
요인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한 결과, 성별과
이수 과목, 희망 진로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점을 확인하
였다. 즉, 여학생일수록 이수 과목으로는 통합과학만, 희망
진로로는 인문사회 및 예체능 계열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
다. 이에 성별과 이수 과목, 희망 진로를 동시에 고정변인으
로 설정하여 다변량분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수
과목과 희망 진로는 앞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으로 요
인별 차이를 보이지만,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라 학생의 물리 선호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한다.
둘째, 이수 과목에 따라 물리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 반응 차원에서는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
준 p < 0.01에서 이수 과목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수 과목에 따른 흥미의 분포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
해 Scheffe의 방법을 적용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통합과학 < 물리학 I < 물리학 II 순으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 0.05). 가치 인식 차원에서도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통합
과학만 이수한 경우가 물리학 I 또는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은 흥미를 보였으나(p < 0.05) 물리
학 I과 물리학 II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았다. 행동 의지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힘과 에너지, 전기와
자기, 상대론과 중력의 경우는 통합과학만 수강한 경우가
물리학 I 또는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보다 유의하게 낮
은 흥미를 보였으나(p < 0.05) 물리학 I과 물리학 II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빛과 파동 및
양자와 미시 세계 주제에 대해서는 통합과학 < 물리학 I
< 물리학 II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아진다
(p < 0.05).
셋째, 희망 진로에 따라 물리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 반응 차원의 경우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
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방법을 적용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힘과
에너지, 빛과 파동, 양자와 미시 세계에서는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 의약학 계열보다, 의약학 계열은 기타 계
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았으나(p < 0.01)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간의 차이는 없었다. 전기와
자기 주제는 공학 계열이 자연과학 계열보다 흥미가 더 높
았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제에서와 마찬가지 경향
을 나타냈다. 가치 인식 차원의 경우도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힘과 에너지, 전
기와 자기, 빛과 파동, 양자와 미시 세계에 대해서는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 의약학 계열보다, 의약학 계열은
기타 계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간의 차이는 없었다. 반면 상대
론과 중력 주제에서는 기타 계열의 점수가 다른 계열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간의 차이
는 없었다. 행동 의지 차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물리
주제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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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students’ preference for physics by respondents’ background.
Dimension

Emotional
response

Valuational
comprehension

Behavioral
volition

Category
FE
EM
LW
RG
QM
FE
EM
LW
RG
QM
FE
EM
LW
RG
QM

Gender
Course-taken
Career path
Female
Male
Science Physics I Physics II Engineering Science Medical
Etc
(N =506) (N =425) (N =500) (N =284) (N =147)
(N =342) (N =187) (N =188) (N =214)
3.18
3.61
3.14
3.58
3.81
3.73
3.52
3.25
2.77
3.03
3.52
2.85
3.62
3.90
3.73
3.41
3.03
2.53
3.20
3.59
3.10
3.57
3.93
3.71
3.57
3.32
2.70
3.34
3.74
3.22
3.76
4.12
3.88
3.74
3.44
2.81
3.19
3.61
3.10
3.57
3.95
3.73
3.62
3.31
2.63
3.69
3.91
3.62
3.97
4.03
4.03
3.88
3.69
3.41
4.05
4.16
3.92
4.28
4.36
4.37
4.18
3.96
3.69
3.86
3.97
3.76
4.03
4.21
4.13
3.98
3.82
3.57
3.77
3.85
3.69
3.93
3.97
3.99
3.95
3.75
3.42
3.92
4.12
3.86
4.11
4.35
4.28
4.06
3.97
3.55
3.75
4.01
3.62
4.11
4.27
4.14
3.97
3.8
3.39
3.75
3.99
3.58
4.13
4.29
4.16
3.95
3.78
3.35
3.68
3.86
3.52
3.97
4.19
4.01
3.86
3.73
3.29
3.64
3.78
3.49
3.91
4.04
3.90
3.79
3.74
3.27
3.51
3.59
3.32
3.71
3.96
3.80
3.68
3.51
3.02

Table 6. Students’ interest in physics by dimension.
Dimension
Topic

Motive

Activity

Category
Structure of atom
Quantum phenomena
Quantum technology
Curiosity
Knowledge
Career
College
Society
Experiment
Cultural
Exercise
Lecture
Discussion

mean
3.56
3.49
3.50
3.77
3.66
3.18
3.24
3.75
3.83
3.71
3.37
3.54
3.36

s.d.
1.06
1.09
1.13
1.03
1.03
1.20
1.19
.96
1.06
1.07
1.11
1.05
1.13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힘과 에
너지,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양자와 미시 세계 주제에서
는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이 의약학 계열보다, 의약학
계열은 기타 계열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았
으나(p < 0.01) 공학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 간의 차이는
없었다. 하지만 상대론과 중력 주제에 대해서는 가치 인식
차원과 마찬가지로 기타 계열의 점수가 다른 계열보다 유
의하게 낮았으나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간의 차이는
없었다.
즉,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는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비해 더 높은데,
특히 양자물리 주제에 대한 선호도는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은 양자물리가 공학 계열과 관련이 깊다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
를 한 가지 선택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성별, 학년,
희망 진로계열에 따라 비교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학
생인 경우와 희망 진로가 기타 계열인 경우에 한하여 미래
사회 중요도의 순서가 전기와 자기 다음으로 양자와 미시
세계였으며, 그 외 나머지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평균
경향과 같이 양자와 미시 세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
였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
공학 계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
1) 차원에 따른 분석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주제, 동기,
활동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6 & Fig. 2)
첫째, 양자물리의 어떤 하위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갖는
지 살펴보는 주제 차원에서는 원자의 구조에 대한 흥미가 5
점 만점에 3.56점으로 가장 높고, 양자 기술에 대한 흥미와
양자 현상에 대한 흥미가 각각 3.50점과 3.49점으로 그 뒤
를 잇는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양자물리
주제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자의 구조와 양자 현
상에 한정되어 있다.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주로 전자의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와 선스펙트럼(물리학 I), 보어의 수
소 원자 모형(물리학 II), 양자 현상에 대해서는 빛과 물질
의 이중성(물리학 I과 물리학 II)과 불확정성 원리(물리학
II)를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6]. 한편 양자물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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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lor online) Students’ interest in learning quantum physics by dimension.
기술과 산업에 응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
고 있지는 않다. 원자의 구조와 관련하여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과 반도체로 이어지지만, 이것이 양자물리를 응용한
기술이라는 점은 교육과정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양자컴퓨팅이나 양자암호통신 등 최근의 양자기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학생들이 양자물리 주제 중 원
자의 구조에 대해 가장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서 비교적 친숙하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에 반
해 교육과정에 언급된 적이 없는 양자 기술에 대해서 기존
교과서에서 다루는 양자 현상보다 더 높은 흥미를 보인다
는 사실은 앞으로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할 때 고려할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자물리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를 살펴
보는 동기 차원에서는 호기심이 3.77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사회 유용성과 지식 습득이 각각 3.75점과 3.66
점으로 비교적 높다. 반면 대학 진학과 진로 관련성은 각각
3.24점과 3.18점으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 결과로부터 학생
들이 양자물리에 대해 가지는 흥미를 갖게 되는 주요 동기
가 양자물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묘함에 기인한 호기심과
지적 성취에 대한 요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양자물리에

이해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나 정서적으로는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 흥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
절에서 학생들의 물리 선호도에서 학생들이 가장 흥미 있
어 하는 주제가 상대론이라는 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에게 상대론이 결코 인지적으로 쉬운
주제는 아닐 것이지만, 상대론적 현상이 갖는 기묘함은 학
생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학습 흥미로 이어질
수 있다 [36].
셋째, 양자물리를 학습할 때 어떤 활동에 흥미를 갖는지
살펴보는 활동 차원에서는 모의실험이나 사고실험을 포함
하여 실험 활동에 대한 흥미가 3.8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중과학 도서나 영화 감상 등의 문화 활동에 대한 흥미가
3.71점으로 뒤를 잇는다. 강연이나 설명 듣기 활동에 대해
서는 3.541점이고, 연습문제 풀이와 질문토론 활동이 각각
3.37점과 3.36점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양자물
리 학습에 있어서 교실 수업에서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연습
문제 풀이나 설명 듣기 활동보다는, 모의실험을 포함하는
실험 활동이나 주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중과학문화
체험에 대해서는 높은 흥미를 나타낸다. 이는 학생들이 과
학 학습에 대한 흥미에 있어서 경험적인 활동에 더 흥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33].

대한 호기심과 지식 습득에 대한 요구는 양자물리 자체가
다른 물리 주제에 비해 신기하면서도 낯설기 때문이라고

2) 응답자 변인에 따른 차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양자 세계의 비가시적, 비결
정론적, 확률론적, 반직관적 특성이 학생들이 양자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25]. 하지만 양자물리의 이러한 ‘기묘함’은 인지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각 하위 차
원별로 성별, 이수 과목, 희망 진로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분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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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mparison of interest in physics according to respondents’ background.
Gender
Course-taken
Career path
Female
Male
Science Physics I Physics II Engineering Science Medical
Etc
(N =506) (N =425) (N =500) (N =284) (N =147) (N =342) (N =187) (N =188) (N =214)
Structure of atom
3.49
3.64
3.34
3.82
3.80
3.74
3.86
3.65
2.89
Topic
Quantum phenomena
3.32
3.69
3.20
3.73
4.00
3.84
3.69
3.49
2.70
Quantum technology
3.30
3.75
3.20
3.77
4.03
3.92
3.62
3.51
2.69
Curiosity
3.62
3.95
3.56
3.95
4.15
4.04
3.92
3.72
3.24
Knowledge
3.57
3.76
3.48
3.81
3.99
3.86
3.91
3.64
3.11
Motive
Career
3.07
3.30
2.89
3.38
3.77
3.71
3.40
2.96
2.28
College
3.17
3.32
2.96
3.51
3.66
3.72
3.41
3.09
2.40
Society
3.69
3.83
3.59
3.90
4.00
3.97
3.88
3.72
3.30
Experiment
3.77
3.89
3.65
4.01
4.10
4.08
3.92
3.93
3.25
Cultural
3.60
3.84
3.56
3.83
4.01
3.92
3.79
3.76
3.25
Activity
Exercise
3.33
3.41
3.11
3.66
3.65
3.67
3.48
3.39
2.72
Lecture
3.48
3.62
3.30
3.76
3.93
3.78
3.66
3.59
2.99
Discussion
3.26
3.48
3.15
3.54
3.73
3.58
3.52
3.43
2.78

Dimension

Category

첫째, 성별에 따라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비교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 위하여 실시한 독립표본 t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p < 0.05). 동기 차원에서도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서 유

같다. 주제 차원에서는 모든 양자물리 하위 주제에 대해서

의수준 p < 0.01에서 학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흥미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

사후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호기심, 지식 습득, 대학 진학,

며 (p < 0.05), 동기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요

사회 유용성 요소에서는 통합과학만 이수한 경우에 비해

소에서 남학생의 인식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물리학 I 또는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가 유의하게 흥미

높았다 (p < 0.05). 활동 차원에서는 문화 활동, 강의 및

가 높았으나(p < 0.05) 물리학 I과 물리학 II 사이의 차이는

설명 듣기, 토론 활동에서는 남학생의 흥미가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진로 관련성 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 (p < 0.05), 실험 활동과

는 통합과학 < 물리학 I < 물리학 II 순으로 통계적으로

연습문제 풀이 활동에 대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유의하게 흥미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활동 차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한편, 성별과 이수 과목, 희망 진로가 서로 독립적이지

요소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이수 과목에 따른

않은 점을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정할 때 독립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본 t 검증 뿐 아니라, 이수 과목, 희망 진로를 고정변인으로

하위 요소에 대해서 통합과학만 이수한 경우에 비해 물리

설정한 다변량분석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물리

학 I 또는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가 유의하게 흥미가

선호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수 과목과 희망 진로는 앞

높았으나(p < 0.05) 물리학 I과 물리학 II 사이의 차이는

의 분석 결과와 유사한 패턴으로 요인별 차이를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즉 학생들은 물리학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수록 양자

성별에 따라 학생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가 성별에

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가 높은데, 특히 진로 선택과목인

따라 차이가 난다는 결과는 주의해서 해석해야한다.

물리학 II까지 이수하는 학생의 경우 산업 현장의 응용과

둘째, 이수 과목에 따라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비

관련이 깊은 양자 현상이나 양자 기술과 같이 주제에 관

교하기 위하여 각 차원별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심을 더 많이 갖는다. 이는 물리학 II까지 선택한 학생의

는 다음과 같다. 주제 차원에서 모든 양자물리 하위 주제에

경우 상대적으로 양자물리에 흥미를 갖는 동기로 진로와의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이수 과목에 따른 유의한 차

관련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이가 있었다. Scheffe의 방법을 적용한 사후 분석을 실시한

셋째, 희망 진로에 따라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비

결과, 원자의 구조 주제에서는 통합과학만 이수한 경우에

교하기 위하여 각 차원별로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해 물리학 I 또는 물리학 II까지 이수한 경우가 유의하게

는 다음과 같다. 주제 차원에서 모든 양자물리 하위 주제에

흥미가 높았으나(p < 0.05) 물리학 I과 물리학 II 사이의 차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양자 현상 및 양자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방법을 적용한 사후 분석을 실시

기술 주제에서는 통합과학 < 물리학 I < 물리학 II 순으로

한 결과,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는 기타(인문사회/예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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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이 다른 계열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양자 현상과 양자
기술 주제에 대해서는 기타,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순으로 흥미가 높았으나(p < 0.01), 자연과학 계열과 공학
계열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선호
하는 하위 주제의 순서가 계열에 따라 달랐다. 즉, 공학 계
열의 경우 양자 기술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고, 이후 양자
현상, 원자의 구조 순으로 흥미를 보인 반면, 나머지 계열의
학생들은 그 반대의 순으로 흥미를 나타냈다. 공학 계열 학
생들이 특히 양자 기술 주제에 대해 흥미를 많이 보임을 알
수 있다. 동기 차원에서도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서 유의수
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사회 유용성 요소에서만 기
타 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흥미가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계열들 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 외의 다른 하위
요소에서는 기타, 의약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순으로 흥
미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특히
진로 관련성과 대학 진학과 관련된 요소에서는 공학 계열이
자연과학 계열보다 높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차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모든 하위
요소에 대해서 유의수준 p < 0.01에서 희망 진로에 따른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연습문제
풀이 활동에 대해서는 기타 계열, 의약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흥미가 높아
졌으나(p < 0.01), 그 외의 다른 요소에서는 기타 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흥미를 보이는 반면 의약
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는 이공계
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비해 더 높은데, 특히 공학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
우가 모든 하위 차원에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물리 선호도와 비슷한 양상으로, 학생들
이 양자물리가 공학 계열 진로와 관련성이 깊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해 갖는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물리
교육에서 양자물리 도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931명을 대상으로 양자물리를
포함한 주제별 물리 선호도와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
를 조사하고 차원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물
리 선호도와 양자물리에 학습에 대한 흥미가 학생의 성별,
이수 과목, 희망 진로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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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 조사 결과를 양자물리를 중
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양자물리에
대해 상대론과 중력 다음으로 높은 흥미를 나타낸다. 둘
째, 학생들은 양자물리를 전기와 자기 다음으로 실생활에
서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한편 가장 많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양자물리를 선택하였다. 셋째, 학
생들은 양자물리 학습의 필요성을 다른 주제에 비해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양자물리에 대해 상대
적으로 높은 흥미를 갖고 현재 생활과 특히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흥미와 중요성을 인식
하는 것만큼 학습 필요성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응답자의 성별, 이수 과목, 희망 진로와 무관하게
유사하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는 물리 과목을
이수하거나 이공계열 진로를 희망할수록 더 높은데, 특히
양자물리 주제에 대한 선호도일수록 물리 과목 이수와 이
공계열 진로 희망과 관련이 깊다.
고등학생들의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차원별로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양자물리의 학습 주제
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흥미를 보이는데 그중에서도 원
자의 구조에 대해 가장 흥미를 느끼며 다음으로 양자 기술,
양자 현상 순으로 흥미를 보인다. 다만, 이 결과는 학생의
희망 진로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즉, 공학 계열을 희망
하는 학생들은 양자 기술에 대해 가장 흥미를 보이는 반면,
나머지 진로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원자의 구조에 대
해 가장 흥미를 보인다. 둘째, 학생들이 양자물리 학습에
흥미를 갖게 되는 동기는 주로 지적 호기심과 사회 유용성
때문이며, 진로와 대학 진학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셋
째, 학생들이 양자물리 학습에서 가장 흥미를 느끼는 학습
활동은 실험 활동이며 그 다음으로 대중과학도서나 영화와
같은 문화 활동이다. 주제 차원에서 학생의 희망 진로 계열
에 따라 흥미 분포가 차이가 나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결과는 응답자의 성별, 학년, 진로 계열과 무관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한편, 양자물리 학습에 대한 흥미의
정도는 물리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할수록, 그리고 희망 진로
로 이공계열을 선택할수록 더 높다. 이와 같은 양상은 물리
선호도의 경우와 유사하다.
한편, 고등학생들의 물리 선호도 조사 결과를 물리 주
제별로 요약하면 몇 가지 흥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양자와
미시 세계를 비롯하여 전기와 자기, 빛과 파동, 상대론과
중력에 대해서 학생들은 흥미보다는 학습 필요성과 주제
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다. 하지만 힘과 에너지 주제에
대해서는 학습 필요성이 가장 높고 그 뒤로 주제의 중요성
과 흥미가 뒤를 따른다. 대체로 학생들은 물리 주제에 대한
흥미보다 학습 필요성이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흥미가 학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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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구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32, 33]. 하지만
흥미보다 물리 학습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흥미 증진 못지않게 물리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
다. 학생들은 흥미가 있기 때문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학습하게 된다. 양자물리 학습으로 한정하여 논의하자면,
현재 학생들이 인식하는 학습 필요성은 가장 낮지만 미래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인다.
공학 계열이 자연과학을 포함한 다른 계열과 달리 양자
기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흥미를 보인다는
점도 눈에 띠는 결과이다. 양자 기술은 아직까지 대학 물리
교육에서도 명시적으로 다루어진 적이 없고 당연히 초중고
등학교 물리교육에도 도입된 바 없다. 양자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73년 무렵이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으로 인해 기본적인 양자연산이 처음 시연된 것은 1995년
도이며, 이후 기술 개발의 속도가 정체되다가 2020년에 이
르러서 70비트짜리 양자컴퓨터 CPU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37]. 최근에 와서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추어 양자컴퓨터를
비롯한 양자 기술이 각광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양
자 기술이 초중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 교육에서도 생소한
주제라는 점은 수긍할 만 하다. 현재 급격한 속도로 양자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에 맞춰 양자 기술에 대한 국가사
회적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양자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
에 따르면 ‘정부는 양자기술의 연구개발, 양자 산업의 활성
화 등에 필요한 인력자원 양성 관리해야’하며(동 법안 제13
조), 이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정규과
정 또는 비정규과정의 양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제13조 8항). 학교교육을 둘러싼 이러한 사회 변화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학교 물리교육에 양자 기술이 포함되는
것은 이제는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당
위성과 별도로 이를 어떻게 학교교육에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초중등 물
리교육에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의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양자 기술을 단지
양자물리의 응용 사례로서 소개하고 묘사하는 수준에서 도
입할 것인지, 또는 양자 기술의 기초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
으로 도입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학교급과 학생의
발달수준, 과목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양자 기술의
기초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 상태, 확률파, 중첩,
붕괴, 얽힘 등의 양자물리 핵심 개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양자 얽힘과 같은 개념을 중등
학교 교육과정에서 도입하기도 하였다 [28]. 하지만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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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는 것과 그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별개의 과제로서,
학생들에게 특정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면 그에
적합한 교수학습방법 개발도 뒤따라야한다.
양자물리를 고등학교 교육에 도입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분명 도전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에도 틀림없다. 가까운 미래에 초
중등학교 물리교육에서 양자물리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물리학자와 물리교육 연구자, 학교 현
장을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논의와 협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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