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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래사회는 직업과 학문의 세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특징을 

가지며,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현상이나 첨단기기들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 더 이상 고전물리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현

대물리학의 개념과 이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현대물리학을 21세기 글로벌 시민으로

서 살아갈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으로 간주하여 상대론과 

양자물리를 포괄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7). 각종 첨단과학기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의 방향은 필수

적이고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였으나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

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교육과정으로 진화하는 과도

기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그 의의는 충분하다고 여겨진다(Kim, 2012). 

이후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새 교육과정이 나오게 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서는 현대물리학의 

내용이 다소 축소되어 우주론이나 표준모형에 대한 것이 제외되고, 

전자의 파동함수와 퍼텐셜 우물 문제와 같은 양자역학적 내용이 배제

되었다. 상대적으로 2009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보다 분량 면에서 축

소되었으나 여전히 특수상대론, 일반상대론, 양자론, 반도체 소자와 

연관된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 등을 중요한 기본적 물리 개념으로 다

루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그러므로 중등학교는 물론이

고, 미래에 교사가 될 인재를 교육하기 위한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현

대물리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되는 현대물리학 과목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양자역학, 통계역학, 고체물리학 등의 전공과목을 배우기 전에 이들

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Chung, 

2006). 한편, 교사양성기관에서 개설되는 현대물리학 과목은 전공지

식에 대한 조망 외에 교과교육적인 지식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대물리학의 여러 내용이나 개념 등은 직관에 반하는 특성이 있어

서 많은 학생들이 개념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특수상대

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과 같은 개념은 뉴턴역학에서의 시공간 개

념으로는 설명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서 관측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

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Jho et al., 2016). 따라서 학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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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념 이해를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사들

의 개념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현대물리 관련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의 

전문지식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2006)에서는 10개의 영역으로 구분

하여 신규 교사의 일반적인 자질과 능력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기준 4. 교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다.” 아래에 “4-1. 

교사는 가르치는 교과의 내용을 깊이 이해한다.”, “4-2. 교사는 교과의 

기반이 되는 학문의 핵심 개념, 개념들의 관계, 탐구방식을 이해한

다.”, “4-3. 교사는 교과와 기반 학문의 최신 지식을 지속적으로 탐구

한다.”라고 규정짓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ducation, 2008). 이와 같은 자격기준을 근간으로 물리교사자격기준

이 설정되었다. 이 기준은 과학교육학과(부)의 물리교육전공 교육과

정의 개정⋅편성과 2009년부터 시행되는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이하 중등교사임용시험)의 평가 요소 및 준거로 이용되었다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ducation, 2008). 이러한 취지에

서 본 연구자는 교사양성기관에서의 현대물리학 커리큘럼과 예비 물

리교사의 현대물리 개념이해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물리교육

전공 학생들의 현대물리 개념이해에 대한 진단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에 앞서 현재 개발되어 저널에 발표된 현대물리 개념 검사지를 

탐색해보았다. 여기에는 주로 특수상대론 개념 검사지(Aslanides & 

Savage, 2013)와 양자물리 개념 검사지 등이 있었으며(Falk, 2004; 

Cataloglu & Robinett, 2002; Wuttiprom et al., 2009; McKagan, 

Perkins, & Wieman, 2010), 이중 일부는 국내 연구자들이 연구에 활

용하기도 하였다(Im & Kim, 2012, 2014; Ko, Lee, & Kim, 2015). 

이 개념 검사지들은 각기 특수한 일부 내용범주에 대한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었으며,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서 벗어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특정한 어느 한 검사지를 선택하

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

라 교육과정에 기초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문항들은 개념 이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서, 오개념 연구와는 차별이 있다. 그 이유는 현대물

리학의 경우 많은 내용들이 처음 접하는 개념들로 이루어져 선행개

념의 형성이 고전물리학의 경우보다 매우 적다고 보고되었기 때문이

다(Song et al., 2004; Park & Kim, 2018). 이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

는 진단지는, 암기 등으로 습득할 수 있는 단순 지식이나 고차원적 

문제해결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계산문제가 아닌, 기본 개념 지

식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들로 구성할 것을 목표로 하

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개발하고 적용하여 타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Messick(1995)에 의해 분류된 타당도 관점에서 Rasch 모형 분석을 

적용하여 문항들이 구인된 개념요소에 대하여 제대로 묻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가 예비 물리

교사의 현대물리 개념 이해 정도에 대하여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에 대한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는 

고전검사이론과 문항반응이론(Rasch 모형)을 이용하여 문항들의 특

성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떠한가?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에 대한 문항특성과 검사지 특성은 어떠한가?

Ⅱ. 연구 방법

1.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문항 개발 절차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문항의 작성 방향은 2015 개정 과학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물리학I 및 물리학II의 성취기준과 성취기준해설에 기

반을 두었다. 이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총 6종의 물리

학I 교과서와 5종의 물리학II 교과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1종의 외

국 교과서(Hewitt, 2009)를 참고하였으며, 대학에서 사용되는 대학물

리학, 일반물리학 및 현대물리학 교재 등을 참고하였다. 

과학교육 연구자들로부터의 사전검사와 면담을 통하여 내용 및 

문항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70문항으로 구성된 초기 버전의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작성하고, 5인의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교수 

및 물리교육 전문가에게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사를 위해 개개의 문항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문항의 적합성 정도

를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수정이나 보완할 점을 기입할 수 있도록 하

였다. 

1차 전문가 내용타당도 결과를 토대로 총 39문항의 2차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5인의 고등학교 물리교사로 

구성된 전문가들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총 24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

하여 예비 물리교사 2인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인터뷰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수정을 하였다. 전 과정을 통하여 개개의 문항이 

현대물리 개념 이해를 진단하는 문항으로서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

록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며, 내용타당도 검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개발된 개념 진단지는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부록에 나타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가. 자료수집 대상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는 국내의 15개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또는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전공)의 예비 물리교사들에게 투입되어 

검사가 실시되었다. 검사에 응답한 학생들은 2학년 24명, 3학년 223

명, 4학년 219명, 그리고 기타(무응답) 1명 등으로, 총 46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를 코딩한 후 문항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타당도는 Messick(1995)에 의해 분류된 6개의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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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검사결과의 공정성에 관련한 타당도를 제외한 5개의 타당도 검증

을 수행하였다. 

Messick(1995)에 의해 분류된 타당도 중 첫 번째인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는 소위 내용타당도를 일컫는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집단을 통한 내용타당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제작된 1차 70문

항에 대하여 5인의 교수 전문가 집단이, 그리고 2차 39문항에 대하여

는 5인의 교사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였다.

둘째, 문항내용과 문항에 응답하는 피험자의 인지처리 모형이 관찰

된 문항반응형태를 얼마나 일관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에는 예비 물리교사들에 의한 

사전검사 및 면담과 Rasch 분석이 적용되었다. Rasch 분석은 

Winsteps 4.4.0을 사용하여 문항과 피험자 각각에 대하여 적합도 지수

를 나타내는 내적합도 제곱평균(Infit MNSQ)과 외적합도 제곱평균

(Outfit MNSQ)을 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또한 피험자-문항 분포도

(person-item map)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피험자의 (상대적) 능력과 

문항의 (상대적) 난이도를 추정한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 확인은 Rasch 분석을 통하여 얻은 

피험자능력 추정치(Person MEASURE)를 가지고 차별기능문항분석

(DIF contrast)을 하여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가 일반화될 수 

있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피험자능력 추정치는 467명에 대

한 피험자의 총점에 대한 예측점수를 의미한다.

다섯째, Rasch 분석으로부터의 피험자능력 추정치를 사용하여 현

대물리, 양자역학I, 양자역학II의 수강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를 비교

하기 위해 t-검증을 실행함으로써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인

하였다.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일반화에 기초

한 타당도,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에는 Rasch 모형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사용된 프로그램은 Winsteps 4.4.0와 SPSS 25.0을 이

용하였다. 신뢰도 분석에는 SPSS 25.0을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신뢰

도를 의미하는 Cronbach alpha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Winsteps 4.4.0

을 사용하여 Rasch 모형에 의한 분석을 실행하여 피험자 신뢰도

(person reliability)와 문항 신뢰도(item reliability) 값을 얻었다. 

다.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 및 검사지 분석 방법

검사지 제작 후 전형적으로 수행하는 분석이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분석이다. 고전검사이론은 피험자들의 검사도구 총점, 즉 진점수와 

오차점수의 합에 의해 분석되는 이론이다. 이 고전검사이론에는 문항

분석(item analysis)과 검사지 분석(test analysis)이 포함된다.(Seong, 

2016; Ding & Beichner, 2009). 고전검사이론에서 문항분석은 문항난

이도(item difficulty level,  ), 문항변별도(item discrimination index, 

 ), 그리고 문항 신뢰도에 해당하는 양류상관계수(point biserial 

coefficient, pbi )를 계산한다. 그리고 검사지 분석은 검사지 전체에 

대한 신뢰도인 Kuder-Richardson reliability(KR-20, test )와 검사지 

변별도 Ferguson’s delta를 계산한다.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분석으로 얻게 되는 문항모수(난이도와 변별

도) 값과 양류상관계수 등에 대하여 준거값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문

항의 적합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분석방법은 여러 개념검사

지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다(Ding et al., 2006; 

Aslanides & Savage, 2013; Wuttiprom et al., 2009; McKagan, 

Perkins, & Wieman,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도 기본적인 분석틀로써 

사용하였다. 첫째, 고전검사이론에서 문항난이도는 
 

  로 

나타낸다. 여기에서  는 번째 문항에 대한 난이도, 는 번째 

문항에 대한 정답자 수, 그리고 은 총 피험자 수이다.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문항난이도  는     


이고, 는 총 문항수

를 의미한다. 

둘째, 번째 문항에 대한 문항변별도는 
 H 

L  

이며, 여기에서 H 은 총점 기준 상위 25% 피험자 중 번째 문항의 

정답자 수, L 는 총점 기준 하위 25% 피험자 중 번째 문항의 정답

자 수, 그리고 은 총 피험자 수이다. 평균 문항변별도는 



    


 이다.

셋째,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인 양류상관계수는 번째 문항에 

대해 pb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여기에서  은 번째 문항에 대한 정답자의 총점의 평균값, 



 은 번째 문항에 대한 오답자의 총점의 평균값,  은 총점에 

대한 표준편차, 그리고  는 번째 문항의 문항난이도를 대입하여 

계산하였다. 양류상관계수의 평균값은 pbi    
 pbi 이다. 

넷째, 검사지 신뢰도인 KR-20은 test   

   






 을 계산하였고, 다섯째, 검사지 변별도를 

의미하는 Ferguson’s delta는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는 각각의 가능한 총점을 얻은 

피험자 수이다.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분석에서 이 적용되었

다. 이는 SPSS 실행 시 결측값을 제외한 총 피험자수이다. 

라.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분석 방법

문항반응이론은 일차원적(unidimensional)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검사를 가정하며 문항 개개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 고유한 문항특성곡

선(Item Characteristic Curve)에 의해 문항난이도 및 문항변별도 등이 

분석된다(Seong, 2014, 2016). 본 연구에서는 문항반응이론에 의한 

문항특성을 알아보고자 Rasch 모형 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프

로그램은 Winsteps 4.4.0이다. 이로부터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개별 

문항에 대한 추정치를 얻고, 추정치를 비교하여 문항의 상대적 난이

도를 알아보았다.

Ⅲ. 연구 결과 

1. 신뢰도 분석 및 Messick의 분류에 의한 타당도 분석

가.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는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사로 확인하였

다.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문항 개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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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은 현대물리 내용의 범위와 개념요소

들을 추출하는 것이었다. 예비 물리교사는 미래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교사로서, 상대론과 양자역학을 비롯하여 고체, 핵, 통계역학, 우주

론, 입자물리 등의 전반적인 범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중에서 최소한의 현대물리 개념 및 내용요소는 중등

교육과정에 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 물리교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현대물리 개념지식이 무엇인지 

그 범위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택하였다. 물론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외에도 폭

넓은 현대물리 지식을 갖추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

요하다. 다만 하나의 검사지에 모든 현대물리 내용을 다 포함하여 

문항수가 너무 많아지면 피험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적정한 문항수로 조절하기 위해 교육과정상

에 제시된 내용으로 핵심 개념요소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현대물리 내용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발

췌한 물리학I와 물리학II의 성취기준 중에서 현대물리 내용에 관한 

것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상대론(특수상대론 및 일반상대론), 양자

론, 고체물질이 주를 이루었고, 비율도 비슷하였다(Table 1). 통합과

학도 살펴보았으나 물리학I와 물리학II에 포함되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이에 따라 개념 진단지의 내용영역을 상대론, 양자론, 고체물질 

내용범주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성취기준해설 구인된 개념지식요소 
문항

번호

특수

상대론

[12물리Ⅰ01-09]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

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

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1-09]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광속 불변 원리 1

시간지연 2

길이수축 3

동시성의 상대성 4

[12물리Ⅰ01-10]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1-10]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을 이

용한 계산보다는 그 증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

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질량-에너지 동등성 5

일반

상대론

[12물리Ⅱ01-07] 가속 좌표계 개념을 이용하

여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가속 좌표계 6

등가 원리 7

[12물리Ⅱ01-08]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1-08] 중력 렌즈 효과는 등가 원리를 이

용하여 이해하게 하고, 블랙홀은 물체의 탈출 속

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게 한다.

중력 렌즈 효과 8

블랙홀 9

양자론 [12물리Ⅰ03-05] 빛의 이중성을 알고, 영상정

보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Ⅰ03-05] 영상 정보 기록 장치 예로 전하 결

합 소자(CCD)를 이용한다.

빛의 이중성

광전효과와 빛의 입자성

입자의 파동성

10

11, 12

13, 14

[12물리Ⅰ03-06] 물질의 이중성을 알고, 전자 

현미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3-06] 광전 효과 실험을 근거로 빛

의 입자성을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3-06] 광전 효과에서 일함수의 의미를 통

하여 빛의 입자성이 확인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한다.

[12물리Ⅱ03-07] 입자의 파동성을 물질파 이

론과 전자 회절 실험을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3-08] 수소 원자 내에서 전자의 궤

도를 고전 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불확

정성 원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12물리Ⅱ03-08] 수소 원자 내 전자의 위치와 운동

량은 어느 한계 이하로는 동시에 정확히 측정될 

수 없다는 불확정성 원리의 의미를 측정의 원리

와 연계하여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보어 수소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의 차이를 다룬다.

불확정성 원리

보어의 원자 모형과 현대적 

원자 모형의 차이

15

16

고체물질 [12물리Ⅰ02-02] 원자 내의 전자는 불연속적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음을 스펙트럼 관

찰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불연속 에너지 준위 17

불연속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의 관계 
18

[12물리Ⅰ02-03]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하

고,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

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고체의 에너지띠 19

여러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와 전기전도도의 관계
20

[12물리Ⅰ02-04]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

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이오드 21

[12물리Ⅱ02-04] 트랜지스터의 증폭 원리를 

이해하고, 저항을 이용하여 필요한 바이어

스 전압을 정할 수 있다. 

[12물리Ⅱ02-04] 트랜지스터는 ‘물리학Ⅰ’에서 다

룬 다이오드에 p 또는 n 접합만 추가하고, 각 단

자의 적절한 바이어스 전압을 통한 증폭 작용을 

다루고, 저항의 연결을 이용한 전압 분할로 바이

어스 전압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트랜지스터 22, 23

바이어스 전압 24

Table 1. Conceptual knowledge of Modern Physics constructed from the achievement criteria in 2015 revised national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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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분야로 선택하게 되었다. 그리고 물리학I와 물리학II에서의 성취기

준과 성취기준해설에 기초하여 예비 물리교사를 위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문항을 개발하였다. 

1차 개발된 70문항에 대하여 물리학적으로 오류가 없는지 물리학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

들이 제시되었다.

[광속 불변 원리에 대한 3번 문항에서]

전문가 A: 누가 어느 불빛을 재는지 분명치 않음; 상황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 버스->로켓

전문가 D: 그림에서 버스와 사람이 같은 직선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으로 

그리면 좋겠음.

[트랜지스터에 대한 51번 문항에서]

전문가 A: 트랜지스터의 작용 원리가 복잡하므로 개념문제의 소재로 

적합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두 경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질문이므로 조금은 타당하다고 본다.

전문가 D: 너무 어려움.

전문가 E: 이러한 유형은 문제를 위한 문제로 답을 맞힌다고 해도 실제의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나 스위치 회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름.

　
문항

번호

전문가
평균 　

문항

번호

전문가
평균

A B C D E A B C D E

물

리

학

I

특수 

상대론

Q1 5 4 3 4 4 4.0

물

리

학

II

일반 

상대론

Q37 4 4 4 2 2 3.2

Q2 3 4 4 4 4 3.8 Q38 2 4 4 2 1 2.6

Q3 2 4 4 3 4 3.4 Q39 4 4 4 4 3 3.8

Q4 2 4 4 4 2 3.2 Q40 3 4 4 3 4 3.6

Q5 4 3 4 4 2 3.4 Q41 3 4 3 4 4 3.6

Q6 3 1 4 4 3 3.0 Q42 3 4 4 4 3 3.6

Q7 3 1 4 4 3 3.0 Q43 2 4 4 4 3 3.4

Q8 4 4 4 4 3 3.8 Q44 3 4 ⋅ 4 3 2.8

Q9 3 4 4 3 3 3.4 Q45 2 3 4 4 2 3.0

Q10 5 3 4 4 4 4.0 Q46 2 4 4 4 3 3.4

Q11 4 4 3 4 4 3.8 Q47 4 4 4 4 3 3.8

Q12 3 3 4 4 3 3.4 Q48 3 4 3 3 3 3.2

Q13 2 1 4 2 2 2.2 Q49 4 3 3 4 3 3.4

Q14 1 1 4 3 2 2.2

고체 

물질 

Q50 2 3 4 2 3 2.8

Q15 1 3 4 4 4 3.2 Q51 3 4 4 2 1 2.8

고체 

물질

Q16 2 4 3 4 3 3.2 Q52 2 4 4 3 3 3.2

Q17 2 1 3 2 3 2.2 Q53 2 4 4 4 2 3.2

Q18 2 2 4 4 4 3.2 Q54 2 4 4 2 1 2.6

Q19 1 3 4 4 3 3.0 Q55 2 4 4 2 1 2.6

Q20 1 4 4 4 3 3.2

양자론

Q56 2 5 4 2 4 3.4

Q21 1 4 4 4 3 3.2 Q57 4 5 4 4 3 4.0

Q22 1 4 3 4 3 3.0 Q58 4 5 4 4 3 4.0

Q23 1 4 3 4 3 3.0 Q59 2 4 4 4 3 3.4

Q24 2 4 4 4 3 3.4 Q60 1 3 4 4 3 3.0

Q25 2 4 4 4 3 3.4 Q61 4 4 4 4 3 3.8

Q26 3 4 4 4 4 3.8 Q62 3 4 4 4 2 3.4

양자론

Q27 3 1 4 4 3 3.0 Q63 2 4 4 4 2 3.2

Q28 3 3 3 4 3 3.2 Q64 3 4 4 4 3 3.6

Q29 2 4 3 4 3 3.2 Q65 2 4 4 4 3 3.4

Q30 2 4 3 4 3 3.2 Q66 4 4 4 4 2 3.6

Q31-1 2 3 4 3 ⋅ 2.4 Q67 4 4 4 4 2 3.6

Q31-2 3 3 4 4 ⋅ 2.8 Q68 2 4 4 4 3 3.4

Q32 4 4 4 4 3 3.8 Q69 4 4 4 3 2 3.4

Q33 2 3 4 4 2 3.0 Q70 1 4 4 2 2 2.6

Q34 4 4 4 4 2 3.6

Q35 3 4 4 4 1 3.2

Q36 2 5 4 4 3 3.6

Table 2. Results for content validity test by experts in phy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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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지스터에 대한 53번 문항에서]

전문가 A: 트랜지스터의 작둉원리가 매우 복잡하다. 이 문제처럼 트랜지

스터의 증폭회로에 대한 질문은 더더욱 개념 문제의 소재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

전문가 E: npn, pnp에 따라 전압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전압 자체의 

크기를 비교하기 보다는 베이스-이미터, 컬렉터-베이스에 걸

린 바이어스 전압이 순방향(순전압)인지, 역방향(역전압)인

지를 묻는 것이 더 정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음.

물리학 분야의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상대론에서 관측자 관점에서

의 측정 문제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물리학적으로 

더 정확한 표현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특히 트랜지스터 문항에 대하

여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회로도에 접지를 첨가해야한다는 등

의 좀 더 정확성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트랜지스터에 

관한 개념에 대하여 엄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전자현

미경의 원리나 전자결합소자(CCD)의 작동 원리 등이 2015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은 기본 개념이라

기보다는 응용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문항내용에 관한 의견과 더불어 문항의 적합도에 대하여 5점 척도 

검사 결과, 평균 점수가 3.0 이하의 문항은 제외시키고, 3.0 이상의 

문항을 채택하였다(Table 2). 채택한 문항들 중 상대론과 양자론에 

대한 몇몇 문항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물리학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또한 반도체소자

인 트랜지스터 문항은 너무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한편, 내용영역의 분류와 각 범주별 개념요소의 추출이 적합한지에 

관한 내용타당도 확인을 위하여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강의하는 교

사 6인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거친 결과, 트랜

지스터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현대물리 내용범주별 개념요소 추출에 대한 내용 타당도 검사지에 

적합 정도를 표기하도록 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음은 양자론 범

주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들이다.

F 교사 : ...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 ‘현대적 원자 모형’도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G 교사: 물질파와 드브로이 파장을 ‘입자의 파동성’에 하위개념요소로

는 어떤지? ‘불확정성 원리’에서 (현대)원자모형의 개념 추가 

고려...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보어의 원자 모형 및 현대적 원자 모형

을 포함시켰다. 한편 고체물질 범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F 교사: ‘스펙트럼’추가되면 좋을 듯, ‘전기전도성’추가, p-n 접합과 다이

오드를 묶어서 ‘p-n 접합 다이오드’로, 바이어스 전압으로 트랜

지스터와 함께 동일한 성취기준에 포함...

G 교사: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의 관계’ 추가에 동의. ‘전기전도와 에너

지띠와의 관계’를 추가하는 것에 동의. 도체의 에너지띠, 절연체

의 에너지띠, 반도체의 에너지띠를 묶어 ‘여러 고체의 에너지띠 

구조’로 통합하는 것에 동의. 바이어스는 트랜지스터와 같은 

성취기준 [12물리II02-04]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I 교사 :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에너지띠는 ‘고체의 에너지띠’ 안에 도체, 

절연체, 반도체 에너지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에너지 띠구

조에 따른 전기전도성’을 개념요소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여...

J 교사 : ‘에너지 준위와 스펙트럼의 관계 추가’...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전기전도도와 에너지띠의 관계를 넣고 여기에 도체의 에너지

띠, 절연체의 에너지띠, 반도체의 에너지띠를 포함시킨다. 바이

어스는 트랜지스터와 함께 성취기준 [12물리II02-04] 에 포함

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내용

범주

문항

번호

전문가
평균

설문용

문항번호F G H I J

특수

상대론

1 5 5 5 5 3 4.6 　

2 5 5 4 5 4 4.6 　

3 5 5 5 5 4 4.8 1

4 5 4 3 4 4 4.0 2

5 5 4 4 3 4 4.0 　

6 5 4 5 5 5 4.8 3

7 5 4 5 5 5 4.8 　

8 5 3 4 2 5 3.8 4

9 5 3 4 2 5 3.8 　

10 5 5 5 4 3 4.4 5

11 4 3 5 3 4 3.8 　

일반

상대론

12 5 5 5 5 4 4.8 6

13 2 5 5 3 5 4.0 　

14 5 5 5 5 4 4.8 7

15 5 4 4 3 5 4.2 　

16 5 4 4 3 5 4.2 　

17 5 5 5 5 4 4.8 8

18 5 4 5 5 4 4.6 9

양자론

19 5 5 4 5 3 4.4 10

20 5 5 5 5 4 4.8 11

21 5 4 5 5 4 4.6 12

22 5 2 5 5 3 4.0 　

23 5 3 2 2 2 2.8 　

24 5 4 5 5 4 4.6 13

25 5 3 5 5 4 4.4 14

26 5 3 5 5 4 4.4 15

27 5 4 5 　 4 3.6 　

28 5 3 5 5 4 4.4 　

29 5 4 5 5 4 4.6 16

30 5 4 5 5 4 4.6 　

고체

물질

31 5 4 5 5 3 4.4 17

32 5 3 5 2 4 3.8 18

33 5 5 5 5 3 4.6 19

34 5 4 5 5 3 4.4 20

35 3 3 5 3 3 3.4 　

36 5 4 5 5 4 4.6 21

37 5 3 5 5 4 4.4 22

38 5 3 5 5 3 4.2 23

39 5 4 5 5 4 4.6 24

Table 3. Results for content validity test by experts in 

physic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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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교사는 특히 바이어스 전압 개념에 대하여 F 교사의 의견에 동의

하면서 바이어스 개념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

들을 반영하여 2차 문항제작을 하였다. 총 39개 문항에 대하여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사를 하였다. 개별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분석 결과

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각 개념요소에 대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검사에 대한 피험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24문항의 설문용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작성하였다. 

구인된 개념지식요소별로 선택된 문항번호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나.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및 신뢰도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는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문항에 대하여 비정

상적 반응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한 자료와 

실제 자료를 비교하여 두 자료가 충분히 맞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추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Ha et al., 2018). Rasch 모형 분석을 이용

하여 확인할 수 있는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에는 문항적합도, 피험자 

적합도, 그리고 피험자-문항 분포도 등이 있다. 

먼저 Rasch 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문항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다. 

문항적합도는 내적합도 제곱평균(Infit MNSQ)과 외적합도 제곱평균

(Outfit MNSQ)의 값이 0.5∼1.5 범위에 있으면 적합한 수준이라고 

평가한다(Boone, Staver & Yale, 2014; Ha et al., 2018). Table 4에 

24문항에 대하여 문항추정치(Item MEASURE), 내적합도 제곱평균, 

외적합도 제곱평균, 그리고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lpha를 

나타내었다. 먼저 내적일관성 신뢰도에 대해 설명하면, 설문에 투입

된 24개 문항으로 구성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검사 결과에 대한 

Cronbach alpha는 0.78로 계산되었고, Table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해당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값이 0.6보다 크므로, 예비 물리교사들이 

응답한 자료는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Table 4에서 문항추정치

는 문항난이도를 의미하는데, Rasch 모형 분석에서는 검사지의 문항

전체에 대해여 평균 문항난이도를 0.0으로 맞추어 추정한다. 따라서 

음의 추정치는 평균보다 쉬운 문항이며, 양의 추정치는 평균보다 어

려운 문항임을 의미한다. 4번 문항의 문항추정치가 가장 높았으며, 

외적합도 제곱평균이 1.5보다 크게 나와 낮은 적합도를 보였다. 그러

나 4번 문항을 제외한 23개 문항 모두 내적합도 제곱평균과 외적합도 

제곱평균이 0.5∼1.5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문항들은 적합한 수준에 

있다고 하겠다.     

4번 문항은 상대론에서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문항인데 문항자

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답지도 ‘예/아니오’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연구

자의 관점에서는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난이도가 아주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낮은 정답률을 보여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4번 문항과 같은 경우는 통계적으

로 적합도가 낮은 문항으로 분류하여 검사지에 포함시키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불행하게도 검사 후 분석과정에서 5번 문항에

서 ‘양전자’를 ‘양성자’로 기입하는 오타가 있음을 인지하였다(부록

Item no.
Item

MEASURE
Infit MNSQ Outfit MNSQ PTMA

1 -0.840 0.926 0.755 0.431

2 -0.390 1.122 1.312 0.291

3 -0.290 0.878 0.907 0.492

6 0.680 0.911 0.898 0.520

7 -0.080 0.854 0.831 0.526

8 -0.800 1.011 0.997 0.356

9 -1.840 0.907 0.953 0.327

10 -0.330 1.076 1.168 0.337

11 -0.500 1.017 0.940 0.387

12 1.060 1.040 1.055 0.432

13 0.680 1.053 1.048 0.417

14 1.620 1.178 1.379 0.310

15 -0.410 0.859 0.728 0.510

16 -1.260 0.885 0.784 0.410

17 1.190 0.843 0.791 0.581

18 0.040 0.881 0.843 0.515

19 0.000 1.006 0.962 0.425

20 -0.870 0.901 0.917 0.430

21 -0.100 0.980 0.898 0.444

22 0.930 1.222 1.268 0.296

23 1.040 1.215 1.310 0.296

24 0.460 1.067 1.100 0.396

Table 5. Item MEASUREs and MNSQs by Rasch analyses 

for 22-itemItem no.
Item

MEASURE
Infit MNSQ

Outfit 

MNSQ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alpha

1 -0.87 0.905 0.731 .773

2 -0.43 1.095 1.208 .783

3 -0.33 0.863 0.856 .767

4 1.43 1.419 1.737 .799

5 -0.45 0.916 0.755 .773

6 0.62 0.896 0.868 .770

7 -0.12 0.856 0.800 .767

8 -0.82 1.000 0.959 .778

9 -1.85 0.904 0.904 .779

10 -0.37 1.057 1.158 .780

11 -0.53 1.003 0.940 .777

12 1.00 1.015 1.008 .777

13 0.62 1.043 1.038 .779

14 1.54 1.151 1.341 .786

15 -0.44 0.853 0.726 .767

16 -1.28 0.877 0.761 .773

17 1.12 0.838 0.791 .767

18 0.00 0.873 0.838 .769

19 -0.04 0.992 0.922 .775

20 -0.90 0.900 0.949 .773

21 -0.14 0.960 0.864 .774

22 0.86 1.184 1.197 .787

23 0.97 1.176 1.265 .786

24 0.41 1.034 1.024 .777

Table 4. Item MEASUREs & MNSQs by Rasch analyses 

and Cronbach alpha for 24-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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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정정된 문항으로 수록하였다). 5번 문항의 경우 뒤에서 언급할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 값을 볼 때, 피험자가 이 오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었을 확률이 높긴 하지만 한 글자의 

오타로 문제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보다 엄격한 결과를 위해 앞으로 

진행될 분석에서는 4번과 5번 문항을 제외한 22문항에 대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22문항에 대하여 재분석한 문항적합도 

지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의 문항추정치가 Table 

4와 약간 다른 이유는 22문항에 대하여 평균 문항추정치를 0.0으로 

하여 재추정하였기 때문이며, 제곱평균(MNSQ) 값들도 마찬가지이

다. Table 5로부터 22문항이 모두 적합한 수준의 제곱평균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피험자 적합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총 피험자 467명에 

대하여 앞에서의 문항적합도 결과표와 유사한 형식의 결과표를 얻었

다. 여기에서는 피험자의 외적합도 제곱평균의 범위에 대한 피험자 

수와 비율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피험자 

적합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467명 중에서 적합도 기준치인 1.5

를 벗어나지 않는 피험자 수는 430명으로 전체 피험자의 92.1%가 

Rasch 모형에 적합한 문항반응 형태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Rasch 분석 결과로부터 피험자의 분포모양과 문항의 

분포모양이 모두 양호한 피험자-문항 분포도를 얻었다. 이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Rasch 모형 분석으로부터 도출되는 피험자 신뢰도(Person 

reliability) 값은 각 문항들이 학생들의 현대물리 개념형성을 진단하

는데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를 나타낸다. 신뢰도 지수는 0에서 

1까지의 값이 가능하며, 1에 가까울수록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진다고 

해석한다(McNamare, 2003). 이 값이 0.7이나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Boone et al., 2014). 문항 신뢰도(Item 

reliability)는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의 능력 수준이 문항의 적합도

를 판단하는데 적절한지를 확인하는 통계값으로, 0.9이상이면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Ha et al., 2018). 22문항에 대하여 Rasch 모형 분석을 

한 결과, 피험자 신뢰도는 0.71이며 문항 신뢰도는 0.98이었다. 따라

서 개발된 문항들이 양호한 신뢰도를 가지며, 피험자 집단도 적합하

다고 할 수 있다. 

다.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ble 7에 보이는 

바와 같은 표준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 분산표를 얻었다. 

Table 7에서 1순위 대조군에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Unexplained 

Outfit MSQ Range Participants Percentage (%)

> 2 9 1.9

1.5∼2 28 6.0

0.5∼1.5 410 87.8

< 0.5 20 4.3

Total　 467 100.0

Table 6. Results for Person MEASUREs by Rasch analyses

Eigenvalue Observed Expected

Total raw variance in observations 29.7444 100.0% 100.0%

  Raw variance explained by measures 7.7444 26.0% 26.1%

   Raw variance explained by persons 3.8104 12.8% 12.9%

   Raw Variance explained by items 3.9340 13.2% 13.3%

  Raw unexplained variance (total) 22.0000 74.0% 100.0% 73.9%

   Unexplained variance in 1st contrast 1.6588 5.6% 7.5%

   Unexplained variance in 2nd contrast 1.5590 5.2% 7.1%

   Unexplained variance in 3rd contrast 1.4673 4.9% 6.7%

   Unexplained variance in 4th contrast 1.2834 4.3% 5.8%

   Unexplained variance in 5th contrast 1.1958 4.0% 5.4%

Table 7. Analysis for standardized residual variance component

Figure 1. Person-Item map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Modern Physics Conceptual Diagnostic Survey for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ased on the 2015 Revised...

261

variance in 1st contrast)의 고유값(Eigenvalue)이 1.6588(5.6%)로서 

2를 넘지 않는 값이므로 단일차원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Boone, 

Staver & Yale, 2014). 

추정치에 의해 설명되는 원 분산(Raw variance explained by 

measures)의 고유값은 7.7444로 전체 데이터에서 점수로 추정되는 

비율이 26%이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74%이다. 하지만 74%의 

설명되지 않는 부분 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요인(1st contrast)의 

고유값이 2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는 1개 차원만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일차

원성을 지지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라.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는 다양한 모집단 및 검사환경에서의 문항

모수 불변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미한다. Rasch 모형 분석에서 DIF 

분석(집단에 대한 차별기능 문항분석)을 통하여 일반화에 기초한 타

당도를 평가할 수 있다. Table 8은 ‘DIF contrast’ 결과값을 보여준다. 

Boone et al.(2014)에 의하면 DIF contrast가 [-0.64, +0.64]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Table 8에 의하면 현대물리 수강여부에 따른 DIF contrast가 ±0.64보

다 큰 문항은 2번과 15번 두 개 문항 밖에 없으며, 양자역학I의 경우에

는 모든 문항에 대한 DIF contrast가 ±0.64보다 작아 준거 범위를 

만족한다. 또한 양자역학II의 경우는 20번 문항 한 개만이 준거 범위

를 벗어나고 나머지 문항들은 모두 준거 범위를 만족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차별기능문항분석 결

과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를 갖추었다

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는 집단이 달라지더라도 문항모수, 즉 문항난이도 등이 변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또한 과목을 수강하기 전이나 수강 후에 검사를 하더라

도 이 문항들의 문항난이도가 변하지 않아서 사전사후 검사로도 이용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는 검사점수와 외적변수와의 관계를 분

석해서 검사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Rasch 모형 분석으로부

터 구한 피험자능력 추정치(Person MEASURE)는 개별 피험자가 받

을 수 있는 예측된 점수이다. 일반적으로 SPSS와 같은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한 기술통계분석에서는 무응답한 경우를 결측으로 분류하여 

유효수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Rasch 모형 분석에서는 무응답한 경우

도 추정과정에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 피험자능력 추정치(Person 

MEASURE)는 원 점수보다 더 안정적인데 이는 어떤 특정 문항에 

대하여 피험자들이 정답을 할 확률을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피험자능력 추정치를 이용하여 현대물리, 양자역학I, 양자역학II

의 수강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Table 

9). -검증 결과에 따르면, 양자역학I과 양자역학II의 수강여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유의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현대물

리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는 않았으나, 현대물리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의 평균점수가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개발된 개념 진단지가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과 같은 고부담의 성격을 띠지 않기 때문에 피험자들은 보다 부담 

없이 검사에 임하였을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에 

대한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Subject lectured or not　  Mean Std. Deviation   

Modern Physics
lectured 306 1.008 1.088 1.710 0.088

not lectured 157 0.825 1.096 　 　

Quantum Dynamics I
lectured 179 1.084 1.166 2.322 0.021

not lectured 273 0.841 1.038 　 　

Quantum Dynamics II
lectured 92 1.167 1.117 2.261 0.024

not lectured 346 0.877 1.088 　 　

Table 9. t-test analyses by using Person MEASUREs

Item no. Modern Physics Quantum Dynamics I Quantum Dynamics II

1 0.364 0.267 0.608

2 0.682 0.382 0.585

3 0.046 -0.183 -0.327

6 0.531 0.208 0.408

7 0.141 0.329 0.068

8 0.067 -0.139 -0.102

9 0.345 -0.139 -0.196

10 -0.123 0.406 0.489

11 -0.196 0.195 0.460

12 0.000 0.143 0.000

13 -0.573 -0.441 -0.345

14 -0.161 -0.090 -0.280

15 -0.729 -0.628 -0.468

16 -0.025 -0.308 -0.090

17 -0.205 -0.219 -0.518

18 -0.327 0.125 -0.225

19 -0.518 -0.252 -0.282

20 0.117 0.000 -0.708

21 0.588 0.274 0.288

22 0.000 0.000 0.148

23 0.289 -0.047 0.542

24 0.027 -0.026 -0.376

Table 8. Analysis for differential item functioning(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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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

가. 문항난이도

고전검사이론에서 문항난이도는 총 피험자 수에 대한 정답자 수의 

비율로 정해지므로 값이 클수록 쉬운 문항이다. 개발된 현대물리 개

념 진단지의 개별 문항에 대해 산출된 문항난이도를 Table 10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가장 낮은 문항난이도 값을 갖는 14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 문항의 문항난이도 값은 0.37이

다. 4번 문항도 역시 0.40으로 문항난이도가 매우 낮다. 반면, 문항난

이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9번 문항으로 0.91이다. 14번 문항은 드브로

이 파장에 관련된 문항이고(Figure 3), 9번 문항은 블랙홀에 관련된 

문항이다. 

Item no.　   

1 0.81 0.45 0.46 

2 0.77 0.29 0.29 

3 0.74 0.61 0.57 

4 0.40 0.12 0.06 

6 0.56 0.68 0.52 

7 0.70 0.62 0.57 

8 0.81 0.36 0.37 

9 0.91 0.21 0.35 

10 0.74 0.39 0.35 

11 0.78 0.45 0.39 

12 0.49 0.57 0.42 

13 0.57 0.54 0.40 

14 0.37 0.44 0.27 

15 0.76 0.63 0.58 

16 0.86 0.39 0.47 

17 0.46 0.80 0.57 

18 0.68 0.62 0.54 

19 0.69 0.51 0.33 

20 0.82 0.44 0.47 

21 0.71 0.50 0.46 

22 0.52 0.33 0.26 

23 0.49 0.34 0.28 

24 0.61 0.52 0.41 

Avg. 0.66 0.47 0.41 

Table 10. Item difficulties, Item discriminations, and Point 

biserial coefficient by CTT

이분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에서 ‘맞음/틀림’ 문항에 대한 가능한 

문항난이도 값의 범위는 [0, 1]이며, 문항난이도의 준거 범위(criterion 

range)는 [0.3, 0.9]이다(Ding & Beichner, 2009). Figure 2에 나타낸 

그래프에서 9번 문항을 제외한 다른 모든 문항은 0.3∼0.9 사이의 

값을 가지므로 문항난이도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9번 문항의 경우

도 0.91로 준거 범위를 아주 살짝 벗어나 어느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라고 판단된다. 개발된 개념 진단지의 평균 문항난이도는 0.66으로 

준거 범위 내에 있다. 

Figure 2. Item difficulties by CTT

4번 문항은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문항인데, 이 문항을 분석에 

포함시킨 이유는 선행연구들에서 고전검사이론으로 문항의 적합성을 

논하였기 때문이다. 타당도에 관한 Rasch 모형 분석에서 낮은 적합도

를 보였던 4번 문항은 고전검사이론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적정한 

범위의 문항난이도를 가지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표나 그래

프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5번 문항의 문항난이도가 0.76으로 나타났

기 때문에 문제의 오타가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연구자의 추론에 해당하므로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추후 

타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오타를 정정하여 부록에 수록하였다. 

문항난이도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인 14번 문항(Figure 3)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나타낸 빈도분포 그래프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피험자들은 답으로 (a)와 (c)를 많이 

택하였다. 그리고 정답인 (a)보다 오히려 오답인 (c)를 택한 학생이 

더 많았다. 학생들의 응답이 (a)와 (c)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양전하 또는 음전하가 전기장 내에서 속도가 변한다는 전자기적 

Figure 3. Item no.14 in MPCDS

Figure 4. Frequency of the response for Item no.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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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답률이 낮은 이유가 

단순히 부호 등을 착각한 것인지 드브로이 파장에 대한 공식을 잘못 

기억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정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

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어떤 부분에서 오인이 발생하였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나. 문항변별도

문항변별도는 검사지의 문항들이 능력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을 얼마나 잘 변별해내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이론적으로 

문항변별도 값이 0.3이상이면 적절한 값이다(Ding & Beichner, 

2009). 개별 문항의 문항변별도에 대한 값과 그래프를 Table 10과 

Figure 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문항변별

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7번 문항(Figure 6)이며 가장 낮은 문항은 

4번 문항으로 나타났다. 4번과 9번 문항을 제외한 다른 문항들은 적절

한 문항변별도를 가지므로 학생들의 능력수준을 잘 변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된 개념 진단지의 평균 문항변별도는 0.47이었다.

Figure 5. Item discriminations by CTT

다. 양류상관계수

양류상관계수는 개개의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문항의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으로 정의된다(Ding & Beichner, 2009). 

이 값이 클수록 그 문항의 신뢰도가 높다는 뜻이며, 이 문항이 검사지

의 나머지 문항들과의 일관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지수의 준거값은 

0.2이상이어야 하며 값이 클수록 좋은 문항이다. 

Figure 6. Item no.17 in MPCDS 

계산된 양류상관계수 값과 그래프를 Table 10과 Figure 7에 각각 

나타내었다. 4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들의 양류상관계수가 0.2보

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개별 문항의 문항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평균 양류상관계수는 0.414이다. 

다만 보이는 바와 같이 4번 문항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

며, 준거값 0.2보다 작은 값을 가져 검사지의 나머지 문항들과의 일관

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4번 문항의 경우는 적합도가 낮은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Rasch 모형 분석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Figure 7. Point biserial coefficient by CTT

라. KR-20

Kuder-Richardson reliability index(test)는 검사지의 내적 일관성

을 측정한다. 다시 말하면 검사지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평행한 문항(parallel items)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검사하

는 것이다. ‘맞음’과 ‘틀림’의 이분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지에 대한 

신뢰도 는 KR-20으로 잘 알려져 있다. KR-20 역시 내적일관성 신뢰

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Cronbach alpha와 동일한 결과값을 산출한다. 

Cronbach alpha는 이분문항 뿐만 아니라 다분문항에 대해서도 일반

적으로 내적일관성 신뢰도 값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KR-20에 대해 널리 통용되고 있는 준거값은 0.7이다. 본 

연구에서는 0.77의 값을 얻었으며 이 값은 준거값 0.7보다 크므로 

적합한 수준의 내적일관성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마. Ferguson’s delta

Ferguson’s delta()는 전체 검사지의 변별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로

서, 본 연구에서는 0.972의 값을 얻었다. 이 값은 준거값인 0.90보다 

큰 값으로서,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변별도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Figure 8은 피험자들의 가능한 총점에 대한 빈도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이 빈도값을 이용하여 Ferguson’s delta를 산출하

였다. 

3. Rasch 모형 분석에 의한 문항난이도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은 문항특성모수(item characteristic 

parameters)와 피험자의 잠재적 능력(latent abilities)을 추정한다

(Seong, 2016; Ding & Beichner, 2009). 문항반응이론에서의 문항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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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수인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는 문항특성곡선(Item characteristic 

curve)으로부터 정의되며, 고전검사이론에서의 용어와 동일하지만 

그 의미와 산출방법은 고전검사이론과는 큰 차이가 있다. 또한 고전

검사이론에서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는 검사점수를 기반으로 산

출되기 때문에 검사가 시행된 피험자 집단에만 국한되는 문항특성인 

반면에, 문항반응이론에서의 문항난이도와 문항변별도는 피험자 집

단의 특성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추정되는 ‘불변성’을 지닌 모수치이

다(Seong, 2016).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자는 개발된 현대물리 개

념 검사지에 대하여 피험자 집단 특성에 독립적인 문항난이도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Rasch 모형은 문항변별도를 1로 고정

시킨 문항특성곡선에서 문항을 맞출 확률이 0.5인 피험자 능력을 문

항난이도로 추정한다.        

앞에서 기술한 Messick(1995)의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 결과 

중, Table 4와 Table 5에서의 ‘문항추정치(Item MEASURE)’값이 바

로 Rasch 모형 분석에서의 ‘문항난이도’이다. 이 추정치를 사용하여 

개개의 문항들의 쉽고 어려운 정도가 상대적으로 어떠한가를 시각적

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Figure 9에 나타내었다. 그래프에서 문항난이

도가 음수 값을 갖는 문항들의 경우는 평균난이도(0.0)보다 낮아 평균

보다 쉬운 문항임을 알 수 있고, 양수 값을 갖는 문항들은 평균난이도

보다 높아 평균보다 어려운 문항임을 알 수 있다. 14번 문항은 문항난

이도 추정치가 가장 크고, 9번 문항이 가장 낮다. 이는 앞에서의 고전

검사이론 결과와도 일치한다. 검사지의 모든 문항에 대하여 문항을 

맞출 확률과 틀릴 확률이 각각 50%가 되도록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

문에 문항난이도에 있어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가 일반화에 기

초한 타당도 분석에서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이 문항들의 

문항난이도 추정치는 사전 검사나 사후 검사에도 달라지지 않고 일관

된 값을 유지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물리교사의 현대물리 개념에 대한 이해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타당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하여 현대물리학 

커리큘럼에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포

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I와 물리학II

의 성취기준 및 해설에 근거하여 현대물리 개념요소를 구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항들을 제작한 후 Messick(1995)의 분류에 의한 타

당도 및 신뢰도를 Rasch 모형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고전

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과 검사지 분석을 하였으며, Rasch 모형 

분석에 의한 문항난이도를 알아보았다. 

먼저,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는 물리학 및 과학교육학 전문가 집

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전문가 의견을 반

영하여 현대물리 내용범주를 분류하고 개념요소를 선별하였으며, 문

항에서의 물리학적 오류 등을 수정하여 24문항의 설문용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구성하였다.

둘째,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는 두 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하나

는 2인의 예비 물리교사에 의한 사전검사 및 면담을 활용한 확인이며, 

다른 하나는 Rasch 모형이 적용된 통계분석을 통한 확인이었다. 

Rasch 모형 분석으로부터 문항적합도인 내적합도 제곱평균과 외적합

도 제곱평균 값을 구하여 확인한 결과, 24문항 중 23문항이 양호한 

문항적합도를 나타내었다. 나머지 한 문항인 4번의 경우 외적합도 

제곱평균 값이 1.5보다 크게 나왔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문항을 제거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검사지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5번 

문항은 문항적합도나 문항난이도 지수는 양호하였으나 문항 내의 오

타로 인해 22문항들로 구성된 검사지에 대하여 나머지 타당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22문항에 대하여 내적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 

alpha는 0.6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Rasch 모형 분석을 통한 피험

자 신뢰도(0.71)와 문항신뢰도(0.98)는 모두 준거값 이상으로 나타나 

검사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표준화된 잔차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내적구

조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22문항의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가 일차원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Rasch 모형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차별기능문항분석을 이용하여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산출된 DIF contrast값을 준거범위 [-0.64, 0.64]와 비교함

으로써,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에 대한 일반화 타당도가 양호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

지가 집단 특성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는 Rasch 모형 분석을 통하여 

총점

Figure 8. Histogram for total score 

Figure 9. Item difficulties(Item MEASUREs) from Rasch 

analysis



A Study on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Modern Physics Conceptual Diagnostic Survey for Pre-Service Physics Teachers based on the 2015 Revised...

265

추정된 피험자능력 추정치를 이용하여 현대물리 및 양자역학I,II의 

수강여부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함으로써 확인하였다. 

다음은 문항특성 및 검사지 특성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고전검사이

론에 의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발된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적절

한 난이도를 가졌으며, 변별도 역시 두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호

하다고 할 수 있다. 문항신뢰도인 양류상관계수는 4번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준거값 0.2보다 큰 값을 가져 문항신뢰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검사지의 변별 능력을 측정하는 Ferguson’s delta는 0.97

의 값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변별도

는 양호한 편이라고 하겠다.

한편, Rasch 모형 분석을 통하여 문항난이도 추정치를 구한 결과, 

문항난이도가 가장 높은(양의 값) 드브로이 파에 관한 14번 문항이 

가장 어려운 문항으로, 문항난이도가 가장 낮은(음의 값) 블랙홀에 

관한 9번 문항이 가장 쉬운 문항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Rasch 분석 결과에 의한 문항

난이도는 피험자 집단에 대해 불변성을 갖는다. 다만 유념하여야 할 

것은 이 값이 어디까지나 예측하는 값이므로 실제 검사 결과값을 100

퍼센트 정확히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는 현대물리 개념 이해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

화에 기초한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 바,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현대물리학 강의에 있어 사전⋅사후 검사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는 예비 물리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교사연수 등을 통한 교사 재교육 등에 이용될 수 있고, 고등

학교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었으므로 고등학교 졸업자도 진단 가능하

다. 또한 교사양성기관의 물리교육관련 학과에서의 커리큘럼에도 반

영할 수 있다. 

이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다양한 통계

분석은 문항이 적절한지에 관한 판단을 위한 보조 자료이며, 검사지

의 타당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용타당도이다(Ha et al., 2018). 

그러므로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의 문항들이 해당 개념의 이해

를 진단하는데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전문

가들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4번 문항에 대한 통계치가 

부적합하여 탈락하게 된 것은 통계적 방법에 의해 판정한 것이며, 

전문가 내용타당도가 더 중요하다는 보고를 근거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문항이 어떤 이유에서 낮은 문항적

합도를 보이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개개의 문항이 각 개념요소를 대표하는 

문항으로 선별되긴 하였으나 해당 개념요소에 대한 이해정도를 완벽

하게 진단하기에는 문항수가 충분하지 않다. 즉 피험자가 해당 문항

을 맞추었다고 해서 그 개념형성이 완성되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우며, 

틀렸다고 해서 개념형성이 안 되었다고 단언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

므로 전체 문항의 검사결과로부터 교육과정 상의 현대물리 내용에 

대한 개념 이해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는 2015 과학과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후 교육과정이 개정되어 성취기

준에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채택한 것은 교사양성기관에서 

개설되는 현대물리학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현대물

리 내용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야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근거함으로써 우리나

라 물리교육에 맞추어진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개발에 관한 첫 번째 

시도라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그리고 검사에 참여한 총 15개 

사범대학의 467명의 예비 물리교사들의 수고도 매우 소중하고 가치

가 높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가 적합하다고 하여 문항

들이 타당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하

여 산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가 초석이 되어 문항들에 대한 비판

적 고찰을 시작으로 후속 연구자들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

기를 바라는 바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에 기초

하여 현대물리 개념지식에 대한 예비 물리교사의 이해를 진단할 수 

있는 개념 진단지를 개발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Messick(1995)의 분류에 따른 5가지 타당도 중 검사내용에 기초한 

타당도는 일련의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사로 진행하여 확인한 후 24문

항의 설문용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구성하였다. 국내 15개 사범대

학의 467명의 예비 물리교사에게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를 적

용하여 문항의 신뢰도와 Messick(1995)의 나머지 4가지 타당도를 확

인하였다. 실제에 기초한 타당도는 Rasch 모형이 적용된 통계분석방

법으로 문항적합도(MNSQ)를 확인한 결과, 23문항이 적합한 수준으

로 나타났다. 이중 오타가 발생한 문항을 제외한 22문항에 대하여 

내적구조에 기초한 타당도 분석을 하여 개발된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의 일차원성을 확인하였다. 일반화에 기초한 타당도 확인 결과에 따

르면 개발된 개념 진단지가 집단특성에 대해 독립적이라고 판단된다. 

양자역학 수강 여부에 따른 검사점수의 t-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를 외적준거에 기초한 타당도 확인으로 활용하였다. 

Cronbach alpha 및 Rasch 모형 분석에서의 피험자 신뢰도와 문항신뢰

도 값은 검사자료가 적합한 수준의 신뢰도를 갖는다는 보여주었다. 

또한 고전검사이론에 의한 문항분석 결과, 양호한 문항난이도를 보여

주었으며 문항변별도는 두 문항이 준거값을 벗어났으나 다른 나머지 

문항들은 양호한 값을 보여주었다. 양류상관계수는 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양호한 값을 나타내었다. KR-20과 Ferguson’s delta 

값 역시 검사지가 양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항반응

이론에 의한 문항난이도(추정치)를 Rasch 모형 분석으로 추정하였으

며, 이 값들은 피험자 집단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예비 물리교사, 현대물리 
개념 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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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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