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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es should endeavor, as educational institution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with a focus on better lectures and teaching & learning is needed. However, in university
physics education, the organizations of physics contents or physics textbooks are rarely studied
relatively. In this context, we conducted this study with a focus on university physics education,
especially general physics text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as a foundational study, was to
analyze the features of Leon Cooper’s general physics textbook an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general physics textbook. We tried to find distinguishing features from contents of the ‘Structure
of the Atom’ chapter in Cooper’s textbook by using a ground theory method. As a result, the
features of Cooper’s textbook show: 1) relations among nature, human beings and physics, 2) the
contexts and the meanings of physics, 3) the process for developing physics theories, and 4) new
writing styles. These features implicate very important intrinsic values of physics education that
had previously been overlooked, such as, understanding the nature process and comprehending the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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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반물리학 교재 개발의 가능성과 방향: Leon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원자의 구조’단원 특징을 중심으로

권상운∗ · 이경호
서울대학교, 물리교육과, 서울 08826, 대한민국

(2019년 2월 20일 받음, 2019년 5월 24일 수정본 받음, 2019년 6월 18일 게재 확정)

대학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에 더 나은 강의 및 교수-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학 물리학 교육의 경우, 교육 내용에 대한 주제들, 예컨대

물리학 내용 구성 혹은 물리학 교재 등에 대한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대학 물리학 교육, 특히 일반물리학 교재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반물리학 교재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Leon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로

부터 일반물리학 교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 및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근거 이론의 연구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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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여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 내용을 분석하고 특징적인 요소를 찾아내었다. 연구 결과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1) 자연, 인간, 물리학의 관계 서술, 2) 물리학 지식의 맥락과 의미 설명, 3) 물리학

이론의 형성 과정 서술, 4) 신선한 문체와 같은 특징들을 보였다. 이와 같은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특징들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물리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들, 이를테면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이해과정

참여와, 물리학의 형성 맥락 속에서의 그 의미와 구조 파악 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물리학

교재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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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대학은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있지만, 학생들을 가

르치고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도 간과

할 수 없다. 학생들에게 제반 학문분야의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대학은 없다. 따라서 대학은 교

육기관으로서의책임을가지고교육의질적향상에대해끊

임없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단지 대학 내 교육제도 및 환경에 대한 개선안 들을 고려하

는데서 그치지 않고, 대학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강의들, 즉

직접적인 대학 교육 현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더 나은 강의

및 교수-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대학 물리학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

면, 대체로 학생들의 물리학 개념 이해에 대한 분석이 수행

된 경우가 많다 [1–3]. 이와 같은 연구들은 좀 더 효과적인

물리학강의를위한다양한프로그램및시스템개발의기초

역할을한다. 또한, 이에더해대학에서의실험교육에관한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4–7]. 물리학 교육

내용에 대한 주제들, 이를테면 학생들에게 가르칠 물리학

내용 구성 혹은 물리학 교재 등에 대한 주제의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초등 및 중등 물리 (과
학)교육에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등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되고,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 등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대학 물리학 교육 맥락에서는 이와 같은 주제의 논의

들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 물리학 교육에 대한 근본적 차원의 질문들,

예컨대 대학 물리학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대학 물리학 교육에 대한 탐

구와 교육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가운데 대학 물리학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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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심을가지고연구를수행하였으며, 특히일반물리학

교재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대학 이공계 전공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

부분 필수과목으로 일반물리학 강의를 제일 먼저 수강하게

된다. 일반물리학은 물리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면

서 물리학 학문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일반물리학은 초중등 과학 교육과정 개발에도

그 연계성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일반물

리학은 예비 물리교사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며 학습하는 교재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대학 및 초

중등 교육에 걸쳐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일반적으로물리교재(혹은교과서)가물리교사들의

수업디자인에있어서핵심적인역할을한다는점에서보았

을 때, 대학 일반물리학 교재도 물리학 강의에 있어 매우 중

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특히 많은 일반물리학 강의계획서

들을살펴보면교재의내용구성과흐름을중심으로강의가

계획된것들을볼수있다. 즉, 일반물리학강의의경우교재

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다고볼수있다. 또한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초중등 학교에서는 참고서나 문제집 등

교과서의 내용을 따라가면서 더욱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하

고 있는 자료들이 많고, 이를 수업 및 교육과정 내용 학습에

대한 보조적인 학습 자료로 많이 활용한다. 반면에 일반물

리학을 포함한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은 강의에서 주교재로

지정한 물리학 교재 외에 다른 저자의 물리학 교재를 주로

활용하는 편이다. 이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대학 물리학 강의의 특성상, 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살피기보다는 대학 강의에 최적화된 대학 물리학

교재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에 입학

하여대학의첫번째강의로서일반물리학강의를수강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일반물리학 교재에 대한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자는

대학물리학교육에대한연구로서, 우선적으로일반물리학

교재에 관심을 가지고 교재를 분석하여 이해하고, 새로운

교재의 개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자의 목적은 이러한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

여, 일반물리학교재의이해와개발에대한연구를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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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리고 그 기초적인 단계로서 본 연구는 기존의 일

반물리학교재들의성격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새로운일

반물리학 교재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사에서 발생하였던 중요한 논쟁들이

교재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분석하였던 선행 연구

[9]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일반물리학 교재들과는

구별되는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던 Leon Cooper의 일반물

리학 교재 [10]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와 같은 특징들이 새로운 일반물리학 교재로

의 어떤 가능성들을 제안하는지 탐색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교재는 Leon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이다. 이 교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과학사/과학 철학적

관점 하에 일반물리학 교재를 분석했던 선행 연구 [9]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교재라는 점이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는 미국에서 출판되고 사용되고 있는 40여종의 일반물리학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일반물리학 교재들이 그 분석 대상에 포함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익숙한 일반물리학 교재들과 비교해

Cooper의 교재가 유독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은 Cooper
의 교재가 독특하고 새로운 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

각되는 이유가 되었다.

둘째, 실제로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는 교재의 부제,

혹은 그 내용에서도 여타 교재와는 다른 독창적인 점들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부

제는 “Structure and Mea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에 ”principle” 혹은 “fundamentals” 등을 사용하는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 볼 때, 물리학의 구조와 의미를 가르치고

자 한다는 점이 드러나는 제목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보인

다. 또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 수록된 단원 중에는 ”

EXPERIENCE, ORDER, AND STRUCTURE”라는 제

목의단원이나 “The World as a Machine”이라는단원처럼

저자의물리학혹은물리학교육에대한철학이잘드러나는

독특한 내용들이 있다. 이와 같은 제목과 수록된 단원들의

독특한 점들도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 대한 자세한 탐

구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다.

셋째, 교재의 저자 Leon Cooper의 독특한 이력 또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를 우선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되었다. 저자 Leon Cooper는 1972년 초전도 현상

과 관련된 BCS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소위

물리학 학문에서 절정의 성취를 이뤄낸 학자이다. 역학,

전자기학 등의 세부 전공 교재 저자들과 비교해볼 때, 일

반물리학 교재 저자들 중 Cooper와 같이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의 성취를 이룬 저자는 매우 드문 경우라 보인다. 게다

가 Cooper는 노벨상 수상 이후 인간과 과학, 가치의 문제

등 인문학적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최근까지

뇌-과학과 관련하여 의식 및 학습 등 교육에 관련된 분야에

서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물리학의 대가로서

성취를 이루면서도 인지 및 학습 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하는 물리학자가 물리학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저술한 일

반물리학 교재라면, 그의 물리학 교재를 통해 물리학 교육

및 교재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가 이와 같은 Cooper의 일반물리

학교재를대학학부생및일반물리학강의자들에게소개했

을 때, 그들에게서 긍정정직 반응이 있었다는 점이 Cooper
의 교재를 자세히 분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한 학부생

은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를 접하고, 본인이 일반물리학

강의를 수강할 때 사용했던 Halliday&Resnick 교재와 비

교하면서 Cooper 교재는 물리학 개념과 이론이 형성되고

발전되는 맥락과 관련된 ‘본질적인 질문’을 잘 보여주고 있

으며 설득력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평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차례 일반물리학 강의 경험이 있었던 한 강의자이자

물리교육연구자는 Cooper 일반물리학교재에대한강력한

인상을 받았으며, 맥락 없이 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느낌의

다른교재들과는달리 Cooper의일반물리학교재는인류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평하

였으며, 심지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를 강의 주교재로

삼아도 충분할 것 같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자는 Cooper의 일반물

리학 교재를 우선적으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수행

하였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

구는교재의 ’원자의구조’ 단원의본문서술을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원자의 구조’ 단원에 집중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물질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이다. 이것은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의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교

재가어떻게다루는지를살펴보는것은그교재가물리학을

교육하면서 어떤 관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둘째,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내용은 고전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이어

질 때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원자의

구조에 대한 탐구 내용과 그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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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역학의 내용을 학습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물리학 교재가 고전물리학과 양

자역학의 중간 단계로서 원자의 구조 내용을 어떻게 담아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교재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원자의 구조와 관련된 과학사적 내용은 학

생들에게 과학의 본성적 측면이 잘 드러나게 가르칠 수도,

혹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살펴봄으로써 교재의 지향이나 특징 등을 파악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 본문의 서술을

‘근거 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참조하여 분석한 후,

그결과를정리하여 Cooper 일반물리학교재의특징을파악

하였다. 근거 이론은 기존 이론을 중심으로 연역적 추론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기보다는, 대상의 행위나 구성 양식과

같은질적자료에서이론을도출하는귀납적방법을사용하

며, 관찰자에게는 대상의 세계가 무질서해보일지라도 그것

들은 질서 있게 행동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11]. 본 연구는 Cooper 일반물리

학 교재를 특정한 시각이나 관점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자체로부터 드러나는 특징들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특히, 본 연구자는 물리학 교재의 서술을

물리학 지식 정보의 수록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종의 교육

적 실천 행위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물리학 교재를 물리

교사의 수업과 같은 물리교육의 실천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2 이러한 관점 하에 본 연구는 한 물리 교사의 수업

중 발화 등을 분석하여 수업의 특징들을 파악하듯, 교재

본문의 서술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특징적 요소들을 찾아

정리하고 파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근거 이론은 흔히 자료의 수집 이후 자료를 코딩하고 재

구성하는 방식의 절차로 수행된다. 본 연구도 마찬가지로

근거 이론의 절차를 참조하여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 본

문의 서술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교재의 본문

서술을 분석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차 코딩: 개방 코딩(open coding)

개방 코딩은 분석의 첫 단계이며, 이때 자료를 분해하여

재조합하는 과정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Cooper 일반물

리학 교재의 ’원자의 구조’단원의 텍스트들을 문장단위로

2 본 연구에서는 교재 분석의 대전제로서 물리학 교재를 물리학 수업과
같은 물리교육 실천의 한 가지 양상으로 본다. 물론, 물리학 교재가
수업과 같은 물리교육 실천이라는 관점에 대한 충분한, 그리고 타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추후의 연구 논문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분해하고, 각 문장 의미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에 서술된 모든 문장에 대해 일렬번호를
부여한 후, 각 문장의 형식이나 의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문장의 유형이나 의미 코드를 부여했다. 이때 한 문장에
하나의코드만을부여하기보다는, 여러가지의코드들을가
능한대로 부여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론적 틀이 개입되기보다 순수하게 문장에서 인식되는 대
로 귀납의 원리가 지켜졌다. 문장별 분석이 완료된 후에는
연구자가 의미 부여된 문장들을 일차적으로 범주화 하였으
며, 범주화 된 것들을 명명하는 방식으로 코딩을 실시하였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명명된 범주들은 예를 들면, ’
물리학자의직관’, ’의문불러일으키기’, ’그림에비유’ 등이
있으며 총 40여개의 작은 범주들로 구성이 되었다.

2. 2차 코딩: 축 코딩(axial coding)

개방 코딩 이후 이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는데, 이
를 축 코딩이라 한다. 여기서 연구자는 중심적인 현상을
확인하고 인과 조건을 탐색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현상의
결과를 묘사한다. 이와 같은 축 코딩은 이론적 코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범주들을 연결시켜 현상에 대한 더
정확하고 완벽한 설명을 찾고자 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1차 코딩된 범주들을 다시 재조합하여
상위 범주들로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근거 이론의 연구방법에서는 이와 같은 2차

코딩이 완료된 후, 연구자가 범주들을 구별하고 상호 관련
시켜 기술하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거나, 예측되는 관계를
진술하는 명제나 가설 등을 구체화하기도 한다 [12].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 본문의 문
장들을 해체하고 분석하여 재구성한 범주들을 통해 교재의
서술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파악하고 설명하고자 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 즉 교재 본문의 각 문장에 그 형

식과 의미를 근거로 코드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문장들을
교재 서술 특징을 범주화시키는 과정에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인 혹은 임의적인 해석이 개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위해 본 연구자 외
에 물리교육 전문가 1인과 물리교육 박사과정 학생 1인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문장 분석 및 범주화 과정 중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에 참
여한 물리교육 전문가는 물리교육의 박사 학위 소지지이며
물리학 교재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이다. 또한 물리교육
박사과정의 학생은 다년간 과학 및 교육철학적 관점을 바
탕으로 물리교육의 철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온
학생으로 물리교재를 비롯한 다양한 물리교육 관련 텍스트
분석 경험이 있는 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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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ing the feature of Cooper’s textbook with coded sentences.

Upper Categories Lower Categories Contents Codes

Relationship among
the nature, human
and physics

Physics as Painting

W: physics for explaining natural | phenomena
AG: physics is like painting
AK: expression “in the perspective of ∼”
AN: perspective, worldview

Context and Meaning
of Physics Knowledge

Why did physicists think
that?

C: exploring the simplest hydrogen atom
P: human want to integrate new knowledge into that aleady known

Showing essential meaning
of physics theory

L: distinguishing mechanics and electromagnetics
U: meaning of experiments or theories]
AJ: stability of atom
AL: essence of theories or opinions

Procedure of Physics
Understanding new phenom-
ena based on that already
known

A: understanding atom based on that already known
N: explanation based on theory

Using inconsistent and intui-
tive method often

B: Intuition of Physicists
H: ad hoc
M: physics which is proceeded when it have explanation power

New phenomena, which are
hard to explain, can make
change of that already known

G: experience and experiment can change theories
V: controversial opinion for same phenomena

Writing style which is
not like physics text-
books

It want to talk with readers
R: arousing questions or curiosity
Z: asking to reader

Unique expression of author

E: unique expression
S: humorous expression
AB: expression about value and philosophical expression
AD: nature permit / lead
AF: analogies

III. 연구 결과

1. 자연, 인간, 물리학의 관계

물리학은 자연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이해하는 것을 추
구한다. 따라서 물리학을 학습함에 있어서 물리학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임에 분명하다. 이와 같은 주제들은 일반적으로 과
학철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다양한 입장의 주장이 존재하고
있으며, 물리교육(및 과학교육) 연구들에서는 수업, 교재,
교육과정 등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고 최근까지 주장되어오고 있다 [13–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물리학 교재들을 살펴보면

물리학 개념이나 이론 등에는 충실할지 몰라도, 자연과 인
간의 관계 속에서 물리학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설명하는
교재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한편, Cooper 일반물리학 교
재의 서술에서는 물리학,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본문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교재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In the tapestry that was classical physics, if one could
have looked properly, one world have discerned those
threads of a new color that did not fit the many themes
and variations of the Newtonian woof and warp. But
whether these alien threads would disappear, an error
of the weavers hand, or whether they would continue
and develop into new and rich themes of their own was
something the spectator, or even the weaver, could not
know too well at the time. (Cooper, 1992, p.302)

위의 서술에서는 물리학을 하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직조 예술)에 비유하고 있다. 이 비유에서 물리학은

하나하나의 현상들이 실이 되어 서로 엮이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이 그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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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들에 의해 필연적으로 그려지기보다는 이 실을 엮는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그려지는 그림이다. 그러나 모든
그림이 항상 예술가의 의도에만 달린 것이 아니다. 가끔은
새롭거나 이상한 실이 끼어들면서 직조를 하고 있는
예술가조차도 의도하지 않은 어떤 새로운 그림이 될 수도
있다. 즉, 물리학은 단지 자연현상들의 집합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지식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그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들을 엮어내어 하나의 큰 설명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Cooper는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연현상에 대한 큰 설명체계가 바로 물리학 이론이라
할 수 있다. Cooper 교재의 본문에는 이처럼 물리학이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하여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 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저자의 관점은 교재의
서문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I have tried, in all, to present physics as one attempt
made by human beings to organize their experience-
different in technique, but not totally different in
outlook from that of the painter, for example, whose
canvas is often his organization of his experience of
light and color. It seems to me that important physics,
as important painting, imposes the vision of the sci-
entist/artist on the raw data, in principle available to
everyone. A generation or two later the world appears
to us as that vision. (Cooper, 1992, p.xii)

교재의 서문에서 저자는 물리학의 활동을 화가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는 관점을 설명한다. 특히 저자는
물리학자와 화가 모두 자연에 대한 경험을 자신의 관점
(vision)을 바탕으로 ’조직화’한다는 특징을 강조하며,
이러한 특징을 그의 교재에서 잘 보여주려 했다고 밝힌다.
이에 교재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자연현상에 대한
경험들이 조직화되며 원자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서술들을 찾을 수 있다.

Such results, plus the obvious fact that electricity
could be obtained from matter by rubbing, that charged
particles, like cathode rays, were emitted from matter
under the proper circumstances, led to belief, almost
universally accept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in the
electrical constitution of matter. (Cooper, 1992, p.314)

이처럼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물리학이란 우리가
경험한 자연현상들에 대해 물리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조직화한 지식체계라 이야기하며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
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2. 물리학 지식의 맥락과 의미

물리학이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발전해나가

는 학문이라면, 그러한 물리학을 배운다는 것은 이미 정

립되어 있는 물리학 학문을 배움으로써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을학습한다는것은, 일차적으로물리학개념과이론

등의 내용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많은

경우, 물리학 교재들은 학생들이 배워야할 물리학 개념과

이론의 결론 혹은 결과만을 서술하고, 학생들이 그것들을

익혀 활용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를 훈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본문에서

는물리학개념이나이론을익히는것을넘어그러한것들을

배운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가에대한내용을담고

있다.

첫째,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학생들에게 물리학

내용 지식의 배경 맥락을 함께 설명한다. 이것은 곧,

Schwab (1962)이 기존 물리학 교재의 문제로 지적하였던

수사학적 결론 (rhetoric of conclusion)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17]. Cooper의 교재는

학생들에게 물리학 내용 지식들의 배경과 맥락을 함께

가르치고자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원자의 구조 내용의

도입부에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In general, the detailed properties of materials -
their magnetic and optical properties; why some are
conductors why others are not; what is the nature
and internal constitution of matter - these questions
never would be resolved within the domain of classical
physics. These threads that were beginning to appear
- the problems tint troubled Maxwell, a paradox first
observed by J. Willard Gibbs, radio activity, X rays,
the discrete spectral lines - single threads at first, did
not disappear. The future would be dominated by
themes which, reading backward, one could see to begin
with these lonely strands. But in the end it was on the
trail of that old and elusive concept, the atom, that the
world created by Newton and Descartes, the world of
Democritus, Epicurus, Lucretius, and Gassendi came to
the end of its usefulness. (Cooper, 1992, p.308)

위의 본문에서는 19세기 중후반 시기에 관찰된 방사능,

X선 등의 자연현상들이 당시 물리학 이론들로는 설명이

되지않았으며, 당시의과학자들은이러한현상들이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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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고 오랫동안 잊혔던 물질의

본질로서의 ’원자’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설

명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서술은 학생들에게 원자의 구조

학습에 대한 정당성 및 동기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경우, 물리학 교재들은 원자의 구조 단원을 도입하면

서 먼저 Dalton의 원자론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곧바로

Thomson의 전자 발견과 그의 원자모형부터 Rutherford,
Bohr에 이르기까지의 원자모형에 대한 내용을 서술한다.

게다가원자의구조단원의이전내용들은원자에대한이해

와 학습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독자들

(학생들)의 입장에서 원자에대한 내용은 맥락없이 갑작스

럽게등장한것처럼느껴질수있다. 반면에 Cooper의위와

같은 서술은 원자에 대한 탐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맥락을

소개함으로써 원자의 구조에 대한 학습이 가지는 의미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물리학 개념이나 이

론의 핵심적인 의미를 강조한다. 물리학 개념이나 이론의

의미란 “그러한 물리학 개념이나 이론이 궁극적으로 말하

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과 관련 있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물리학 내용 지식

들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당시의 맥락 속에서

물리학자들의 의도나 생각들을 통해 발견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물리학 개념이나 이론들의 핵심적인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는 원자에 대한

탐구가 이뤄졌던 당시의 물리학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것,

혹은원자와관련된물리학개념들이면에그들이중요하게

생각했던 핵심적인 가치 등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주제는,

당시 물리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물질의 안정성

(stability of matter)’ 문제였다. 여기서의 ’안정성’은
물질이 붕괴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것 뿐 아니라 항상 어떤 물질이나 원소가 항상 그것으로서

존재하게 하는 성질을 의미한다. Cooper의 교재에서는

원자에 대한 물리학자들의 탐구들은 이와 같은 원자의 ’
안정성’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여겼으며, 그들이 제안한

원자모형들 또한 단지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려내는

것을 넘어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교재의 본문 중 Bohr의 원자모형에 대한

설명에서 이러한 안정성이 중요한 핵심임을 드러내는

서술의 예이다.

Each of these assumptions-the quantization condition,
the lack of radiation while in one of the quantized orbits,
and the radiation in the leaps between the orbits-was
contrary to what was then known of classical theory.
However, it was necessary to postulate the stability of
the atom in some way. The radiation in jumps seemed
to be consistent with what had already been revealed by
Einstein and Planck. And the quantization condition
was no too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ndition of
Planck. Let us follow this mixture of classical and
nonclassical postulates to see the kind of atom that
Bohr obtained. (Cooper, 1992, p.333)

또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서술에서는 위와

같은 안정성 개념 외에도, 물리학자들이 제안한 원자

모형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들에 대해서도 서술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Rutherford의 원자모형에 대한

Bohr의회상을직접적으로인용하여다음과같이서술한다.

Rutherford’s model of the atom puts before us a
task reminiscent of the old dream of philosophers:
to reduc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of nature to
the consideration of pure numbers. (Cooper, 1992, p322)

위의 서술에서 Bohr는 Rutherford의 원자모형을 회고

하며 그의 원자모형은 자연법칙에 대한 해석을 순수하게

숫자들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의의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실제로 Bohr의 원자모형은 Rutherford의 모형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양자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러한 아이디어는 이후 미시세계의 물리량들을 숫자로 환원

하여다루는양자역학으로의발전에영향을미쳤다고볼수

있다.

3. 물리학 이론의 형성 과정

최근까지의 물리교육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물리학 내

용 지식뿐 아니라 물리학을 포함한 과학의 과정 등도 가르

쳐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는 학생들이 물리학 지식을

경험적이고 필연적인, 당연하게 얻게 되는 지식이라 믿는

것을방지하고물리학지식의참의미를전달하기위함이라

볼 수 있다 [18].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원자의 구조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와 같은 물리학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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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은 다음과 같은 물리학 이론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새로운 자연현상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Cooper 교재는 우선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Yet, one would rather endlessly and hopelessly
manipulate the last two rather than go back to the
beginning and admit that it is another order, right
from the beginning, with will fit all the numbers into
their place. When one has successfully constructed a
theory that encompasses so much of the world, it is
hard to admit that it will have to be razed so that
its foundations can be rebuilt completely. Rather, one
struggles for a very long time to adapt, to modify, to cut,
and to alter so as to include even the most unfriendly
and alien facts into the compass of a point of view
which one knows, which one has been taught, and whose
success is demonstrable and great. (Cooper, 1992, p.301)

위의 서술은 우리가 자연현상들을 잘 설명하는 지식체

계를 구성해 놓으면, 다시 그것을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여도 우리는 기존의 지식체계에

그것을통합시켜이해하려한다고이야기한다. 바로이것이

일반적으로 물리학 이론이 그 영역을 넓혀가는 방식일

것이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지식을 기존의 지식세계에

통합시키며 그 영역을 넓혀간다는 내용 자체는 기존의

일반물리학 교재들에서도 잠시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Cooper의 교재가 갖는 장점은 물리학 이론 발전의

일반적인 방식을 단순히 결론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들을 포함한 물리학의 지식 형성 맥락 및

그 과정들을 구체적인 주제 (예를 들어 원자의 구조)를
중심으로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교재에서

이와 같은 점이 잘 나타난 대표적인 부분은 Rutherford의
원자모형에 대한 서술이다.

The electron cannot stand still without support; it
would fall into the nucleus, just as a still earth would
fall into the sun. But the electron can revolve about the
nucleus - a charged solar system, an absurd analogue of
the planetary solar system. ... It is perfectly feasible
to construct a little charged solar system in which the
electron revolves about the proton. (Cooper, 1992,

p.323)

교재는 Rutherford의 실험을 통해 원자핵의 존재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원자핵과 전자가 함께 안정적

으로 원자를 구성하며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적인 태

양계(charged solar system)를 구성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즉, 원자의 탐구로부터 얻어진 경험들-즉, 전자와 원자핵-
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

던 지식-태양계의 역학 모형-을 바탕에 두고 있는 것이다.

Cooper는 이와 같은 방식의 생각을 경제적(economical)인
생각이라고표현하면서, 이것이자연스럽고쉽게떠올릴수

있는 방식의 사고 과정임을 강조하였다.

둘째, 가끔은 비일관적이며 직관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모든 자연현상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

가능하거나 혹은 기존의 이론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또한 알고 있는 방식만으로는 새로운 자연현상을 발

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는 논리적임을

포기하거나 기존 지식과의 일관성도 포기하고 새로운 직관

을 발휘해야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실제로 과학사

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으며, 특히 원자의

구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

음을 알 수 있다 [19].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는 이와

같은 물리학자들의 직관적이면서 비일관적인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시도의 모습이 담겨있다.

대표적으로 Rutherford의 알파입자 산란실험에 대

한 내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는데, Cooper교재는

Rutherford 본인의 회고를 직접적으로 인용하며 그의 원

자에대한탐구에어떤직관이발휘되었는지소개하고있다.

One day Geiger came to me and said, “Don’t you
think that young Marsden, whom I am training in
radioactive methods, ought to begin a small research?”
Now I had thought that, too, so I said, “Why not let
him see if any �-particles can be scattered through a
large angle?” I may tell you in confidence that I did
not believe that they would be, since we knew that
the �-particle was a very fast, massive particle, with a
great deal of [kinetic] energy, and you could show that
if the scattering was due to the accumulated effect of a
number of small scatterings, the chance of an �-particle’s
being scattered backward was very small. (Cooper,
1992, p.318)

교재에서는 Rutherford가 제자 Geiger에게 매우 직관적

인 제안을 하였지만, 그 결과가 나올 것에 대한 기대감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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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당시의 물리학 지식이나 원자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생각한다면, 알파입자 산란실

험에서알파입자가뒤로튕겨나올확률이매우희박하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일 것이다. 따라서 Rutherford가
Geiger에게 한 제안은 상당히 그의 직관에 기댄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Cooper 교재는 Rutherford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물리학자의 직관이 발

휘되는 순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 외에도 Bohr가 원자

구조 내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lanck의 양자 아

이디어를 도입한 것과 관련하여, 물리학자들이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ad hoc의 방법을 사용

한다는점등도교재에서생생하게보여주고있음을확인할

수 있다.

4. 물리학 교재로서의 신선한 문체

Cooper의 일반물리학 교재를 처음 접하게 되면, 곧바로

그 동안 많이 접해왔던 물리학 교재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단지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가 본문

의서술가운데물리학에대한의미나과정등을보여주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차별

성은, 교재를 읽음과 동시에 알게 되는 독특한 서술방식,

즉 독특한 문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독특한 문체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는 독자들과 대화하는 듯 한 서술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물리학 교재는 학생들에게 물리학 개념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이러한

교재들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문체보다 독자들과 대화하는

듯 한 방식에 가까운 문체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예로서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의문이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거나, 혹은 다음 내용에 대한 암시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독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앞서 언급했던 태피스트리

비유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볼 수 있다.

But whether these alien threads would disappear,
an error of the weavers hand, or whether they would
continue and develop into new and rich themes of their
own was something the spectator, or even the weaver,
could not know too well at the time. (Cooper, 1992,

p.302)

위의 서술에서는 19세기 말부터 발견되는 새로운

자연현상들이 물리학의 태피스트리에서 이상한 (alien)
실이 되었으며, 그것들이 새로운 그림을 그려낼 수도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새롭게 그려질 그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는 밝히지 않는다.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그려질 그림이 분명 고전 물리학과는

다른 그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외에도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적절한 질문들을 잘

사용하여 독자들이 물리학 지식과 자연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The electron cannot stand still without support;
it would fall into the nucleus, just as a still earth
would fall into the sun. But the electron can revolve
about the nucleus-a charged solar system, an absurd
analogue of the planetary solar system. Could nature
be so economical? Could the world be so made that
an unimaginative repetition on it atomic scale of the
planetary solar system would be the basis of the atomic
constitution of matter? (Cooper, 1992, p.323)

위의 서술에서는 Rutherford의 원자모형에서 원자핵과

전자가어떤구조를이루며존재해야하는지설명하고있다.

교재는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일종의 전하를 띈

태양계 모델을 제안한다. 이것은 원자의 구성 요소인 원자

핵과 전자의 존재방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과 행성

들의 존재 방식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어서 교재는

이러한 결론에 대해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자연이

그렇게 경제적인가? 원자의 구조가 그저 태양계의 구조를

그대로 작게 축소한 것이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을 다시 돌아

보게 만든다. 즉, 알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에 의문을 갖고 원자라는

자연의 대상에 대한 이해를 다시 고찰하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예시들외에도단지단편적인물리지식을전달하기만

하지 않고, 독자들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듯한문체를사용한부분들을교재의본문에서많이찾아볼

수 있다.

둘째로, Cooper 일반물리학교재의서술에서는저자만의

독특한 표현 및 신중한 단어 선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본문 서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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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나는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다.

There was evidence which, in retrospect, enables us
to see that all was not well. (Cooper, 1992, p.301)

Such results, plus the obvious fact that electricity
could be obtained from matter by rubbing, that charged
particles, like cathode rays, were emitted from matter
under the proper circumstances, led to a belief, almost
universally accepted at the turn of the century, in the
electrical constitution of matter. (Cooper, 1992, p.314)

위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자연현상에 대해 물리학자들이

“알게되었다” 혹은 “밝혀냈다”라는표현을사용하지않고,

오히려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이해나 앎으로 이끌었다거나

우리에게 허락하였다는 식으로 표현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현은 물리학 지식을 형성하는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자연임을, 즉 인간이 자연현상에 대한 지식을 ’
알아낸’것이라기보다는 자연이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지식들을 ’알게 해 준’ 것이라는 저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알아냈다거나 혹은 밝혀냈다라고 표현하는 기존의

많은 물리학 교재들의 서술과는 다른 표현이다. 저자

Cooper는 자연세계를 마주하는 인간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독자들에

게 이와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심사숙고하

여선택한단어들로저자만의독특한표현들을보이고있다.

These somethings were christened cathode rays.
(Cooper, 1992, p.309)

This carrier of electricity, the active constituent of the
cathode rays, was eventually christened the electron, the
first twentieth-century elementary particle. (Cooper,
1992, p.312)

또한 위의 서술들을 보면, 음극선(cathode rays)이나 전

자(electron)의 “이름이 붙여짐”에 대한 표현에서, 흔히 사

용되는 “name”이나 “c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chr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된 “christen”이라는단어는다른단어와동일하게 “이
름을 짓다”라는 뜻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름을 받

는 대상의 중요한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음극선이나 전자 등의 이름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그것들의 물리학적 특징-예를 들면,

음극에서 방출되는 선, 혹은 전하를 띈 기본입자-을 반영하

여그특징들을잘드러낼수있도록지어졌음을알수있다.

다시 말해, Cooper는 과학자들이 새롭게 알게 된 물리학적

대상 혹은 개념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 그 대상의 특징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을 이

러한 단어 선택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비유들을 통한

의미 전달을 자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앞서 연구

결과의 1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Cooper는 물리학을 하는

것을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에 비유하면서 자연과

물리학, 그리고 인간의 관계에 대한 본인의 아이디어를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 물리학 지식이

형성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숫자 퍼즐 풀이에 비유하여

설명한 부분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한 대상과

물리학을 직접적으로 비유하는 것 외에 다른 분야의

글을 인용하여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도 찾을 수 있다.

This collection of facts, interpreted via existing the-
ory, seemed to - lead to a dead end at every turn. One
might say, in retrospect, that Rutherford’s atom was
the ultimate application of purely classical principles
in the atomic domain. As though he had opened the
seventh seal, there was a silence ... and the angles were
given seven trumpets ... (Cooper, 1992, p.324)

위의 내용은 Rutherford의 원자모형이 물리학의 흐름에

서 지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서 교재는 7개의 봉

인과 7개의나팔에대한내용을서술한다. 이것은성서중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활용한 것으로, 7개의 봉인이 풀리고

잠시의 고요함 이후에 다시 7개의 나팔을 분다는 내용을

통해 하나의 양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양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서술이다. Cooper의 교재는 이와 같은

성서의 내용을 활용하여 원자의 탐구의 맥락에서 물리학

역시 이전의 양상이 지나가고 새로운 양상이 시작될 것이

라는 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는

우리나라문화권에서는바로이해하기쉽지않은비유지만,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가 크리스트교 문화권인 미국에서

출판된 교재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비유라 생각

할 수 있다.

IV. 요약 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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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Cooper 일반물리학 교

재의 ’원자의 구조’ 단원의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첫째,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자연과 인간, 물리학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Cooper 일반물리

학교재는물리학이라는인간활동을화가의그림을그리는

활동에 비유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물리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잘 나타내고 있다. 둘째, 물리학 지식

의 맥락과 의미를 가르치고자 한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단지 물리학 내용 지식들을 결론적으로 서술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익히게 하기 보다는, 그러한 지

식들이어떤이유와맥락에서형성되었는지, 그리고그것들

이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에 있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셋째, 물리학 이론의 형성과

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Cooper의 교재는 지나치게

형식화된 과학의 탐구 과정이나 실험 등의 서술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물리학 개념 혹은

이론의체계가어떤과정을거쳐형성되고발전했는지보여

주고있다. 특히물리학자들의자연이해의과정, 즉물리학

지식 체계의 발전 과정을 원자의 구조 등과 같은 주제를 중

심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잘 나타난다. 마

지막으로, Cooper 일반물리학교재에서는저자만의독특한

문체들이나 표현들이 많다. Cooper의 교재는 기본적으로

간결하고 결론적인 전달식의 문체보다 독자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대화하는 듯 한 문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심도 있게 고려된 단어의 선택,

혹은다양한분야를넘나드는비유의사용등이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이와 같은 특징들

로부터물리학교재에대한우리의이해와앞으로의개발과

관련하여 어떤 시사점들을 찾을 수 있는가? 우선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징들을 고려해보고

자 한다.

첫째,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물리학을 배우는 목적이 단지 우리 실생활에 활용

하거나 혹은 기술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궁

극적으로 자연세계 및 자연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앞서 연구 결과에서 보인 교재의

서술 특징을 상기하면,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지속적

으로 자연과 물리학,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물

리학이란 학문을 무엇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물리학자를 화가에 비유하면서, 물리학을 한다는 것은 곧

자연에대한그림을그리는것이라는서술을통해물리학의

본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물리학을 배움에 있어 그 본래적이고

본질적인 목적과 가치-자연현상의 이해와 설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바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로부터

얻게 된 물리학 교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에서 부각되는 특징은,

학생들이 자연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물리학을 배울 때,

그 개념 및 이론의 형성맥락을 통해 이해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교재는 물리학 내용 지식을

그저결론적으로만제시하는것이아니라그러한내용지식

이어떤질문에서시작되고어떤과정을거쳐서형성되었는

지를 설명하면서, 학생들이 그 논리를 따라가며 이론이나

개념등을이해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특히이와같은

방식의 설명은 학생들이 물리학을 학습하면서 내용 지식

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납득하며

이해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게다가

이와같은물리학지식의형성맥락속에서물리학개념이나

이론이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 궁극적으로 자연세계에

대해 어떤 이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는 점은 물리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셋째, Cooper 일반물리학에서 부각되는 또 다른 특징은,

교재가비단물리학내용지식뿐아니라물리학자들의학문

활동을하는방법을생생하게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여기

서의 물리학의 방법은 단지 실험, 관찰, 혹은 경험적 방법만

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 이론체계 내에서의 이해,

직관과 ad hoc 등의 비논리적이면서 비일관된 아이디어의

활용, 그리고 기존의 이해방식에서 새로운 이해방식으로의

변화등물리학자들이물리학의지식을형성해나가는데있

어서 중요한 방법들을 의미한다. 특히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이와같은물리학의방법에관한내용을물리학지식

내용과 구분하여 서술하기보다, 개념, 이론 등에 대한 본문

내용 서술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드러내고 있다. 기존

과학교육의 연구들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방법 혹은 과

학의 과정 등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의 방법이나 과정들을 구체적인 물리학 수업이나 교과

서에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물리학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본문의 서술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잘 담아내고 있는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저자가 마치 이

야기하는 듯 한 신선한 문체가 부각되는 특징으로 나타난

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교재들은 물리학 내용 지식을 결

론적으로 간결하게 설명하며, 학생들에게는 그러한 개념과

법칙을숙지하고이를다양한문제상황에적용하도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공리로부터 다양한 명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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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법칙들을제시하고학생들은다양한문제를풀이하며

연역적으로 명제나 법칙들을 활용하는 이와 같은 방식은

마치 수학책의 그것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수학은 물리

학의 언어라고 여겨지며 대부분의 물리학 지식들은 수학적

기호로정리되어서술되는경우가많으므로, 물리학교재가

마치 수학 교재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수학교재와같은형식이기보다는저자의물리학에대한이

야기책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신학, 철학, 문학

등)의 텍스트들을 인용하면서 의미를 전달하는 방식 또한

기존의 물리학 교재에서는 보기 힘든 방식이다. 그러나 이

러한방식이물리학의본질을학생들에게잘가르치기위해

택한 저자 Cooper의 문체와 서술 방식임을 고려한다면, 물

리학의 전반적인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이와 같은

서술 방식의 교육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다. 이처

럼 Cooper 일반물리학교재에서부각되는특징들은물리학

교재의 이해와 앞으로의 발전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들을

제공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Cooper의 교재에서 잘 드러나지 않거나 부족한

점들이있는것또한사실이다. 먼저 Cooper 일반물리학교

재의 서술에서는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익혀야할

개념이나 법칙들에 대한 간결한 요약정리 부분이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로,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는 물리학 지식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와 관련하여

실생활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문

제 상황에 대한 문제 풀이 연습 내용을 충분히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Cooper의 교재에서 잘 부각되지 않는 요소들

또한 대학 일반물리학 교재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

볼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은요소들이대학물리학교육에

있어서 더 우선적으로 강조될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연구와 함께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래 대학은 ’탐구와 학습의 촉진을 통한 이해의 증진’이
본연의 관심이어야 하며 그것에 충실한 대학이 본래적인

대학이라고 볼 수 있다 [20]. 즉, 대학은 학문의 탐구와 그

학습을 본래적으로 추구해야 하며, 대학에서의 교육목표는

우선적으로그학문의본질을가르치고배우는것이되어야

한다. 대학에서의 물리학 교육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해되어야할 것이다.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의 저자 Leon
Cooper는 Niaz 등과의인터뷰를통해물리학자를양성하는

것과 테니스 선수를 양성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많은 기술을 익혀야 하는 테니스 선수와는 달

리 물리학자는 기술과 함께 우선적으로 물리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따져보며 학습하는

것이 더 큰 유익함이 있을 것이며, 나아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물리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21].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가 강조하며 드

러내고 있는 특징들은 앞으로 물리학 교재를 개발하거나

물리학을가르침에있어진지하게고려되어야할중요한점

들을 지적하고 있다고 본다. 특히 물리학 학습에서 물리학

내용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문제를 푸는 등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좀 더 본질적인

문제, 즉 자연현상에 대한 인류의 이해과정에 참여하고 물

리학 지식의 형성 맥락 속에서 그 의미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삼는 것은 Cooper 일반물리학 교재가

보이는 차별화된 특징이라 보이며, 이와 같은 점들이 향후

새로운 물리학 교재의 개발과 관련된 논의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들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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