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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금 우리는 손 안의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정보
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학생이 많은 지식을 습득
하는 것보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는 주로 학생의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선다형(multiple-choice type) 또는 단답형
(short-answer type) 형태의 평가체제를 선호하고 있
어 학생들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변화된 
사회의 요구에 맞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5년 새로운 교육과정을 발표하였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은 문·이과의 칸막이를 없애고,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사회가 요구하
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MOE, 2015b). 그
러나 교육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평가 체제, 특히 
대입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교육과정의 개
정을 통한 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
을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선다형 또
는 단답형 문항의 비중 축소 및 서술형 평가의 비중 
확대,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통하여 평가에도 변화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평가의 신뢰성, 성적 부풀리
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
하면서도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IB)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Kwon, 2019). 

IB는 우리나라의 초등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PYP 
(Primary Years Programme)와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MYP(Middle Years Programme), 고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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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DP(Diploma Programme), 
그리고 직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CP(Career-related Programme)로 구성되어 있다
(IBO, 2019a). 그 중 우리나라 교육계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과정은 DP이다. 이는 DP가 준거 지향 평
가(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를 취하고 있어 
학생간의 비교가 아닌 학생이 교육 목표에 얼마나 도
달하였는가에 집중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문
항이 주로 논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동안 평가의 신뢰성에 대해 인정받아 왔기 
때문이다(Kim, 2018b). 이에 IB DP의 도입을 주장하
는 측에서는 IB DP의 평가 방식이 2015 개정 교육과
정에서 말하는 창의융합형 인간을 기르는데 필수적인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Lee, 
2017). 뿐만 아니라 Saavedra(2011)와 Wray(2013)는 
연구를 통해 IB DP를 이수한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대학에서 더 높은 수학능력과 졸업률을 보여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통계적으로 보여주었다. IB 
DP가 가진 이러한 장점들을 근거로 여러 교육청에서는 
IB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Kwon, 2019; 
Ryu & Kim, 2018).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학제가 3년인 것에 반
해 IB DP의 학제는 2년이다. 그리고 2015 개정 고교 
교육과정이 9개의 교과군으로 구성되어 각 교과군 별
로 학생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이수 단위와 자
율 편성 단위로 구분되어 3년 동안 24과목 이상을 수
강하여야 하는 것과는 달리, IB DP의 교과 영역은 6
개의 교과군(subject group)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
생은 각 교과군에서 한 과목씩 자유롭게 이수하면 되
므로 2년 동안 6개의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Ha, 
Hong, & Park, 2012; Kim, 2018b). 그러나 IB DP
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전이성 높은 대주제(big 
idea)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습을 강조한다는 점에
서 유사하다(DMOE, 2019; Kim, 2018a).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많은 선진국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적은 
양을 깊이 있게(less is more)’ 가르침으로써 심층적
인 학습이 이뤄지도록 학습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중복되는 
학습 내용이나 단편 지식 등을 핵심 개념(big idea)과 
원리 중심으로 정산하여 감축하고, 학생의 발달 단계
와 국제적 기준(Gloabal standards)을 고려하여 성취
기준 이수시기 이동, 학습내용 삭제·신설·통합 등을 통
한 학습량의 적정화를 꾀하였다(MOE, 2015b; MOE, 
2017). 그리고 IB DP에서 6개의 교과만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에 8개의 
교과만을 이수하도록 하여 소수의 과목에 집중하게 
하는 것도 비슷한 점이다. 이처럼 IB DP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지향하는 바와 구성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DMOE, 2019).

그러나 IB DP의 일부 교과는 해외 유명 대학에서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학습 내용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습자에게 상당한 학업량을 요
구한다(Kang, Hong, & Sung, 2006). 이에 학업 성
취도가 높은 학생에게 권장되는 교육과정으로 언급된
다(Kim, 2018b; Ryu & Kim, 2018; Yim, 2018). 그
러나 제주 교육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에서는 IB DP를 교육 소외 계층에게까지 적용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et al., 2018). 그러나 현재까지 
과학교육 분야에서 IB DP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Kwon(2019)의 연구에서 IB DP의 
물리학 교과에 대해 소개하고 ‘힘과 운동’, ‘전기와 자
기’ 영역에 대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전체적인 비
교가 수행되었으나, IB DP의 물리학 교과에 대한 총
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교과서의 심층적인 비교를 
통해 학습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두 교육과정으로 쓰여진 물리학 교과서의 ‘상대성 이
론’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교과
서의 단원의 구성과 학습 내용의 질적, 양적 비교를 
통해 두 교과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학습량의 
적정화’면에서 IB DP 물리학 교과서와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물리학 교과서와 평가 문항을 비교함으로써 
IB DP가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세운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와 IB DP 
물리학 SL, HL의 단원 구성 및 학습 내용을 비교할 
때 유사한 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 교과서와 
IB DP 물리학 SL, HL 교과서는 개념을 기술함에 있
어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가?

셋째, 두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 문항은 어떠한 차이
점을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1) 분석 교과서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를 나타낸 것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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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Ⅰ, Ⅱ 교과서와 IB DP에 의한 물리학 교과서의 출
판사와 대표 저자, 발행 연도를 표시하였다. 우리나라
의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국가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출판사별로 제작되
며, 수학·과학 교과서의 경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검
정 심사를 통해 교과서로 인정받게 되므로, 각 교과서
별로 내용의 진술에 있어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전체
적인 구성과 다뤄지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그리고 IB DP의 물리학 교과서 또한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2014)에 의해 교과서 단
원 구성과 다뤄지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
어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살펴보면 Table 1에서 확
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과서의 분량에서 상당한 차이
를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한 비교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분량
이 많은 교과서인 미래엔에서 출판한 물리학Ⅰ, Ⅱ 교
과서(Kim, Kim, Mun, Ahn, Kwon, Min, & Park, 
2018a, 2018b)인 B-Ⅰ, B-Ⅱ와 IB DP에서 상대적으
로 가장 분량이 적은 Pearson에서 출판한 물리학 
SL, HL 교과서(Hamper, 2014a; Hamper, 2014b)인 
K-SL, K-HL을 보다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분석 단원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원으로 일반적으로 
역학과 전자기학 단원이 언급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학 교과서 
비교를 위해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단원이 
아닌 ‘상대성 이론’ 단원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였다. 
이는 역학과 전자기학의 경우 다뤄지는 학습 요소가 
매우 다양하여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직접적
으로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교과서의 경우 역학 단원
은 여러 가지 운동, 힘과 운동, 힘의 상호 작용, 운동
량 보존,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보존 등으로, 전자기
학 단원은 전기력과 원자, 에너지 준위, 에너지띠, 반
도체와 다이오드, 전류의 자기 작용, 물질의 자성, 전
자기 유도 등 굉장히 세부적인 단원으로 이뤄져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단원의 구성으로 인해 IB DP 교과서
의 단원의 구성과는 매우 상이하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첨단 과학기술과 실생활 관련 주제
를 중심으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다루는 것에 반
해, IB DP 물리학의 경우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기 때문이다(Kwon, 2019).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출판사 대표 저자
발행 
연도

구분 전체 면수
상대론 
단원 
면수

구분 전체 면수
상대론 
단원 
면수

2015 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물리학Ⅰ 물리학Ⅱ

㈜교학사 김영민 2018 A-Ⅰ 213 14 A-Ⅱ 221 18

㈜미래엔 김성진 2018 B-Ⅰ 213 19 B-Ⅱ 221 14

㈜비상교육 손정우 2018 C-Ⅰ 188 17 C-Ⅱ 196 13

㈜지학사 김성원 2018 D-Ⅰ 201 17 D-Ⅱ 229 13

㈜천재교육 강남화 2018 E-Ⅰ 191 17 E-Ⅱ 201 14

㈜금성출판사 이상연 2018 F-Ⅰ 190 16 -

동아출판㈜ 송진웅 2018 G-Ⅰ 194 16 -

㈜와이비엠 곽영직 2018 H-Ⅰ 213 20 -

IB DP

교과서
SL

(Option B~D 제외)
HL

(Option B~D 제외)
Cambridge University 

Press
Tsokos, K. A. 2014 I-SL 382 37 I-HL 587 64

Oxford University Press Homer, D. 2014 J-SL 352 22 J-HL 548 42

Pearson Hamper, C. 2014 K-SL 335 32 K-HL 415 49

Table 1. High school phys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and IB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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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성 이론’ 단원의 경우 두 교육과정에서 각각 독
립적인 단원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특수 상대성 이론
과 일반 상대성 이론 모두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상
대적인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B DP의 ‘상대성 이론(Relativity)’ 단원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의 ‘특수 상대성 이론’, 
물리학Ⅱ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분석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
정과 IB DP 두 교육과정을 비교하였으며, 각 교육과
정을 기반으로 작성된 물리학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학습 개념 기술에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리고 학생들이 학습한 개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
시하는 각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 문항을 분석하였다.

두 교육과정의 비교를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고시한 총론과 총론 해설, 과학과 교육과정 
등의 자료를 통해 교육과정을 분석하였으며, IB DP는 
IBO에서 DP에 대해 소개하는 자료인 ‘Handbook of 
procedures for the Diploma Programme’, 그리고 
물리 교과의 교육과정과 학습 요소 및 평가 방법을 안
내하는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와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Subject Brief’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문헌연구에는 
학술 DB를 이용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대구 
교육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IB DP의 도입을 추
진하며 작성한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IB DP 물리학이 우리나라의 물리 교육
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두 교육과정에 의한 물리학 교과서의 대단원(중단원) 
구성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구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
고 ‘상대성 이론’ 단원 구성의 비교를 통해 각 교육과
정의 교과서에서 ‘상대성 이론’이 어떠한 흐름으로 기
술되고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상대성 이론’ 단원의 성
취 기준 및 학습 요소 비교에서는 각 교육과정에서 
수업 후 학생들에게 목표하는 기준과 학습 요소 분량 
및 수준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수식의 비교를 통해 각 교육
과정의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수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에서 다뤄지는 ‘상대성 
이론’ 단원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학습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문항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교
육의 평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CSAT)으로 대표
되며, IB DP는 외부 평가(external assessment, EA)

로 대표된다. 각 교육과정의 평가 문항 분석을 위해 
우리나라 수능 물리Ⅰ 문항의 경우 2015학년도 수능
부터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까지 최근 5년 동안 실
시된 15회의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를 분석하였으며, 
EA의 경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실시된 EA 중 5
월에 실시된 문항을 사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 평가 문항의 비교를 위하여 IB DP의 
EA와 상응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평가 문항으로 
수능 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의한 수능은 2020년에 처음으로 치러지므로,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 물리Ⅰ 
문항을 사용하였다. ‘상대성 이론’은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물리Ⅰ부터 도입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에서는 물리Ⅰ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모두 다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바뀌
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물리학Ⅱ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음에도 ‘상대
성 이론’ 단원에 대한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에는 큰 
변화가 없으므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문항을 
사용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 문항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으로 인해 이전 교육과정보다 전
체적으로 학습 내용의 분량과 수식의 사용이 감소한 
것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성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리고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상대성 이
론’ 단원을 기술하는 방식의 비교를 통해 두 교육과정
의 특성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물리학 교과서
의 대단원에 해당되는 주제가 아닌 중단원에 해당하
는 단원의 특성에 대한 연구이므로 교과서의 모든 단
원의 특성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힌다.

Ⅲ. 연구 결과

1.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학 영역 
및 이수 시간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두 교육과정은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과 영역과 비
교과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교과 영역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은 9개의 교과군에 대해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7개의 공통과목과 자신의 적성
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기당 8과목 이내에서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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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3년간 3,060시간(연
간 1,02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Kwon, 2019). 
그에 반해 IB DP는 6개의 교과군으로 이뤄져 있으며, 
학생들은 각 교과군에 대해 1과목씩 2년간 전체 6과
목에 대해 2년간 최소 1,170시간(연간 585시간) 이상
을 이수하면 된다(IBO, 2015). 그리고 IB DP의 각 과
목은 15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표준 수준의 SL 
(standard level)과 240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심화 
수준의 HL(higher level)로 구분되며, 우리나라 교육
과정의 경우 물리학Ⅰ, Ⅱ와 같이 일부 과목에 위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위계가 없다. 그러므로 교과 영역만
을 비교한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비해 IB DP는 
학생이 들어야 하는 전체 과목의 수와 수업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B DP는 
과목 수가 적은 만큼 한 과목이 차지하고 있는 시수
에서 우리나라의 과목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won, 2019).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으로 
하여금 학기당 8과목 정도를 이수하도록 하며, 학생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필수 교과와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한 다양한 선택 교과를 학생이 3년간 이
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 IB DP는 2년간 

각 그룹에 해당하는 6개의 교과에만 집중하도록 구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량의 적정화’를 주장
하며 각 교과의 학습 내용을 줄였다고는 하나, 학생의 
입장에서는 3년간 학습해야 하는 과목의 수가 IB DP
에 비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Kwon, 2020). 
이는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소양
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표방하며 공통과목 이수 
및 교과군별 필수 이수 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교과의 수가 많아짐을 의미하므로 ‘학습량의 적
정화’와 함께 교과목 수의 적정화에 대해서도 집중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Table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과 물리학Ⅱ의 영역은 ‘힘과 
운동’부터 ‘현대물리’까지 5개 영역으로 동일하게 구
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수업 시간은 일반 선택 과
목에 해당하는 물리학Ⅰ과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하
는 물리학Ⅱ 모두 각각 5단위(75시간)으로 기본 배정
되어 있으나, 학교별로 물리학Ⅰ의 경우 2단위(34시
간) 내에서 증감을, 물리학Ⅱ의 경우 3단위(51시간) 

교육
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IB DP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필수이수 시간
자율편성 

시간
교과군 교과목 필수이수 시간

국어 국어 17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이 

있음 

1그룹
제1언어

언어 A-문학(SL, 
HL) 외 2과목

각 그룹에서 
1과목씩 

선택하여야 하며, 
6과목 중 반드시 
HL이 3과목이 
이상이어야 함

(SL 150시간, HL 
240시간)

수학 수학 170
영어 영어 170 2그룹

제2언어
언어 B(SL, HL) 

외 2과목
한국사 한국사 102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 170 3그룹
개인과 사회

경영학(SL, HL) 
외 9과목

과학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204

4그룹
과학

물리학(SL, HL) 
외 6과목체육 170

예술 170
5그룹

수학과 컴퓨터 과학
수학(SL, HL) 외 

2과목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272 6그룹
예술

댄스(SL, HL) 외 
4과목

소계
1,598 1,462

소계
1,170 / 1,260
(HL 3 / HL 4)3,060

비교과 
영역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408
DP Core

(TOK / EE / 
CAS)

TOK 100
동아리 활동 EE 40봉사 활동

CAS 교외활동진로 활동

Table 2. Comparison of IB DP and 2015 revised nat’l curriculum(MOE, 2015; IBO, 201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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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다(MOE, 2015). 학생이 만약 물
리학Ⅰ만 선택하는 경우 최소 51시간에서 최대 119시간
을, 물리학Ⅰ, Ⅱ를 모두 선택하는 경우 2년 동안 최소 
85시간에서 최대 255시간의 물리학 수업을 받게 된다.

IB DP의 물리학은 Core가 8개 영역, Additional 
higher level(AHL)이 4개 영역, 그리고 4개의 
Option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수요목별로 수업 시간
이 정해져 있다. 특히 Option은 ‘A. 상대성 이론’, ‘B. 
공학 물리’, ‘C. 물체의 상’, ‘D. 천체 물리’로 나뉘며, 
물리학을 수강하는 학생은 Option A~D 중 하나를 택
하여 학습하여야 한다(IBO, 2019b; IBO, 2019c). 그
리고 각 Option은 Core topics와 Additional higher 
level topics(AHL topics)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상
대성 이론’의 Core topics는 ‘A.1 상대론의 시작’, 
‘A.2 로렌츠 변환’, ‘A.3 시공간 다이어그램’으로, 
AHL topics는 ‘A.4 상대론적 역학’과 ‘A.5 일반 상대
성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IBO, 2014). 

IB DP를 수강하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

라 물리학을 학습하고자 할 경우 4그룹의 과학 과목 
중에서 물리학 SL 또는 물리학 HL 중 하나를 선택하
여 이수할 수 있으며, 물리학 SL을 선택한 학생은 95
시간의 Core를 수강한 후 자신이 선택한 Option에 
대해 15시간의 Option Core topics를, 물리학 HL을 
선택한 학생은 110시간의 물리학 SL에 추가로 60시
간의 AHL과 10시간의 Option AHL topics까지 이수
하여야 한다. 그 외에 내부 평가와 프로젝트 등 실험
을 수행하도록 구성된 Practical scheme of work 
시간이 물리학 SL의 경우 40시간, 물리학 HL의 경우 
60시간으로, 교과의 학습 시간은 물리학 SL이 전체 
150시간, 물리학 HL이 전체 240시간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IB DP의 경우 학습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학 SL, HL이 각각 110시간, 180시간이
다.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 수업 시
간과 비교할 때 두 과목 모두 1년 과정으로 학기당 3
단위씩 배정하는 경우 각각 102시간씩 수업이 이뤄지

2015 개정 교육과정 IB DP

물리학Ⅰ, Ⅱ 영역 수업 시간 교수요목
교수요목별 수업시간

물리학 SL 물리학 HL
∙힘과 운동
∙전기와 자기
∙열과 에너지
∙파동
∙현대물리

∙물리학Ⅰ : 5단위(85시간)
물리학Ⅰ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2단위(34시간)의 증감이 가능하
므로, 3~7단위(51~119시간)의 
수업이 가능함.

∙물리학Ⅱ : 5단위(85시간)
물리학Ⅱ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3단위(51시간)의 증감이 가능하
여 2~8단위(34~136시간)의 수업
이 가능함.

∙교수요목별로 별도의 수업 시간
이 정해져 있지 않음.

Core
∙측정과 불확정도
∙역학
∙열역학
∙파동
∙전기와 자기
∙원운동과 중력
∙원자, 핵, 입자 물리
∙에너지 생산

95
5
22
11
15
15
5
14
8

Additional higher level(AHL)
∙파동 현상
∙장
∙전자기 유도
∙양자 및 핵물리

-
-
-
-
-

60
17
11
16
16

Option(4개 중 택1)
∙Option A: 상대성 이론
∙Option B: 공학 물리
∙Option C: 물체의 상
∙Option D: 천체 물리

15
15
15
15
15

25
25
25
25
25

Practical scheme of work 40 60

Total teaching hours 150 240

Table 3. Syllabus outline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and IB DP (MOE, 2018; IB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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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학생이 물리학Ⅰ만 선택할 때 102시간, 물리학
Ⅰ, Ⅱ를 모두 선택한 경우 204시간을 학습하게 되므
로, 학생의 학습 시간만 비교하는 경우 물리학 SL의 
경우 물리학Ⅰ과 학습 시간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물
리학 HL의 수업 시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학Ⅰ, Ⅱ를 배우는 학생보다 학습 시간이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IB DP가 6개의 교과만 배운다
는 것을 고려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상대적으
로 많은 학습 시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
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의 선택보다는 학
교의 자율에 맞춰 최소, 최대 수업 시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며, IB DP가 실험 수행에 일정 시간을 
배정해 놓은 것에 반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은 별도의 실험 시간이 배정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보인다(Kwon, 2019).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학생이 물리학
Ⅰ만 배우더라도 ‘힘과 운동’부터 ‘현대물리’까지 물리
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에 반해, IB DP
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많은 이수 시간에도 
불구하고, Option을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물리학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는 차이
점이 있다.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IB DP
물리학Ⅰ 물리학Ⅱ 물리학 SL 물리학 HL

교과서 B-Ⅰ B-Ⅱ I-SL I-HL

단원명

Ⅰ. 역학과 에너지
 1. 물체의 운동
 2. 에너지와 열
 3. 시공간의 이해
Ⅱ. 물질과 전자기장
 1. 물질의 구조와 성질
 2. 전류와 자기장
Ⅲ. 파동과 정보통신
 1. 파동과 통신
 2. 빛과 물질의 이중성

Ⅰ. 역학적 상호작용
 1. 힘과 운동
 2.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
 3. 일과 에너지
Ⅱ. 전자기장
 1. 전기장
 2. 자기장
Ⅲ. 파동과 물질의 성질
 1. 전자기파와 통신
 2. 빛과 물질의 이중성

1. 측정과 불확정도
2. 역학
3. 열역학
4. 파동
5. 전기와 자기
6. 원운동과 중력
7. 원자, 핵, 입자 물리
8. 에너지 생산
9. Option A: 상대성 이론
10. Option B: 공학 물리
11. Option C: 물체의 상
12. Option D: 천체 물리

1. 측정과 불확정도
2. 역학
3. 열역학
4. 파동
5. 전기와 자기
6. 원운동과 중력
7. 원자, 핵, 입자 물리
8. 에너지 생산
9. 파동 현상(HL)
10. 장(HL)
11. 전자기 유도(HL)
12. 양자와 핵물리(HL)
Option A: 상대성 이론
Option B: 공학 물리
Option C: 물체의 상
Option D: 천체 물리

교과서 E-Ⅰ E-Ⅱ K-SL K-HL
단원명 Ⅰ. 역학과 에너지

 1. 힘과 운동
 2. 열과 에너지
 3. 특수 상대성 이론
Ⅱ. 물질과 전자기장
 1. 전기
 2. 자기
Ⅲ. 파동과 정보통신
 1. 파동
 2. 빛과 물질의 이중성

Ⅰ. 역학적 상호작용
 1. 힘과 평형
 2. 물체의 운동
 3. 일반 상대성 이론
 4. 열과 에너지
Ⅱ. 전자기장
 1. 전기장
 2. 자기장
Ⅲ. 파동과 물질의 성질
 1. 파동
 2. 현대 물리

1. 측정과 불확정도
2. 역학
3. 열역학
4. 원운동과 중력
5. 진동과 파동
6. 전기와 자기
7. 원자, 핵, 입자 물리
8. 에너지 생산
9. Option A: 상대성 이론
10. Option B: 공학 물리
11. Option C: 물체의 상
12. Option D: 천체 물리

1. 측정과 불확정도
2. 역학
3. 열역학
4. 원운동과 중력
5. 진동과 파동
6. 전기와 자기
7. 원자, 핵, 입자 물리
8. 에너지 생산
9. Option A: 상대성 이론
10. Option B: 공학 물리
11. Option C: 물체의 상
12. Option D: 천체 물리

Table 4. Chapter names of physics textbook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and IB DP (Hamper, 
2014a; Hamper, 2014b; Kang et al., 2018a, 2018b; Kim, Kim, Mun, Ahn, Kwon, Min, & 
Park, 2018a, 2018b; Tsoko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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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물리학의 ‘상
대성 이론’ 단원 비교

1) 단원 구성 비교

Table 4는 각 교육과정별로 두 출판사의 교과서 단
원명을 나타낸 것이며, 상대성 이론에 해당하는 단원
명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각 교육과정에 의한 교
과서를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교과서
의 경우 물리학Ⅰ, Ⅱ에 관계없이 역학, 전자기학, 파
동 및 현대물리로 3개의 대단원과 각 대단원별 2~3개
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IB DP 교과서는 Option을 제외하고도 8~1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단원이 세부적으로 구성되어 있
다는 차이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물리학Ⅰ과 물리학Ⅱ 
교과서의 대단원명은 매우 유사하나 중단원명이 상이
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
육과정 물리학Ⅱ에서는 물리학Ⅰ의 내용을 중복해서 
배우며 정량적으로 개념을 다루어 상당 부분 겹쳤으
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중복되는 내용을 완전
히 배제하면서 각 교과서의 학습 분량을 줄여 ‘학습량
의 적정화’를 꾀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일한 상대
성 이론 단원임에도 B출판사의 물리학 교과서에서는 
‘상대성 이론’ 대신 ‘시공간의 이해’,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 등과 같이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IB DP의 물리학의 경우 위계가 없다. 그리
고 교과서의 경우 I출판사의 교과서는 SL에 해당하는 
단원과 AHL에 해당하는 단원(9~12장)이 별도로 구성
되어 있으나, K출판사의 교과서는 AHL 단원이 각 대
단원 내에 추가된 형태로 SL과 HL의 단원 구성이 동
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출판사의 물리학 
HL교과서의 경우 ‘11. 전자기 유도’ 단원이 독립적으
로 대단원을 이루고 있으나, K출판사의 물리학 HL 교
과서의 경우 ‘6. 전기와 자기’ 대단원에 ‘전자기 유도’ 
단원이 중단원으로 포함되는 형태를 갖기 때문이다. 

또한 Table 1의 교과서별 전체 면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 교
과서가 각각 188~213면, 196~229면인 것에 반해, IB 
DP의 경우 Option B~D를 제외한 물리학 SL, HL 교
과서가 각각 335~382면, 415~587면으로, 상대적으로 
물리학 교과서의 전체 면수에서 IB DP가 2015 개정 
교육과정보다 많다. 물리학 SL은 물리학Ⅰ보다 상당
히 많으나, 물리학 HL의 경우 물리학Ⅰ, Ⅱ를 모두 
이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 교과서의 분

량이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물리학Ⅰ을 이수한 후 물
리학Ⅱ를 배우는 구조로, 두 교과에서의 학습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 학습량의 적정화를 꾀하며 교과서의 
분량을 줄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면수
의 차이는 두 교육과정의 물리학Ⅰ과 물리학 SL의 학
습 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차이이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을 이
수하는 학생들이 IB DP의 물리학을 이수하는 학생들
보다 같은 수업 시간 동안 상대적으로 적은 학습량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교육과정 모두 핵심개념
(big idea)를 중심으로 적은 양을 깊이 있게 가르친다
는 전체적인 틀은 동일하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다양한 과목을 배우되 각 과목의 학습량을 줄이는 것
으로, IB DP는 과목을 최소화하되 각 과목을 심도 있
게 다루는 차이를 보인다. 어떠한 방향이 학생들의 역
량 강화에 더 긍정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심층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

2) ‘상대성 이론’ 단원의 소단원 비교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에서 ‘상대성 이론’을 설
명하기 위해 학습 내용이 어떠한 흐름을 가지는지, 그
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르치는지 비교하고자 Table 5
에서는 두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상대성 이론’에 대
한 단원과 소단원명을 나타내었다.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15 개정 교
육과정 물리학Ⅰ의 ‘시공간의 이해’ 단원의 소단원은 
‘특수 상대성 이론’과 ‘질량과 에너지’로,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IB 
DP의 물리학 SL 또한 ‘상대성 이론의 시작’, ‘로렌츠 
변환’, ‘시공간 다이어그램’으로 물리학Ⅰ과 동일하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Ⅱ는 ‘등가 원
리’, ‘중력 렌즈와 블랙홀’로 구성되어 일반 상대성 이
론을 다루고 있으며, IB DP 물리학 HL은 특수 상대
성 이론에 추가로 ‘상대론적 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
론’이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
리학Ⅰ과 물리학 SL이 특수 상대성 이론만을 다루고, 
학생이 물리학Ⅰ, Ⅱ를 모두 배우는 경우 물리학 HL
과 동일하게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교육과정의 구조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물리학Ⅰ의 ‘질량과 에너지’ 단원에서 다루
는 ‘핵융합’, ‘핵분열’의 경우 IB DP에서는 ‘7. 원자, 
핵, 입자 물리’ 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
이를 보인다. 그리고 물리학Ⅱ에서는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 단원을 통해 ‘등속 원운동’과 ‘행성의 운동’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다루고 있다. 이는 IB D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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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열역학’ 등과 같이 물리 이론을 기반으로 설
명하는 것과는 달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과정상 제시하는 핵심 개념, 즉 ‘시공간과 운동’, ‘힘’, 
‘역학적 에너지’와 같은 물리 개념에 기반하여 단원이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Table 5에서 보는 것처럼 물리학Ⅰ은 갈릴
레이 상대성 원리와 마이컬슨·몰리 실험을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이끌어내고,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인 동시성의 상대성 개념과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인 

상대론적 질량  

 과 로 표현되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
용하는 핵융합과 핵분열 개념에 대해 다뤘다. 또한 물
리학Ⅱ에서는 등가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속 좌표
계를 도입하고, 가속 좌표계에서 작용하는 관성력을 

설명하면서 등가 원리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제시한
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현상인 빛의 휘
어짐과 질량에 의해 휘어지는 시공간, 그리고 그에 의
한 결과인 중력 렌즈와 블랙홀을 설명하고 있다. 

IB DP의 물리학은 ‘상대성 이론의 시작’ 단원에서 
물리학Ⅰ에서 동일하게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로 시작
된다(Table 5). 그러나 이후 IB DP의 물리학 교과서
는 아인슈타인이 1905년 발표한 움직이는 전하가 받
는 힘에 대한 연구인 ‘움직이는 물체의 전기 역학에 
관하여’(Einstein, 1905)를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시작한 것에 대한 논의가 뒤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IB DP의 물리학은 학생들이 단순히 개념을 아는 것에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맥스웰 방정식과 아인슈타인
이 고민했던 움직이는 전하에 의한 전기력과 자기력 
개념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물리 이론에 대한 과학사
적 배경 제시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자와 동일한 고민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IB DP

단원명

물리학Ⅰ 물리학Ⅱ 물리학 SL 물리학 HL
3. 시공간의 이해
1) 특수 상대성 이론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마이컬슨·몰리 실험
∙특수 상대성 이론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의 상대성 
  (길이 수축)
2) 질량과 에너지
∙상대론적 질량
∙질량 에너지 등가원리
∙핵융합
∙핵분열

2. 행성의 운동과 상대성
1) 등속 원운동
2) 행성의 운동
3) 등가 원리
∙가속 좌표계
∙관성력
∙등가원리
4) 중력 렌즈와 블랙홀
∙빛의 휘어짐
∙질량과 시공간
∙중력 렌즈
∙블랙홀

9. Option A: 상대성 이론
A.1 상대성 이론의 시작
∙좌표계 : 상대속도, 이벤트, 관

측자, 기준 좌표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 축의 

변환, 갈릴레이 변환, 길이 변
환, 가속운동에 대한 갈릴레이 
변환

∙빛의 본성 : 맥스웰 방정식, 좌
표계와 움직이는 전하, 빛의 속
력, 빛의 운동량

A.2 로렌츠 변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

정 : 빛 시계 실험, 시간 지연, 
고유 시간, 길이 수축, 시계 동
기화

∙로렌츠 변환 : 동시성, 시간 지
연, 길이 수축, 속도합, 빛의 속
력의 측정

∙뮤온 실험
∙시공간 간격
A.3 시공간 다이어그램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좌표계 : 동

시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쌍둥이 패러독스 : 빛보다 빠

를 때

9. Option A: 상대성 이론
A.1 상대성 이론의 시작 
A.2 로렌츠 변환
A.3 시공간 다이어그램

(이상 SL과 동일)
A.4 상대론적 역학
∙상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에너

지, 느린 속도 근사, 에너지-운동
량 공식, 광자 에너지

∙단위의 단순화(MeV) : 에너지, 
질량, 운동량

∙중성 파이온 붕괴
∙쌍생성
A.5 일반 상대성 이론
∙등가원리 : 자유낙하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태양에 의한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거대한 
질량에 의한 시간의 느려짐, 중력 
적색 편이

∙시공간의 휘어짐 : 두 질량 사
이의 인력, 궤도, 시공간 다이
어그램

∙블랙홀 : 블랙홀 근처에서의 
시간 지연

Table 5. Chapter ‘Relativity’ of physics textbooks (Hamper, 2014a; Hamper, 2014b; Kim, Kim, Mun, 
Ahn, Kwon, Min, & Park, 2018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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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할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로렌츠 변환’ 단원을 통해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현상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며 로렌츠 변환식을 통
해 설명된 개념들에 대해 수식을 이용하여 증명을 하
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리고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보여주는 뮤온 실험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교
육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시공간 간격(space-time 
interval)을 수식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민코프스키 다
이어그램(Minkowski diagram)으로 불리는 시공간 다
이어그램을 이용하여 앞서 설명된 동시성, 시간 지연
과 길이 수축, 쌍둥이 패러독스까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물리학 HL은 물리학 SL에 AHL topics인 ‘상
대론적 역학’ 단원과 ‘일반 상대성 이론’ 단원이 추가
된다. ‘상대론적 역학’ 단원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에서는 간단히 개념과 식만 제시되었던 상대론적 질
량과 질량 에너지 등가원리를 수식의 전개를 통해 상
대론적 운동량, 상대론적 에너지, 느린 속도에서의 근
사, 그리고 광자 에너지가 제시되고,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현대물리에서 주로 사용되
는 MeV 단위, 중성 파이온 붕괴 현상, 쌍생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Ⅱ에서도 제시되었던 등
가원리, 태양과 중력에 의한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시공간의 휘어짐, 블랙홀 개념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리고 물리학 HL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에서는 다루지 않는 중력에 의한 시간의 느려짐, 중력 
적색 편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공간 다이어그
램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IB DP에서 다뤄지는 학
습 개념의 양은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로 배우는 

일반물리학 교재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적지 않다
(Halliday, Resnick, & Walker, 2011; Serway, 
2014). Table 6은 대학에서 많이 다뤄지는 두 대학물
리학 교재의 ‘상대성 이론’ 단원의 단원명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IB DP에서 다
뤄지는 물리학 SL의 시공간 간격, 시공간 다이어그램, 
중성 파이온 붕괴, 쌍생성,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의 
시공간 다이어그램 등과 같은 개념들은 대학물리학 
교재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 교과서의 비교를 통
해 물리학Ⅰ과 물리학 SL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Ⅱ와 물리학 HL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교과서의 소단원을 비교하
였을 때 IB DP 물리학에서 다뤄지는 물리 개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뿐 아니라 대학 기초교
육과정의 물리학과 비교하였을 때에도 IB DP의 물리
학에서 다루는 학습 내용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상대성 이론’ 단원의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 
비교

두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단원명 비교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에 비해 IB DP 물리학
이 더 많은 물리 개념을 배워야 함을 확인하였다. 
Table 7은 두 교육과정에서 다뤄지는 ‘상대성 이론’에 
대한 학습 내용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각 교과서의 작성 지침에 해당하는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물리학Ⅰ, Ⅱ의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 그리고 
IB DP에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학습 

교재명 대학물리학(Serway 저) 일반물리학(Halliday 저)

단원명

39. 상대성 이론
39.1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39.2 마이켈슨-몰리의 실험
39.3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39.4 특수 상대성 이론의 결과
39.5 로렌츠 변환식
39.6 로렌츠 속도 변환식
39.7 상대론적 선운동량
39.8 상대론적 에너지
39.9 질량과 에너지
39.10 일반 상대성 이론

37. 상대성 이론
37-1 어떤 물리현상을 다루는가?
37-2 상대성 이론의 가설
37-3 사건의 측정
37-4 동시성의 상대성
37-5 시간의 상대성
37-6 길이의 상대성
37-7 로렌츠 변환
37-8 로렌츠 방정식의 결과
37-9 속도의 상대성
37-10 빛의 도플러 효과
37-11 운동량에 대한 새로운 관점
37-12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

Table 6. Relativity in the textbooks of general physics (Halliday, Resnick, Walker, 2011; Serway,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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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에 해당하는 ‘Applications and skills’와 
‘Understandings’를 나타낸 것이다. IB DP의 Option
에서 SL은 Core topics만을 다루고, HL은 Core 
topics + AHL topics를 다루므로, Table 6에서는 IB 
DP를 물리학 SL과 HL이 아닌 Core topics와 AHL 

topics로 구분하였다.
Table 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상대성 이론’ 

단원의 성취기준의 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
학Ⅰ, Ⅱ가 각각 2개로 전체 4개인 것에 비해 IB DP
는 16개, 8개로 전체 성취기준의 수가 2015 개정 교

교육과정 영역 성취기준(Applications and skills)
학습 요소

(Understandings)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Ⅰ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도가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
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됨을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시간 지연, 길이 수
축, 동시성, 질량-에
너지 등가성

물리학
Ⅱ

∙가속 좌표계 개념을 이용하여 등가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가속 좌표계, 등가 
원리, 중력 렌즈 효
과, 블랙홀

IB DP

Core 
topics

∙갈릴레이 변환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주어진 좌표계에서 전하 또는 전류에 작용하는 힘이 전기력인지, 자기력인지 판단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측자에 의해 관측된 장의 본성을 구할 수 있다.
∙두 관측자에 의한 서로 다른 공간 및 시간의 측정값을 서로 다른 좌표계에서 관찰

된 측정값으로 변환시킬 수 있음을 기술하는 로렌츠 변환을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사건의 위치와 시간 축을 구할 수 있는 로렌츠 변환식을 사용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한 관측자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좌표계의 관측자에게는 동시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해 로렌츠 변환식
을 사용할 수 있다.

∙속도의 합을 포함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로렌츠 변환식을 사용하여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유도할 수 있다.
∙사건을 시공간 다이어그램 위에 한 점으로 표현할 수 있다.
∙움직이는 입자의 위치를 시공간 다이어그램에 곡선(세계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같은 시공간 다이어그램에 하나 이상의 관성 좌표계를 표현할 수 있다.
∙임의의 속도를 가지는 세계선과 시공간 다이어그램 위의 시간축 사이의 각도를 구

할 수 있다.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동시성과 물체의 운동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시공간 다이어그램에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표현할 수 있다.
∙쌍둥이 패러독스를 기술할 수 있다.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통해 쌍둥이 패러독스를 해결할 수 있다.

좌표계, 갈릴레이 상
대론과 시간과 공간
에 대한 뉴턴의 가
정, 맥스웰과 광속 
불변, 전하 또는 전
류에 작용하는 힘,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정, 시계 동기
화, 속도합, 불변량
(시공간 간격, 고유 
시간, 고유 길이, 정
지 질량),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뮤온 붕
괴 실험, 시공간 다
이어그램, 세계선, 쌍
둥이 패러독스

AHL 
topics

∙특수 상대성 이론 내에서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을 설명할 수 있다.
∙주어진 속도와 가속도에서 입자가 가속하기 위한 퍼텐셜 차를 구할 수 있다.
∙충돌과 입자 붕괴에서 상대론적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을 포함한 문제를 풀 수 있다.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 빛이 휘는 것을 유추하고 설명할 수 있는 등가원리를 사용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한 진동수 편이를 계산할 수 있다.
∙중력에 의한 적색 편이를 관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블랙홀의 슈바르츠실트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식을 적용할 수 있다.

총에너지와 정지 에너
지, 상대론적 운동량, 
입자 가속, 불변량으로
서의 전하량, 광자, 질
량의 단위로서의 
Mevc과 운동량의 
단위로서의 Mevc

Table 7. Achievement standards(applications and skills) and learning contents(understandings)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and IB DP(MOE, 2018; IB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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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정과 비교하여 6배 정도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리고 학습 요소의 수 또한 물리학Ⅰ, Ⅱ가 전체 
8개인 것에 비해 IB DP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이 25
개로 3배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교과
서의 단원명 비교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학생이 두 
교육과정 중 IB DP를 학습하게 될 때 배워야 할 학습
량과 도달해야할 성취기준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 개정 교육과

정의 경우 4가지 성취기준이 모두 ‘설명할 수 있다’로
만 표현된 것에 비해 IB DP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 등 다양하고 구체
적인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으며(Kwon, 2019), 물리학
Ⅰ의 성취기준이 ‘현상을 들어 설명할 수 있다’와 ‘사
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로 정성적인 표현을 사용하
는 것에 반해, IB DP Core topics의 경우 ‘구할 수 
있다’, ‘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와 같

수준 Core topics AHL topics

수식

′   , ′   ,


 , ′    , 

′    , ’

   ,  , 

 

 , ′′  ,   tan
   

                 (이상 10개)


,  

,   
,

  ,  
,  ,







 ,  


 , 









(이상 9개)

Table 8. Data booklet of IB DP physics (IBO, 2014).

교과서 수식 교과서 수식
A-Ⅰ , 

 (이상 2개) A-Ⅱ 관성  (이상 1개)

B-Ⅰ AB  B A, 

 , (이상 3개) B-Ⅱ  


탈출 

 (이상 1개)

C-Ⅰ
   ,  ′ 

 ,  

 ,  

 , 

 ′  
 ′ ,  (이상 6개)

C-Ⅱ

관  , 탈출 



 (이상 2개)

D-Ⅰ

  ,  ′  ,   ,  ′  ,  

 , 



 ,  , 

 ,   

 ,   , 


,  

 (이상 12개)

D-Ⅱ

수식 없음

E-Ⅰ

고유 

 ,  고유,   고유, 고유 , 

 

고유 ,  (이상 6개)
E-Ⅱ

 


  ,   


 ,  , 







 (이상 4개)

F-Ⅰ 수식 없음 -

G-Ⅰ

  , 고유 

 ,  ′ 
 ′ ,   고유, 

고유 , 고유 →  고유,    
(이상 7개)

-

H-Ⅰ   ′ (이상 1개) -

Table 9. Equations of each physics textbooks based on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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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량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Ⅱ의 성취기준 또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로 표현되는 것에 반해 IB DP 
물리학의 AHL topics는 ‘문제를 풀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와 같은 서술어를 사용하고 있어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IB DP가 개념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과 계산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상대성 이론’ 단원의 수식 비교

Table 8은 IB DP의 ‘Diploma Programme 
Physics Guide’에서 제시하는 data booklet을 정리
한 것이다(IBO, 2014). IB DP의 data booklet은 물리
학 교과의 수식을 정리한 자료집으로 외부 평가
(Paper 2, Paper 3)를 칠 때 학생들에게 주어지므로, 
data booklet의 수식들은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교과서 수식 교과서 수식

I-SL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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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tan   



(이상 17개)

I-HL

I-SL의 수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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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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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16개)

J-HL

J-SL의 수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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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30개)

K-SL

′   , ′   , 
 , 

′    , ′    , ’

   , 

 ,  

 , ′′  , 

  tan
              (이상 10개)

K-HL

K-SL의 수식 포함


,  
,   

,

  ,  
,  ,







 ,  


 , 









(이상 19개)

Table 10. Equations of each physics textbooks based on IB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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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여야 한다(Kwon, 2020). 그러므로 IB DP 물리
학의 학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식이 data booklet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평가에도 활용되므로 주
어지는 수식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에서는 학생들이 
수식의 사용으로 인해 물리학을 기피하고 어려워한다는 
이유로 수식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성은 교육과정에도 잘 나타난다(Appendix). 물리학Ⅰ의 
‘성취기준 해설’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MOE, 2015a).

[12물리Ⅰ 01-09]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은 다루지 
않는다.

[12물리Ⅰ 01-10]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을 이용한 계산보다는 그 증거에 해당
하는 사례를 통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이러한 두 교육과정의 차이를 교과서에 어떻게 구

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 교과서와 IB DP의 물리학 SL, HL 교과
서의 ‘상대성 이론’ 단원의 수식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9와 Table 10을 통해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 
다뤄지는 수식을 비교할 때, 두 교육과정은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
육과정의 물리학 교과서는 D출판사의 물리학Ⅰ에서 
가장 많은 12개의 수식을, 그리고 F출판사의 물리학
Ⅰ에서는 수식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물리학
Ⅱ에서는 0~4개의 수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반해 IB DP 물리학에서는 SL 교과서에서 
10~17개의 수식이, HL 교과서에서는 SL 교과서의 모
든 수식에 추가로 9~14개 정도의 수식이 추가되어 해
당 단원의 이해를 위해서는 상당한 수학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에서는 정성적
인 접근을, IB DP의 물리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량적
인 접근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물리
학Ⅱ의 ‘일반 상대성 이론’ 단원에서는 더 심화되어 

Figure 1. Time dilation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physicsⅠ (Kim, Kim, Mun, Ahn, 

Kwon, Min, & Park, 2018a).

Figure 2. Time dilation of IB DP physics SL 
(Hamper,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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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홀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탈출 속도 탈출를 구
하기 위해 사용되는 역학적 에너지 식이 거의 유일하
다. 이에 반해 IB DP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
취기준 해설에서 막고 있는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등
에 대한 접근부터, 중력에 의한 진동수 편이까지 정량
적으로 접근하여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과 2는 두 교육과정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
의 시간 지연(time dilation)을 설명한 부분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의 경우 그림을 이용
하며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와 우주선 밖의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 간격 



 ′ 를 정성적으로 비교하여   이라는 결

론을 통해 시간 지연을 설명하고 있다(Figure 1). 그
에 반해 IB DP의 물리학 SL은 두 이벤트 사이의 시
간 간격을 로렌츠 변환식(Lorentz transformations)
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계로 측정한 시간(고유 시간) 
와 다른 시계로 측정한 시간  사이의 관계식 
 를 유도하여 시간 지연을 설명하고 있다
(Figure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성적인 접근 방향은 물리
학Ⅰ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뿐만 아니라 물리학Ⅱ 

교과서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동일하며(Figure 
3),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성취기준 해
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Appendix).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 단원에 대해 물리학Ⅰ에서는 정량적 계산을 다
루지 않으며, 사례를 통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으며, 물리학Ⅱ에서도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결과들에 대해 이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IB DP에서는 
Guidance를 통해 문제 풀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
점 등에 대해 언급을 하며 정량적인 계산이 이뤄짐을 
기술하고 있다(Figure 4). 이처럼 두 교육과정은 수식을 
사용한 정량적인 접근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3. ‘상대성 이론’ 단원 평가 문항 비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과 IB DP의 물리학에
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단원의 구성, 성취기준, 학습 요소, 그리고 
교과서의 일부 내용의 비교를 통해 두 교육과정에서
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본 성취기준과 학
습 요소가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는지를 비교
하기 위해 각 교육과정의 평가를 대표하는 문항들을 

Figure 3. Time dilation in general relativity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physicsⅡ 

(Kim, Shin, Oh, Lee, Lee, & Jang, 2018b).

Figure 4. Time dilation in general relativity 
of IB DP physics HL (Tsoko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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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Special relativity problem in 2017 CSAT (left) and 
in 2018 CSAT (right) (KICE, 2016, 2017b).

Figure 6. General relativity problem in Jun. 2016 mock CSAT (left) and 
in Sep. 2018 mock CSAT (right) (KICE, 2015,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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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였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평가를 대표하는 수
능 문항과 IB DP의 외부 평가(EA)의 문항을 비교하였다. 

Figure 5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수능 기출 문항
이며, Figure 6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수능 기출 
문항이다.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실시된 모든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물리Ⅰ에서는 상대성 이론이 1문항
씩만 지속적으로 출제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는 6월과 9월의 수능 모의평가와 11월의 수능을 
주관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5학년도 수능부터 2020
학년도 9월 모의평가까지 최근 5년 동안 실시된 15회의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항은 Figure 4에 제시된 
2016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와 2018학년도 9월 수능 
모의평가, 단 2회만 출제되었으며, 그 외 13회의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항
만 지속적으로 출제되었다. Figure 5의 문항은 각각 
빛 시계와 뮤온 붕괴 현상에 대한 문항으로 문제 상황
을 통해 학생들이 관찰자에 따른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묻는 13회의 평가에서 2016학년도 수능에서 
추가로 정지 에너지를 다룬 것을 제외하면, Figure 5
와 같이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한 문항만이 다뤄
지고 있다. 그리고 Figure 6에 제시된 두 문항은 큰 

질량을 가진 별 근처를 지나는 빛의 휘어짐과 블랙홀, 
그리고 등가원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해당 물리 개념
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묻고 있다. Figure 5와 6에
서 제시된 4문항 모두 수식을 이용한 계산 문항은 없
으며,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취기준(Table 7) 및 성취기준 해설
(Appendix)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과정
은 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에 대한 정량적인 계산보
다 현상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IB DP 물리학의 EA 문제지는 Paper 1, Paper 2, 
Paper 3,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Paper 1은 SL
과 HL 모두 Core만을 평가하고, Paper 2는 SL의 경우 
Core만을, HL의 경우 Core와 AHL을 모두 평가한다. 
그리고 Paper 3는 section A와 section B로 구분되며, 
section A에서는 실험과 관련된 문항을 다루고, 
section B에서는 Option을 평가하며, 학생은 Paper 
3에서 본인이 선택한 Option에 해당하는 문제만을 풀
이한다. 그리고 시험 중 data booklet의 사용이 가능
하며, Paper 2와 Paper 3에서는 계산기의 사용도 허
가된다(IBO, 2019b; IBO, 2019c; Kwon, 2020).

Figure 7은 EA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Figure 8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루는 문항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7의 왼쪽 문항은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Figure 7. Special relativity problem in Paper 3 May 2016 (left) and 
in Paper 3 May 2018 (right) (IBO, 2016; IB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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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과 맥스웰 방정식, 그리고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를, 오른쪽 문항은 뮤온 붕괴 현상(right)에 대한 이해
를 묻고 있다. Figure 8은 중력 적색 편이를 묻고 있
다. 우리나라의 수능과 IB DP의 EA의 가장 큰 차이
점은 문항의 유형이다. 우리나라 수능 문항이 객관식 
5지 선다형인 반면, IB DP의 문항은 Figure 7~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형으로 출제되고 있다. 또
한 Figure 8의 오른쪽 문항은 뮤온 붕괴 현상에 관한 
문항으로, 우리나라의 수능 문항(Figure 5의 오른쪽 
문항)과 동일한 현상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IB DP에서
는 수식을 이용하여 값을 구하도록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Figure 8은 중력 적색 편이
에 대한 문항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중력장 
내에서의 전자기파의 진동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처럼 IB DP의 물리학 평가 문항은 우리나라의 수
능에서보다 다양한 상황을 이용한 문항이 많고, 정량
적인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성취기준(Table 7)과 성취기준 해
설(Appendix), 그리고 수식(Table 9, 10)의 비교에서 
확인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보다 IB 
DP에서 요구하는 수준과 학습 내용이 많으며, 정량적
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논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이라
는 목표 아래 각 교과의 학습 내용을 핵심 개념 중심
으로 적정화하고 학습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학습량의 
적정화’를 실현하고자 하였다(MOE, 2015b). 그러나 
평가에서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교육과정이 바뀌었
음에도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학생의 
고차원적인 사고 능력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논란에 IB 
DP가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우리나라 교
육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되며 최근 일
부 교육청에서 도입 추진 중인 IB DP의 물리학 교과
에 대해, 교과서와 평가문항을 비교·분석하였다. 그에 
대한 결론과 과학교육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은 ‘힘과 운동’
부터 ‘현대물리’까지 5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으며 물
리학을 선택하는 경우 물리학Ⅰ, Ⅱ에 관계없이 전 영
역을 다루는 반면에, IB DP의 물리학은 Core 8개, 
AHL 4개, Option 4개 영역(상대성 이론, 공학 물리, 
물체의 상, 천체 물리)으로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
으며, 특히 Option의 경우 한 영역만 선택할 수 있다
는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물리학Ⅰ, Ⅱ

Figure 8. General relativity problem in Paper 3 May 2018(IB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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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각각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수 시
간에 있어 학교의 자율에 따라 이수 시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교과 시간 중 실험에 별도의 
시간이 부여되어 있지 않아 교사에 따라 실험 시간 
확보에 차이를 보이는 반면, 물리학 SL과 HL은 교수
요목별로 학습시간이 배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각 
40시간과 60시간의 실험 수행 시간(Practical 
scheme of work)을 포함하여 전체 150시간과 240시
간의 학습 시간이 정해져 있다(Kwon, 2019). 이수 시
간 중 교과 내용 학습 시간만을 비교하는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과 교과군별로 필수 이수 시간을 확보
하면서 학기당 8개 과목을 3년 동안 배우는 반면에, 
IB DP는 2년 동안 6개의 교과군에서 한 과목씩 6개
의 과목만을 이수하면 된다. 그리고 교과서 분량의 비
교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2015 개정 교육과정
의 물리학 교과서와 비교할 때 IB DP 물리학 교과서
의 분량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IB DP와 비교할 때 필수 과목을 포
함하여 다양한 과목을 상대적으로 얕게 배운다는 것
을 의미하며, IB DP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필수 과목 없이 6개의 과목을 2년 동안 집중적으
로 배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핵심 개념(big 
idea)의 학습을 통해 양보다는 학습의 질을 높임으로
써 학습의 전이를 높이고 심층적인 학습이 이뤄지도
록 한다는 대전제에서는 두 교육과정이 동일하나, 세
부적인 방향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므로 어떠한 교육과정이 학생의 역량을 높이는데 
더욱 효과적인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IB DP와 비교하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과목에 대해 학교에서 더 오랜 시간동안 학
습해야 하므로, 학생이 특정 교과에 집중하여 학습하
기 어려우며, 많은 학습 시간으로 인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 시간과 교과목 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Ⅰ, Ⅱ 교과서는 
5개의 영역을 3개의 대단원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각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은 물리학Ⅰ에, 상대적으로 어려
운 내용에 대해서는 물리학Ⅱ에 배치하는 형태로, 상
대성 이론의 경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Ⅰ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Ⅱ에서 다루고 있다. IB 
DP 또한 물리학 SL의 Option에서는 기본적인 학습 
내용인 Core topics만을 다루고, 물리학 HL의 
Option에서는 Core topics + AHL topics를 다루는 
구조로, 물리학 SL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물리학 
HL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상대론적 역학,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2015 개정 교육과
정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소단원명의 비교를 
통해 IB DP의 물리학 교과서가 ‘상대성 이론’ 단원을 
기술함에 있어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과학사적 배경부
터 시작하여 물리 이론과 관련 현상, 그리고 각종 수
식을 사용한 전개를 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물리학 교과서가 
‘상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개념’인 ‘시공간과 운동’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일부 
교과서의 경우 물리학Ⅰ ‘시공간의 이해’ 단원에 ‘특수 
상대성 이론’과 ‘질량과 에너지’ 단원을, 물리학Ⅱ ‘행
성의 운동과 상대성’ 단원에 ‘등속 원운동’, ‘행성의 
운동’, ‘등가 원리’, 그리고 ‘중력 렌즈와 블랙홀’ 단원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의 차이는 학생이 
물리 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IB 
DP가, 물리 개념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있어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합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IB DP의 물리학은 교과서가 수식을 사
용한 물리 이론에 대한 전개로 인해 학생들이 받아들
이기에 다소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단점이 있으며, ‘핵
심 개념’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물리 이론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이 어려우며, 단편적
인 지식을 서술하는 형태로 기술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IB DP 물리학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
하여 성취기준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으며, 성취기
준의 수와 학습 요소의 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IB DP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에서는 다
루지 않는 시공간 간격, 시공간 다이어그램, 쌍둥이 
패러독스, MeV 단위, 중성 파이온 붕괴 현상, 쌍생성, 
중력 적색 편이 등 상당히 많은 개념을 다루고 있으
며, 일부 개념은 심지어 대학물리학 교재에서도 다루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이 정량적인 계산보다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두어 교과서에서 수식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반면에, 
IB DP에서는 수식에 대한 이해와 정량적인 접근을 중
시하며 교과서에서도 각종 공식의 유도 과정을 기술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여러 연구에서 
학생들이 물리 선택을 기피하는 원인에 대해 내용이 
어렵고 공식과 수식의 수학적 계산이 복잡하고 많다
는 지적이 있어(Kim, 2008; Lee, 2003), 최근의 교육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식
이 거의 배제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
한 경향성은 유지되어 2009 개정 교육과정과 비교하
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식을 최대한
으로 배제하였다. 그러나 물리학의 언어인 수학이 배
제되는 경향으로 인해 학생이 물리 이론이 가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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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며, 단편적인 지식
만을 암기하게 함으로써 물리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
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 특히 물리학Ⅱ의 경우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공계로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도록 구성된 교과임에도 수식이 지나치게 배제
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이해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Sung(2018)에 의하면 상대성 이론을 학습
함에 있어 개념 간의 논리적 연결의 어려움을 호소하
였으며,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과 같은 개념을 학생들
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유도 과정을 제시해 줄 필
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물리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식은 
학생들의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
다. 그에 반해 IB DP의 경우 대학물리학보다 많은 개
념을 다룰 뿐 아니라 상당수 개념에 대해 공식을 유
도하는 과정까지 다룸으로써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학생에게 상당한 학습 부
담을 줄 뿐 아니라 AP와 같이 우수한 학생들만 따라
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는 문제점도 있다(Ryu & 
Kim, 2018; Vanderbrook, 2006).

넷째, 두 교육과정에 의한 평가 문항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수능과 IB DP의 EA를 비교하였다. 우리
나라의 수능은 선다형으로 상대성 이론의 경우 1문항
씩만 출제되고 있으며,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과 같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문항이 주로 출제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은 30분 동안 선택 과목에 
대해 풀이하여야 하며, 선택 과목에 상관없이 과목별 
등급으로 규준 지향 평가가 이뤄져 유형의 변화가 매
우 어렵다. 또한 성취기준과 성취기준 해설에서 밝히
는 것처럼 평가 문항은 정량적인 계산이 배제되어 있
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능은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문제를 반복적으로 푼 학생이 유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IB DP는 준거지향평가로 이뤄지
며, SL의 경우 1시간, HL의 경우 1시간 30분 동안 
실험 관련 2문항과 Option 문항으로 구성된 Paper 3
를 풀이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문항의 수가 상당히 많
아 다양한 내용에 대해 평가할 수 있으며, 문항이 논·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계산기와 data 
booklet을 활용한 정량적인 계산 문제가 제시되므로
(Kwon, 2020) 학생의 물리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것처럼 물리 이
론에 대해 학생의 상당한 수준의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 상당한 학업 스트레스가 가해진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상대성 이론’ 단원을 중심으로 교
과서의 단원 구성 및 성취기준, 학습 요소, 그리고 관

련 평가 문항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 및 과학 교과서와 관련한 시사점에 대해 논
의하였다. 우리나라는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학업 부담
을 줄이기 위해 학습 내용을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론에 대한 정량적인 접근을 제한하면서 내용의 수
준 또한 예전의 교육과정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태이
다. 그러나 규준지향평가를 실시하는 우리나라에서 이
러한 개정 방향이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
면서 배움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할 수 있는 형태인
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 학생이 경험하
게 되는 학업 수준의 격차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어
려워하고 있다. IB DP의 물리학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물리학 교과서보다 학습량이 많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며, 평가 문항 또한 어려워 학생들에게 학
습 부담을 준다. 그럼에도 국제적으로 IB DP를 도입
하는 학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IB 
DP 수료자들이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비해 대학
에서 높은 성취율과 졸업률을 보여 많은 대학의 인정
을 받고 있다. 학교에서 과학을 쉽게 가르친다는 이유
로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고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의 교육과정 개편을 통
해 경험으로 배워왔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교과에 대
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도전할만한 과학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제
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실력을 향
상시킬 수 있도록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국 문 요 약

우리나라의 과학과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가해
지는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량의 적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IB DP는 
학습량이 많을 뿐 아니라 정량적인 계산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많은 국가에서 선택하고 있으며 IB를 선택하는 
학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의 물리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상대성 이론’ 단원을 중심으로 
물리학 교과서의 단원 구성 및 성취기준, 학습 요
소, 수식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능 문항과 IB 
DP의 EA 평가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과
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주제어: 2015 개정 교육과정, 과학과 교육과정, 
국제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과정, 물리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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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정 보

권 문 호 (경북대학교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교사)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해설(Guidance)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지연, 길이 수축에 대한 정량적 계산을 다루지 않는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을 이용한 계산보다는 그 증거에 해당하는 사례를 통한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물리학Ⅱ ∙중력 렌즈 효과는 등가 원리를 이용하여 이해하게 하고, 블랙홀은 물체의 탈출 속도와 관련지어 설명하게 
한다.

IB DP

Core 
topics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상대 운동에서 관찰자가 측정한 전기장과 자기장의 정성적 처리. 예를 들어 자기장에서 이동하는 전하 또

는 병렬 속도로 이동하는 두 개의 충전된 입자가 포함된다. 학생들은 입자에 대해 정지한 관찰자와 자기장
에 대해 정지한 관측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분석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문제는 일차원으로 제한한다.
∙로렌츠 변환식의 유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뮤온 붕괴 실험은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평가 문항은 민코프스키 다이어그램으로 알려진 시공간 다이어그램에 대해 언급될 것이다.
∙시공간 다이어그램을 포함한 정량적인 문항은 등속도 운동으로 제한한다.
∙시공간 다이어그램은 수직축으로  또는 이다.
∙평가 문항은   의 단위를 사용할 것이다.

AHL 
topics

∙적용은 움직이는 파이온의 붕괴[→]에서의 광자의 파장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상대론적인 붕괴까지 
포함한다.

∙는 입자의 변하지 않는 정지 질량을 의미한다.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론적인 질량의 개념은 사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일차원으로 제한한다.

부 록
Appendix. Achievement standards guideline(Guidance) of 2015 revised nat’l curriculum and IB 

DP(MOE, 2015a; IBO,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