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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at investigating the physics curriculum implemented in science core schools.
Thus,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science curriculum articulated in the annual reports of science
core schools and interviewed some teachers in the schools to identify the features of the physics
curriculum. The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with respect to the teaching units by
subjects, general science had the largest proportion, as much as 6.7 hours in average, and physics I
and II were 4.2 and 4.4 hours, respectively, which were similar to other subjects such as chemistry,
life science, and earth science. Second, most of schools opened the courses of physics I and II with
two hours for two semesters. Fourteen schools taught physics I as an intensive unit whereas nine
schools taught physics II intensively. In the case of specialized subjects, the most frequent one was
independent research, and advanced physics was taught in 7 schools whereas physics experiments
were done in 34 school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gives some implications about how
to organize the physics curriculum in science core school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scienc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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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물리 관련 교과목 (물리I, 물리II, 고급 물리,
실험 물리 등) 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112개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보고서에 제시된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교육과정 편성 이유와 특징을 추가로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 학교에 대해 설문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 편성 단위를
살펴보았을 때, ‘과학’ 은 평균 6.7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I은 4.2시간, 물리II는 4.4시간으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둘째, 물리I과 물리II는 2학년의 2개 학기에 각각 2단위씩
개설한 학교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집중이수로 개설한 학교는 물리I은 14개교, 물리II는 9개교였다.
셋째, 전문교과의 경우, 가장 많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과제 연구’ 였고, 고급 물리를 개설한
학교는 7개교, 물리 실험을 개설한 학교는 34개교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고려하여 과학중점학교의 물리 관련 교과 (물리학, 물리 실험) 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추가하였다.
PACS numbers: 01.40.ek, 01.40.GKeywords: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구성, 물리 관련 교과, 2009 개정 교육과정

I. 서 론
최근 많은 교육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
양성 준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1–4].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며, 이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여러 선
진국들에서는 미래형 인재로서 융합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5–10].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최근에도
교육과정 개정을 포함하여 공교육의 변화를 통한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형 인재들은 다양한 융합능력이 필요하며, 특히 과학
적 융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목의 이수,
다양한 체험활동의 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고등학교에서
과학 교과는 선택교과로 지정되어 일부 교과만 이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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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학 교과간의 융합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학습량 감소와 함께 과학 교과의 수업시수가 감소되어 이공
계열 진학 학생들이 대학에서 전공영역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규 고등학교에서의 교육
개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운영 형태가 과학중점학
교다. 과학중점학교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가경쟁력 강
화를 목표로 우수한 과학 및 수학 중심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추진한 것으로 2009년
53개교를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 현재 전국에서 127
개의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는 1학년 과정에는 전체 학생들이 ‘특별교
과I(과학교양) 을 이수하며, 연간 50시간 이상의 과학· 수학
비교과 체험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학년부터는 과
학중점과정을 편성하여 ‘물리I, II’, ‘화학I, II’, ‘생명과학I,
II’, ‘지구과학I, II’ 의 8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또한 ‘특별교
과 II(과학융합)’ 와 과학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교과 2
개 과목 (4단위) 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과
가운데 과학 및 수학교과의 비율을 45% 이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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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 각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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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4개 이상의 과학실과 준비실을 보유하고, 학생들의
자율적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리소스룸을 마련하는 등
학교 내 사이언스 존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과학
중점학교의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은 과학중점학교 운영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12,13], 특히 졸업생에 대한 인식 관
련 연구로부터 과학중점학교에서의 교육이 진로 선택이나
대학 전공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14]. 또한 과학중점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이 과학중
점학교 외의 타 고등학교에도 확산되어 고등학교에서의
과학교육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과학중점학교의 성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매년 과학중점학
교의 성과발표회를 통해 발표된 성과를 우수사례집으로 발
간하고 있다. 과학중점학교의 성과 및 효과 (만족도 포함) 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고 [12–14], 과학중점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한 분석도 많이 연구되었지만 [15,16],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연구는 특정 지역의
일부 학교에 대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17,18].
과학중점학교에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
는 점이 학교 단위 과학교육혁신의 우수 사례로 보이고 있
지만,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이다. 내실
있는 수업의 진행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2018
학년도 신입생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0월 현재 2019학년도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현재 과학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특히 선택율이 점
차 줄어들고 있는 물리 교과의 편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서 물리 교
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2017학년도 과학중점학교 운영성과보고서에 제시된 112
개 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각 과학중점학교는 1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그 속에는 학교의 비전과 중장기 운영계획, 학생 및 교원
현황, 학생 모집 및 선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교 운
영 전문성, 진로 지도, 시설 및 환경, 예산 집행 등의 기본
운영의 성과와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특화 연구의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에는 3
개년간 (2015년 ∼ 2017년) 입학생의 3개년 교육과정이 각
교과와 시수 등이 학기별로 기록되어 있다. 이중에서 2017
년 입학생이 없는 신규 운영학교와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일부 학교를 제외한 105개 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각 시도별로 과학중점학교 권
역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교육과정 편성과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고,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서
분석 결과를 통해 특징이 드러난 학교를 중심으로 추가 면
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이메일, 전화, 직접면담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추가
설명, 교육과정 편성의 근거와 이유, 장단점을 중심으로
질문하였으며, 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2018학년도 입
학생의 과학중점과정 교육과정 편성에의 어려움을 추가로
질문하였다.
면담을 통해서 알아낸 결과는 각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의 해석에 포함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물리는 과학 영역 중에서도 가장 기본

III. 연구 결과

적인 교과로 인식되고 있지만, 물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 605,988명 중에서
물리 I을 선택한 학생이 60,155명, 물리 II를 선택한 학생이
3,528명 밖에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학교에서는 물리
II 교과가 아예 개설되지 않아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반면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
중점반의 모든 학생들이 물리I, 물리II를 포함한 모든 과
학 교과를 이수하고 있으며, 전문교과를 통해 고급 물리와
물리 실험까지 이수하는 학생도 많아 학교단위 물리 교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중점학교의 교과 운영 현황을 물리 교과
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편성 (운영) 상의 특징 및 어려움을
분석할 것이다.

과학중점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과
정 편성으로는 탐구 영역에서 과학, 물리I, II, 화학I, II,
생명과학I, II, 지구과학I, II 등의 9개 교과목을 편성하였
고, 전문교과 교과목 중에서 1∼2개 교과를 편성하고, 교양
영역에 과학교양과 과학융합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제시한 105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정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과학’ 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편성되어 있는데,
6단위를 편성한 학교가 62개교, 8단위를 편성한 학교가 39
개교였다. 물리I의 경우에는 82개교가 4단위로 편성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5단위를 편성한 16개교
였다. 또한 물리II는 68개의 학교가 4단위를 편성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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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ganization of science curriculum in science
core schools.
Subject

1
General science
0
Physics I
0
Physics II
0
Chemistry I
0
Chemistry II
0
Life science I
0
Life science II
0
Earth science I
0
Earth science II
0
Introductory science
0
Interdisciplinary science 0
Specialized subject I
6
Specialized subject II
4

2
0
0
0
0
0
0
0
0
1
93
65
85
81

School unit
3 4 5 6
0 2 2 62
3 82 16 4
3 68 27 7
1 83 16 5
3 54 34 14
1 81 19 4
3 52 34 16
2 88 14 1
5 71 19 9
0 9 0 0
7 25 1 2
6 7 0 0
8 5 1 1

7 8
0 3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ean
6.7
4.2
4.4
4.2
4.6
4.2
4.6
4.1
4.3
2.1
2.6
2.1
2.1

5단위 편성은 27개교, 6단위 편성은 7개교였다. 물리I의
평균 이수 단위는 4.2시간이고, 물리II의 평균 이수단위는
4.4시간이었다. 이는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이었다.
물리I과 물리II의 교육과정 기준 단위는 각각 5단위이
다. 5단위로 편성한 학교는 각각 16개교 (15.2%), 27개교
(25.7%) 였으며, 많은 학교에서는 4단위로 편성하였는데,
물리 I 은 82 개교 (78.1%), 물리 II 는 68 개교 (64.8%) 였다.
교육과정의 기준 단위보다 더 많은 시수로 편성한 학교는
물리I의 4개교, 물리II의 7개교가 6단위로 편성한 것이다.
반면 3시간만 편성한 학교도 각각 3개교씩 있었다.
과학중점과정 학생의 이수 단위수는 과학중점과정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에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는 학생 수와 관
련되어 있다. 과학중점과정은 보통 한 학교당 2∼3학급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로만 내신 등급을 산출하게 되면 적은 수
의 학생들로 인하여 상위 등급 (예 : 1등급) 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작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과학중점과정이
아닌 전체 이과계열 학생들까지 포함하여 같은 단위수로
교과목을 편성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중점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이 일반 이
과계열 학생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분리 평가를 하였을 때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이 낮은 내신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이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편성 교육과정을 선택하곤 하였다.
물론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위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과학중점과정 학생과 기타 이과 계열 학생들이 다른 시수로
수업을 받으면서 분리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2018년 신입생의 경우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학교내 계열 구분이 없어졌다. 따라서 분리평가가

불가능해져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해소가 되었는데,
반대로 이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에 어려
움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리I 교과목을 3단위로 편성한 A고등학교에 그 이유
를 물어보았더니 ‘전체 과목수 제한과 타 교과와의 단위수
조정, 재직교원 수급 등의 문제’ 로 인하여 타교보다 적은
단위수로 편성되었다는 응답을 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교과목을 1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과학 교과목 8개를 모두 이수하면서 충실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한 과학중점학교에서 타
학교의 4단위보다 작은 3단위로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과학 관련 보통교과
로 공통과목에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이 편성되어 있고,
일반 선택 과목에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의
4개 교과목이 편성되어 있으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물리학
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의 4개 교과목에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등의 교과목이 추가되어 있다. 과학
중점학교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같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8개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
정하였는데, 교육과정 편성지침에는 일반 선택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물리학II 교과목을 단 2단위만 개설하여 운영
해도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교육과
정의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제대로 교육함으로써
이공계 인력의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원칙임을 고려할 때
최소 4단위 이상의 편성 운영이 필요하다.
물리 교과를 학기별로 어떻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별 운영 형태를 분석하였다. 크게 집중
이수 형태로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와 두 학
기에 나누어 운영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학년 배분 및
시수 배분 등의 세부 범주를 포함하여 물리 I의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물리II의 분석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물리I을 집중이수로 진행하는 학교는 14개 (13.6%) 이고,
두 학기로 나누어 편성한 학교는 89개 (86.4%) 였다. 또한
1학년에만 물리I을 편성한 학교는 6개 (5.8%), 2학년에만
편성한 학교는 96개 (93.2%), 1학년과 2학년에 걸쳐서 편
성한 학교는 1개 (1.1%) 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에 한 교과를 여러 학기
에 나누어 편성하여 가르치는 방식을 특정 학기에 몰아서
수업하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하였다. 같은 군에 속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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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rganization of physics I subject in science core schools.
Category
For 11th graders
Organization
for
two semesters

For 10th graders

School unit
2/2
2/3 or 3/2
1/3
3/3
2/2
3/3

No. of schools
68
12
1
2
3
2

Proportion (%)
66.0%
11.7%
1.0%
1.9%
2.9%
1.9%

3/2

1

1.0%

3
4
5
3

2
8
3
1
103

1.9%
7.8%
2.9%
1.0%
100.0%

School unit
2/2
2/3 or 3/2
1/3 or 3/1
3/3
4(6)/4(6)
2/2
3
4
5
3
4
5
4

No. of schools
58
21
1
7
1
2
1
1
1
1
2
2
1
99

Proportion (%)
58.6%
21.2%
1.0%
7.1%
1.0%
2.0%
1.0%
1.0%
1.0%
1.0%
2.0%
2.0%
1.0%
100.0%

Fall semester for 10th and
spring semester for 11th graders
For 11th graders

Intensive teaching

For 10th graders
Total

Table 3. Organization of physics II subject in science core schools.
Category

For two semesters

For 12th graders

For 11th graders
Spring semester for 12th graders
Intensive teaching

Fall semester for 12th graders
Fall semester for 11th graders
Total

교과목들을 학기별로 돌아가면서 집중 이수하는 방식을
통해 한 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 수를 줄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감소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적용 초기에는 많은
교과들이 집중 이수로 편성되었지만, 교육과정 편성의 어
려움이 제기되어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도록 하였다.
두 학기에 걸쳐서 물리 II 를 배치한 학교는 총 90 개
(90.9%) 였고, 집중이수로 배치한 학교는 총 9 개 (9.1%)
였다. 두 학기에 걸쳐 배치한 학교 중 대부분은 3학년 1
학기와 2학기에 편성하였는데, 58개교는 1학기에 2단위, 2
학기에 2단위로 총 4단위를 편성하였다. 5단위를 1학기와 2
학기에 분리 편성 (2+3 또는 3+2) 한 학교는 총 21개였으며,
6단위 (3단위+3단위) 로 편성한 학교는 7개교였다.
한편 한 학기에 집중이수로 편성한 학교는 총 9개 (9.1%)
였는데, 물리I보다 비율이 낮았다. 2학년 2학기에 집중이

수로 편성한 학교가 1개, 3학년 1학기에 집중이수로 편성한
학교는 3개, 3학년 2학기에 집중이수로 편성한 학교는 총
5개였다.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이 낮아져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중요성이 이전보다는 적어졌지만, 아직까지는 대
학입학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집중이수로 물리II
를 편성하게 되면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에서 다른 학기로 이동하거나 나누어 개설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중이수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편성 운
영의 공동 지침’ 중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기
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하도록 한다.’ 에 의한
것이다. 이전 교육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 에서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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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할 교과목들을 매 학기마다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장점으로는 물리I 교과를 1학년에, 물리II 교과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도입하면서 한 학기에 몰아서 학습하

를 2학년에 편성됨에 따라 입시와 무관하게 두

여 학생들이 한 학기에 배워야 할 교과목 수를 제한하였다.

교과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학습할 수 있다는 점,

물론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집중이수제의

과학 교과 중 가장 기초가 되는 물리학을 인문,

조건을 완화시켜 많은 학교가 중요교과들은 매 학기마다

과중 계열에 상관없이 모두 학습할 수 있다는

편성하였다.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과학 교과목 8개를 모두

점 등이 있습니다.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에 편성하는

단점으로는 인문계열 학생들이 물리학에 대한

과정에서 집중이수를 유지하는 학교가 많이 발견된 것이다.

흥미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1학년 때 원치

집중이수제로 편성한 이유에 대한 B고등학교 담당교사의

않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 3 학년

의견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교육과정에 물리학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수능

학기별 이수과목 수가 8개 과목으로 정해져 있
다 보니 집중이수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

탐구과목을 물리학으로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부담이 매우 크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다. 집중이수를 풀려고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1학년 학생은 상대적으로 타 학년 학생보다 입시 문제에

했습니다만, 과학 8개 과목을 모두 이수하면서

자유롭기 때문에 충실하게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단위 이상 편성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에서 주로 배우는 ‘과학’

다.

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포함되지 않은 교과목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물리I을 1학년에 편성하는 것에 큰 저항이 없

집중이수로 편성하게 되면 필수로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

었다.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필수 교과로 지정된

을 여유 있게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학생들이

‘통합과학’ 은 기본 단위가 8단위이다. 또한 과학탐구실험 2

한 학기에 한 과목 내용을 모두 학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

단위까지 1학년에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교과목만

에서 학생들의 학습에의 부담이 크고, 교사들도 한 학기

고려해도 1학년에 편성될 과학교과목이 8∼10 단위가 된다.

내에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학생

따라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1학년에 선택과목을 편성하지

중심 교육활동을 전개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한

못하고 2학년과 3학년에 편성하고 있다.

학기에 학습하는 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최소 4단위를 이수토록 한 전문교과의 교과목 편성이

집중이수제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교과 편성 현황을

집중이수로 편성하였을 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교사 수급이

파악할 수 있는 총 104개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다. 고등학교의 경우, 물리교사는 보통 2명 내외이다. 집중

교과목별 평균시수, 개설 학교수 등을 분석하여 Table 4에

이수로 편성하면 해당 학기에 교사의 수업시수가 집중되게

정리하였다.

되어 편성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 교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급 물리, 고급

물리 교과목 편성에서 가장 특이한 경우는 1학년에 물리I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을 편성한 경우다. 과학중점과정 학생들은 대부분 2학년부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환경과학, 과학 철학, 정보과

터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을 학습하게 된다. 3학

학,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II, 정보과학I, 정보과학II, 현대

년 2학기의 경우에는 입시 준비로 인하여 제대로 된 수업이

과학과 기술, 전자과학, 워크숍 등의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단 세 학기 만에 과학

과학중점학교에서는 이들 교과목에서 2단위 2과목 또는 4

관련 교과목 8개를 이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 큰

단위 1과목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따라서 일부 학교들은 1학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과목은 ‘과제 연구’ 이다.

년에서 1개 또는 2개의 과학 교과목을 편성하였다. 앞에서

대부분의 과학중점학교에서는 교과이외에 비교과 활동으로

말한 바와 같이 물리I을 1학년에 편성한 학교는 7개교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생들의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1학년에 편성한 학교는 각각 6

연구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과제 연구는 수업

개교, 10개교, 3개교였다.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교과이기

1학년에 물리를 편성하였을 때의 장점과 단점 (문제점)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 많은 학교에서

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C고등학교 담당교사의

선택하고 있다. 과제 연구를 개설한 학교는 총 41개인데,

응답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개설한 학교에서는 평균 3.45시수를 배정하여 많은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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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rganization of specialized subjects.
Avg. unit
Avg. No.of
for taught
unit schools
schools
Independent research
1.36
41
3.45
Advanced physics
0.09
7
1.31
Advanced chemistry
0.19
12
1.62
Advanced life science
0.24
14
1.75
Advanced earth science
0.08
6
1.35
Physics experiment
0.49
34
1.49
Chemistry experiment
0.70
44
1.65
Life science experiment
0.43
31
1.44
Earth science experiment
0.20
19
1.08
Environmental science
0.28
11
2.66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0.08
5
1.65
Information science
0.14
6
2.46
Advanced mathematics
0.12
5
2.40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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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ganization of physics experiment subject.
Category
Selective among other registered subjects
Physics experiment only (compulsory)
Spring semester
For 11th
Fall semester
graders
Spring and fall semester
Chosen between
spring and fall semester
Spring semester
For 12th
Fall semester
graders
Spring and fall semester
Chosen between
spring and fall semester
Total

No. of Schools
No.
Ratio
16
47.1%
18
52.9%
10
29.4%
7
20.6%
1
2.9%
9

26.5%

3
1
1

8.8%
2.9%
2.9%

2

5.9%
100.0%

는 학 학기에만 편성하였고, 단 2개교만 두 학기에 나누어
서는 전문 교과를 과제 연구로만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이 개설된 교과목은 실험 교과목이다. 화
학 실험이 44개 학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물리 실험
(34개교), 생물 실험 (31개교), 지구과학 실험 (19개교) 의
순이었다. 과학중점학교는 학교별 실험실 4개를 필수로
설치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였고, 과학중점학교
운영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실험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교과 편성에서 실험 교과목을 많이 이수하도록 권장하
였었는데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교과에
비해 실험 교과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기피할 가능성이 큰 것을 고려
하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과학중점학교에서 실험
교과를 많이 편성한 것은 과학중점학교 운영이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을 위한 고등학교 실험교육 확대에 긍정적으
로 작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탐구가 비활동 중심으로
구성된 것을 고려하면 [19], 과학중점학교에서 물리 실험의
활성화가 더 큰 가치를 지닌다. 한편 고급 과학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 고급 지구과학) 은 실험에 비해
작은 수의 학교에서 선택하였는데, 고급 물리는 불과 7개
학교에서만 선택하였다.
전문교과 중 물리 실험을 운영하는 34교의 편성 유형을
분석하여 Table 5에 제시하였다. 다른 교과와 함께 여러
개의 교과를 중복 편성하고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16개교 (47.1%) 였고, 물리 실
험만을 명시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18개교 (52.9%) 였다.
총 27개교 (79.4%) 가 2학년에 물리 실험을 편성하였고 3
학년에 편성한 학교는 7개교 (20.6%) 였다. 대부분의 학교

편성하였다. 물리 실험의 경우 한 학기에 1단위로 편성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실험의 내실화를
위하여 2주에 1회씩 2시간씩 연차시로 운영하기도 했다.
3학년에 전문교과를 편성하였을 때 학생들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 대한 준비로 시험을 보지 않는 실험교과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리 실험 교과와
관련하여 대입을 앞둔 학생들의 기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D고등학교 교사의 응답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자신의 전공적합성을 표
현할 수 있도록 실험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은 이공계 계열 학생들이 좋아하
는 과목이므로 실습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2학기 초반에 실습
과정을 실행하고, 10월 이후부터는 각 교과의
이론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
고자 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전형에 대
비해야 하고, 특히 선택하려는 전공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과정에서 지속적인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실험교과목에 대
한 이수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이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은 실험을 좋아한다. 그렇지만 실험은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고등학교 과정에서 실험교육이
간과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대표되
는 정시보다 학생부종합전형 등이 이루어지는 수시 비율이
높아지면서 실험교과목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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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수시를 통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물리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며,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전문교과 교
과목들도 대부분 교과서가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
중점학교에서 개설된 물리 실험은 대부분 1∼2 단위이기
때문에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모두 수행할 수 없다. 또한
물리 실험 교과서는 과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과학중점학교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도
많이 있다. 따라서 많은 학교에서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별도로 개발하여 보급한 물리 실험 가이드북을 사용하거나
학교별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어떤
학교는 물리I 또는 물리II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된 실험을
재구성하여 물리 실험에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특별교과는 ‘교양’ 영역에 편성되어 상대평가 없이 특이
사항만 기술하면 되지만, 전문교과는 평가시 ‘탐구’ 영역에
포함되어 상대평가를 통한 등급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의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의 경우에는 실험을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평가,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한
보고서 평가 등이 보편적인 평가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적 평가만으로는 평가의 공정성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질적 평가에 병행하여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실험을 지필로 평가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출제의 어려움을 제시하는 교사도 있었다. 평가 때문에
실험과목 편성이 바뀌는 문제점을 제시한 학교도 있었다.
물리 실험을 선택한 학생 수가 작은 경우 내신 1등급이 한명
도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물리 실험을 개설하지 않고 다른
과학의 실험교과목 (예 : 생명과학실험) 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흥미와 희망에 맞지 않게 이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교과에서 물리 실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가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혁신을 위해 만들어진 과학중점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현황을
물리 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별 편성 단위를 살펴보면, ‘과학’ 은 평균 6.7
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I은 4.2시간, 물리II는 4.4시간
으로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둘째, 물리I과 물리II는 2학년의 2개 학기에 각각 2단위씩
개설한 학교의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집중이수로 개설한

학교는 물리I은 14개교, 물리II는 9개교였다. 교육과정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이수를 선택했지만, 단
기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셋째, 전문교과의 경우, 수업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
과목은 ‘과제 연구’ 였고, 고급 물리를 개설한 학교는 7개교,
물리 실험을 개설한 학교는 34개교였다. 물리 실험의 경우
1단위로 단일 학기에 실시하고 있었다. 물리 실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평가에 따른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물리 교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구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집중이수제에 대한 논의이
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집중이수를 통해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학습하는 과목수를 줄여 학습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시했지만, 단기간에 많은 내용을 학습하는 과정에
서 학습 효율성이 낮아지고, 오히려 학생의 학습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과정에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을 8∼10단위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교과를 추가로 이수하기 어렵다. 따라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8개 교과목을 2학년과
3학년에 이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집중이수를 선택하
는 학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집중이수로 운영하였을 때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전에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한 학기 8개 교과목 편성 조건을
제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
요가 있다.
둘째, 전문교과에서 물리 실험의 활성화를 위한 논의이다.
현재 물리 실험의 경우 등급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많은 학교에서는 과정평가나 보고서평가에 덧붙여
지필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은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 실험 자체에 관심을 두기 보다는 시험 준비에
몰입하게 되어 실험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도입된 과학탐구실험 교과목의 평가와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과학교육 전문가들은 과학교사와 함께 과학탐구실험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탐구 (실험)
의 활성화를 위해 만든 교과목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과학중점학교에서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의 주요 과학 교과에만 관심을 기울여
왔었는데, 전문교과의 교육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 방안 및
평가 방안을 위한 연구 및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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