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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hysics I achievement standards and the learning
objectives presented in the five physics I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Bloom’s revised taxonomy.
The result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analysis showed that conceptual knowledge accounted for
the largest share of knowledge at the knowledge level, followed by factual knowledge and procedural
knowledge. Analysis of cognitive processe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comprehension. For particular
understanding, explanation was most often used. The results of the textbook learning objective
analysis also showed a tendency similar to that of the achievement criteria analysis. Conceptual and
factual knowledge was shown to be the most presented, and in terms of cognitive processes, many
were presented in the order of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objectives are very important in setting the direction of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Thus, in the
future design of physics I achievement standards and learning objectives, consideration will need to
be given to various knowledge levels and cogni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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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에 따른 2015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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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에 따라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과 물리학Ⅰ교과서 5
종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분석하는 것이다. 성취기준 분석 결과 지식 차원에서는 개념적 지식이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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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사실적 지식, 절차적 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지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해가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해하기 중에서 설명하기가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었다.
교과서 학습 목표 분석 결과도 성취기준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개념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이 가장
많이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 과정 측면에서는 이해하기와 적용하기 순으로 많이 제시되었다. 성취기
준과 학습목표는 교수-학습 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향후 물리학Ⅰ성취기준과
학습목표 설계 과정에서 다양한 지식 차원과 인지 과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CS numbers: 01.40.ek, 01.4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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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명확하지 않고 단순 일차원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9,10]. 또한 이 분류체계에 따르면 과학 분야 교과

학교 수업에서 학습목표는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지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특히 교과서는 교육과정
을 학교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구현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교사들의 교과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1]. 그러므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학습
목표는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수-학습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 핵심 개념 중심의 학습 내용
구조화와 교과별 특성에 맞는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 등을
지향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2015 개정 과학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제시되고 있다. 이 성취기
준은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학습목표의 토대가 되고, 교사의
구체적인 수업목표 진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국내 선행 연구들 [3–5]에 따르면 교육과정에서의 성취기준
과 교과서의 학습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교과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6,7]. 교육
과정의 개정은 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해당 시기의 성취기준 역시 교육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실
제 학교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성취기준을 통해 교과 교육과정의 지향점이 제
시되고, 성취기준의 내용은 학습목표를 통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지적들은 국가 교육과정의 구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전 시기
의 교육과정에서 지적되어온 성취기준과 학습목표 관련 문
제점들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교육목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Bloom의 분류체계 [8]가
많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분류체계는 유목의 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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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인 경우 지식과 탐구 영역에 대한 분류가 중첩된다는 한
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Bloom의 교육목표분류체계를
수정한 신교육목표분류체계가 고안되었다 [11].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는 사실적 지식, 개념적 지식, 절차적
지식, 메타인지적 지식으로 지식 차원을 나누었고, 인지과
정 차원으로는 기억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안하기를 제시하였다. 이 분류체계에 기초한
교육목표 분석은 교수-학습 과정 후 학습자의 상태를 지식
과정 측면과 인지 과정 측면에서 상세하게 나타낼 수 있다
는 장점을 지닌다 [5]. 이 분류체계는 이원적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차원적이고 단선적인 교육 목표 분석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인해 Bloom의 신
교육목표분류체계를 활용한 학습목표 분석과 평가문항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12–14]. 이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이전 교육과정 시기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목표를 분석하거나 지필평가문항을 분석하였고, 중
학교 과학과 또는 생물 영역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초등 과학교육과정과 교사용 지도서 목표
간 비교 분석 연구 [15]가 이루어졌다. 이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에 대한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제시된 학
습목표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리학Ⅰ성취기준
과 교과서 학습목표를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 따
라 분석해보는 것은 교과의 지향점을 확인하고 목표의 이
원적 구조를 확인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 기초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을 분석한다.
둘째,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를 신교육목표분류체계
에 따라 분석하고, 성취기준과 비교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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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ject
Symbol

Publisher

Authors

A
B
C
D
E

Kyohaksa
MiraeN
Bisang
Jihaksa
Chunjaekyoyuk

Kim et. al.
Kim et. al.
Son et. al.
Kim et. al.
Kang et. al.

Frequency of
learning objective
64
54
35
46
49

1. 분석 대상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물리학Ⅰ성취기
준과 물리학Ⅰ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은 ‘역학과 에너지’ 영역 10개
(12물리01-01–01-10), ‘물질과 전자기장’ 영역 7개(12물리
02-01–02-07), 파동과 정보통신‘ 영역 6개 (12물리03-10–
03-06) 로 세 영역에 총23개가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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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제시된 목표들을 추출하였고 한 목표에 2개 이상 진술된
경우 각각 목표를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의 분석은 과학교육과 교수 1인과
물리교육 박사과정 이수 중인 현직 교사 1인에 의해 이루
어졌다. 분석자들은 실제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Bloom
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에 대한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살펴
보았고, 물리학Ⅰ1개 단원에 대한 예비 분석을 통해 분석
결과의 일치도를 높였다. 이후 실제 분석이 이루어졌고, 2
인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
을 통한 Cohen’s Kappa 계수를 조사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 유형에 대해서
는 Cohen’s Kappa계수 .845, 인지과정 유형은 .796으로
비교적 높은 일치도를 나타냈다.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2인의 논의를 통해 지식 유형과 인지과정 유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지식과 인지과정 유형에 대한 분석
예시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는 하나의 성취기준에 2가지 지식 과정과 인지 과정이 포함
된 경우를 각각 나누어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취기준
분석 대상은 36개로 나타났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교과서는 총 5종을 분석하
였다. 분석 대상 교과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A교과서는 학습목표가 64개로 가장 많이 제시
되었고, C교과서의 경우 35개로 가장 적었다. 전체적으로
분석 대상 학습목표는 248개였고, 교과서당 평균 49.6개로
나타났다.

2. 분석 준거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
목표를 분석하기 위한 준거로 선행 연구 [10]에서 구성한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이 분류체
계는 지식 유형과 인지 과정으로 구성된 이차원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지식 차원을 구성하는 4개 범주와 인지과정
차원을 이루는 6개 범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절차
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과 교과
서 학습목표를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에 기초해 분석한
것이다. 성취기준 중 하나의 성취기준에 2개 이상의 진술된
목표는 각각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학습목표인 경우 교과서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 분석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의 성취기준은 ‘역학과 에
너지’ 영역 10개, ‘물질과 전자기장’ 영역 7개, ‘파동과 정보
통신’ 영역 6개로 총 23개였다. 이 중 하나의 성취기준에
2가지 내용이 함께 제시된 경우는 각각의 기준으로 분석
하였기 때문에 실제 성취기준은 36개인 것으로 분석되었
다. 지식 유형별로 나눠보면 개념적 지식이 22개 (61.1%)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실적 지식 13개 (36.1%), 절
차적 지식 1개 (2.7%) 순으로 나타났다. 메타인지 지식을
다루는 성취기준은 없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념적 지식
중 원리와 일반화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았고, 사실적 지식
중에는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관한 지식이 많이 다루어졌다.
인지과정별 분석 결과 ‘이해하다’ 범주가 33개 (91.6%)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적용하다’ 2개 (5.5%),
‘분석하다’ 1개(2.7%)로 나타났다. ‘기억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범주의 인지과정은 성취기준에서 다뤄지지 않
았다. ‘이해하다’ 중에서는 ‘설명하기’, ‘예증하기’가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뉴턴의 제3법칙의 적
용 사례를 찾아...’,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등으로 나타나는 성취기준과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등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Ⅰ성취기준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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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alysis framework of the Bloom’s revised taxanomy.
The types of
knowledge

B. Conceptual knowledge
Ba. Knowledge of classification and categories
Bb.
Knowledge of
principles and generalizations
Bc. Knowledge of theory, model and structure

A.Factual knowledge
Aa. Knowledge of professional term
Ab. Knowledge of specific facts and factors

2.0
2.1
2.2
1.0 Remembering
The types of
2.3
1.1 Retrieving
cognitive precess
2.4
1.2 Recalling
2.5
2.5
2.6

Understanding
Interpreting
Examplifying
3.0 Applying
Classifying
3.1 Carrying
Summarizing
3.2 Using
Inferring
Comparing
Implimenting

C. Procedural knowledge
Ca. Knowledge of special functions and algorithms in the subject
Cb. Knowledge of the
special techniques and
methods in the subject
Cc. Knowledg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to use the appropriate procedure

4.0
4.1
4.2
4.3

D.
Meta-cognitive
knowledge
Da. Strategic knowledge
Db. Knowledge of cognitive tasks
Dc. Self knowledge

Analyzing
5.0 Evaluating
Differentiating
5.1 Checking
Organizing
5.2 Critiquing
Attributting

6.0
6.1
6.2
6.3

Creating
Generating
Planning
Producing

Table 3. The analysis example on types of knowledges and cognitive precesses.
Types of Knowledge

Example
... can find a case in which magnetic bodies are used.
... can find examples of reducing shock.
... can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ies, wavelengths,
and velocities of the waves.
... can analyze the motion of an object
... can explain by spectral observation that electrons in atoms have
discontinuous levels
... understand the impact of scientific research on society
Example
... can tell the conditions that cause total internal reflection.
... can know what kind of magnetism.
... can give examples of electromagnetic waves that are used in everyday life.
... can explain the principle of electromagnetism.
... can explain the principle of electron microscope with the duality of matter.
... can calculate the thermal efficiency of the heat engine.
... can explain the force acting by analyzing the motion of an object.
... can quantitatively predict the motion of an object on a straight line.
... can understand the impact of scientific research on society.
... can design and perform probes to compare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different solids.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Meta-cognitive knowledge
Types of cognitive precesses
Remembering
Understanding
Applying
Analyzing
Evaluating
Creating

Table 4.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of the achievement standards of『PhysicsⅠ』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Factual knowledge
Conceptual knowledge
Procedural knowledge
Meta-cognitive knowledge
Sum

Remembering
0
0
0
0

Understanding
12
21
0
0
33

Applying
0
1
1
0
2

Analyzing
1
0
0
0
1

Evaluating
0
0
0
0
0

Creating
0
0
0
0
0

Sum
13
22
1
36

성취기준에 제시된 지식 유형이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생물 영역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 [16,17]에서

지식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2009개정 교육과정과

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사실이다. 본 연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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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에서도 절차적 지식과 메타인
지 지식을 명시한 내용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석 결과 사실적 지식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관한 지식이 주를 이루었고, 개념적 지식 하
위 요소 중에는 ‘원리와 일반화’에 관한 지식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교과서 개발 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실행과 평가 계획 수립 등 학교교육의 전
반에 걸쳐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5].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의 목표는
‘자연과 일상생활의 다양한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물리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
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 분석 결과 절차적 지식
과 메타인지 지식에 대한 내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탐구력과 사고력 등의 교과
목표와의 연계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와 맞물려 성취기준 내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취기준에 나타난 인지과정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해하기’ 영역에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 [5,16,17]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해하기’ 의 하위 영역으로는 ‘설명
하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예증
하기’, ‘추론하기’ 등이 다뤄졌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차세대과학표준(Next Generation Science Standard, 이하
NGSS)에 제시된 수행기대를 분석한 연구 [16]와 비교할 때
NGSS에서 ‘분석하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
으로 ‘적용하기’와 ‘창안하기’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 Ⅰ성취기준
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해하기’는 창의적 사고력
등 다양한 수준의 사고력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 그러
므로 다양한 인지과정 유형을 성취기준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은 특정 맥락에서의 수행성과 총체성 등을 강조하
고 있다 [18], 그러나 성취기준 분석 결과 학습자의 수행 능
력에 대한 내용 보다는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과학적 사실,
개념, 원리 등에 대한 이해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교과서 집필과 교사의 교수 방향
설정 등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균형적인 영역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취기준 설정에 앞서 지
식과 인지과정 유형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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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on knowledge
types of the learning objectives in『PhysicsⅠ』textbook.
Text- Factual Conceptual Procedural Meta-cognitive
Sum
book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A
22
37
4
1
64
B
18
36
0
0
54
C
13
21
1
0
35
D
18
26
2
0
46
E
23
23
3
0
49
Sum
94
143
10
1
248

2.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 분
석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물리학 Ⅰ교과서 5종에 나타
난 학습목표를 분석한 결과 총 248개의 목표가 제시되어 각
교과서별 목표는 평균 49.6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학습
목표가 제시된 A 교과서의 경우 64개인데 비해 C 교과서는
35개로 가장 적었다. 각 교과서별 평균이 49.6개인 것은
성취기준에 비해 그 수가 높은 것으로 성취기준에 따라 각
교과서에서 보다 상세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주
었다.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에 나타난 지식 유형 분석 결과
개념적 지식이 전체 248개 목표 중 143개 (57.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실적 지식 94개 (37.9%), 절차적 지
식 10개 (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메타인지 지식은
5종 교과서를 통틀어 1개 머물러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들 [5,16,17]과 매우 유사한 것으
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들이 이전 교육과정
교과서들과 비교했을 때 학습목표의 지식 유형 측면에서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2009
개정 물리 교과서 학습목표에 나타난 서술어를 분석한 연구
[19]에서도 ‘이해하다’와 ‘설명하다’가 가장 많은 빈도를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교과서에서는
‘계산하다’, ‘적용하다’, ‘관찰하다’ 등이 거의 비슷한 빈도
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2015 개정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에서도 여전히 인지
과정 유형이 ‘이해하기’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에 나타난 인지과정 유형을 분
석한 결과 ‘이해하기’ 영역이 전체의 90.3%로 나타났고 다
음으로는 ‘적용하기’ 6.4%, ‘창안하기’ 1.2%로 특정 영역 편
중 현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해하기’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설명하기’가 가장 많았고 ‘추론하기’, ‘예증하기’
순으로 활용되었다. 초등 과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 [5]에
따르면 인지과정 유형 중 2007 개정의 경우 ‘기억하기’와
‘이해하기’가 97.1%인데 비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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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sult of frequency analysis on cognitive process types of the learning objectives in『PhysicsⅠ』textbook.
Textbook
A
B
C
D
E
Sum

Remembering
1
0
0
0
1
2

Understanding
53
53
33
42
43
224

Applying
7
1
2
3
3
16

78.9%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물리학Ⅰ교과서 학습목표에 나타난 인지과정 유형은
‘이해하기’ 집중 현상이 전혀 완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과서 학습목표가 학습자의 수행
능력보다는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 사실, 개념, 원리
등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교육과정 수시 개정과
맞물려 물리학Ⅰ성취기준 설정과 그에 따른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Analyzing
2
0
0
0
0
2

Evaluating
1
0
0
0
0
1

Creating
0
0
0
1
2
3

Sum
64
54
35
46
49
248

Fig. 1. Comparision on types of knowledge between
achievement standard and learning objective.

3. 물리학 Ⅰ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목표 비교 분석
결과
Bloom 의 신교육목표분류에 기초해 2015 개정 물리
학Ⅰ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목표를 분석한 결과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식 유형 분포가 매우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즉 개념적 지식과 사실적 지식 유형에 대한
집중 현상이 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목표에서 모두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교과서 학습목표가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예상가능한 것이다. 바
꿔 생각해보면 성취기준에서의 지식 유형 편중은 교과서
학습목표를 통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수준에서 성취기준을 설정할 때 다양한 지식 유형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지과정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Figur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냈
다. 다만 교과서 학습목표에서는 성취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인지과정 유형을 제시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성취기준에서는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로 제시되어 인지과정 중
‘적용하기’의 하위 요소인 ‘실행하기’로 제시되었다. 이에
해당하는 목표가 D교과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다’로 제시
되어 ‘창안하기’ 중 ‘계획하기’의 요소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취기준을 토대로 교과서의 학습목표가

Fig. 2. Comparision on types of cognitive process between achievement standard and learning objective.
진술되고 있으나 학습목표가 인지과정의 다양한 측면들을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시 성취기준을 추출할 때 지식과 인지 과정
유형의 다각화가 요구됨과 동시에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학습목표 선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과
인지 과정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에 기초해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성취기준과 교과서 학습목표를 분석한
것이다. 성취기준에 나타난 지식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념
적 지식이 6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실적 지식
36.1%, 절차적 지식 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실적
지식의 하위 요소 중에서는 ‘구체적 사실과 요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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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이 주를 이루었고, 개념적 지식 하위 요소 중에는 ‘원
리와 일반화’에 관한 지식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
다. 성취기준에 나타난 인지 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교과서
학습목표 분석 결과 ‘이해하기’ 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 영역 중 ‘설명하기’가 가장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교과서 학습 목표 분석 결과 개념적 지식이 57.6%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실적 지식 37.9%, 절차적
지식 4% 순으로 나타났다. 학습목표 중 인지 과정 유형을
알아보면 ‘이해하기’ 영역이 전체의 90.3%로 나타났고 다음
으로는 ‘적용하기’ 6.4%, ‘창안하기’ 1.2%로 특정 영역 편중
현상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이해하기’의 하위 영역
중에서는 ‘설명하기’가 가장 많았고 ‘추론하기’, ‘예증하기’
순으로 활용되었다. 성취기준과 학습목표를 비교해보면
지식 유형과 인지 과정 유형이 매우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
내었다. 즉 성취기준에서 나타나는 지식 유형과 인지 과정
편중은 교과서 학습목표를 통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대로 구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특정 지식 유형과 인지 과정에 편
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선행 연구들 [16,17,19]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본 연구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 물리학Ⅰ에서도 여전히 성취기준과 학습목표의
편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학Ⅰ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특정 범주의 지식과 인
지 과정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지식과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성취기준과 학습목표가
사실적 지식과 개념적 지식을 이해하는 데 치중함으로써
고차원적 인지 과정을 교수-학습과 연계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절차적 지식이 거의 다뤄지지 않아
지식 중심의 수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물리학Ⅰ성취기준이 특정 영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은 성취기준에 나타난 교과역량을 분석한 연구 [20]에서
도 확인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 [21]에 따르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물리 분야에서 ‘이해한다’의 빈도가 매우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리학Ⅰ의 성취기준이 과학
적 사고력에 치우쳐 있다는 것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인지
과정의 편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리학Ⅰ성취기준과 학습목표에 메타인지 지식이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
된다. 메타인지 지식은 지식과 인지 전반에 대한 지식으로
비판적 사고와 반성적 사고를 활성화하는 기능을 지닌다
[14]. 그러므로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 설정 과정에서 메타인
지 지식을 보다 확대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과학과 핵심 역량과 연계해
구체적으로 학습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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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성취기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식 유형과 인지과정 유형에 대한 분석이 필
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지식과 그에 따른 적합한 인지과정을 활용토록 하는
형태로 학습목표를 진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물리학Ⅰ교수-학습 과정에서 교
사의 수업목표 재구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시사하고
있다. 즉 Bloom의 신교육목표분류체계를 통해 살펴본 결
과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의 특정 영역 편중 현상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교사가 실제 수업 지도에 앞서
성취기준과 교과서에 제시된 학습목표를 그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지식 유형을 고등 사고기능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수업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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