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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현재 시행중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학 과목의 
목표에 ‘과학적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탐구능력의 
함양’,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MOE, 2015). 2009 개
정 교육과정 과학 과목의 목표에서도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여 일상생활의 문제 해결에 이를 적용’,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함양’ 그리고 ‘자연현상
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 신장’을 목표로 삼아 학
생들의 고등정신 기능 함양을 강조해왔다(MEST, 
2009). 따라서 교육과정과 일관된 평가가 되기 위해서
는 학생들의 과학 원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탐구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측정하
는 것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우리나라 학교에서 진행되는 과학과 평가들이 교
육과정에서 목표로 삼은 과학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다(Lee et al., 2013). 문항의 수준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문항의 76%, 고등학교 문항의 74%가 
지식과 이해능력을 묻는 문항이라고 한다(Oh & Lee, 
2006). 중학교 생물영역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도, 지식과 이해능력에 대한 평가 문항이 전체의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10). 이
는 과학과 평가가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을 
요구하는 적용 수준 이상의 능력보다 교과서에서 제
시된 내용을 단순히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준 정도만
을 측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수행되는 지필
평가가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
는데 미흡했다고 볼 수 있다(Park, 2016). 

한편 물리과의 단원 가운데 ‘시공간과 우주’는 
물리학 I의 첫 단원으로 물리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념을 담고,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원에는 
‘시간과 공간’, ‘속도와 가속도’, ‘뉴턴의 운동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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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량과 역학적 에너지’, ‘행성운동과 케플러 법칙’,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 렌즈와 
블랙홀’, ‘현대 우주론’ 그리고 ‘기본입자와 
표준모형’의 내용영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MEST, 
2009),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렌즈와 블랙홀’이 물리학Ⅱ로 옮겨가고 
‘시공간의 측정과 표준’과 ‘상호작용과 기본입자’가 
삭제되는 일부 변화가 있기는 했으나(Jeong, 2016),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다루던 대부분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간과 우주’ 단원은 물리 
과목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넓은 
내용영역을 적은 수업 시수에 다뤄야 하기에 문제 
해결력 함양이나 탐구역량을 높이기 위한 학습보다는 
방대한 지식 암기 학습에 그치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Park & Lee, 2012). 또한 교사들은 광범한 
내용영역 때문에 가르치는 양이 많으며(Park & Lee, 
2012; Choi & Shin, 2013; Lee, 2013; Kwon, 
2013), ‘현대 우주론’과 ‘기본입자’는 고등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어려워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하였다(Jeong, 2016). 학생들도 ‘시공간과 우주’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 배우기에 가장 힘든 
단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한 바 있다(Yang, 
2016).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Ⅰ의 
‘시공간과 우주’ 단원의 지필평가 문항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이하 교과서 
목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2019년부터 물리학Ⅰ, 
2020년부터 물리학Ⅱ가 고등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시공간과 우주’ 
단원의 평가가 아직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이라는 
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시공간과 우주’ 
단원 내용영역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시공간과 우주’ 단원의 평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가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과목 학습과 평가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 하에 실시된 학교 지필고사 
문항들과 물리Ⅰ 교과서를 비교해 보았으며, 지필고사 
비교군으로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이하 평가원 또는 
KICE)에서 출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또는 
CSAT)과 모의고사(CSAT mock test)의 물리Ⅰ 
‘시공간과 우주’ 단원 문항들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학교와 평가원에서 사용한 ‘시공간과 우주’ 단원
의 평가 문항들이 인지영역별로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에 포함된 내용영역을 반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학교와 평가원에서 사용한 ‘시공간과 우주’ 단원
의 평가 문항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은 교과서 목
표와 비교해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는가?

Ⅱ.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 물리Ⅰ의 문항 
중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 해당하는 문항들과 교과서
를 분석하였다.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 추출을 위
해 사용한 교과서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
Ⅰ의 2종 교과서(Kwak et al., 2011; Kim et al., 
2011)였다.

문항에 대한 정보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Yang, 
2018). 임의로 선정한 9개의 학교에서 연구의 목적으
로 2017년도에 출제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시험지 중에서 물리Ⅰ을 담당한 
교사들이 출제한 해당 단원의 문항 241개만을 추렸
다. 평가원 문항은 2009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뀐 이후 
치러진 6개년도의 시험으로, 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
된 대학수학능력시험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문항, 그리고 6월, 9월 모의평가(CSAT 
mock test)에서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 해당하는 
110문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항 중의 일부가 
합답형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발문 형태가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으로 주어지는 합답형 문항(Oh & 
Lee, 2006) 은 1개의 문제로 출제되었지만, 답지에서 
복수의 내용영역과 인지 목표에 따라 복수의 문항으
로 분리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답지에서 요구하
는 내용영역이 다르면 문항을 나누어 개별문항으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영역에 복수의 인지수
준의 목표가 설정되었다면, 인지영역의 위계성에 따라 
그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동
일한 내용영역에 대한 한 개의 합답형 문항에서 세 
개의 답지의 인지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 때 
지식, 이해, 적용으로 모두 다르면, 인지영역의 위계성
이 가장 높은 적용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합
답형 문항에서 평가하는 내용영역이 뉴턴의 운동법칙
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명확히 구분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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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ool items KICE items
School location Exam Number Year Exam Number

A* D city

Midterm 
exam

22

2014

CSAT mock test on 
June

8

Final exam 8
CSAT mock test on 

Sep
7

B* D city
Midterm 

exam
32 CSAT 7

C D city

Midterm 
exam

12

2015

CSAT mock test on 
June

8

Final exam 13
CSAT mock test on 

Sep
7

D1** B city

Midterm 
exam

26 CSAT 7

Final exam 11

2016

CSAT mock test on 
June

8

D2** B city
Midterm 

exam
12

CSAT mock test on 
Sep

7

Final exam 5 CSAT 8

E A city Final exam 2
2017

CSAT mock test on 
June

7

CSAT mock test on 
Sep

7

F Y city
Midterm 

exam
17 CSAT 8

G U city

Midterm 
exam

27

2018

CSAT mock test on 
June

7

Final exam 15
CSAT mock test on 

Sep
7

H KS city Final exam 2
CSAT 8

2019

CSAT mock test on 
June

7

I KW city
Midterm 

exam
32

CSAT mock test on 
Sep

7

Final exam 20 CSAT 7
Total 256 Total 132

Table 1. Sources of items used for this study

* : A and B schools are vocational high school. Other schools are general high school.
** : D1 and D2 are the same school. Test items of those are made by one teacher for each 2 

and 3 grad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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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하나의 문항을 두 개의 개별 문항으로 분류
하였다. 그 결과 학교 출제문항은 수집된 241개에서 
256개, 평가원 출제 문항은 110개에서 132개가 되어 
이들 문항을 분석하였다.

2. 내용영역과 목표영역의 분류방법

문항에서 묻는 내용영역과 인지영역의 목표에 따른 
이차원 분류를 위한 문항 분석틀을 Table 2와 같이 
제작하였다.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물리Ⅰ에는 
44개의 성취기준이 기술되어 있다. 그 중,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는 11개의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데(MEST, 2009), 이 중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내용영역을 A1부터 A5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중단원에 포함된 세부 
내용영역을 B1부터 B6로 기호를 붙여 6개의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인지영역의 목표 분류는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Bloom의 인지 영역 목표(Bloom et al., 1956)를 
과학 문항 분석에 맞춰 수정한 Dávila 와 
Talanquer(2010)의 준거와 물리에서의 평가 분류를 
한 Buick(2011)의 준거를 참조하였다. 이 인지영역 
분류 기준으로 지식(knowledge), 이해 
(comprehension), 적용(application), 분석(analysis) 
그리고 평가(evaluation)의 6가지의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Table 2에서는 전체 문항을 지식, 
이해, 적용의 세 가지의 수준으로만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대상이 된 문항들을 검토한 
결과, 분석, 종합 그리고 평가에 대한 문항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과학교육전문가 
2인과 박사과정 1인이 1차로 34개 문항을 함께 
분류하며 일치된 기준을 만들었다. 이 기준으로 
바탕으로 2차 검토작업으로 3인이 개별적으로 모든 
문항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3인의 분류가 
일치하지 않은 문항들에 대해서 함께 분류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지식, 이해, 적용 
수준으로 분류한 예시를 각각 Figure 1~3에 
제시하였다.

Figure 1은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의 예로,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물리Ⅰ의 
6번 문항이다. 기본입자가 표준 모형의 3가지 상호 작
용을 하는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로 학생들에게 기본
입자 모형과 관련한 기억된 정보에 기초하여서 답을 
요구하는 평가 문항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명시적인 
사실적 지식을 회상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Figure 2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
구영역 물리Ⅰ의 4번 문항이다. 이 문항에서는 시간과 
속도의 정보가 담긴 그래프라는 상징적인 표상에서 
이동거리와 가속도라는 정보를 해석한 뒤 기본적인 
운동방정식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항이다. 
이 문항은 탐구영역으로 보면 자료해석에 해당하지만, 
인지적 영역으로는 상징적인 표상인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해 수준을 평가
하는 문항이라고 보았다. 

Figure 3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
구영역 물리Ⅰ의 19번 문항이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항으

Figure 1. Example of item evaluating 
knowledge level 

Figure 2. Example of item evaluating 
understanding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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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놀이기구의 연직 운동이
라는 새로운 상황에서 중력과 반대되는 연직 방향으
로 힘 F를 받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은 문항에
서 요구하는 힘의 크기 F와 중력 퍼텐셜 에너지와 힘 
F가 한 일의 크기를 구해야 하며, 놀이기구가 힘을 받
은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항은 새
로운 상황에서 양적인 수행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
문에 학생들의 적용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이라고 분
류하였다. 

3. 비율차 검증을 통한 교과서 학습목표와 평가
목표의 유사도 분석방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문항에서 측정하는 평가목표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래의 식을 통해 비율차 검증을 하였다. 
비율차 검증은 평가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들 (Song, 2003; Paik et al., 2008; Kim 
& Kang, 2017)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먼저 교과서 학습목표와 평가목표를 인지영역 틀에 
따라 분류하고, 빈도수와 백분율(%)을 구하여 분포 
비율차 지수 t(z)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비율차 지수,     비율차,    

  비율의 표준오차

여기에서 비율차는 교과서 학습목표와 
평가목표에서 나타난 비율의 차이이다. 비율의 
표준오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전체 교과서 학습목표 수,  

  전체 평가목표 수

  항목별 교과서 학습목표수,   

  항목별 평가목표 수

  항목별 교과서 학습목표 비율,  

  항목별 평가목표 비율

비율차 검증을 통해서 비율차의 유의수준이 .05보다 
크면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평가목표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고, 유의수준이 
.05보다 작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지영역과 내용영역에 따른 문항 분포

고등학교 출제 문항 256개와 평가원 출제 132개 
문항을 ‘시공간과 우주’ 단원의 11개의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영역과 인지 목표 영역을 각각의 
차원으로 하여 분류한 결과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1) 인지영역에 따른 문항 분포

인지영역의 분포를 보았을 때, 학교의 평가 
문항들이 암기력과 이해력을 평가하는 지식과 이해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 
출제 문항에서 지식과 이해 수준의 문항의 비율은 
80.5%였다. 따라서 학교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적용 
이상 수준의 문항 비율은 19.5%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의 비율인 35.6%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고등학교 지필평가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인 26%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Oh & 
Lee, 2006). 즉,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은 다양한 인지 
수준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Figure 3. Example of item evaluating 
applic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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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문항에서 적용 수준의 문항이 적은 

이유는 새로운 상황을 제시한 문항의 비율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에서 출제된 문항의 문제 
조건이나 상황들은 학생들이 이미 교과서를 통해 
접했던 익숙한 문제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문항들은 물리 이론을 이용하였지만, 새로운 상황을 
다룬 문제가 아니기에 적용 수준으로 볼 수 
없었다(Davila & Tranquer, 2010). 그 결과 학교 
시험의 문항은 평가원 출제 문항에 비해서 
적용수준의 문항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인지영역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또 다른 
이유는 학교 시험이 형성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의 
경우 상급학교인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시험이기 때문에 ‘과학적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이라는 과학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제시된 대로 인지영역에서 비교적 
고른 비율을 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에서 시행되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은 향후 

  School items   KICE items

K C A Total   K C A Total

A1
Standard and 

measurement of time
 8

 (3.1)
3

(1.2)
1

(0.4)
12

(4.7)

  3
(2.3)

0
(0.0)

0
(0.0)

3
(2.3)

A2
Standard and 

measurement of 
length

5
(2.0)

6
(2.3)

0
(0.0)

11
(4.3)

  
0

(0.0)
0

(0.0)
0

(0.0)
0

(0.0)

A3
Uniform acceleration 

motion
4

(1.6)
34

(13.3)
10

(3.9)
48

(18.8)

  0
(0.0)

12
(9.1)

13
(9.8)

25
(18.9)

A4
Newton’s second law, 

momentum and 
impulse

5
(2.0)

42
(16.4)

18
(7.0)

65
(25.4)

  
0

(0.0)
20

(15.2)
5

(3.8)
25

(18.9)

A5
Work and 

conservation of 
mechanical energy

1
(0.4)

22
(8.6)

14
(5.5)

37
(14.5)

  
2

(1.5)
7

(5.3)
17

(12.9)
26

(19.7)

B1
Kepler’s law and 
motion of planet

2
(0.8)

14
(5.5)

0
(0.0)

16
(6.3)

  1
(0.8)

13
(9.8)

4
(3.0)

18
(13.6)

B2 Special relativity
7

(2.7)
15

(5.9)
6

(2.3)
28

(10.9)

  0
(0.0)

8
(6.1)

8
(6.1)

16
(12.1)

B3 General relativity
3

(1.2)
9

(3.5)
0

(0.0)
12

(4.7)

  0
(0.0)

2
(1.5)

0
(0.0)

2
(1.5)

B4
Gravitation lens and 

blackhole
5

(2.0)
4

(1.6)
1

(0.4)
10

(3.9)

  0
(0.0)

1
(0.8)

0
(0.0)

1
(0.8)

B5
Modern universe 

models
4

(1.6)
2

(0.8)
0

(0.0)
6

(2.3)

  1
(0.8)

0
(0.0)

0
(0.0)

1
(0.8)

B6
The standard model 

of elementary 
particles

10
(3.9)

1
(0.4)

0
(0.0)

11
(4.3)

  
15

(11.4)
0

0.0)
0

(0.0)
15

(11.4)

Total
54

(21.1)
152

(59.4)
50

(19.5)
256

(100.0)

  22
(16.7)

63
(47.7)

47
(35.6)

132
(100.0)

Table 2. Frequency of the items by contents and cognitive level (%)

K : Knowledge, C : Comprehension, A :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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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총괄평가의 기능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습한 수준을 점검하는 형성평가의 기능도 
있다(Park, 2014)고 본다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용 
문항의 비율 보다는 기존에 학습했던 내용에 대해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지식과 이해 수준의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본다.

물론 낮은 인지수준인 지식, 이해에 비해 고등정신 
수준의 문항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는 없다. 따라서 적용 문항의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것으로 학교 지필고사의 질을 
판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교의 지필평가가 지식과 이해 정도만을 평가하는데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고등정신 기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내용영역에 따른 문항 분포

내용영역에 따른 문항의 분포도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들은 11개 중 
5개의 내용영역(A4, A3, A5, B2, B1)에서 출제율이 
각각 1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뉴턴의 운동 
2법칙과 운동량과 충격량(A4)이 25.4%, 등가속도 
운동(A3)이 18.8%, 일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A5)이 14.5%, 특수상대성 이론(B2)이 
10.9%으로 나타나, 이 5개의 내용영역에 75.9%의 
문항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영역에 대해서 골고루 평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시험에서 11개의 성취기준에 포함된 내용영역들이 
산술평균으로 똑같이 출제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11개 
중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5개의 내용영역에 집중되어 
있다는것은 제시된 내용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교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 
영역에 문항을 보다 많이 출제하거나 적게 출제한 
셈이다. 

내용영역에서 이러한 불균형의 이유로 내용영역들
의 위계성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간과 거리
의 개념은 속도와 가속도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기
에 A1과 A2 은 A3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
리고 이 등가속도의 개념이 뉴턴의 제2법칙 개념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A4의 내용영역에 해당하는 문항이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항 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상대성 이론(B3), 중
력렌즈(B4), 우주 모형(B5), 표준모형(B6)의 개념은 출
제가 많이 된 특수상대성 이론(B2)의 하위개념으로 보
기 어렵다. 따라서 내용의 위계성으로 내용영역의 불
균형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상대성 이론(B3), 중력렌즈(B4), 
우주 모형(B5), 표준모형(B6)은 출제율도 낮았지만, 
대부분 지식과 이해 수준의 문항이라는 특징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B3, B4, B5, B6의 내용들에 
대해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교사들이 응답(Kwon, 2013)한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위의 내용요소의 
난이도로 인하여 고등차원의 사고를 요구하는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하기 보다는 지식 전달을 하는 수업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록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현상의 탐구와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이를 
적용한다.’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을 시키고 이를 
평가할 책무성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을 사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해결에 적용을 요구하는 문항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이 해당 
내용요소와 인지영역 수준에 대한 문항 분포를 
불균형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학교 시험의 내용영역에서 분포의 불균형이 생긴 
현상을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의 분포를 바탕으로도 
찾아보았다. 학교 시험에서 출제율이 높은 내용영역은 
A4, A3, A5, B2, B1 이었고,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에서는 A5, A3, A4, B1, B2, B6로 A3, A4, A5, 
B1 그리고 B2의 내용을 포함한 문항들이 공통적으로 
높은 출제율을 보였다. 반대로 학교의 문항에서는 A1, 
A2, B3, B4, B5, B6가 출제율이 낮았는데 평가원 
출제 문항에서는 A1, A2, B3, B4, B5가 출제율이 
낮았다. 공통적으로 A1, A2, B3, B4, B5의 출제율이 
낮았다. 두 지필고사에서 내용영역에 대한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와 수능은 20개의 
선다형이나 합답형 문항을 30분 이내에 풀도록 되어 
있다. 즉, 학생들은 한 문항당 평균 1분 30초를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출제자는 20개 문항 안에 
물리Ⅰ을 구성하는 44개의 성취기준에 속한 내용을 
다루면서 30분 안에 풀 수 있는 난이도의 문항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평가하는 내용영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학생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해야 
하는 양이 많아지므로,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된다(Lee et al., 2013). 결국 현재의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지필고사의 시험조건 아래에서 적합한 
난이도의 문항을 만들기 위해서 절반정도의 
내용영역은 비중이 낮아 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의 시험은 시험조건이 정해져 있는 평가원 시험 
문항과 달리 형식적 제약이 비교적 적다. 학교시험은 
시험시간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문항숫자나 형식에 
대한 제약은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시험에 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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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기에 내용영역에 대해 균형적인 출제가 가능할 
것이다. 

시험 조건의 제약을 크게 가지고 있는 평가원 
문항의 내용 분포와 유사하다는 것은 학교 시험이 
평가원 출제 문항에 영향을 받았음을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학교에서 출제한 시험 문항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해 대비하는 목적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 후자의 
목적에 비중을 높이고 교사가 문항을 출제했다면, 
전체 내용영역에서 골고루 출제하기보다 평가원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의 문항 비율을 높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험의 제약조건이 다름에도 
평가원과 학교시험의 내용영역의 분포에서 유사성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내용영역에 대한 분포의 
유사성을 통해 평가원에서 출제된 문항이 학교 시험 
문항 제작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2.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와 평가목표의 
유사성 분석

두 번 째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교과서 
학습목표와 평가목표의 유사성을 계산하였다. 교과서 
학습목표는 수집 가능한 문헌 자료인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이용하였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교과용 
도서가 제작되며, 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수업시간에 사용되기 때문에 교과서 학습목표를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정받은 물리Ⅰ 교과서는 2종이다.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 대해 A교과서는 20개, 
B교과서는 33개의 학습목표를 각각 제시하였다. 
학습목표는 모두 인지영역에 해당하였고, 학습목표의 
서술부는 ‘안다’, ‘이해한다’, ‘적용할 수 있다’의 세 
가지만 사용하였다. 교과서 학습목표들을 Bloom의 
인지영역에 따라 ‘안다’이면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이해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적용으로 분류하였다. 이 
내용과 Table 2에 있는 문항들의 인지수준 간의 
비율차 지수 t(z)를 계산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의 왼쪽에 있는 교과서 학습목표의 내용영
역별 분포는 거의 균등하였다. 11개의 내용영역 모두
가 7~10% 사이로 매우 균일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92.5%는 지식이거나 이해였으며, 고등정신 기능인 적
용은 7.5%에 그쳤다. 이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
수준과 비교해보면, 성취수준이 대부분 지식과 이해영
역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에 따라 교과서가 제작되었

기 때문이라고 본다.
Table 3의 오른쪽에 있는 t(z)값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했다. 예를 들어 케플러 법칙(B1)에서 
지식 수준의 목표(n1)는 전체 교과서 학습목표(N1) 
53개 중4개이므로, 항목별 교과서 학습목표 
비율(P1)은 .0755이었다.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에서는 
Table 2에 따르면 전체 평가목표 수(N2) 132개 중 
케플러 법칙(B1)에서 지식 수준의 목표를 가진 
평가목표(n2)는 2개로 항목별 평가목표 비율(P2)은 
.0078이었다. 따라서 영역에 대한 비율차(Dp)는 
.0677이고, 비율의 표준오차 값은 .0208이 나온다. 
비율차(Dp)를 비율의 표준오차값으로 나누면 비율차 
지수 t(z)가 나오는데 그 값이 3.25이다. 비율차 
지수의 절대값이 1.96 이상이기에 유의도 p<.05으로 
판단하였다. 

비율차 지수 t(z)의 값이 양수이면, 교과서 학습목표 
비율이 평가목표 비율보다 높은 것이고, 음수이면 
평가목표의 비율이 더 높았다는 의미이다. 또한 
유의도 p<.05인 영역은 교과서 학습목표와 
평가목표간의 유사도 차이가 큰, 즉 유사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3에서 보듯이 11개의 
내용영역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교과서 학습목표에 
대해서 학교와 평가원에서 출제한 평가목표는 유사성 
비교에서 지식 수준의 비율차 지수가 각각 2.86과 
4.36이었고, 적용 수준의 비율차 지수는 -2.09와 
-3.96이 나왔다. 즉, 학교와 평가원의 평가목표가 
교과서 학습목표에 비해 지식 수준은 적고, 적용 
수준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항목별로 나누어 비교했을 때, 교과서 학습목표와 
차이가 유의미한 영역이 학교 문항에서는 5개, 평가원 
문항에서는 9개가 나왔다. 그러나 비교하는 비율이 
모두 0인 영역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유의도가 
낮은 영역의 개수로 유사성을 판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t(z)값의 비교를 통해 
의미를 찾기 보다 중단원 별로 각 인지수준을 나눈 
6개의 영역을 설정하고, Kim & Kang (2017)이 
제시한 유사성 판별 방식을 사용하여 유사성을 
비교하였다. Table 4에서는 A1부터 A5을 중단원 A로 
묶고, B1부터 B6까지를 중단원 B로 묶어 평균 t(z)를 
구하였다. 

다음으로는 전체 6개의 영역을 분모로 두고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영역의 개수를 분자로 둔 
비율을 사용하는데, 선행 연구(Kim & Kang, 2017)에 
따라 이 비율이 25% 이하이면 유사성이 ‘매우 
크다’이고, 26%~50%이면 ‘높음’, 51~75%이면 ‘낮음’, 
76~100%이면 ‘매우 낮음’으로 판별하였다. Table 
4의 유사성 값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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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교과서와 학교 시험 문항의 경우 중단원과 인지 
수준에 따라 t(z)를 구했을 때의 6개 중에서 1개가 
유의미하므로, 비율이 16.7%이고 둘 사이에는 
유사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 문항들의 평가목표는 
교과서 학습목표와 유사성이 매우 높았으나, 평가원 
문항들은 교과서 학습목표와의 유사성이 낮았고, 학교 
문항과의 유사성도 낮았다.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들의 
평가목표가 교과서의 학습목표와 유사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은 학교의 출제 문항이 교과서 
학습목표를 평가하는데 적절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2009 교육과정 물리Ⅰ 교과서에 제시된 

목표의 대부분이 지식, 이해 수준이다. 이러한 목표와 
인지영역의 분포와 유사성이 높다는 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 지필고사 문항의 출제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Lee et al. (2013)의 결과처럼 
물리Ⅰ도 교과서 위주로 ‘과학적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 를 목표로 수업하고 이를 지필고사로 
평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학교시험의 지필고사는 학생들의 서열 판별의 기준이 
되는 내신 성적과 연결되기에, 결과의 객관성과 
채점의 용이성이 요구된다. 그 결과 교사는 교과서 
밖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문항을 제작하거나 
서술형과 같은 형태를 이용하여 고등정신 기능이나 

Textbook
t(z) for textbook 
to school items

t(z) for textbook 
to KICE items

K C A Total K C A K C A

A1
2

 (3.8)
3

(5.7)
0

(0.0)
5

(9.4)
  

.24 2.16* -.45
  

.57 2.76* -

A2
2

(3.8)
3

 (5.7)
0

 (0.0)
5

(9.4)
  

.81 1.31 -
  

2.25* 2.76* -

A3
1

(1.9)
4

(7.5)
0

(0.0)
5

(9.4)
  

.17 -1.16 -1.46
  

1.59 -.34 -2.37*

A4
0

(0.0)
2

(3.8)
3

(5.7)
5

(9.4)
  

-1.02 -2.39* -.36
  

- -2.16* .57

A5
0

(0.0)
4

(7.5)
1

(1.9)
5

(9.4)
  

-.45 -.25 -1.10
  

- .59 -2.28*

B1
4

(7.5)
1

(1.9)
0

(0.0)
5

(9.4)
  

3.25* -1.10 -
  

2.58* -1.85 -1.28

B2
3

(5.7)
2

(3.8)
0

(0.0)
5

(9.4)
  

1.10 -0.61 -1.12
 

2.76* -.62 -1.83

B3
1

(1.9)
3

(5.7)
0

(0.0)
4

(7.5)
  

.42 .74 -
  

1.59 1.57 -

B4
1

(1.9)
3

(5.7)
0

(0.0)
4

(7.5)
  

-.03 1.83 -.45
  

1.59 2.08* -

B5
4

(7.5)
1

(1.9)
0

(0.0)
5

(9.4)
  

2.50* .75 -
  

2.58* 1.59 -

B6
3

(5.7)
2

(3.8)
0

(0.0)
5

(9.4)
  

.58 2.29* -
  

-1.18 2.25* -

Total
21

(39.6)
28

(52.8)
4

(7.5)
53

(100.0)
  

2.86* -.88 -2.09*
  

4.36* .66 -3.96*

Table 3. Analysis of similarities between textbooks and test items (%)

K - Knowledge, C - Comprehension, A - Application
*: p <.05
- :  비교하는 비율이 모두 0이여서 t(z)을 구할 수 없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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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Kim et al., 2015). 

Table 4의 결과는 학교의 문항과 평가원의 출제 
문항 간에 유사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에서는 학교 문항에서 보다 
적용능력을 묻는 문항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교과서와 비슷하게 지식이나 이해 수준이 많은 학교 
시험문항에 익숙한 학생들은 적용문항이 많은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을 어렵게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항의 높은 곤란도가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 
물리과목의 선택을 기피하는 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Lee & Choi, 2013). 

Ⅳ.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학교에서 시행되었던 물리Ⅰ의 
지필평가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영역들에 대해서 
기본개념에 대한 기억과 이해, 일상생활 문제에 
적용하여 해결하는 적용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공간과 우주’ 
단원에 대해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들과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 문항들을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의 내용영역에 따라 
인지영역 수준의 틀에 맞추어 분류하고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인지영역에 대한 분석 결과, 학교 문항의 경우 
적용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19.5%에 해당하였다. 
이는 평가원 문항에서 나타난 35.6%보다 낮았으며, 
고등학교 과학과 지필평가를 대상으로 한 Oh & 
Lee(2006)의 결과인 26%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났다. 
즉, 인지영역에 따라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은 고등 인지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취기준에서 
제시한 내용영역 등을 고르게 다루었는지를 살펴본 
결과 5개의 내용영역에 학교 문항의 75.9%, 평가원 
문항의 83.3%가 집중되어 11개의 성취기준 가운데 
절반 정도에 대부분의 문항이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들 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출제율이 매우 낮았다. 그리고 
출제율이 높은 내용영역과 낮은 내용영역의 분포는 
학교 출제문항과 평가원 출제문항이 서로 유사했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학습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데, 
크게 보면 교육과정의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와 평가원에서 사용한 문항들과 교과서 
학습목표와의 유사성을 비교한 결과, 학교 시험 
문항들은 교과서 학습목표와 매우 높은 유사성을 
보였으나, 평가원 출제 문항들은 교과서 학습목표와의 
유사성이 낮았다. 또한 학교 시험 문항의 목표와 
평가원 출제 문항간의 유사성도 낮았다. 이 결과는 
학교 시험의 내용영역이 교과서 중심이라는 기존의 
연구(Lee et al., 2013)와 동일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교 시험 문항들이 교과서 중심으로 
되어있고, 대학수학능력 시험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교에서 출제한 문항이 
교과서의 목표와는 일치하지만, 수능에서 다루고 있는 
적용과 같은 고차적인 사고를 평가하는 것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임의로 선정한 9개의 고등학교의 지
필문항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
든 고등학교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출제한 문항들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
었기에 위와 같은 제한점을 가지면서 지금까지의 논

Sub chapter
t(z)

Similarity
K C A

Textbook to
school items

A .10 -1.57 -1.71 16.7% 
very highB 3.34* .87 -1.22

Textbook to 
KICE items

A 2.14* .10 -2.98* 66.7% 
LowB 3.69* .82 -2.27*

School to 
KICE items

A 1.97* 2.41* -2.20*
66.7% 
LowB -.15 -.08 -2.64*

Table 4. Results of similarity analysis among textbook and items of school and KICE

K - Knowledge, C - Comprehension, A - Application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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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들에게 평가 문항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적용 이상의 문항이 적은 이유는 중력 
렌즈나 표준 입자의 내용에 대한 고등기능 수준의 
문항들은 교사들도 접하기 어려웠기에(Kwon, 2013) 
개발하지 못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문항 개발에 
도움이 되는 예시들을 많이 개발하고 교사들에게 
평가에 대한 연수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위에서 언급한 일반 상대성 이론, 
중력렌즈는 2015 교육과정에서 물리학Ⅱ로 
옮겨갔지만(Jeong, 2016), 이런 면에서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물리학Ⅱ 지필고사에서도 위와 
같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는 학교 평가의 형태가 바뀌어야 한다. 
제한된 시간에 정해진 정답을 선택하는 형태의 
문항에서는 수렴적인 사고를 주로 평가하게 된다.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고등정신 능력을 기르고 
발산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업은 실험과 
현장학습이나, 스스로 주제를 정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과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평가는 실제로 과학자처럼 사고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서술형 또는 수행 
평가 형태가 바람직하다(Lee, 2017). 그러나 서술형 
또는 수행 평가는 채점의 주관성이 개입하는 위험이 
있고, 많은 학생을 상대로 채점을 할 때의 업무부담이 
커지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외적인 요인과 객관성을 가지는 루브릭 개발과 이에 
대한 교사의 평가 능력이 갖춰지면 단점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서술형 형태의 지필고사가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능시험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교육을 
둘러싼 모든 것은 수능시험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물리Ⅰ을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20개의 문항으로 평가하는 시험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학교에서의 시험도 바뀌기가 어렵다. 그리고 
시험이 바뀌지 않으면 평가는 계속해서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해된 지식을 다시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은 결국 길러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평가방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본다.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물리 I ‘시공간과 우
주’ 단원의 지필평가 문항과 교과서 목표가 인지영
역과 내용영역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9개의 고등학교에서 출제한 지필고
사 문제지와 평가원에서 출제한 문항 중에서 물리 
I의 첫번째 단원인 ‘시공간과 우주’에 해당하는 문
항들을 분석하였다. 문항의 분석기준으로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제시된 내용영역들과 교과서에 진술된 
목표들을 사용하여 살펴보기 위해 성취기준에 따라 
내용영역을 11개로 분류하였고, 인지영역 수준은 
지식, 이해, 적용의 틀로 각각 분류하였다. 결론적
으로학교에서 출제된 문항에서는 적용능력을 평가
하는 문항의 비율이 낮았으며, 내용영역간 분포에
도 불균형이 나타났다.  비율차 지수를 통한 비교에
서는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와 학교 출제 문항
은 유사성이 매우 높았지만, 교과서 목표와 평가원 
출제 문항을 비교하였을 때는 유사성이 낮았다. 이
상을 바탕으로 평가문항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물리학, 검사 문항, 인지 영역,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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